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사면 최적화(slope optimization)란 노천광산, 특히 

오픈 핏(open-pit) 형태의 광산에서 사면의 각도를 극

대화시키려는 노력을 의미하며 사면 스티프닝(slope 

steepening)이라고도 부른다. 노천광산의 채광에서 생

산 최적화의 핵심은 사면을 안정하게 관리하는 동시

에 광물채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세계의 많

은 대형 노천광산에서는 광산의 사면의 각도를 높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사면 최적화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사면의 경사가 높아지면 채굴할 수 있는 

광석량은 많아짐과 동시에 폐석의 채굴량은 줄어들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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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노천광산에서 단위 광석 당 채굴해야 하는 

폐석의 양으로 표현되는 박토비(stripping ratio)가 감

소하여 광산의 생산성 및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Read and Stacey, 2009). Fig. 1에서 보이는 것과 같

이 광석에 도달하기 위해 더 짧은 경로를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폐석의 생산으로 인한 손익분기점 도달 

지연 및 불필요한 폐석 처리 비용을 효과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노천광산을 운영하는 도중에는 큰 설비투자(capital 

cost)를 수반하지 않으면서 이익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은 그리 많지 않다.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광석

의 운송 스케줄 최적화, 운반비용 감소, 발파 효과 개

선(Darling, 2011) 등이 있고 오랜 시행착오와 기술 

발전 덕분에 이에 대한 많은 개선이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아직 사면 최적화에 대한 잠재적 효과에 대해

서는 암반 구조적 이해에 대한 난해함, 최신 사면 모

니터링 방법의 적용에 대한 기술적 부담감, 사면 각

화약⋅발파(대한화약발파공학회지)
제39권제3호, 2021년 9월, pp. 35~43

EXPLOSIVES & BLASTING, Vol. 39, No. 3, 2021, pp. 35-43

https://doi.org/10.22704/ksee.2021.39.3.035

노천광산에서의 사면 최적화를 위한 공학적 접근 및 최신 동향 

박준혁1)*
5)

Engineering Approaches and Recent Advances 

of Slope Optimization in Surface Mines

Jun-Hyeok Park

Abstract Slope optimization aims to maximize the slope angle in an open pit mine, resulting in subsequent 
profits from additional ore extraction. The large open pit mines have adopted the advanced technologies to 
increase slope angle until they ensure the slope stability. This paper introduces a current stage of slope 
optimization efforts and best practices from the open pit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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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사면의 최적화(slope optimization)는 오픈핏(open pit) 노천광산에서 사면의 경사를 높여 추가적인 광석을 채

굴하고 최대한의 이익을 얻는 것이 그 목적이다. 대형 노천 광산들은 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광산의 사면을 높이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본 기술보고에서는 사면 최적화의 동향과 

실제 광산의 사례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어 사면 최적화, 스마트 발파, 사면 경사각, 사면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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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상승에 대한 안전 측면에서의 부담감 등의 이유로 

많은 잠재적 기대효과에도 불구하고 시도가 많이 되

었던 것은 아니었다. 현재는 많은 노천 광산이 저렴

한 가격에 효과적으로 광산 사면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술적 선택지가 많아지고 레퍼런스가 축적되면

서 사면 최적화로 인한 경제적 효과를 인지하고 이에 

전폭적으로 투자하는 회사가 늘어나고 있다. 광산에

서는 지오텍 엔지니어를 고용하여 사면의 안정성을 

전문적으로 다루게 하는 워킹 그룹을 구성하고 있으

며, 미국의 구리광산을 운영하는 메이저 광산회사의 

경우 광산의 규모에 따라 소규모 광산에서는 약 1-2

명, 중대형 광산에서는 3-4명, 초대형 광산에서는 약 

10명 정도의 엔지니어 및 테크니션을 고용하고 있고 

이 인원들은 광산 사면의 안정성 모니터링 및 발파 

후 사면관리 등의 업무를 맡고 있다. 

