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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정보통신기술(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Tech-

nology, ICT)의 발전은 현대 사회의 자료 생산 능력을 비약

적으로 증가시켰고, 그렇게 생산된 데이터의 막대한 팽창

은 기존의 자료관리 기법만으로 처리가능한 범위를 넘어서

고 있다(TechTarget, 2018). 이를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

는 기법 중 하나로 딥러닝이 대두된 이후로(Hinton, 2007) 

발전된 기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개발된 딥러닝 및 머

신러닝 기술들은 제조(ECMiner, 2019), 의료(INFINITT, 

2018), 금융(Lim, 2017)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인기있는 주제

이다.

지질·광업 분야의 자료는 복잡한 지질학적 과정 및 다양

한 지질분포의 영향으로 자료가 정규분포 또는 로그정규분

포를 따르지 않는 경우도 많고 왜도(Skewness)가 심하거나 

멀티모달(Multi-modal) 분포를 띠는 경우도 많다(Zuo et 

al., 2019). 또한 위성사진, 물리탐사, 시추, 측정 센서 등 다

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자료를 획득하기 때문에 다중 해상

도 융합, 노이즈 제거, 자료의 불확실성 등을 고려해야 하는

데 이러한 형식의 자료는 기존의 이론기반 학문보다는 딥

러닝과 같은 자료기반 인공지능 기법의 적용이 합당하다고 

알려지고 있다(Karpatne et al., 2018). 딥러닝 기술을 국내 

광업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해서는 최근 활발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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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pplications for deep learning technology in the mining industry were investigated to utilize deep learning 

technology in the domestic mining field. Deep learning is specialized in abstracting high-dimensional nonlinear 

problems, such as geological problems. The author investigated the applications of deep learning technology for mining 

cycle that is divided into investigation, exploration, development, mine operation, and disaster analysis. In the survey and 

exploration phase, a number of studies have been proposed to carry out mineral potential mapping by integrating 

geochemical and geophysical explorations, geological maps, fault lines, and topographic information. In the mine 

development and management phase, studies on autonomous situation detection, automatic calculation, and equipment 

control were carried out using mine status data measured by sensors or cameras. The hazard analysis phase was mainly 

used for status awareness and hazard prediction. In order for deep learning technology to be effectively utilized in the 

domestic mining field, relevant domestic research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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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을 국내 광업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하기 위하여 광업 분야의 딥러닝 기술 적용

연구들을 조사하고 정리하였다. 딥러닝은 ANN에 기원을 둔 머신러닝 알고리즘으로, 지질학적 문제와 같은 고차원 

비선형 문제의 추상화에 특화되어 있다. 딥러닝 기술이 조사, 탐사, 개발, 광산운영, 재해분석에 이르는 광업주기에 따

라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조사되었다. 조사 및 탐사단계에서는 지구화학탐사, 물리탐사, 지질도, 단층선, 지형정보를 

융합하여 광물 부존가능성 지도화를 수행하는 연구가 다수 제안되었다. 광산 개발 및 관리 단계에서는 센서나 카메라

에 의해 측정된 광산 현황 자료로 광산 내 상황 자동감지, 솔루션 자동연산, 자동 장비제어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

었다. 재해 분석 단계는 상황인식 및 재해 예측이 주된 목적이었다. 딥러닝 기술이 국내광업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되

기 위해서 관련된 국내 적용연구가 요구된다.

주요어 : 딥러닝, 합성곱 신경망, 누적형 자동인코더, 순환 신경망,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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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는 적용연구들이 조사되고 정리될 필요가 있

다. 현재 광업분야에 대한 ICT기술(Choi, 2017)과 머신러

닝 기술(Lee et al., 2019)의 적용은 정리된 바 있으나, 딥러

닝 기술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조사, 탐사, 개발, 광산운영, 재해분석에 

이르는 광업주기에 따른 딥러닝 기술의 적용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딥러닝 기술 개요

머신러닝과 딥러닝

머신러닝(Machine Learning)은 유저가 컴퓨터에 명시

적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지 않더라도 컴퓨터 스스로 데이터

에서 정보를 학습하게 만드는 데이터 분석 기술(Bishop, 

2007)로써 인간 행동을 컴퓨터가 모사하게 하는 모든 기술

을 의미하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의 일부이다. 

