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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 일반광(장석 및 납석)의 효율적인 개발대책 연구 

II.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1. 기술개발의 목적 

국내 일반광(납석 및 장석)의 효율적 개발 방안 제시 

- 법적인 개선책 

기술적인 개선책 

- 제도적인 개선책 

2. 중요성 

가. 첨단산업 소재광물 수요증가에 따른 자급율 제고 방안 필요 

• 광물자원의 수요는 연 평균 13 % 증가 

’ 일반광의 GNP 점유율은 약 0.3 % 

나. 비금속 자원은 흉부하나 공업원료로서의 금속자원 빈약 

, 국내 생산은 비금속광이 증가한 반면， 금속광은 사양화로 감소 추세 

다. 국내 부존자원의 효율적인 개발 대책 필요 

• 기 확보된 가채광량의 생산성 향상 대책 필요 

• 개발을 위한 법적 제도적 지원정책 필요 

’ 광종， 용도별 경제적 개발성 판단 필요 
• 원료광물의 수급전망 및 유통구조 개선 

III .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1. 1차년도 연구내용 

가. 우리 광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광업개발제약 실태 및 대책 

나. 일반광 업계가 안고 있는 경영상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중 

대표적인 개선 및 지원요구사항 

다. WTO 와 OECD 가입에 따른 광업에의 영향 

라. 일반광 육성방향 제안 

2. 2차년도 연구내용 

가. 법， 제도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제시 

3 



나. 광산 육성방안 제시 

다. 광산기술 개선사항 검토 및 제시 

라. 일반광 투자사업성 평가모델 개발 

3.3차년도 연구내용 : 국내 부존자원(납석， 장석)의 효율적 개발 방안제시 

가. 수급현황 및 유통구조의 분석 

나. 개발중인 광산의 문제점 파악 및 개선방안 제시 

다. 모텔개발광산에 대한 채광발파법， 발파재해， 파쇄암 분석 및 통기개선에 

대한 기술 

라. 법적 및 제도적 개선책 제시 

N. 기술개발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현장의 기술적인 문제점 법적 및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문제점 둥의 제시로 

정책입안이나 제도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V. 기대효과 

1. 일반광 개발 육성 정책 입안 자료로 활용 

2. 광업법 및 제도개선을 위한 지원 정책 제시 

3. 효율적인 유통구조개선을 위한 자료로 활용 

4. 기술개선 방법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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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effective development of feldspar and pyrophil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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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woo Choon, Choi Yong- Suk, Lee Sang-Kwon, Ryu Chang-Ha, 

Kim 1m-Ho, Kang Sang-Soo, Cho Young-Do 

ABSTRACT 

The domestic production, consumption and trade amount of minerals in the 

mmmg industry in 1998 were substantially decreased under the financial cnSlS 

of nation. The output of mineral resources in 1998 decreased to 27.8% in metal 

mine and to 17.8% in nonmetal mine in comparison with that in 1997. 

Although the total production tonnage, the number of operating mines and 

labors were 머so decreased in the feldspar and pyrophillite mine industrγ， the 

demand of such nonmetal resources, inc1uding limestone and silica,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being used for materials in refractory, cement and 

ceramic industry. Such resources are relatively abundant in Korea, and it is 

important to study how effectively convert the low quality resources to the 

valuable products. We have to enhance the competitiveness of nonmetal mines 

by improving the technology for high quality products. 

The small scale mines are generally not afford to invest in improving the 

technology for high productivity and in systematic operation of their mines. 

Major factors hindering one from making a decision of investment in mining 

industry are the unfavourable geological condition, the low international price of 

minerals, the strict environmental regulations, the cost for environmental 

preservation and the labor shortage. 1n this research we analyzed the present 

status of mine industry and proposed the countermeasures necessary for 

promoting mines. 1n technical aspects, investigated were the underground and 

open pit blasting methods to recover minerals, and underground ventilation 

system at Nohwado mine. Current problems and suggestions for tech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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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rovement were advanced from the analysis of field measurements. 

The recommendations for revitalizing the depressed mmmg industry are 

proposed as follows: 

1) the support for technology innovation for high productivity and quality 

control of raw minerals; 

2) the reform of transaction system for mineral resources; 

3) the alleviation of the various govemmental regulations, which involves the 

problems due to overlapping of the IIlllling law with others such as the 

reclamation of damaged forests , the environmental regulations, and the 

management and sales or disposal of wastes in excavated minerals; 

4) the financial support and encouraging policy of govemment for 

modernization of min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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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료츠 
L-

세계는 국가간 기술력을 바탕으로 자국의 이익추구를 위한 기술 및 경제 전쟁 

시대에 돌입하였으며， 국내적으로는 WTO체제 출범에 따라 국내 광물자원시장의 

개방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정보통신산업의 발달과 소재산업의 발달에 따라 이에 

필요한 천연광물자원의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희유금속， 핵원료， 귀 

금속자원， 반도체원료 둥과 같은 첨단산업에 필수적인 소재자원에 대한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확보가 필요하다. 국내 산업구조도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에 

서 ‘90년대 이후는 첨단 소재산업으로 개편되고 있다. 향후 첨단산업의 계속적인 발 

달은 소재의 고급화 및 수요의 급증이 예상되므로 이에 따른 소재자원의 고부가가 

치 창출을 위한 기술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시점이다. 

현재 우리의 광업개발환경은 값싼 해외광물자원의 수업에 따른 경쟁력 약화와 

생활수준 향상에 따른 에너지 수요패턴의 변화， 국내 광물자원의 품위저하 둥이 복 

합적으로 작용함에 따라 국내 광업관련 활동이 현저히 저하되어 어려운 상황에 처 

해 있다. 사회적으로는 국민들의 향상된 삶의 질에 대한 욕구증가에 따른 소위 3D 

업종에 대한 근로기피의 심화에 의한 인력부족 인건비의 증가와 환경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짐에 따른 환경과 관련된 부대비용의 급상승， 민원의 증가， 산림과 관련된 

행정규제 등 각종 제반여건들이 광업의 고비용 저효율의 구조를 심화시키고 있어 

광업의 사양화를 재촉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자원은 산업에 필요한 1차 원료로 산 

업발전과 국내자원의 활용을 위해서는 반드시 지원 육성하여야 할 분야로서 대내외 

적인 조건들을 개선되기 위해서는 부존자원의 제약 기술개발 광업용지와 근로자 

확보， 과중한 물류비의 부담， 환경과 관련된 문제 등의 해결이 해결되어야 한다. 

국내 광엽은 ‘80년대 중반까지 유일한 에너지원인 석탄광중심으로 정부의 강력 

한 지원정책속에 육성되어 왔으나， 상대적으로 일반광은 자력으로 성장하여 왔기 

때문에 규모나 기술수준면에서 영세하고 취약한 실정이다. 일반광엽은 ‘60- ’70년대 

에는 중석， 아연， 철광석 등을 생산， 수출하는 국내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했 

었다. 그러나 대내적으로는 섬부화에 따른 부존여건과 개발여건의 악화로 인한 생 

산성 저하 및 생산비의 증가 자연보호 및 환경규제 강화 동으로 인한 개발투자에 

대한 의욕의 저하 등과 대외적으로는 광물가격의 하락 둥 광업계는 커다란 어려움 

에 직면하여 있다. 특히 ‘97년도 말 이후 국가의 경제적 곤란으로 영세한 광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그러나 공업원료광물로서 비금속광물의 수요증가와 기술개발에 따라 용도가 다 

양해점에 따라 원료광물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광(장 

석 및 납석)에 대한 현장의 문제점을 정리， 제시함으로써 수급의 문제와 국내 광업 

의 육성발전을 위한 대책을 제시하여 개발정책 수립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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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년도(강상수 외， 1997)에는 금속 및 비금속광의 현황정리， 일반광 개발에 있 

어서의 문제점 도출과 대책을 제시하였다. 또한 광업계가 요구하는 법 및 제도상의 

개선요구사항을 정리， WTO와 OECD 가입에 따른 광업에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2차년도(이상권 외， 1998)에는 금속광을 대상으로 특히， 티탄철광을 주 대상으로 

하여 채굴적 안정성 평가， 채광법 설계， 통기시스템 검토 그리고 폐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중적인 검토와 광업개발 관련법， 일반광의 투자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산 

모벨을 개발을 시도하였다. 

1차 및 2차 연도에 수행된 영구내용과 결과를 간략하게 아래에 요약하고， 3차 

년도의 장석 및 납석광 연구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1. 1차년도 연구내용 

가. 광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광업개발제약 실태 및 대책 

(1) 부존자원 형태상의 제약 : 광산개발과 경영에 대한 인식전환 그리고 고부 

가 가치향상기술의 개발 

(2) 물류비 부담의 과중 : 철도 수송요금 인하， 도로시설 개선， 하역업무 경쟁 

체제 도입 

(3) 광업용지 확보난 : 보존 국유림， 백두대간 보존방침에 따른 개발제한 완화 

(4) 근로자의 광산근로 기피 : 산업기능요원제도， 외국인 연수생 활용제도개선， 

일반광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지원 

(5) 광업자금 확보난 : 광업자금 금리 인하， 석탄광에 준하는 자금지원 

(6) 환경보호에 따른 의사소통의 부담 : 광해방지 시설 및 기술개발， 지자체와 

의 적극적인 대화 

나. 일반광 엽계가 안고 있는 경영상 기술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서 대표 

적인 개선 및 지원요구사항 

(1) 국유림의 대부 사용규제 완화 

(2) 제철， 제련， 화학공업원료의 공급가격 합리화 

(3) 일반광업자금 금리 인하 

(4)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자금 확대 

(5) 산재보험요율 인하조정 건의 

다. WTO 와 OECD 가입에 따른 광업에의 영향 
(1) 문제점 

- 관세인하와 투자자유화에 따른 문제 

- 정부의 각종 지원의 감소 내지 구조조정 

- 자원산업에 대한 투자자유화 압력이 가중 

(2) 전망 및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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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협약에 대한 관심 지속 : 규제에 대비하는 장기대책 

- 경쟁력 있는 사업의 선정 및 전략산업으로 육성 

라. 일반광 육성방향 제안 

(1) 일반광 시설의 현대화 : 생산성과 인력난을 해소 

(2) 고부가가치 향상기술과 용도개발 : 부존량이 풍부하고 경쟁력을 갖춘 일부 

광종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향상 원료광물의 품위 및 절대가치 향상 

(3) 환경친화적 광산기술 개발 : 개발에 의한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 광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광해방지기술 및 시설의 투자를 적극 유도 

(4) 선진기술의 적극도입 : 선진기술의 동향파악과 적극적인 R&D 

2.2차년도 연구내용 

가. 법， 제도적 문제점 및 건의사항 제시 

나. 광산 육성방안 제시 : 현재 가행중인 금속광산을 중심으로 개발을 활성화시 

켜 생산을 극대화하여 부존자원을 최대한 활용 

(1) 가채광량 확보를 위한 광상조사， 시추탐사 및 갱도 탐광 둥의 지원 필요 

(2) 광산물 비축제도를 활성화하고， 광업자금 융자로 융자지원금리 인하 

다. 광산기술 개선사항 검토 및 제시 

(1) 신예미광산 : 개발심도증가에 따른 채굴적의 안정성을 판단을 위한 심부 

개발계획을 수립 

(2) 금호광산 : 통기 개선안의 제시 

(3) 연천광산 : 선광후 광미의 처리문제 검토하여 재활용 가능성 실중 

라. 일반광 투자사업성 평가모델 개발 

(1) 생산규모의 증가에 의한 생산원가는 감소 : 확보된 광량은 짧은 시기에 생 

산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단위 원가상승을 저하 

(2) 광산의 사업성은 절대적으로 생산규모를 증가시킴으로써 내부수익률이 안 

정적으로 증가 

(3) 장비의 활용성을 고려하여 가행기간을 결정함으로써 사업성을 제고시킬 수 

있다 

3.3차년도 연구내용 

한편 3차 년도인 ‘99년도 연구에서는 장석 및 납석의 수급현황 및 유통구조의 

분석/ 현재 가행중인 4개의 장석광산과 5개의 납석광산의 지질， 광상 및 매장량， 개 

발현황 그리고 개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노화도 납석광산에 대한 지하 및 노천 채광 

발파법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방향/ 발파에 의한 발파재해 문제 및 파쇄된 파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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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입자 크기 분석 및 통기개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 

막으로 광산업계가 가지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한 제약문제를 살펴보고 이에 따른 개 

선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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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장석 및 납석 광 일 반 현 황 

제 1 절 일반광 현황 

1. 일반현황 

‘98년도 일반광의 GNP 점유율을 한국은행은 경상가격 기준으로 ‘97년도보다 

0.1% 가 증가한 0.34%로 잠정 집계하였다. 이는 금액상으로 ’97년도 확정치보다 

5，394억원이 증가한 l조 5，429억원으로 전년보다 53.8%가 증가한 것이다. 부문별로 

는 비금속광이 53.9% 금속광은 36.4%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표 2.1.1). 

표 2.1 .1 일반광의 GNP 대비 점유율 

구 1 닙r 
‘95년도 불변가격 기준 ‘98년도 경상가격 기준 

금액 (10억원) 비 중(%) 금액 (10억원) 비 중(%) 

'98 국민총생산액 398,312.6 100 449.508.8 100 
二그 죠-1: 고。+- 11.5 0.029 13.5 0.030 n 

비금속광 1.254.4 0.315 1.529.4 0.340 
일반광계 1.265.9 0.318 1.542.9 0.343 
석 탄 90.8 0.023 88.4 0.019 

계 1.356.7 0.341 1.631.3 0.363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한편 일반광 관련된 수출 · 입액은 ‘97년에 비하여 각기 57.6%와 8.6%가 증가 

하였다. 이에 따라 총수출입에서 일반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4.7%에서 5.0% 

로 높아졌고. 수입은 5.3%에서 4.6%로 낮아졌다(표 2.1.2). 

표 2.1.2 일반광의 수출입 비중 

구 1 님r 
-까「‘ 줄 기 까-‘ 입 

금액(천불) 비중(%) 금액(천불) 비중(%) 

총 수출입액 132.313.143 100 93,281 ,754 100 
고。L 일반광 6,874,452 5.0 6,593,808 4.6 

석 탄 178 2,206,062 1.5 

걷~ 계 6,874,630 5.0 8.799.870 6.1 - .....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국내에서 수급되는 법정광물 45개중에서 22개 광물은 생산실적이 있으나， 나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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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23개 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급한다 

고 말할 수 있는 90%이상의 자급 광물은 107H 에 불과하고 50%이상 의 수급되는 

광종도 13개에 불과한 실정으로 실질적으로 해외의 수입에 의존하는 광산물은 32 

개 이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 2.1 .3). 

표 2.1.3 자급도별 광종수 

자급도 100 90-100 80-90 70-80 60-70 50-60 40-50 30-40 20-30 10-20 1-10 1미만 

과。 96 7 3 1 1 1 0 0 0 0 4 26 

종 97 7 2 1 1 0 0 0 1 3 29 

-거「、 98 7 3 0 3 0 0 0 0 0 1 3 28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1.4 연도별 일반광 수급 

(단위 :10억원) 

구 τ 님r 1996 1997 1998 증감율(%) 

종 :::ι「 요 7.569.9 9.824.8 13,832.1 40.8 
.A. 3,006.7 3,515.2 4,036.5 14.8 T 

二:I. 419.8 484.8 396.4 - 18.2 t:J 

비금속 1,222.4 1,257.8 1,092.1 - 13.2 
.A. 출 4.403.3 6.103.2 9,616.6 57.6 T 

二그 4,273.6 5,857.9 9.364.9 59.9 t:J 

비금속 40.6 41.0 111.6 117.2 

‘~ 。tj| 6,269.9 8,496.3 9.223.9 8.6 T 

二::I. 4,514.8 6.198.7 6,311.5 1.8 n 

비금속 344.7 368.3 383.0 4.1 
생 산 1,114.5 1,155.6 1.203.6 4.2 

二::I. 145.9 155.7 311.7 100.2 t:J 

비금속 912.1 930.5 764.9 17.8 
재 고 159.9 206.3 179.0 13.2 

二그 7.3 19.1 7.4 - 61.3 n 

비금속 38.4 37.3 45.2 21.2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2. 내수 

일반광의 ‘98년도 내수액은 ‘97년도에 비해 경상가격 기준으로는 14.8% , '95년도 

불변가격 기준으로는 2.3%가 증가하였다. ‘97년도에 비해 금속광의 비중은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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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72.9%로 8.7%가 증가했다. 내수 증가율은 금속광이 30.4%인데 반해 비금속 

광은 -13.2%로 증가율에서 심한 격차를 나타내고 있다(표 2.1.4). 이것은 수업에 의 

존하는 금속광의 물량은 감소했어도 환율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았기 때문이다. 달 

라 기준으로 비교하면 금속광은 11.4% 그리고 비금속광은 41%의 내수 감소가 있었 

다. 

표 2.1 .5 내수 상위 광종별 구성비 (단위: %) 

순위 「。 드 。E
1996 1997 1998 증감율 

비 고 
(%) (%) (%) (%) 

1 철광석 24.5 26.4 29.3 28.5 물량 감소， 원화금액 증가 

2 동광석 8.5 9.8 17.0 99.5 물량과 금액 증가 

3 석회석 24.2 20.7 14.2 - 20.6 물량과 금액 감소 

4 二그 14.0 13.9 9.8 - 18.2 물량과 금액 감소 n 

5 아연광 4.0 6.6 7.5 32.6 물량과 금액 증가 

6 인광석 2.5 2.5 3.0 34.4 물량감소， 원화금액 증가 

7 고령토 2.9 2.9 2.7 9.6 물량감소， 금액 증가 

8 연광 1.3 1.3 2.4 113.1 물량과 금액 증가 

9 백금 2.1 1.8 1.9 34.9 물량감소， 원화금액 증가 

10 τ 。= 2.0 1.8 1.2 25.5 물량과 금액 감소 

합 계 86.4 
L 

87.9 89.0 16.2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98년 내수 물량기준으로 볼 때 대부분의 광종은 감소하였고， 일부 광종만 증가 

했다. ‘97년도에는 23개 광종이 내수가 증가했지만， ’98년도에는 불과 7개 광종(동 

광석， 연광， 아연광， 몰리브댄광， 망간광， 유화철， 대리석)만이 내수가 증가하였다. 이 

것은 ‘97년보다 5.8%나 국민경제가 하락할 정도로 국내 경기가 워낙 침체되어 광산 

물의 내수가 극도로 감소되었기 때문이다. 내수 광종중 상위 10개 광종은 표 2.1.5 

와 같고， 상위 3개 광종(철광석， 동광석， 석회석)이 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 

다. 

3. 생산 

‘98년도의 광업활동은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생산액기준으로 ’97년도보다 

18.1% 감소하였다(표 2.1 .6). 국내 생산광물만을 고려할 경우 생산액기준으로 금속 

광의 비중은 '97년의 3.4%에서 ‘98년은 2.9%로 0.5%가 하락하였다. 이것은 아연광 

을 제외한 다른 금속광들이 모두 감산되었기 때문이다. 반면에 총생산액 기준으로 

는 ’97년의 19.9%에서 ‘98년 36.4%로 증가를 보이고 있다(표 2.1.7) 

총생산액기준으로 국내광의 점유비는 ’97년의 82.8%에서 98년은 65.4%로 하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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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표 2.1.6). 이는 제련능력을 늘리고， 귀금속 함량이 높은 연광석을 수입함에 따 

라 제련시의 부산물로 금과 은의 생산량이 급증되며 총생산액 자체가 증가한 반면 

국내광에서의 생산은 위축되었기 때문이다. 

경상가를 기준으로 국내광산의 생산액은 금속광 27.8% , 비금속광 17.8%가 감소 

하였다(표 2.1 .4). 이것은 국내 금광 생산량의 급감 IMF관리체계 하에서 국내 경 

기의 불황으로 광산물 생산의 주축을 이루는 석회석과 규석， 납석등의 생산감소가 

작용했기 때문이다. ‘98년에 석회석의 비중이 전년도의 77%대에서 73%대를 하락 

을 기록하였고， 아연광의 비중이 0.9%로 전년보다 높아졌다. 상위 107R 광종의 생산 

비중은 95.4%로 전년도 97.1%로 보다 하락했다. 이들 광물중 상위 5개 광종 즉 석 

회석， 고령토， 규석， 규사， 납석 동 비금속광의 생산액이 전 생산액의 90%이상을 차 

지하고 있어 이들 광종이 국내 광업을 주도하고 임을 보여주고 있다(표 2.1.8). 

표 2.1.6 ‘98년도 광산물의 수급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불변가격기준 경상가격기준 전년대비 

내수 3.029,186 3,100.006 3.515.215 4.036.526 2.34 14.83 

수요 
수출 4.947.736 5.300.477 6,103.238 9.616.533 7.13 57.56 

(6.416.964) (6.874.452) (6.416.964) (6.874.452) ( 7.13) ( 7.13) 

재고 192.523 161.444 206.341 179.036 -16.14 -13.23 

수요(공급)계 8,169.445 8.561.927 9.824.795 13.832.095 4.80 40.79 

생산(A) 1.119.459 1.017.525 1.155.610 1.203.576 -9.11 4.15 

(국내산)(B 
( 944,344) ( 741,052) ( 961 ,289) ( 787,539) ( -21.5) ( -18.1) 

二。a 二t그j -J「- 입 (C) 6.887.737 5.084.090 8.496.311 9.223.946 -26.19 8.56 

(8.933.047) (6.593.808) (8‘933.047) (6.593.808) ( -26.1) ( -26.1) 

국민운동 2.267.774 3,182.235 

이 월 162.249 192.538 172.874 222.338 18.67 28.61 

* 註 : 불변가격은 1995연도 기준가격임 
환율은 1998 연도 평균치임 
수출입의 ( )는 천$ 임 
석탄류는 제외함 
생산(A)은 수업광석(동， 연광석)에서 회수된 금， 은 생산량 포함액 

생산(B)는 국내광산 생산분임 
수입 (C)는 엘지금속， 고려아연의 정 련용 금(Gold Bullion) 수입을 포함 
국민운동은 금， 금강석 모으기로 수출된 것임. 

자료: ‘98년도 광산물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생산 광산 기준으로는 총 5577R소가 가행되어 ‘97년보다 32개소가 감소해 매년 

광산수는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97년보다 월 평균 종업원수도 998명이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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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된 5，008명이었다. ‘98년의 종업원수는 금속광이 월평균 330명， 비금속광 4，679명 

으로 ‘97년도에 비하면 각각 212명과 786명이 감소되어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다(표 

2.1.9). 

표 2.1 .7 금속광의 점유비 

구 τ 님r '97 ’98 

국내광 기준 (%) 3.4 2.9 

총생산액 기준 (%) 19.9 36.4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1 .8 광종별 생산비중 

(경상가격기준， %) 

순 위 광 종 96 97 98 

1 석 회 석 76.8 77.3 73.7 

2 고 ~ 토 4.8 5.3 6.5 

3 규 석 5.3 5.2 4.6 

4 규 사 3.5 2.9 2.9 

5 납 석 2.4 2.5 2.5 

6 장 석 1.2 1.3 1.7 

7 철 고。l 석 0.8 0.6 1.1 

8 연 광 0.3 0.6 0.9 

9 사 τ rr1 A-}1 0.8 0.7 0.8 

10 티 탄 철 0.8 0.7 0.7 

10 광종 누적 계 96.7 97.1 95.4 

주) 국내광 생산액만을 대상으로 함. 

자료. ‘98년도 광산물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1.9 월별 종업원 수의 추이 

(단위 : 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평균 

二I1l 죠 - 1: 339 321 326 330 347 324 343 316 315 337 334 323 330 

비금속 5,024 4,799 5,061 4,798 4,652 4,632 4,557 4,563 4,539 4,548 4,515 4,454 4,679 

계 5,363 5,120 5,387 5,128 4,999 4,956 4,900 4,879 4,854 4,885 4,849 4,777 5,008 

자료· ‘98년도 광산물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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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0 지역별 광산수 및 종업원수 

지역 
광산수 

인원 
점 유 율 (%) 

켜U * 125 22.4 682 
강 원 111 19.9 2,015 
충 북 90 16.2 938 
켜U 남 54 9.7 204 
충 남 47 8.4 131 
저'--'- 남 46 8.3 370 
겨U 기 35 6.3 242 
기 타 25 4.4 114 
져'-" * 24 4.3 81 
계 557 100 4,777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 (한국자원연구소， 1999) 

지역별로 가행되고 있는 광산수는 고령토 둥 비금속 광산이 많은 경북지역이 

전체 광산수의 22.4%를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강원도가 20% 정도를 차지하며， 

석회석 광산이 많은 충북이 16.2%를 차지하여 3개 지역이 전체 광산수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나머지 지역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30-50개 정도의 광산들이 

가행 되 고 있다 (표 2.1 .10). 

제 2 절 장석 및 납석 광 일 반 현 황 

1. 장석 (Feldspar) 

유리나 도자기 동의 주원료로 쓰이는 장석은 소다， 카리 및 칼숨성분이 고용체 

형태로 함께 혼재된 채 부존되어 있다. 장석은 칼슐， 나트륨 또는 칼륨을 함유하는 

규산 알루미늄 광물군의 일종이며， 지구의 지각에서 가장 흔한 광물이다. 장석은 

화성암의 주요 구성성분이며， 변성암 및 쇄설성 퇴적암에서도 흔하며， 대륙지각을 

구성하는 광물의 약 60%를 차지하며 석영과 합하면 부피로 따져서 지각의 약 75% 

를 차지한다. 장석은 해양지각을 구성하는 암석에도 풍부하다. 

가. 광물의 특성 

장석도 석영과 마찬가지로 사면체의 모든 산소 원자가 주위의 규산염 사면체와 

공유하고 있다. 장석광물의 기본적인 구조단위는 규소 또는 알루미늄 원자를 둘러 

싸는 4개의 산소원자로 구성된 사면체이다. 장석은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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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블로서 화학 조성에 따라 칼리장석， 소다장석， 석회장석， 바륨장석으로 대별되며， 

조장석과 카리장석의 고용체 계열을 알칼리 장석， 조장석과 회장석의 고용체 계열 

을 사장석이라 한다. 알칼리 장석은 정장석으로 대표되며， 산성 화성암의 주성분광 

물이고， 사장석은 중성， 염기성인 화성암의 주성분 광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칼리장석(정장석 Orthoclase， K20 . Ah03 . 6Si02)과 소다장석 

(조장석， Albite, Na20 . Alz03 . 6Si02)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순수한 것 보다는 혼 

합 또는 고용(固溶)되어 산출되며 K 또는 Na의 함유율에 따라 칼리장석 또는 소다 

장석으로 부른다. 

장석의 이론적 화학구성은 카리장석(정장석)의 경우 K20 16.9%, Ah03 18.4%, 

Si02 64.7%이 며 , 소다장석 (조장석 )은 Na20 11.9%. Alz03 19.4 %. Si02 68.8%로 이 

론적 화학구성은 표 2.1.1과 같다.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안동-영풍， 충남 부여 -당진， 경기 포천 동에 주로 부존되 

어 있으며， 품위는 페그마타이트 열극충진， 산성암맥이 높고， 성분별로는 페그마타 

이트에서 K20가 열극충진 및 산성암맥에서 Na20가 우세하며 기타 유형에서는 서 

로 다른 비율로 혼재하고 품위도 떨어진다. 

표 2.2.1 장석 의 화학구성 

고。L 
화 학 3.ζ- 성 (% ) 

투I그를 

K20 Na20 CaO Alz0 3 Si0 2 

정장석 16.9 18 .4 64.7 
카리장석 

미사장석 16.9 18.4 64.7 

조장석 11.9 19 .4 68.8 
회장석 20.1 36 .6 43.3 

표 2.2.2 지 역 별 산성 및 특성 

산 성 ~드1 성 부존지역 

페그마타이 E 맥 품위 는 양호하나 규모가 작으며 석 영 과 공존함 오 ~-5 님~ÀJ-9-‘ 

우백질 화강암 품위는 낮으나 매장량이 많음 충북당진 

우백질 편마암 
품위는 낮으나 매장량이 많음. 

대부분 선광을 요함 

규장암 
매장량이 많으며 장석 함유비가 높은 경우 사용가 

능함 

반상 화강암 원광의 품위는 낮으나 반정의 품위는 높음 충북옥천 

장석맥 양질의 장석광상을 형성하나 산출이 드음 

냐. 물리적인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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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은 무기재료 공업에서 대표적인 융제 (Flux)원료르 사용되며， 이를 가열하면 

용융하여 매우 강인한 융체가 되어 냉각 후에도 결정화되지 않고 유리상태로 남아 

혼합물을 결속시키는 결합체(Binder)로 작용한다. 장석의 이러한 특성은 유리공업， 

타일 및 도자기공업， 연마숫돌 등의 제조에 이용되며， 화학적으로는 유리공업， 카리 

비료공업 둥에 사용된다. 

(1) 알칼리 장석 의 용융성 상 

천연 상태에서 카리장석과 소다장석은 완전한 고용체로 존재하는 경우와 서로 

분리되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 존재한다. 이들 장석중 K20 함량이 많아지면 용융 

온도가 높아 지고 녹은 유리의 점도가 커져 소다장석이 10% 카리장석 90%의 경우 

에는 용융옹도가 SK 4a까지 낮아진다. 

분리상 장석은 유리화과정에서 두장석간의 용융점 차이에 의해 기포가 발생하 

여 고용상에 비해 불투명하게 되며， 카리장석의 경우에는 가열 시 흡착질소가 방출 

되어제품의 질을 떨어뜨리기도 한다. 

(2) 사장석 의 용융성 상 

사장석은 소다장석과 석회장석의 완전한 연속고용체로 소다장석만의 용융온도 

는 1 ， 122 0C 이나， 석회장석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용융온도가 높아져 순수석회장석은 

용융온도가 1,552 0C 에 이 른다(표 2.2.3). 

표 2.2.3 장석의 용융온도 

고。l 물 비 걷 ;ζr 강 도 용융온도 

정장석 2.44 - 2.62 6 1,2200 C 
카리장석 

미사장석 2.54 - 2.57 6 - 6.5 1,2200 C 

조장석 2.5 - 2.7 6 - 6.5 1,l000 C 

회장석 2.6 - 2.7 6 - 6.5 1,5520 C 

다. 매장량 현황 

국내 부존 장석은 카리장석과 소다장석으로 대별되며， 부존량에서 카리장석이 

소다장석에 비해 분포지역이 넓고 매장량 또한 많다. 장석의 품위는 물리적 특성 

을 지배하는 RzO(KzO, 또는 NazO)의 함유율과 불순물의 함유량에 따라 구분되며， 

국내부존되는 장석의 대부분이 불순물의 함유량이 높아 사용시에는 이를 사전처리 

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장석의 품위는 광물로서 등록기준이 되는 경제적 가치기준이 R207% 이상 규 

정되어 있으며， 매장량산출 광량의 품위는 산상 및 지역에 따라 RzO 6.1 -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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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다양하나， R20 8% 미 만의 저 품위 가 60% 에 이 르고， R20 11%이 상의 고품위 

는 6.2%에 불과하다. 산상별 품위는 페그마타이트맥. 반상화강암 반정. 장석맥 등에 

서 높고 우백질화강암 및 우백질편마암 등에서 낮다. 

표 2.2.4 국내 장석 매장량 

광| 매 장 량 
사 | (천 톤) 

추 | 확정 | 추정 | 계 | 96 
| 1 ' 0 1 , ., 1 대비 

461 11.1 142，533142，짧 11 6,867.5 

표 2.2.5 장석의 도별 매장량 분포 

가채광량 

(천 톤) 

|‘96 
계 | 

|대비 

29,782.91 4,806.9 

잠재가치 

(억원) | ‘98 I 가행 
‘98 I ‘95 I 내수량| 년수 
경상 | 불변 

l6,192110,311 1 210 1 141 

자료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광진， 1999) 

자료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광진， 1999) 

국내의 장석 매장량은 ‘96년 대비 6.867.5천톤이 증가한 42.544.1천톤이며 가채 

량은 29，782.9천톤 이다(표 2.2.4). 이를 잠재가치로 환산하면 ’98 경상가격으로 

16， 192억원이며 ‘98년도 내수량인 210천톤을 기준으로 할 때 가행년수는 141년분에 

이른다(표 2.2.4). 국내 장석 매장량의 64.8%가 충남 · 북(20，295.1천톤)과 경북(7257.9 

톤)의 3개 도에 부존되 어 있다(표 2.2.5). 

라. 용도 및 품질요건 

국내에서 생산되는 장석은 용도상 크게 요업용과 석재용으로 대별된다. 석재용 

으로는 문경지방에서 산출되는 붉은 색을 띄는 장석을 함유하는 화강석이 활용되 

며，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장석은 유리， 도자기를 비롯한 각종 요업원료로 사용 

되며 일부는 수출되고 있다. 

장석은 융제 및 점결제로서의 물리적 특성과 구성성분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 

여 유리공업， 도자기공업， 연삭숫돌 등의 제조에 사용된다. 

(1) 용도 

(가) 물리성상의 이용 

용융온도가 낮은 것을 이용한 것으로 융제 (Flux) 로서의 도자기의 소지나 유약 

으로 쓰이고， 용융물의 점성이 크고 결정하기 어려운 특성을 이용한 점결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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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삭숫돌의 제조 또는 내화벽돌의 결합용으로 쓰인다. 

(나) 화학성분 이용 

Si02, R20, Ah03 둥 장석을 구성하는 전체 성분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 

으로 유리제조에 이용되며， 성분구성비에 따라 알카리분 및 규사분의 사용량이 절 

감된다. 

(다) 도자기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는 성질을 이용 점토를 용해하여 율라이트 결정성장을 촉 

진하고， 규석입자를 용해하여 소지의 구조를 보강한다. 일반도자기 소지의 경우 점 

토， 규석， 장석 둥으로 구성되며 도자기 제조시에는 장석은 저옹융제 및 구성광물 

의 점결제로 작용한다. 도자기의 용도에 따라 식기용， 이화학공업용， 전기용， 건축 

용 등으로 분리되며， 일반적인 소지의 구성은 장석 10-40%, 규석 10-40%, 고령토 

35-65%로 이루어진다. 

(라) 유리 

저온용융 및 유리화 특성과 Ah03, Si02 둥의 화학적 특성을 이용하는 등 전체 

성분을 유리조성에 이용한다. 일반적인 유리의 조성은 Na20, CaO, 6Si02로 Si02 

73% , CaO 13%, Na20 14% 정도이며， 용도 및 특성에 따라 일부 성분을 치환하여 

제조한다. 

(마) 연삭숫돌 

용융물의 점성이 크고 결정이 되기 어려운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탄화규소， 응 

용알루미나， 지립 (Abrasive grain)을 결합제와 혼합하여 소결한다. 결합제는 지립 

의 10-25%로 장석 50-60% , 규석 15-30%, 도석 15-25%이며， 석회석， 활석， 붕 

사 등이 첨가제로 사용된다. 

(2) 제품별 품질요건 

용도 및 제품에 따라 장석의 구성성분의 특성을 고려하여 품질요건을 결정한다. 

철분， 휴운모 등 유색광물의 혼입이 제품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각 용도별로 

엄격한 제한을 두어 사용하며， 원료광물로 사용하기 전에 수요처에서 용도별로 물 

성시험을 거친 후 사용한다. 용도별 일반적 품질요건은 표 2.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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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6 용도별 품질 요건 

용도 

% 

리 

공 

업 

용 

도 

자 

기 

용 

용접봉용 

마 A그 . T l'I 

제품별 

관 및 백색 

유리등 

(판유리) 

유색유리등 

(병유리) 

브라운관 

1r=5「

타 일 

(모자익) 

노벨티 

식기소지 

및 

유약용 

(1) 생산 

SiOz 

60-70 

70 

69 

75-78 

66 

66 

66 

품 질 요 건 

화학적 성질(%) 물리적 성질(%) 

Alz0 3 F~03 NazO+KzO 입도 S.K 백색도 

-30-200 7 
17 • 0.15 • 12 • 

mesh 

-30-200 

mesh 

16 • 0.15 • 9 • 
80% 7 

+30 mesh 

20% , 200 

17 • 0.13 • 10.5 • 
mesh 7 

70% 

14-16 0.5 5.5-8 괴 12-13 65-69 

21 0.3 • 10 • 괴 12-13 66 • 

21 0.3 • 10 • 괴 12 85 

20 1.0 • 9 • 괴 7 

‘98년도의 장석생산은 248.433톤으로 ’97년도의 생산량인 341.018톤보다 27.1%가 

감산되었다(표 2.2.7). 내수 감소에 따라 요업용 석재용 및 수출용 모두 감소하였고 

다만 유리용 원료를 생산하는 신장광산만 증산이 되었다(표 2.2.10). 

‘98년도 광산별 조업활동은 전년보다 광산수와 종업원수 모두 감소되었고， 생산 

규모도 작아졌다. 생산이 보고되고 있는 광산 36개소중 경북지역에 10개소로 가장 

많이 분포하나 생산 점유율은 13.6%에 불과하다. 1만톤 이상의 생산실적을 가지는 

광산수가 8개 광산으로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28개 

광산이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광산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2.2.9). 