본 기술보고는 저자의 미국 노천 광산 사면최적화 

팀에서 근무하면서 얻은 경험을 기반으로 사면 최적화

에 대한 전략과 방법, 기대효과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2. 노천광산의 사면 구조와 용어

이 장에서는 현장에서 쓰이고 있는 노천광산에서 

사면 최적화를 위해 필요한 구조적 정의와 그에 상응

하는 용어를 소개한다. 사면 최적화를 위해서는 광산 

설계 시 사용되었던 사면의 각도가 무엇이고 어떻게 

결정되었는지 파악한 후, 공학적 판단을 통해 높이는 

각도를 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노천광산의 사면은 Fig. 2와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일

반적인 오픈 핏 노천 광산의 벤치높이는 약 15m(50ft)이

며(Darling, 2011), 각 벤치는 사면(slope)과 캐치벤치

(catch bench)로 이루어진다. 하나의 단일 사면의 각도

를 벤치경사(bench face angle, BFA)라고 하며 캐치벤

치의 너비를 소단폭(catch bench width, CBW)라고 한

다. 벤치의 아래쪽 경계선을 토(toe), 위쪽 경계선을 

크레스트(crest)라고 하며 토와 토, 혹은 크레스트와 

크레스트를 이은 연장선과 지표면이 이루는 각도를 

운반로-사이 경사(inter-ramp angle)이라고 한다. 노천

광산의 핏 내부에 접근하기 위한 도로를 램프(ramp)

라고 하며 이 램프까지 고려한 각도를 평균 사면경사

(overall slope angle, OSA)이라고 한다. 

사면 최적화는 BFA와 CBW를 조정하거나 싱글벤

치에서 더블벤치로 변경함으로써 결과적으로 OSA를 

높이는 것이 그 목적이다. 캐치벤치의 경우 상부 사

면에서 발생하는 소규모의 낙석이나 무너짐을 잡아

Fig. 1. The advantage of slope optimization (modified 

from Read and Stacey, 2009).

Fig. 2. Slope configuration and terminologies (modified from Read and Stac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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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ch) 하부의 작업장까지 도달하지 않게 하는 목적

으로 안전을 위해 줄일 수 있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램프의 경우 차량이 지나다니는 통로로서 트럭이 교

행 가능한 너비와 벤치 범(berm)을 합한 최소한의 너

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변경시킬 수 있는 폭이 좁다. 

여기서 더블벤치란 두 개의 사면을 캐치벤치 없이 연

속되게 하는 것으로 적용 시 벤치 높이가 기존 15m라

고 했을 경우 그것의 두 배인 30m가  되며, 더블벤치

를 통해 IRA와 OSA를 효과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다. 

3. 사면 최적화를 위한 전략

사면 최적화를 위해 다음과 같이 세 가지 전략을 

사용할 수 있다:

1. 사면의 각도를 증가시켜 폐석의 양을 줄이는 전

략(Fig. 3(a)),

2. 폐석의 양은 그대로 두고 추가적인 광석을 얻는 

전략(Fig. 3(b)), 

3. 폐석의 양을 증가시키지만 더 많은 추가적인 광

석을 얻는 전략(Fig. 3(c)). 

이 세 가지 전략 중 광산의 지질 구조 및 현금 흐름

을 고려하여 광산에 가장 맞는 전략을 택할 수 있다. 

노천광산의 사면 안정성에 가장 중요한 세가지 요

소는 발파, 지하수, 암반의 물리적/구조적 특성이다. 

암반의 상태는 인간의 노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사면 최적화의 핵심은 발파와 지하수 관리

를 통해 해당 암반 상태에 적절한 수준만큼의 사면 

각도를 확보하는 것에 있다. 사면 최적화를 위해 

Table 1과 같은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장에서

는 이 전략들에 대해 하나씩 알아볼 것이다.

3.1 전략적 발파

발파는 사면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특히 단층대 혹은 연약대가 지나는 암

반사면의 경우, 발파에 의한 사면 데미지가 더욱 크게 

나타난다(Read and Stacey, 2009). 사면 최적화를 위한 

노천발파의 목표는 사면의 백브레이크(back-break)를 

줄이고 광산 디자인에 더 근접하게 사면을 만들어 내

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프리 스플릿팅(Pre-splitting)

이나 쿠션 발파와 같은 조절발파와 더불어 발파공의 

위치, 깊이, 각도가 설계된 대로 정확히 발파공이 천

공되는 것이 중요하다. 조절발파의 목표는 사면에 발

생하는 백브레이크를 최소한으로 줄이는 데에 있다.

