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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대규모 노천광산의 개발과정에서 배수 및 운반 설계는 매우 중요한 작업 요소이며 그,
결과에따라채광효율성과광산운영비용이크게달라질수있다 본연구에서는 를이. GIS
용하여 노천광산의 배수 및 운반 시스템을 최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채굴적 설계 방안을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노천광산에서 빈번하게 수행되는 지상 지형측량 결과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을 생성하였고 수계분석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강우시 노천광산 배수 시스,
템의특성을분석하였다 또한 최적경로분석알고리즘과다중의사결정기법을접목하여. ,
폐석 트럭의 최적 운반경로를 분석하고 트럭 운반 시스템의 효율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
법을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파시르석탄노천광산을대상으로적용시험을수행한결과. ,
배수및운반설계과정에서 가효과적으로활용될수있음을확인할수있었다GIS .

서I. 론

대규모 노천광산에서 강우와 관련된 배

수처리 문제는 채광 생산성 및 안전성에 크

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작업장 설계, (pit)
에 있어 신중하게 고려되어야할 항목 중의

하나이다 강우(Hustrulid and Kuchta, 1995).
시 빗물이 특정 벤치 사면으로 집중(bench)
되어 흐르는 경우 사면이 침식되거나 붕괴

되는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집,
수폰드로 유입된 빗물이 작업장으로 범람

할 경우 채광 생산성을 크게 저하시킬 수

있다 노천광산의 효율적인 배수처리를 위해.
서는 집수폰드의 크기 펌핑 설비, (pumping

의 용량 빗물흐름 제어 구조물의facility) ,
합리적인 설계가 중요하며 지형기복에 따,
른 빗물의 흐름방향과 누적 패턴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노천채광 방식의 특성상 노천광산에서는

상대적으로 길고 가파른 이동경로를 통해

많은 양의 폐석과 광석이 채굴적 외부로 운

반된다 폐석과 광(Aksoy and Yalci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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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운반작업에 투입되는 운반비용은 일

반적으로 광산의 전체 채광비용(operation
의 이상을 차지하며cost) 50% (Niemann-

채광 생산성 향Delius and Fedurek, 2004),
상과 채광비용의 절감을 위해서는 운반 시

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노천.
광산 운반 시스템의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

해서는 운반 작업시 트럭의 이동시간과 불

필요한 지연시간을 최소화해야하며 합리적,
인 운반경로 선택에 따라 트럭의 이동시간

은 쉽게 단축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대규모 노천광산의 배

수설계와 운반설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

행하기 위하여 기술을 활용하는 방안을GIS
수립하고 현장적용을 통해 그 효용성을 확,
인하는 것이다 노천광산의 지형측량 자료.
를 이용하여 수치표고모델(Digital Elevation

을 생성하고 소프트웨어가 제Model) , GIS
공하는 수계분석 기능과(drainage analysis)
최적경로분석 기능(least cost path analysis)
을 적용하여 노천광산의 공간 의사결정 과

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한다 본 논문.
에서는 인도네시아 파시르 석탄 노천광산

을 대상으로 적용시험을 수행한 결과를 제

시한다.

를 이용한 노천광산 배수설계II. GIS

본 연구에서는 파시르 노천광산의 채굴

적 를 중심으로C, D 10.44 km2 (2.90km ×
영역에 대한 배수 시스템 분석을3.60km)

수행하였다 은 강우시 으로부터. Fig. 1 DEM
대상지역에서 빗물이 집중되는 흐름경로를

추출한 결과를 보여준다 채굴적 상부에서.
하부의 집수폰트까지 빗물이 내려오면서

흐름이 집중되는 패턴을 분석한 결과 운반,
로 를 따라 빗물이 집중되는 흐름(haul road)
패턴을 확인할 수 있다 이로부터 노천광산.
의 운반로 및 경사로 의 설계에 있어(ramp)
운반 효율성뿐만 아니라 배수시스템에 대

한 복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상지역에서 이상의 경사 기복을 가30°

지는 지점을 추출하여 벤치 사면으로 가정

하고 빗물의 집중흐름 경로와 교차되는 지

점들을 분석할 때 일부 벤치 사면(Fig. 2a),
에서는 배 이상의 집중도를 보이는 빗1000
물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빗물이 집중되는 벤치 사면을 중심으로 사

면의 침식 및 붕괴에 대한 대책 수립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빗물흐름이 집중되는 경로를 물리적으로

제어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위치에 배수로,
나 등을 설치할 필요가 있road safety berm
다 를 이용한 배수분석 결과로부터 빗. GIS
물의 집중흐름 경로와 운반로가 교차하는

지점들을 분석하면 와 같이 빗물흐, Fig. 2b
름의 제어를 위해 을 설치road safety berm
할 최적의 위치들을 결정할 수 있다.

[Fig. 1] 3D view of concentrated drainage

flo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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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한 노천광산 운반설계III. GIS

노천광산에서 효율적인 운반경로 설계를

위하여 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다음GIS
과 같다 먼저 각 인자별로 덤프트럭의 이. ,
동시 요구되는 비용 을 정량화(friction cost)
하여 관심영역에 대한 discrete friction cost
맵을 작성한다. Friction cos 는 부터 사이t 0 1
의 정규화 된 값으로 표현되는데 가 낮, cost
을수록 이동경로 결정시 우선순위가 보다

높게 주어진다 덤프트럭의 이동속도 특정. ,
객체와의 접근성 등 수치적으로 정량화가

어려운 분석인자에 대해서는 퍼지 맴버쉽

함수(fuzzy membership fu 를 먼저 정nction)
의한 후 멤버십 함수에 따라 부터 사이, 0 1
의 값을 계산하여 로 할당할 수 있다cost .
다음으로 다양한 인자들로부터 생성된

맵을 통합하여discrete friction cost average
맵을 생성해야 하는데discrete friction cost ,

이때 각 분석인자들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가 제안한Saaty(1980)
쌍대비교 기법을 사(pairwise comparisions)

용할 수 있다 각 영향인자들의. friction cost
를 가중평균하여 average discrete friction

맵을 생성하면cost , least cost path analysis
기법(Yu et al 을 적용하여 덤프트럭., 2003)
의 최적 운반경로를 결정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파시르 노천광산의 채굴적 C,
지역에 대하여 적용시험을 수행한 결과D

과 같이 폐석운반 작업을 위한 덤프Fig. 3

(a) (b)

[Fig. 2] (a) 20 highly ranked vulnerable places to erosion on the bench faces.

(b) Optimal locations for constructing road safety berm to divert the

concentrated surface runoff

[Fig. 3] Optimal haulage routes of waste

dump tru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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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럭의 최적 운반경로를 분석할 수 있었다.
덤프트럭의 이동속도와 지원장비의 조합가

능 여부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일부

지점에서는 다소 거리는 더 멀더라도 우회

로를 이용하여 운반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결IV. 론

본 연구에서는 대규모 노천광산에서 배

수 및 운반설계를 위해 를 활용할 수 있GIS
는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인도네시아.
파시르 노천광산을 대상으로 적용시험을

수행한 결과 강우시 나타나는 빗물의 흐름,
방향 누적 흐름양 집수구역 면적 등 배수, ,
설계에 필요한 유용한 정보들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었으며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
적으로 고려한 덤프트럭의 최적 운반경로

를 결정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활용방안은 노천광산의 복잡한 공간GIS

의사결정 과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

으며 특히 작업장 배수설계 및 운반설계와,
관련하여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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