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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리스틱 외판원 문제 알고리즘을 이용한 노천광산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

박보영, 최요순*, 박한수

Optimal Routes Analysis of Vehicles for Auxiliary Operations in Open-pit Mines 
using a Heuristic Algorithm for the Traveling Salesman Problem

Boyoung Park, Yosoon Choi*, Han-Su Park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optimal routes of auxiliary vehicles in an open-pit mine that need to traverse 
the entire mine through many working points. Unlike previous studies which usually used the Dijkstra‘s algorithm, 
this study utilized a heuristic algorithm for the Traveling Salesman Problem(TSP). Thus, the optimal routes of 
auxiliary vehicles could be determined by considering the visiting order of multiple working points. A case study 
at the Pasir open-pit coal mine, Indonesia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travel route of an auxiliary vehicle that 
monitors the working condition by traversing the entire mine without stopping. As a result, we could know that 
the heuristic TSP algorithm is more efficient than intuitive judgment in determining the optimal travel route; 20 
minutes can be shortened when the auxiliary vehicle traverses the entire mine through 25 working points according 
to the route determined by the heuristic TSP algorithm. It is expected that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basis to set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for the system optimization of auxiliary vehicles in open-pit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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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노천광산에서 다수의 작업 지점들을 경유하며 광산 전역을 순회해야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다. Dijkstra‘s 알고리즘을 사용했던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휴리스틱 외판원 문제 알고

리즘을 이용한 결과 다수의 작업지점들의 방문 순서까지 고려하여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파시르 석탄 노천광산의 로또 채광장을 대상으로 광산 전역을 정차 없이 순회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분석자의 직관에 따라 작업지점들의 방문 순서를 결정하는 

것보다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해 분석하는 것이 25개 지점 경유시 20분 정도의 이동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가 노천광산 보조 작업 차량들의 시스템 최적화와 관련된 

향후 연구들의 방향설정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핵심어 노천광산, 보조 작업 차량, 최적 이동경로, 휴리스틱 외판원 문제 알고리즘

1. 서 론

생산단계의 노천광산에서 채광 작업의 공정은 크게 

천공, 발파, 적재, 운반과 같은 4개의 단위작업(unit operation)
으로 구분된다(Hartman and Mutmansky, 2002). 이 중 

운반 작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일반적으로 전체 채광 비

용의 50% 이상을 차지한다(Hays, 1990, Bonates,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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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eng, 1997, Alarie and Gamache, 2002, Niemann-Delius 
and Fedurek, 2004, Ercelebi and Bascetin, 2009). 노
천채광 방식의 특성상 많은 양의 폐석과 광석을 채광장 

내부에서 외부의 폐석장이나 선광장으로 운반해야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광 비용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운

반 작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여 생산단가 절감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최근 들어 대규모 노천광산에서 쇼밸과 트럭의 장비 

조합으로 운영되는 적재-운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광

산용 대형 트럭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과 관련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Choi 등(2007)은 지리정보시스

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GIS)을 이용하여 

Suboleski(1975)가 제안한 트럭 사이클 타임(truck cycle 
time)의 구성 요소 중 폐석을 적재한 트럭이 채광장 하

단의 적재지점으로부터 폐석장의 투하지점까지 이동하

는 시간(travel time of a loaded truck)을 단축할 수 있

는 최적 운반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Choi 등(2009)은 

대규모 노천광산에서 지형 경사, 저수지 및 노출 광체

의 공간적 분포, 작업 안전성, 이동 제약조건 등을 복합

적으로 고려하여 폐석 운반 트럭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

석할 수 있는 GIS 기반의 분석모델을 개발하였다. 또한, 
Choi와 Nieto(2011)는 광산용 트럭의 운반시간 단축뿐

만 아니라 연료 소비량 절감까지 고려하여 최적 이동경

로를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였다. Park 
등(2013)은 래스터 기반의 GIS 자료를 사용하지 않고

도 채광장의 지형경사에 따른 트럭의 이동속도 변화를 

최적 이동경로 분석 과정에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벡터(vector) 기반의 GIS 자료 구축 방법을 개발하였고, 
광산용 트럭의 이동경로 분석시 벡터 네트워크 기반의 