사면 최적화를 위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

는 조절 발파 방법은 바로 프리스플릿팅(pre-splitting)

이다(Madowe, 2016). 프리스플릿팅은 사면의 경계면

에 미리 적은 약량을 발파하여 인장파괴를 일으켜 파

단면을 만드는 발파 기법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노천

발파에 필요한 천공경보다 더 작은 천공경을 가지는 

드릴이 필요하고 기존의 발파공 천공과 다른 스케줄

을 가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한 드릴 

구입 및 운용비용뿐만 아니라 드릴을 운용하는 인력

에 대한 비용도 추가적으로 발생이 되기 때문에 이에 
Fig. 3. Three strategies for slope optimization (modified 

from Madow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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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을 느끼는 중소형 광산의 경우 기존의 대구경 발

파공으로 프리스플릿팅 공을 대체하기도 한다(이를 

미국에서는 zipper shot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발파의 종류를 생산(production)발파, 버퍼(buffer)발

파, 트림(trim)발파 등과 같이 목적에 맞게 분류하여 

각 발파별로 공당 장약량이나 공간격(spacing) 및 최

소저항선(burden) 등의 패턴 디자인 요소를 패키지화

하여 적용하기도 한다. 생산발파의 경우 최종 사면경

계(final pit wall)와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의 발파로 

해당지역의 충분한 파쇄와 적절한 파쇄입도를 가진 

광석의 생산이 목적으로 상대적으로 큰 비장약량

(specific charge weight)를 사용한다. 트림 발파는 최종 

사면경계를 형성하는 발파로 프리스플릿팅을 포함하

여 다양한 조절발파 테크닉이 적용되며 에어덱(air 

deck) 등을 통해 비장약량을 줄여 발파한다. 버퍼

(buffer) 발파의 경우 생산 발파와 트림 발파 사이에

서 발파하는 것으로 직접적으로 최종 사면의 백브레

이크 형성에 관여하지는 않지만 트림 발파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발파 패턴의 디자인도 중요하지만 디자인된 천공 

위치 및 깊이대로 천공을 하는 것도 중요한 요소이다. 

Atlas Copco 사의 PV제품군의 경우 GPS 내비게이션 

및 RCS(rig controller system) 시스템을 통해 드릴 운

전자 및 컨트롤 센터의 엔지니어가 드릴의 위치를 실

시간으로 파악하고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Fig. 4). 최

근에는 Fig. 5와 같이 드론을 이용하여 상공에서 천공 

위치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이미지 트래킹 기법도 사

용되기도 한다(Bamford, 2020). 

발파로 인한 사면 데미지뿐만 아니라 발파 진동으

로 인한 사면의 점진적 파괴 혹은 파괴 촉발 여부도 

Fig. 4. (a) RCS(Rig Controller System) cabin on a PV-270 Series, (b) GPS navigation screen, and (c) drill dashboard (Linder, 

2011).

Table 1. Methodologies for the slope optimization.

Methodologies Details

1) Strategic blasting

Controlled blasting (e.g. Presplitting, Cushion blasting)

Avoid back-break of slope

Use of electronic detonators

Reduce a deviation of blasthole

Blast vibration monitoring

2) Slope surface management
Slope scaling

Avoid under-dig or over-dig

3) Dewatering and water table monitoring
In-pit dewatering using horizontal drilling

Pit periphery dewatering using vertical drilling

4) Slope movement monitoring

Radar monitoring (e.g. InSAR, ArcSAR)

Satellite monitoring (InSAR)

LiDAR monitoring

Any instrumentation techniques

5) Slope audit (reconciliation)

Near real-time 3D model update

BFA, CBW evaluation

Blast damage evaluation

Establish benchmark index for slope heal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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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 특히 비가 온 후나 

지하수면의 상승으로 사면 암반이 포화된 경우에는 

발파 시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발파 진동은 

근거리(near-field)와 원거리(far-field)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연약대의 경우 고정식 지오폰을 설치하여 매 발

파마다 발파 진동을 계측하여야 한다. 암반의 성질마

다 시험발파(signature hole blast)를 통해 발파 진동과 

관련된 모델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지질공학적 

모델링을 통해 발파 시 연약 사면에서 허용 가능한 최

대 장약량을 설정 할 수 있어야 한다. 대발파 설계 시 

허용 장약량의 최대치 미만으로 발파하도록 설계한다. 

