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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석회석 광산에서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채수율 분석

권덕준 , 김재동*

Analysis on the Ore Recovery from Operating the Room & Pillar Hybrid 

Mining Method in the Korean Limestone Mine

Dukjoon Kwon, Jaedong Kim*

Abstract Demand for high-grade limestone is increasing, but the production in the domestic mines has been limited 

due to the lack of systematic development plans and efforts to develop mining technology to improve the recovery 

ratio, transition to high-cost underground mining due to increasing social awarenes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smallness of the domestic mining industry, etc. In this study in connection with this issue, an analysis 

on the recovery change by improvement of mining method was executed. 3D modeling technique was used to 

construct a 3D model. 3D model includes the geological structure, the limestone ore body and the underground 

pits and tunnels excavated at the Daepyeong District of Daesung MDI Donghae District. By using the 3D model, 

measured resources, reserves and ore recovery were evaluated from the results of pilot operation of the room and 

pillar hybrid mining method, which is a variant of room and pillar mining method.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from the conventional mining method. The ore recovery obtained by hybrid mining method 

was found to be up to 71.6%, showing about 26%p. increase compared with the case of conventional mining method.

Key words 3D modeling, High-grade limestone, Resources, Reserve, Ore recovery

초  록 고품위 석회석에 대한 수요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반면, 국내 석회석 광산에서의 고품위 석회석 생산은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부재, 고품위 광체에 대한 선택적 채광 기술의 부족, 환경보호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른 고비용 갱내 채광으로의 전환, 채수율 제고를 위한 채광기술의 개발 노력 부족, 산업의 영세성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3D 모델링 기법을 활용하여 대성MDI 동해

사업소 대평지구의 지질구조 및 광체, 갱도 및 채굴적을 포함하는 3D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하여 확정매장량, 가채광량 및 채수율을 산정하고 이를 기존의 주방식 채광법에 

의한 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Test-bed 구역에서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시험 적용 결과를 분석한 결과 

채수율이 71.6%로, 약 26%p. 향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핵심어 3D 모델링, 고품위 석회석, 매장량, 가채량, 채수율

1. 서 론

국내 석회석 광산은 2015년 기준으로 총 179 개가 가

행되고 있다. 파악된 가채광량은 약 88억 4천만 톤 규

모이며 이 중 저품위인 시멘트용에 비해 광물의 가격이

나 활용도에 있어 상대적으로 뛰어나 제철용 및 화학용

으로 쓰이는 고품위 석회석의 양은 약 16억 6천만 톤 

정도이다(KORES, 2015b). 그러나 석회석의 광물가격

이 타 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계획적이고도 체계

적인 개발을 위한 사전 탐광에 대한 투자가 미진하여 

지금까지 파악된 가채광량에 대한 신뢰도 또한 그리 높

지 않은 추정치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고품위 석회석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하여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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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geological section at the Daepyeong District

약 1백 8십만 톤 규모가 수입되고 있어 국내 생산과 공급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다(KORES, 2015b). 그러나 국내 

고품위 석회석의 생산은 체계적인 개발 계획의 부재, 고품

위 광체에 대한 선택적 채광 기술의 부족, 환경보호에 대

한 사회적 인식 제고에 따른 고비용 갱내 채광으로의 전환

(Koo et al., 2008), 채수율 제고를 위한 하이브리드 채광

기술의 개발 노력 부족, 산업의 영세성 등과 같은 여러 문

제들로 인하여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현재 국내 고품위 석회석 개발은 부존 광량에 비해 

채광이 가능한 광량이 비합리적으로 적어 이를 개선해

야 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Lee et al., 

2006). 채수율 향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2015년 국

내 기술진에 의해 기존의 주방식 채광법을 변형시킨 주

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Korea Patent No. 10-1565789)

이 제안된 바 있으며 현재 가행 중인 국내 석회석 광산

에서 이 방법을 적용한 시험 채광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채광법 적용의 경우와 주방식하이

브리드 채광법 적용의 경우 각각에 대하여 가채량 및 

채수율의 변화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 광산은 대성MDI 동해사업소 대평지구이

다. 이 광산은 현재 전형적인 주방식 채광법을 적용하고 

있는 지하채광 광산이며 운반은 대규격 갱도(8 m × 6 

m)를 통한 트럭 운반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먼저 부존하는 고품위 석회석 광체 및 지역의 지질