최적 경로분석 알고리즘들을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최근까지 수행되었던 연구들은 대부분 노천광산에서 

주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대형 트럭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에 목적을 두었다. 그러나 실제 노천광산 현장에서

는 트럭뿐만 아니라 트럭이 이동하는 운반 도로의 분진

제어나 채광장 보수 작업을 위한 보조 작업 차량들(살
수차 등)이 함께 운영된다. 더욱이 노천채광 장비의 대

형화 추세에 따라 운반도로 유지관리를 위한 보조 작업 

차량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Tannant and 
Regensburg, 2001, Thompson and Visser, 2003). 일반

적으로 보조 작업 차량들은 채광장 구역별로 쇼밸, 트
럭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 현장에 투입되지만, 광산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그 수가 충분하지 못할 경우가 많

다(Hartman and Mutmansky, 2002). 이러한 경우에는 

소수의 차량들이 정해진 일정에 따라 광산 전역을 순회

하면서 채광장 유지관리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보조 작업 차량들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것도 운

반 시스템의 효율성 개선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보
조 작업 차량들의 운영 방법에 따라 대형 트럭들의 주 

운반 작업 효율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Hartman 
and Mutmansky, 2002, Choi et al., 2009). 

폐석이나 광석의 운반 작업을 수행하는 대형 트럭의 

경우에는 적재지점으로부터 투하지점까지 혹은 그 반

대의 경우에 대하여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게 된다. 
즉, 하나의 출발지점과 하나의 도착지점 사이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보조 

작업 차량들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은 대형 트럭과는 차

이가 있다. 소수의 보조 작업 차량들이 채광장 내 다수

의 작업 지점들을 경유하면서 광산 전역을 순회해야 하

기 때문이다. 즉, 하나의 출발지점과 하나의 도착지점 

이외에도 다수의 경유 지점들이 존재하며, 이들 경유 

지점들을 어떤 순서로 방문할 것인가에 따라 보조 작업 

차량의 총 이동시간이나 연료소비량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대형 트럭의 이동경로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던 기존의 

연구들은 대부분 Dijkstra’s 알고리즘(Dijkstra, 1959), 
A* 알고리즘(Hart et al., 1968) 등과 같이 두 지점간의 

이동경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방법들을 사용하였다. 그
러나 이와 같은 방법들로는 다수의 경유 지점들의 방문 

순서까지 최적화해야 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

경로 분석 문제를 해결하기 어렵다. 따라서 노천광산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을 위해서는 기존

의 연구들과는 다른 접근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노천채광장에서 다수의 작업 지점

들을 경유하며 광산 전역을 순회해야하는 보조 작업 차

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기
존의 연구들과는 달리 출발지점과 도착지점 이외에도 

다수의 경유 지점들의 방문순서를 고려하여 최적 이동

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휴리스틱(heuristic) 외판원 문제

(Travelling Salesman Problem, TSP) 알고리즘을 이용

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본 연구에서는 인도네시아 동 칼리만탄(East Kalimantan)
의 남부에 위치하고 있는 파시르(Pasir) 석탄 노천광산

의 로또(roto) 채광장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였다(Fig. 
1). 파시르 노천광산의 전체 면적은 약 504 km2

으로 서

울시 면적의 약 83%에 해당한다. (주)삼탄에서 탄광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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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the Pasir open pit coal mine, Indonesia

(a)

(b)

Fig. 2. Comparison of (a) the optimal route in the travelling 
salesman problem and (b) that in the shortest path 
problem

발을 시작해 1993년 첫 상업생산이 시작된 이래 현재 

연 3,700만 톤의 유연탄을 생산하고 2013년 상반기에 

누적 생산량 3억 톤을 돌파하였다(http://www.samtan. 
co.kr). 로또 채광장은 크게 북부, 중부, 남부로 구분된

다. 북부와 중부의 채광장은 원형에 가까운 형태이며, 
남부 채광장은 광체의 주향 방향을 따라 직선형으로 개

발되고 있다. Fig. 1에서 볼 수 있듯이 광산의 규모가 

크게 때문에 광산 전역에 복잡한 운반도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으며, 보조 작업 차량들도 이 운반도로 네

트워크를 따라 이동한다. 연구지역에 관한 자세한 설명

은 Choi 등(2006), Sunwoo 등(2007), Choi 등(2008)에 

제시되었다.