3.2 사면 굴착면 관리

트림 발파 이후 쇼벨(shovel)이 파쇄석을 정리하면

서 사면에 굴착 단면을 형성하게 된다. 사면이 강도

가 높은 경암류의 암석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닌 연암

이 섞여있거나 연암으로 이루어졌을 경우 쇼벨의 작

업만으로도 사면의 형상이 많이 좌우될 수 있다. 특

히 과굴착(over-dig)의 경우 사면의 각도를 국부적으로 

높이게 되어 응력의 집중이 일어나고 결과적으로 사

면의 안정성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이러한 과굴착

을 방지하고 평가하기 위해 최근 라이다(LiDAR)를 

통해 굴착 사면을 스캔하고 이를 설계도면과 비교하

는 컴플라이언스(compliance) 혹은 리컨실리에이션

(reconciliation)을 수행하여 굴착 작업에 대한 피드백

을 받고 광산 계획에 반영하고 있다. 예를 들면 

Maptek의 Perfet DigTM은 Fig. 6와 같이 과굴착 및 

미굴착 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굴착 작업이 적절

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를 엔지니어에게 보고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자료를 제공한다. 

3.3 광산 내 지하수 제거

지하수는 사면의 안정성에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

한다. 불연속면 내에 지하수가 침투하게 되면 공극압

에 의해 유효응력이 감소하고 결과적으로 전단강도를 

감소시켜 적은 외부의 충격이나 채굴에 의한 작은 하중

변화에도 파괴할 가능성이 높아진다(Read and Stacey, 

2009). 사면 내 지하수를 배수하는 작업을 배수(dewatering) 

혹은 감압(depressurization) 작업이라고 한다. 사면 내

Fig. 6. Perfect DigTM (Maptek, 2020).

Fig. 5. A result of drone survey conducted on a surface 

mine blast pattern. The color dots show the 

deviation of 230 blast holes (Bamford,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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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하수 제거 작업이 사면각도를 증가시켜 얻는 경

제적 이익을 대표하는 사면의 안정성을 보장해 줄 만

큼 유효응력을 상승시켜 줄 것인지, 적은 비용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는 

지하수면 파악과 배수 시 지하수면 변화를 예측하는 

시뮬레이션 연구는 필수적이다.

사면에서 지하수를 제거하는 방법에는 배수 터널

을 뚫는 방법(Fig. 7(a))과, 수평천공(Fig. 7(b)), 그리고 

경사(Fig. 7(c)) 및 수직천공(Fig. 7(d))을 통한 방법이 

있다.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배수 터널을 뚫는 방법이

지만 비용이 많이 드는 것이 단점이다. 사면이 이미 

많이 개발이 된 경우에는 수평천공이 효과적이며 사면 

내 큰 수직 수리 구배가 발달하는 곳이나 하부 투수성

이 큰 암층 위에 지하수가 존재하는 경우 수직천공을 

통한 배수가 효과적이다(Read and Stacey, 2009).

3.4 사면 변위 모니터링 

사면 변위 모니터링은 장기적인 사면의 변위나 발

파 혹은 강우의 영향으로 인한 단기적 변위를 계측하

기 위해 모니터링 한다. 사면 변위 모니터링의 목적

은 작업장 내 위험지역을 특정하고 광산 내 사면 파

괴 발생 시 그 규모와 시기를 예측하여 주변에서 일

하는 작업자에게 미리 대피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제공해 주는 것이다. 사면 변위 모니터링을 통해 사

면 최적화의 목표를 유동적으로 설정할 수 있고, 발

파 시 해당 지역의 영향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하여 발

파 패턴의 디자인을 결정할 수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원격 모니터링은 인공위성 InSAR를 이

용한 사면변위(광산 전반적인 사면 변위 측정), Ground 

based InSAR 레이더 혹은 ArcSAR 레이더, 프리즘

(핏 일부 사면 변위 측정) 등이 있으나 레이더의 경우 

기본적으로 3-10분 정도의 스캔 주기를 가지므로 발

파로 인한 급격한 지반 변화 혹은 낙석과 같은 정보

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기 쉽지 않다. 또한 레이더의 

해상도가 높지 않아 규모가 작은 경우 레이더에서 감

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원격 모니터링을 위한 LiDAR 기술이 개발되고 있으

며 이는 짧은 변위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급격한 사면 

파괴 또한 감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4. 사면 최적화를 위한 평가지표

사면 최적화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산 핏의 가장 

바깥쪽 경계를 이루고 있는 사면이 기준에 부합하게 

만들어졌는지 판단한다. 이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LiDAR 측량을 이용하여 사면의 3D 

DEM(Digital Elevation Model)모델이 사전에 획득되

어야만 한다. 사면의 DEM모델을 이용한 평가 과정

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1. 발파 후 발파 파쇄석을 제거한다.