머신러닝 알고리즘들은 용도에 따라 크게 지도학습(sup-

ervised learning), 비지도학습(unsupervised learning), 강

화학습(reinforcement learning)으로 분류된다. 지도학습

은 학습 데이터에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데이터(문제)와 레

이블(정답)을 제공한 뒤, 레이블이 없는 새로운 데이터를 

입력했을 때에 레이블을 추정하여 제공해주는 기법이다. 

주로 사물인식, 레이블 추정 확률, 회귀분석 등에 이용되고, 

광업분야에서는 광물 부존가능성 지도 작성, 재해 위험도 

분석 등에 활용될 수 있다. 반면, 비지도학습은 레이블이 없

는 데이터를 입력받아서 훈련을 통하여 데이터에서 새로운 

특성이나 패턴을 찾아내는 기법이다. 주로 군집화(cluster-

ing), 특성 추출(feature extraction), 차원 축소(dimension 

reduction) 등에 이용된다. 강화학습은 컴퓨터가 취하는 행

동에 따른 결과로 외부 환경 요인의 상황, 변화에 따라 보상

을 받도록 설계한 뒤 이를 반복하여 행동을 계속적으로 강

화시키는 기법으로써, 싸이클이 반복될수록 컴퓨터는 더

욱 목적에 맞는 정교한 행동을 하게 된다. 주요 머신러닝 기

법으로는 k-최근접 이웃(K-Nearest Neighbor, KNN), 로지

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LR), 서포트 벡터 머신

(Support Vector Machine, SVM), 의사결정 트리(Decision 

Tree, DT),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RF), 인공신경

망(Artificial Neural Network, ANN) 등이 있다. 이러한 머

신러닝 기법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문제를 풀기 위하여 사

용되는 은닉층(hidden layer)이 하나만 포함된 간단한 구조

라는 것이다. 이런 간단한 구조는 상황이 복잡하여 모델링

이나 전처리를 통해 단순화된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강

력하지만 복잡한 제약을 가진 문제를 그대로 풀어내는 데

에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LeCun et al., 2015).

딥러닝(Deep Learning)은 여러 비선형 변환기법의 조합

을 통해 높은 수준의 추상화를 시도하는 머신러닝 알고리

즘의 집합(Bengio et al., 2013)으로써, 머신러닝 기법 중 

ANN에 기원을 두고 있다. ANN은 인간의 신경망을 모방

하여 설계된 알고리즘으로써, 다수의 뉴런으로 이루어진 

레이어들이 적층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 각 뉴런은 특정 함

수(e.g. sigmoid)를 기반으로 입력 데이터에 가중치를 곱하

여 합계를 출력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데이터 신호는 입

력층(input layer)에서 부터 연산을 위한 은닉층을 지나 출

력층(output layer)에 다다르게 되는데, 레이블이 있는 데이

터를 통한 학습을 통하여 도출되는 출력값이 사용자가 원

하는 값에 가까워지도록 각각의 가중치를 조정하는 방법이

다. 딥러닝의 기본이 되는 기법인 심층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과 ANN의 핵심적인 차이점은 은닉층의 

Fig. 1. Relationship between Artificial Intelligence, Machine Learning and Deep Learning (revised from Oracle,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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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수인데, 통상적으로 2개 이상의 은닉층을 갖춘 구조가 딥

러닝으로 분류된다. Fig. 1은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

의 관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Oracle, 2018).

주요 딥러닝 기법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 DNN)

DNN은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ANN에서 은닉층의 수

가 두 개 이상인 연산구조를 뜻한다(Fig. 2(a)). 각 층의 모든 

노드는 인접한 층의 모든 노드들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

한 구조를 전결합망(fully connected network)이라 한다. 