광산수는 ‘98년도에 36개로 ’97년도에 비하여 14.3%가 감소하였으며， 월간 1인당 생 

산량도 ’97년도 112.8톤에서 ‘98년도에는 108.1톤으로서 4.1% 감소하였다. 한편 광산 

당 평균 종업원 수는 ’98년도 8.4명으로 ‘97년도 10.1명 보다 무려 17.7%가 감소하였 

다(표 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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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7 장석의 수급현황 

구 1 닙r 1994 1995 1996 1997 1998 

전년 이월 61 ,153 41 ,453 56,086 46,731 54,501 

생 산 319,658 367,578 319,112 341,018 248,433 
-거「‘ 입 4,288 8,024 1,288 1,024 854 
수급 계 385,099 417,055 376，갱6 388,774 303，없8 

내 -/A「‘ 327,829 346,941 292,245 300,025 209,557 
「/A‘- 줄 15,817 14,027 37,509 34,248 14,080 

년말 재고 41 ,453 56,086 46,731 54,501 80,210 

자료 : 광업요람(대한광업진흥공사， 1999) 

표 2.2.8 가행 실적 

구 1 닙r ‘96 ‘97 ‘98 증감율(%) 

총 보고 광산수 31 42 36 -14.3 

월 평균 가행 광산수 23.2 24.8 22.9 -7.7 

종업원 수 월 평 큐~ 241 252 191.5 -24 

(명) 광산평균 10.4 10.1 8.4 17.7 

생산량 월간 1인당 110.4 112.8 108.1 -4.1 

(톤) 월간 광산당 1,147.9 1,144.4 903.6 -21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2.9 생산 규모별 광산 수 

구 1 닙r ‘95 ‘96 ‘97 ‘98 생산량구성비 

5만 톤 이상 1 0 1 1 25.2 
l만 - 5만톤 8 10 11 7 45.2 
5천 - 1만톤 7 4 2 7 20.6 
1천 - 5천톤 10 8 8 7 7.3 
1천 톤 미만 15 9 20 14 1.7 

계 41 31 42 36 100.0 
-----'---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지역별로는 신장광산의 영향으로 충북이 가장 많은 생산량을 나타내고 있으며， 

충남은 수출을 주로 하는 당진 및 한진광산의 생산이 감소되며 ‘97년대비 가장 많 

은 감산을 기록했다. 나머지 지역도 소규모 생산을 하는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1 

만 톤 이상씩 감산되었다. 강원지역은 요업용을 생산하던 우신광산의 감산되었고， 

충북은 기타용으로 판매하던 청산광산이 격감되었으며， 전북에서는 요업용으로 판 

매하던 진안광산이 감산되었고 경북은 석재용인 원경광산이 감산되었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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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0). 

표 2.2.10 생산상위의 가행광산 생산실적 

(단위 : 톤) 

광산명 위 치 ‘95 ‘96 ‘97 ‘98 중감(%) 

신 장 충북 옥천 청성 39,706 41,920 52,802 62,501 19.4 

-。「 신 강원 명주 옥계 30,736 47,955 39,900 21 ,150 -47 

풍진-당진 충남 당진 송산 19,840 21,245 28,595 17,510 -39.8 

-H「 여 충남 부여 장암 60,997 31,771 25,320 17,181 -32.1 

봉정 제천 충북 제천 봉양 9,610 10,340 21 ,100 16,900 -19.9 

원 켜U 경북 문경 가은 29,025 24,689 28,200 14,787 -47.6 

협 진 전남 순천 승주 6,074 9,163 14,331 14,454 0.9 

삼정-한진 충남 당진 송악 32,481 31,392 23,600 10,350 -56.1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2) 내수 

장석의 유통은 군소광산의 비중이 크고 정제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광산에서 

실수요자에게 직접판매하기도 하지만 다른 광종에 비해 중간 수집상이 취급하는 물 

량이 많기 때문에 최종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는 용도별 사용을 계산하기 어려운 광 

종이다. 장석은 국내산으로 자급이 가능한 광종으로 년간 30만톤정도가 생산되어 

내수 및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 91년부터 정제장석 생산시설의 준공 • 가동됨 

에 따라 전체적인 생산량이 크게 증가 하고 있으며 국내 수급규모는 년간 약 30만 

톤 정도이지만 ‘98년은 20만톤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표 2.2.7). 

(3) 수출 및 수입 

장석은 세계적으로는 년간 약 6백만 톤 가량의 생산과 소비가 이루어지고 있으 

며， 교역량도 약 150만톤 정도의 규모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년간 내수량은 약 

30만톤 정도이나 약간씩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량도 원광 처리능력의 

확충으로 증가되고 있다. ‘98년도에는 14，080톤의 장석을 수출하였으며， 동기간에 수 

입은 854톤을 수입하였다(표 2.2 .11 및 표 2.2.12). 

(가) 수출 

‘98년도에는 대만， 말레이시아 및 태국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 

출물량이 현지의 경제위기 여파로 수입이 감소됨에 따라 물량기준으로 ’97년도에 

비해 58.9%, 금액기준으로 52.4%가 줄었다. 반면에 인도네시아로의 수출은 물량기 

준으로 40.5%나 증가하였지만 금액은 1.2%가 감소한 실정이었다. 장석의 수출은 주 

로 (주)쌍용 등 종합상사를 통해 이루어 졌다(표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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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수입 

‘98년도에는 내수산업의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수입량도 ’97년도에 비하여 

16.6%가 감소한 854톤이었다. 내열도자기 등 특수한 용도에 사용되는 것은 스워l 멘， 

영국 등에서 톤당 370-400 $의 고가에 수입되었으며， 중국에서는 평균 톤당 약 
50$의 저가제품이 수입되었다. 한동안 저가의 중구산이 다량수입되기도 하였으나 

내수시장의 둔화로 수입이 크게 감소되었다(표 2.2.12). 

표 2.2.11 국별 수출 실적 

1996 1997 1998 증감율(%) 
국 별 

톤 천불 톤(A) 천불 톤(B) 천불 B/A 
대 만 21 ,889 838 27,554 1.047 9,958 383 -63.9 
말레이지아 9,000 1,140 2,016 254 
인도네시아 467 94 2.895 651 4.067 643 40.5 

태 국 6,136 755 1,782 221 
기 타 17 3 55 9 
합 계 37,509 2,830 34,248 2,176 14,080 1,035 58.9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2.12 국별 수입현황 

별 
1996 1997 1998 증감율(%) 

국 
톤 천$ 트'-등- 천$ 료'-츠 천$ B/A 

남아공 108 45 
미 국 107 62 41 14 23 9 - 43.9 
스웨댄 336 141 269 102 437 162 62 
여。 국 461 177 641 259 351 141 45.2 
인 도 42 6 20 3 
일 효'-츠 75 28 36 14 
τ:;rl 국 138 13 40 2 
기 타 21 l 18 1 3 
합 계 1,288 472 394 854 315 - 16.6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다) 수출입 가격 

’98년도의 장석의 평균 수입단가는 ‘97년도보다 약6불 하락한 368.9$/톤 으로 

수출 단가 73.5불/톤보다 약 5배가 높다. 평균 수입가격이 높은 것은 고급 소지용 

정제품이 수입되었기 때문이고 수출품은 주로 타일소지용으로 쓰이는 아플라이트질 

장석이기 때문이다. ’98년도 수출단가가 약간 상승한 것은 행남자기에서 도자기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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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용을 수출한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졌기 때문이다. 

바. 유통구조 

장석광의 주요 용도는 유리용， 요업용， 석재용 둥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내 생 

산은 ‘97년도에 비하여 약 27.1%가 감소된 24.8만톤으로 집계되어 있다(표 2.2.7). 

국내산 장석을 기준으로 한 겉보기 수요의 경우 요업분야에 43.1% , 석재용이 8.4%, 

유리용이 25.4% 되고 나머지 23.1%는 최종 수요처를 확인할 수 없는 양이었다. ‘97 

년과 비교하면 유리용이 13% 증가한 반면 석재용은 12.8%, 요업용은 4.9% , 기타용 

은 9.9%가 감소하였다(표 2.2.13). 

표 2.2.13 국내산 장석의 용도별 판매처 구성비(%) 

구 τ 닝r 유리 요업 석재 불명 

‘94 
% 13.8 43.9 18.3 23.9 
천톤 43.8 139.0 58.0 75.8 

‘95 
% 9.0 42.2 13.3 35.6 
천톤 30.7 144.8 45.5 122.2 

‘96 
% 13.0 53.6 7.3 25.5 
천톤 41.2 166.1 21.8 76.5 

‘97 
% 12.1 48.1 6.7 33.0 
천톤 38.2 151.3 21.2 103.8 

‘98 
% 25.4 43 .1 8.4 23.1 
천톤 54.4 92.4 18.1 49.6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유리용 장석의 경우에는 입도 및 품위 등이 조절된 정제 장석이 이용된다. 생산 

되는 국내 장석은 일부 동남아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으며， 반면에 일부의 용도에서 

는 수입장석을 사용하고 있기도 하다. 용도에 따라서 장석광의 품위들이 상이하게 

요구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가격구조는 선별처리의 정도 및 원광석의 특성에 따 

라 10，000원/톤 에서부터 100，000원/톤까지 다양한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특수용도 

로 수입되는 고급품의 경우에는 400 US $/톤의 가격을 가지는 경우도 있다. 장석 

의 판매단가는 품질과 가공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2.2.14). 

표 2.2.14 장석의 용도별 판매단가 

구 분 타일용 식기용 소 지용 
분체용 

정제원료 

톤당가격(원) 110,000-15,000 1 30,000-35,000 1 27,000-30,000 50,000 - 60,000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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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멸 (1997-1잃8) 

그림 2.2.1 월별판매양추이 (1997 -1998)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2.15 국내산 장석의 주요 수요처 

수요처 년 구매량(톤) 주요 판매광산 

방림화학사 18.700 부여 18,700 

한국전기초자 17,019 신장 17,019 
二그」 강 17.019 신장 17,019 口

삼성코닝 14.938 신장 14,938 

삼양광업 14,162 풍진-당진 14,162 

한보요업 12,554 신광 7,200, 보전 3,518, 협진 1,836 

삼 현 12,372 우신 11 ,132, 충남장석 1,240 

동서산업 10,612 협진 5,596, 보전 3,488, 양남 1,528 

오 더「1 9，71~L_J진잠 9,714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1998년도 월간 평균판매양 17.9천톤을 기준으로 1998년 최대 21. 1천톤， 최소 

16.1천톤 범위내에서 판매량의 변화를 보였다(그림 2.2.1). 1998년 2월에 가장 수요 

가 적었고 1월이 많았지만， 1997년도에 비해 월간 기복은 심하지 않았다. 이것은 외 

환위기로 인해 국내 경기가 전반적으로 침체된 데 영향을 받아 최저 수준으로 수요 

가 유지된 때문인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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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산 장석을 수요하는 주요 수요처 표 2.2.16과 같고 주요 수요처에 장석을 

판매하는 주요 광산은 표 2.2.15와 같다. 

표 2.2.16 장석의 수요업체 

(단위 : 톤， 1998년 기 준) 

업 체 명 -까「、 그 걷r뉴 업 체 명 「/-- 그 ‘ fT1F 업 체 명 「/-‘ 량 업 체 명 -/「~ 그 ‘f1rF 

방림화학사 18,700 성창기업 1.436 충북방면 324 대우석재 29 

한국전기초 17.019 삼홍중기 1,200 켜U 남 324 삼보벽돌 26 

二~ 7J 17,019 삼 보 1,131 대방건설 300 동일기업 25 

삼성코닝 14.938 대호요업 998 천연기업 299 분체용 23 

삼양광업 14,162 고모치개발 976 케논세라믹 263 대성석재 16 

한보요업 12,554 안 성 941 금 비 208 금성석재 15 

삼 현 12,372 현 대 941 공간세라믹 200 도자기공장 11 

통서산업 10,612 jI2I- λ 。세 936 청자요업 188 소재공장 10 

오텍 9,714 성일요업 817 남홍산업 180 정호도예 5 

한일기업 9,275 도림산업 760 ABC 상사 167 중부산업 3 

영남실업 7,989 화인종건 725 고려애자 154 수출(일본) 1 

삼영산업 5,778 진일세라믹 633 동아산업 146 

태백대리석 5,538 합동석물 631 다산대리석 139 

제철세라믹 5,260 제일소재 621 진홍건설 100 

삼보석재 4,677 부유산업 620 삼미카리방 100 

기 타 4,400 서울세라믹 577 형재석재상 96 

대동요업 4,361 고려개발 527 삽화소재 80 

한국유리 3,410 고려도토 500 녹주산업 70 

한영요업 3,035 일 화 481 삼보도기 64 

명성석재 2,215 천광산업 463 조광기업 60 

선경산업 2,192 계림요업 429 남전자원 60 

삼성 2,081 상지건설 405 방림도로 58 

동산실업 2,000 동아 398 와이내화 51 

세일석재 1,858 동안석재 372 대명세라믹 40 

대보요업 1,621 태동산업 369 삼지석재 33 

자료 : 광진 자료(KR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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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납석 (Pyrophylite) 

가. 광물의 특성 

납석은 활석과 성분면에서 마그네숨이 알미나로 치환된 것외에는 동일하며 통 

상 같은 군으로 분류된다. 일반적인 화학식은 Alz03 . 4Si02 . H20이며 이론적으로는 

Al2037 } 28.3%, Si02가 66.7%, H20가 5%로 구성된다. 비중은 2.8-2.9이며， 경도는 

1-2 정도로 매우 무른 광물이다. 우리나라의 납석광상은 유문암질 응회암이나 암 

산암질 암석이 열수변질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납석은 열수변질광상으로 층상， 괴 

상， 렌즈상으로 산출되며， 수반광물은 지역에 따라 다르나 대개 명반석과 견운모이 

다. 

납석은 주 구성광물의 성분에 따라 엽납석질， 차오린질 및 견운모질로 구분하기 

도 한다. 엽 납석 질 (Pyrophy llite)의 화학식 은 Alz03. 4Si02 . H20이 며 주 구성 광물은 

엽납석이며， 다른 구성광물은 석영， 카오리나이트， 다이아스포， 명반석， 황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성질은 1 ，200 0C 에서 분해되어 Cristobalite와 Mullite 

(3Alz03 . 2Si02)로 바뀌어 경도가 1-2정도에서 7-8로 높아진다. 율라이크는 열전도율 

이 낮아 열에 대한 안정성이 높고 용융상태의 금속류나 스래그에 대한 부식저항도 

높고， 소성수축율이 낮고 백색도가 양호하다. 카오린질 (Dickite) 의 화학식은 AlzO 

3 . 2Si02 . 2H20 이며 주구성 광물은 덕카이트이며， 다른 구성 광물은 석영， 카오리 

나이트， 다이아스포， 명반석， 황철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물리적 성질로는 내화도 

가 높으나 소성 수축율이 높아 샤모트화하여 내화물로서 사용되고 있으며 백색도 

가 양호하다. 

나. 매장량 현황 

전남일대의 납석은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모암으로 되어 있고， 경 · 남북 일때의 

납석은 안산암질을 모암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전남일대의 납석은 엽납석질 또는 

카오린질 이며， 경 · 남북 일대의 납석은 견운모질이 많다. 국내 부존 납석의 총매 

장량은 49，645.2천 톤이며 가채량은 33，467.5천 톤이다. 전국적으로 전남지역에 매장 

량의 62.9%가 집중적으로 부존되어 있으며， 충청북도에 부존하는 납석은 주로 시멘 

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남 및 경상도 지역의 납석이 대규모로 부존되어 

국내 납석광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표 2.2.17). 

표 2.2.17 납석의 도별 매장량 분포 

자료 :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광진，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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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용도 및 품질요건 

납석은 요업분야에서 알미나와 실리카의 대체원으로 장석과 규석 대신 사용되 

는 데 이것은 소성옹도를 낮추고 깨지는 비율을 낮출 수 있고 열충격도를 높힐 수 

있기 때문이다. 납석은 전기애자， 그릇， 타일， 도자기 등의 제조에 이용되며， pH가 

중성이고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고 유동성이 좋은 흡수성을 지니고 있어 희석제， 첨 

가제， 농약 캐리어 및 동물사료 제조사 고형방지제로도 사용된다. 일부제품은 백색 

도가 좋아 벽면용 시멘트나 석회， 페인트 플라스틱， 종이， 고무 및 비닐 등의 충전 

재로 사용된다. 

납석의 용도는 내화물， 요업재료 외에 상기와 같이 제지， 고무， 유리섬유， 도료， 

용접봉， 시벤트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근에는 철강， 요업， 제지에 납석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다. 분야별로 사용용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 

- 내 화 물 용 : 정형 및 부정형 내화물， 유리 도가니 

도 자 기 용 : 반자기， 위생도기， 노벨티， 내장 및 외장타일 

충 진 재 용 : 종이， 화장품， 프라스틱， 고무， 농약 둥 

- 유리 섬유용 Glass Fiber 
- 기 타 : 백시멘트 첨가제 

납석은 점토질 광물로서 시멘트 제조용으로 사용된 양이 가장 많았으나 전 

남 일대에서 많이 생산되는 납석은 주로 내화산업과 관련을 맺고 있지만 근래 들어 

시멘트의 부원료라는 새로운 용도가 창출되며 내화물용 수요의 한계를 극복하고 있 

다. 98년도에는 내화물용 수요는 약 2% 낮아진 대신 시멘트용은 3%가 높아져 갈수 

록 시멘트 부원료적인 성격이 커지고 있다. 품질 요건은 표 2.2.18과 같다. 

라.수급 

(1) 생산 

‘98년도 납석은 ’97년보다 150，757톤이나 감소한 843，609톤이 생산되었다(표 

2.2.19). 총 광산수는 ‘97년도 보다 3개소가 증가한 32개소이며， 월 평균 종업원수는 

’97년도 보다 8.4%가 감소한 약 266명이며， 광산당 월평균 생산량도 ‘97년 보다 

10.5%나 감소한 3，308톤을 이었다(표 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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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8 납석의 품질 조건 

꿇\\행 Alz03 Fe203 K20 
~λ 。d

(%) (%) (%) S.K 백색도 비고 
(1200 OC) 

내 엽납석질 
1급 20-22 -0.3 -0.3 S02:ND 

화 
2급 19-20 -0.3 -0.3 Ig.Loss 

능1그~ 
1급 28-30 -0.3 0.3 36 4% 

카오린 2급 20-25 -0.3 -0.3 32 Ti02: 
용 

3급 18-20 -0.3 -0.3 30 -0.3% 

~누二t그j 14-16 -0.5 28 80 
반자기， 

도 위생도기 
1급 14-16 -0.8 28 70 

자 1 I=5「
2급 14-16 -1.0 28 65 

기 
3급 14-16 1.5 26 60 

(R20) 
용 내장 15-16 0.3 28 

타일 -0.5 

외장 15-16 -0.3 3.0 28 

충진재용(엽납석질) 26-30 0.1-0.2 35 
(카오린질) 32-36 0.05 

유리섬유용 -0.3 
(R20) Ti02: 
-0.3 -0.3% 

시멘E ， 농약용 15-16 0.3 26 60 

표 2.2.19 연도별 수급현황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二。E二t그j 
전년이월 153,407 138,953 115,851 138,204 127,268 

(톤) 
생 산 707,951 789,994 780,062 994.366 843,609 

-ι「‘ 입 4,578 920 5,501 10,983 7,293 

계 865,936 929,868 901 ,413 1,143,554 978,170 

수요 
내 -까r 479.697 559,422 537,039 757,590 693.966 
-거r 딛 ~ 247.285 254.595 226,170 258.695 152,290 

(톤) 
고 138,953 115,851 138,204 127,268 131,914 

자료:산업자원부 

‘98년도 전체 32개 가행광산중 12.5%인 4개의 광산만이 연간 10만톤 이상을 생 

산하여， 생산량 대비 국내 전생산량의 약 77.9%를 생산하고 있다. 총광산의 약 

84%를 차지하는 27개의 광산이 연간 1만톤 이하의 생산으로 이들 광산이 ’98년도 

전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여 광업구조가 매우 영세한 것을 알 수 있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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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 ‘98년도에는 영세규모의 광산 수가 증가를 보였는데 이것은 내수부진으로 

인한 감산으로 생산규모가 줄었기 때문이다. 시멘트용으로 납품하는 광산 중 대현 

납석의 생산이 약 62%가 감소되었고 반면에 광성광산이 크게 증산되었다. 기타용 

으로 사용되는 부독광산이 증산되었을 뿐 대다수의 광산은 생산이 큰 폭으로 감소 

되 었다(표 2.2.22). 

표 2.2.20 가행실적 분석 

구 1 님r 95 96 97(A) 98(B) B/ A(%) 

총 생산 광산수 33 33 29 32 10.3 

월 평균 가행 광산수 22.6 21.4 22.4 21.3 - 5.2 

τ;zr r 1、~ τ 。~ !-까「‘ 월 펴。 균 321 295 290 265.9 - 8.4 

(명) 월평균 광산 당 14.2 13.8 12.9 12.5 - 3.3 

생산량 평균 월간 광산 당 2,913 3,037.6 3,699.3 3,308.3 -10.5 
(톤) 1인당 월간 205.1 220.4 285.7 264.4 -7.4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2.21 생산 규모별 분포 

구 τ Hr ‘95 ‘96 ‘97 ‘98 생산량 구성비(%) 

10만톤 이상 3 3 4 4 77.9 

5만 - 10만톤 2 2 2 l 7.1 

1만 5만톤 5 5 4 4 9.0 

5천 - 1만톤 4 3 3 2 1.8 

1천 5천톤 10 10 10 11 3.5 

1천톤 미만 9 10 6 10 0.7 

계 33 33 29 32 100 

자료: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90년대에 신규로 개발된 납석의 광산수는 다른 비금속 광종에 비하여 현저하게 

적어 고령토의 8%, 석회석의 14.5%, 장석의 34% 수준이었고， 신규 납석광산은 ’98 

년 신규로 보고된 전체 비금속 광산의 2.4%에 불과하다. 따라서 그만큼 개발 유인 

이 없어졌음을 반영하고 있다(표 2.2.23). 

(2) 내수 

납석은 물량면에서 크게 내화물업계와 시벤트업계의 두 수요처로 구별된다. 전 

통적으로 납석은 내화벽돌 원료로만 사용해 왔으나， 유니온 백시멘트뿐만 아니라 

성신양회， 한일시멘트， 쌍용양회 및 현대시멘트에서도 부원료로 납석을 사용하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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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내수물량은 ‘97년도보다 약 6만 톤이 감소한 약 69만 톤으로 집계되었 

으나(표 2.2.19) , 한국자원 연구소의 조사에 의한 업계보고의 기준으로는 79만 톤으 

로 ’97년도보다 16만 톤이 감소하여 겉보기 수치보다 10만 톤이나 더 적다. 업계보 

고의 기준으로 시멘트용 수요가 7만 톤， 타일용 수요 1.5만 톤 내화물과 도자기용 

수요는 합하여 약 3.5만 톤， 기타로 분류된 불분명한 수요 4만 톤 감소하여 전반적 

으로 시멘트용으로 납석이 대부분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표 2.2.24). 그러나 이 

수치는 중간상을 통한 간접구매가 제외된 수치이므로 실제 유통된 물량은 이보다 

더 많을 것이다. 연도별 그리고 용도별 납석의 수요추이는 그림 2.2.1과 같다. 

표 2.2.22 상위 가행광산 생산실적 

광산명 위 치 ‘96(톤) ‘97 (톤) ‘98 (톤) 증감율(%) 

광성 충북 단양 영춘 107.142 262,731 145.2 

완도 전남 완도 노화 172,649 184,211 159,613 13.4 

대현납석 충북 단양 영춘 217,434 350,695 134,329 -61.7 

노화도 전남 완도 노화 147,971 140,941 100,839 -28.5 

-님「 二;E1 전남 해남 황산 50,555 32.163 59,819 86.0 

백암 상 동 61,099 65,264 36,237 44.5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 연구소， 1999) 

표 2.2.23 연도별 주요 비금속광의 신규 개발광산수 추이 

구분 ‘90 ‘91 ‘92 ‘93 ‘94 ‘95 ‘96 ‘97 ‘98 연평균 

납석 3 2 1 1 0 3 1 2 1 1.6 

석회석 17 16 20 14 7 7 4 11 2 10.9 

고령토 19 13 21 25 28 28 18 24 12 20.9 

장석 9 7 5 6 6 3 1 4 3 5.0 

규석 6 8 15 3 3 7 8 8 5 8.7 

계 84 68 91 59 59 65 46 66 44 67.3 

자료 : 납석의 유통구조 분석 (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2.24 국내 판매처구성(광산보고 기준) 

; 닙r 야 내화물 도자기 
타일/ 

시벤 E 기타 
위생도기 

% 8.2 0.9 4.8 53.7 32.4 

천 톤 65.2 6.8 38.4 426.2 257.7 
자료 : ‘98년도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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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물 타일 시멘트 기타 

용도별 

그림 2.2.1 용도별 수요량 변화 
자료 : ‘98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3) 수출입 

(가) 수출 

국내 수요를 초과하는 생산으로 납석은 수출 의존적인 특성을 지니고 있어 통 

상적으로 생산량의 30%선을 수출해 왔다. 그러나 1998년도에는 생산의 18%만을 수 

출해 예년보다는 수출비중이 크게 낮아졌고， 생산량도 ‘97년도에 비해 15.2%나 감소 

되었다(표 2.2.25). 납석의 수출은 전년보다 물량기준으로 41.1%, 금액기준으로 

31.4%가 감소하였다. 동남아 각 국의 경제상황 악화와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대만 

으로의 수출 감소가 수출감소의 주요 요인이었다. 

‘98년 수출은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물량의 90.6%, 금액의 92.6% 정도를 2 국가 
에 의존하고 있고 이중 일본의 의존도가 훨씬 높다. 일본의 수출가격은 톤당 50$정 

도이고 대만으로의 수출가격은 톤당 35$정도로， 일본으로 수출되는 품질은 유리섬 

유 원료용으로 반면에 대만은 타일소지용이 수출되기 때문에 가겨에 차이를 보이고 

있다. 현재 수출물량을 공급하고 있는 광산은 노화도광산과 완도광산 2개가 

이루고 있지만 분체형태보다는 원석을 그대로 수출하고 있는 실정이다. 

를
 

주
 
’ 

(나) 수입 

삼화소재에서 중국산 납석을 수입해 왕표화학에 분체용 원료로 대부분 납품하 

였고， 남아공으로부터는 합성 다이아몬드 성형용기 제조용으로 (주)쌍용이 수입해 

일진다이아몬드에 그리고 한국호세코에서는 이형제로 사용하기 위해 미국산을 소 

량 수입하였다(표 2.2.26). 물량면에서도 ‘97년의 수입량보다 53.3%가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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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5 납석 주요 수출실적 

1996 1997 1998 
증감율(%) 

국 별 물량 금액 물량(톤) 금액 물량(톤) 금액 B/A 
(톤) (천$) (A) (천$) (B) (천$) 

대 만 86,758 3,637 125,910 2,744 47,500 1,658 - 62.3 

말레이지아 8,000 370 11,000 448 

홍 콩 1,800 122 

스리랑카 6,605 455 5,000 342 

인도네시아 2.100 354 1.085 176 240 39 - 77.9 

일 보'- 122,707 7,110 113,900 6,063 90,500 4,596 - 20.5 

계 226,170 11 ,926 258,695 9,895 152,290 6,753 - 41.1 

자료 : ‘98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표 2.2.26 납석 수입 실적 

1996 1997 1998 
증감율(%) 

국별 물량 금액 물량(톤) 금액 물량(톤) 금액 B/A 
(톤) (천$) (A) (천$) (B) (천$) 

남아공 273 271 412 543 640 901 55.3 
중 국 5,146 254 10.400 481 4.406 217 57.6 
기 타 82 25 171 110 82 25 - 52.0 
계 5,501 550 10.983 1,134 5,128 1.144 - 53.3 

자료 : ‘98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마. 유통구조 

(1) 유통구조 

납석은 소재단계까지는 원석 자체와 이를 분체가공한 제품이 전부일 정도로 비 

교적 단순하다. 그러나 이들 소재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 

되고 있다. 특히， 분체물의 경우 충전재와 첨가재용으로 일본에서는 2만가지 상품 

에 사용하고 있을 정도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광물이다. 

우리나라의 ‘96- ’98년 기간의 통계를 평균해 보면 개략적인 물류의 흐름은 다 

음 그림 2.2.2와 같다(표 2.2.27 참조) . 

‘96- ’98년도 3개년 평균 연간 96만 톤이 공급되어 약 65%가 내수용으로 소비 

되었으며 23%는 수출되었다. 내수물량의 약 14%인 91 ，022톤이 분체로 생산되어 

주로 유리섬유용으로 사용되었다. 원석생산분의 72%는 시멘트업계에 납품되었으며 

나머지 물량은 위생도기， 내화물， 타일류 생산업계에서 1:10:3 의 비율로 소비하였 

다. 이는 시멘트업계에 납품되는 양을 제외하고는 내화물업계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다(표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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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27 납석 유통 흐름 (‘96- ’98 평 균) 

구 τ 님r 

생 산 

-까r 입 

시 벤 E 

내화물 

타 일 

위생도기 
내 -까r 

유리섬유 

l。ε 약 

기 타 

계 

-까r 줄 

고 

원 석(톤) τ Hr 체(톤) 

872,679 83,102( + 7,351) 

7,351 569 

395，닮8 91.022 

127,236 

44,976 

12,908 

83,726 

83,879 7,296 

664,547 1,102 

212,385 

5,355 

자료 : ‘98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 시벤트 | 
| 타일류 | 

L뀔靈:1 其 他 | 

그림 2.2.2 납석의 유통 흐름 

또한 대부분의 광산에서 고정 거래선을 중심으로 생산물을 유통시키고 있는 실 

정이다. 일부 물량이 분체공장에서 처리된 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기도 하지만 

거의 다 광산과 수요처간의 직거래로 이루어진다. 수출은 완도， 민경산업의 노화도 

광산이 주도하고 있으며 수입은 실수요자 및 오퍼상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완 

도， 민경산업의 노화도 광산의 경우 물류비용 때문에 육지에서 생산되는 납석과 상 

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져 저품위의 타일용은 판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2) 가격 

납석 가격은 품질과 가공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광산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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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시멘트용의 경우 납품하는 광산은 2개소로 현장도 가격은 톤당 3，500원이나 

수송조건에 따라 최대 8，500원 까지 상승한다. 용도별로 구분해서 개별 광산에서 판 

매하는 단가는 표 2.2.28과 같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석이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광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 

한 변수로 작용하기도 한다. 시멘트용 저급품이 다량 판매되었기 때문에 가중평균 

가격은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표 2.2.29). 

표 2.2.28 납석의 용도별 가격표 

용도별 ! 도자기용 | 타일용 화학용 | 내화물용 | 유리용， 도가니용 
가격 (천원/톤) I 16-167 I 18-35 10-37 I 14-240 I 20 

표 2.2.29 연도별 시멘트용 납석 평균가격 

연도 I 1993 

기 준가격 (원/톤) I 35,610 

표 2.2.30 주요 수요업체 

1995 

30.230 

1996 

29,399 

1997 

23,l82 

1998 

23,373 

자료 : ‘98 광산물 수급현황 (한국자원연구소， 1999) 

수요업체 국내산 구입량(천톤) 주요 판매광산 (톤) 

쌍용시벤E 145.304 광성 145,304 

성신양회 131 ,498 대현 131 ,498 

현대시멘E 59,067 광성 59,067 

한일시멘E 58.361 광성 58,361 

유니온 31 ,952 백암 31 ,952 

해남분체 31 ,171 부곡 31,l71 

한국분체 27,760 부독 16,707, 완도 11,053 

성옥산업 15,926 완도 15,926 

대림요업 13.440 경 주 12,820, 옥출 620 

한국내화 12.313 노화도 12.313 

자료 : ‘98 광산물 수급현황(한국자원연구소， 1999) 

(3) 수요업체 
납석의 주 소비처는 시멘트 업체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상위 수요업체는 모두 

시멘트업체들이 차지하고 있다. 쌍용， 현대 및 한일 시멘트는 광성납석광산에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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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된 것을 직접 구입하고 있다(표 2.2.30). ‘98년도에는 내화물 및 타일 동을 제조 

하는 요업업체의 수요가 격감된 특징을 보이는 가운데 분체업체의 수요가 시벤트용 

다음을 점유하여 전년도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 분체상태의 납석은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며 충전재용을 비롯해 유리섬유 원료로도 사용되고 있다. 

국내산 납석의 주요 수요처와 주요 수요처에 납석을 공급하는 주요 광산은 표 

2.2.30과 같고， 국내 납석의 수요업체들은 표 2.2.31과 같다. 

표 2.2.31 납석 수요업 체 

(단위: 톤， 1998년 기준) 

업체명 -」「‘ 그rJ: 업 체 -까「‘ 그 낀t 업 체 수량 업 체 수량 

-까r 출 137.060 성창기엽 3.490 중 앙 1.063 세라톤헬A 238 

성신양회 131.498 대창광산 3.298 동양화학 1.029 서 울 238 

한일시벤E 58.361 대성상사 3.001 태광요업 1.029 미광요업사 187 

동오기업 51.239 제일요업 2.870 λ~ 도 1.010 동방아크로 185 

쌍용시벤E 49.118 동서산업 2.413 대보요업 846 성산요업 165 

쌍용자원 44.947 행남광물정제 2.412 대동요업 840 전진산업 100 

유니온 31.952 삼양요업 2.333 대아물산 715 한창요업 88 

현대시멘E 31.318 한국도자기 2.050 삼 λ。} 702 중앙내화 80 

해남분체 31 .171 와이내화 1.914 다원화학 694 인성요업 60 

한국분체 27.760 인화세라믹 1.910 행남사 632 원진세라믹 52 

대 원 27.749 대흥산업 1.810 삼화소재 577 세라본실엽 50 

성옥산업 15.926 민경광업 1.546 기 타 563 한 토 48 

대림요업 13.440 신만국무역 1.521 5.ζ- 성 447 동광상사 30 

한국내화 12.313 신 성 1.509 우신기업 418 금강산업 22 

왕표화학 12.313 동부정밀 1.421 한영산업 391 석암요사업 1 

조선내화 10.790 동부한농 1.421 영춘공예 367 

이화산업 9,460 대홍상사 1.292 영일화학 321 

후성물산 7.328 대화요업 1.260 켜U 농 321 

삼영산업 7.119 삼성기업 1.260 홍아산업 300 

거광물산 5.450 남양물산 1.260 남도내화 293 

헬〈피아 5.450 제일소재 1.205 남양도기 291 
λ。g~λ 。Lλ} 5.261 고려애자 1.200 인천요업 290 

일성상사 3.836 동보자기 1.151 내남산업 238 

삼화상사 3.653 한일정분 1.080 -님「 산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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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요약 

1. 일반현황 

한국은행은 ‘98년도 일반광의 GNP점유율을 경상가격 기준으로 ‘97년도보다 

0.1% 가 증가한 0.34%로 집계하였다. 이것은 1조 5.429억원으로 전년보다 53.8%가 

증가한 것이며， 비금속광이 53.9% , 금속광은 36.4%가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총수 

출입에서 일반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수출이 ’97년 4.7%에서 5.0%로 높아졌고. 수입 

은 5.3%에서 4.6%로 낮아졌다. 국내에서 수급되는 45개 법정광물중 22개 광물은 생 

산실적이 있으나， 나머지 23개 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며， 실질적 

으로 90%이상의 자급 광물은 10개에 불과하고 50%이상 자급되는 광종도 13개에 

불과해 해외의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다. 

국내 경기의 침체로 광산물의 내수가 극도로 감소되어내수 물량기준으로 대부 

분의 광종의 ‘98년 내수는 감소하였고， 불과 7개 광종(동광석， 연광， 몰리브댄광， 망 

간광， 유화철， 대리석)만이 내수가 증가하였다. 이들 광종중 상위 3개 광종 철광석， 

동광석， 석회석이 내수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광업활동도 내수경기가 크게 

위축되어 생산액기준으로 ‘98년 금속광의 비중은 2.9%로 ’97년에 비해 0.5%가 하락 

하였다. 경상가 기준으로 국내광산의 생산액은 금속광 27.8%, 비금속광 17.8%가 감 

소하였다. 이것은 국내 금광 생산량의 급감과 IMF관리체계 하에서 국내 경기의 

불황으로 광산물 생산의 주축을 이루는 석회석과 규석 납석 동의 생산감소 때문이 

다. 상위 107H 광종의 생산비중은 95.4%로 전년도 97.1%로 보다 하락했다. 이들 광 

종중 상위 5개 광종 즉 석회석， 고령토， 규석， 규사， 납석 등 비금속광의 생산액이 

전 생산액의 90%이상로 이들 광종이 국내 광업을 주도하다. 

생산 광산수는 ‘97년보다 32개소가 감소해 매년 광산수는 줄어드는 추세이며， 

월 평균 종업원수도 ’97년보다 998명이 감소된 5.008명이었다. 지역별로 고령토 

퉁 비금속 광산이 많은 경북지역이 전체 광산수의 22.4%, 강원도가 20% 정도， 석회 

석 광산이 많은 충북이 16.2%로 이 3개 지역이 전체 광산수의 약 59%를 차지하고 

있다. 전체적으로 국내 광업과 관련 모든 부문이 감소 또는 축소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2. 장석 

장석은 무기재료공업에서 대표적인 융제원료로 사용되며， 이를 가열하면 용융 

되어 냉각 후에도 결정화되지 않고 유리상태로 남아 혼합물을 결속시키는 결합체로 

작용하는 특성 때문에 유리공업， 타일 및 도자기공업， 연마숫돌 등의 제조에 이용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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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화학적으로는 카리 비료공업 둥에 사용된다. 

장석은 규산 알루미늄 광물군의 일종으로 칼슐， 나트륨 또는 칼륨성분이 고용체 

형태로 혼재하여 부존되며 지구의 지각에서 가장 흔한 광물중의 하나이다. 장석은 

화성암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 광물로서 화학 조성에 따라 칼리장석， 소다장석， 석회 

장석， 바륨장석으로 대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경북 안동-영풍， 충남 부여-당진， 경 

기 포천 등에 주로 부존되어 있다. 국내 부존 장석은 카리장석과 소다장석으로 대 

별되며， 부존량에서 카리장석이 소다장석에 비해 분포지역이 넓고 매장량 또한 많 

다. 국내 부존되는 장석의 대부분이 불순물의 함유량이 높아 사용시에는 이를 사 

전처리하여 제거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국내의 장석 매장량은 42，닮4.1천 톤이 

며 가채량은 29，782.9천 톤으로 ‘98년 내수량인 210천 톤을 기준으로 가행년수는 

141년 분에 이른다. 국내 장석 매장량의 64.8%가 충남 · 북과 경북의 3개 지역에 부 

존되어 있다. 

내수 감소에 따라 요업용， 석재용 및 수출용 모두 감소하여， ‘98년의 장석 생산 

은 248，433톤으로 ’97년도의 생산량보다 27.1%가 감산되었다. 광산 및 종업원수 모 

두 감소되었고， 생산규모도 작아졌다. ’97년도에 비하여 14.3%가 감소된 36개 광산 

중 경북지역이 10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나 생산 점유율은 13.6%에 불과하다. 1만톤 

이상의 생산실적을 가지는 광산수가 8개 광산으로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 

하며 나머지 28개 광산이 생산량의 30%를 차지할 정도로 소규모 광산으로 구성되 

어 있다. 