2. 사면 스케일링 작업을 진행한다.

3. 벤치 아래에 쌓여있는 발파 파쇄석 먹파일(muckpile)

을 제거 후 완전히 사면이 드러나게 되면 

LiDAR측량을 한다.

4. 메쉬로 이루어진 해당 발파 영역의 LiDAR 3D 

모델을 얻는다.

5. 모델 상에서 약 2-5m 간격으로 슬라이스를 내고 

Fig. 7. Types of dewatering methods: (a) Drainage tunnel, (b) Horizontal drain hole, (c) Angled drain hole, and (d) Vertical 

drain hole (modified from Read and Stacey,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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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단면상에서 BFA와 CBW를 측정한다.

6. 신뢰도 검사(reliability test)를 통해 BFA와 CBW

가 조건에 부합한지 평가한다.

하나의 트림 발파패턴의 길이가 약 100-200m정도 

됨을 감안하였을 때 대략 3m(10ft)간격으로 슬라이스

를 낸다고 하면 약 30-60개의 단면을 얻을 수 있다. 

이러한 단면을 평면상에 겹쳐서 도시하게 되면 Fig. 8

과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붉은 색 실선은 설계도

면상의 사면의 형상(designed bench)이고 녹색 실선은 

발파 후 DEM으로부터 얻은 사면의 형상(as-built 

bench)이다. 이를 겹쳐서 도시하면 어느 부분에서 백브

레이크가 발생을 하였는지 한눈에 파악 할 수 있다. 

초록색 실선을 이용하여 수행된 발파가 설계도면에서 

제시한 BFA와 CBW를 만족하는지 신뢰도(reliability) 함

수를 이용하여 평가하는 작업을 사면 리컨실리에이션

(slope reconciliation)이라고 한다(Darling, 2011). 초록색 

실선에서 각각 크레스트와 토의 위치를 지정을 해 준 

후 그 둘간의 사이를 잇는 직선이 BFA, 이고 위쪽 벤

치의 토와 아래쪽 벤치의 크레스트 사이의 간격이 

CBW가 된다. 특정 각도에서의 신뢰도는 그 각도 이상

의 BFA를 가진 슬라이스의 수를 전체 슬라이스 수로 

나눈 것을 의미한다. 가령 설계 목표치인 72o의 각도를 

가지는 BFA에 대한 신뢰도(%)는 [72o 이상의 BFA를 

가진 슬라이스 수]/[전체 슬라이스 수]로 나타내질 수 

있으며 현장마다 상이하지만 70-90%정도가 되면 사면 

리컨실리에이션을 만족한다고 평가한다. Fig. 9의 위쪽 

윈도우의 사례에서는 신뢰도 값이 80% 이상일 경우(초

록색으로 표시된 부분) 목표치를 달성한 것이고 붉은 

색은 60% 미만인 경우를 표시하였다. Fig. 8의 아래쪽 

윈도우는 해당 사면의 슬라이스에서 측정된 BFA와 

CBW를 히스토그램으로 도식화 하고 붉은색 실선으

로 신뢰도 함수를 표시한 것이다.

Fig. 8. Example of slope reconciliation. The green lines are 

a group of slices from the final wall scan and the 

red line is a designed pit boundary (Keith, 2017). 

Fig. 9. Reliability report based on probabilistic approach. For the upper window, the red area means BFA not satisfying the 

reliability criteria, the green area means BFA satisfying the reliability cri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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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적용사례

5.1 Letseng diamond mine, Lesotho

Letseng 다이아몬드 광산은 레소토에 위치한 다이

아몬드 광산이며 모암은 킴벌라이트(광석)와 현무암

(폐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광산에서는 킴벌라이트 

파이프를 더 효과적으로 채광하기 위해 사면 최적화 

전략을 적용하였다(Madowe, 2016). 사면 최적화를 위

해 LiDAR를 이용한 사면 모니터링을 하였으며 전자

뇌관, 트림(버퍼) 발파, 프리스플릿팅을 이용한 발파

를 진행하였다. 발파 후에 모든 쇄석을 운반하고 노

출된 사면을 굴삭기로 긁어내어 사면 스케일링을 진

행하였다. 