구조에 대한 3D 모델을 구축하고 확정매장량을 산정한 

후, 기존의 주방식 채광에 의해 굴착된 갱도 및 채굴적

을 반영한 3D 채광 모델로부터 가채량 및 채수율을 분

석하였다.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시험 적용은 현 

채광지역 내에 test-bed 지역을 설정하여 진행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가채량 

및 채수율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채

굴적에 대한 3D 모델링과 3D 스캐닝에 의한 실측을 중

복 실시하였다. 3D 스캐너를 활용한 연구로는 Park et 

al.(2012)의 점군 데이터를 이용하여 격자망 크기별 터

널의 여굴 및 미굴 체적 계산 연구와 Noh et al.(2015)의 

지하공동의 굴진장과 여굴 평가 연구 등이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고품위 석회석 광산 개발을 위한 정

량적인 지표를 객관적인 기준 하에 공학적인 과정을 거

쳐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자원개발 산업이 고도화된 기술 

집약 산업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 지질 및 광상

연구 대상 광산인 대성MDI 동해사업소 대평지구는 

강원도 삼척시에 위치하며, 지리좌표 상으로 동경 129° 

05’ 10.4″～129° 06’ 10.4″, 북위 37° 17’～37° 18’에 

해당하고 지적번호는 고사리 82, 83, 92, 93이다. 현재 

가행 중인 광산으로 연간 약 150만 톤의 석회석을 생산

하고 있다.

이 지역의 지질은 고생대 조선누층군의 묘봉층, 화절

층, 풍촌층, 동점층 및 두무동층으로 구성된다. 채광대

상으로 하는 광체는 풍촌층에 부존하는 석회석광체이

다. Fig. 1은 대상 지역의 층서구조로서 풍촌층은 상부 

고품위대와 하부 저품위대로 분리되어 나타난다. 이중 

광산에서 채광대상으로 하고 있는 석회암층은 제철용 

석회석으로 사용가능한 담회색 또는 암회색의 상부 고

품위대이다. 하부 저품위 석회암대(잡색대)는 일부구간

에 비교적 고품위를 보이기는 하나 품위변화가 심하고 

점토 이질물이 협재되어 있어 제철용 석회석 용도로 적

합하지 않다. 풍촌층 상부 고품위대의 층후는 70 M 내

외이고, 미립-세립질의 괴상으로 산출된다(KORES, 2007).

3. 석회석 광체 모델링 및 매장량 산정

광체의 3D 모델링을 위해서는 2D로 표현된 기존의 

지표지형 자료, 지표지질 자료, 시추조사 자료, 광산보

안도 등과 같은 자료들을 분류 및 취합하고 모델링 소

프트웨어에 입력하는 단계를 거친다(Kaufmann et al., 

2008, So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지표지형 모델

과 시추공 자료를 이용한 광체 모델, 지표지형 및 지질 

자료를 이용한 광체 및 지질구조 모델을 작성하고자 하

였다. 3D 모델링 과정에서 사용된 소프트웨어는 Auto 

CAD와 GEMS 등 두 종류의 상용 프로그램이다. 특히 

GEMS는 데이터관리자의 Open Database Connectivity 

(ODBC) 시스템이 호환성을 제공하기 때문에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며 데이터 분석자들을 위하여 구

성도 높은 분산, 통계, 로그 및 확률이라는 옵션을 제공

하고 있다(Gemcom Inc., 2011). 또한 광업 분야에서 

광체 및 지질 모델링, 광산설계, 채굴계획 수립 등에 3

차원 모델링이 이용되며 데이터베이스 기반의 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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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3D surface topographical model map at the Daepyeong 

District

Fig. 3. Drilling status at the Daepyeong District

Fig. 4. 37 surface lines of vertical geological sections at the 

Daepyeong District

웨어로서 원하는 다양한 항목의 특성을 편집하여 분석

할 수 있으며 복잡한 광체 및 지질구조를 구성하는 기

능이 있다(Choi et al., 2009b, Park et al., 2006).

3.1 지표지형 모델링

모델링 영역의 전체적인 지형을 파악하기 위해서 지

표지형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Fig. 2는 대평지구의 수치

지형도로부터 등고선 자료를 이용하여 작성된 3D 지표

지형 모델이다. 지역의 범위는 남북방향으로 3.8 km, 

동서방향으로 약 3 km이다.

