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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 reclamation project is closely related to human’s past mining activities and the current 

human’s living environment. It is a reason for the national management. In order to efficiently 

carry out mine reclamation projects, a precise investigation and analysis of the underground 

space of the abandoned mine is required. Korea MINE RECLAMATION Corp. is developing a 

practical technology that is effective in investigating and actually measuring underground 

cavities. MIRECO EYE system is an exploration equipment for 3D digitization and figuration of 

underground cavities. As combining a laser, sonar and image acquisition technology, it enables 

access to information about inaccessible underground cavities and effective management of 

subsidence risk of mined area. and currently it is also utilized for various purposes in related 

areas such as investigating urban sinkholes. This article is precise numerical and geometric 

information analysis obtained through MIRECO EYE system.

Keywords: Underground cavity, Mine reclamation Project, Mine subsidence management 

works, Measurement technology, MIRECO EYE system

초록

광해방지사업은 인간의 과거 광산 활동과 현재의 삶(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이는 광산지역이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광해방지사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해서는 폐광산 지하공간에 대

한 정밀한 조사 및 분석이 필요하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지하공동을 실측하고 조사하는 실용화 기술을 

개발해오고 있다. MIRECO EYE 시스템은 지하공동의 3차원 수치화 및 형상화 조사장비이다. 레이저, 

소나 및 영상측정 기술이 융복합되어 있으며, 접근이 불가능하였던 지하공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하고, 

광산 지역의 침하 위험관리에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도심지 싱크홀 분야 등 다양한 목적으로도 활

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MIRECO EYE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 정밀 수치정보 및 형상정보의 분석에 관한 

연구이다.

핵심어: 지하공동, 광해방지사업, 지반침하방지사업, 측정기술, 미래코 아이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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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전국에 5,396개소의 광산이 산재되어 있고, 지하 채굴공동이 존재하는 광산은 2,137개소로 추정하였다(한국광해관리공

단, 2014). 국내 광업은 채산성 위주로 진행되어 폐광지역에서 발생되는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에 가행 중 혹

은 폐광 이후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다(권현호 등, 2007).

광산 채굴 공동은 반영구적 목적의 토목 터널과 다르게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채광작업 기간 동안의 자립만을 목적으로 굴착된다

(Bieniawski, 1984). Lim 등(2000)은 석탄광산의 갱도는 협소하고, 갱도 주변암석의 특성으로 인하여 갱도 유지가 어렵다고 하였

다. 금속광산의 경우, 갱도 주변암반이 견고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지되고 있으며, 단면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2005)은 지반침하의 위험요소는 ①채굴적의 폭, ②지반내 측압계수, ③채굴적의 심도, 그리고 ④채굴적의 높이의 순으로 나열

하였다. 이는 광산 지하 채굴공동 형상에 대한 기초 정보도 광산 안전검토에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수리 반경(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수(shape factor, S)은 광산의 채굴 공동 안전성 검토에 활용되는 값으로, 공동의 

둘레에 대한 공동의 단면적의 비율로 제시된 바 있다(Potvin, 1988, Sunwoo, 2005, Sunwoo, 2012).

이전 연구(Kim et al., 2016)의 조사 자료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으며 1,784개 광산에 대한 4,473개 자료를 정리하여 한국의 

폐광산 소규모 단면 갱도(갱구)의 형상의 통계적 수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Fig. 1 참조). 해당 자료에 근거하면 단면의 평균은 

약 2 m(폭)×2 m(높이)이며, 그 종횡비를 약 1로 추정하였다(Fig. 2 참조). 또한, 한국의 폐광산 갱도 자료에 대한 수리 반경

(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수(shape factor, S)를 요약하면 Table 2와 같다.

Table 1. Summary of the abandoned mine tunne size distribution (Kim et al., 2016)

Mine tunnel height (m)
Sum (n)

<1.5 m (n) ≥1.5 m, <2.5 m ≥2.5 m, >3.5 m >3.5 m

Mine 

tunnel 

width

(m)

<1.5 m 263 184 24 5 476

≥1.5 m, <2.5 m 141 2,726 284 32 3,183

≥2.5 m, <3.5 m 21 240 392 58 711

>3.5 m 3 23 45 32 103

Sum (n) 428 3,173 745 127 4,473

Fig. 1. Data distribution of the abandoned mine tunnel (Kim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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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atio of height and width in mine tunnel data (Kim et al., 2016)

 or 
 
×

 (1)

여기서, W는 공동의 폭, H는 공동의 높이 이다.