3. 연구방법

3.1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

TSP는 한 외판원이 어떠한 도시를 출발한 후 n개의 

도시를 한 번씩만 방문하여 모두 순회하고 다시 출발한 

도시로 돌아오고자 할 때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

문순서 및 이동경로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이산적 변수

로 표현되는 비용함수의 최적해를 찾는 대표적인 조합

적 최적화(combinatorial optimization) 문제로써 전산

학, 교통공학, 경영과학 등 여러 분야에 걸쳐 관심의 대

상이 되고 있다(Kim, 1997). TSP는 다수의 경유 지점

들을 포함하는 이동 가능한 경로들의 조합을 모두 분석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Dijkstra’s 알고리즘(Dijkstra, 
1959) 등이 적용되는 최적 이동경로 분석 문제와 차이

가 있다(Fig. 2).
TSP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알고리즘들이 Christofides 

(1976), Bonomi와 Lutton(1984), Golden과 Skiscim 
(1986), Malek 등(1989), Fiechter(1994) 등 많은 논문

들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현재에도 보다 효율적인 알고

리즘을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http://www. 
math.uwaterloo.ca/tsp/index.html). 현재까지 개발된 TSP 
알고리즘들은 크게 최적해(exact solution)를 찾는 알고

리즘과 근사해(approximate solution)를 찾는 알고리즘

으로 구분된다(http://en.wikipedia.org/wiki/Travelling_ 
salesman_problem). 이 중 근사해를 찾는 TSP 알고리

즘들이 현실 세계의 문제 해결을 위해 주로 활용되고 

있다. 최적해를 찾는 알고리즘들은 경유 도시(지점)의 

수(n)가 증가함에 따라 지나치게 많은 계산을 필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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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때문이다(Woeginger, 2003). 예를 들어, 12개의 

지점을 경유하는 TSP를 해결하기 위하여 최적해를 찾

는 알고리즘의 경우는 총 12!(479,001,600)개의 이동 

가능한 경로들을 모두 분석해야 한다.
근사해를 찾는 TSP 알고리즘들은 가장 이상적인 해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만족할 만한 수준

의 해답을 찾는 휴리스틱 접근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근사해를 찾는 TSP 알고리즘들을 휴리스틱 TSP 알고

리즘이라고도 부른다.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은 최적

의 해를 보장하지는 않지만 합리적인 시간 내에 만족할

만한 해를 도출할 수 있다(Fiechter, 1994). 가장 단순한 

형태의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 중에는 Nearest Neighbor 
(NN) 알고리즘이 있다(Rosenkrantz et al., 1977). NN 
알고리즘은 현재의 위치에서 이동 가능한 경로 중 비용

을 최소화할 수 있는 경로를 선택하며, 선택된 경로로 

이동한 뒤 새로운 위치를 다시 현재의 위치로 설정하고 

최소 비용의 경로를 선택하는 작업을 반복한다. 즉, 전
체적인 관점에서 이동 가능한 경로들을 모두 분석하여 

최적해를 찾는 것이 아니라 각 지점에서 이동 가능한 

경로들만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최적해를 구해나간다. 
각 단계에서 최적해를 구하는 작업의 연속으로 도출한 

해는 국부적 최적해(local optimum)일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NN 알고리즘과 같은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는 항상 전체적 최적해(global optimum)를 보

장하지는 않는다(Rosenkrantz et al., 1977).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의 분석 결과가 국부적 최적

해일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반복적 개선법(iterative improvement) 또는 임의 개선

법(random improvement) 등이 사용된다. 즉, NN 알고

리즘 등으로 TSP의 초기해를 계산한 후, 초기해의 이웃

한 노드의 구조를 바꾸거나 일부에 한하여 비용이 증가

했을 경우에도 이동을 허용하여 새로운 해를 생성한 후, 
값을 비교하여 더 작은 값을 가지는 해를 선택하는 과

정을 반복적으로 시행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국부적 

최적해를 전체적 최적해에 가깝게 개선할 수 있다(Malek 
et al., 1989).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의 반복적 개선을 