3.2 지질구조 및 광체 모델링

지표 하부의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자료에는 지

질조사 자료, 물리탐사 자료, 시추조사 자료 등이 있다. 

이 중 실제 지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시추공 자료는 

3D 모델링 과정에서 중요한 자료이다. 시추주상도에서 

확인된 지질 및 광체 자료를 분석함으로서 지질구조 및 

광체에 대한 모델링을 보다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시추조사는 대평지구 전 지역에서 33개 공이 이루어

졌으며 시추 총 연장은 6,932 m이다(KORES, 2015a). 

시추결과 얻어진 시추좌표, 시추공의 선주향과 선경사, 

지층구조, 광체의 품위 등과 같은 자료는 3D 모델링 툴

인 GEMS를 이용하여 지층구조 및 광체 모델링에 이용

된다. Fig. 3은 GEMS에 입력된 시추공의 위치, 방향 

및 연장을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추공 자료는 지질구조 및 광체 모델링

에 가장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사용되지만 본 지역의 경

우 전체 시추공이 갱내에서 광체의 경계를 확인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되었으며 또한 시추공이 집중된 일

부 지역도 시추공의 위치와 간격이 일정한 배열을 갖지 

않아 모델링을 위한 자료로는 부적절하였다. 이는 국내 

석회석 광산에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탐광 시추

의 현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추공 자료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지표 지형도와 지질도의 수치자료로 부터 다

수의 이차원 지질종단면도를 작성하여 이들을 삼차원

으로 구성하는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Lee et al, 2011, 

Lee et al., 2013). Fig. 4는 대평지구에서 지질종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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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ertical geological sections at the Daepyeong District 

drawn using AutoCAD

Fig. 6. Placement of vertical geological sections in the 3D 

space of GEMS

Fig. 7. A 3D model of ore body and geological structure 

at the Daepyeong District

Fig. 8. A 3D model of high-grade limestone ore body with 

fault system

를 작성하기 위해 100 m 간격을 두고 동서방향으로 설

정한 총 37개 종단면의 노두선이다. 이차원 종단면도의 

작성에는 AutoCAD를 사용하였다. 

Fig. 5는 설정된 37개 노두선을 따라 작성된 이차원 

종단면도들의 일부를 도시한 것이다. Fig. 6은 작성된 

지질종단면도들을 각각의 3D 좌표에 맞추어 GEMS 공

간에 배치하는 과정이다.

3D공간에 배치된 지질종단면도들에 나타난 지질경계

들을 기준으로 층서와 단층 구조를 고려하여 ‘solid’ 형태

의 지층을 형성시킨다(Wu et al., 2003). Fig. 7은 지층

별로 ‘solid’들을 생성하여 구축한 대평지구의 3D 지질

광상모델이다. 완성된 3D 모델은 층서구조를 이루는 

화절층, 풍촌층, 묘봉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풍촌층의 

경우 상부고품위대와 하부저품위대를 구분하여 모델링

하였다.

Fig. 8은 채광 대상인 풍촌층 상부고품위 석회석 광체

와 부존하는 단층이 함께 포함된 3D 모델이다. 전체적

으로 광체는 5° 내외의 수평에 가까운 완만한 경사를 

갖지만 일부 지역은 단층의 영향으로 10° 이상의 경사

를 보이는 경우도 있다.

3.3 3D 지질광상모델에 대한 검토 

본 연구에서 작성된 지질종단면도들은 지표에서의 지

질분포와 지형에 근거하여 추정된 지하정보이며, 이로

부터 구축된 Fig. 7의 대평지구 3D 지질광상모델은 어

느 정도 까지는 추정에 의해 작성된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신뢰성을 평가하

기 위해 시추 결과와 3D 광체모델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9에는 3D 모델과 시추 결과가 불일치하는 경우

와 일치하는 경우를 각각 예시하였다. Fig. 9(a)는 석회

석 내 공동이 시추에서 확인되었으나 3D 모델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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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ismatched case (b) matched case

Fig. 9. Examples showing the two matched and mismatched 

cases, comparing the 3D model and drill log

Fig. 10. Location of 470 drift & 540 drift areas selected for 

evaluation of resources

구현이 되지 못한 경우이며 Fig. 9(b)는 시추에서 나타

난 단층대가 3D 모델에서의 단층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준다. 