장석은 국내산으로 자급이 가능한 광종으로 년간 30만 톤정도가 생산되어 내 

수 및 수출용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98년은 20만 톤으로 감소를 보이고 있다. ‘98 

년도에는 동남아의 전통적인 수출대상국에 대한 수출물량이 현지의 경제위기로 수 

입이 감소됨에 따라 물량기준으로 ’97년도에 비해 58.9%가 감소한 14，080톤의 장석 

을 수출하였으며， 내수산업도 전반적인 침체로 인하여 수입량도 ’97년도에 비하여 

16.6%가 감소된 854톤이 수입되었다. 장석의 평균 수입단가는 368.9$/톤으로 수출 

단가 73.5불/톤보다 약 5배가 높으며， 이것은 고급 소지용 정제품이 수입되었기 때 

문이고 수출품은 주로 타일소지용으로 쓰이는 아플라이트질 장석이기 때문이다. 

국내산 장석을 기준으로 한 겉보기 수요의 경우 요업분야에 43.1%, 석재용이 

8.4%, 유리용이 25.4% 되고 나머지 23.1%는 최종 수요처를 확인할 수 없는 양이었 

다. ‘97년과 비교하면 유리용이 13% 증가한 반면 석재용은 12.8%, 요업용은 4.9%, 

기타용은 9.9%가 감소하였다. 철분 흑운모 등 유색광물의 혼입이 제품품질에 나쁜 

영향을 주므로 각 용도별로 엄격한 제한을 가지고 사용되며， 원료광물로 사용하기 

전에 수요처에서 용도별로 물성시험을 거친 후 사용된다. 따라서 용도에 따라 장석 

광의 품위들이 상이하게 요구되어 이에 따라 가격구조는 선별처리의 정도 및 원광 

석의 특성에 따라 10，000원/톤에서부터 100，000원/톤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석의 유통은 군소광산의 비중이 크고 정제를 펼요로 하기 때문에 광산에서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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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자와의 직접거래외에 중간 수집상이 취급하는 물량이 많기 때문에 최종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는 용도별 사용량의 파악이 어려운 실정이다. 

3. 납석 

우리나라의 납석광상은 유문암질 웅회암이나 암산암질 암석이 열수변질에 의하 

여 생성된 것으로 전남일대의 납석은 엽납석질 또는 카오린질 이며， 경 · 남북 일때 

의 납석은 견운모질이 많다. 국내 부존 납석의 총매장량은 49.645.2천 톤으로 가채 

량은 33，467.5천 톤이다. 전국적으로 전남지역에 매장량의 62.9%가 부존되어 있으며， 

시멘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충북지역의 납석 및 경상도 지역과 함께 국내 납 

석광업의 중심역할을 하고 있다. 

납석의 용도는 내화물， 요업재료 외에 제지， 고무， 유리섬유， 도료， 용접봉， 시멘 

트용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며， 최근에는 철강， 요업， 제지에 납석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납석은 ’97년보다 150，757톤이나 감소한 843，609톤을 생산되었고， 총 광산수 

는 ‘97년도 보다 3개소가 증가한 32개소이며， 광산당 월평균 생산량도 10.5%나 감소 

한 3，308톤이었다. 월 평균 종업원수는 ’97년도 보다 8.4%가 감소한 약 266명이며， 

전체 32개 가행광산중 12.5%인 4개의 광산만이 연간 10만톤 이상으로 국내 전체 

생산량의 약 77.9%를 생산하고 있다. 총광산의 약 84%인 27개의 광산이 연간 1만 

톤 이하의 생산으로 ’98년 전체 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여 광업구조가 매우 영세 

하다. ’90년대에 신규로 개발된 납석의 광산수는 다른 비금속 광종에 비하여 현저하 

게 적고， ’98년 신규로 보고된 전체 비금속 광산의 2.4%에 불과하다. 

납석은 물량면에서 크게 내화물업계와 시벤트업계의 두 수요처로 구별된다. 전 

통적으로 납석은 내화벽돌 원료로만 사용해 왔으나 시멘트에서도 부원료로 납석을 

사용하여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공식적인 내수물량은 ‘97년도보다 약 6만 톤이 

감소한 약 69만 톤으로， 내수물량의 약 14% 정도가 분체로 생산되어 주로 유리섬유 
용으로 사용되었고， 생산량의 72%는 시멘트업계에 그리고 나머지 물량은 내화물， 

타일류 위생도기 생산업계 순으로 소비되었다. 

통상적으로 생산량의 30% 정도를 수출해 왔었나， 동남아 각 국의 경제상황 악 
화와 주요 수출국인 일본과 대만으로의 수출 감소로 ’98년도에는 생산의 18%만을 

수출해 예년보다는 수출비중이 크게 낮아졌다. ‘98년 수출은 일본과 대만으로 수출 

물량의 90.6% , 금액의 92.6% 정도를 두 국가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은 분체용 원료 
를 위한 중국산 납석 남아공으로부터는 합성 다이아몬드 성형용기 제조용 등을 포 

함해 물량면에서 ‘97년의 수입량보다 53.3%가 감소되었다. 지난 3년간 평균 연간 

96만 톤이 공급되어 약 65%가 내수용으로 소비되었으며 23%는 수출되었다. 

납석은 소재단계까지는 원석 자체와 이를 가공한 분체제품으로 단순하나 소재 

류는 다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광산에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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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거래션을 중심으로 생산물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며 일부 물량이 분체공장에 

서 처리된 후 최종 수요자에게 공급되기도 하지만 거의 다 광산과 수요처간의 직거 

래로 이루어진다. 납석 가격은 품질과 가공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광산에 따라서 

차이가 매우 심하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납석이 사용되는 분야에서는 이를 대체할 

만한 광물의 종류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가격이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 

용하기도 한다. 

4. 제안 

1) 납석의 경우는 중화학공업의 육성과 함께 내화제품의 수요증가에 한 성장이 

었지만 내화물의 수요변화와 저가의 수입품에 의해 수요가 수축되어 어려웅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시멘트용으로 사용되고 있지만 지역적인 특성 때문에 전체 납석 광 

산과는 무관한 문제다. 장석과 납석 생산의 감소는 새로운 수요패턴의 변화에 의한 

시장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대응할 수 있는 제품의 고급화나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용도의 제품개발을 위한 

노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상품의 가격결정과 수요처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용되는 원료의 특수성에 

의한 비밀 유지를 위해 주로 수요자 중심의 상품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생 

산자와 수요자간의 직거래외에 중간 상언의 개입으로 가격의 형성구조가 매우 복잡 

하고 또한 유통구조의 파악도 곤란하다. 용도 및 제품별 등의 소비의 유통구조 파 

악과 생산 등의 파악을 위한 업체협회조직 동의 활성화로 국내 자원흐름의 정확한 

파악으로 자원개발의 수급의 예측과 합리적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수요자중심의 구매에 의해 생산자는 광산내의 제품관리와 개발계획을 합리 

적으로 설립할 수 없는 어려웅이 있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맞추어야 하 

는 현상에서는 국내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에 저해 요소가 되기도 한다. 공급자인 

광산마다 부족한 품질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공동판매를 위해 지역적 단위의 공동 

판매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4) 제품을 가공하는 즉 파쇄 및 분쇄하는 설비시설이 광산에 있을지라도 수요 

자가 각자 자체의 파쇄 및 분쇄설비를 갖춤으로써 막대한 시설비와 공장부지확보와 

같은 중복투자로 양자 모두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도 

별로 소지원료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자가 각자의 광산조건에 맞는 생산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자원의 손실과 광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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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광물중에 폰재하는 불순물의 제거나 고품위를 위한 

정제 기술의 향상을 통한 수출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투자가 정부차원에서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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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주요 광산별 개발 현황 

본 장에서는 국내 주요 장석， 납석 광산 등 9개 광산에 대한 광산별 지질， 광상， 

품위 및 매장량， 개발 동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제 1 절 일반광의 노천채광법 개요 

필요로 하는 광물자원의 채취를 위하여 모암에서 광석을 분리해 내는 채광기술 

은 채굴의 공간적 형태에 따라 지하채광과 노천채광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일반적인 

채광방법은 화약발파를 이용한 방법이 보편적이다. 이 절에서는 일반광에서 주로 

적용되고 있는 노천채광법의 개요에 대해 설명하고 갱내채굴 및 노천채굴의 발파법 

은 4장에서 언급한다. 노천채광법은 갱내채굴과는 달리 광물자원의 채광을 위해 

지표에서 채굴작업이 이루어지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경사면 채굴， 계단식 채 

굴， 글로리아 홀법， 및 터널적재법으로 분류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채광법은 계단식 채굴과 경사면 채굴에 의한 방법이지만 안정성면이나 작업면 

에서 장점이 많은 것이 계단식 채광법이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계단식 채광법에 대 

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각 채굴방법별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φ 계단채굴법은 다음절에서 설명 

@ 경사면의 채굴 

고도의 기술이 필요 

- 단기간내에 출광이 가능 

- 개발초기나 소규모 채굴의 경우에 채용 

채굴작업이 기상에 좌우 

낙석 및 추락의 위험 

- 품질관리 및 보안상의 문제 

- 생산능력 및 생산성에 한계 

@ 글로리아 홀법 

- 지형이 험준한 장소의 채굴에 적합 

- 중력을 이용하여 수갱바닥에서 광석을 적재 

- 경사면 채굴보다 채굴작업이 어렵다 

- 수갱， 소할실 둥의 설계를 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 

- 대량의 암석굴착 작업에 따르는 투자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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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 및 적재작업이 각각 단독으로 이루어져 집약운반이 가능 

- 수갱에서의 문제가 많다 

- 우천시 점토 및 잡물이 수갱으로 유입될 수 있다. 

- 수갱의 붕락으로 중대재해 발생 가능 

@ 터널적재법 

- 경사면 채굴의 사면하부에 적재용 터널의 설치 

- 중력을 이용하여 광차에 적재하는 방법 

1. 계단채굴법의 특정 

가. 계단식 채광의 장점 

(1) 천공， 발파， 적재작업 둥 모든 작업이 평탄한 벤치상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작업에 대한 제한이 적어 능률이 양호하고， 사용하는 기계의 조작성이 우수하고 관 

리가 용이하며， 작업의 안전성이 다른 채굴방법보다 우수하다. 

(2) 다른 채굴방법에 비해 천공작업능률이 매우 높다. 막장에서 각 작업에 대 

한 대형기계의 도입이 가능하여 고능률과 원감절감을 기대할 수 있고， 노동력의 절 

감 및 자동화가 용이하다. 

(3) 계단상의 채굴로 평탄부에서 작업으로 유효채굴 bench의 연장을 증가시키 

거나 중장비를 도입시킴으로써 비교적 쉽게 생산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천공 pattem, 장약량 둥 발파설계를 적정하게 실시함으로써 암괴의 크기 조 

정이 가능하여 불규칙한 대괴의 발생을 조정할 수 있다. 

(5) 지질구조가 복잡한 경우나 암질의 변화가 심한 경우 선택적 채굴이나 원석 

의 배합이 가능하여 선택채굴이 가능하다. 이 물질이나 변질대가 존재하는 경우도 

선택채굴이 가능하다. 

(6) 다른 채광법에 비해 계절 및 기후의 영향이 적어 안정된 출광작업이 가능하 

다. 

(7) 작업개소가 평탄하고 bench 높이를 조절하면 낙석 붕괴 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보안상 유리하다. 

(8) 표토제거 및 불필요한 암반을 먼저 제거함으로써 원석의 오염방지 및 제품 

의 확보 및 향상이 기대할 수 있다. 

냐. 계단식 채광의 단점 

(1) 광범위한 표토제거가 필요하고， 채광막장의 조성기간이 길고， 채굴기계설비 

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어 개발준비비 및 개발기간이 길다. 

(2) 채광막장에서 적재운반을 위해 중장비를 사용하기 때문에 중력을 이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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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채굴방법에 비해 적재 및 운반비가 증가한다. 

(3) 대형기계의 사용과 장비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장비운영공의 숙련을 위한 

양성이 필요하다. 

2. 계단채굴법의 1:'1 도즈 
~Tr 

가. bench의 설정방법에 따른 분류 

계단식 벤치를 설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두가지 

방법 으로 분류한다. 첫 째 산정 형 bench cut는 산정 에 서 부터 bench를 형 성 하여 채 

굴을 아래로 진행하여 산 전체를 바닥까지 채굴하는 방법으로 top slicing이라고도 

한다. 그림 3.1 .1 과 같이 채광광석을 운반하는 방법 즉 사면자체을 chute로 이용하 

는 방법(그림 3.1.1.a), 운반로를 통한 운반(그림 3.1.l.b), 수갱을 이용하는 방법(그림 

3. 1.1.c)으로 세분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은 산복형 bench cut로 산의 사면에 

bench를 형성하여 산을 횡적으로 채굴하는 방법이다. 

냐. bench의 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bench의 진행방법은 완경사 및 급경사 사면을 이루는 방법이 있는데 그림 

3. 1.2.a와 같이 각 bench에 도달하는 운반로를 위해 bench floor를 넓게 하고 채광막 

장을 수평으로 진행시키는 방볍을 완경사 bench cut이라 한다. 일반적으로 계단식 

채굴법은 완경사 채굴법을 나타내는 것으로 대형장비를 사용하여 대량생산이 가능 

한 대형광산에서 채용된다. 

급경사형 bench cut는 각 bench에 운반로를 개설하고 원석을 최하부까지 굴려 
떨어뜨리고 적재운반은 일정한 bench floor에서 실시한다. 채광막장은 수직방향으로 

진행시킨다. 급경사 채굴의 경우는 bench마다 운반로 개설하기가 곤란한 경사급한 

산의 채굴에 적합한 방법이다. 

a. 완경사 b. 급경사 

그림 3.1.1 bench의 설정 방법 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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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운반방법에 의한 분류 

발파에 의해 채광이 된 광석의 운반방법은 일반적으로 3가지 방법으로 대별된 

다. 첫째 각 bench마다 운반로를 개설하여 덤프 트럭 둥에 의해 plant로 운송하는 

방법， 둘째 채광장 하부에 전용 수갱과 수평갱을 개설하고 원석을 plant level까지 

떨어뜨리는 방식과 벤치사면을 open chute로 이용하여 중력으로 plant level까지 떨 

어뜨리는 방식이 있다. 

L 
U 

c. 

그림 3.1 .2 bench의 진행방법에 따른 분류 

3. bench의 특성 

가. bench의 방향과 형 태 

bench의 방향은 비나 눈이 내린 후 원석의 건조가 빠르고 동절기에 따뜻하여 

작업능률이 향상하기 때문에 bench는 남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bench 

형은 산형이나 bench의 설정위치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가능한 직선화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채굴장 부근은 입구를 좁게 하고 채광막장을 부채형태로 전개하 

여 소음， 분진 둥 공해방지를 위해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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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bench 폭 

bench의 폭은 천공， 적재， 운반작업에 여유를 가지고 발파시 발파에 의한 파쇄 

암들이 아래쪽 bench로 낙하되지 않을 만큼의 폭이 필요하다. bench의 폭이 넓으면 

채굴작업이 용이하고 능률이 향상되지만 그러나 필요이상으로 크게 되면 표토제거 

량이 증가하고， 채광막장의 계단수를 감소시켜 유효 막장길이가 단축되어 생산에 

지장을 주는 문제가 생긴다. 

다- 발파와의 관계 

발파에 의해 파쇄된 암석들은 bench floor상에 쌓이게 되며， 쌓이는 적재물의 

크기는 암질의 종류와 발파법에 따라 차이가 있다. 

수평천공에 의한 발파의 경우는 파쇄암은 폭이 좁고 높이가 높게 쌓이게 된다. 

반면에 하향 천공에 의한 발파의 경우는 비교적 폭이 넓고 낮게 쌓인다. 일열 하향 

천공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bench 높이와 같은 폭으로 쌓이게 된다. 일반적으로 

bench의 폭은 적재물 폭의 적어도 2배는 필요하다. 

여러 열의 하향천공에 의한 발파 경우는 실제 적재물이 쌓이는 폭은 bench 높 

이 의 2-2.5배 에 이 른다. 

라. bench 높이 

일반적으로 bench cut에 의한 생산량(V， m’)은 다음 식과 같다. 

i) 하향천공의 경우 

V= 1. h. ω .n 

ii) 수펑천공의 경우 

V=l.h.d 

여기서 1 막장길이 (m) 
h : bench 높이 (m) 

ω : 저항선 길이 (m) 

n 발파공의 열 수 

d: 유효발파심 도 (m) 

막장길이 l은 채굴장의 넓이， 지형 둥에 따라 결정되고 최소저항선의 길이 W, 

유효발파심도 d 발파공의 열 수 n 은 비슷한 암석에서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bench에서의 생산량의 식은 bench 높이에 의해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대량생산을 

위해서 막장에서 높이를 증가시키는 것이 보통이다. 

bench 높이는 채굴기계， 파쇄기계와의 관계가 있으며 bench 높이가 커지면 천 

공기도 대형화가 필요하다. 대형천공기는 일반적으로 공경이 크며 천공경이 크지면 

천공 pattem이 변화되어 이 경우 대괴가 많이 발생된다. 따라서 적재기 및 처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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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 모두 대형화가 필요하게 된다. bench 높이가 높아질수록 전석에 의한 재해가 
증가되고 부석의 제거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각 채굴장에 적절한 bench 높이를 결정해야 한다. 

마. bench 길이 

계획 생산량을 조절하는 데 필요로 하는 것이 bench의 길이이다. 일반적으로 

채석작업은 천공， 발파， 소할， 적재작업으로 3 분류되며， 이 작업들의 반복으로 수 

행된다. 따라서 채석막장의 길이(I)는 최소한 lx 3의 길이가 필요하다. 그러나 천공， 

소할， 적재의 3작업이 서로 인접하여 이루어지면 상호간섭이 일어나 작업능률을 현 

저히 떨어지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여유율을 가짐으로써 4배 정도는 최소한 필요하 

다. 

L=Fx3xl 

여기서 L 채석막장의 소요 막장길이 (m) 

1 : 1 일 소요 채굴막장길이 (m) 
F: 여유계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하면 다음의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 

L = 4 x 3 x 1= 12 1 

따라서 1일 원석량은 채굴하는 채석막장길이의 12배 정도의 총 채석막장길이가 

필요하다. 

4. 채굴작업 

계단채굴법의 채굴작업은 천공， 발파 및 적재운반으로 대별된다. 천공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하향천공， 수평천공 그리고 하향 및 수평천공의 조합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계단식 채광법에서는 일반적으로 하향천공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하향천공은 채석 막장면과 평행하게 하향으로 천공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 

로 채석막장면은 70。 전후의 경사로 유지되며 천공의 경사도 같은 각도로 이루어 

진다. 천공은 열수는 단열， 복수열을 채택할 수 있고， 천공 pattern을 조정하여 대괴 

의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벤치상부에서의 천공으로 천공장비의 이동이 적고， 막 

장면으로부터의 낙석의 위험이 적어 보안상 안전한 천공방법이다. 폭약의 장전에 

있어서 흘려 넣는 것이 가능하나， 화약의 소모량이 많다. 하부의 파쇄상태가 나빠 

적재기로 벤치바닥의 정리가 곤란하기 때문에 불도저를 사용해야 하는 경우가 많 

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바닥에 화약을 집중장약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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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평천공은 하단의 벤치바닥에서 수평으로 천공하는 방법으로 천공의 단수 

는 2-3단이 보통이다. 이 방법은 암석에 균열이 많거나 막장면에 평행한 층리가 발 

달하고， 상부의 암석이 붕락된 경우에 이용한다. 이 방법의 장점은 벤치바닥의 형성 

이 용이하고， 천공이 길이가 짧고， 폭약량의 사용이 적어 경제적이다. 암석에 균열 

이 적거나， 층리의 방향이 반대로 향하는 경우는 대괴의 발생이 증가하여 소할작업 

이 증가하게 되고， overhanging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작업에 위험의 요소가 되어 

생산에 지장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막장의 하부에서 천공 충전작업을 하는 경우 

에는 닥석， 전석에 의한 재해에 유의해야 한다. 

@ 하향 및 수평천공의 조합 

이 방법은 φ과 @의 두 방법을 조합하여 양자의 장단점을 취하는 방법으로， 벤 

치바닥의 형성이 용이하고 대괴의 발생이 적어 하부에서의 적재가 용이한 이점이 

있다. 천공이 상부와 하부에서 분리되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설비 능률면에서 불리 

하다. 또한 막장하부에서의 작업으로 재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는 단점이 있다. 

5. 최종 잔벽사면에서의 사면파괴 

잔벽의 경우는 채굴이 완료되거나 광구소유 산림허가 퉁의 한계경계에서 생기 

는 계획적인 사면이다. 잔벽의 경사는 다음에 언급되는 사면의 파괴형태를 고려하 

여 안정성문제와 복구문제 등을 고려하여 사변경사를 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잔 

벽의 높이의 결정은 암반 등을 점검등과 같은 관리를 위한 통로설치와 낙석의 방지 

를 위한 방지대책이 설치되어야 한다. 

사면의 파괴에는 여러 가지의 분류방법이 있지만 암석사면에서는 생성기구에 

따라 낙석， 원호파괴， 평면파괴， 쐐기형파괴 그리고 전도파괴와 같은 파괴형태를 고 

려할 수 있다. 

가.낙석 

풍화 침식을 받아서 사면상의 암석이 안식각보다 사면의 경사가 큰 경우에 발 

생하며 절벽이나 가파른 암벽에서 부터 분리된 여러 크기의 암석블록이 떨어지는 

현상이다. 낙석의 운동에는 사면과 충격시 파쇄되면서 뒤김 Cbouncing) , 회전 

Crolling) , 미끄러짐 Csliding) 이 있으며， 블록이 떨어지는 속도는 매우 빠르다. 

냐. 원호파괴 

사면의 일부가 원형의 미끄럼면을 따라 회전하여 안쪽으로 오목한 형태의 전단 

면이 형성되는 것이 특정이다 파괴는 단독형 복수형 연속형의 3가지 형태로 구 

분된다(그림 3.1.4). 원호파괴가 주로 상대적으로 균질한 점토나 셰일 암석으로 된 

사면이나， 높은 공극압을 갖는 입자형 물질이나 조밀한 절리면을 갖는 암석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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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몹시 변형되었거나 풍화된 암석 사면에서 발생하기 쉽다. 

~ )( X 

'" x x )( 

x x )( 

x x 

그림 3.1.3 사면에서의 낙석 

다. 명면파괴 

대부분 지질적인 불연속면인 약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특성을 가지며， 기존의 사 

변에서 사면의 경사를 따라 미끄러져 내린다. 운동의 형태， 미끄럼면의 모양 동에 

따라 분류되며， 미끄럼면은 평면， 계단형이거나 다각형일 수 있다(그림 3.1.5). 사면 

의 배후에는 인장균열이 발생되어 파괴를 조장한다. 

a) 단묵헝 

ι갖I ‘/ 
"'-'7 .~ .....".....‘"'"'",./ 

01 끄엄연 

라. 쐐기형 파괴 

그림 3.1.4 원호파괴의 유형 

파괴운동이 2개의 불연속면이 교차하는 경우 이 두 불연속면을 따라 전단파괴 

가 일어나는 현상이다(그림 3.1.5). 

마. 전도파괴 

사면의 안쪽 방향으로 경사진 불연속면이 발달하는 암반의 경우 불연속면에서 

분리된 판상의 암반이 중력에 의해 인장파괴를 일으키나 암반이 전도되어 일어난 

다. 전도후에 일어나는 블록의 운동은 떨어짐， 회전 그리고 미끄러짐 운동이 일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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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파괴 인징a멸 

11/ 
/!./ 

、 01 끄렁연 

" ./ )it'. 

b) 계단형 명면m괴 c) 쐐기형 ID괴 

그림 3.1.5 평면파괴 및 쐐기형 파괴 

제 2 절 장석광 개발 

1. 당진광산 

본 광산은 충남 당진군 송산면 가독리에 소재하며 당진 지적 31호， 41호， 42호에 

해당되며 등록광종은 장석， 고령토， 운모로 되어 있다. 

가. 지질 

본 광산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 및 시대미상의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변성 

퇴적암류의 구성암석은 석영운모편암， 흑운모， 편마암 등이며 화강암은 석영， 장석 

광물로 이루어진 우백질암이다. 

냐.광상 

본 지역의 광상은 흑운모를 거의 함유하지 않는 우백색의 화강암을 장석광으로 

개발하는 우백질 화강암질 광상이다. 본 지역의 광체는 유색광물이 희소한 우백질 

암으로， 주 구성 광물은 중-조립질의 석영 및 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절리 및 

단층 등의 구조선을 따라 부분적으로 장석이 변질된 견운모가 발달하고 있다. 또한 

본 광상은 열수교대작용으로 장석이 부화된 부분이 고품위로 나타나고 있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장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품 

55 



위 Si02: 76.7%, Ah03: 13.9%, F~03: 0.22%, K20: 3.57% , Na20:3.39% , S ,K: 7-13 

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R20 함량은 떨어지나 F~03의 함량이 낮아 소지용으로 적 

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판매되어지는 장석시료의 품위는 아래 표와 같다. 

본 광산의 광량은 광물자원 매장량 현항(98. 12)에 의하면 매장량 3，041천M/T에 

가채량 2，129천M/T로 추정되고 있다. 

표 3.2.1 당진장석광산의 화학분석표 

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현 노천채광법을 적용하여 개발하고 있다. 주 개발광구는 당진 지적 

42호 광구로 월 2，000톤 정도의 원석을 lOmrn Under size로 파쇄하여 이를 장석대 

와 도석대로 품위별로 분리하여， 주로 타일용으로 국내외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본 광산은 기 확보된 광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32호 광구에 대한 트렌치 

탐광과 현 생산중인 장석의 판로 개척이 요망된다(그림 3.2.1 참조) . 

그림 3.2.1 당진장석광산의 노천채광장 광경 

마. 제안 

건설경기 침체 및 외장타일이 범랑， 유리， 인조대리석 등으로 대체되고 있는 시 

점이기 때문에 장석의 수요는 품질관리에 의한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고품위대 및 저품위대의 표준시료를 만들어 용도별 사용처의 확보가 필요하며 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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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로 sampling하여 현장에서 직접 시험 의뢰 후 Data에 의한 광맥관리가 요망된다. 

2. 봉정광산 

본 광산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구곡리에 소재하며， 제천지적 73, 74, 75, 83, 84, 

85, 94, 95, 104, 105, 115, 116 둥 127R 광구에 해 당되 며 둥록 광종은 장석 으로 되 어 

있다. 

가. 지질 

본 광산 부근의 지질은 하부로 부터 선캠브리아기의 박달령 변성암류와 후기에 

관입한 쥬라기 화성암류로 구성된다. 변성암류는 광구 서측 일대에 고지의 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으며， 중 · 조립질의 화강암질 편마암으로 구성된다. 본 암의 암색 

은 담회， 회색을 띄고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운모류다. 화성암류는 광구 전지역을 

점하고 있으며， 이는 반상화강암과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반상화강암은 광구 

중심부로 하여 광구 대부분을 점하고 있으며， 암색은 담홍색 내지 홍색을 띄는 장 

석반정을 함유하고 있으며，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퍼다이트 퉁이다. 

나.광상 

본 지역의 광상은 반상화강암이 풍화작용을 받아 기질부는 토양화 되었으나， 함 

유된 카리 장석은 풍화되지 않고 반정상태로 잔류하여 기계적 분리가 가능한 풍화 

잔류형 광상으로， 광구 서측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다. 풍화대에서의 장석 

반정은 백색 내지 담홍색을 나타내며， 반정의 크기는 반정의 크기가 작은 군에서는 

7mm x lOmm, 큰 군에서는 14mmx24mm가 일반적이며， 반정의 양은 곳에 따라 차 

이가 많은 편이다. 

본 장석 반정 내에는 유색광물 및 철 산화물이 포획 내지 반정 주변부를 따라 

배태되어， 장석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요인이 된다. 본 광구내를 통과하는 제천천의 

하상퇴적물 중에는 많은 양의 장석 반정이 운반되어， 하천에 의해 자동 세척되어 

풍화물 내의 장석보다 품위가 양호한 편이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장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품 

위 Si02: 70.9%, Alz03: 15.7%, Fe203: 1.4% , K20: 5.93%, Na20: 3.79%, S,K: 6-11 

로서 건축토목용(레미콘)， 유약용， 소지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판매되어지는 장석 시료의 품위는 표 3.2.2와 같다. 

매장량은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98. 12)에 의하면 매장량 3，976천톤， 가채량 

2，783천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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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2 봉정 장석 광산의 화학분석 표 

λt내J 초 '-'경L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MnO Ti02 P20S Igloss 

걷IIr A급 64.60 18.02 0.63 1.69 0.41 11.50 2.55 0.01 0.095 0.043 0.50 

위 B급 73.88 13.71 1.64 1.01 0.65 5.81 2.17 0.024 0.190 0.087 0.86 

(%) C급 79.42 11.12 1.44 1.29 0.22 3.49 1.98 0.021 0.210 0.066 0.80 

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현 제천지적 94호에 채광장을 확보하여， 풍화 내지 흥화가 진전되는 

광체를 포크레인으로 노천채광하여 파쇄 및 선광에 의해 월 15,000 - 20，000톤 정도 

를 생산하고 있으며， 이 중 90% 정도 차지하는 C급(모래)는 레미콘용으로， 10% 정 

도를 차지하는 B급(5-15mm) 및 A급(15-25mm)은 각각 소지용 및 도자기 유약용 

으로 판매하고 있다. 

향후 본 광상은 시유림 지역인 제천지적 95호를 산림 훼손 허가를 득하여 94호， 

95호 광구내 하상변을 중심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미개발 광구에 대한 광량 확보와 

비교적 철분 함량이 높은 광체에 대한 정제 기술 개발이 요구된다(그림 3.2.2 참조) . 

그림 3.2.2 봉정장석광산의 선광장 광경 

마. 제안 

(1) 향후 작업장이 하상변을 중심으로 하여 고품위의 장석을 개발하여야 하므로 

우수기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하다. 

(2) 수요와 공급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항상 대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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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또한 철분 함량에 대한 정제 기술 개발을 지속적으로 하여 

하여야 할 것이다. 

3. 선장광산 

품질 향상을 꾀 

본 광산은 충북 옥천군 청성면 

등록광종은 장석이다. 

소서리에 소재하며， 영동지적 132호에 해당된다. 

가. 지절 

본 광산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반상화강암으로 구성된다. 

반상화강암은 장석반정을 포함하여 광구 전체에 폭넓게 분포하며， 이는 지표로 부 

터 수십 m까지 반풍화상태로 나타난다. 주 구성광물은 정장석， 미사장석， 석영， 흑 

운모 등이다. 장석반정은 대부분 담회 내지 도홍색의 Perthite로 쪼개짐이 발달되었 

으며， 크기는 장경 3- 5cm, 단경 0.5-3cm이다. 반상화강암내 장석반정은 약 30%의 

함유율을 나타내고 있다. 

냐. 광상 

본 광산의 광상은 장석반정을 포함한 반상화강암을 대상으로 하는 장석광상으로， 

퇴적암류를 제외한 전 광구 전역에 나타난다. 장석광체중 풍화가 깊이 이루워 진곳 

에서는 풍화에 강한 장석이 노출되며， 단체분리가 용이할 것으로 사료되며， 평균심 

도는 구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반 풍화상태를 포함하여 평균 30-40m로 추정되나， 

본 광산의 용이한 채광심도는 평균 10m 내외로 판단된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장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는 SiOz: 68.2% , 

Alz03: 16.4%, Fe203: 2.91%, K20: 4.95% , Na20: 3.29%, 19. loss 1.5, S.K 6-8로 나 

타나며， 같은 화강암내에서는 품위의 변화가 적은 편이고 철분의 함량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매장량은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98.12)에 의하면 매장량 4，875천 

톤， 가채량 3，412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노천 계단식 채광법을 적용하여 확보된 면적에 대하여 1차 표토제거 

후 각 구역별 품위 분포를 파악하고 맥석 및 세립질 화강암 등 유용광물 외의 다른 

광물질들이 혼입되지 않도록 선별 채광한다. 채광후 건식 선별기로 수요처에 요구 

에 의한 장석제품을 제조하여 출하하고 있다. 본 광산은 장석 실수율이 10-11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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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폐기물 처리에 대한 검토가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광업권과 지상권의 분리로 

지상권 확보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 채안 

(1) 작업장의 빈번한 이동에 따른 원가 상승요인을 상쇄하기 위하여 품질 균질 

유지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월 10，어O톤 정도의 처리능력을 갖고 있는 선광시설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 

도록 영세광산의 광석을 매입하거하여 선광처리하거아 선광을 대신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의 검토가 요구된다. 

(3) 단계적인 채광계획을 수립하여 지상권의 확보 및 폐기물 처리에 대한 문제 
를 해결하여야 할 것이다. 

4. 협진광산 

본 광산은 전남 순천군 승주면 유홍리에 소재하며， 괴목 지적 98호에 해당되며 

동록광종은 장석으로 되어 있다. 

가.지질 

본 광산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에 속하는 편마암류와 

후기에 이를 관입한 시대미상의 우백질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마암류는 광 

구 남측부 및 북서부측에 광범위하게 분포를 보이는 암석으로 호상 편마암 및 흑운 

모 편마암이 주를 이루고， 부분적으로 화강암질 편마암， 우백질 편마암으로 구성된 

다. 우백질 화강암은 편마암류를 관입하여 광구 북동부에 분포하며， 본 암의 구성광 

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퍼사이트， 운모 둥으로 구성된다. 

냐.광상 

본 지역의 광상은 소량의 흑운모 백운모를 함유하는 우백질의 화강암을 장석광 

으로 개발하는 우백질 화강암질 광상이다. 장석 광체는 담회색 내지 회백색을 띠고 

세립내지 중립의 카리장석 사장석 석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광체는 일반적으로 

지표에서는 풍화로 인해 분상의 장석으로 산출되며 하부로 가면서 반풍화암의 상태 

로 점변되고 있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장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품 

위 Si02: 72%, Ab03: 15.5%, F~03: 0.65% , K20: 4.77% , Na20: 3.84%, S,K: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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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서 타일 소지 및 도기 소지용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판매되 

어지는 장석시료의 품위는 표 3.2.3과 같다. 

본 광산의 광량은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98. 12)에 의하면 매장량 4,763M/T , 가 

채량 3，334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2.3 협진장석광산의 화학분석표 

λ〔내j 특 lL￡- Si02 Alz03 Fe203 CaO MgO K20 Na20 MnO Ti02 P20S 19loss I 

괴상(%) 70.36 16.31 0.57 1.86 0.22 5.91 3.73 0.013 0.012 0.043 1.00 

분말(%) 70.92 16.60 1.15 1.41 0.36 4.09 2.10 0.024 0.081 0.023 3.32 

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중동부에 노천작업장을 개설하여 분말상 및 반풍화 암상의 장석을 포 

크레인으로 채광하여 원광상태로 타일소지용으로 판매하고 있다. 향후 본 광상은 

기 확보된 광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아울러 북측 광체 연장부 방향의 시추탐광 

으로， 풍화대의 심도를 확인하면서 현 작업장을 북측으로 확장하여야 될 것이다(그 

림 3.2.3 참조). 

그림 3.2.3 협진장석광산의 노천채광장 광경 

마. 제안 

(1) 현 처리시설이 전무한 상태로 풍화된 원광석 그대로 매광하고 있는 현실을 

탈피하여 기본 조쇄시설을 갖추어 광석 품위에 따른 출하로 부가가치 향상을 꾀하 

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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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석채광이 풍화도에 의존하고 있는 현시점에서 풍화속도를 촉진시킬 수 있 

는 발파 동을 고려하여 광체를 이완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현재 광장까지의 도로가 개설되었지만 우수기 및 동절기에는 위험하기 때문 

에 이에 대한 대비책 마련이 있어야 된다. 

(4) 채광장의 범위가 협소하므로 북측광체 연장부로 확대하는 시추탐광이 이루 

어져야 할 것이다. 

제 3 절 납석광 개발 

1. 대현광산 

본 광산은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가곡면에 소재하며 영춘 지적 26호， 16호， 48호에 

해당되며， 둥록광종은 납석， 규석으로 되어 있다. 

가. 지질 

본 광산의 지질은 평안누층군의 고방산통 및 녹암통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방산 

통은 광구 동측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암색은 주로 담회， 담록 및 담갈색을 띄고 

있다. 구성암석은 사암 및 셰일로 이루어져 있다. 사암은 대부분 층리의 발달이 미 

약하여 괴상의 암상을 보이고， 셰일은 층리의 발달이 양호한 편이다. 녹암통은 고방 

산통의 상부층으로 광구 서측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암색은 담록 내지 녹회색이 

다. 구성 암석은 사암 및 셰일로 이루어져 있다. 

나.광상 

본 광산의 광상은 고방산통내 협재하는 납석 광상이다. 본 광상은 알루미나가 풍 

부한 셰일층이 변성 및 열수 변질 작용을 받아 형성된 납석광상으로， 하부 화성암 

체의 관입에 의해 변질된 것으로 추정된다. 광체 규모는 폭 100-200m, 연장 

400m 정도이며， 암색은 담갈， 황갈색을 띄고 있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납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품 

위 SiOz: 61.1%, Alz03: 19.9%, Fez03: 8.38% , KzO: 1.85%, NazO: 0.73%로 나타났으 

며， 또한 판매되어지는 납석 시료의 품위는 표 3.3.1와 같다. 

본 광산의 광량은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98. 12)에 의하면 매장량 4，182천톤， 가 

채량 2，928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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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1 대현납석광산의 화학분석표 

마. 개발현황 

본 광산은 영춘지적 26호는 개발중이고 16호 및 48호는 미개발 상태이다. 현재 

는 개발중인 26호 광구내 남동쪽에서 파쇄시설을 갖고 파쇄장옆 200ML에서 

275ML;까지 경사면으로 선별 채광후， 원석을 45mm under size로 파쇄하여 시멘트 

부원료인 점토 대용으로 성신양회 둥에 납품하고 있다. 향후 부광대 지역인 광구내 

중앙부 방향으로 채광장을 이동하고， 설치된 기존 시설은 그대로 이용하여야 된다. 

아울러 미개발 지역에 대한 계속적인 탐광으로 매장량 확보 및 납석의 판로개척이 

요망된다(그림 3.3.1). 

그림 3.3.1 대현납석광산의 노천채광장 광경 

마. 제안 

(1) 선별채광에 의한 품위저하를 방지하고 lot 별로 sampling하여 현장에서 직 

접 시험의뢰 후 Data에 의한 광맥관리가 요망된다. 