2. 광종별, 지역별 광산 갱도 형상의 통계 분석

이전 연구(Kim et al., 2016)를 통하여 한국의 광산의 평균적인 갱도(갱구)의 형상을 수치적으로 고찰한 바 있다. 한국의 광산은 

채산성 위주로 개발되었고, 지역별로 광상구조가 복잡하다. 또한 반영구적 터널과 목적이 다르다. 따라서 광종별, 지역별 광산의 형

태도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었다.

Table 2는 1,784개 광산의 4,473개 자료를 정리하여, 광종별 및 지역별로 폐광산의 갱도형상을 수치적으로 분석한 하였다. 광종

별 수치 분포는 Fig. 3에 도시하였고, 지역별 수치 분포는 Fig. 4에 도시하였다. 형상 계수(shape factor, S)의 평균값은 0.485이나, 

강원지역 및 충청지역의 형상 계수 평균값은 전체 평균값 보다 큰 값으로 나타났다. 나머지 경기지역, 호남지역 및 영남지역은 전체 

평균값 보다 작은 값으로 나타났다.

광종별로 검토해보면, 석탄광산 및 비금속광산의 형상 계수(shape factor, S) 평균값은 전체 평균보다 높은 값으로 나타났으며, 

금속광산의 형상계수는 전체평균보다 낮은 값으로 나타났다. 전체 형상 계수(shape factor, S)의 중간 값은 0.474로 나타났으며, 평

균값과 유사하게 강원 및 충청지역은 전체 중간 값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광종별로 석탄광산 및 비금속광산도 전체 중간 값보다 높

게 나타났다. 전체 표준편차는 전체 0.132로 나타났으며, 지역별 분석 자료는 0.113~0.161로, 광종별로는 0.122~0.134로 분석되

어 지역 및 광종별 자료의 편차는 크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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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tatistical review of abandoned mine tunnel hydraulic radius or shape factor

Total data
Regional Area Mine Type

GW* GI* HN* CC* YN* Metal* Non Metal* Coal*

N* 4,473 490 342 373 1,674 1,594 3,348 573 552

Max* 1.000 1.000 1.000 1.000 1.000 0.933 1.000 1.000 1.000

Min*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Ave* 0.485 0.537 0.458 0.469 0.502 0.461 0.480 0.498 0.501

Med* 0.474 0.500 0.429 0.450 0.500 0.450 0.469 0.495 0.485

Std* 0.132 0.161 0.149 0.120 0.133 0.113 0.134 0.130 0.122

* GW:Gangwon area, GI:Gyungin area, HN:Honam area, CC:Chungchung area, YN:Youngnam area, Metal : Metal mine, 

Non Metal : Non Metal mine, Coal : Coal mine, N : Number of data, Max : Maximum Value, Min : Minimum 

Value, Ave : Average Value, Med : Median Value, Std : Standard Deviation

                          (a) Total mine data (Kim et al., 2016)                                       (b) Metal mine 

                      (c) Non metal mine                                       (d) Coal mine

Fig. 3. Hydraulic radius or shape factor of abandoned mine tunnels with mine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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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Total data(Kim et al., 2016)                                 (b) Gangwon area

                                                      (c) Gyungin area                                  (d) Honam area

                                                   (e) Chungchung area                                  (f) Youngnam area

Fig. 4. Hydraulic radius or shape factor of abandoned mine tunnels with regional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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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계수(s)는 채굴 공동의 안전성 검토로 활용될 수 있는 수치이다. 광해방지사업을 위한 광산정보가 부적한 사례가 있다. 통계

적 형상계수 값도 폐광으로 정보가 부족한 광산에 대하여 갱도 형상 추정에 활용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3. 지하 공동 형상화 기술 개요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MIRECO EYE)은 국가 신기술(NET) 제1,040호로 지정된 기술이다. 이 기술은 레

이저 센싱 기술, 소나 센싱 기술 및 영상취득 기술이 복합된 기술이며, 접근이 불가능한 지하공동을 실측 조사하고, 취합된 실측 정

보는 지하 채굴공동의 형상화 및 수치 정보 재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도심지 싱크홀 위험지, 군용 땅굴 등 사업을 위

한 기초정보 취득에 활용될 수 있다. 본 기술은 지하 채굴공동에 대하여 시추공 삽입･운용공정부터, 지하 채굴공동의 규모 및 형상

을 실측･조사하는 장비 시스템, 수치화 및 형상화 소프트웨어까지를 기술범위로 한다.