대평지구 내에서 탐광시추는 주로 갱내에서 수평으로 

광체의 주향방향을 따라 총 33공이 실시되었다. 이중 4

개 공에서 공동이 확인되었으나 본 연구에서의 모델링 

과정에서는 시추공 자료가 사용되지 않아 공동이 모델

링되지 않았다. 시추 결과 나타난 공동의 징후로부터 

공동의 모양, 규모나 자세 등을 판단하여 모델링하는 

데에는 어려운 점도 있으나 석회암 광체 내에는 항상 

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시추에서 탐지된 공

동을 모델링하는 기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단층의 경우는 5개 공이 단층을 관

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3개 공은 주상도와 3D 모

델에서의 관통위치가 일치하였으나 2개 공은 일치하지 

않았다. 일치하지 않은 이유는 3D 모델에서의 단층면이 

평면이라는 가정을 적용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지질구조가 비교적 단순한 석회석 광

체에서 시추자료가 부족할 경우, 지질종단면도를 이용

하여 3D 모델링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만 이 

방법에 의해 작성된 3D 광체 및 지질구조 모델은 몇 가

지 가정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시추공 자료에 의한 모델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정확도나 신뢰도는 낮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4. 매장량 및 가채량 산정

본 연구의 목적은 채광법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 채수

율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있다. 따라서 분석 대상지역

은 현재 채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중 광산

에서 오랜 시간동안 적용하여 온 주방식 채광 패턴에 

의해 채광하고 있는 지역과 변형된 주방식 채광법인 주

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적용하여 시험 채광한 두 지

역을 선정하였다. 연구는 매장량 산정 조건의 설정, 매

장량 산정, 채광법에 따른 가채량 산정과 채수율 분석

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4.1 매장량 산정

대평지구 내에서 Fig. 10에 표시된 바와 같이 2016년 

현재 채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470갱과 540갱 지역

을 매장량 산정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470갱 지역은 광산에서 오랜 시간동안 적용하여온 주

방식 채광 패턴으로 채광되고 있으며, 540갱 지역은 기

존의 채광 패턴 중 수평 광주의 두께를 줄여서 채광하

는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540갱 지역 중 일부 소규

모 지역을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적용하여 채수

율을 분석하기 위한 test-bed로 선정하였다.

470갱 지역과 540갱 지역은 이미 채광이 진행 중인 

지역이므로 채광을 통해 얻은 정보를 바탕으로 매장량

을 산정하였다. 산정된 매장량의 신뢰수준은 확정매장

량(measured resource)이다. 확정매장량은 광체의 체적, 

비중 및 품위가 확인된 구획 내의 부존광량을 말하며 3～ 

4면이 개발되어 있고 그 면의 시료도가 완성된 경우이

다. 규칙적인 광상일 때는 3면만 개발되었어도 확정매

장량으로 계산할 수 있다(KATS, 2005).

확정매장량 산정은 광체 내 광석의 품위 분포와 단층

과 같은 불리한 지질구조의 존재에 따라 그 대상 범위

가 제한된다. 본 연구의 경우 가행 중인 광산이고 채광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품위 분석과 지질조

사에 의해 저품위대나 단층대는 미채굴지역으로 이미 

배제된 상태이므로 채광지역을 대상으로 확정매장량을 

산정하였다. 생산되는 석회석의 CaO 품위는 49～52%

의 범위에 가장 많이 분포하며 평균 품위는 50.37%,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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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 plan view of the underground pits and the surface 

lines of existing faults within the area of 470 drift

Fig. 12. Plan and left-side views of 3D model of ore body 

at the area of 470 drift

Fig. 13. A plan view of the underground pits and the surface 

lines of existing faults within the area of 540 drift

Fig. 14. Plan and left-side views of 3D model of ore body 

at the area of 540 drift

도는 약 2.7 ton/m
3
(현장 추정값)이다. 

470갱 지역의 경우 채광된 광석은 경제성을 갖는 품

위를 유지하므로 미채굴 지역을 제외한 470갱 채광지

역을 확정매장량 산정 범위로 설정하였다. Fig. 11과 같

이 470갱 지역에 존재하는 다수의 단층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그중 채광에 영향을 주는 단층을 고려하여 확정

매장량 산정 영역을 제한하였다. 