각 노드는 각자 다른 특징을 추출하고 또 서로 조합되면서 

층이 깊어질 수록 점점 더 복잡한 특징을 추출하게 된다

(Hinton, 2007). 예를 들면, 입력자료로 인공시설물 여부에 

대한 레이블이 일부 픽셀에 있는 디지털 위성영상을 사용

하고 영역 내에 인공시설물이 존재하는 영역을 분류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때에, 첫번째 은닉층에서는 각 픽셀

(pixel)의 색깔, 명도 등 기본적인 특징을 추출하지만 층이 

깊어질 수록 직선구조, 경계선의 선명도, 피복조건 등을 추

출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출력층에서 해당 픽셀이 인공시

설물일 확률을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반환할 수 있는 것이

다. 또한, DNN은 연산을 통해 다양한 특성들이 추출되기 

때문에 데이터간 유사성을 자동으로 파악할 수 있으므로 

이를 토대로 군집화와 같은 비지도학습에도 적용될 수 있다.

ANN보다 “깊어진” 구조로 인하여 DNN이 머신러닝과 

확연히 구별되는 차이점은 특성 추출이 자동적으로 수행된

다는 점이다. 기존의 머신러닝 기법들은 사용자가 입력자

료의 특성을 전문적으로 파악하여 관련지식과 통계학을 토

대로 학습 알고리즘이 입력자료의 특성을 쉽게 탐지하도록 

별도의 방법을 고안해야만 했다. 반면, DNN은 이 과정을 

알고리즘 내에서 적층된 은닉층을 통하여 고차원적인 특성

을 자동으로 추출하기 때문에 충분한 컴퓨터 연산속도와 

충분한 양의 입력자료만 제공된다면 다양한 분야에 매우 

빠르고 효과적으로 적용되어 분석이 수행된다는 장점이 있다.

합성곱 신경망(Convulutional Neural Network, CNN)

각각의 층이 완전히 연결된 심층 신경망과는 달리 CNN

은 입력 레이어를 특정한 연산(e.g. 합성곱, 풀링)을 이용하

여 정보를 압축하여 사용한다(Fig. 2(b)). DNN에서 입력층

의 각 노드들은 인접한 노드의 연산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데, 영상이나 지도를 활용하여 분석에 활용할 때 인접한 노

드의 정보를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훌륭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경우가 많다(LeCun, 1989). 예를 들면, 물리탐사 

결과(영상)을 입력자료로 이용할 때 각 픽셀의 수치 뿐 아

니라 인접한 픽셀 중 비슷한 수치를 보이는 영역을 연결하

여 나타나는 형상 특성 등을 입력하여 활용 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입력자료가 기하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경우(e.g. 

사진, 지도)에 특히 효과적인 방법으로 자료형 변환을 통해 

시계열 정보도 입력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야에 매우 활용

도가 높은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이다. 

CNN의 은닉층으로는 완전연결 층 이외에도 합성곱 층

(convolutional layer), 풀링 층(pooling layer) 등이 사용된

다. 합성곱 층은 입력층을 일정크기(e.g. 3x3, 5x5)의 필터

를 거쳐서 추상화하는 기능을 담당한다. 이를 통하여 인접

한 입력 자료를 통한 가중치를 공유 및 부여할 수 있고 자료

의 토폴로지(topology)가 연산에 반영될 수 있다. 풀링 층

은 이전 층을 리샘플링(resampling)하여 층의 크기를 줄이

는 기능을 담당한다. 주로 2x2 영역의 데이터 중 최댓값만 

추출하여 보존하는 방식의 맥스풀링(max pooling) 기법이 

사용되는데, 이를 통하여 자료의 해상도 변환과 같은 이슈

를 해결하는 데에 활용된다.

순환 신경망(Recurrent Neural Network, RNN)

DNN에서 입력층 내의 노드들은 서로 독립적이고 시간

적 순서와 같은 개념이 고려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계열 자

료를 효과적으로 처리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RNN은 현

재 입력과 이전 시간대의 숨겨진 기억(memory) 상태를 모

두 고려하여 출력값을 제공하는 기법이다(Fig. 2(c)). 이 

구조는 시계열 데이터처럼 순서가 있는 자료를 토대로 미

래를 예측하거나 의사결정을 내릴 때에 효과적이다

(Williams et al., 1986). 그러나 연산구조상 새로운 입력마

다 기억이 갱신되기 때문에, 가령 특정 중요 이벤트가 있었

더라도 연산이 반복되면 기억이 소멸하듯 중요 이벤트의 

영향력이 다소 과도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를 해결

하기 위하여 Long short-term memory(LSTM)이라는 변형

된 기법이 개발되었는데(Hochreiter and Schmidhuber, 

1997), 이 기법은 값을 기록하고 임의의 기간동안 이를 저

장하여 마치 사람의 두뇌가 단기기억과 장기기억을 따로 

보관하다가 이를 융합하여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을 모사하

였다. LSTM은 CNN과 함께 딥러닝 기법 중에서도 활용도

가 높은 기법 중 하나이다.