본 측정 시스템은 ‘08년 광산 측정용 소자연구로부터 시작되어 광산 적용성 검토 및 타 산업기술지원을 통해 점차 성능이 보완되

고 있다.

이 기술로 다양한 광산 및 타 산업 기술지원을 수행하였으며, 수요자의 기능 특화 수요에 대하여 다양한 모델로 변화되었다. (A)

모델은 광산 등 고심도 측정이 가능한 복합 장비이며, (L)모델은 도심지 도로 등 천부조사에 적합한 기본 장비이다. 주요 장비의 사

진은 Fig. 5와 같다.

(a) “MIRECO EYE V3.1(A)” system (b) “MIRECO EYE V3.1(L)” system

Fig. 5. View of “MIRECO EYE” System 

4. 광산 지하 채굴공동 수치‧형상 분석 사례

4.1 조사 개요

조사 대상 광산은 가행 중이며, 경기도 가평군에 위치하고 있다. 2회의 조사는 약 11개월의 시간차이가 있다. 조사대상 수갱(글로

리홀)은 직경 3.1 m, 굴상고 195 m로 개설되었으며, 현재 채광된 광석의 이송에 사용되고 있다. 조사 대상 광산의 조업(광석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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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여건으로 인하여 신속 측정기능이 불가피하여 특수기능 모델로[MIRECO EYE -(Q)] 기술지원 되었다. 본 조사는 수직갱 내부

의 형상을 수치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여 지속가능한 광업(광해방지) 활동 지원키 위하여 실시되었다. 조사대상은 글

로리홀 수갱이며, 붕락위험이 상존하여 입갱조사가 불가능하여 공단의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이 필요하였다. 조사 구간의 높이는 

0 m ~(-)165 m이며, 나머지 (-)165 m~(-)195 m 구간은 광석적치로 인한 조사불가 상태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조사 대상지 

위치 및 사진은 Fig. 6과 같다.

(a) Surveyed mine site location (b) Surveyed tunnel position

Fig. 6. Location of survey site

4.2 조사 방법

가행광산의 채광활동은 내부 조사 일정에 영향을 미친다. 제한된 시간으로 인하여 전체 구간의 수치정보 취득을 위하여 고속 측

정 시스템이 필요하였다. 

조사의 기준점은 수갱의 상부 갱구(0 m)로 설정하였으며, (-)165 m까지 측정 장비를 하강한 후 단위거리 마다 인코딩과 동시에 

단면을 측정하여 내부 수치정보를 측정하였다. 총 높이 165 m의 조사 시간은 100분(1차 조사)이 소요되었으며, 이를 통해 수갱 내

부에서 825단면, 좌표점 297,360점의 정보를 획득하였다. 조사 대상지의 사진은 Fig. 7과 같다.

(a) Mine facilities and a vertical mine tunnel (b) mine tunnel entrance (Ø≒3.1 m)

Fig. 7. View of vertical mine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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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모델은 자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2차원 단면 및 3차원 형상을 복합하여 구현하였으며, 자체 DXF 출력기능을 통해 

Autocad 프로그램에서 부가적인 수치정보를 취득하였다. 조사 대상 및 장비의 기본 정보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ummary of the vertical mine tunnel survey

Categories
Information and Specification

1ST survey 2nd survey

Mine Tunnel Size (H)=195 m, (Ø)=3.1 m

Survey length 0m~(-)165 m

Surface Level 385 m

Survey methods Upward movement survey

App. technology National NET (No:1040), MIRECO EYE V3.1-(Q)

Survey time 100 min 57 min

Vertical interval (△H)=200 mm (△H)=100 mm

Survey length L=6,000 mm L=40,000 mm

Measure precision ±1.5 mm ±10 mm

Key products

∙ Measured model

(297,360 points, 825 sections)

∙ Autocad output : 1

∙ Measured model

(594,000 points, 1,650 sections)

∙ Autocad output : 1

4.3 수치측정 분석

조사대상지 1차 조사로 취득된 수치정보는 Table 4에 요약하였다. 수갱 개설 당시 체적은 1,166.3 m3로 추정된다. 조사구간 공

동의 체적은 3,708.5 m3이므로, 확대된 공동의 체적은 2,542.2 m3으로 추산된다. 또한 개설 초기 대비 직경 변화가 250% 이상으로 

관찰되는 구간은 (-)52.19 m~(-)80.79 m로 검토되었다. 또한 최대 단면적 위치는 (-)71.21 m이며, 그 면적은 66.37 m2으로서 개발 

초기 대비 8.8배 확대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최대 직경 위치와 최대 단면적 위치가 매우 근접한 위치로 나타났다. 