위한 방법으로 담금질 모사법(simulated annealing), 유
전 알고리즘(genetic algorithm), 타부 탐색 알고리즘

(tabu search algorithm) 등이 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노천광산 전역을 순회해야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하기 위하여 NN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초기해를 생성하고, 타부 탐색 알고

리즘(tabu search algorithm)을 이용하여 국부적 최적해

를 전체적 최적해에 가깝게 개선하는 휴리스틱 접근법

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타부 탐색 기반의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Malek 
등(1989)과 Fiechter(1994)를 참고하길 바란다. 현재 이 

방법은 ArcGIS 소프트웨어의 Network Analyst 분석 

도구(http://www.esri.com/software/arcgis/extensions/ 
networkanalyst)에 채택되어 활용되고 있다.

3.2 도로망 벡터 네트워크 자료의 구축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하기 위한 도로망 네

트워크 자료의 구조는 Dijkstra’s 알고리즘을 적용할 때 

사용되는 것과 동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ijkstra’s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노천광산 덤프트럭의 최적 이동

경로를 분석하기 위해 Park 등(2013)이 제안한 지형경

사를 고려할 수 있는 벡터 네크워크 자료의 생성 방법

을 사용하였다. 연구지역 광산 전역의 수치지도를 바탕

으로 지형 등고선 자료를 이용하여 10 m 해상도의 수

치지형모델(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작성하

였으며, 보조 작업 차량이 이동할 수 있는 도로들을 디

지타이징(digitizing)하여 선(polyline)형태의 도로망 자

료를 구축하였다. 자료의 구축시 정밀도를 일정하게 유

지하기 위해 도로망을 구성하는 선의 점들(vertices)간
의 거리는 최대 100 m로 설정하여 디지타이징을 수행

하였다.
디지타이징 된 도로망 벡터 네트워크 자료의 간선별 

지형 경사도를 계산하기 위하여 네트워크를 구성하는 

점들의 고도값을 수치지형모델을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각 간선들을 방향에 따라 하나의 시작점과 하나의 끝점

을 가지므로 이 두 개의 점들의 고도값의 차이(m)를 점

들 사이의 거리(m)로 나눈 후 백분율로 환산하여 간선

별 지형 경사도(%)를 계산하였다. Park 등(2013)이 고

려한 대형 덤프트럭은 도로의 지형 경사도에 따라 이동

속도가 크게 달라지는 특징이 있다. 그러나 보조 작업 

차량들의 경우 연구지역 현장에서 관찰한 결과 작업 지

점간의 이동시 도로의 지형 경사도에 관계없이 광산내 

차량의 최대 허용 속도인 40 km/h로 이동하고 있다. 따
라서 도로망 네트워크의 간선별 이동시간은 상향이동

과 하향이동 모두 동일하게 40 km/h의 이동속도를 적

용하여 산술적으로 산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구

축한 자료는 Park 등(2013)이 사용한 자료와 비교할 때 

네트워크 간선별로 부여된 이동시간이 다르다. 마지막

으로 간선을 구성하는 정점들의 고도값을 기준으로 위

상관계에 대한 정보를 추가하였다. 즉, 수평면 상의 같

은 위치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정점들의 고도값이 같은 

경우에는 교차로로 정의하였고, 고도값이 다를 경우에

는 고가도로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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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Different numbers of the visiting points for auxiliary vehicles in the study area. (a) 5 points. (b) 15 points. (c) 25 

points. The dot represents the visiting point, and the polyline illustrates the road

4. 알고리즘 적용 및 결과

4.1 적용 조건

구축된 연구지역의 도로망 벡터 네트워크 자료에 휴

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차고(garage)에서 출

발하는 보조 작업 차량이 할당된 작업지점들을 모두 방

문한 뒤 다시 차고로 돌아오는데 소요되는 총 이동시간

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동경로를 분석하였다. 동일한 

적용 조건에 대하여 작업지점들의 방문순서를 휴리스

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분석한 결과와 분석자가 

직관적으로 결정한 결과를 비교하여 알고리즘 적용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은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방법인 반면, 분석자가 직관