(2) 현재의 채광장은 고품위대의 부족현상이 나타나므로 가행광구의 중심부인 

부광대의 개발을 적극 추진하여 품위조절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3) 중앙부까지의 도로정비 및 개설을 동절기 및 우수기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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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성광산 

본 광산은 충북 단양군 영춘변 사지원리에 소재하며 영춘 지적 24호， 25에 해당 

되며， 등록광종은 납석으로 되어 있다. 

가. 지질 

본 광산의 지질은 캠브로-오도뷔스기의 대석회암통， 페름기의 용산봉층 및 피화 

리 셰일층， 트라이 아스기의 흥교층，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중생대 쥬라기의 사평리 

역암층과 이들을 후기에 관입한 암맥으로 구성된다. 대석회암통은 광구내 최하부 

지층으로 이질석회암과 도로마이트로 구성 암석을 이루고 있다. 용산봉층은 역질 

사암 및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고 있으며， 피화리 셰일층은 영춘 24호 광구 중동 

부 부근에서 나타나며， 셰일로 구성 암석을 이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열수변질되 

어 견운모질 납석화 내지 반토질 셰일화 되어 있다. 홍교층은 사암이 주 암석으로 

구성되었고， 사평리 역암층은 역질사암， 사암 및 셰일이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냐. 광상 

본 광산의 광상은 미약한 변질 작용을 받은 피화리 셰일층을 대상으로 한 납석 

광상이다. 본 광체는 녹회-저-갈-적갈색을 띄며， 입도는 미립 세립질이다. 구성광물 

은 석영 및 백운모가 주이며 소량의 카올린， 엽납석 및 방해석으로 되어 있다. 광체 

의 규모는 폭 160-200m, 연장 1.5km 정도이다. 

표 3.3.2 광성납석광산의 화학분석표 

λ。Jξ1L￡ Si02 Alz03 Fe203 MgO K20 Na20 MnO Ti02 P205 S.K 19loss 

품위 

(%) 
55.44 26.7 7.56 0.76 2.41 0.69 0.072 1.0 0.085 20 5.30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납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평균품 

위 Si02: 62.3%, Alz03: 22.1%, K20: 2.75%로 시벤트 부원료로 사용이 가능하며， 요 

업용 등 기타 용도로도 판로 개척이 요망된다. 또한 판매되어지는 납석 시료의 품 

위는 표 3.3.2와 같다. 

본 광산의 광량은 기조사평가 자료(‘97. 12)에 의하면 5，905，000톤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광량에서 ’98년 생산량을 제외한 현 광량은 5，643，000톤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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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현 산림 훼손 허가 구역인 영춘지적 24호 중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하 

여， 최하부 450ML 1작업장으로 부터 상부 580ML까지 계단식으로 채광장을 확보하 

여， 선별 채광을 한 후 50mm under size로 조쇄하여 주로 시멘트 부원료로 쌍용양 

회 등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본 광산은 기 확보된 광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시에 미개발 구역인 

영춘지적 25호에 대한 광황 및 지질 구조 파악을 위한 시추탐사를 병행하여， 광량 

확보 및 납석의 판로 개척이 요망된다(그림 3.3.2, 그림 3.3.3). 

마. 제안 

(1) 주 작업장인 제 1작업장은 채광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2000년 채광작 

업장의 분리(그림 3.3.3)로 효율적으로 채광하기엔 다소 미비하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선별채광에 의한 품위저하를 방지하고 lot 별로 시료를 현장에서 시험 분석 

후 Data에 의한 광맥관리가 필요하다. 

(3) 우수기 및 동절기에 대비한 채광작업으로 광석확보 및 도로변과 작업장까지 
의 도로의 유지보수를 최대한 하여 수요처에 대비하여야 한다. 

(4) ‘99년 광진시추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영춘지적 25호 A구역에 대한 채광계 

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그림 3.3.2 광성납석광산의 노천광장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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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광성납석광산의 지질 및 개발개요도 

3. 다도광산 

본 광산은 전남 나주시 다도면 방산 2구에 소재하며， 청풍 지적 84, 85호에 해당 

되며 등록광종은 납석， 고령토이다. 

가. 지질 

본 광산의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 경상계의 응회암류가 광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 응회 암류는 air fall tuff와 ash flow tuff로 구성 되 며 화학성 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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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암질 암석이다. Air fall tuff는 화산 각력암과 세립-래피리 웅회암으로 구분된 

다. 회류응회암은 광구 전역에 넓게 분포하며 입도는 세립， 조립， 래피리웅회암으로 

구분되나， 세립응회암이 우세하다. 

나.광상 

본 광산의 광상은 유문암질 응회암중 회류응회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형성된 

납석광상이다. 현 청풍 85호 광구내에 2개조의 주 광체가 발달하고 있다. 광체규모 

는 동부광체는 폭 70-90m, 연장 200m 규모이고， 서부광체는 폭 80m, 연장 300m 

정도이다. 광체는 일반적으로 회 담회색으로 도석질과 납석질로 구분되며， 고품위 

광체는 구조선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납석광체의 품위는 기 조사시 채취한 시료의 분석결과를 보면， 동부광 

체 는 Si02: 76.2%, Alz03: 15.7%, Fe203: 1.1%, S.K 16-19이 며 , 서 부광체 는 Si02: 

71.3% , Alz03: 20.3%, Fez03: l.08% , S.K 13-31로써 , 이 들의 중율 평 균품위 는 Si02: 

74.8% , Alz03: 16.9%, Fez03: l.08% , S.K 13-31 이다. 또한 판매되어지는 납석 시료 

의 품위는 표 3.3.3과 같다. 

본 광산의 매장량은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98. 12)에 의하면 매장량 591천톤， 가 

채량 414천톤으로 추정되고 있다. 

표 3.3.3 다도납석 광산의 화학분석 표 

성 τ 님r Si02 Alz03 Fe203 MgO K20 Na20 MnO Ti02 P20S S.K 19loss 

면IIT 
도자기용 72.44 18.62 0.98 0.29 0.19 0.05 0.00 0.16 0.1 29 7.20 

위 

(%) 타일용 72.66 18.81 l.61 0.36 0.88 0.12 0.002 0.21 0.085 28 5.26 

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청풍지적 85호를 중심으로 하여 서부광체를 개발하고 있다. 노천으로 

채광장을 개설한 후， 육안으로 선별 채광작업을 하여， 원광석을 7mm 이하로 조쇄 

시킨후 백색도， 내화도 및 철분함량에 따라 도자기용， 타일용， 화학용 및 내화물용 

으로 구분하여 출하하고 있다. 

향후 본 광상은 기 확보된 광량을 개발함과 동시에 동부 및 남부광체에 대한 탐 

광작업을 지속적으로 하여 추가광량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저품위 광체의 

고품위화 방법을 시도하고 판로개척이 요망된다(그림 3.3.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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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 다도납석광산의 노천채광장 광경 

마. 제안 

(1) 선별채광에 의한 품위저하 방지 및 lot 별로 시료채취 후 현장에서 시험분 

석 의뢰 결과에 의한 광맥관리가 필요하다. 

(2) 나주호와 현장과의 인접으로 인한 토사유입과 같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 

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3) 현장에서 도로변까지 비포장 및 소로길이므로 이에 대한 유지보수로 수요처 

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 

4. 경주광산 

본 광산은 경북 경주시 산내면 내2리 상목에 소재하며， 모량지적 109호에 해당되 

며， 둥록 광종은 납석이다. 

가. 지질 

본 광산 지질은 중생대 백악기의 석영 안산암질 암류가 광구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며， 석영 안산암질 암류는 석영 안산암과 동일 성분의 화산암류 등으로 구성 

된다. 석영 안산암은 암저색-회색을 띄며， 주로 사장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화산암 

류는 광구 중앙 동단에 남북 방향의 대상으로 분포되고， 각력암， 래피리 응회암， 세 

립질 응회암 둥으로 구성되어 있다. 

냐.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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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광산의 광상은 석영 안산암질 응회암이 열수 변질작용을 받아 생성된 납석 

광상으로 층상 및 대상의 분포를 보인다. 납석 광체는 대체로 담회색-담청회색을 

띄고 있으며， 연질감과 납상의 광택을 갖는 엽납석질 광체로 이루어져 있다. 광체 

규모는 50-100m, 연장 400m 정도이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판매되어지는 시료의 품위는 표 3.3.4와 같다. 본 광산의 매장량은 광 

물자원 매장량 현황(98. 12)에 의하면 ， 매장량 893，600톤， 가채광량 625，500톤으로 추 

정된다. 

표 3.3.4 대현납석광산의 화학분석표 

λ。세 혹 1」3- Si02 Ah03 Fe20 3 CaO MgO K20 Na20 MnO Ti02 P20 5 S.K Igloss 

품위 

(%) 
75.12 16.01 3.62 0.28 0.17 0.44 0.14 0.006 0.48 0.06 21 3.76 

라. 개발현황 

본 광산은 노천방식으로 포크레인을 동원하여 긁어내린 원석을 10mm under 

Slze로 조쇄시킨후， 대림요업 동 타일업체에 공급하고 있다. 향후 본 광상은 국도변 

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 수송비의 부담이 가중되는바， 부광대 부분의 선별 채광으로 

품위 향상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울러 기확보된 광량을 지속적으로 개발함과 동 

시에， 탐광작업을 하여 광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판로개척이 요망된다(그림 3.3.5). 

그림 3.3.5 경주납석광산의 노천채광장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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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안 

(1) 수요처의 확보 및 품질관리가 시급한 현 시점에서 전문인력의 고용과 체계 

적인 선별채광이 선행되어야 한다. 

2) 현장과 도로변까지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우기철 및 동절기 폭설 등에 대비 

한 광석확보를 미리 마련하여 공급의 원활화를 기하여야 한다. 

(3) 품질을 균일하게 유지토록 선별채광 및 광맥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도 

록 요망된다. 

5. 노화도 광산 

본 광산은 전라남도 완도군 노화읍에 소재하며 둥록번호 제 27296호， 38148호， 

43477호， 41522호( 노화지 적 제 98호， 108호， 118호， 129호)에 해 당되 며 등록광종은 

납석과 고령토로 되어있다. 본 광산은 완도읍 서남방 18Km 지점에 위치하며 이에 

이르는 선편은 완도읍과 토말에서 노화도행 정기선편이 운항되고 있고 완도읍에서 

광산전용 부두(산양진)까지 약 25km, 토말에서 부두까지는 약 까an이다. 

최근 5년동안의 생산실적은 표3.9.1과 같으며 98년도에는 97년에 비해 28.5% 감 
산되었으며 이는 동남아 경제위기에 의한 대만과 일본에 대한 수출량 감소로 인한 

것이다. 본 광산은 98년도의 주요 판매처를 보면 표 3.3.5와 같으며 이중 수출이 전 

체 판매물량의 40.6%를 차지하는 국내 납석광산 중 완도납석광산과 더불어 주요 수 

출광산이다. 

표 3.3.5 노화도광산 생산실적 

년
 -
건
 

뾰
 -
뾰
 

H
τ
 

-m 구
 -
량
 

-
산
 

-
생
 

1995년 

117,699 

1996년 

147,971 

1997년 

140,941 

1998년 

100,839 

가. 지 철 

광산 부근의 지질은 중생대 경상계에 속하는 웅회암과 수개조의 염기성 암맥으 

로 구성된다. 웅회암은 본광구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되었으며 비교적 층리 

가 발달한 회백색의 각력질 웅회암으로 구성되며 본 구역의 납석대는 회백색의 치 

밀질 웅회암 내에 배태하고 있다. 

나. 광 상 

광상은 본 웅회암층의 층리를 따라 열수교대 변질된 납석광상으로 납석은 치밀 

질이고 회백색 - 담회색을 띄며 납상광택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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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 및 경사는 응회암 층리의 주향경사와 일치하며 납석대의 폭은 지역에 따 

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납석대는 완만한 경사로 층상광체로 보이나 부 

분적으로 렌즈상 광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다. 품위 및 매장량 

본 광산의 광석품위는 용도별로 출하하기 위해 선광장에 야적된 광석중 일부를 

임의로 채취하여 분석한 것으로 그 결과는 표 3.3.6과 같으며， 이들 각각의 시료는 

미분되지 않은 괴석으로 본 광산의 전체품위를 대표할 수는 없을 것이다. 

매장량은 96년 8월 광업진흥공사 광산조사보고서에 의하면 표 3.9.4와 같이 확 

정매장량 296，000톤， 추정매장량 4，198，000톤으로 전체 4，494，어O톤 정도를 확보하고 

있으며， 앞으로 1현장과 5현장의 하부탐광이 추진되면 더 많은 매장량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라. 개발현황 

본광산은 제 1, 2, 3, 5, 6현장 등 5개소의 작업장이 개설되어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진 바가 있는데 주로 개발되고 있는 현장은 1현장과 5현장이다. 

(1) 제 1현장 

본 광산의 갱내 주 가행구역으로 하부탐광 및 개발을 위해 본갱， 제 1완사갱， 제 

2완사갱 등 2개의 대규격 완사갱이 있는데 52.πtIL에서 하부탐광을 위한 본사갱을 

-30ML까지 굴진하고 13ML. - 9ML 및 -30ML에서 3개편의 cross 갱도를 굴진하여 

광체 발달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 

본갱은 50ML 수준에 개설된 Ramp way 로 광체내 하부수준을 따라 현재 

-41ML;까지 굴진하여 운반갱도로 사용하고 있으며 본 Ramp way에서 수평갱도를 

굴진하여 Room and Pillar법으로 채광을 하고 있다. 또한 본갱의 하부광체를 탐광 

및 채광키위해 56ML에서 À~12의 Ramp way을 굴진하고 있는데 이는 광체의 수직하 

부 1Q -15ML의 수준을 유지하면서 -55ML까지 굴진되어 있으며 2ML 및 - 15ML 

수준에서는 크로스갱도가 굴진되어 광체의 하반을 확인하고 과거 본갱에서 작업했 

던 6ML 및 -14ML수준과도 관통하였다. 

본구역의 광체의 폭은 과거 노천작업장인 100ML 수준에서 8-14M이던 것이 

-30ML의 하부수준에서는 40-50M로 팽대되어 연장 발달되고 있다. 

(2) 제2현장 

본 현장은 제 1현장으로 부터 350m 남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노천채굴을 실시 

하고 있으나 주향 경사는 N25E, 20SE이며 맥폭은 1Q-15m 지표에서 확인되며 시 

추에 의하여 심부연장과 맥폭 20m이상을 확인하였으며 연장은 160m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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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6 노화도 광산의 주요 수요처 

판 매 처 품 질 걷 ~ i!J= 비고 
다원화학 SK 29 694 
대성상사 SK 29 3,001 
대창광산 SK 29 3,298 
대흥산업 SK 29 1,810 
동보자기 SK 29 979 
민경광업 SK 29 1,546 
삽화상사 SK 29 3,653 
성진상사 SK 29 5,261 

SK 25 7,500 
대만 SK 29 5,500 

-λ.J.、- 계 13,000 
수출 SK 25 16,000 

일본 SK 29 11,900 
소 계 27,900 

계 40,900 40.6 % 
왕표화학 SK 29 12,313 
일성상사 SK 29 3,836 
한국내화 SK 29 12,313 
한일정분 SK 29 1,080 
후성물산 SK 29 7,328 
기타 SK 29 2,827 
합 계 100,839 

표 3.3.6 화학분석 결과 

시료명 Si02 Alz03 Fez03 P20S Ti02 K20 Na20 MnO CaO MgO S.K 19loss 

제5현장 
71.02 23.81 0.11 0.12 0.4 0.03 0.16 0 Tr 0.04 28 4.40 

내화물용 

제5현장 
73.6 21.22 0.14 0.068 0.27 0.24 0.15 0.001 Tr 0.09 28 4.24 

타일용 

제5현장 
70.64 23.3 0.43 0.1 0.55 0.05 0.21 0 Tr 0.09 27 4.66 

G.F용 

제 1현장 
78.32 17.8 0.06 0.096 0.36 0.02 0.09 0 Tr 0.11 27 3.22 

내화물용 

(3) 제3현장 

본 현장은 시추결과 제5현장 광맥이 심부로 계속 연장되어 광체의 끝부분이 

돌출된 노두로써 광구 동측에 위치하며 노천채굴중에 있으며 납석대는 층상으로 발 

달하면서 소멸되기 때문에 그 주향및 경사는 上記 납석대의 주향과 경사와는 상이 

하게 N55W， 20NE로 나타나고 있다. 本 납석대는 적색의 불순물이 협재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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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하심부로 갈수록 희박하여지고 있으며 맥폭은 12m-15m, 연장은 250m 정도 

이다. 

표 3.3.7 매장량 (단위 : M!T) 

구분 1현장 2현장 3현장 5현장 6현장 계 

확정매장량 296,000 296,000 

추정매장량 1,379,000 121 ,000 127,000 2,289,000 282.000 4,198,000 

계 l.675.000 4.494.000 

(4) 제 5현장 

본 현장은 본광산의 제 1현장과 함께 주요 노천채광현장으로써 인근 완도광산 

과 광구를 접하고 있으며 납석대는 완도광산의 광맥과 동일한 하부연장으로 주향 

및 경사는 N15 - 20E, 20SE 맥폭은 25-30m 정도로서 延長은 약600m 정도이며 심 

부연장은 시추에 의하여 지표에서 下部 40m 까지 확인되어 상당한 매장량을 확보 

하고 있다. 

본 현장의 개발현황은 장경200M 단경 100M와 장경 약150M 단경 80M규모의 

노천작업장을 - llML - - 25ML 수준까지 개설하여 생산하고 있다. 본광체는 심부 

로 가면서 노천채굴과 갱내채굴을 병행하는 구분 채광작업을 하고있다. 

그림 3.3.6 노화도납석광산의 노천채광장 광경 

(5) 제 6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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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현장과 3현장 사이에 위치하며 120M x 70M정도의 규모로 표토 제거작업 

이 되어 있으며， 광체의 주향과 경사는 N15E, 20 - 25SE를 이루고 있으며 트렌치 

및 시추탐광에 의한 확인규모는 천부에서 80M x 160M의 범위에 걸쳐 부존되고 폭 

은 10 -25M에 달한다. 

본 광산은 수출의 다변화와 현대화 채광， 그리고 부가가치 향상을 위한 연구를 

병행하여 용도창출을 위한 노력을 계속할 때 앞으로 매우 기대되는 광산이다(그림 

3.3.6). 

마. 재안 

(1) 과거 수출 주도형 생산에서 현 내수주도형으로 생산방식이 전환되고 있으므 

로 수출의 다변화를 도모함과 동시에 국내 납석사용업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 

망된다. 

(2) 갱내채광과 노천채광이 병행되므로 특히， 갱내채광부문에서는 현대화 채광 

기술을 접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lot 별 시료채취 및 현장분석으로 광맥관리 유지가 요망된다. 

(4) 섬내의 채광이므로 주변 기후변화에 대비한 광석비축 및 관리가 필요하다. 

제 4 절 결과 요약 

국내 주요 장석， 납석광산 중 장석 4개 광산， 납석 5개 광산에 대한 지질， 광상， 

품위 및 매장량， 개발 현황 둥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갱내채굴을 병행하고 있는 노 

화도광산을 제외하고 8개 광산이 노천채광법으로 채광을 실시하고 있다. 

1) 새로운 수요창출과 계속적인 수요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트렌치 및 시추탐 

광에 의한 매장광량의 확보가 시급하며， 물류비의 과다， 시설장비의 미보유내지 부 

족 및 전문인력 부족으로 비효율적인 생산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 

해 개발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정부지원 대책이 요망되며， 특히 기술개발을 

통한 판로의 개척으로 생산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정책은 

WTO의 협정에 제한을 받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연구소 둥을 통하여 간접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2) 제품을 가공하는 즉 파쇄 및 분쇄하는 설비시설이 광산에 있을지라도 수요 
자가 각자 자체의 파쇄 및 분쇄설비를 갖춤으로써 막대한 시설비와 공장부지확보와 

같은 중복투자로 양자 모두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도 

74 



별로 소지 원료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자가 각자의 광산조건에 맞는 생산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자원의 손실과 광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3)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광물중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제거나 고품위를 위한 

정제 기술의 향상을 통한 수출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투자가 정부차원에서 지 

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4) 기술인력의 부족， 기업의 영세성 둥으로 광산자체의 기술개발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국내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학기술부 

에서 운영했던 산학연 중심의 연구회와 같은 조직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장광산의 요구에 따라 연구회가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기술자문을 해줌으로써 광산의 기술인력의 부족과 합리적인 기 

술개 발을 유도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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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채광기술 및 통기 

제 1 절 개요 

유용광물자원의 회수를 위하여 모암에서 광석을 분리해 내는 채광기술은 공간 

적 형태에 따라 지하채광과 노천채광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채광방법은 화약발파를 

이용한 방법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모암에서 분리되는 파쇄암들은 크라셔와 

같은 분쇄공정을 거쳐 용도에 따른 입도로 2차 또는 3차 파쇄를 하게된다. 따라서 

1차 파쇄암들은 적재 운반이 가능하도록 파쇄되어야 함은 물론 크라셔 용량에 맞도 

록 적당한 파쇄도를 보일 수 있는 발파기술을 필요로 한다. 파쇄암이 크면 2차 소 

할작업이 필요하게 되어 경비가 증대하고 전 작업공정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 또한 

최근 발파에 의한 민원 문제가 급증함에 따라 발파시 발생하는 지반 진동， 소음， 비 

산 등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발파 기술의 수요가 증대하고 있다. 

제 2 절 채광 발파설계 기초 

1. 발파에 영향을 주는 요소 

채광발파시 발파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모암(암반)의 특성 

적용 화약류의 특성 

- 대상암반의형태 

- 발파패턴 및 점화방법 

수 많은 지질적인 요소들이 발파작업에 영향을 주지만 이들을 모두 제어하기는 

어려우므로 제어가 가능한 변수들을 조절함으로써 암석을 적절한 파쇄도로 안전하 

게 모암으로부터 분리시킬 수 있다. 또한 적절한 폭약의 선택도 대단히 중요하다. 

2. 폭약 

가. 폭약의 종류 

그동안 국내에서 사용되어 왔던 주요 산업용 폭약류는 표 4.2.1과 같다. 최근 성 

능이 개선된 모델들이 출시되고 있지만 기본적인 분류는 표에서와 같이 다이너마이 

트， 초안폭약， 슬러리， 에멀션 폭약， ANFO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슬러리는 에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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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의 보급과 함께 국내 생산이 중단되었다. 과거 경암용으로는 다이너마이트가 

주로 사용되었으나 에멀션 폭약의 성능개선과 함께 안전하고 내수성이 강한 잇점 

때문에 점차 에멀션 폭약의 활용빈도가 높아지고 있다. 폭속을 대비해 보면 그 효 

력을 추정할 수 있는데 에멀션이 ANFO와 슬러리에 비해 빠르고 다이너마이트에도 

근접하고 있다. 

ANFO는 초안과 경유(5.7%)를 혼합한 것으로서 경제적이고 민감성이 낮기 때 

문에 안전한 제품으로 알려져 있으며 커플링 효과가 좋고 장전하기 용이하다. 

ANFO는 가스를 많이 배출하기 때문에 발파시에 파쇄도가 높다. 일반적으로 공경 

이 51rnrn가 넘는 건조한 공을 발파하기에 가장 좋은 폭약으로서 가스의 팽창에 의 

한 파쇄가 잘 일어나지만 소구경 발파에서는 높은 폭속을 필요로 한다. ANFO의 

가장 큰 결점은 내수성이 약하다는 것이며 물이 들어가면 점화되지 않는다. 그러므 

로 ANFO를 장기간 공내에 장전해 두지 않도록 해야한다. 

표 4.2.1 국내 산업용 폭약류 특성 

Detonation Bulk Detonation Gas 
Water 

Type Brand Velocity Density Energy Volume 
Resistance (m!s) (g/cc) (kcal/l땅) O/kg) 

HiMIRE6000 6000 1.5 1230 880 
-。「-까「‘ 

Gelatine (2 hrs) 

Dynamite 
HiMITE5500 5600 1.3 1135 906 

-。「-J「-

(2 hrs) 

수중용 HiMITE 
6000 1.5 1230 880 1 。--까「‘ 

Dynamite SM-6000 

Anmonium 
초안폭약 3500 1.1 1015 870 1 。-「A-‘ 

Nitrate 

KOVEX 100 4500 1.1 880 880 최우수 

Slurry KOVEX 300 3500 1.0 860 1010 최우수 

KOVEX 700 4500 1.2 1015 860 최우수 

NewMITE 5500 5500 1.2 836 821 최우수 

NewMITE 5000 5000 1.1 860 800 최우수 

Emulsion 
Emulite 100 4200- 5900 1.15-1.25 870 900 최-。「-{「

Emulite 150 4200-5900 1.15-1.25 1050 861 최우수 

Emulite 170 
4200- 5900 

1.15-1.25 1100 
831 최우수 

(200) 0.2- l.3) (1150) 

ANFO 2800 0.9 1030 1000 약 

ANFO PRILLIT A 2800 0.9 1100 975 약 

PRILLIT C 2800 0.9 1100 975 약 

냐. 선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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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의 선택은 강도 밀도 내수성 폭굉감도 전파 둥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하 

며， 현장조건， 안전성， 경제성， 이용성 등에 좌우된다. 

(1) 현장조건 

셰일과 같은 연암에서는 강도가 낮은 폭약이 적합하지만 화강암과 같은 경암을 

대상으로 할 때는 고밀도 폭약이 적합하다. 바닥면이 고르지 않거나 Toe 문제가 발 

생할 때는 일반적으로 공저에 고밀도 폭약을 장전하는 것이 좋으며 경암층을 만났 

을 때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경암층에 고밀도 장약을 한다. 

발파공은 완전히 건조한 것으로부터 습한 것까지 다양하다. 건조한 공에는 지층 

조건에 적합한 강도 및 밀도를 가진 폭약은 모두 적용될 수 있으며 습한 조건에서 

는 내수성이 강한 폭약이 적합하다. 공내에 물이 들어 있을 경우 적어도 물에 잠기 

는 부분 만큼은 내수성 폭약으로 장약해야 한다. 건조한 상태에서는 ANFO, 카트리 

지형 폭약 및 슬러리를 사용할 수 있다. 공경은 32rnm로부터 381mm 혹은 그 이상 

까지 다양하며， 공경이 작을수록 감도가 높은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안전성 및 경제성 
비용면만으로 평가하면 카트리지형이라든가 다른 어떠한 형태의 폭약 보다도 

ANFO가 유리하며 ANFO의 에너지 방출 단가(방출에너지/원가)가 다른 폭약에 비 

해 저렴하기 때문에 기술적인 면에서 다소 미흡한 효율을 나타내더라도 가장 많이 

채택되고 있다. 발파공이 건조할 때에는 Bulk ANFO를 사용하고 공내에 물이 있을 
경우 물이 있는 부분은 내수성이 좋은 폭약을 장전하고 나머지는 ANFO를 장전하 

는 방법을 채택할 수 있다. ANFO와 에멀션 폭약은 안전성면에서 매우 우수한 폭 

약이다. 

3. 뇌관 

폭약의 점화 방법은 기폭 에너지원에 따라 크게 전기식 및 비전기식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은 전기뇌관이며 적당한 전 

기 에너지와 회로망으로써 안전한 거리에서 하나의 전원으로부터 다량의 전기뇌관 

을 점화할 수 있다. 도폭선을 사용하기도 하지만 소음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민 

원발생의 소지가 있는 경우 특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 

가. 전기뇌관 

전기뇌관을 이용한 방법에서는 전류가 발파기로부터 흘러 나와 각각의 리드선 

및 연결선으로 전달되고 다시 각선과 전기뇌관으로 흘러 전기뇌관 속의 지연장치를 

점화하게 되는데 적절한 발파회로 선택 및 설계， 선정된 발파회로에 적합한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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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사용， 전기재해의 감지 및 해소， 회로연결 점검 등이 중요하다. 

전기식 발파의 장점은 회로의 어느 점에서든지 회로 연결상태를 점검할 수 있 

다는 점이다. 각각의 발파공들은 전색하기 전과 전색 후 그리고 발파 전에 점검할 

수 있으므로 회로의 손상으로 인한 불발은 예방할 수 있으며 비전기식 발파법에서 

는 이러한 점검이 불가능하다. 전기식 발파의 단점은 불꽃에 약하므로 전류가 흐를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조사해야 한다. 이러한 조사가 이루어진 후에는 공항， 고압 

선， 발전소 등의 시설물 근처에서도 사고없이 전기발파를 할 수 있다. 전기 뇌관을 

사용할 때 번개 또는 벼락이 있으면 매우 위험하므로 발파를 중지하여야 한다. 

재해유발 요소로는 절연이 안된 전선의 전압 및 전류 손실， 압축공기나 플라스 

틱의 정전기， 중파(Radio Frequency) 등이 있다. 

전기뇌관은 점화하는 시간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순발뇌관 20/1000 - 25/1000초 

간격 의 MS뇌 관， 100/1000 - 250/1000초 간격 의 DS뇌 관 둥으로 분류되 며 회 로구성 

에는 직렬 연결， 병렬 연결， 직.병렬 연결 방법 등이 있다. 

냐. 벼전기식 뇌관 

전기뇌관을 사용할 때 습기 혹은 연결선의 손상 등으로 인하여 방전이 예상된 

다거나， 지나치게 긴 연결선이 펼요한 경우에는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지전류나 정전기로 인한 방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스웨멘에서 처 

음 개발된 비전기식 기폭 시스템은 점화 에너지의 전달법으로 개발한 노넬튜브를 

기본 요소로 하고， 뇌관 및 연결구로 구성되어 있다. 

노넬 튜브는 외경이 약 3 mm이고 내경이 약 1.2 mmcj 가운데가 빈 플라스틱 

튜브로서 내부에 폭약이 0.02 g/m 정도로 도포되어 있다. 폭굉파가 튜브의 한쪽 끝 

에 들어가면 2,000 m/s의 속도로 튜브내에 전달되고 다음으로 Nonel뇌관의 지연장 

치를 점화하며 이때 전파 속도는 관내에서 0.5 ms/m이다. 

연결구는 노넬 튜브에 의하여 전달되어 온 충격파를 여러 갈래로 전달하게 하 

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연결구 하나로 1-4개의 노넬 튜브를 접속할 수 있으며 

지발 시차를 갖는 뇌관이 있어 연결구의 뇌관 시차와 함께 조합하여 전체 발파 시 

스템의 기폭순서 및 시차를 설계한다. 

국내 비전기식 뇌관류로는 노넬 뇌관과 HiNEL 뇌관이 보급되고 있으며 비전기 

식 뇌관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 지전류 및 전자파가 있는 곳에서도 안전하다. 

- 충격이나 열로부터 안전하다. 

점화시간이 정확하다. 

소음이 없다. 

- 다른 요소에 의해 점화되지 않는다. 

- 수압이 높은 상태에서도 내수성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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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하채광 발파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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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채광을 위한 갱도굴착발파는 하나의 자유면을 

단식 발파에 비해 훨씬 복잡하다. 그러므로 새로운 다른 

섬발발파는 매우 중요하다. 천공패턴에서 각 공의 명칭은 

있다. 심 발 (angled cut) , 평 행 공 심 발 (parallel cut) 이 

다음과 같다. 

가. 섬발 발파 

심발 발파는 경사공 

각각의 대표적인 방법은 

、
-
-
-
-
-
-
-
-

-

ok 

5 

짧2
때
〕2쫓n
 

6: 측벽보조공 
7: 천장보조공 
8: 바닥보조공 
9: 측벽공 
10 :천장공 
1 1 : 바닥공 

1 :심발공 
2: 심발보조공 
3: 심발주변공 
4: 츠벼즈벼고 

-， -'I~ 。

5: 천장주변공 

cut, wedge 
결정되며 어느 

그림 4.2.1 갱도굴착 발파의 천공 명칭 

(1) 경사공 심발 

경사공 심발의 대표적인 방법은 v- cut이며 형태에 따라 pyramid 

cut이 있다. 암질， 굴진 길이， 천공 직경， 폭약 둥에 의해 천공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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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 방법이든지 공저를 20 cm 간격으로 집중시키고 충분한 천공 각도를 취하고， 

고폭속 폭약을 조밀하게 장약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이 방법의 장점은 다음과 같다. 

평행공 심발 방법에 비해 천공이 쉽고 

- 천공 시간이 짧으며， 

- 버력의 비산 거리가 짧다. 

단점으로는 

굴진 길이는 각도 천공을 위한 공간 즉 터널의 단면에 제약을 받고， 

경사 심발공들의 끝부분을 한 점 또는 한 선상에 오도록 천공하는 것이 힘들 

심발의 집중 발파로 인해 발파 진동이 커지는 경우가 많고 

파쇄 암석편이 크게 된다. 

(2) 평행공 심발 
근래에 천공 장비의 개발 특히 하나 이상의 붐이 장착된 유압식 점보의 동장으 

로 심발 방법이 이전의 경사공 심발로부터 터널 폭에 구애받지 않고 천공도 쉬운 

평행공 심발로 전환되는 경향이 있다. 평행공 심발의 대표적인 방법은 bum cut이 

며 coromant cut, no cut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방법의 공통점은 발파 단면의 중 

앙부에서 굴진 방향으로 몇 개의 평행공을 천공하여 이들을 심발공으로 활용하여 

발파한다. 따라서 경사발파공의 섬발 발파의 공동은 원추형이나 쐐기형을 이루지 

만 평행공 섬발 방법은 거의 원통형을 이루게 되며 터널의 단면에 관계없이 발파 

작업을 실시할 수 있다. 

Bum cut에서는 몇 개의 심발공을 길이가 일정하게 통일하여 천공하고 이들 중 

무장약공과 인접하는 장약공에 의한 암석 파쇄를 무장약공을 향해 실시하고 차차 

확대해 가는 발파 방법이다. 이 방법에서는 발파 단면은 자유면으로서 2차적인 의 

미를 가지며 오히려 무장약공이 자유면으로서 작용함으로 무장약공의 배치에 따라 

발파 효과가 좌우될 수 있다. 또한 이들 심발공의 길이는 어느 정도 길고 높은 정 

밀도의 평행성이 요구된다. 만일 천공 길이가 짧거나 평행하지 않으면 bum cut의 

효과는 감소되어 진다. 일반적으로 심발 공의 길이는 발파 단면의 긴 변의 1- 1.5배 

정도가 적당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린더 커트(cylinder cut)는 대구경의 무장약공을 이용한 bum cut의 일종으로 

서 한개 또는 두개의 무장약공 즉 릴리프(relief)공을 심발의 중심부에 뚫고 이 무 

장약공을 향해 주변의 장약공들을 시차를 두고 발파시킨다. 무장약공은 리밍 빗트 

(reaming biU를 사용하여 대구경 (65-175mm)으로 천공한다. 심발 부의 장약공들은 

평행을 자동으로 맞추는 기능을 가진 점보를 이용하여 좁은 공간격으로 직선상에 

평행 천공한다. 장약공과 무장약공 간의 거리는 암질과 무장약공의 직경에 따라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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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지만 직경 102 mm의 무장약공에서는 150 mm - 200 mm 정도가 적당하며 각공의 

발파에는 일정한 시차가 필요하다. 

이 방법의 장점은 

- 수평 천공을 실시하므로 경사 심발 방법보다 발파효율이 크며 

- 1회 발파의 굴진장이 길며 

- 터널 규격에 제한을 받지 않으며 

- 파쇄 암면이 작다. 

단점으로는 

무장약공과 주변 장약공과의 간격이 짧기 때문에 정밀 천공이 요구되며 

- 천공 시간이 길어지고， 

- 버력의 비산 거리가 길고， 

심발 공의 채굴 용적이 적으므로 폭약 사용이 많아진다. 

냐. 발파설계 계산식 

장약량의 계산은 경험에 그 이론적 기반을 둔다. 같은 암석이라 할지라도 장소 

와 천공위치에 따라서 물리적 또는 역학적 성질이 판이하게 다르기 때문에 실험이 

선행되어야 하며， 실험값은 시험발파와 실제경험의 축적으로부터 얻어진다. 암석의 

발파 특성과 가장 쉽게 대웅하는 단위는 어떤 강도를 갖는 한 폭약의 암석체적에 

대한 양을 말한다. 이것을 비장약량(Specific Charge, kg/m3)이라고 한다. 비장약량 

에 기초한 계산체계를 사용하면 암석의 발파특성의 변화를 고려한 어떤 암석에 대 

한 장약량을 계산할 수 있다. 

장약량 계산방법으로서 과거에 많이 적용되었던 누두공 시험에 기초한 방법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가장 기본이 되는 식은 Hauser 공식으로 (1)식과 같다. 

L=f(o).C 융 πR 2W = f ( 0 ) . C . V = . f ( 0 ) . C . W 3 (1) 

f(0)=03 

여기서 L은 표준 장약량 (kg) , C는 폭파계수， V는 누두공의 부피 (m3) 그리고 

n은 누두지수를 나타내며 누두지수는 최소저항선에 대한 누두공 반지름의 비로 나 

타낸다. 

Darnbrun의 장약량 수정식은 과장약이나 약장약으로 누두지수가 1이 되지않을 

때 장약량을 수정하여 표준장약량을 찾는 수정식이다. 

f(o)=(11후검-0.41) 3 (2) 

Lare 수정식은 누두지수가 일정하나 저항선이 변경될 때 발파규모의 수정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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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W) = (곱꽁- 0.41) 3 

사용하여 장약량이 구해진다. 

(3) 

(4) L = f (W) . C . W3 

쓰이는 갱도 굴진발파의 발파설계 계산식으로서， 국내에서 흔히 

@ 비장약량 

(5) ( n + 1) 2 q = \ 11 '/' • f (W). e . g . d 
n 

여기서， (n +1)2/n 2은 갱도 굴착 단면 계수， f(W)는 Lare 수정식에서 사용된 

저항거리에 따른 장약량 수정계수를 나타낸다. 

CZ) 1발당 장약량 

(6) qT=q .A.w 

q는 1m3 당 장약량， A는 갱도 단면적 (m\ w는 굴진장이다. 여기서， 

@ 1공당 장약량 

심발발파시: 

(7) L = f (W). e . g . d . W3 

L = f (W) . e . g . d . D . W2 는
 

또
 

(8) L = f (W) . e . g . d . D . W2 

L = f (W) . e . g . d . D • 1 • W 

확대발파시 : 

다- L二
~'-

여기서 e는 폭약계수(폭약의 위력계수)， g는 암석항력계수， d는 전색계수 그리 

고 D는 천공경이다. 