Fig. 12는 470갱 지역 중 저품위 미채굴지역과 단층 

지역을 제외하고 설정한 확정매장량 산정 영역의 3D 

모델이다. 확정매장량 광체는 약 8°의 경사를 보이며, 

3D 모델로부터 산정한 470갱 지역의 확정매장량은 약 

8,675,000 ton 이었다.

540갱 지역의 확정매장량 산정을 위한 영역의 선정 

기준은 470갱의 경우와 동일하다. Fig. 13은 540갱 지

역에 존재하는 단층의 노두선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14는 540갱 지역의 확정매장량 산정 영역의 3D 모델이

다. 산정된 540갱 지역의 확정매장량은 약 5,500,000 

ton으로 나타났다.

4.2 가채량 산정

주방식 채광법은 보통 15° 이내의 완경사 광체에 적

용되며 상반을 지지하기 위해 장방형 또는 정방형의 광

주를 규칙적으로 남기고 채광하는 방법이다. 이때 가채

량은 갱도의 생산 굴진이나 채굴적을 굴착하여 생산 가

능한 광석의 양을 말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절에서 설

명한 확정매장량 산정 영역에서 갱도 및 채굴적에 대한 

3D 모델을 이용하여 가채량을 산정하고, 실제로 굴착

된 현장 채굴적에서 3D 스캐닝을 실시하여 구한 결과

와 비교 분석하여 타당한 채수율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4.2.1 갱도 및 채굴적 모델링

Fig. 15는 측량에 의해 작성된 2D AutoCad 도면을 

기초로 구축된 갱도 및 채굴적 3D 모델이다. 3D 모델

에서는 광체 뿐만 아니라 갱도 현황까지 동시에 표현할 

수 있으므로 폐광된 광산의 재개발이나 광해방지 사업

을 위한 기초 현황자료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Choi 

et al., 2009a, Son et al., 2012). 주운반갱도는 약 300 

ML에서 시작되어 약 500 ML까지 상향으로 굴착되어 

있다. 지금까지 470갱, 490갱, 510갱, 530갱, 540갱, 560

갱, 570갱, 580갱, 590갱이 굴착되었으며 대부분 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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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A 3D model of mine tunnels and underground pits

Table 1. Status of mine design at the 470 drift

Dip of ore body about  8° (N dir.)

Excavation
3 levels between 

468 ML ~ 407 ML

Vertical pillar dimension 10 m × 10 m

Horizontal pillar 

thickness
13 m

Pit (room) width 15 m

Pit height 7 m

Additional excavation

7 meters at the roof & floor of level 

1, 2 & 3 considering the in-situ 

condition

Fig. 16. Plan and left-side views of 3D model of pits at the 

area of 470 drift

Table 2. Status of mine design at the 540 drift

Dip of ore body horizontal

Excavation
3 levels between 

567 ML ~ 523 ML

Vertical pillar dimension 10 m × 10 m

Horizontal pillar 

thickness
8 m

Pit (room) width 15 m

Pit height 7 m

Additional excavation 7 meters at the floor of level 3 

Fig. 17. Plan and left-side views of 3D model of pits at the 

area of 540 drift

Fig. 18. Test bed area set for pilot operation of room & pillar 

hybrid mining method within the ore body of 540 drift

이 완료되었고 현재는 470갱과 540갱에서 채광이 진행

되고 있다.

470갱에서의 채광은 주방식 채광법을 적용하고 있으

며 채굴적과 광주의 규격 등은 Table 1과 같다. Fig. 16

은 470갱 채굴적의 상세도이다.

Table 2는 540갱 지역에서의 채굴적과 광주의 규격

을 정리한 것이다. 540 지역 역시 수직방향으로 3편이 

채광되었다. 470갱 지역과의 차이점은 광체가 수평하며 

편간 수평광주 두께가 8 m로 470갱 보다 5 m 더 얇다. 

그 이유는 540갱 지역에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하기 위해 미리 편간 수평광주 두께를 최소화

하였기 때문이다. Fig. 17은 540갱 채굴적의 상세도이다.