누적형 자동인코더(Stacked Auto-Encoder, SAE)

앞서 소개된 기법들은 주로 지도학습에 활용되는 것으

로, 레이블이 있는 데이터를 이용하여 사물인식, 레이블 추

정 확률, 회귀분석 등에 사용되는 반면, SAE는 대표적으로 

비지도학습에 사용되는 딥러닝 기법이다.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자동인코더의 은닉층은 인코더와 디코더 두 부

분으로 나뉘는데, 기본적으로는 입력자료를 출력자료와 

최대한 동일하게 표현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그런데 통상

적으로 은닉층보다 입력층의 노드 수가 많기 때문에 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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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주로 차원 축소와 특성 추출에 활용된다(Ballard, 

1987). SAE는 은닉층을 깊게 설계하여 적은 노드 수로도 

고차원의 특성을 추출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fig. 2(d)). 

최근에는 SAE의 성능을 강화하여 노이즈가 섞인 입력자료

에서 노이즈를 제거하여 원본 이상의 결과물을 제공하고자 

하는 기법(e.g. stacked denoising auto-encoder, SDAE; 

Vincent et al., 2010)도 제안되고 있다. 이 기법은 과거에 주

성분분석(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이나 내삽

법(interpolation)이 적용되던 영역에 대체제로 활용될 수 

있으며 주성분분석보다 대체로 성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강화학습기법(Reinforcement Learning, RL)

강화학습은 새로운 환경에 점차 적용하는 알고리즘이다. 

사용자의 개입 없이 컴퓨터는 행동에 따른 환경의 변화에 

따라 특정 조건에 대한 산발적인 보상을 통하여 행동을 점

차 수정하면서 보상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한다. 이 

기법은 에이전트와 환경, 행동, 보상, 상태에 따라 작동한다

(fig. 2(e)). 주요 기법으로는 Deep Q Network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가장 유명한 활용 사례 중 하나로, 딥마인드

(DeepMind Technologies Limited)에서 고전 컴퓨터 게임

(Atari 2600) 7개의 화면 상황을 ‘환경’으로 입력하고 게임 

점수를 ‘보상’으로 설정한 뒤 다른 설명은 전혀 없이 점수

Fig. 2. Variety of deep learning algorithm structures: (a) Deep Neural Network (b)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 Reccurent 

Neural Network (d) Stacked Auto-encoder (e) reforcement lear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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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이는 것을 목표로 강화학습을 수행한 사례가 있다

(Mnih et al., 2013). 시험 결과, 7개 중 6개 항목에서 전문가

급의 플레이를 에이전트가 스스로 익혔고, 그 중 3개에서는 

사람이 기록한 역대 최고기록을 갱신하는 성능을 나타낸 

바 있다. 