적으로 작업지점들의 방문순서를 결정하는 것은 객관

적이지 못하며 방문지점들의 수가 많아지면 일관성 있

는 선택을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조 작업 차량이 방문해야 하는 지역이 점차 넓어지는 

경우를 가정하여 작업지점의 수를 5개, 15개, 25개로 

변화시키면서 분석을 수행하였다(Fig. 3).

본 연구에서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

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알고리즘 적용을 통한 최적 

이동경로 분석의 효과가 잘 나타날 수 있도록 문제를 

단순화하여 각 작업지점에서 실제 수행되는 보조 작업

의 소요시간은 무시하고 차량의 이동시간만을 고려하

였다. 광산 전역을 정차 없이 순회하는 보조 작업 차량

의 경우 이러한 단순화된 적용 조건에 부합한다. 그러

나 각 작업지점에 정차하여 상당한 시간의 작업을 수행

한 후 다음 작업지점으로 이동해야 하는 보조 작업 차

량의 경우에는 보조 작업의 소요시간을 고려할 수 있는 

스케줄링(scheduling) 방법이 함께 적용되어야 하며, 이
는 본 연구에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4.2 결과 및 해석

보조 작업 차량이 방문해야 하는 작업지점의 수가 5
개일 때(Fig. 3(a)),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

과는 Fig. 4와 같다. 분석자의 직관에 따라 작업지점들

의 방문순서를 ‘A⟶D⟶E⟶C⟶B⟶A’ 순으로 결정하여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한 경우에는 보조 작업 차량의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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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Travel routes of auxiliary vehicles determined by (a) 
intuitive judgment and (b) a heuristic TSP algorithm 
when considers 5 visiting points including the garage 
(No. 1). The number illustrates the visiting order 

(a)

(b)

Fig. 5. Travel routes of auxiliary vehicles determined by (a) 
intuitive judgment and (b) a heuristic TSP algorithm 
when considers 15 visiting points including the garage 
(No. 1). The number illustrates the visiting order 

이동거리가 18.6 km, 총 이동시간은 28분으로 나타났

다(Fig. 4(a)). 그러나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하

여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작업지점들의 

방문순서가 ‘A⟶C⟶E⟶B⟶D⟶A’ 순으로 결정되었고, 
보조 작업 차량의 총 이동거리와 이동시간은 각각 15.7 
km, 24분으로 나타났다(Fig. 4(b)). 도면상에서 볼 때에

는 분석자가 직관적으로 결정한 것(Fig. 4(a))이 휴리스

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해 분석한 것보다 보조 작업 

차량의 총 이동거리가 더 짧은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분석자의 직관에 의한 결과에서는 차량들이 대부분의 

경로를 왕복하여 지나가야 하는 것에 비해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의 결과에서는 차량들이 대부분의 경로들

을 한 번만 지나가게 된다. 따라서 총 이동거리와 이동

시간이 단축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

지 않았으나 차량의 유턴(U-turn)등에 소요되는 시간까

지 생각한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총 

이동시간의 차이는 더 커질 것이라 예상된다. 
방문해야 하는 작업지점의 수를 15개와 25개로 증가

시켜서 동일한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각각 Fig. 5와 

Fig. 6에 제시하였다. 작업지점의 수가 15개일 때 보조 

작업 차량의 총 이동거리는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적용해 분석한 결과가 분석자가 직관적으로 결정한 결

과보다 약 8.7 km 더 짧게 나타났다. 작업지점의 수가 



터널과 지하공간 17

(a)

(b)
Fig. 6. Travel routes of auxiliary vehicles determined by (a) 

intuitive judgment and (b) a heuristic TSP algorithm 
when considers 25 visiting points including the garage
(No. 1). The number illustrates the visiting order

Fig. 7. Difference of travel times along the routes determined 
by intuitive judgment and those determined by a 
heuristic TSP algorithm