(10) lc=(8~12). d 

직경을 말한다. 

([) 장약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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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는 빗트의 

@ 천공장 

여기서， 



l=W+ 플 (11) 

@ 섬발 발파의 소요공수 

퍼
 

G 
(12) 

여기서， G는 심발발파의 소요공수， b는 심발공과 저항선과 이루는 각， P는 확 

대발파 저항거리와 심발발파 저항거리와의 비를 나타낸다. 

@ 심발 이외의 소요공수 

(13) 

여기서， P=p'V'a 가 되며 N은 천공수， q는 폭약원단위 (kg/m3) , A는 굴 

진단면적 (m2) , P는 발파공 단위길이당 평균폭약량 (kg/m) , P 는 폭약비중 (g/cm\ 
V는 발파공 단위장당 장약용적 (m3/m), 그리고 a는 발파공 용적과 장약용적과의 

비를 나타내며 일반적으로 0.3-0.4를 사용한다. 

@ 갱도굴착 단면계수 

( n + 1) 2 

n 2 
(14) 

식 (14)는 갱도발파의 장약량 산정시 사용되는 갱도 단면적에 따른 계수로 

n= 짧이며 여기서 A는 단면적 (m2) , W는 굴진장 (m)을 말한다 

(1) 폭파계수 

식(1)의 Hauser의 공식에서 일정한 암석을 폭파하는데 필요한 장약량을 산정하 

는 상수로서 폭파계수 C는 암석의 발파에 대한 저항성(암석항력계수， g), 폭약의 위 

력정도(폭약계수， 화약계수， e), 장약공의 전색상태(전색계수， d)에 의해 결정되며 아 

래의 식(15)와 같이 표현된다. 표 4.2.2는 계단발파에서 적용되는 폭파계수이다. 

C=g'e'd (15) 

(2) 암석 항력 계수， g 

암석항력계수는 발파에 대한 암석의 저항성을 상대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두가 

지의 요소가 있다. 하나는 암석의 경도이고 다른 하나는 응집력이다. Langefors는 

그의 경험과 실험으로 계단발파의 g값은 0.25-0.4, 터널굴진의 심발은 최대 7, 

Stoping은 0.4 -0.8를 일반적인 계수로 제시하고 있다. 표 4.2.3은 터널발파에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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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암종별 암석항력계수이다. 

표 4.2.2 계단발파에 적용되는 폭파계수 

및릎醫혈 
폭파계수 

Gelatine Dynamite ANFO 

연 。I]L 0.1 -0.2 0.2-0.3 

중경암 0.2-0.3 0.3-0.4 
켜U 。nL 0.3-0.4 0.4 이상 

표 4.2.3 터널발파시의 암석항력계수， g 

암 τ :rz g 

기타 극경암으로 인정되는 암석 1.5, 1.3 
현 「n- 암 1.2 
켜U 질 화 강 암 1.1 

편마암，화강암 1.0, 0.9, 0.8 
안 산 암 , 경질사임 0.7 
사 암 , 석 회 암 0.6, 0.5, 0.4 

사 암 0.3 
석 탄 0.2 

(3) 폭약의 위력계수， e 

폭약의 위력계수는 폭파계수중의 한가지로 폭약의 위력을 나타내며 위력이 작 

은 폭약일수록 커지게 된다. 폭약의 폭발시 발생하는 압력은 10-140 kbar 이고， 폭 

약의 폭발시 폭속의 범위는 약 2,700-8,400 m/sec이다. 폭약의 폭발시 발생압력의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P=2.5p VOD 2 x lO- 6 (16) 

여기서 p는 폭발압력 Ckbar) , p 는 폭약밀도 Cg/cm3 ) , VOD는 폭속 Cm/sec)을 

나타낸다. 

폭약위력의 역수를 화약계수 또는 폭약계수라고 한다. 기준으로 하는 화약은 통 

일되지는 않았으나 보통 Dynamite 50 %를 기준으로 한다. 아래에 나타낸 표 4.2.4 

는 폭약의 종류에 따른 위력계수이다. 

85 



표 4.2.4 폭약의 위력계수， e 

비중 
포-.소 .. 비에너지 맹도로보는 일로보는 

(rn/sed (kg/cm3) 위력계수 e 위력계수 e 

Blasting Gelatine 1.60 7.500 12.800 0.5 0.6 

VENUS Dynamite 1.50 6.000 8.600 1.0 1.0 

Mercurv Dynamite 1.42 6.300 9.700 0.8 0.8-0.9 

Permissible No.1 1.57 5.000 6.850 2.5-3.0 1.3- 1.5 

초안 폭약 0.96 3.500 7.210 3.0-4.0 1.2- 1.4 

ANFO폭약 0.85 3.000 」 10.000 2.0-3.0 0.9- 1.0 

표 4.2.5 전색계수， d 

3.ζ- 겨'-'- d 

적당히 깊은 장약공， 전색 완전 1 

적당히 깊은 장약공， 전색 불완전 1 <d < 1.25 

적당히 깊은 장약공， 전색하지 않음 1.25 

장약만 장약공에 있고 위에 성토 1.5 

장약만 장약공에 있고 성토 없음 2.0 

외부 장약， 일반적일 때 2.0<d<4.5 

외부 장약， 특별할 때 9 

(4) 전색계수， d 

폭발력은 밀폐된 곳에서 그 효력을 유효하게 파괴에 이용할 수 있으며， 발파시 

밀폐시키는 정도를 전색계수라고 한다. 전색은 밀폐에 의한 천공내 폭약의 완폭， 

폭발에너지의 밀폐에 의한 효과상승， 그리고 탄광 퉁에 있어서 가스， 탄진에 대한 

안전성의 향상 둥의 효과가 있다. 전색물로는 폭약을 밀폐시켜서 폭발 가스압을 외 

부로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목적으로 쇄석이나 모래의 효과가 점토보다 더 좋다. 

전색물로는 모래와 점토의 혼합물을 사용하고 상향 수직천공이나 횡향천공에서는 

전색봉을 사용하고 메지로는 물을 섞은 점토나 모래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표 4.2.5 

는 발파시 다짐정도에 따른 전색계수이다. 

다. 순폭과 사압 

평행공 심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 가운데는 순폭과 사압 문제가 있다. 순 

폭 문제는 니트로글리세린 함량이 높은 폭약과 같이 감도가 높은 폭약을 사용할 때 

한 발파공의 발파가 인접공의 폭약을 유폭시키는 문제를 말한다. 사압 문제는 특히 

ANFO와 에멀션과 같은 폭약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발파공 속의 폭약이 인접 

공의 폭발로 인한 충격파의 압력을 받아 일정 시간 동안 밀도가 임계치 이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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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된 결과 둔감하게 되어 불발되는 현상이다. 이와 같이 어떤 폭약의 폭굉을 중 

단시키는 일정 한도 이상의 압력을 사압이라 한다. 폭약의 사압 문제는 기폭 순서 

를 조절하면 감소시킬 수 있다. 즉 발파공들 사이의 지발 시차를 충분하게 주어 영 

향을 받은 폭약이 감도를 회복한 후 기폭되도록 하는 방법이다. 

라. 갱도의 안정성 

장기간 유지하는 주갱도는 안정성을 제고시켜줄 필요가 있으며 주벽에의 손상 

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하여 조절 발파 방법의 적용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발파 방법으로는 폭약 에너지를 충분히 제어하지 못하므로 암반이 큰 손상을 받 

게 되고 발파 주위 암반에 많은 균열이 형성될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 

파공의 직경에 비해 작은 직경의 폭약을 장약하여 폭약과 발파공 벽사이에 공간을 

형성하여 완충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공 벽면의 손상을 적게 하고 공 사이 

에 균열을 유도하도록 한다. 이러한 장약 방법을 디커플링 (decoupling) 장약이라고 

한다. 공 지름과 폭약의 지름의 비를 디커플링 지수라 하며 폭약과 암반의 특성에 

따라 적정한 수치를 선택한다. 

장약공 직경과 폭약의 직경으로부터 다음 식에 의해 디커플링 지수를 계산한다. 

디커플링 지수 = d/de 

여기서， de = 폭약의 직경 
d = 장약공 직경 

심발 발파공으로부터 인접공 발파공까지 주발파공을 먼저 발파하고 디커플링 

장약을 한 주벽공을 가장 나중에 발파하는 조절 발파 방법을 스무스 발파(smooth 

blasting) t:'.} 하고 주벽공을 먼저 발파하는 방법을 프리스플리팅 (pre-splitting) 발파 

라고 한다. 외곽공 발파에 스무스 발파법을 적용한다면 공간격은 다음 식으로 계 

산한다. 

S = Kd, K = 15-16 

공간격 대 저항선의 비 S!B는 0.8 정도로 한다. 장약 밀도는 장약공경의 함수로 

서， 직경 d<155mm인 경우 다음 식으로 구한다. 

1 = 90 d2 

5. 노천채광 발파설계 

노천채광 발파 설계의 주요 사항은 계단 높이， 천공 지름， 사용 폭약， 최소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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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공 간격， 천공 깊이， 전색 깊이， 기폭방법 둥을 결정하는 것이다. 

계단높이는 보통 10-15 m로 하고 있으며 작업장 규모와 사변의 안정성을 고려 

하여 적절한 높이를 선택한다. 천공 지름은 천공 장비의 발달과 함께 점차 대구경 

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지만 절리가 발달한 경우 작은 지름으로 공 간격을 좁게 하 

는 것이 유리하다. 

가. 기폭재와 공저 장약 

기폭제의 역할은 주장약을 점화시키는 것이며 좋은 조건에서는 기폭제만으로도 

암반을 일정 심도까지 절취할 수 있지만 암반이 견고하거나 거칠고 여러가지 암종 

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불연속면을 고려하지 않고 절취하여야 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공저장약을 별도로 하여야 한다. 암반의 상태， 폭약의 이용가능성 및 경 

제성 둥을 고려하여 기폭제의 형태 및 크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대표적인 기폭제 

로는 다이너마이트， 젤라틴， 슬러리 폭약 등이 있다. 기폭제와 별도의 공저장약은 

암반의 지질， 천공 패턴， 발파 경비 둥에 의해 결정된다. 별도 공저장약의 크기는 

천공패턴， 공경 및 폭약의 장약 밀도 둥에 의해 결정할 수 있다. 공저장약은 바닥천 

공 섬도와 최소저항선을 합한 거리와 같다. 공의 심도가 최소저항선 두배의 크기 

보다 작을 때의 공저 장약은 hb = H-V로 결정하며， 이 경우에는 공저장약이 전색 

물 혹은 최소저항선까지 밀고 상숭하기 때문에 상부장약을 하지 않아도 된다. 

냐. 상부장약 

상부장약은 기폭제나 공저장약으로부터 상부까지 장약하는데 이 때 벤치 상부 

와 상부장약 사이에 있는 공간의 크기는 최소저항선의 0.7-1배이며 이 공간은 천공 

암분이나 모래 혹은 이와 유사한 물질로 채운다. 별도의 공저장약을 할 때에는 공 

길이가 최소저항선의 두 배 이상이면 상부장약을 한다. 상부장약을 하는 이유는 상 

부 암반을 파쇄하기 위해서이며 그 크기는 기폭제나 공저장약의 크기에 의해 결정 

된다. 

다. 전색 및 장약 

전색물의 깊이는 암반조건， 비장약량， 비산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최소저항선의 0.7- 1 배 정도이다. 대구경 발파에서는 전색물의 종류와 깊이를 다르 

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특히， 입도가 작은 것 보다 각도가 예리한 암석 부서러기 

가 효과적이며， 습기가 많을수록 전색물이 크게 방출된다. 그러나 천공암분 외의 다 

른 전색물은 비용이 많이 들고 다른 물질은 운반을 해와야 하는 단점이 있다. 전색 

을 효과적으로 하면 단위 체적의 암반을 절취하는데 소요되는 유효장약량이 증가하 

기 때문에 다른 부문의 원가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발파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ANFO는 둔감한 편이라 장약시 천공 길이가 길 경우에는 상부와 하부에 전폭 

88 



약을 설치하기도 한다. 

라. 비장약량 

암석에 대한 발파 효과를 평가하는 지수 중의 하나로서 파쇄된 암석의 체적에 

대한 사용된 폭약량의 비를 사용한다. 이것을 비장약량(specific charge, kg/m)이라 

하며 수직 벤치의 경우 다음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q = Q / WSH 

여기서 q 비장약량(kg/m3) 

Q = 사용된 폭약량(kg) 

W= 최소 저항선(m) 

S = 공 간격 (m) 

H = 계단 높이 (m) 

비장약량이 크면 암석을 파쇄시키는데 더 많은 양의 폭약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표 4.2.6 노천발파시 자유면의 수에 따른 장약량 수정계수(f) 

자유면의 수 村田， 田中 식 Daw 식 

1 f 

2 f 0.80 f 

3 0.66 f 0.57 f 

4 0.50 f 0.44 f 

5 0.40 f 0.33 f 

6 0.25 f 0.17 f 

마. 자유면과 장약량 

파괴가 일어나는 표면을 자유면이라 하며， 자유면의 수가 많을수록 발파효과는 

좋아진다. 따라서 자유면의 수가 많아질수록 적은 장약량으로 동일한 부피의 암석 

을 파괴할 수가 있다. 누두공 시험에서와 같은 식을 사용할 때 장약량 계산에서 자 

유면 효과는 표 4.2.6과 같은 수정계수를 도입할 수 있다. 표는 노천발파에서 자유 

변의 수에 따라 적용되는 장약량 수정계수를 나타내며 f 는 자유면의 수가 1일때의 

장약량 수정 계수를 말한다. 

바. 천공패턴 및 점화 순서 

천공 패턴은 그림 4.2.2와 같이 정사각형 패턴， 직사각형 패턴 및 지그재그형 패 

턴의 세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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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사각형 패턴이나 직사각형 패턴은 그림 4.2.3과 같은 형태로 기폭시키는 것이 

일반적이며 엇갈림식과 유사한 형태가 된다. 시차를 주어 발파하는 지발 발파의 장 

점은 다음과 같다. 즉， 발파진동을 조절할 수 있고， 비산의 조절 및 비산의 방향， 형 

태 및 발파암 더미의 형태에 따라 점화형태를 설계할 수 있다. 지발발파를 하면 최 

소저항선과 공간격을 크게 할 수 있고 각 열이나 각 공은 각각 주어진 저항선만 담 

당하기 때문에 비장약량을 줄일 수 있다. 

지발에서 발파 순서가 빠른 단은 비산시킬 방향으로 하고 자유면을 향한다. 열 

이 많을 때는 발파암의 방향이 수직상향이 되는데 그 이유는 발파된 암석의 속도가 

줄어들어 자유면 방향으로 진행하는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이다. 

。 o 0 。

。 o 0 。

。 o 0 。

/~~~~~~~~~~~~~~~~~~~~~~ 

정사각형 패턴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i ./4f///.jfJf//.」f////.Jf/.」tJt」f////.. 

직사각형 패턴 지그재그형 패턴 

그림 4.2.2 천공 패턴 유형 

웰
 

행
 

웰
 

그림 4.2.3 기폭 방법 

제 3 절 발파에 의 한 환경 영 향 

발파진동은 그 수준이 어느 한계를 넘어서면 주위 구조물이나 시설물에 피해를 

유발하게 된다. 구조물이나 시설물의 종류가 다양하고 구조적 또는 성능상의 특성 

이 다양하므로 피해를 미치는 수준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설 

정한다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국내의 경우， 발파진동으로 인한 허용기준 마련을 위 

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으며 지하철 터널 굴착 공사 등에 통상 적용하여 왔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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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이 있다. 

공해 진동으로서 환경부의 기존 진동 규제 기준에서 인체 영향을 대상으로 하 

는 진동 규제법은 정해진 진동 가속도로부터 정의된 진동 레벨에 의한 평가가 주체 

가 되고 있다. 인체의 진동에 대한 감지 방법은 주파수에 의존하며， 연직 방향 진동 

의 경우 4-8 Hz로 가장 민감하다. 진동의 주파수에 대한 인체의 감지 방법을 표 

현하기 위하여 진동 레벨 연직， 수평의 양특성을 갖는 진동 감각 보정 회로를 갖추 

어야 하며 계측된 가속도의 입력에 대해서 1차 진동 감각 보정 회로에 의해서 주파 

수 보정이 이루어지며， 다음 지시 특성 회로에 의해서 계속 시간에 대한 보정이 행 

하여진 결과가 진동 레벨값이 된다. 

1. 발파진동 및 소음의 허용수준 적용 

가. 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수준 

(1) 미국의 허용수준 

미국은 주마다 적용기준이 다르나 대부분 미국 광무국(USBM)의 연구결과에 

기초하고 있다. 주파수 40 Hz를 중심으로 40 Hz 이상의 진동 주파수를 갖는 발파 

진동에 대해서는 5 cm/ sec, 40 Hz이하의 낮은 진동 주파수를 갖는 발파 진동에는 

손상 받을 확률이 높아 안전 수준을 l.2 cm/sec로 낮추어야 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를 요약하면 표 4.3.1과 같다. 

미국의 노천채광청 (OSM, Office of Surface Mining)은의 허용 기준은 그림 

4.3.1과 같으며 미광무국 기준과는 30 Hz의 진동 주파수를 경계로 하고 있음이 주 

된 차이이다. 

표 4.3.1 USBM의 제 안 (1980) 

Type of Structures 
Safety Level. in/sec 

f < 40 Hz f > 40 Hz 
Modem homes- drywall interiors 0.75 2 

Older homes- plaster on wood 
0.5 2 

lath for interior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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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 USBM 및 OSM이 제안한 허용 기준 

표 4.3.2. 독일 규제기준(DIN 4150 P따t 3, 1986) 

Vibration Velocity. Vi. in mrn/sec 

Foundation Plane of floor 

Type of Structure At a frequency of of uppermost 
full story 

< 10 Hz 10- 50 Hz 
50-100* Frequency 

Hz I11lxture 

1. Builcling used for comm- ercial 
purposes industrial building & building 20** 20 to 40 40 to 50 40 
of similar design 

2. Dwelling and building of simulation 
5 5 to 15 15 to 20 15 

and/or use 

3. Structure that, because of their 
particular sensitivity to vibration, do 

3 3 to 8 8 to 10 8 
not correspond to those listed in item 
1 & 2 and are of great intrinsic value 

주) */ 100 Hz, 이상에 대해서는 각각 40, 15, 8의 낮은 수치를 적용한다. 

**/ 3방향 성분중 큰 수치; 구조물 기초에서의 진동 수치 

(2) 독일의 허용수준 
독일은 1986년 기존 DIN 규격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주파수 특성을 고려하는 

표 4.3.2와 같은 수정안을 마련하였다. 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벡터합이 아닌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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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세 성분중 가장 큰 성분의 수치에 대한 것을 기준으로 하였다. 경계 주파수는 

10 Hz, 50 Hz 및 100 Hz로 하고 있다. 주파수의 고려에 있어서 미광무국과 개정된 

DIN 4150의 경우 모두 건물 인접 지반에서 측정한 최대 진동 속도를 기준으로 하 

고 있으며 DIN 4150의 건물에서의 최대 진동 속도는 주파수에 관계없이 건물 최상 

부층 바닥에서 측정한 진동의 수준으로 0.8 cm/sec 에서 4.0 cm/sec 까지의 값으로 

하고 있다. 

표 4.3.3. 통상 적용되어 온 국내 기준 

건물형태 허 용 기 준， cm/sec 

유적， 문화재， 컴퓨터 시설물 기준 0.2 

주택， 아파E : 실금이 있는 상태 0.5 

상가 : 금이 없는 상태 1.0 

철근 콘크리 E 빌딩， 공장 1.0 - 4.0 

(3) 국내 적용 기준 

국내에서는 발파 진동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조항은 아직 규정되지 않은 상태 

이며 서울시 지하철 공사 발파 작업에 통상 적용하고 있는 기준은 독일의 국가 표 

준서 DIN 4150(1971'건도)을 기초로 하였으며 진동 주파수에 관계없이 대상 구조물 

형 태 를 4종류로 분류하여 0.2 cm/sec 에 서 부터 4.0 cm/sec 까지 의 기 준을 적 용하고 

있다(표 4.3.3. 참조). 

표 4.3.4. 발파풍압에 의한 가옥의 피해 

발파풍압 세기 피해정도 

169 dB 유리창문에 파손이 시작 

171 - 174 dB 유리창문이 거의 파손 

177 - 178 dB 창틀이 파손되기 시작 

182 - 183 dB 창틀이 파손 

186 - 188 dB 기와장이 떨어진다. 

189 - 90 dB 지붕살장， 기퉁이 부러진다. 

197 dB 건평 15평정도의 가옥이 파손 

냐. 소음에 대한 허용수준 

발파에 의한 발파풍의 전파는 기상조건과 지형적 조건에 따라 민감한 영향을 

보인다.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도 20 dB까지의 차이를 가져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다. 미국의 광무국(1980)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설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안전 

한 풍압의 세기는 0.1 Hz filter를 가진 측정계기를 사용할 경우 134 dB, 2 Hz fil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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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진 측정계기를 사용할 경우 133 dB, 6 Hz filter를 가진 측정계기를 사용할 경 

우에는 129 dB로 제안된 바 있다. 

발파풍의 영향은 구조물의 창문에 가장 먼저 나타나며 발파풍에 의한 가옥의 

피해정도를 폭풍압 수준에 따라 분류하면 표 4.3.4와 같다. 

국내 일반 건설 및 생활소음과 관련된 기준은 표 4.3.5와 같다. 발파풍압은 일 

반 소음과는 다른 충격압으로서 일반 교통 공장 등의 소음규제를 적용하기는 곤란 

하다. 그러나 아직 기준이 설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표 4.3.5를 적용한다면 주 

간 작업의 경우 작업시간 2시간 미만에 대한 보정치를 고려하여 지역에 따라 80-

85 dB을 만족시켜야 한다. 

표 4.3.5. 국내 건설소음 규제기준 (제32조， 제57조 관련)， Leq dB(A) 

대상지 역 ------- 시 ~간---별-
조석 주간 야간 

05:00- 08:00 08:00-18:00 22:00- 05:00 18:00-22: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 

및 운동， 휴양지구， 자연환경보전지구， 학교，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병원， 공공도서관의 부지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농림지역， 준농림지역 
및 준도시지역중 취락지구이외의 지역， 미 70 이하 75 이하 55 이하 
고시지역 

비고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 발생시간(작업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 

는 +10 dB,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때는 +5 dB을 보정한다. 

2. 발과진동 및 소음 수준의 빼측 방법 

발파진동의 세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대별하면 i) 화약의 종류와 장약량， ii) 

발파원으로 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 iii) 암반의 역학적， 구조적 특성， iv) 천공패 

턴， 장약방법， 점화순서 둥의 발파방법이며 지역적 특성과 발파조건에 따라 다르므 

로 대상지역별로 발파조건에 따른 발파진동측정을 통하여 전파특성을 도출하여야 

한다. 

가. 발파진동의 수준 예측 방법 

최대진동속도의 예측식 : 

(1 ) 일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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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을 예측할 수 있는 

로 장약량 및 발파원으로부터의 

표현할 수 있다. 

PPV= kDaW c 

전파식은 진동의 속도성분으로 

거리를 주요 변수로 하여 다음 

표시할 때 

식과 같은 

일반적으 

유형으로 

여기서， PPV = 최 대진동속도(Peak Particle Velocity) , crn/sec 또는 mm/sec 

D = 폭원으로 부터의 거리， m 

w= 지발당 최대장약량， kg 

k , a, c = 자유면 상태， 화약의 성질， 암질， 발파 방법 둥에 따르는 상 
까‘ 
T 

(2) 환산거리를 이용한 식 

상기의 일반식은 거리를 장약량으로 

있다. 

PPV= k (삶) 

PPV=k 짧) 

여기서 n 감쇠지수 

환산한 형태로서 다음과 같이 표시할 

k = 화약류의 특성， 발파방법， 암반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 

/'
T 

하며 세 

계측된 현 

식을 선택 

거리를 장약량의 제곱근으로 환산한 형태의 것을 제곱근 환산거리라고 

제곱근으로 환산한 형태의 것을 세제곱근 환산거리라고 한다. 예측식은 

장자료로부터 회기분석을 통하여 각각의 상수를 구한 후 적합도가 높은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냐. 소음 수준 예측 방법 

발파풍압의 세기는 다음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n β 

rr '
.J- τ: 

여기서， 

P=k(훤호) 

n β 

Lp = a + log (짧) 

P sound pressure in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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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 = 뼈로 표시되는 수준， μ 뼈 = 20 log 10 (월) 

PO = 20 micro- Pa (음성 을 듣는 수준) 

제 4 절 노화도 광산 채 광발파 

1. 채광방법 

노화도 광산은 지하채광과 노천채광 두 가지 방법으로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각 채광방법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가. 지하채광 발파 

제 1현장 ramp way 굴진발파를 위한 일반적인 발파패턴은 다음과 같다. 

갱도단면 : 6(W) x 5(H) m 

심발 및 천공 방법 : 수평공 bum cut 

(무장약공 공경 102 mm 3공; 장약공 직 경 45 mm) 

천공장 : 3.8 m 

굴진장 : 3.4 m 

폭약 : ANFO + 다이너마이트(기폭제; 직경 28 mm) 

전색 : 안함 

뇌관 : LP 뇌관 

냐. 노천채광 발파 

노천채광은 수평공을 천공하여 장약， 발파하고 있으며(그림 4.4.1), 채광장과 인 

접하고 있는 민가(그림 4.4.2)에 줄 수 있는 피해를 고려하여 MS 및 LP 뇌관을 모 

두 이용하여 지발당 1개공씩 기폭시킨다. 

주요 제원은 다음과 같다. 

벤치높이 : 5m 

천공 방법 : 수평공 (장약공 직경 45 mm) 

폭약 : 에멀션 (직경 32 mm) + 다이너마이트(직경 25 mm) 

천공장 : 3.5 m 

최소저항선 : 1.2 - 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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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색:없음 

뇌관 : MS 및 LP 뇌관 

그림 4.4.1 수평천공후 장약작업 사진 

그림 4.4.2 채광장에 인접한 민가들 

2. 발파진동의 현장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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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광산에서 적용하고 있는 채광발파로부터의 진동 발생수준을 평가하기 위 

하여 진동계측을 실시하였다. 

가. 계측 장벼 

진동측정에 사용된 계측장비는 카나다 INSTANTEL사의 MiniMate Plus, 미국 

Geosonics사의 SSU2000DK, SSU3000LC 퉁이었다. 본 기기들은 발파진동 전용 장 

비로써 2 - 250 또는 300 Hz 사이의 지반진동을 측정하고 또한 동시에 발파에 의 

해 발생되는 발파용압을 측정할 수 있는 계측장비이다. 

기본적인 장비의 구성은 그림 4.4.2와 같이 폭원에서 부터 진행되어 오는 진동 

성분의 폭원방향과 수직방향(veπÌcal) , 진행방향Oongitu버nal) 및 접선방향 

(transverse) 둥 세방향의 지반진동을 감지하는 삼축 변환기와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발파풍압을 감지하는 소음계 그리고 측정을 제어하고 기록하는 모니터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각 진동발생에 대하여 세 방향성분에 대한 최대 입자속도， 최대 입자변 

위， 최대 입자가속도， 최대속도에서의 주파수， 최대 벡터합속도 및 최대 발파풍압 

(dB 또는 pSl단위)에 대한 정보를 프린트해 준다. 

톨동훤 
‘-

v 

L:L디톰itudine.l (펀햄방향 첩분j 
V : Vertice.l (펀햄밤향파 수펙젤분〉 
T Tre.nøv를:tB e(펀햄밤향과 렵전성분j 

그림 4.4.2 진동의 측정성분 

T 

L 

SSU2000DK는 디스크 드라이브를 내장하고 있어 측정된 진동파형을 디스켓에 

저장한 후 컴퓨터로 전송하여 자료처리를 하며， Micro-Seismograph는 계측후 메모 

리에 저장된 자료들을 다시 SSU-2000DK를 통하여 디스켓에 저장한 후 처리한다. 

측정 방법 에 는 수동방식 과 alarm방식 이 있으며 수통방식 은 push button을 통하여 작 

동시기를 조작하지만， al앙m방식은 측정시작시간과 종료시간을 장입함으로써 측정 

시간을 제어할 수 있다. 주요 계측장비의 제원은 표 4.4.1, 표 4.4.2와 같다. 

Seismograph를 사용하여 계측된 진동속도 파형과 발파풍 자료는 내장된 디스 

켓에 저장한 후 소프트워l 어를 이용하여 PC로 전송하여 분석하였다. 

Micro-seismograph를 사용하여 계측된 진동속도 파형자료는 Data Transfer 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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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하여 Seismograph에 내장된 디스켓에 저장한 후 PC로 전송하여 분석하였다. 

표 4.4.1 SSU-2000DK 진동 측정장비의 제원 

Range 126(Auto range) & 254 mm/s 

Seismic 
Resolution 0.01 in/s 
Trigger Level 0.6-30.0 mm/s 
Accuracy 3% 
Range 106-142 dB 

Microphone Resolution 1 dB above 112 dB 
(Linear) Trigger Level 100-148 dB 

Accuracy 1 dB 
A weight Range 40-110 dB 
Sampling Rate 1000. 500. 333 samples/s 

Event Storage 
Full Waveform Event 1 (intemaJ); 96 (disk drive) 
Summarv Events 20 (intem려) 

Frequency 2-250 Hz Ground & Air 
Response 
Full Waveform Fixed Record Modes Manual. single shot. continuous 
Recording Fixed Record Time 5. 10. 15 sec 
Dimension 9.5 in x 17 in x 7.5 in 

표 4.4.2 MiniMate Plus 계측장비의 제원 

Range 254 mm/s 

Seismic 
Resolution 0.127 -0.0519 mrn/s 
Trigger Level 0.127-254 mrn/s 
Accuracy 3 % at 15 Hz 
Range 88-148 dB 

Microphone Resolution 0.1 dB above 120 dB 
(Linear) Trigger Level 100-148 dB 

Accuracy 0.2 dB at 30 Hz and 127 dB 

A weight Range 50-110 dB 
Sampling Rate 1.024-16.384 samples/ s 

Event Storage 
Full Waveform Event 300 (standard) 
Summary Events 1.750 (standard) 

Frequency 2-300 Hz Ground & Air 
Response 

Fixed Record Modes Manual. single shot. continuous 
Full Waveform 

Fixed Record Time 1 to 100. 300 or 500 sec 
Recording 

Auto RecordTime 1 to 100. 300 or 500 sec 

Battery Life 
10 days continuous; 25 dsys 
w/ timer 

Dimension 9.5 in x 17 in x 7.5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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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3 지하 채광발파시 진박골에 설치한 진동계 

그림 4.4.4 노천 채광장내(하) 인접마을(상)에 발파 진동계를 설치한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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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5 노천 채광 발파 전 · 후의 모습 

냐. 계측 방법 

계측 장비는 지하 채광의 경우 채광막장에 가장 인접한 마을인 양하리 진박골 

마을과 현장 갱구부근 지반에 설치하였고， 노천 채광의 경우 채광장 내와 인근에 

위치한 민가를 중심으로 현장 주변 여러 개소를 선정하였다. 

지반이 단단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반용 스파이크를 부착하고 지반에 설치하였 

으며 채석장 내와 같이 암반인 경우에는 핸드 드릴을 이용하여 천공을 하고 설치하 

였다. 트리거의 수준은 지반진동 수준으로 대략 1.0 mm/sec으로 설정하였다. 

그림 4.4.3 및 4.4.4는 계측기가 설치된 모습들의 사진틀이며， 그림 4.4.5는 천공 

후 장약하는 작업과 발파후의 발파결과를 나타내는 사진이다. 

다. 계측 결과 및 분석 

(1) 발파조건 

b 지 하 r밍np way 굴진발파 (1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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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도규격 : 6(W) x 5(H) m 

- 천공장 : 3.8 m 

폭약 사용량 : 

ANFO 250 kg 

다이 너 마이 트(HiMITE， 28mm) 50 kg 

- 천공수 : 무장약공 3공 + 장약공 88공 

뇌관 사용량 : LP뇌관 88개 

0-2단 2개 , 3-7단 4개 , 8-17단 3개 , 18-25단 4개 

진박골 계측지점과의 거리 : 200 m 

ramp way 막장 해 발 - 100 ML (99.10 현 재 ) 

진박골 마을 해발 약 30 ML 

P 노천채광발파 
천공장 : 3.5 m 

- 폭약 사용량 : 

(1차， 5현장 상단) 뉴마이트 71 kg (32 mm) 

(2차， 5현장 최상2단) 뉴마이트 60 kg (32 mm) 

- 천공수 : 

1차 38공， 2차 34공 

- 뇌관 사용량 : 

1차 MS 0-15번 16개 LP 4-25번 22개 총 38개 

2차 MS 0-11번 127B , LP 4-25번 22개 총 34개 

(2) 계측파형 

Seismograph를 사용하여 계측된 진동속도 파형과 발파풍 자료는 내장된 디스 

켓에 저장하여 PC에서 출력하거나 자체 메모리에 저장시킨 후 PC로 전송하여 파형 

을 관찰하거나 처리하는 작업이 수행되었다. 

지하 rampway 굴진발파시 진박골 마을과 갱구 부근 지반에 설치한 진동계에는 

진동파형이 잡히지 않았으며 따라서 트리거 수준인 1.0 mmlsec 이하의 진동수준임 

을 보여준다. 

그림 4.4.6와 그림 4.4.7은 노천채광 발파시 계측된 진동파형을 출력한 예를 보 

여준다. 각 성분별 시간에 따른 속도의 이력과 성분별 최대진동수준， 최대진동이 나 

타내는 파형에서부터 산출된 주파수가 출력되며， 미국 USBM에서 제안된 허용수준 

과 계측된 수준과를 비교할 수 있는 그래프도 동시에 도시되어 있다. 

그림 4.4.8은 1차 현장 계측자료를 로그 로그 스케일로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 

서 X축은 세제곱근 환산거리를 나타내며 y축은 최대진동속도(mm1sec)측정된 세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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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성분과 벡터합의 진동수준이 도시되었다. 

1차 및 2차 현장 계측자료를 모두 도시하면 그림 4.4.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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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V VS. Cube Scaled Distance (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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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8 환산거리에 대한 최대진동수준 (1차 계측자료) 

(3) 진동발생특성 

회귀분석방법을 통하여 계측자료를 대표하는 식을 구하였다. 그림 4.4.9에서 직 

선은 각 성분별 자료를 대표하는 회귀션을 나타낸다. 회귀선은 1차 계측자료로부터 

산출되었다. 각 성분별 진동의 평균수준을 나타내는 회귀선의 식은 각각 다음과 같 

다. 

(가) 수직성분 진동: 

D -l.4176 ? 

PPV v = 63l.83 (규í3 ) , rι=0.81 

여 기서， PPV = 최 대진동속도， mm/s 

D = 발파원에서 계측지점까지의 거리， m 

w= 지발당 사용 화약량 (NewMITE) ,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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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2 적합도， 상관계수의 제곱 

(나) 진행성분 진동: 
n -l.닮88 

PPV 1 = 1145.4 (줍끓 ) r 2=0.96 

(다) 진행성분 진동: 

n -l.영93 

PPV t = 때3.18 (處 ) 섬% 

(라) 각 성분의 벡터합 진동: 

D -13787 2 

PPV sum = 851.24 (규7r ) 삼=0.95 

PPV VS. Cube Scaled Distance (81882) 

1∞ 

‘ñ I 1 IIIIIIII ! 
듣 10 I 1 11111111 . 1: 
←〉、

훌 織;
1 1 11111111 111 •1; 

o 
10 100 1αxl 

Scaled 다stance ， m'kg1/3 

1- Vertical - L。떼 

그림 4.4.9 환산거리에 대한 최대진동수준 (1차 및 2차 계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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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V vs . Cube Scaled Distance (B1 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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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4.4.10 각 성분별 계측자료를 대표하는 회귀션 

상기 식은 상관관계가 매우 높아 대상 광산에서 노천 채광 발파시 사용 화약량 

에 대해 일정거리 떨어진 지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진동의 평균 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지형적 영향이나 발파조건의 변화에 따라 

진동발생특성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진동수준의 변 

화여부를 점검할 펼요가 있다. 

이 예측식을 이용하여 채광장 인근에 위치한 구조물 또는 시설물에 따라 허용 

수준 이하로 발파할 수 있는 안전 장약량 설계 지침을 구할 수 있다. 설계지침으로 

는 평균수준의 예측식보다는 자료전체를 포함하는 상한선을 사용하는 것이 보다 안 

전하다. 

제 5 절 발파 파쇄암의 파쇄도 분석 

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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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 광물채굴， 발파 동에서 생성된 파쇄 암석편들의 파쇄도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며， 정확한 파쇄도의 측정은 서로 다른 화약， 발파패턴， 점화 

순서 및 점화방법 동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측정을 

실시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각 발파요소들을 최적화시킴으로써 채석경비를 절감시키 

는 것이다. 광산이나 채석산업에서 파쇄도에 대한 정확한 측정으로 과파쇄에 의한 

화약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과대한 암괴의 생성으로 운반 경비의 증가， 대괴의 생 

성에 의한 2차 발파나 파쇄를 위한 경비의 증가를 줄일 수 있다. 또한 적재 및 운 

반장비의 과대한 마모를 막기 위한 모니터링의 수단 및 최적화된 생산을 위한 수단 

으로 사용될 수 도 있다. 

이와 같은 파쇄도 측정을 위한 수단중의 하나가 영상처리시스템으로 digital 영 

상 처리기술의 발달로 많은 발전이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다. 이 영상처리기법을 이 

용하여 노화도 광산에서 노천채광발파후의 파쇄암석들을 대상으로 파쇄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2. 영상처리시스템 

가.개요 

영상처리(image processing)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2가지 목적을 위해 사용된다. 

@ 영상의 외관을 시각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 현재의 구조나 형태를 측정하기 위한 영상을 준비하기 위해서다. 

영상의 처리를 위해서는 색깔 또는 일정한 명암이나 edge에 의해 잘 정의될 수 

있는 특정들이 요구된다. 영상의 처리는 word processing 등과 같이 현재의 자료 

들을 생략하거나 가감시키는 것이 아니라 재배열하는 것이다. 디지털 영상처리시 

스템은 컴퓨터의 계산능력 향상과 영상처리 기술과 알고리즘 등의 기술개선 등으로 

연구분야뿐만 아니라 많은 산업분야에서 적용되어 지고 있다. 