광업분야의 딥러닝 기술 적용연구 사례

본 논문에서는 광업분야의 딥러닝 기술 적용사례를 분석

하기 위하여 세부분야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분류하였

다. 첫번째는 광산개발 이전에 다양한 조사 및 탐사자료를 

토대로 대상광물의 부존가능성과 자원량을 추정하는 단계

이다. 이 때에는 먼저 지표 지질조사, 토양 및 퇴적물 지화

학조사를 바탕으로 넓은 범위의 대상영역을 설정한다. 그 

뒤에 대상광물 및 광석의 지구물리적 특성에 적합한 탐사

기법(e.g. 중력. 자력, 전기, 전기비저항, 유도분극, 탄성파, 

방사능)을 선정 및 조합하여 지하의 지구물리 이상대 영역

을 특정하고 추가 탐사를 위한 좁은 영역을 제시한다. 이후

에 시추를 통하여 시료를 확보하고, 성분분석을 토대로 광

물 품위 및 공간적 분포를 특정하여 광체형상 및 자원량을 

추정한다. 두번째는 광산을 운영하면서 수행되는 다양한 

작업을 제어 및 관리하는 단계이다. 일반적으로 광산개발

은 천공, 장약, 발파, 굴진, 채굴, 통기, 운반, 지보, 측량, 배

수 등의 작업이 연속 반복적으로 진행된다. 이와 동시에 차

량 및 장비, 인력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도 광산 관리의 주

요 이슈이고,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유독가스 모니터링, 

역학적 안정성 분석 또한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세번째는 

광산개발 도중에서부터 개발 이후까지 발생 가능한 광산지

역 재해 위험도 분석과 특성치 변화양상 모니터링 및 예측 

단계이다. 이 단계에서는 광산 또는 폐광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면변형 및 붕괴, 유해가스 누출, 광미 

유출, 먼지 등의 재해와 관련된 인자를 분석하여 예방․복구

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한다. 본 논

문에서는 각 단계의 다양한 세부 목표를 달성하는 데에 딥

러닝 기법을 적용한 최신 연구사례를 조사하였으며, 이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선광 및 제련 분야와 기타 일반 지구과

학 분야에 대한 딥러닝 적용사례는 본 논문에 포함되지 않

았으며, 별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 및 탐사 단계

지구화학 조사자료의 이상대 클러스터링은 자연계에서

의 일반적인 품위분포를 벗어나는 고품위 영역대를 특정하

는 데에 활용되고, 이를 토대로 다음 단계의 광물 부존가능

성 조사를 진행하는 단서가 되는 분야이다. 기존에는 지구

통계학 기법이나 핫스팟 분석 등이 적용되던 영역인데 딥

러닝 기법이 발달하면서, 누적된 자동인코더(SAE)의 활용

이 최근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Xiong and Zuo, 2016; 

Zhang et al., 2019).

Xiong and Zuo(2016)는 SAE와 RBM(Restricted Boltz-

mann Machine)을 이용하여 지화학자료의 이상값을 인식

하는 데에 활용하였다. 1:2,000,000 축척의 지화학 자료와 

39개의 시료에 대한 ICP-MS, XRF, ICP-AES 측정값이 머

신을 학습시키는 데에 활용되었다. 제안된 기법으로 도출

된 지화학이상도에서 상위 2.4%에 해당하는 영역 내에 알

려진 철 광상이 31.5% 포함되었고, 상위 34.1%에 해당하

는 영역 내에는 68.4%의 철 광상이 포함되었다(Xiong and 

Zuo, 2016). Zhang et al.(2019)은 SAE를 기반으로 한 새로

운 기법을 개발하여 퇴적물 지화학 샘플의 이상값을 분류

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를 log-ratio 변환하여 전처리

하고 SAE과 밀도 기반의 공간 클러스터링(DBSCAN)을 

접목하는 기법을 제안하여 중국 Hezuo.Meiwu 지역의 금

(Au) 이상대를 추정하였다. 기법의 검증은 AUC(Area 

under curve)기법을 적용하였으며, 초기데이터와 해당 기

법을 적용한 데이터를 비교하여 새로운 기법의 효과를 제

시하였다(Fig. 3).

지화학자료의 분석 외에도 개별 물리탐사 자료의 특성추

출이나 이종 자료간 융합해석 분야에 딥러닝 기술이 적용

되는 연구가 제시되고 있다(Xiong et al., 2018a; Tessema, 

Fig. 3. Au potential map using SAE for geochemical anomaly extraction (revised from Zhang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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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Xiong et al., 2018b; Li et al., 2019). 해당 연구에는 

탐사자료가 도면의 형식을 띠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CNN 기법이 적합하나 개별 자료들의 특성

에 따라서 기법이 조정되거나 새로운 기법이 제안되기도 

하였다.