Table 4. Review of the mine tunnel survey (1’st survey)

Section Information Depth (m)
Diameter Info.

Area (m2)
Min. (m) Max. (m)

Tunnel entrance section 0 2.90 3.10   7.54

Minimum diameter section -2.8 2.90 3.10   7.6

Maximum diameter section -71.63 7.49 10.77 65.87

Maximum area section -71.21 7.64 10.42 66.37

Survey end section -164.99 3.21 3.87   9.27

4.4 형상결과 분석 결과

지하공동에 대한 사업 검토 과정에서 내부 형상정보는 중요 검토사항이다. 특히 광해방지사업 설계를 위해서는 공동 내부 절대 

위치 정보 및 상대 위치 정보가 함께 필요하다. 또한 이러한 정보는 사업관계자에게 쉽게 이해되도록 가공되어야 하며, 3D 형상 모

델링 등 직관적인 방식이 사업관계자에게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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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은 자체 소프트웨어에 3D 모델링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실시간 형상 모델링 성과 도출도 가능하

다. 3D 모델링은 솔리드방식과 와이어로프방식이 지원되며, 두 형식의 융합된 방식도 가능하다. 

수갱 내부의 형상 모델링 결과는 Fig. 8 및 Fig. 9와 같다. Fig. 10은 모델링된 결과를 Autocad와 연동하도록 생성한 모델링한 결

과이다. 측정된 형상 모델을 구간별로 검토하였다. 조사심도 0~(-)50 m 구간은 시점부에서 종방향 균열을 따라 붕락된 것으로 추정

되는 형상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약 30 m 지점부터 단면 확대가 관찰되고 있다. (-)50~(-)100 m 구간은 붕락에 의한 확대 구간으로서 

최대 단면적 구간을 포함하고 있다. (-)100~(-)150 m 구간은 대부분의 단면이 굴착 당시와 유사한 수준의 단면을 유지하고 있으므

로 붕괴가 심하지 않은 구간으로 분류되나, 종점부에서 일부 단변의 확대가 확인되었다.

                      (a) Lateral view of modeling results           (b) Plane view of modeling results

Fig. 8. Result of the surveyed 3D modeling figuration

                                (a) 0~50 m                      (b) 50~100 m         (c) 100~150 m               (d) 150~165 m

Fig. 9. Compare results of 3D modeling figuration

수갱의 주요 단면에 대한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Table 5와 같다. 당초 개설 갱도는 직경 3.1 m의 원형갱도로 추정되므로 형상계

수 값은 모든 구간에서 0.78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부 붕락 등 요인으로 내부에서 형태적 변화가 수반되었을 것

으로 추정된다. 단면 확대 최대 구간인 (-)50 m~(-)100 m 구간은 2 이상의 형상계수 값이 나타났다. 단면 확대가 심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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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 m 구간은 1~2 사이 값으로 나타내고, 100 m 이상구간에서는 1보다 낮은 값도 일부 관찰된다. 향후 각 단면별 2차 정보를 

취득하여 상세검토를 실시할 계획이다.

Table 5. Analyzed result in measuring data

Depth

(m)

1st measurement inform. 2nd measurement inform.
Difference value

[2nd-1st]

Sectional

Diameter Inform.

Area

[m2]
HR or S

Sectional

Diameter Inform.