영 상을 기 초로 하는 분석 방법 은 재 래 식 의 체 (sieving 혹은 screening)에 의 한 

분류법보다 아래와 같은 많은 장점을 갖는다. 

@ 많은 영상을 신속하게 취할 수 있고， 또한 신속하게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생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 값이 싸고 신속하기 때문에 많은 샘플을 분석할 수 있어 샘플링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 연구목적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의 발파에 의한 암괴들을 분류하고 

양을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영상처리는 암괴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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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처리 기술은 비파괴시험이기 때문에 체질에서 파쇄되기 쉬운 석탄이나 

방해석과 같은 연약한 암석이나 광물의 경우에 적합하다. 

또한 파쇄도 분석에서 영상처리 시스템과 관계되는 발생되는 오차들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에 의한 경우가 많다. 

@ 영상분석은 물체의 표면만을 보여주는 영상에 대해서만 이루어진다. 

@ 분석될 수 있는 입도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어떤 범위내에서만 한정된다. 즉 

큰 입도의 덩어리는 더 작은 입도로 나누어지고， 세립의 입자들은 더 큰 입자로 분 

류된다. 이것은 영상처리시스템의 가장 공통된 문제점이다. 

@ 특히 발파에 의해 형성된 muckfile 에서는 세립의 입도들은 과소평가가 이루 

어진다. 

측정의 부정확도를 줄이기 위해서는 샘플링의 범주와 서로 다른 물질의 성질에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특징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모든 시스템에서 가장 좋은 결 

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정이 필요하다. 그리고 어떤 특별한 시스템의 선택에서는 상 

대적인 정확성만으로 선택할 수 없다. 즉 암석입자의 측정목적， 기대되는 자동화의 

수준이나 유연성의 정도 또한 시스템의 가격과 같은 다른 요소들도 고려되어야 한 

다. 

냐. WipFrag 시스탬 

본 연구에서 발파 파쇄암의 파쇄도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된 영상처리 시스템은 

WipFrag 이며， 발파나 파쇄된 암석의 입도분석을 위한 것이다. 분석의 단계는 영상 

의 입력， 영상처리 및 연산， 결과분석의 출력단계로 나누어진다. 

야외에 고정으로 설치된 cameraLt camcorder로부터의 영상 그리고 사진 혹은 
digital file 등으로부터의 영상들을 사용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영상에 나타나는 각 

각의 파쇄된 암석들의 boundary를 EDV(Edge Detecction Variables)로 최적화하여 

가장자리를 탐색하지만 가장자리 탐색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한 수 

정도 가능하다. 이 시 스템은 2차원 net의 측정을 통하여 기하학적 확률을 이용하여 

3차원적인 분포를 추정할 수도 있다. 누락될 수 있는 세립자는 경험식에 의해 보 

정될 수 있다. 서로 다른 축적을 가지는 영상들을 조합하거나 서로 비교하기 위해 

서 zoom- merge mode를 사용할 수도 었다. 결과의 출력은 입도분포 그래프， 막대 

그래프 또는 사용자 정의의 도표 등과 같이 여러 형태의 출력이 가능하다. source 

가 칼라사진 일지라도 흑백의 grey tone의 영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 

다. Analog와 digital 영 상 모두를 처 리 할 수 있 고， Analog 영 상은 NTSC, PAL 및 

CCIR을 지 원 한다. digital image는 640x480x256 grey tone 이 나 768x574x256의 해 

상도를 가지는 BMP와 TIFF bit map의 영상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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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상처리 

영상처리는 파쇄 암석편의 영상을 탐색하여 암석편 외곽선들의 망을 구성하는 

binary image로 변환하기 위 해 사용된다. 

(1) block의 인식 

block의 모서리 인식은 다음과 같은 두 단계의 과정을 거친다. 첫 번째 단계는 

thresholding과 gradient operator의 사용하는 재 래 식 영 상처 리 기 술을 사용한다. 

operator는 암석 의 표면 이 밝은 성 질을 이 용하여 인접 한 block 사이 의 희 미 한 그림 

자를 인식하여 경계선을 찾는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에서 부분적으로 윤 

곽이 만들어진 블록에 대해 더 상세한 윤곽을 그리기 위해 여러 가지의 재구성 기 

술들이 사용된다. 

(2) Edge Detection Variables (EDV) 

영상처리의 각 단계에서 모서리를 찾는 과정을 최적화하기 위해 EDV라는 요소 

들을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다. 사용자는 연산과정의 단계마다 연산처리를 최적화 

하기 위해 미리 설정되어 있는 9개의 EDV의 변수들을 선택하거나 서로 조합할 수 

있으며， 이러한 조합들을 통하여 영상의 성질에 따라 더 많은 혹은 더 작은 모서리 

들을 추출해낼 수 있다. 더 큰 edge를 선택함으로써 주어진 영상내에서 edge를 

생략하게 되는 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더 작은 edge를 선택함으로써 주어 

진 영상내에서 잘못된 edge의 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더 높은 정밀도가 요구될 

때는 net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수작업에 의해 편집을 실시할 수 있다. 원 암석 

편들의 영상위에 net를 overlap 시켜줌으로써 수작업에 의해 잘못 인식된 외곽선 

net를 수정해줄 수 있다. 

(3) net의 신뢰도 향상을 위한 수정편집 

보다 높은 정확도가 요구되는 작업공정에서는 수작업의 수정편집에 의해 net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편집도구에는 다각선 및 선긋기， 선지우기， 면지우기등이 

포함되어 있어 잘못 인식된 모서리를 제거하거나 누락된 모서리를 그려줌으로써 

net를 완성시킬 수 있다. 본래의 암석영상위에 net를 overlapping 시킬 수 있기 때 

문에 net의 신뢰도를 사용자가 항상 평가할 수 있다. 

라. 분석방법 

WipFrag를 이용할 때 요구되는 상대적인 정확도， 시간， 가용 가능한 자원에 따 

라 3가지의 분석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WipFrag는 3- D 분포를 나타내기 위해 기 

하학적인 확률이론을 사용하기 때문에 각 영상위에서 더 작은 입자들이 종종 누락 

될 수 있다. 이러한 작은 입자들은 해결하기에 너무 적거나 큰 입자들 뒤에 숨겨져 

보이지 않는 경우들이다. 누락된 입자들의 비율은 변화가 매우 크고 예상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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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해결책 중에 하나를 사용한다. 

(1) 기본방법 

기본방법은 가장 빠르게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수작업에 의한 영상 

의 수정편집이 선택사양일지라도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영상을 취하여 수정이나 보 

정없이 간단하게 분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서로 비교를 위한 목적(예를 들면 

서로 다른 두 화약의 종류에 의한 발파결과의 비교)에 적합하고 등급이 좋지 않은 

분포에서 좋은 결과를 제공하지만， 등급이 좋은 분포에서는 결과가 더 큰 입도쪽으 

로 편향될 수 있다. 

(2) 보정방법 

기본방법과 같이 경험적인 보정방법도 빠른 결과를 제공한다. 이 방법도 하나 

이상의 영상을 취하여 수작업에 의한 수정이나 또는 수정없이 분석이 이루어진다. 

이 작업은 경험적으로 도출된 Rosin - Ramler(R - R)의 보정이 적용된다. 실제 분포 

를 나타내는 R- R 곡선의 경사를 추정함으로써 적절한 보정요소가 선택되어 진다. 

이 방법은 기본방법보다는 정밀하고 분석이 빠르고 간단하나 분석전에 보정요소를 

추정해야만 한다. 

보정요소들은 다음과 같은 방법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 측정에 적합한 암종과 조건하에서 사용자에 의해 실시된 slevmg시험 

ø WipFrag에서 제공되는 default 보정 

(3) zoom merge mode를 사용 

(3) zoom merge 

앞의 두 방법과는 달리 이 방법은 가능한한 정확한 측정이 제공되어야 하며 많 

은 시간이 요구된다. 가장 정확한 해를 얻기 위해서 서로 다른 축적의 여러 영상이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마.영상분석 

(1) 암석편의 면적 계산 

영상작업의 마지막 작업단계에서 블록의 가장자리 윤곽선 net를 통하여 블록의 

단면적과 형상요소가 계산되어진다. 

(2) 2-D로부터 3-D의 재 구축 

분석의 초기단계에서는 측정된 2차원 분포는 40개의 동급으로 세분화된다. 2-D 

에서 3-D의 전환은 기하학적 확률(Maerz， 1996)의 개념을 사용하여 각 둥급마다 수 

행된다. 초기에는 분포가 3- D 빈도분포로 전환되고 다음에는 가중치 퍼센트 기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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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환되고 마지막으로 누적 가중치 퍼센트 분포로 전환된다. 

(3) 결과출력 

분석결과는 그래프의 형태나 컴퓨터 화면의 hard copy 형태로 출력이 이루어진 

다. 

바. 오차의 근원 

입도분석 시스템에서 생기는 오차는 주로 샘플링오차， 불량한 edge net의 신뢰 

도 및 누락된 미세 입자와 같은 3가지 요인에 기인한다. 

(1) 생플링 오차 

모든 오차중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를 시킬 수 있다. 이러한 오차는 발파작업 후 

에 생성된 큰 암괴와 작은 암석편이 많이 분포되는 지역의 차이가 발생하기 때문에 

카메라의 초점위치를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오차가 달라진다. 

(2) 파쇄편의 불명확한 묘사 

각 암석편들에 대한 불명확한 묘사는 잘못된 결과의 낳게 되며， 다음의 두 요인 

의 조합으로부터 일어난다. 

φ 불량한 영상 즉 너무 낮거나 너무 높은 대비， 너무 작은 입자들， 불충분하 

고 고르지 못한 조도， 영상에 비해 너무 작은 암석편의 영상 등 

@ 암석표면에 나타나는 많은 구조 조직들: 암석편들 사이의 그림자와 마찬가지 

로 암석표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림자나 색상 및 층리 또는 편리 등 

이와 같은 암석편들의 분명하지 못한 묘사들은 다음과 같이 과장되어 나타나기 

쉽다. 

@ 작은 암석편들이 집중되어 있는 그룹은 하나의 블록으로 인식되어 실제의 

입도보다 과대평가 된다(fusion). 

@ 하나의 큰 블록이 하나 이상의 블록으로 인식되어 실제의 입도보다 과소평 

가가 이 루어 진다 (disin tegra tion) . 

그러나 분석에서 disintegration과 fusion이 발생되는 상대적인 양은 서로 보완 

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분석에 있어서 심각한 문제는 일으키지 않는다. 

disintegration과 fusion의 영향은 조심스러게 EDV의 요소들을 선택함으로써 감소시 

킬 수 있고 또한 수작업에 의한 net의 수정으로 이러한 영향들은 제거될 수 있다. 

(3) 미세 입자의 누락 
분포에서 가장 적은 암석편들은 영상에서 윤곽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암석편들이 영상의 크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너무 적거나 큰 암괴 뒤에 가려지기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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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며， 실제보다 입도분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분명하다. 상대적으로 좁은 계급 

값을 갖는 분포에서는 이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계급값이 상대적으로 큰 분 

포에서는 미세편이 생략되기 쉽다. WipFrag에서는 실험에 근거한 보정을 사용하거 

나 서로 다른 여러 축적에서 관찰된 영상들을 처리함으로써 미세편의 누락의 문제 

를 해결할 수 있다. 

(4) 기타 오차의 요인 들 

분석에서 생길 수 있는 오차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사진의 원근 오차 (망원사진을 이용함으로서 오차를 줄일 수 있다) 

(2) operator의 오차 : 다른 EDV setting의 사용， 2차 수작업의 편집 정도 둥에 

따라 조금씩 달라질 수 있다. 

3. 파쇄도의 예상 

파쇄도는 발파된 암석편의 입자의 크기분포로 정의된다. 채광의 종류에 따라 

요구되는 암석입자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를 들어 노천채광의 경우 광물이 

너무 잘게 파쇄되며 폐석의 발생이 높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못하다. 발파에 의한 

파쇄작업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주어진 조건하에서 대략적일지라도 파쇄암의 예상 

크기에 대한 사전지식이 요구되지만， 정확한 예상을 할 수 있는 방정식이나 방법은 

없다. 

그러나 파쇄도 예상을 위해 널리 사용되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모델이 있 

다 

가. Larsson의 식 

&0이나 발파암편의 50%가 통과하는 정방형의 grid 크기를 구하기 위해 

L따sson(1973)에 의해 다음과 같은 식이 제안되었다. 

Kso = s X e (0 .58lnB - 0.1451n (S/ B) - 1.18ln(CE/c) - 0.82) 

여기서， B: 최소저항선 (m) ， S/B: 간격과 최소저항선의 비， CE: 비장약량 

(kg/ m' ), c: 암석 계수 s blastibility 상수 (암반의 등방성 과 불연속면과 관계 되 

는 요소， 절리암반 s=0.55, hair crack을 가지는 보통 암반 s=0.50, 대체로 동방질 암 

석 s=0.45, 등방질 암석 s=0.40) 

냐. SVEDEFO (Swedish Detonic Research Foundation)의 공식 

Larsson의 식은 전색 높이와 벤치높이의 효과를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에 

SVEDEFO는 한 항목을 첨가하여 다음과 같은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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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 、 2.5 (0 잃 m에잖- 1.18lnl 양 1 - 0 없) 
K50 = s X [1 + 4.67 t L) ] X e ’ i 깅 l C J 

다. KUZ-RAM 모텔 

이 모텔은 Rosin -Rammler의 크기 분포곡선과 Kuznetsov에 의해 제안된 발파 

로부터 구해지는 평균 입자크기를 기초로 하여 C. Cunningham (1983)에 의해 개발 

되었다. 

(1) Kuznetsov 

Tb=Fr X [ 짧] X Q융 
Tb 평균 입자 크기 (cm) ， Fr Rock factor(극연암 =3, 연암=5， 보통암=7， 균열 

이 있는 경암=10， 극경암=13) ， VRo : 발파공당 파쇄되는 암반체적 (m') ， 

Q: 발파공당 화약장약량과 동일한 에너지의 TNT의 양(kg) ， Qb: 발파 

공당 장약량(kg) ， PRP(Realive weight Strength) : 화약의 상대무게강도 

(ANFO=l00, TNT=115) 

Q= Jlb XPRP 
115 

Kuznetsov의 식은 다음과 같이 변환된다. 

1요 

0.8 융 r 115 1 30 T b = Fr X CE-v,o X Q 0 X I 늄훈 | 
CE : Powder factor (kg/m') 

2) Rosin-Rammler의 식 
-( T ,/ T bc ) “ pc= e 

여기서， PC: 스크린 Tb위에 남는 물체의 비율， Tb 스크린의 크기， 

Tbc : 특정 크기， u 균질성 지수 

Kuznetsov의 식 이 Tb의 평 균값을 나타낼 때 는 PC=0.5 이 므로 
-(T,/Tbc )" 

0.5 = e 
그러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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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c = Tb 1/u 이 된다. 
(0.693) 11 

(3) C. Cunningham의 식 

U 값은 입도분포 곡선을 결정하며 일반적으로 0.8에서 2.2의 값을 가진다. 높은 

값은 균질한 입자를 나타내고 반면에 값이 낮아질수록 overSlze 뿐만아니라 세립자 

의 양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친다. 

Cunningh없n(1987)에 따르면 U를 계산하는 알고리즘은 다음과 같다. 

lL흐LJ1.， O.51 v r ，_"， I Pl vr Ilf-1cl μ = [2.2-14B/D] x [( lT2;)ID)O.5] x [1 -Ep/B]x[ "1 I' c' +O. l] O . l X 콰 
여기서 ， D 발파공직경 (mm) ， B: 최소저항선(m) ， S: 공간격 (m) ， 

1 : 총장약길이 (m) ， lf : 바닥장약길이 (m) ， lc: 주장약 길이 (m) ， 

H: 벤치 높이， Ep 천공오차에 따른 편차 

파쇄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은 암반의 특성， 비장약량， 단위 천공율， 점화순 

서， 점화간격， 암반의 불연속면의 분포 둥이 있으나， 이러한 요인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며 보다 나은 규명을 위해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장 

약량을 증가시키면 보다 나은 파쇄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비산， 소음 및 진동과 

같은 발파재해가 증가될 수 있는 요인이 된다. 일정한 비장약량에서 최소저항선이 

커질수록 파쇄 입자의 크기는 증가한다. 장약량이 적을 때는 최소저항선선에 따른 

파쇄입도의 차이는 크지만 비장약량이 높아질수록 이 차이는 줄어든다. 천공의 정 

확도도 파쇄업도에 영향을 미친다. 

4. 노화도 민경산업의 채광발파의 파쇄암 분석 

가-개요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노화도 민경산업 채광장에서 실시된 채광발파후의 파 

쇄암석들을 대상으로 파쇄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source가 되는 파쇄암의 

영상은 디지털 카메라로 현장에서 촬영한 디지털영상을 graphic s/w를 이용하여 

640x480x256 grey tone의 흑백영상(그림 4.5.1 .a 참조)으로 제작하여 파쇄입도를 분 

석하였다. 

발파에서 얻어진 파쇄암의 영상은 상단으로 표시되는 발파와 하단으로 표시되 

는 발파로 나누어 설명한다. 그림 4.5.1 . a)의 경우는 하단발파의 결과에 대한 사진이 

고， 그림 4.5. 1.b)는 WipFrag에 의해 자동으로 인식하여 형성한 auto net를 수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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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수정으로 실제 발파파쇄 암석편의 가장자리를 표시하는 net를 나타내는 것 

이다. 

a) 실제사진 

b) 수정 net 
、Y

그림 4.5.1 파쇄암의 사진 및 net구성의 비교도 (하단) 

실제 WipFrag에 의해 자동으로 인식하여 형성한 auto net와 많은 오차를 나타 

내는 것은 큰 암괴의 경우는 암괴에 나타나는 그림자 등에 의해 보다 훨씬 적은 암 

석편으로 인식되는 disintegration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쇄암편의 입 

자분포를 나타내는 막대그래프(그림 4.5.2 및 그림 4.5.3)에서 auto net와 수정 net사 

이의 입자 크기의 분포가 서로 달라진다. auto net에 의한 입자분포가 수정 net에 

의한 암석편의 입자분포보다 큰 암괴를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낸다. 

노화도 민경산업의 노천발파에서는 발파의 비장약량이 O.49kg/m' 이었다. 발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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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파쇄 입도의 분포에서 최소입자의 크기는 5cm 이하로 별로 의미가 없고， 하단 

의 경우 최대입자 크기는 170cm이고 평균 입자크기는 106 :t 58cm이다. 또한 상단 

에서의 발파의 경우는 최대입자 크기는 155cm이고 전체적으로 평균 입자크기는 91 

:t 36cm로 대략 1m 내외의 입도 크기를 보이고 있다(표 4.5.1). 

표 4.5.1 발파에 의한 파쇄암의 입자분포 현황 

발파파쇄암의 크기 하단 상단 

최 소 크 기 (cm) 2.8 4.7 

최 대 크 기 (cm) 169.6 155.1 

평 균 크 기 (cm) 106.3 90.7 

표 준 편 차 (Cm) 58.3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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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2 발파파쇄암의 입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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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3 수정된 net에 의한 발파 파쇄암의 누적 입도분포 

표 4.5.2 발파파쇄암의 전체중량에 대한 각중량별 입자분포의 크기 

누적중량 (%) 
해당크기 업자크기 (Cm) 

하단 상단 

10 25.5 34.5 
25 43.6 53.3 
50 88.4 84.1 
75 145.9 109.8 
90 158.5 121.4 

기울기 (n) 1.36 100.7 
절편 (Xc) 2.80 2.67 

표 4.5.2, 그림 4.5.3 및 그림 4.5.6은 상단 및 하단의 발파에서 생성된 파쇄암의 

누적무게별 입자분포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예를 들어 D50의 의미는 파쇄된 

암석의 전체 무게에 대해 50%를 통과한 입자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이다. 전체중량 

의 50%를 통과한 파쇄암의 입자의 크기는 하단에서84.1cm이고 상단에서 88.4cm로 

파쇄된 암석의 전체 무게에 대해 중앙에 위치하는 입자의 크기가 약 80-90cm 임 

을 나타내는 것이다(표 4.5.2, 그림 4.5.6). 
노화도 민경산업의 채광발파에서 생성되는 발파파쇄암의 입도분포는 평균크기 

는 1m 내외를 나타내고， 발파에 의해 파쇄된 암석의 총중량의 50%를 통과하는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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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크기는 0.8-0.9m로 입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차 파쇄를 위해 선광장에 요 

구되는 업자의 크기는 70-80cm이고 최대 100cm이하이어야 한다. 따라서 발파에 

의해 파쇄된 파쇄암의 평균 크기가 1m이고 총중량의 50%를 통과입자의 크기가 O. 
8-0.9m임을 고려할 때 채석장에서의 2차 파쇄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발파진동 및 소음에 따른민원의 문제에 의한 제한된 화약량의 사용， 수평천 

공에 의한 발파작업， 불연속변을 고려하지 않은 발파방향 등 복합적인 문제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a) 실제사진 

b) 수정 net 

그림 4.5.4 발파파쇄 암의 사진 및 net구성 의 비 교도 (상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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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5 발파 파쇄암의 입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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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6 발파 파쇄암의 누적 입도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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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노화광산 통기 시스템 검토 및 개선 

1. 통기현황 

+57ML Ramp Way 갱구로 입기 되어 5， 6편 작업장을 지나 지표 +56ML통기갱 

구로 50Hp선풍기를 이용하여 배기 시키고 있으나 채광작업으로 인해 형성된 갱도 

가 통기갱도와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어 통기계통이 확립되지 않아 갱내에 설치된 

국부통기가 돌림바람으로 주통기에 연결되지 않고 있다. 

통기계통상 종업원의 호흡에 펼요한 공기량은 부족하지 않으나 발파 배연시 잘 

배기되지 않아 문제가 있다. 주요개소의 통기 측정결과는 표 4.6.1과 같다. 

2. 갱내 통기 분석 

가. 갱내 통기망 분석 

본 광산의 통기계통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기갱도에 대한 통기 단면적， 주변장， 

거리 및 통기저항 마찰계수 K치를 조사하여 각 갱도별로 통기마찰저항(MW)을 계 

산하고 표 4.6.2와 같이 입력자료를 작성하였다. 이와 같이 조사 측정한 값을 참고 

해서 계산한 자료를 근거로 전산 해석한 결과는 그림 4.6.1과 같다. 

표 4.6.1 주요개소 통기 측정 결과 

갱도 
단면적 τ %4누- τ n: 그‘f1r- 온도 습도 

비고 
(m2) (m/s) (m3/ rnin) rc) (%) 

Ramp Way 갱구 26.13 0.68 1066.1 22.6 81.9 입기 

5편 입구 30.0 16.9 74.6 
통기갱도 하부업구 4.37 4.18 1096.0 16.9 74.6 -30ML 

6편 입구 30.0 16.5 79.7 -41ML 
7편 입구 30.0 15.3 81.2 -55ML 
8편작업장 30.0 18.3 71.3 
9편작업장 30.0 20.7 61.2 

통기갱구(철풍관) 1.13 18.3 1240.7 15.8 68.9 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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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6.2 입력자료 

절점 번호 단면적 (mι) 거 리 (m) 저 항(MW) 온 도CC) 

1 11 30.0 566 0.620 22.6 
11 12 30.0 222 0.250 16.9 
12 17 30.0 108 0.120 16.5 
17 18 30.0 169 0.190 15.3 
18 19 30.0 153 0.170 16.9 
19 22 30.0 50 0.040 18.3 
18 21 30.0 65 0.050 16.9 
17 20 30.0 120 0.090 15.3 
12 16 30.0 125 0.090 16.5 
21 22 30.0 76 0.080 20.7 
21 20 30.0 60 0.070 18.3 
20 16 30.0 60 0.070 16.0 
16 13 30.0 11 0.010 16.0 
11 14 30.0 63 0.050 16.0 
13 14 30.0 48 0.040 16.0 
14 15 30.0 22 3.730 16.0 
13 15 4.0 70 3.810 16.9 
2 15 4.0 165 28.050 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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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 전산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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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1과 같이 현재 50Hp Fan을 가동하고 있으나 계절에 따른 자연통기의 

영향을 받고 있으므로 통기계통이 형성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입기(사갱)， 배기갱 

도와 연결되는 갱도를 차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냐. 일반적 갱내 소요통기량 산정법 

(1) 갱내 작업자 수를 기준으로 한 소요통기량 

갑종탄광의 경우 국내 광산보안법규로 입갱인원 1인당 최소3m3/min이상이고 여 

타광산은 법의 규정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작업시에 필요한 공기량은 노동의 종류에 

따라 대체적으로 1.2 - 2.4 m3/min이며 또 다수 인이 같은 장소에서 작업할 때 토 

출한 공기의 일부를 다시 흡입하지 않고 신선한 공기로 호흡하면 0.7 - 2.0 

m3/min의 공기가 필요하다. 

- 1 일 생산량 결정 

- 1 일 입갱인원 : 1일생산량!OMS 

- 1 일중 동시 최대 입갱인원 : 대략 1일 입갱인원/2 

- 입갱인원 소요풍량 3 m3/min 

- 소요 통기량 : 1 일중 동시 최대 입갱인원수 x 1 인당 소요풍량 

10 x 3 = 30 m3/min 

(2) 가연성가스 용출량을 기준한 소요통기량 

본 광산은 비금속광산으로서 채굴광체 및 모암동 지층에서 가연성가스 용출량 

은 거의 없으므로 생략함 

(3) 갱내 온도를 기준한 소요 통기량 

본 광산은 갱내 작업장 기류 온도가 21 0C를 넘지 않기 때문에 온도냉각을 위한 

입기량은 필요 없으므로 생략함 

다. 갱내 디첼장벼를 기준으로 하는 소요통기량 

본 광산은 갱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디젤장비는 Dump truck(r.p.m. 2,200, 최대 

출력 234kw) 4대， LHD(r.p.m. 2,100, 최대출력 243kw) 1 대 그리고 Loader(r.p.m. 

2,200, 최대출력 178kw) 1 대이다. 

소요통기량 산출법에는 장비당 배출가스를 허용농도 이하로 희석하기 위한 

소요통기량 계산법에 의한 방법과 많은 광산에서의 측정 및 계산결과동의 경험치를 

바탕으로 제안된 설계계수(김복윤 외， 1994) 즉， 갱내 동시 가동디젤장비 대수의 단 

위출력 (kw)당 3 m3/mi마(w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123 



LHD를 가동할때는 Loader는 작업하지 않고 LHD와 Loader는 둘중의 하나만을 

가동하고 있으며， 일 작업시간은 4시간이고 Truck은 4대가 웅직이고 있으나 갱내에 

는 2대가 있는 것으로 장비의 동시 최대 가동대수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경우를 상 

정하여 소요통기량을 계산하였다. 

첫째， Truck 2대 

LHD 1 대 

둘째， Truck 2대 

Loader 1 대 

첫 번째의 경우 : Q=(234+234+243) x 3 x 50% = 1066.5m3/min 

두 번째의 경우 : Q=(234+234+ 178) x 3 x 50% = 969 m3/min 

따라서 일반적인 갱내 소요통기량과 갱내디젤장비를 기준한 소요통기량 중에서 

제 일 많은 1066.5m3/min를 소요통기 량으로 정 한다. 

이와 같은 소요통기량은 실 통기량과 동일한 수치이나 전산해석상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1) 통기계통 미확립 
채광작업으로 인한 채굴적이 통기갱도로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어 주작업을 수 

행하고 있는 1개편을 제외하고 그 외의 Level의 갱구는 차단 또는 차단벽에 풍문을 

만들어 조절되여야 하며 입기갱도의 단면적 (30m')에서 5, 6편 배기갱도의 단면적 (4 

m') 이 축소되어 하부의 갱도에 통기계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2) 돌 림 바 람(차풍) 
현재의 통기망 해석결과 7편 하부에서는 돌림바람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갱도 

차단에 따른 저항을 주지 않고는 해석이 곤란하다. 

3. 통가 개선안 

9편에서 지표로 통하는 통기수갱을 굴착할 경우 그림 4.6.2에서 9편 (19-22)갱 

도에서 단면적 30m' ’ 거리 50m로 하여 (22-27) 갱도를 연장하고 직경 2.4m(단면적 

6.230m') 통기숭을 상부80ML에 굴착(27-5)한 다음 5， 6, 7, 8편을 100-

20ümurgue가 되도록 차단하는 조건으로 계획을 세운다면 통기망 해석한 결과 그 

림 4.6.2와 같이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현재와 같은 생산과 장비를 투입했을 경우를 예상한 것이고， 그 이후의 

계획은 장비에서 배출되는 가스량의 측정과 계절별 통기량의 측정이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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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2 통기 개선안 

제 7 절 채광법 개선안 

1. 지하채광발파 

발파패턴을 결정하는 경험식들은 많이 제안되었으나 현장조건이 동일하지 않으 

므로 대상 광산에 적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없으며 적용결과에 따라 관련 설 

계변수들을 변화시켜 보면서 최적화된 패턴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 

다. 대상 광산의 경우 민가가 인접하여 있어 설계시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진동 

발생특성을 보면， 현 채광심도에서 가장 인접한 민가지역에서의 진동수준은 주어진 

발파패턴하에서 (LP 뇌관， 지발당 약 13.6 kg) 1.0 rnmIsec 이하로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이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진동발생 특성을 상세히 분석하기 위 

해서는 더 많은 계측자료가 필요할 것이나 향후 채광심도는 점차 깊어짐에 따라 현 

발파패턴을 유지한다면 동일한 패턴하에서 진동수준은 더 작아질 것이 예상되므로 

그 영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소음의 경우 지하 발파이기는 하지만 암반중을 통하여 전달되는 음이 감지되고 

있으며 LP 뇌관을 사용함으로써 발생시간이 길어짐에 따라 인체에서 느끼는 정도 

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시차를 조절해 보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Ramp way 굴진 발파패턴에서 102 mm 무장약공 3공을 천공하는 것은 갱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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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크기를 고려할 때 개선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무장약공은 많을수록 파 

쇄 및 굴진장에 좋은 영향을 주지만 천공시간이 길어지고 천공비용이 증대한다. 적 

정 무장약공 수와 적정 패턴은 여러 가지 변수들이 관련되어 있어 일련의 계획된 

시험발파를 통하여 도출되어야 하지만 본 보고서에서는 향후 시험발파 계획시 설계 

변수 검토에 활용할 수 있도록 Holmberg(1982)가 제시하고 Olofsson(1990)이 단순 

화시킨 스웨멘 이론을 근거로 한 기본 계산방법을 기술한다. 

무장약공 1공을 천공하는 four section cut의 설계 예를 통해 천공 

약량 산정을 해 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발파당 굴진장 

패턴과 장 

발파당 굴진장은 무장약공의 직경과 장약공의 편차(angular 

경우 평균 굴진 

천공 각도 

미만인 

있다. 

deviation of drilling)에 영 향을 받는다. 천공의 편차가 2% 
장은 천공장의 95%까지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x= 0.95 H 

H = 0.15 + 34.1 D - 39.4 D2 

X: 발파당 굴진장， m 여기서， 

H: 천공장， m 

D: 무장약공 직경， m 

만일， 대구경의 무장약공 한 개를 사용하지 않고 소구경의 

이를 대신할 때는 다음의 환산식을 이용한다 

D= D’ J감 

여기서， D: 한 개의 무장약공으로 환산된 공경.m 

D ’ : 무장약공 직경 

n 무장약공 수 

무장약공 여러 개로 

표 4.7.1 무장약공 형태에 따른 굴진률 95%에서의 최대굴진 가능 길이 

Iþ mm 2X57 75 83 2X69 100 2x75 110 125 150 200 
Double spiral 3.1 3.0 3.3 3.8 3.8 4.1 4.1 4.5 5.1 6.3 

4 section 2.6 2.5 2.7 3.2 3.2 3.4 3.4 3.8 4.4 5.4 

3 section 2.5 2.4 2.6 3.0 3.0 3.2 3.2 3.6 4.2 5.1 
Täbv 2.2 2.1 2.3 2.6 2.6 2.8 2.8 3.1 3.6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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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섬발공 및 섬발 확대공의 장약량 계산 

무장약공 1공을 이용하여 자유면을 확대시켜 나가는 four section cut의 대표적 

인 천공 패턴은 그림 4.7.1과 같다. 무장약공과 첫번째 section의 장약공 사이의 중 

심 거리는 암석의 파쇄도와 파쇄된 암석의 이동을 고려할 때 무장약공의 직경의 

1.7배를 넘어서는 안된다(Langefors and Kihlström, 1963). 암석의 파쇄도는 폭약의 

종류， 암석의 성질 및 무장약공과 장약공 사이의 중심 거리에 큰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첫번째 section의 장약공과 대구경의 무장약공 사이에 허용할 수 있는 최대 저 

항선， B[m]는 다음과 같이 설계된다. 

B = 1.7 D 

• • 
• 

• 
• 
• 
• 

. 
。
.

• 
•• • 

• 
• .‘ 

그 림 4.7.1 four section cut의 천 공 패 턴 

무장약공과 장약공의 중심거리와 무장약공 직경과의 관계에서， B1<1.5D이면 암 

석은 깨끗이 파쇄되고， 1.5D<Bl <2.1D이변 암석은 단순히 파쇄되며， Bl>2.1D이면 

암석은 소성 변형만 일으키며 파괴되지 않는다. 또， B1<D인 경우에는 지나친 과장 

약으로 파쇄암이 무장약공 속에서 소결되어 오히려 섬발 이 실패하게 된다. 따라서 

무장약공과 첫번째 section의 장약공 사이의 중심 거리， 즉 저항선 Bl[m]을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이 설계하기도 한다. 

Bl 1.5 D 

그러나 천공시 1% 이상의 편차가 발생할 경우 저항선은 천공 오차(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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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or)를 고려하여 계산하여야 한다. 천공 오차 e[m]는 천공의 편향에서 기인되는 

각도 면차(angular deviation)와 천공의 위치 선정에서 기인되는 오차를 고려한 값 

이다. 

e- a.H+ e’ 

여기서 a 천공 각도 편차， m/m 

H: 천공장， m 

e’ : 천공 위치 오차， m 

이와 같은 천공 오차가 예상될 때 장약공을 최대 저항선 B=1.7D 만큼 떨어진 

곳에 천공하고자 하면 천공 오차의 영향으로 저항선 Bl은 다음과 같은 범위의 값 

이 된다. 

B-e ~ B1 ~ B+e 

상기 식에서 보면 저항선 Bl이 최대 저항선 B를 e만큼 초과할 수도 있어 앞의 

조건에 위배된다. 즉， 어떤 장약공의 저항선은 최대 저항선보다 클 수는 없으므로 

첫번째 section을 이루는 장약공의 저항선은 최대 저항선에서 천공 오차를 뺀 값으 

로 설계한다. 

B1 B-e 1.7D-e 

저항선 Bl으로 설계된 장약공을 실제로 천공할 때 천공 오차가 발생하면 다음 

식과 같이 실제 저항선은 최대 저항선과 같아질 수 있다. 

B-2e Bl-e~Bl~Bl+e B 

따라서 약장약에 의한 발파 실패를 피하기 위해서는 심발 공의 장약 밀도는 최 

대 저항선을 기준으로 설계되지 않으면 안된다. 

r B , 1.5 r T"> D , r c , 
1 = 55d.! ~! .! B-느 !'!,,".! l D J l LJ 2 J l 0.4 J RUSANFO 

여 기서 장약 밀도， kg/m 

d: 장약공의 직경， m] 

c 암석 계수 

RWSANFO ANFO에 대한 사용 폭약의 상대 중량 강도(rela디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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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strength) 

약포형 폭약은 대개 그 크기가 정해져 있다. 이는 어떤 폭약의 장약 밀도가 미 

리 정해져 있음을 의미한다. 상기 식은 장약 밀도를 최대 저항선의 함수로 보고 있 

으나 반대로 저항선을 장약 밀도의 함수로 변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용할 폭약이 

선정되면 폭약의 장약 밀도와 무장약공의 직경 등에 의해 변환된 식에 따라 최대 

저항선을 계산할 수 있다. 

심발공의 전색장 Ho는 장약공의 직경으로부터 구한다. 

Ho = 10 d 

위와 같이 설계된 첫번째 section을 발파하면 단면이 사각형 형태인 공동이 형 

성된다. 생성된 공동의 표면은 다음 발파의 자유면으로 사용되며 천공 오차가 없었 

다면 첫번째 section의 폭， Wl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쩌 = .f2 Bl 

두 번째 section은 첫번째 section의 발파로 생성된 새로운 자유면을 기준으로 

설계된다. 첫번째 section의 발파로 형성된 자유면의 폭이 Wl이라면 두번째 section 

을 이루는 장약공의 최대 저항선 B는 다음과 같다. 

2 _1 liJií • /. RW SANFO 
B = 8.8x lO- ι V 1 d. C 

여기서， 

B: 저항선， m 

Wl : 자유면의 폭， m 

1 : 장약 밀도， kg/m 

RWSANFO : ANFO에 대한 사용 폭약의 상대 중량 강도 

d: 천공 직경， m 

c 암석계수 

하지만 첫 번째 섹션을 이루는 장약공의 천공시 천공오차가 발생할 경우 자유 

변의 폭， Wl는 다음과 같은 범위의 값이 된다 . 

.f2 (B1 - e) ::;; 쩌 = .f2 Bl ::;; .f2 (B1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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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자유면의 폭이 천공오차에 의해 하한과 상한을 갖는 범위의 값이 된다. 터 

널 발파에서 섬발 의 약장약은 발파 실패의 중요한 원인이 되므로 이를 배제하기 

위해 첫번째 section의 발파에서 자유면의 폭이 가장 작게 생성될 경우를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폭의 하한값을 기준으로 저항선을 설계한다. 

쩌 = β (B1 - e) 

두번째 section의 최대 저항선은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2.1 (Bl - e) . 1. RW S ANFη B = 10.5x 10- ‘ \1 ,- , .7 a.c 

천공 편차를 고려하면 두번째 section을 이루는 장약공의 실제 저항선 B2는 다 

음과 같다. 

B2 B - e = B - (a . H + e’) 

두 번째 장약공의 저항선 B2의 계산에는 약간의 제약이 따른다. 두번째 섹션의 

폭발이 암반의 소성 변형만 일으키고 파괴되지 않는 경우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 

시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B2 s: 2쩌 

만일 상기의 조건이 성립되지 않으면 다음 식에 따라 장약밀도 1을 조정하여야 

한다. 