Xiong et al.(2018a)은 탄성파탐사 자료에 CNN을 적용

하여 단층 구조를 탐지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알고리즘의 

은닉층은 합성곱+ReLU, 풀링+LRN(지역 반응 정규화), 

합성곱+ReLU, 풀링+LRN, 전연결#1(fully connected), 전

연결#2, Softmax의 7개의 순차적인 단계로 설계되었다. 설

계된 CNN 알고리즘은 탄성파탐사 단면도 및 3차원 자료 

영역에서의 단층 탐지에 적합하게 구축되었다. Tessema 

(2017)은 DNN 기법 중 하나인 RBFLN(Radial Basis 

Function Link Neural network)기법과 일반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fuzzy-WofE(Weight of Evidence)기법을 적용

하여 chrimite 광상의 지역적 부존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사

용된 탐사자료는 지질도, 중력탐사, 항공자력탐사, 지화학

도, 지질학적 경계도(Ford and Blenkinsop, 2008)이다. 적

용 결과, 제안된 기법은 73%의 알려진 광상을 상위 6.5%로 

추정하였고, 광상이 아닌 것으로 알려진 모든 지역을 올바

르게 분류하였다. Xiong et al.(2018b)은 지질도, 단층 위치 

정보, 퇴적물 지화학 자료, 항공자력탐사 자료를 융합하여 

광물 부존예측 지도를 작성하는 데에 SAE를 사용하였다. 

작성된 지도와 기존에 알려진 철 광상 위치를 중첩하여 기

법의 성능을 분석하였다(Fig. 4). SAE를 이용하면 지화학

자료와 다른 조사·탐사 자료와의 상관성을 분석하여 지화

학자료가 부재한 곳에도 값을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의 지구통계 기법과 내삽법을 적용하던 영역을 일부 대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Xiong et al.(2018b)은 지화학자

료에 내삽법(Inverse Distance Weighting, IDW)을 적용한 

레이어를 SAE의 입력 자료 중 하나로 활용하였다. Li et 

al.(2019)는 지표지질도, 지질구조선도, 노두형상, 수계분

포도, 기축적된 광종별 광상 정보를 토대로 CNN을 이용하

여 광물 부존가능성 지도를 제작하고 광상의 위치를 예측

하였다. 지화학자료는 IDW를 이용하여 2차원 레이어 형태

로 자료를 변형하여 사용하였다. CNN 기법의 적용 과정에

서 타분야 적용 사례에서도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들

(e.g. ReLU function, dropout, softmax function)을 해당 분

야에도 접목시켜 분석을 수행하였다. 해당 사례는 자료 융

합을 통한 광물 부존가능성 예측에 CNN 기법의 적용 가능

성을 보여주었다.

광산 개발, 운영 및 관리 단계

작업자와 장비를 활용하여 광산을 개발․관리 하는 영역

에 대한 최신 연구의 세부 분야는 센서나 카메라를 이용하

여 정보를 획득 및 인식하는 주제(Zhang et al., 2018; 

Bewley and Upcroft, 2016)와 인식된 정보를 기반으로 발

파, 통기, 운반, 배수 등 단위작업 중 발생되는 상황을 분석․

예측하는 주제(Nguyen et al., 2018; Guo et al., 2019),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로봇에 명령을 내리고 작업을 자동화하는 

주제(Yinka-Banjo et al., 2012)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Bewley and Upcroft(2016)은 CNN을 이용하여 차량에 

부착된 카메라로 획득한 노천광산의 전경영상을 분석하였

다. 영상에서 작업자, 경장비, 중장비, 배경을 효과적으로 

인식하여 분류하기 위해서 Joint Cosine Similarity Model

을 전처리로 적용한 뒤 CNN 알고리즘 결과와 결합하여 최

종적으로 물체를 식별하는 방식을 고안하였다(Fig. 5). 해

당 기술은 향후에 광산 모니터링을 통한 상황파악을 자동

Fig. 4. Fe-related mineralization map using SAE (revised from Xiong et al., 201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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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수행하여 관리자에게 이상징후를 안내하는 데에 활용

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광산자동화를 위한 기반기술 중 하

나로 이용될 수 있다. Yinka-Banjo et al.(2012)은 재해의 

잠재위험성이 있는 지하광산에서의 작업을 로봇이 대체하

는 광산자동화 시스템을 위한 기초기술을 설계하였다. 특

히 개발도상국(e.g.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는 지하채굴이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수단이지만, 산업 규모에 적합

한 광산안전 체계의 도입은 미흡한 실정이므로 광산자동화

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Yinka-Banjo et al.(2012)은 다

수의 로봇 행동을 자동화하는 데에 강화학습을 도입하여 

일부 낙반에 의한 소규모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상황을 학

습하여, 낙석 검사와 지하광산의 유독 가스 검사 시나리오

에서 로봇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 유형을 분석하였다.