25개로 증가하였을 때에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보

조 작업 차량의 총 이동거리 차이가 약 13.3 km로 더 

증가하였다. 
두 가지 방법으로 분석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경유하

는 작업지점의 수에 따라 변화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총 이동시간을 Fig. 7에 도시하였다. 처음 5개의 지점을 

순회하는 경우에는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의 적용 결

과와 분석자 직관에 의한 분석 결과가 4분 정도의 차이

를 보였으나, 작업지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그 차이는 

더 커져서 작업지점의 수가 25개가 되었을 때에는 20분
이라는 큰 차이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보조 작

업 차량들이 방문해야 하는 지점의 수가 증가할수록 휴

리스틱 TSP 알고리즘의 적용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광산 전역을 순회해야하는 보

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 분석에 있어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것이 분석자의 직관에 의존

하는 것보다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노천채광장에서 다수의 작업 지점들을 경유하며 광산 

전역을 순회해야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

를 분석하였다. 인도네시아 파시르 석탄 노천광산의 로

또 채광장을 연구지역으로 설정하고 광산 전역을 정차 

없이 순회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

한 결과 분석자의 직관에 따라 경유(작업)지점들의 방

문 순서를 결정하는 것보다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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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해 분석하는 것이 차량의 총 이동거리와 이동시간 

측면에서 보다 효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리스

틱 TSP 알고리즘의 적용 효과는 보조 작업 차량이 방

문해야 하는 작업지점들의 수가 증가할수록 더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Dijkstra’s 알고리즘이나 A* 알고리즘을 사용한 기존

의 연구들은 하나의 출발지점과 하나의 도착지점 사이

의 최적 이동경로만을 분석할 수 있었기 때문에 다수의 

작업 지점들을 경유하면서 광산 전역을 순회해야하는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석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과 달리 휴리스틱 TSP 알
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다수의 작업지점들의 방문 순

서까지 고려하여 보조 작업 차량의 최적 이동경로를 분

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노천채광장의 운반 시

스템 분석과 관련한 문제에서 그동안 사용되지 않았던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을 최초로 적용했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이 생산

단계의 노천광산 현장에서 작업 계획 수립을 위해 실제 

활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첫째, 보조 작업 차량들은 채광장 구역별로 쇼밸, 
트럭과 함께 조합을 이루어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가 많

으므로 다른 장비들과의 상호작용을 고려하여 최적 이

동경로를 분석할 수 있는 방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둘
째, 보조 작업 차량들의 총 이동거리나 이동시간 뿐만 

아니라 각 작업지점에서 실제 소요되는 작업시간까지 

모두 고려하여 보조 작업 차량들을 이동경로 결정과 배

차간격 스케줄링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기술의 개발이 

요구된다. 셋째,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달라지는 현장 조

건을 반영하여 필요한 경우 보조 작업 차량들의 이동경

로와 작업지점 방문순서를 유사 실시간으로 재탐색할 

수 있는 기술에 대한 개발이 요구된다. 넷째, 현장의 상

황에 따라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이 고려하지 못하는 

제약조건들이 존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대의 살수 

차량이 광산 전체를 순회하지 않고 여러 대의 살수 차

량들이 구역을 나누어 작업을 수행할 수 있으며, 차량

이 채광장 내부의 임시도로 보다는 주 운반도로를 위주

로 이동할 수도 있다. 따라서 광산의 실제적인 제약조

건들을 고려하여 보조 작업 차량들의 전체 이동경로 중 

일부구간은 분석자가 현장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직접 

결정하고 나머지 구간은 휴리스틱 TSP 알고리즘이 분

석할 수 있도록 하는 복합형 알고리즘의 개발이 필요하

다. 또한, 광산의 실제적인 제약조건을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와 그렇지 않은 결과를 비교/분석하는 것도 필요할 

것이다.

광산 장비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노천광산에서 보조 

작업 차량들의 효율적인 운영이 보다 중요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결과는 향후 노천광산 보조 작업 

차량들의 시스템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들의 방향설정

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

적인 연구를 통해 실제 현장의 복잡한 조건들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기술로써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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