Area

[m2]
HR or S

Area

[m2]

HR 

or S

(-)32.4
Max Dia(m):6.3

21.0 1.22
Max Dia(m):6.8

22.8 1.34 1.8 0.11
Min Dia(m):4.0 Min Dia(m):4.4

(-)40.2
Max Dia(m):6.6

26.6 1.36
Max Dia(m):7.4

29.1 1.40 2.5 0.04
Min Dia(m):4.6 Min Dia(m):4.5

(-)71.2
Max Dia(m):10.4

66.4 2.20
Max Dia(m):10.7

66.6 2.13 0.2 (-)0.06
Min Dia(m):7.6 Min Dia(m):7.1

(-)71.8
Max Dia(m):10.6

65.6 2.20
Max Dia(m):10.9

66.7 2.15 1.1 (-)0.06
Min Dia(m):7.5 Min Dia(m):7.1

(-)105
Max Dia(m):4.5

12.6 0.97
Max Dia(m):6.2

18.0 1.08 5.4 0.11
Min Dia(m):3.4 Min Dia(m):3.3

(-)149
Max Dia(m):4.9

14.9 1.10
Max Dia(m):4.9

17.9 1.10 3.0 -
Min Dia(m):4.0 Min Dia(m):4.0

4.5 시간에 따른 분석

시간에 따라 지하공동 붕락은 지하공동의 활용 검토에 중요한 검토사항이다. 조사는 2회에 걸쳐 실시되었으며, 11개월의 시차를 

두고 실시되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검토하기 위하여 2회의 조사 수치를 검토하였다. Fig. 11은 단면적 수치를 심도에 따라 도시

한 것이다. 단면적 변화가 큰 지점은 2차원 단면 형상과 수치 변화 값을 분석하여 도시하였다(Fig. 12 참조).

심도 (-)32.4 m 지점은 형상이 급격한 변화를 보이는 구간에 해당되며, 단면적의 변화는 1.8 m2로 산출되었다. (-)40.2 m 지점은 

국부적 단면 확대 지점이며 단면적 증가량은 2.5m2로 산출되었다. (-)71.2 m와 (-)71.8 m 지점은 최대 확대 구간에 해당되며, 단면

(a) External view of CAD compatible results        (b) Internal point view of CAD compatible results

Fig. 10. Result of modeling with CAD compati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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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가량은 각각 0.2 m2 및 1.1 m2로 수치적 증가는 크지 않았다. 단면적 변화 가장 큰 지점은 (-)105.0 m 였다. 단면적 변화는 5.4 m2 

였으며, 백분율로 42.9% 증가된 수치를 보였다.

Fig. 11. Numerical section information versus depth

(a) (-)32.4 m section (b) (-)40.2 m section (c) (-)71.2 m section

(d) (-)71.2 m section (e) (-)105.0 m section (f) (-)149.0 m section

Fig. 12. Comparison results of 2D section figuration(1st : Blue line, 2nd : Re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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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검토를 위하여 (-)105.0 m 주변을 상세 분석하였다. 단면적의 확대가 10% 이상을 보인 구간은 102.84 m~107.59 m이며, 

20% 이상을 보인 구간은 103.4 m~15.99 m로 매우 협소한 구간 국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 구간은 단면 확대 구간의 최하

단부로서, 광물의 급광시 충격 등 외부 요인으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단면 확대가 커질 수 있는 위치로 판단된다.  2D 단면 분석을 통

해 단면 확대는 자북기준 120°~225° 사이에서 발생된 것으로 검토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폐광산 지하공동의 형상 자료를 분석하여 광종별, 지역별 수치 특성을 검토하였다. 측정 속도가 향상된 측

정시스템(MIRECO EYE Q)을 활용하여 가행광산 갱도의 수치정보를 취득하고, 그 결과를 형상화 하였다. 또한 지하공동의 단면

에 대한 형상계수 활용성을 검토하였다.

한국의 폐광산 1,784개 광산, 4,473개 자료를 통해 한국의 폐광산의 갱도형상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자료를 통해 형상 계

수(shape factor, S)의 수치적 평균값은 0.485이나, 지역별, 광종별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광산정보가 없는 폐광산 관련 

검토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로 사료된다.

지하공동 형상화기술을 활용하여 입갱이 불가능하였던 가행광산의 수갱을 정밀 측정하고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측정된 수치 및 

형상자료는 지하공동에 대한 수치적 변화, 형상의 변화를 관찰에 유용하였다. 상세 분석에는 위치정보와 연계한 면적정보 등 정보 

분석이 유효하였다. 일부 단면적 변화와 형상계수의 변화를 검토를 수행하였으나, 보다 많은 자료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공동 형상화 기술을 활용하여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조사 위험성으로 측정되지 못하였던 폐광산 지하공동도 정밀한 측정이 

가능하였다. 다양한 지하공동의 형태와 변화에 대한 자료 취득 및 경험을 통해 광산 지하공동에 대한 수치정보 확보 및 분석 능력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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