Nguyen et al.(2018)은 탄광에서 발파시 발생하는 공기

폭압 초과압력(Air-blast overpressure)을 예측하는 데에 

DNN을 적용하였다. 베트남의 Deo Nai 노천탄광에서 습

도, 풍압, 발파지점과 거리, 발파진동을 측정하여 입력자료

로 활용하였다. Guo et al.(2019)은 발파시 발생하는 비석

(飛石, flyrock) 분석을 위하여 DNN과 최적화 알고리즘

(whale optimization)을 제안하였고, 측정된 5개 dataset의 

RMSE(Root Mean Squared Error)를 계산하여 기법의 성

능을 검증하였다. Zhang et al.(2018)은 지하광산 내 메탄

가스 농도를 모니터링하는 작업을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센서로 수행하고 취합된 정보를 토대로 메

Fig. 5. Visual object detection in an open-pit mine using CNN fused model (revised from Bewley and Upcroft, 2016).

Fig. 6. Methane gas density monitoring and predicting using CNN (revised from Zha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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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가스 거동을 예측하는 데에 CNN 기법을 적용하였다. 센

서는 지하광산 내 가스유출 위험지역들에 설치되어있고, 

이를 근거리 무선통신으로 수신하여 자료를 취합해서 사용

하였다. 취합된 데이터는 CNN으로 특성을 추출한 뒤, 

LS-SVR(Least Squares Support Vector Regression)기법

으로 농도 변화를 예측하였다(Fig. 6). 가스 농도 예측 결과

는 통기 시스템과의 연동, 작업자 대피안내, 광산 시설 관리

와 연계될 수 있다. 

광산지역 재해 분석 및 모니터링 단계

광산 또는 폐광지역에서 광업활동의 영향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면변형 및 붕괴, 유해가스 누출, 광미 유

출 등의 재해와 관련된 인자를 측정 및 분석하는 데에 딥러

닝 기법을 적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Du et al., 2019; 

Geng et al., 2019; Luo et al., 2019). Luo et al.(2019)은 광

산지역 지반침하 발생가능성 분석을 위하여 IVM(Inform-

ation Value Model), ANN, SVM을 적용하고 AUC를 기준

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중국 지질 조사국(China Geological 

Survey)의 지반침하 이력 자료를 레이블로 활용하여 알고

리즘을 학습시키고, 사면각도, 사면방향, 고도, 곡률, 연간 

강우량, 하천 밀도, 하천과의 거리, 지질, 단층과의 거리, 포

화도, 도로 밀도, 도로와의 거리, NDVI(Normalized Differ-

ence Vegetation Index), NDWI(Nornalized Difference 

Water Index), ULI(Urban Land-use Index)를 영향요소로 

선정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각 요소는 IGR(Information 

Gain Ratio)에 의해서 가중치가 결정되었다. Geng et 

al.(2019)은 지하 탄광에 CNN과 LSTM을 융합한 기법을 

적용하여 UCI seismic bumps dataset(Marek and Lukasz, 

2010)과 AAIA‘16 Data Mining Challege dataset(Boulle, 

2018)을 분석하여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였다. 동일한 자료

에 SVR, RF, LSTM, TCNN(Temporal Convolutional 

Neural Network)을 적용한 결과와 새로 제안된 기법의 결

과를 비교하여 RMSE와 MAE(Mean Absolute Error), 분

석소요시간 측면에서 새로운 기법이 모두 우위에 있음을 

보여주었다. Du et al.(2019)은 노천광산의 사면 변형을 예

측하기 위하여 RNN을 적용하였다. GB-SAR(Ground 

based interferometric radar)로 사면을 측정하여 획득한 자

료를 SVM, RVM(relevance vector machine), ANFIS 

(Adaptive Network-based Fuzzy Inference System), RNN, 

앙상블 기법 각각에 입력하여 분석결과를 토대로 가중치를 

결정하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기법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

한 대상 광산은 중국의 Anjialing 탄광이다. GB-SAR로 획

득된 자료를 토대로 분석결과를 비교하면 개별 기법으로는 

RVM이 가장 오차가 작았으나 RNN을 포함한 앙상블기법

이 가장 오차가 작게 도출되었다(Fig. 7). 제안된 분석 결과

는 재해 예방 및 복구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고 재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전대책을 수립하는 데에 사용

된다.