470갱과 540갱에 적용한 주방식 채광법의 변형된 방

법으로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하여 채

수율 향상 가능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주방식하이브

리드 채광법의 시험 적용은 Fig. 18과 같이 540갱 내 일

부에 설정된 test-bed 지역에서 진행되었다. Test-b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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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tatus of mine design of hybrid method at the 

test-bed area

Dip of ore body horizontal

Excavation
3 levels between 

567 ML ~ 523 ML

Vertical pillar 

dimension 
10 m × 10 m

Horizontal pillar 

thickness
8 m

Pit (room) width 15 m

Pit height 7 m

Additional excavation

7 meters at the floor of level 3, & 

extracting horizontal pillar between 

level 1 & 2 

(a) plan view

(b) right-side view

Fig. 19. Schematic draws explaining room & pillar hybrid 

mining method

Fig. 20. A 3D model of underground pits constructed using 

3D scanned data

지역은 가로 50 m, 세로 50 m, 높이 44 m이고 확정매

장량은 297,000 ton이다.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은 Table 3과 같이 상하 2 

개 편 사이의 수평광주를 채광하는 방법으로 이를 제외

하면 적용 내용은 540갱에 적용된 주방식 채광법과 동

일하다. Fig. 19는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개요이

다. 어두운 영역이 광주로서 우측면도에서 1편과 2편 

사이 광주가 제거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적용하여 

채광된 실제 채굴적과 3D 모델의 채굴적을 비교하기 

위해 3D 스캐너를 사용하여 test-bed 채굴적에 대한 실

측을 실시하였다. 사용된 3D 스캔에 사용된 장비는 

Leica社에서 제작한 Model Nova MS60이다. 이 기기

는 측정 위치에서 360° 방향으로 1.5～10,000 m까지 

측정이 가능하며 정밀도 1 mm 이내로 측정할 수 있다.

Fig. 20은 3D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적용한 

test-bed 채굴적을 스캐닝에 의해 실측한 3D 모델이다. 

모델에는 광주가 공간의 형태로 표현되어 있으며, 실제

로 채굴된 표면의 요철 상태가 3D 모델에 그대로 반영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준다.

4.2.2 가채량 및 채수율 산정

가채량은 광산 개발 계획 수립 시점에 확보된 매장량

에 대해 적절한 채광법을 적용하여 실채광이 가능한 광

량을 추정하여 산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연구 

대상 광산이 현재 가행 중인 광산임을 감안하여 실제 

채광작업에서 채광이 이루어진, 또는 이루어질 부분에 

대한 광량을 3D 모델링을 통하여 산정하였다. 채수율

은 전 절에서 구한 확정매장량에 대한 가채량의 백분율

을 의미한다.

Table 4는 470갱 및 540갱 지역의 채굴적에 대한 3D 

모델과 540갱 내 test-bed 지역에 대한 3D GEMS 모델 

및 스캔 모델 각각의 경우에 대해 가채량 및 채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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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valuation results of measured(ME) resource, reserve and recovery ratio

Area 470 drift 540 drift
Test-bed

3D GEMS 3D scan

ME resource (ton) 8,675,000 5,500,000 297,000

Reserve (ton) 2,640,000 2,618,000 204,000 212,000

Recovery ratio (%)  30.4  47.5 68.7 71.6

산정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470갱 지역의 채수율은 최대 40%까지 부분적으로 

나타나나 암질불량, 단층 또는 불순물 혼입 영역이 가

채량 산정 영역에 포함되어 있어 평균 채수율은 30.4%

로 나타났다.

540갱의 채수율은 47.5%로 산정되었다. 이는 470갱 

채수율 30.4%와 큰 차이를 보인다. 그 이유는 540갱의 

경우, 개발 계획 수립 시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시험 적용을 위한 test-bed 영역이 포함되어 있었으므

로, 신채광법의 성공적인 시험 적용을 위하여 470갱에 

적용하였던 수평 광주 두께 13 m를 8 m로 변경하였고 

그에 따라 가채량 산정영역 내의 수평광주의 양이 줄어

들어 채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고 판단된다. 따라

서 540갱의 수평 광주 규격은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

법의 적용을 위한 중간 단계라고 볼 수 있다.