1 = 540 . d. c. wí 
RW SANFO 

소성 변형에 대한 제약 조건이 만족스럽지 않은 경우 파쇄도를 최적화 하기 위 

해서는 대체로 보다 낮은 중량 강도의 폭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하나의 조건은 기하학적 문제로서， 첫번째 section이 형성시킨 자유면을 밑 

변으로 하고 두번째 section의 장약공 중심을 꼭지점으로 하는 이등변 삼각형의 꼭 

지각은 90。 이하가 되어야 하는 점이다. 이것은 four section cut의 형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으로서 다음 식과 같은 의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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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 0.5쩌 

나머지 section의 설계 방법은 두 번째 section의 설계 방법과 동일하다. 무장약 

공을 2공 천공하는 심발 패턴의 한 예는 그림 4.7.2와 같다 . 

• • • 

• • • 

• G • G • • 

• • • 

• • • 

그림 4.7.2 무장약공 2공을 천공하는 패턴 설계 예 

그림 4.7.3 불연속면이 발달하고 있는 채광장에서의 발파의 결과 

2. 노천채광발파 

현 노천채광 발파로부터의 진동발생특성은 앞 절에 기술된 계측자료 처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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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들을 이용하여 폭약의 양과 거리에 따라 예측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현 발파패턴 

하에서 인근 마을의 가옥에 대한 발파진동 영향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나 축사， 인체에 대한 영향문제나 소음에 대한 영향은 체계적인 계측계획을 

세워 분석 평가할 필요가 있다. 또한 발파조건에 따라 진동 및 소음 발생은 큰 차 

이를 보이므로 천공， 장약작업시 항상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노화광산의 노천채광에서는 화약은 주로 제라틴 다이나마이트와 에멀천을 사용 

하고 ANFO의 경우는 사용하지 않으나 갱내채광에서 사용되고 있다. 노천에서 

ANFO를 사용하지 않는 이유는 발파시 광석이 분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만， 경제적인 면에서 ANFO의 사용을 제안한다. 

노천채광의 골격은 계단식 채광법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평천공에 의 

한 수평발파방법의 채택과 채광장내에 발달하고 있는 많은 불연속면들과 발파파쇄 

암의 파쇄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4.7.3) 

채광방법에 있어서 현행 수평천공에 의한 채광보다는 수직천공에 의한 계단식 

발파방법이 발파효율， 작업장 관리변에서 장점이 많으므로 향후 채광방법을 변경하 

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을 제안한다. 채광밥법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우선 

민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 즉 발파진동 및 소음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가 제정되어 광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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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광업개발 관련법의 검토 

제 1 절 광업법 

1. 광업권 절정 출원요건 강화 

가.현행규정 

광업법 제17조 

1) 법 제 17조(鍵業權設定의 出願등) : 

광업권의 설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출원하여 그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광업권의 설정의 출원을 하는 자는 광 

업권 설정출원서에 구역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광상에 관한 설명 

서를 기타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자원부장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第17條 (鎭業權設定의 出願등) 

@鍵業權의 設定을 받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훌業資源部長官에 

게 出願하여 그 許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3.6,97.12 . 13 法5454， 99 . 2 . 8 

法5824>

@第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鎭業權設定의 出願을 하는 者는 鎭業權設定버願홈에 區域圖，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한 鋼庫에 관한 說明를 기타 훌業資源部令이 정하 

는 書類를 첨부하여 훌業資源部長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區域圖 및 훌훌f;lÇ에 

관한 說明書의 경우 鏡業權設定버願홈를 제출한 날부터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간내에 

이를 제출할 수 있다<改正 99.2.8 法5824>

@同-한 區域에서 2種이상의 鎭物을 採握 및 取得하고자 할 때에는 各種의 짧物마다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出願을 하여야 한다. 다만， 同-짧l末중에 g武存하는 2種이상의 

￡廣物을 採鋼 및 取級하고자 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훌業資源部長官은 鎭業權設定의 出願홈類 또는 區域圖가 完備되지 아니한 때에는 상 

당한 期間을 정하여 이를 修표 또는 補完하게 할 수 있다<改표 93 . 3 . 6, 97. 1 

2.13 法5454， 99 . 2 . 8 法5824>

냐. 문제점 

(1) 현행 법규상 출원자격에서 외국인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졌으며， 규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면 내 · 외국인 누구라도 출원이 가능함. 

(2)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위하여 실질적 광업개발이 가능한 자 또는 법인이 

광업권을 보유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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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질적 광업개발이 가능한 자에 출원자격과 광엽권을 부여하여 적기에 개발 
하지 않는 자에 의한 광업권의 악용과 투기 등으로 인한 광업권이 사장화되는 것과 

유망광종개발이 지연되는 것을 사전방지 해야 한다. 

(4) 개발에 필요한 자금의 부족과 기술부족 둥으로 인한 광업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중도에 개발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하여 자원의 손실 및 산림훼손 등의 폐 

해를 입을 수 있다. 

다. 건의사항 

(1) 광업권 출원요건의 강화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광업경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격요건조건을 구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참고적으로 골재채취에서는 골재채취 둥록조건을 골재채취법 제 14조 등록에 

서 자본금，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을 명시하고 있다(표 5.1.1 참조) 

骨材採取法 第14條 (登錄)

@骨材採取業을 영위하고자 하는 者는 주된 훌務所의 所在地를 관할하는 市長 · 郵守 또 

는 區廳長(自治區의 區훌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登錄하여야 한다<改正 99. 
4.15>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登錄을 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資本

金 또는 資흩， 施設 • 裝備 및 技術A力을 갖추어야 한다. 

@骨材採取業의 登錄을 한 者는 그로부터 2年이내에 營業을 開始하여야 한다. 

표 5.1 .1 골재채취업의 둥록기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19조 관련) 

구 분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로우더 1대이상 바켓용량 2.5m3이상 

하상골재채취법 3억 6억 굴삭기 l대이상 바켓용량 0.7m3이상 

선별기 1대이상 시간당 50톤이상 골재의 종류별생산 

쇄석시설 1식이상 시간당 100톤이상 에 필요한 

로우더 1대이상 바켓용량 2.5m3이상 해당시설 및 장비 

산림골재채취법 10억 20억 의 조종에 관한 면 
굴삭기 1대이상 바켓용량 0.7m3이상 허나 자격을 가진 
천공기 1대이상 무한궤도식 자 

로우더 1대이상 바켓용량 2.5m3이상 1 인 이상 

육상골재채취법 3억 6억 굴삭기 1대이상 바켓용량 0.7m3이상 

선별기 1대이상 시간당 50톤이상 

비 고 

2. 시설 ·장비 
가. 장비중 건설기계관리법 기타 법령의 적용을 받는 장비는 당해 법렁에 의하여 등기 또는 등록 

된 것이어야 한다. 

나. 장비는 그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시설 및 장비가 2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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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인 경우는 규격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다. 

다. 시설 · 장비는 자기소유이어야 한다. 다만， 시설대여업법에 의한 시설대여회사와의 계약에 따라 

대여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와 바다골재채취업자 또는 바다 골재선별 · 세척업자가 접안시설 또는 야 

적장을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계약을 체결하여 접안시설 또는 야적장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 

외로한다. 

라. 하나의 선박이 바다골재의 채취 및 운반기능을 함께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바다골재채취업의 

시설 · 장비기준중 바다골재채취선과 골재운반선을 각각 강추고 있는 것으로 본다. 

3.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의 공동사용 

이미 골재채취업의 등록을 한 자가 다른 종류의 글재채취업의 등록을 하고자 할 때 또는 2종류이 

상의 골재채취업등록을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서로 중복되는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중 1종류의 

골재채취업의 등록에 필요한 시설 · 장비 및 기술인력만을 갖추어도 2종류이상의 시설 • 장비 및 기 

술인력의 기준에 모두 적합한 것으로 본다. 

2.휴지언가 사항 

가. 현행규정 

광업법 제45조， 동볍 시행령 제38조 및 제39조 

(1) 법 제45조(事業開始의 義務 동) : 

광업권자가 1년이상 사업을 휴지하고자 할 때에는 기간을 정해 산업자원부 장 

관의 인가를 받아야 함 

第45條 (事業開始의 義務 등) 

@鎭業權者는 짧業權의 設定登錄日부터 2年이내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훌 

業(探짧 또는 採짧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開始하여야한다<改正 99.2.8 法5824>

@짧業權者가 大統領令이 정하는 不得E한 훌由로 인하여 第1 項의 期間내에 훌業울 開

始할 수 없을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훌業賣源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 

3 . 3 . 6, 97 . 12 . 13 法5454， 99 . 2 . 8 法5824>

@짧業權者가 계속하여 1 年이상 事業을 休止하고자 할 때에는 期間을 정하여 훌業賣源 

部長官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改正 93 . 3 . 6, 97. 12 . 13 法5454， 99. 2 . 8 法

5824> 

@第3項의 規定에 의한 認可를 받아 훌業을 休止한 짧業權者가 훌業을 再開한 때에는 

週浦없이 이를 훌業資源部長官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표 93 . 3 . 6, 97. 12 . 13 

法5454， 99 . 2 . 8 法5824>

(2) 시행령 제38조(사업개시 유예사유 둥) : 

산업부장관은 장관이 인정하는 생산 또는 투자실적이 있을 때나 또는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해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휴지를 인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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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사업개시 유예사유 등) 

@법 제45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한 부득이한 사유는 다음과 같다. 

1. 사업개시에 필요한 다른 법렁에 의한 인가 또는 허가를 받을 수 없을 때 
2. 천재 · 지번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개시할 수 없을 때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5조저13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지를 인가활 수 있다<개정 99 . 6 . 30> 

1.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생산 또는 투자실적이 있을 때 

2. 천재 · 지번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산업자원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46조저13항의 규정에 의한 

탐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개정 99.6.30> 

1. 산업자원부장관이 인정하는 탐광수행 또는 투자실적이 있을 때 

2. 천재 · 지번 기타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탐광수행을 계속활 수 없을 때 I전 

문개정 94.12.8] 

(3) 시행령 제39조(사업개시 유예신청 둥) : 

사업개시의 유예기간을 3년， 휴지기간을 6년을 초과할 수 없음 

39조 (사업개시 유예신청 등) 

@법 제45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개시유예의 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업자원 

부렁으로 정하는 사업개시 유예인가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93 . 3 . 6, 99 . 6 . 30> 

@법 제45조저1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휴지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휴지 

기간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청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3 . 6, 99 . 6 . 30> 

@저1 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개시의 유예기간은 3년을，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휴 

지기간은 6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사금 · 사철등 사광상에 부존하는 광물중 산업 

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광물의 사업개시유예기간과 사업의 휴지기간은 각각 3년을 초 

과할 수 없다<개정 94 . 12 . 8, 99 . 6 . 30> 

@하나의 광업권 존속기간중에 사업개시유예와 사업휴지가 2회이상 존재하는 경우에는 

저13항의 사업개시유예기간과 사업휴지기간은 당해광업권의 존속기간마다 각각 이를 

통산하여 산정한다<신설 94.12.8> 

@광업권자가 법 저145조저14항의 규정에 의하여 휴지한 사업을 재개한 때에는 산업자원 

부렁으로 정하는 사업재개신고서를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3. 

3 . 6, 99 . 6 . 30> 

나.문제점 

(1) 현행법상 유예기간 3년， 휴지기간 6년으로 되어있으나 광산물의 특성상 수 

요가 부진하여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 있거나 또는 국제 광산물 가격 

의 하락으로 수업의 증대， 수출 둔화 등 주변여건의 변화에 의한 경영여건의 악화 

에 따른 사업의 유예와 휴지기간도 상기 시행령과 같이 기간을 정하는 것은 재고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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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야 한다. 

(2) 실제 휴지기간을 1회 3년으로 인가하고 있으며， 2차 휴지인가를 얻기 위한 

휴지 연장요건은 생산， 투자 실적이 있을 때(시행령 38조 2항)이나 현실적으로 광산 

경영여건이 악화되어 1차 휴지를 한 상태에서는 투자 또는 생산실적이 있을 수 없 

는 실정이다. 

다. 건의사항 

(1) 상황에 따라 휴지 및 유예기간의 완화가 필요하다. 

(2) 휴지인가 항목내에 “국제 광산물 가격하락이나 수요부진 등의 이유로 인한 

경영악화로 계속 사업이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때”와 같은 항목을 추가 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 

제 2 절 산림법 

1. 산림형질변경 복구버 예치제도 

가. 현행규정 

산림법 제87조 및 동볍 시행규칙 제75조 

(1) 법 제87조(土石의 賣去p) : 

土石의 賣돼 또는 無慣讓與에 따라 形質變更된 국유림의 복구비를 미리 예치하 

도록 되어있음. 

第87條 (土石의 賣휩J) 

@ 山林廳長은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國有林안의 石材 尼벚 • 結土등의 土石을 

賣휩]하거나 無f賞讓與등의 處分을 할 수 있다. 

@第90條으1 2第6項第1 號， 第90條의 4第1 項 · 第2項 · 第6項의 規定은 土石의 賣휩] 또는 

無↑賞讓與의 제한， 土石採取場의 山林핏害 등의 발생방지 또는 復舊를 위한 命令， 賣

최]쫓約의 解除 또는 無{賞讓與의 取消， 土石採取와 관련된 사후관리 및 山林保護上 필 

요한 指導 · 藍督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長 · 都守”는 ”地方山林管理앓長 

l’으로許可”는 ”賣최] 또는 無f賞讓與”로許可의 取消”는 ”賣휩]쫓約의 解除 또는 無f홈 

讓與의 取消”로石材”는 ”土石”으로採石”은 ”土石採取”로 본다<改正 99.2.5 法

5760> 

@第91 條 및 第91 條으12의 規定은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土石의 톨최] 또는 無11讓與에 

따라 形質뺑更된 山林의 復舊費用預置 및 復훌훌埈l檢훌 등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長 · 都守 또는 地方山林管理鷹長”은 ”地方山林管理廳長”으로形質變更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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可 또는 申告”는 ”土石의 f톨휩] 또는 無f賞讓與”로 본다<新設 99.2.5 法5760>

(2) 시행규칙 제75조(복구비의 예치) 1항 : 

복구비는 토석채취적지 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 

년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비용을 산정함. 

제75조 (복구비의 예치) 

@법 저187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는 토석채취적지 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산림청장이 매년 정하는 기준에 의하되， 경관보전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특수한 공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추가할 수 있으 

며， 적지복구는 채취기간의 만료후에 산림청장이 설계하는 적지복구설계서에 의한다. 

이 경우 복구비의 예치통지는 벌지 제72호의8서식에 의한다<개정 90 . 7 . 14, 98 . 

2.13> 

(3) 시행규칙 제75조(복구비의 예치) 5항 : 

복구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은행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정기예금증서，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등으로 현금에 갈음하는 

것으로 예치하도록 되어 있음. 

제75조 (복구비의 예치) 

@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복구비는 정부보관금취급규칙에 의하여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현금에 갈음하여 다음 각호의 보증서등을 산림청장을 수취인으로 하여 예치하여야 한 

다. 이 경우 보증기간이 정하여진 보증서등의 보증기간은 매각 또는 무상양여기간에 

복구기간 6월을 가산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대규모건설사업등 산림형질변경규모가 

큰 경우와 자가객토용등 산림형질변경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산림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 간을 가감할 수 있 다<개 정 94 . 4 . 18, 95 . 8 . 30, 98. 2 . 13, 99 . 4 . 
19> 

1. 은행법 제2조저12호의 규정에 의한 금융기관， 한국산업은행법에 의한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법에 의한 한국수출입은행， 중소기업 은행법에 의한 중소기업은행 또 

한 장기신용은행법에 의한 장기신용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 

2.증권거래법시행렁 저184조의 16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 

3.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4.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공제조합， 전기공사공제조합법에 의한 전기공사공제조합， 

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용보증기금， 신기술사업금융 지원에관한법률에 의한 기술신 

용보증기금，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 전기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전기통신공제조합，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공제조합 또는 공업발전 

법에 의한 공제사업단체가 발행한 채무액등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 

5. 저11 호에 규정된 금융기관 및 체신관서가 발행한 정기예금증서 

6. 신탁업법에 의하여 신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7. 증권투자신탁업법에 의하여 위탁회사가 발행한 수익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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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문제점 

(1) 년간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액이 수억 원에 달하여 광업계의 부담이 큼. 

(2) 복구비는 토석채취적지 예정지의 경사도에 따라 복구비용을 산정함. 

다. 건의사항 

(1) 광물매장량이 풍부하고 년간 생산량 및 매출액이 일정수준인 상장법인의 광 

산업체로서 복구 의무이행 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광산에 대해서는 그 자격 대상 

기준을 정하여 그 자격조건의 업체가 발행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복구비 예치로 

갈음하여 년간 수억원의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한다. 

(2) 현재 복구비의 산정은 토석채취적지 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 

라 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채광의 결과로 남는 채석장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진다. 

즉 채광의 결과 초기 표면적보다 복구해야 할 표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복구비 산정도 초기개발 계획서 에 따른 최종작업장 형태를 검토하여 복구 

비를 산정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2. 산림형질 변경 복구명령 

가. 현행규정 

산림 법 제91조 3항 및 동볍 시 행규칙 88조의 3, 제75조 7항 

(1) 법 제91조(復舊費用의 預置둥) 3항 : 

산림의 복구비용을 예치한 자는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청장이 정하는 기간내 형 

질변경된 산림을 복구하여야 됨. 

第91 條 (復舊賣用의 預置등) 

CD市長 · 那守 또는 地方山林管理廳長은 第90條의 規定에 의하여 山林의 形質變更許可

를 하고자 하거나 申告를 받는 때에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山林의 復

舊費用을 預置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形質變更面樓이 660제곱미터미만인 경우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9.2.5 法5760>

@第1 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山林의 復훌훌用을 預置한 者는 市長 · 都守 또는 

地方山林管理廳長이 정하는 期間내에 形質變更된 山林을 復뚫하여야 한다<改正 9 
o . 1 . 13 法4206 ， 94 . 12 . 22, 95 . 12 . 29 法5079>

(2) 시행규칙 제88조의 3(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 :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에는 산림의 형질변경중인 경우에도 형질변경 허가나 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변경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하여 복구를 명할 수 있다. 

저188조의3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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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저191조저13항의 규정에 의한 형질변경지의 복구명령은 산림의 형질변경기간이 만 

료된 때에 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복구명렁을 받은 
자로부터 복구연기신청이 있는 경우 이를 일시 연기할 수 있다. <개정 90.7.14, 
92 . 2 . 22, 95 . 8 . 30, 95 . 12 . 29, 98 . 2 . 13> 

@시장 · 군수 또는 지방산림관리청장은 산림의 보호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저1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산림의 형질변경중인 경우에도 형질변경허가를 받 

거나 형질변경신고를 한 자의 의견을 들은 후 형질번경지의 일부에 대하여 기간을 정 

하여 복구를 명할 수 있다<개정 92 . 2 . 22, 94. 4 . 18, 95. 8 . 30, 95. 12 . 29, 
98.2.13> 

(3) 시행규칙 제75조(복구비의 예치) 7항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에 토석 

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한 경우 소요복구비가 사업계획서에 계상되어 있거나 복구가 

필요없을 때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음. 

제75조 (복구비의 예치) 

@국가 ·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에 토석을 매각 또는 무상양여한 경우 소요복구비 

가 예산에 편성되어 있거나 복구가 필요 없는 때에는 복구비를 예치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다.<개정 99 .4.19> 

나.문채점 

(1) 광산개발상 채광작업을 계속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관할기관에서 경관보전 

등을 이유로 중간복구를 요구함으로써 광상개발의 차질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음. 

(2) 주위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적지복구 설계로 복구효과의 감 

소 및 복구비 예치부담이 과중 되고 있음. 

- 산간오지의 일반도로변에 고속도로의 주변지역과 같은 수준으로 복구를 

요구 

- 수목의 성장이 어려운 암반지역에 나무를 섬도록 설계 

(3) 광업목적의 토지임대는 형질이 변경된 후에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토지본래 

의 상태로 환원이 불가능하나 원상태로의 복구명령이 강요되고 있음. 

(4) 산림형질 변경 허가기간이 산림법령으로 명문화 되어있지 않고， 기관단체장 

의 재량권에 의해 허가기간을 2-3년으로 한정하고 그 후 연장허가를 받도록 함으 

로 기업활동에 지장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다. 건의사항 

(1) 채광중인 구역에서의 중간복구 명령은 가능한한 자제되어 채광완료 구역이 

나 현재 미사용 구역에 한하여 복구명령이 필요하다. 

(2) 산림복구 설계시에 수해예방이나 배수로 동의 현지여건을 고려하여 설계하 

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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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채광이 완료된 광산부지 등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고려하여 활용이 

가능한 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광산의 개발기간은 수 십년씩 유지되기 때문에 산림법령으로 허가기간을 명 

문화한다. 예를 들어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기간은 5년 이내로 하더라도， 광산개발의 

경우는 개발계획에 따라 개발기간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을 늘려주어야 한다. 

3. 채광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문제 

가.현행규정 

산림 법 제90조， 제90조 2, 제90조 3, 시 행 령 78조， 79조， 80조 

(1) 법 제90조 (立木代採둥의 許可와 申告) : 

산림안에서 입목의 벌채 산림의 형질변경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수 • 지 

방산림관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함. 

第90條

@山林안에서 立木의 代採， 山林의 形質뺑更 또는 林흩物의 握取 · 採取(第90條으12第1 

項의 規定에 의한 石材 및 第90條의6第1 項의 規定에 의한 土妙의 ￡屆取 · 採取를 제외 

한다. 이하 이 條에서 같다)를 하고자 하는 者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

長 · 都守 또는 地方山林管理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林部令이 정하는 경 

우에는 市長 · 那守 또는 地方山林管理앓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改正 94. 12 .22, 

95 . 12 . 29 法5079 ， 96 . 8 . 8, 97 . 4 . 10 法5323>

@第1 項 本文의 規定에 의하여 山林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은 者가 許可받은 사항을 번 

경하고자 할 때에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 都守 또는 地方山林管理聊長

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農林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 

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 那守 또는 地方山林管理훌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新設 99.2.5 法5760>

(2) 제90조 2 (採石許可등) : 

- 산림안에서 토석중 건축용석재(쇄골재 포함) : 석공예 또는 토목용으로 사용 

할 가치가 있는 암석(이하 석재라 한다)을 굴취 ·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 · 군 

수의 채석허가를 받아야 함. 

산림의 형질변경 허가를 받은 구역안에서 광물의 채광 · 선광작업의 경우외 

에 석재를 쇄골재로 가공하는 경우는 허가 또는 신고없이 채석할 수 있음. 

第90條의2 (採石許可등) 

(j) 山林안에서 第2條第1 項第2號 나目의 土石중 建뚫用 .:fi工훌用 · 흡骨材用 또는 土木

用으로 사용할 f賣 f直가 있는 岩石(이하 ”石材”라 한다)을 해회取 · 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 都守의 採石許可를 받아야 한다. 許可받은 사항 

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農林部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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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자 하는 때에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市長 · 都守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改正 94. 12. 22, 96 .8. 8, 99 . 2 . 5 法5760>

@鎭區안에서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鎭業權者 또는 租鎭權者

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專門調훌機關의 調훌結果 다음 各

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新設 94.12.22> 

1. 採石하고자 하는 짧區안의 훌훌物이 經濟的 f홈 f直基準에 미달되는 경우 

2. 採鎭과 採石이 作業소 서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 期間은 10年의 범위안에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가 

벼願하는 기간과 採石훌 및 採E面積등을 고려하여 農林部令이 정하는 기간의 범위내 

에서 市長 · 郵守가 決定한다. 다만， 山林所有者가 아닌 者에 대한 許可期間은 그 山

林의 사용 · 收益에 필요한 期間을 초과할 수 없다<改正 94 . 12 . 22, 99. 2 . 5 法

5760>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일정규모이상의 

면적에 대하여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第2項 但톰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훌機關에 

採石의 타당성에 관한 評홈를 의뢰하여야 한다<改正 94.12.22>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훌機關의 흉當性評f홈의 방법 · 기준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農林部令으로 정한다<改正 94 . 12 . 22, 96 . 8 . 8> 

@市長 · 都守는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함에 있어서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된다<新設 94.12.22> 

1. 許可를 申請받은 地域이 國土 및 텀然의 보전， 文化財 및 國家의 중요한 施設의 

보호 기타 公益상 許可를 하여서는 아니될 地域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地域

2. 第4項의 規定에 의한 專門調훌機關의 評홈結果 採石의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져드프 
C> I 

@第91 條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에 따른 山林의 形質變更의 復舊에 

관하여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市長 · 都守 또는 地方山林管理앓長”은 ”市長 · 那守”

로 본다.<新設 94.12.22 , 95.12.29 法5079>

@第1 項의 規定에 의하여 許可받은 者가 許可받은 기간내에 許可받은 採石量을 모두 

握取 · 採取하지 못하여 그 기간의 연장이 필요할 때에는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 

라 市長 · 都守로부터 許可期間의 延長許可를 밭아야 한다. 이 경우 延長許可期間은 

通算하여 10年을 초과할 수 없다<改표 99.2.5 法5760>

@第1 項의 規定에 불구하고 다음 各號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第1 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申告없이 採石할 수 있다<新設 97.4.10 法5323， 99 . 2 . 5 法5760>

1. 第87條의 規定에 의하여 國有林안에서 賣휩] 또는 無f賞讓與등을 받은 土石을 採

取하는경우 

2. 第90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하여 山林의 形質變更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이 

法 또는 다른 法律에 의하여 山林의 形質燮更許可 또는 申告가 擬制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鎭物의 採鍵 · 選鎭 기타 山林의 形質생활更에 수반 

하여 부수적으로 鋼取 · 採取한 石材를 土木用으로 사용 · 飯賣하고자 하거나 形質뺑更 

許可를 받은 區域외의 地域에서 R쭈骨材用으로 加工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農林部令

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第90條의6第1項 ·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土E少採取許可를 받았거나 申告를 한 

者(다른 法律에 의하여 土妙採取許可가 癡制 또는 排除되는 行政處分을 받은 者를 포 

함한다)가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土망採取에 수반하여 부수적으로 石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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鋼取 · 採取하는 경우 [本條新設 90 . 1 . 13 法4206]

(3) 법 제90조 3(鍵區안에서의 採石) : 

장석 또는 규석을 채광하기 위해 채광계획인가를 받은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는 광구내에서 당해 광물이 함유된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 하고자 할 때는 

계약을 체결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함. 

第90條으13 (鎭區안에서의 採石)

m짧業法의 規定에 의한 장석 또는 규석을 採鎭하기 위하여 採鎭計劃認可를 받은 짧業 

權者 또는 租鎭權者가 그 認、可를 받은 鎭區안에서 당해 ￡흩物이 함유되어 있는 훌흩E을 

石材로 사용 또는 飯賣하기 위하여 採取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各號의 구분에 따 

라 쫓約을 체결하거나 許可를 받아야 한다. 

1. 國有林: 第87條의 規定에 의한 山林廳長과의 土石의 賣買찢約 

2. 公有林 및 私有林: 第90條으12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採石許可

@山林廳長은 第1 項第1 號의 規定에 의한 햇約을 체결함에 있어서 그 石材에 함유된 장 

석 또는 규석에 해당하는 부분은 農林部令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賣買代金에서 공 

제한다. 다만， 짧骨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6 . 8 . 8> [本條新設 9 

4.12.22] 

(4) 시행령 제78조(토석의 매각 등) : 

국유림안의 토석을 매수하거나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산림청장에게 신 

청하여야 함. 

제78조 (토석의 매각 등) 

φ법 제87조제 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유림안의 석재 · 이탄 · 점토 · 맥석등의 토석을 매 

수하고자 하는 자 또는 무상양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농림부렁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개정 90 . 7 . 14, 95 . 6 . 23, 96 . 8 . 8> 

@법 제87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국유림안의 토석의 매각 또는 무상양여 등에 관하여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매각대금의 결정， 채취한 토석의 반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부렁으로 정한다<신설 99.2.26> 

(5) 시행령 제79조(토석의 매각제한) : 

• 국유림 안에서 자연석은 원형그대로 채취 매각할 수 없다. 

- 광업법 규정에 의해 광물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 또는 다른 법령 

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키위해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은 매각 

제한을 받지 아니함 

제79조 (토석의 매각제한) 

@국유림안에서 자연석을 원형 그대로 채취매각할 수 없다. 

@다음 각호으1 1 에 해당하는 국유림지역안에서는 토석의 매각을 할 수 없다. 다만，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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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와 광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 요존국유림안에서 터널을 굴진하는 과정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 및 이 

법렁 또는 다른 법렁에 의한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산림을 형질변경하는 과정 

에서 채취한 토석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90 . 7 . 14, 94 . 3 . 2, 95 . 
6 . 23, 95 . 12 . 29, 97 . 11 . 29, 99 . 2 . 26> 

각호 1-7호 생략. 

(6) 시 행 령 제80조(토석 의 무상양여 ) : 

국유림 안에서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해 광물의 생산과정 

에서 채취한 토석은 매각제한을 받지 아니함 

제80조 (토석의 무상양여) 

국유림안의 토석의 무상양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개정 90. 
7 . 14, 92 . 2 . 22> 

1. 천재 · 지번 기타 비상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 
c> 
1 

2.3. 삭제 

4. 광산개발에 따른 광해를 예방 또는 복구하기 위하여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 

한 토석을 직접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냐.문채점 

(1) 광업법상의 채광계획인가와 산림법상의 형질변경허가도 받고 산림복구비용 

을 예치한 후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요구하거나 특정용도로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음. 

(2)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을 함유한 광석을 석재로 사용 또는 판매코저 할 경우 

채석허가를 받아야 할 광종을 장석 또는 규석에 한하여 제한하고 있음. 

(3)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과 형질변경허가에 의해 채취 · 굴취되는 

토석을 산림청장에게 매수신청하도록 규정되어있음. 

다. 건의사항 

(1) 광물자원은 그 특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용도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광업법에서는 광물의 용도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광업권의 기본권리를 고려하여 채 

석허가 또는 토석매각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2) 광구안에서 당해 광물을 함유한 광석을 석재로 판매할 경우 채석허가를 받 

아야 할 광종을 장석 또는 규석으로 제한한 규정은 다른 법정광물에 까지 확대 또 

는 의제 적용되는 규정여부가 명백하지 않아 행정적 절차상의 혼란이 야기되므로 

상기 규정이 삭제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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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업법 규정에 의한 광물의 생산과정에서 채취한 토석과 형질변경허가에 의 

해 채취 · 굴취되는 토석을 매수 신청하여야 한다는 것은 광업의 기업활동을 규제하 

는 것이므로 별도 규정을 통해 매수신청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임. 

제 3 절 골재채취법 

채광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 골재채취법에 의한 허가사항 

가.현행규정 

골재 채 취 법 제22조， 제 32조， 시 행 령 제33조 

(1) 법 제22조(骨材採取의 許可) : 

골재를 채취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나 다른 법령에 의해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취할 경우 허가 

를 받지 않아도 됨. 

第22條 (骨材採取의 許可)

φ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者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長 · 郵守 또는 

區廳長의 許可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各號으I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다른 法令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附隨的으로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 

2. 긴급을 요하는 Zi;害復뚫와 軍훌施設， 마을단위의 公益事業 및 이에 준하는 경우 

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骨材를 採取하는 경우 

@骨材를 採取하고자 하는 區域이 鎭業權設定區域과 중복되는 경우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鎭業權者 또는 租鎭權者의 同意를 얻어야 한다. 다만， 훌業資源部 

長官이 인정하는 專門調훌機關의 調훌結果 鎭物採握이 경제적 가치기준에 미달하거나 

鏡物採握과 骨材採取가 직업상 서로 지장이 없다고 판명되어 훌業資源部長官의 승인 

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改正 93 .3.6, 97.12 . 13 法5454， 99.4. 

15> 

ú) - @ 생략. 

(2) 법 제32조(骨材의 選別 · 세척 등의 由告 등)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골재 

를 부수적으로 채취할 경우 시장 ·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第32條 (骨材의 選別 · 세척 등의 申告 등) 

@大統領令이 정하는 규모이상의 骨材를 選別 · 세척 또는 破짧하고자 하는 者는 建設交

通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관할 市長 · 郵守 또느 區鷹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다 

만， 第22條第1 項의 規定에 의하여 骨材採取의 許可를 받은 者가 骨材의 選別 • 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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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破흉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骨材採取의 申告를 한 者가 申告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市長 · 那守 또는 

區廳長에게 變更申告를 하여야 한다. 다만， 大統領令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번경하 

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30條의 規定은 骨材의 選別 · 세척 또는 破많의 申告를 한 者에 대하여 이를 準用

한다. [全文改正 99.4.15) 

(3) 시행령 제33조(골재채취의 신고) : 

골재채취의 신고는 년 골재채취량이 1천 m' 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33조 (골재채취의 신고)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글재채취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경우는 연간 채취하는 

글재량이 1천세제곱미터이상인 경우로 한다. 

@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사업계획에 글재채취량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계획을 확정한 날부터 15일이내에， 기타의 경우에는 매년 11 월 

30일까지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문쩌점 

(1) 광업법에 의해 시행하는 광물 채굴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를 채 

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 22조 1항 규정에 의거 채취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나 규모 

이상의 골재채취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2) 년간 1천 m' 이상 골재채취시 신고토록 하는 것은 쇄골재를 계속적이고 반복 

적으로 생산， 판매를 금지하는 것임 . 

(3) 산림법과 같이 골재채취법에서도 규제가 된다면 생산활동과정에서 생성되는 

토사석 및 폐석의 집적， 퇴적 둥으로 인하여 광해가 발생할 수도 있으며， 또한 산림 

복구에도 많은 비용이 소요되어 광산개발의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음. 

다. 건의사항 

(1) 광업법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 자가 광업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분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한다. 

(2) 따라서 폐자원의 활용면에서도 규제가 완화되어야 하며， 광산의 규모와 생 

산량에 따라 채취허가에서 제외에 되도록 한다. 

제 4 절 환경 및 폐기물 관련법 

1. 환경영향 평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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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환경영향 평가를 설시할 대상사업의 범위 

(1) 현행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 16호， 시행령 제2조， 별표 l의 다 2목 

(가) 법 제4조(環境影響評價對象事業) 16호 : 

광산개발은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범위 중에서 대통령이 정하는 사업에 포함. 

第4條 (環境影활評i賣對象事業) 

@環境影훌評{賣를 실시하여야 할 사업(이하 ”對象훌業”이라 한다)은 다음 各號와 같다. 

〈改표 97.3.7, 97.12.13 法5454>

1-15 생략. 

16. 기타 環境에 영향을 미치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업 

(나) 시행령 제2조(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위) : 

대통령이 정하는 기타 환경영향 평가 대상사업 정의 (2조1항)와 환경영향 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 범위를 설정 (2조 2항 별표 1). 

저12조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 및 범우1) 

@법 저14조저11 항제 16호에서 ”기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5.4.28> 

1. 국방 · 군사시설의 설치사업 

2. 토석 · 모래 · 자갈 · 광물등의 채취사업 
@법 저14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할 대상사업의 범위는 벌 

표 1 과 같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개정 94. 12 . 23, 
97.9.8> 

1. 자연재해대책법 저136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응급대책사업 

2. 국방부장관이 군사상 고도의 기밀보호가 요구된다고 인정하거나 군사작전수행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하여 환경부장관과 협의한 사업 

(다) 별표 1 다(에너지 개발)의 2목 : 

광업법에 의한 광업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광업으로서 채광면적이 30 

만m' 이상일 때 채광계획의 인가전 환경영향 평가 실시. 

(라) 별 표 1 더 의 2목 : 

산림안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10만m’ 이상일 때 

환경영향 평가 실시. 

(2) 문제점 

토석과 광물을 분리하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산림법과 광업법의 

형평성 문제 발생 

147 



(3) 건의사항 

(가) 산림안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의 내용중에서 광물자원은 광업법 

에 의거 개발 육성되고 있으므로， 산림법에 의한 토석과 분리하여 광물은 제외되어 

야함. 

(나) 별표 1의 더의 항목중에 (나)목을 신설하여 “광업법에 의한 광물자원 채광 

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서 산림훼손 면적이 30만 m' 이상인 것”으로 수정이 요망 

됨. 이 것은 별표 다의 2목에서 광업중 에너지 개발을 목적으로 채광면적이 30만제 

곱m'이므로 범위를 통일하여 광업분야의 형평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임. 

나.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1) 현행규정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시행령 제4조， 제6조， 제7조 

(가) 법 제9조(住民의 意見收數) : 

사업자가 영향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평가서 내용에 대하여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여야 함. 

第9條 (住民의 意見收敏)

CD훌業者가 評{홈홈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說明會 또는 公聽會등을 개최하여 環境影뿔評 

f賣對象地域안의 住民(이하 ”住民”이라 한다)의 의견을 收敏하고 이를 評廣書의 내용에 

포합시켜야 한다. 이 경우 大統領令이 정하는 범위의 住民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公

聽會를 개최하여야 한다. 

@훌業者는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住民의 의견을 收敏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評價書

草案을 작성하여야 한다. 

@第111頁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한 住民意見收敬의 밤법 · 節次 및 評홈홈草案의 작성방 

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나) 시행령 제4조(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 · 공람 등) : 

사업자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평가서 의견초안을 행정기관의 장 

에게 제출하고， 행정기관장은 평가서초안을 접수일로부터 10일이내 공람기간， 장소 

를 일간지에 1회 이상 공고하여 평가서 초안을 5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30일 이상 주민 둥에게 공람하여야 함. 

저14조 (평가서초안의 제출 및 공고 · 공람 등) 
@사업자는 법 저19초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고자 할 때에는 저13조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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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평가서초안을 다 음 각 호의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9 
4 . 5 . 4, 94 . 12 . 23, 95 . 4 . 28, 97 . 9 . 8> 

1. 환경부장관 

2. 법 저14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사업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 

수 · 구청장(지방자치단체인 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다만， 사업지역이 2이 

상의 시 · 군 · 구의 행정구역에 걸쳐 있는 때에는 사업지역의 면적 또는 길이가 가장 

많이 포함되는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을 말한다. 