이후 사면 안정성 평가 시뮬레이션을 통해 안전율 

1.4를 유지하면서 증가시킬 수 있는 사면 각도를 계

산한 결과 현무암에서의 IRA를 5o 증가시키고 킴벌

라이트 영역에서는 기존 사면각을 유지하였다. 이를 

통해 광산에서는 광산 전 수명주기에 걸친 NPV(Net 

Present Value)가 약 14%증가하였고 광산의 수명이 3

년 증가되었으며, 박토비가 감소함에 따라 효율적인 

광산 운영이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렸다(Madowe, 2016).

5.2 Morenci mine, USA

Morenci 광산은 미국 서남부에 위치한 대형 반암

동광산(Porphyry copper deposit)으로 2016년 이후 사

면 최적화를 통해 광석의 추가 확보를 목표로 사면 

최적화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운용중이다. 필자가 

근무했던 전문가 그룹에는 지오텍 엔지니어, 발파 엔

지니어, 마이닝 엔지니어, 서베이어, 그리고 외부 전

문 컨설팅 업체가 참여한다. 사면 검열(slope audit)이

라는 자체 평가보고 프로세스를 통해 매주 최종 광산 

사면의 BFA와 CBW가 목표에 부합했는지 평가하고 

피드백을 하게 된다. 또한 트림 발파 후 사면의 백브

레이크 데미지를 드론 영상을 통해 측정하여 트림 발

파의 효과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였다. 광산 사면의 

각도를 올리는 구간에서는 가용한 모니터링 자원을 

활용하여 사면 변위와 굴착 단면, 발파 진동 등을 실

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면을 낮추기 위해 

수평천공을 수행한다. 현재 목표는 약 5-10년간 광산

의 OSA를 3o 증가시켜 약 8억 8천만 파운드의 구리

를 추가적으로 개발하는 것이며 이는 약 2조원 정도

의 추가적인 수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5.3 Grasberg mine, Indonesia

인도네시아에 위치한 Grasberg광산은 세계최대 규

모의 금/동 광산으로 사면 경사도를 최적화하여 더 

많은 금속을 회수하기 위해 사면 최적화 전략을 적용

하였다. 본 광산에서도 사면 최적화를 위한 전문가 

그룹을 구성하여 매주 전략 회의를 통해 사면 경사도

의 진행상황을 보고받고 평가하였다. 발파 엔지니어

와 지오텍 엔지니어와의 공조를 통해 장약량 설계를 

진행하였고 매 발파마다 발파진동을 계측하였다. 프

리스플릿트 발파를 사용하였으며 발파시 자유면에 파

쇄석을 쌓아두고(blast relief) 발파함으로써 발파 에너

지의 손실을 막고 비석을 방지하였다. 발파후 백브레

이크 데미지를 카메라 이미지를 통해 분석하고 기록

하여 향후 발파 설계 및 운영에 반영하였다. InSAR 

레이더를 통해 발파 후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BFA와 

CBW도 80% 신뢰도 수준으로 유지시켰다. CBW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한 곳은 메시를 설치하여 보강을 진

행하였다. 그 결과 ISA는 약 17%, BFA는 14% 증가

하였으며 2017년 예측치 대비 2019년의 광석 회수율

이 4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Keith et al., 2019).

6. 결 론

본 보고에서는 해외의 많은 노천광산에서 수행중

인 사면 최적화의 정의와 전략, 그리고 최근의 동향

들을 소개하였다. 사면의 각도를 높여 이익을 취한다

는 정책은 광산 내 작업자들의 안전과 상충될 수 있

고, 올바른 설계와 시행계획 없이는 광산의 수명을 

단축시킬 뿐만 아니라 산사태 등의 사고를 촉발할 수 

있는 리스크를 가지고 있다. 또한 최적화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장비 및 모니터링 기술을 적극적

으로 도입해야 하며 이를 운용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도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수 있

다. 하지만 사면 최적화는 노천광산의 박토비를 획기

적으로 줄여줌으로써 광산의 이익을 증대시키고 현금 

흐름을 더욱 건전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현실적인 대

안 중 하나이며 각종 사면 붕괴 관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예측함으로써 재해에 대비하고 치명률을 감

소시킬 수 있다. 또한 사면 최적화를 통한 폐석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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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감소는 단위 광석 생산 당 탄소배출량을 줄여줌으

로써 저탄소 광산개발에 기여 할 수 있다. 사면 최적

화는 국내의 화약 및 발파 전문가들과 함께 해외 광

산 개발 현장에 통합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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