Test-bed 지역에서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한 결과 채수율은 GEMS에 의한 3D 모델로부터 

68.7%, 실채굴적에 대한 3D 스캔 결과 71.6%로 나타

났다. Test-bed 지역의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아 결과 값

에 오차가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1편과 2편 

사이의 수평광주 채광으로 인한 채수율 증가 효과는 약 

30%p의 뚜렷한 상승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3D 스캐닝으로 실측한 채수율이 약 3%p 정도 크게 

나타난 것은 채광 과정에서 발파 및 천공 오차에 따라 

발생하는 과굴의 영향으로 보인다. 실제 채광작업에 있

어서는 광주 및 채굴적의 설계 규격에 따라 채광이 이

루어지기는 하나 작업 상 오차 발생은 불가피한 부분이

며 이는 채광 계획에 비추어 과굴착 또는 미굴착 부분

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검토한 산

정대상 범위가 소규모 test-bed 지역에 국한되었기는 하

나 얻어진 결과에 근거하여 추산하면 광주 및 채굴적 

설계 규격에 따라 계획된 채수율을 기준으로 할 때 약 

± 3%p 정도의 오차는 발생할 수 있다고 추정할 수 있

을 것이다.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한 범위가 소규

모 test-bed 지역에 국한되었기는 하나 분석 결과는 채

광법의 변화에 의해 생산효율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타

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채광법의 적용은 채

광과정에 대한 엄격한 공정 관리와 확대된 채굴적에 대

한 안정 유지 방안에 대한 공학적 대책 수립이 추가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국내 석회석 광산에 주방식하이브리드 채

광법을 적용하여 나타나는 가채량의 변화를 3D 모델링

을 통하여 정량화하며, 채수율을 지표로 하여 생산효율

의 향상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

서 얻어진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성MDI 동해사업소 대평지구의 석회석 광체에 대

해 구축한 3D 광체 모델을 기반으로 주방식 채광법 

및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에 따라 채굴적과 갱도

를 모델링하여 채광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는 3D 채광 모델을 구축하였다. 채광 지역은 탐광

을 위한 시추 자료가 부족하여 3D 모델링에는 지표

지형과 지표지질에 대한 수치자료로부터 작성된 지

질종단면도를 연결하여 구성하는 기법을 적용하였

다. 종단면도는 광구 2,955 m × 3,800 m에 대하여 

100 m 간격, 동서방향으로 총 37 개가 작성되었다.

2. 3D 모델로부터 현재 가행 중인 470갱과 540갱이 위

치한 광체의 확정매장량을 산정하였다. 470갱 지

역의 확정매장량은 약 8,675,000 ton이며, 540갱 

지역의 확정매장량은 약 5,500,000 ton으로서 총 

14,175,000 ton이다.

3. 470갱 및 540갱 지역에 굴착된 갱도와 채굴적을 모

델링하여 3D 채광모델을 구축하였으며 이로부터 가

채량과 채수율을 산정하였다. 주방식 채광법을 적용

하고 있는 470갱과 540갱은 모두 3편으로 채광되었

으며 광체의 경사는 수평에 가깝고 광주의 규격은 

10 m × 10 m, 채굴적의 폭은 15 m, 채굴적의 높이

는 7 m 로 동일하나 편간 수평광주의 두께가 470갱

의 경우 13 m, 540 갱의 경우 8 m 이다, 편간 수평 

광주의 두께 차는 곧 가채량과 채수율의 차이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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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 470갱의 경우 가채량 약 2,640,000 ton, 채수율 

30.4%, 540갱의 경우 가채량 약 2,618,000 ton, 채

수율 47.5%로 산정되었다.

4.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한 지역은 540

갱 내 일부인 test-bed 지역으로서 가로 50 m, 세로 

50 m, 높이 44 m이고 확정매장량은 297,000 ton이

었다. 주방식 채광법과의 차이점은 총 3편의 채광에

서 1편과 2편 사이의 수평광주 두께 7 m 를 채광하

는 것으로, 채광법 변화에 의한 효과를 실증하기 위

하여 3D 모델에 의한 가채량의 산정과 3D 스캐너로 

실측하는 가채량의 산정 방법을 병행한 결과, 분석

된 채수율은 3D 모델의 경우 68.7%, 3D 스캔의 경

우 71.6%로 나타나 주방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의 적

용이 생산효율 면에서 채수율 약 30%p의 뚜렷한 상

승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채량 산정 

방법에 따른 채수율의 차이는 약 3%p정도로 나타났

다. 현장의 채광작업에서는 광주 및 채굴적의 설계

에 따라 채광이 이루어지기는 하나 이는 부분적으로 

과굴착이 발생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주방

식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시험 적용한 범위가 소규모 

test-bed 지역에 국한되었기는 하나 분석 결과는 채

광법의 변화에 의한 생산효율의 향상이 뚜렷하게 나

타난 것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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