3. 저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외의 시장 · 군수 · 구청장으로서 법 제7 

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을 관할하는 시장 · 군수 · 구청장 

4. 법 제16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이하 ”승인기관”이라 한다)의 장 

5. 대상사업지역을 관할하는 환경관리청장 또는 지방환경관리청장(인천지방환경관 

리정장을 제외하며， 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 

6. 기타 대상사업의 시행과 관련이 있는 특별시장 ·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 

시 · 도지사”라 한다) . 다만， 시 · 도지사가 승인기관의 장인 경우에는 사업계획 등에 

관한 법령을 주관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으로 한다. 

@저11 항 저12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다)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서초안이 접수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사업개요 · 공람기간 · 공람장소 등을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밤일간 

신문에 각각 1회이상 공고하고， 평가서초안을 5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30일이상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안의 주민 등에게 공람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승인기관의 장 등이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사유로 그 공고 

및 공람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하는 경우에는 평가서초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고 및 공람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그 사실을 환 

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94 . 12 . 23, 95 . 4 . 28, 97 . 9 . 8> 

1. 군사상의 기밀보호등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기타 다른 법렁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어 있는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제1 

항저13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 · 군수 · 구청장(이하 ”관할 시장 · 군수 · 구청장”이라 한 

다)의 의견을 들어 그 내용을 결정하되， 공고내용중 공람장소의 경우에는 관할 시 

장 · 군수 · 구청장의 관할지역안의 장소가 1개소이상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저1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시에 공청회개최여부에 관한 

주민의 의견제출의 시기 및 방법 등을 함께 공고하여야 한다. 

(다) 시행령 제6조 (설명회의 개최 등) : 

사업자는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함. 

저16조 (설명회의 개최 등) 

@사업자가 법 제9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설명회를 개최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업개요 · 설명회일시 및 장소등을 설명회개최예정일 7일전까지 

1개이상의 중앙일간신문과 지방일간신문에 각각 1 회이상 공고하여야 하며， 제4조제2 

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시작된 날부터 10일이내에 설명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개 정 95.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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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는 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저14조저1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서초안의 공고시에 포함하여 줄 것을 주관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특벌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이 경우 주관 시장 · 군수 · 구청장이 설명회개최에 관한 공고사항을 함께 공고한 때에 

는 그 공고는 제 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자가 행한 공고로 본다. 

(라) 시행령 제7조(공청회의 개최 등) : 

사업자는 공청회 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 이상이거나 또 

는 5인 이상 30인 미만일 때에도 평가서 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총수의 

50%이상일시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저17조 (공청회의 개최 등) 

@법 저19조저11 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의 주민의 요구가 있는 때”라 합은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1. 저15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30인이상인 때 

2. 저15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청회개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한 주민이 5 

인이상 30인미만인 때로서 평가서초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주민충수의 100분의 50 

이상인 때 

(2) 문채점 

(가) 주민들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분분하고 결론도출이 어려운 

실정임 . 

(나) 소수 주민의 반대에도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는 절차를 거쳐야하므로 지역 

주민의 불만해소를 위한 성토장이 되고 있음. 

(다) 의견수렴 과정이 장기간이 소요될 경우 개발이 늦어져 원료광물의 적기공 

급이 어렵게되어 산업체의 조업중단사태 등 부작용이 유발되고 있음. 

(3) 건의사항 

(가) 설명회나 공청회에서 의견이 분분하여 결론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들 

이 선정한 주민대표 또는 단체장의 의견 수렴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함 

(나)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되는 광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두도록 함. 

2. 대기환경보전법 

가. 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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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행규정 

대기환경보전법 제28조 제1항， 시행령 제38조， 시행규칙 제62조 제2항(별표 16) 

(가) 법 제28조 1항(飛散먼지 의 規制)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자는 환경부장관 또는 시 · 도지사에 신고하고 비산 

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함. 

第28條 (飛散먼지의 規制) <<施行 日 99.10.16>> 

CD일정한 排出口 없이 大氣중에 직접 排出되는 먼지(01하 ”飛散먼지”라 한다)를 발생시 

키는 事業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훌業을 하고자 하는 者는 環境部令이 정하는 바 

에 의하여 環境部長官 또는 市 · 道知훌에게 申告하고 飛散먼지의 발생을 해l制하기 위 

한 施設을 設置하거나 필요한 惜置를 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 

한 같다.<改正 95.12.29 法5094， 97 . 8 . 28, 99 . 4 . 15> 

(나) 시행령 제38조(비산먼지발생사업) : 

비산먼지를 발생시키는 사업을 구분하여 설명. 

저138조 (비산먼지발생사업) 

법 제28조저11 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업중 환경부렁 

이 정하는 사업을 말한다<개정 97. 12.31> 

1. 시멘트 · 석회 · 프라스터 및 시멘트관련제품 제조 및 가공업 

2. 비금속물질 채취 · 제조 · 가공업 

3. 제1 차 금속제조업 

4. 비료 및 사료제품 제조업 

5. 건설업(건축공사 · 굴착공사 · 토목공사 · 조경공사 · 철거공사를 하는 경우에 한한 

다) 

6. 시맨트 · 석탄 · 토사 등의 운송업 

7. 운송장비제조업 

8. 저탄시설의 설치가 필요한 사업 

9. 고절 또는 곡물하역업 

10. 금속제품 제조 · 가공업 

(다) 시행규칙 제62조(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둥) 2항 :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펼요한 조치는 별표 16과 같음. 

저162조 (비산먼지발생사업의 신고 등) 

@법 저128조저11 항의 규정에 의한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 

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라) 별표 16 (대기오염방지시설， 제62조 관련) : 

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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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에 관한 

기준 (제62조 2항관련) 

벌표 16 

시설의 설치 및 조치에 관한 기준 

생략 

배출공정 

1. 야 적 

가. 작업시 발생하는 비산먼지를 제거할 수 있는 이동식 집진시설 

또는 분무식 집진시설(더스트부스트)를 설치할 것(석탄제품제조 

업， 제철 · 저|강업 또는 곡물하역업에 한한 다) 

나. 싣거나 내리는 장소 주위에 고정식 또는 이동식 살수시설(살수 
2. 싣기 및 내 

반경 5mol 상， 수압 3kg / CIß'이상)을 설치 · 운영하여작업중 재비 

산이 없도록 할 것 (곡물작업장의 경우를 제외한다) 

다. 풍속이 평균초속 8m이상일 경우에는 작업을 중지할 것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 

2-17 1 

(분체상물질을 

싣고내리는 경 

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 

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우에 한한다) 

가. 야외이송시설은 밀폐화하여 이송중 먼지의 흩날림이 없도록 할 

것 

나. 이송시설은 낙하， 입출구 및 국소 배기부위에 적합한 집진시설 

을설치할것 

다. 기계적(벨트콘베아， 바켓엘리베이트등)인 방법이 아닌 시설을 

사용할 경우에는 살수 또는 기타 제진방법을 사용할 것 

-^i 
C그 4.01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 

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 

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가.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도록 하여 주위에 먼지가 흩날리지 아니 

하도록할것 

나.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등을 덮거나 적정한 방지시설 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할 것 

다. 분체상물질 등 비산가능성이 있는 물질은 밀폐용기에 보관하거 

나 방진덮개로 덮을 것 

5. 채광 · 채취 

라. 가. 내지 다.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효과를 가지는 시설의 설 

치 또는 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가. 내지 다.중 그에 해당하는 시 

설의 설치 또는 조치를 제외한다. 

비고 : 분체상물질이라 함은 토사 · 석탄 • 시멘트등과 같은 정도의 먼지를 발생시킬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생략 6.-10. 

덮거나 으
 

E 드
。
 

가마니 젖은 나목에 서 는 발파시 발파공에 

후 발파하도록 요구하고 있음. 

(2) 문제점 

별표 16의 5번 항목중 

적정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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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건의사항 



대형광산의 경우 노천채광은 대단위 발파가 이루어짐에 따라 사실상 시행이 곤 

란하고，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상기 목의 삭 

제를 건의함. 

3. 폐기물관리법 

가. 광산토석 둥의 폐기물 관리규정 적용기준 완화 

(1) 현행규정 

폐기물관리법 제2조， 시행령 제2조， 시행규칙 제6조 1항 및 별표 4 

(가) 법 제2조(定義) : 

사업장 폐기물은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사업장이 

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말함.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改正 95 . 8 . 4, 99 . 2 . 8> 

3. ’훔業場廢棄物”이라 함은 大氣環境保全法 · 水質環境保全法또는 홉훌훌 · 振動規制

法의 規定에 의하여 排出施設을 設置 · 운영하는 훌業場 기타 大統領令이 정하는 훌業 

場에서 발생되는 廢棄物을 말한다. 

(나) 시 행령 제2조(사업장의 범위)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란 폐기물을 1회 1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 

사 · 작업등으로 인해 폐기물을 1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을 말함 

저12조 (사업장의 범위) 

φ법 제2조저13호에서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업장”이라 합은 공업배치및공장설 

립에 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장으로서 배출시설을 설치 · 운영하는 사 

업장을 말한다. 

@법 저12조제3호에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장”이라 함은 제1 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외의 사업장중 다음 각호으1 1 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사업장 

2. 폐기물을 1 일 평균 300킬로그램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3. 폐기물을 1 회 1 톤이상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 · 작업등으로 인하여 폐기물을 1 

주에 1톤이상 배출하는 사업장 [전문개정 96 . 1 . 19) 

(다) 시행규칙 제6조(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 등) 1항 :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은 별표 4와 같다 

저16조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에 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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φ영 저16조저11호에서 ”환경부렁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 및 방법”이라 합은 별표 4의 기 

준 및 방법을 말한다. 

(라) 별표 4: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처리에 관한 기준 및 방법 제시 

2.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건설폐기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표에서는 ”사업장 일 

반폐기물”이라 한다)의 기준 및 방법 

다. 보관의 경우 

(1 ) 사업장일반폐기물중 배출시설의 설치 · 운영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과 그 성 

상이 다른 폐기물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고상의 폐기물로서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을 동일한 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할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 

(2) 사업장일반폐기물의 보관은 당해 폐기물에 의하여 부식 또는 손괴되지 아니 하는 

재질로 된 보관시설 또는 보관용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사업장일반폐기물은 자체하중 및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의 최대량 보관시의 적 

재하중에 견딜 수 있도록 시멘트 · 아스팔트등 물이 스며들지 아니하는 재료로 바닥이 

포장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고자 하는 폐기물이 부패， 침출수의 발생， 

토양오염을 유발시키는 유해물질의 용출등으로 인한 주변 환경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폐기물의 보관장소에는 빗물 · 지표수등 물이 유입 ·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그 주번 

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사업장일반폐기물배출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18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 한 사유로 인 

하여 장기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처리의 경우 

(2) 매립기준 및 방법 
(가) 매립되는 사업장일반폐기물로 인하여 매립충안에 공간이 생길 수 있는 폐가구 

류 · 건설폐재류 · 폐가전제품 · 열경화성 폐합성수지인 폐기물은 매립시 공간이 최소화 

되도록 해체 · 압축 · 파쇄 · 절단 또는 용융후 매립하여야 하며， 오니의 경우에는 탈 

수 · 건조등에 의하여 수분합량 85퍼센트이하로 사전처리를 한 후에 매립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틸수 · 건조처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나) 2001 년 1 월 1 일이후에는 수질환경보전법 제25조 및 하수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종말처리시설과 1 일 폐수배출량 2，000세제곱미터이상인 배출업소의 유기성오니 

를 바로 매립하여서는 아니되며， 소각 · 퇴비화 처리후 잔재물만을 매립하여야 한다. 

(마) 사업장일반폐기물은 매립시 발생되는 침출수 및 가스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수시설 · 차수시설 · 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 시설등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물을 이용하여 폐석고 · 폐석회 · 연소재 · 펴|주 

물사등의 폐기물을 운반한 후 침전처리하는 경우에는 집수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 

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으며， 침출수 또는 가스발생으로 주변환경오 

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연탄재 · 도자기펀류등의 폐기물은 집수시설 · 차수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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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 · 침출수 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강추지 아니한 매립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 

다 

(2) 문제점 

(가) 채광작업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상품화과정에서 광물의 분쇄로 발생하는 분 

말을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의 수집 · 운반 · 보관 · 처리 

의 기준 및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음. 

(나) 시행규칙 제6조 별표 4 제2항 다호(폐기물의 보관) 및 라호(폐기물의 처리) 

의 단서조항에는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시 · 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는 해 

당 사업장의 폐기물의 보관 및 처리에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아니하고 매립시 

설에서 처리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집행단계에서는 주변환경오염의 우려가 없 

다는 시 · 도지사의 인정기준이 없어 관할 관청 또는 조사자의 견해에 따라 광산의 

토석 등에 대한 해석을 달리하여 보관 · 처리 기준이 다르게 적용되거나 폐기물관리 

법의 기준을 준수토록하여 부담이 되고 있음. 

(3) 건의사항 

(가) 광산에서 발생하는 토석에 대하여 생산공정상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참고하 

거나 단순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석이 일반 토사와 동일한 경우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6조 관련 별표 4 제 1항 2호의 지정폐기물외의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성토 또는 객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함. 

(나) 광산의 토석에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되어야 함. 

제 5 절 요약 

광업활동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법에 의한 중복 제약이나 불필요한 행정조치， 

민원의 증가 등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광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중복되는 법의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주고 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법적인 

개선으로 생산활동을 장려해줌으로써 부존하고 있는 국내자원활용의 극대화와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조치가 필요할 것이다. 

l. 광업권 설정 출원요건 

현행 법규상 외국인의 출원자격 제한도 없어졌으며 규정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 

면 내 • 외국인 누구라도 출원이 가능한 상태이다. 따라서 적기에 개발하지 않는 자 

에 의한 광업권의 악용과 투기 등으로 인한 광업권이 사장화될 수 도 있다. 개발을 

위한 자금의 부족과 기술부족 등으로 광엽의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중도에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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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기로 자원의 손실 및 산림훼손 퉁의 폐해를 입을 수 있다. 광업개발을 위한 구 

체적인 자격요건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광업개발이 가능한 자에 출원자격과 

광업권을 부여하여 유망광종의 개발지연을 사전방지하고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것 이 타당하다. 

2. 휴지인가사항 

광업활동의 특성상 수요부진으로 매출액 감소로 인한 경영의 어려움이나 국제 

광산물 가격의 하락으로 수입의 증대， 수출 둔화 퉁 주변여건의 변화에 의한 경영 

악화에 따른 사업의 유예와 휴지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한다. 이런 경우 일률적으로 

일정기간을 사업의 유예와 휴지기간으로 인가하는 것이 재고되어야 한다. 실제 휴 

지기간을 1회 3년으로 인가하고 있으나， 추가적으로 2차 휴지인가를 위한 연장요건 

은 생산， 투자 실적이 있을 때이나 현실적으로 광산경영여건의 악화로 1차 휴지를 

실시한 상태에서는 투자 또는 생산실적이 있을 수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른 휴지 및 유예기간의 예외조항이나 완화가 필요하다. 

3. 산림형질복구비 예치제도 

광물의 매장량과 년간 생산량 및 매출액이 일정수준인 상장법인의 광산업체로 

서 복구의무 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광산 등과 같이 자격 대상기준을 정하여 

자격조건에 합당한 업체가 발행하는 “은행도 약속어음”을 복구비 예치로 갈음하여 

년간 수 억원의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을 경감토록 하여 경쟁력을 높여준다. 

현재 복구비의 산정은 토석채취적지 예정지의 경사도 및 사방공법 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하고 있지만 채광의 결과로 남는 채석장의 형태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 

다. 즉 채광의 결과 초기 표면적보다 복구해야 할 표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 

이므로 초기개발 계획서 에 따른 최종작업장 형태를 검토하여 복구비를 산정함으로 

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4. 산림형질변경복구명령 

광산개발상 계속되고 있는 채광중에도 불구하고 경관보전 등을 이유로 중간복 

구를 요구함으로써 광산개발의 차질과 중복투자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중간복구가 자제되어야 하며， 채광완료 구역이나 현재 미사용 구역에 한하여 복구 

명령이 필요하다. 

광업목적의 토지임대는 형질이 변경된 후에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토지본래의 

상태로 환원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나 원상태로의 복구명령과 주위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적지복구 설계로 복구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채 

광이 완료된 광산부지 동은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용도 

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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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형질 변경허가기간이 기관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 기간을 한정하고 있어 

재차 연장허가를 받도록 함으로써 기업활동의 지장과 행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광산의 개발은 수 십년씩 유지되기 때문에 광산개발의 경우는 개발계획에 따라 개 

발기간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산림법령으로 허가기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5. 채광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문제 

광업법상의 채광계획인가와 산림법상의 형질변경허가도 받고 산림복구비용을 

예치한 후 광산을 개발하고 있으며， 광물의 채굴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 

석에 대하여 채석허가를 요구하거나 특정용도로 판매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나， 광 

물자원은 그 특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용도 

가 개발되어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광업법에서는 광물의 용도제한을 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판매를 규제하는 것은 광업권의 기본권리를 고려하여 채석허가 또는 

토석매각 처분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6. 골재채취법 

광업법에 의해 시행하는 채굴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골재를 채취하는 

경우 골재채취법규정에 의거 년간 1천 m' 이상 골재채취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산림법과 같이 골재채취법의 규제는 생산활동과정에서 생성되는 토사석 및 폐석의 

집적， 퇴적 등으로 인한 광해 발생의 가능성， 또한 산림 복구에도 많은 비용의 소요 

등이 광산개발의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으므로 폐자원의 ‘ 활용면에서도 규제를 완화 

해야 한다. 따라서 광산의 규모와 생산량에 따라 채취허가에서 제외하거나， 광업법 

에 의한 허가를 취득한 자가 광업활동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부산물의 처 

분에 관해서는 예외규정을 두도록 한다. 

7.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대상사업의 범위 

산림안에서 토석， 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의 내용중에서 광물자원은 광업법에 의 

거 개발 육성되고 있으므로 산림법에 의한 토석과 분리하여 광물은 따로 취급되어 

야 한다. 

8.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주민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상호이해관계로 결론적인 의견이 도출이 어렵고， 공청 

회를 개최해야 하는 절차 등으로 의견수렴 과정이 장기간 소요될 경우 개발의 지연 

으로 원료광물의 공급시기를 놓침으로써 산업체의 조업중단사태 동 부작용도 있기 

때문에 결론도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주민들이 선정한 주민대표 또는 단체장의 의견 

수렴으로 변경하거나 국가기간산업과 관련되는 광종에 대해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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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외규정을 두도록 해야한다. 

9.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비산먼지의 발생을 막기 위해 발파시 발파공에 젖은 가마니 둥을 덮거나 적정 

한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며，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 

러한 규정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10. 폐기물관리법 

채광작업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상품화과정에서 광물의 분쇄로 발생하는 분말을 

사업장 폐기물로 간주하여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광산의 토석에 

유해물질 여부에 대한 인정기준이 신설되어야 한다. 광산에서 발생하는 토석에 대 

하여 생산공정상 유해물질 사용여부를 참고하거나 단순 파쇄과정에서 발생되는 폐 

석이 일반 토사와 통일한 경우는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성토 또는 객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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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과요약 및 제안 

1. 결과요약 

1차년도(강상수 외， 1997)에는 금속 및 비금속광의 현황정리， 일반광 개발에 있 

어서의 문제점 도출과 대책， 또한 광업계가 요구하는 법 및 제도상의 개선요구사항 

의 정리， WTO와 OECD 가입에 따른 광업에 미치는 영향 둥을 분석하였다. 2차년 

도(이상권 외， 1998)에는 금속광을 대상으로 특히， 티탄철광을 주 대상으로 채굴적 

안정성 평가， 채광법 설계， 통기시스템 검토 그리고 폐재 활용방안에 대하여 집중적 

인 검토와 광업개발 관련법 일반광의 투자사업성 평가를 위한 전산모텔을 개발을 

시도하였다. 

3차 연도의 연구에서는 장석 및 납석의 수급현황 및 유통의 분석/ 현재 가행중 

인 4개의 장석광산과 5개의 납석광산의 지질， 광상 및 매장량， 개발현황 그리고 개 

선방안에 대해 그리고 노화도 납석광산에 대한 지하 및 노천 채광발파법에 대한 문 

제점 및 개선방향y 발파에 의한 발파재해 문제 및 파쇄암의 입자 크기 분석 및 통 

기개선에 대한 기술적 검토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마지막으로 광산업계가 가지 

는 여러 가지 법에 의한 제약문제와 개선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고/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국내 광업의 현황과 장석과 납석의 현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98년의 모든 광업활동은 IMF관리체계 하에서 국내 경기의 침체와 함께 모든 

광산물의 생산， 내수， 수출입분야에서 감소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경상가 

기준으로 국내광산의 생산액은 금속광 27.8% , 비금속광 17.8%가 감소하였고， 상위 

107~ 광종의 생산비중은 95.4%로 전년도 97.1%로 보다 하락했다. 석회석， 고령토， 

규석， 규사， 납석 5개 광종의 비금속광의 생산액이 전 생산액의 90%이상으로 국내 

광업을 주도했다. 국내에서 45개 법정광물중 22개 광물만이 생산실적이 있고， 나머 

지 23개 광물은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 90%이상의 자급 광물은 

107~ 에 불과하고 50%이상 자급되는 광종도 13개로 수입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이 

다. 광산수도 ‘97년보다 32개소가 감소해 매년 줄어드는 추세이며， 월 평균 종업원 

수도 ’97년보다 998명이 감소된 5，008명이었다. 

장석은 융제원료로 유리공업， 타일 및 도자기공업， 연마숫돌， 차리 비료공업 퉁 

에 사용되며， 국내부존 장석의 매장량은 42 ，544.1천 톤이며 가채량은 29，782.9천 톤 

으로 국내 매장량의 64.8%가 충남 · 북과 경북의 3개 지역에 부존되어 있다. ‘98년 

생산은 248，433톤으로 ’97년보다 27.1%가 감산되었고， 광산 및 종업원수도 감소되었 

다. ’97년보다 14.3%가 감소된 36개 광산중 생산실적 1만톤 이상의 광산은 8개로 

전체 생산량의 70% 정도를 차지하며， 나머지 28개 광산이 생산량의 30%를 생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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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소규모 광산들로 구성되어 있다. 장석은 자급이 가능한 광종으로 년간 30만 톤 

정도가 생산되었으나， ‘98년은 20만 톤으로 감소를 보였다. 수출은 ’97년에 비해 

58.9%가 감소한 14，080톤이었으며， 수입량도 ’97년도에 비하여 16.6%가 감소된 854 
톤이었다. 국내산 장석의 수요는 요업분야 43.1%, 석재용 8.4%, 유리용이 25.4%가 

되고 나머지 23.1%는 최종 수요처를 확인할 수 없는 양이다. ‘97년에 비해 유리용이 

13% 증가한 반면 석재용， 요업용， 기타용들은 10% 정도씩 감소하였다. 장석가격의 
구조는 선별처리의 정도 및 원광석의 특성에 따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장석 

의 유통은 실수요자와의 직접거래 외에도 많은 물량이 중간 수집상의 취급으로 최 

종 수요자를 기준으로 하는 용도별 사용량의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 

납석의 총매장량은 49，645.2천 톤， 가채량은 33，467.5천 톤으로， 전남지역에 매장 

량의 62.9%가 부존 되어있다. 시멘트용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충북의 납석 및 경 

상도 지역의 납석과 함께 국내 납석광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 납석의 용도는 내화 

물， 요업재료 외에 제지， 고무， 유리섬유， 도료， 용접봉， 시멘트용에 광범위하게 사용 

되며， 최근에는 철강， 요업， 제지에 납석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납석의 생산은 

’97년보다 150，757톤이나 감소한 843，609톤이었고， 총 가행광산은 32개로 이중 12.5% 
인 4개의 광산만이 연간 10만톤 이상을 생산하여 국내 전체 생산량의 약 77.9%를 

차지하고， 나머지 27개 광산이 연간 1만톤 이하의 생산으로 전생산량의 약 15%를 

차지하는 매우 영세한 구조를 보이고 있다. 납석의 수요처은 크게 내화물과 시멘트 

업계로 구별되며， 납석이 시벤트의 부원료로 사용되면서 수요가 증가하게 되었다. 

내수는 ‘97년보다 약 6만 톤이 감소한 약 69만 톤으로， 약 14% 정도가 분체로 생산 
되어 유리섬유용으로 주로 사용되었고 생산량의 72%가 시멘트업계에 그리고 나머 

지 물량은 내화물， 타일류 위생도기 생산업계 순으로 소비되었다. 생산량의 30% 
정도를 수출해 왔었나 ’98년도에는 생산의 18%만을 수출해 수출비중이 크게 낮아졌 

다. 수출은 수출물량의 90.6%, 금액의 92.6% 정도를 일본과 대만에 수출해 두 국가 
에 의존하고 있다. 수입도 물량변에서 ‘97년 보다 53.3%가 감소되었다. 납석은 다 

양한 분야에서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광산에서 고정 거 

래선을 중심으로 생산물을 유통되고 있는 실정이다. 납석 가격은 품질과 가공도에 

따라 차이가 크며 광산에 따라서 차이가 심하다. 납석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납석을 

대체할 만한 광물의 종류가 많기 때문에 가격이 수요를 결정하는 주요한 변수로 작 

용하기도 한다. 

조사된 광산들의 일반적인 문제점들은 아래와 같다. 국내경기의 침체로 인한 수 

요의 감소， 광산의 영세성으로 인한 기본 인프라의 부족， 장비， 시설 및 기술인력의 

부족으로 기술개발이나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광산개발의 수립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는 기존시설마저 활용이 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고， 개발에 따르 

는 여러 가지 환경 및 민원문제들이 광산활동의 지장을 받고 있다. 합리적이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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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자원의 개발과 최종 복구작업이 고려되지 않고 있는 채광작업으로 차후 최종 복 

구시 많은 어려움이나 복구비의 증가도 예상된다. 체계적이지 못한 채광장의 구성 

도 우수시 토사의 유출이나 산사태나 사면의 붕괴와 같은 안전성문제에도 취약한 

형편이다. 수요자의 품질요구에 따른 생산이 광산내에서 체계적인 개발의 어려움의 

한 요소가 되기때문에 고품위대 및 저품위대의 표준시료를 만들어 용도별 사용처의 

확보가 필요하고， 선별채광 및 광맥관리에 최대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상황이다. 

또한 불순물의 함유에 대한 정제 기술개발로 품질 향상을 통한 수요확보도 시급하 

며， 지속적인 생산을 위한 매장량확보와 품위조절을 위한 조사 및 탐광이 필요한 

실정이다. 

조사광산의 발파진동수준은 가장 인접한 민가지역에서 1.0 mrn/sec 이하로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보다 면밀한 특성분석을 위해서 더 많은 계측이 

필요하나， 앞으로 현 발파패턴을 유지하면 채굴심도가 더 깊어짐에 따라 진동수준 

이 더 작아질 것이므로 발파영향은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소음은 지하발파이지 

만 암반을 통하여 전달되는 음이 감지되고 있으며 LP 뇌관의 사용으로 소음발생시 
간이 길어져 인체에서 느끼는 정도가 불리하게 작용하므로 시차를 조절하는 발파를 

검토해야 한다. 노천채광에 의한 진동수준은 현 발파패턴하에서 인근 가옥에 미치 

는 발파진동 영향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인체 및 동물에 대한 영향문제나 소음에 

대한 영향은 체계적인 계측에 의한 분석평가가 필요하다. 

발파패턴을 결정하는 경험식들이 많이 제안되었으나 현장조건의 이질성때문에 

모든 광산에 일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적용결과에 따라 관련 설계 

변수들을 변화시킴으로써 최적패턴을 도출하는 것이 일반적인 접근방법이다. 

Ramp way 굴진에서 3공의 무장약공뢰 천공은 갱도단면적을 고려할 때 개선이 펼 

요하다. 무장약공이 많을수록 파쇄 및 굴진장에는 좋은 영향을 주지만 천공시간이 

길어지고 천공비용이 증대한다. 따라서 무장약공 수와 적정 패턴은 여러 변수들이 

관련되기 때문에 계획된 시험발파를 통하여 도출해야 하지만 1-2공의 무작양공의 

천공을 제안한다. 

노천채광의 골격은 계단식 채광법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수평천공에 의 

한 수평발파방법의 채택과 채광장내에 발달하고 있는 많은 불연속면들은 발파파쇄 

암의 파쇄도에서도 좋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어 2차파쇄가 불가피하다. 채광방법에 

있어서 현행 수평천공에 의한 채광보다는 수직천공에 의한 계단식 발파방법이 발파 

효율， 작업장 관리면에서 장점이 많으므로 향후 채광방법을 변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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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안 

광업의 활성화를 위해서 정부차원에서 지원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방법에는 아 

래와 같은 항목들이 있을 수 있다. 

- 기술개발을 위한 지원 

- 제도적인 개선 

- 법 및 제도적인 규제의 완화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가. 기술깨발을 위한 지원 

광산의 영세성인한 전문인력 부족과 시설장비의 미보유 내지 부족등 비효율적 

인 생산방식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광산 자체의 기술개발은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개발의 효율성 제고와 자원활용의 극대화를 위한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정부지원 대책이 요망된다. 정부의 직접적인 보조정책은 WTO의 협정에 제한을 받 

을 수 있기 때문에 우회적인 방법을 통한 간접적으로 지원이 될 수 있는 학계， 연 

구소， 정부조직 등을 통하여 간접적인 기술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1) 환경 및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의 고조로 환경과 관련된 시설 및 기술개발의 
비용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업개발로 인한 자연환경파괴를 최소화하 

고 광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의 투자， 광해방지 기술 및 환경 친화적인 

광산기술의 개발을 통해 광업활동이 민원에서 자유로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2) 장석과 납석 생산의 감소는 새로운 수요패턴의 변화에 의한 시장의 축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시장의 확대를 위해서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품질에 대웅할 수 있 

어야 하고， 새로운 수요창출을 위한 새로운 용도의 제품개발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또한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광물중에 존재하는 불순물의 제거나 고품위를 위한 정 

제 기술을 향상시킴으로써 제품의 고급화와 수출력 경쟁력 제고를 위한 기술투자가 

정부차원에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새로운 수요창출과 계속적인 수요에 대비하여 전반적으로 지질 및 광상조 

사， 트렌치 및 시추탐광에 의한 매장광량의 확보가 시급하며，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 

정부가 직접적인 생산 지원정책을 펼 수 없는 상황에서는 이와 같은 조사나 탐사 

둥의 기술지원을 통한 우회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 선진기술의 적극 도입을 위한 선진국의 광업관련기술 동향파악과 기술의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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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및 기술에 대한 교육 등 적극적인 연구투자가 요구된다. 

냐. 재도적인 개선 

(1) 수요자중심의 구매에 의해 생산자는 광산내의 품위에 따른 광체별 생산 및 

제품관리와 생산 개발계획을 합리적으로 설계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수요자의 

요구에 따라 생산을 맞추어야 하는 현상에서는 국내자원의 체계적인 개발의 저해 

요소가 되어 자원의 낭비뿐만아니라 펼요없는 산림의 훼손도 야기시킬 수 있다. 공 

급자인 광산마다 부족한 품질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 광물의 공동판매를 위해 지역 

적 단위의 공동판매조직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2) 장석이나 납석의 경우 상품의 가격결정이나 수요처에서 생산하는 제품에 사 

용되는 원료의 특수성에 의한 비밀 유지를 위해서 주로 수요자 중심의 상품구매가 

주를 이루고 있고， 또한 생산자와 수요자간의 직거래 외에도 중간 상인의 개입으로 

가격의 형성구조가 매우 복잡하고 또한 유통구조의 파악도 곤란하다. 

용도 및 제품별 등의 소비의 유통구조 파악과 생산 동의 파악을 위한 관련업체 

협회조직 등의 활성화로 국내 자원흐름의 정확한 파악으로 자원개발의 수급의 예측 

과 합리적 개발계획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한다. 

(3) 제품을 가공하는 즉 파쇄 및 분쇄하는 설비시설이 광산에 있을지라도 수요 

자가 각자 자체의 파쇄 및 분쇄설비를 갖춤으로써 막대한 시설비와 공장부지확보와 

같은 중복투자로 양자 모두 경쟁력의 약화를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용도 

별로 소지원료의 표준화를 통해 생산자가 각자의 광산조건에 맞는 생산품을 생산해 

냄으로써 자원의 손실과 광산의 합리적인 개발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 나갈 수 있도 

록 해야 할 것이다. 

다. 정부의 재정적인 지원 

(1) 가행중인 광산을 중심으로 개발을 활성화시켜 생산을 극대화하여 부존자원 

을 최대한 활용하고， 에너지 비축과 같은 광산물 비축제도를 활성화하여 국제 가격 

의 하락이나， 일시적인 수요의 감소로 인한 경영악화로 광산의 휴지를 방지하도록 

하여， 휴지후 광산의 재개에 따르는 시설물의 노후화， 작업재개를 위한 시설재투자 

및 보수와 같은 중복투자가 없도록 해야한다. 또한 광산의 장기간 방치로 인한 산 

림의 황폐화나 자원의 손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2) WTO와 같은 세계기구의 규제로부터 자유롭고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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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산업， 자원재활용산업， 해외자원개발과 같은 경쟁력 있는 사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한다. 

(3) 인력난 해소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광업시설과 장비의 현대화를 위한 자금 
에 대한 저리의 융자금을 지원한다. 

(4) 근로자의 광산근로의 기피를 해소하기 위해 광산기능요원에 대한 우대제도， 

외국인 근로자의 활용이나 광산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의 확대지원과 같은 

정책이 필요하다. 

(5) 기술인력의 부족 동으로 광산자체의 기술개발이 어려운 상황에서 국내 자원 

의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대책으로 과학기술부에서 운영했던 산학연 중심 

의 연구회와 같은 조직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광산의 요구 

에 따라 연구회가 개발과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에서 세부적인 사항까지 설계 및 기 

술자문을 해줌으로써 광산의 기술인력의 부족과 합리적인 기술개발을 유도하도록 

한다. 즉 이와 같은 기술용역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부 지원해주고 최소비용을 광산 

자체가 부담하도록 하여 광산의 기술인력부족의 해소와 합리적인 기술개발을 유도 

하도록 한다. 

라. 법 및 채도적인 규재의 완화 

광업활동에 있어서 여러 종류의 법에 의한 중복 제약이나 불필요한 행정조치， 

민원의 증가 동 많은 제약을 받음으로써 광업활동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되고 있다. 중복되는 법의 경우 우선 순위를 정해주고 광업을 활성화할 수 있 

는 법적인 개선으로 생산활동을 장려해줌으로써 부존하고 있는 국내자원활용의 극 

대화와 국제 경쟁력의 제고를 위한 조치가 펼요하다. 해결되어야 할 법적인 문제들 

을 아래에 나열한다. 

(1) 광업권 설정 출원요건 : 광업권의 악용과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한 광업개 

발을 위한 구체적인 자격요건을 제정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광업개발이 가능한 자에 

출원자격과 광업권을 부여하여 유망광종의 개발지연의 방지와 자원의 합리적인 개 

발을 유도해야 한다. 

(2) 휴지인가사항 : 상황에 따른 휴지 및 유예기간의 예외조항이나 완화가 필요 

하다. 

164 



(3) 산렴형질복구비 예치제도 : 

광물의 매장량， 년간 생산량 및 매출액 둥을 고려 자격기준을 정하여 복구의무 

이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는 광산은 조치를 완화해줌으로써 보증보험 수수료 부담 

을 경감토록 하여 경쟁력을 높여준다. 

복구비를 토석채취 예정지의 경사도에 따라 산정하고 있지만， 채광의 결과는 초 

기 표면적보다 복구해야 할 표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개발계획서에 따 

른 최종작업장 형태를 검토하여 복구비를 산정함으로서 업체의 부담을 덜어주어야 

한다. 

(4) 산림형질변경복구명령 : 

광산개발중에도 경관보전 둥의 이유에 의한 중간복구명령은 광산개발의 차질과 

중복투자의 우려때문에 자제되어야 하며 채광완료 구역이나 미사용 구역에 한하여 

복구명령이 필요하다. 본래 상태로의 복구명령과 주위의 지형적 여건을 고려하지 

않는 복구설계로 복구효과를 거둘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채광이 완료된 광산부지는 

국토의 효율적 이용측면에서 활용이 가능한 것은 용도변경이 가능토록 하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산림형질변경 허가기간이 기관단체장의 재량권에 의해 기간을 한정하고 있으나 

광산의 개발은 수 십년씩 유지되기 때문에 광산개발의 경우는 개발계획에 따라 개 

발기간을 고려하여 그 허가기간산림법령으로 허가기간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 

다. 

(5) 채광에 따른 부산물의 처리문제 : 광물자원은 그 특성에 따라 용도가 다양 

할 뿐만 아니라 기술의 발달에 따라 용도가 개발되고 있는 실정이며， 광물의 채굴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부산물의 판매를 규제는 광업권의 기본권리를 고려 

하여 채석허가 또는 토석매각 처분에서 완화하거나 제외되어야 한다. 

(6) 골재채취법 : 광업법에 의해 시행하는 채굴과정에서 부수적으로 골재를 채 

취하는 경우 년간 1천m3 이상 골재채취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생산과정에서 생 

성되는 토사 및 폐석의 집적 등으로 인한 광해 발생의 가능성이나 산림복구에도 많 

은 비용이 소요되는 등 광산개발의 저해요소가 될 수가 있으므로 폐자원의 활용면 

에서도 규제가 완화되어야 한다. 

(7)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주민의견 수렴방법 및 절차 : 전략적인 국가자원의 개 

발의 경우 개발지연으로 원료광물의 공급시기를 놓침으로써 조업중단사태 둥 부작 

용도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서 예외규정을 두어 주민의 의견수렴이나 공청회 

개최 등의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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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비산먼지 발생사업의 신고 : 비산먼지의 억제를 위해 발파공에 방지시설을 

설치한 후 발파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실제 기술적으로 접근하기 어려운 문제이 

며， 비산먼지에 대한 억제 효과도 크게 기대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러한 규정들은 

수정되어야 한다. 

(9) 폐기물관리법 : 채광작업에서 발생하는 토석과 생산공정에서 광물의 분쇄로 

발생하는 분말이나 폐석이 일반 토사와 동일한 경우는 사업장폐기물에서 제외하여 

성토 또는 객토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침출수 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매립장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하여한다. 

(10) 채광기술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개발에 따르는 모든 기술문제가 민원의 문 
제와 충돌하는 경우가 많다. 채광의 경우 발파가 수반되기 때문에 발파와 관련된 

재해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취해 져야 한다. 즉 발파진동 및 소음규제에 

대한 법적 규제 정도가 제정되어 광업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치가 이루어져 

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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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 

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 

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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