Fig. 7. Prediction model for slope deformation of an open-pit mine (revised from Du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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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의

조사된 연구들은 광물자원의 부존여부 조사 및 탐사, 광

산 개발과 재해 분석과정에서 획득되는 다양한 유형의 데

이터를 입력자료로 활용하고 있었다. 조사 및 탐사단계에

서는 주로 point형식의 퇴적물 지구화학탐사 자료에 내삽

법(e.g. IDW)을 적용하여 layer로 형식을 변형하여 입력자

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이에 추가로 광상 종류에 따라 물리

탐사, 지질도, 단층선, 지형정보를 융합하여 광물 부존가능

성 지도화(mineral potential mapping)를 목적으로 하는 사

례가 다수 제안되었다. 이 단계에 적용된 딥러닝 기법은 주

로 비지도학습 기법인 SAE와 지도학습인 CNN이었다. 일

반적으로 조사 및 탐사 단계에서 데이터의 레이블로 사용

할 수 있는 정보는 시추공을 통한 분석결과나 지질조사를 

통하여 지표에서 발견된 광상노두 위치정보 뿐인데, 그 수

가 전체 입력데이터에 비해서 현저히 작기 때문에 상대적

으로 비지도학습 기법인 SAE를 적용하기 용이한 측면이 

있다. 또한, 대부분의 입력자료를 2차원 layer형식으로 통

일할 수 있기 때문에 CNN 기법도 활용도가 높았다. 광산 

개발, 운영 및 관리 단계에서는 광산현장에서 고정식 또는 

이동식 센서에 의해 측정되는 빅데이터나 카메라 영상이 

입력자료로 활용되었다. 카메라 영상은 차량, 무인항공기, 

고정식 스테이션 등을 통하여 획득할 수 있으며, 영상을 통

하여 작업자와 장비 위치 및 상황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연

구가 수행되었다. 아직 개별 연구들이 파편화되어 있지만, 

점차 연구가 축적되면서 광산 내 상황 자동감지, 상황 해결

을 위한 솔루션 자동 연산, 솔루션 적용을 위한 장비제어까

지 이르는 광산자동화의 단계로 진입하는 상황에 돌입하고 

있다. 이미지 자료의 물체 인식에는 주로 CNN이 활용되고 

있으며, 발파 등 개별공정의 예측모델 설계에는 DNN 등을 

기본으로 하여 입력자료 특성에 적합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는 연구가 축적되고 있다. 장비제어 및 자동운영에

는 강화학습을 도입하는 시도도 제안되었다. 재해 분석 및 

모니터링 단계는 주로 지도학습을 이용한 상황 인식 및 예

측이 주된 목적이었다. 시계열 예측을 위해서 RNN이나 

LSTM을 사용하는 연구가 많이 제안되었으며, layer 정보

의 분석에 용이한 CNN도 훌륭한 분석도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광업분야에 딥러닝 기법이 적용된 연구사례

들의 주요 논의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분석방법론보다 더 오차를 줄이고 정확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적용되었다. 딥러닝 기술의 주 목적

이 높은 수준(고차원 비선형 솔루션)의 특성을 추상

화하는 것이므로, 지질학적현상을 사람이 이해하는 

수준으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한 기존의 방법론이 간

과하던 특성도 분석에 반영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2) 다양한 데이터(e.g. 물리탐사, 시추공, 지질조사, 위

성영상, 시계열 측정자료 등)간 융합이 용이하다. 딥

러닝 기법은 입력자료의 특성에 더욱 적합한 다양한 

기법들(e.g. SAE, CNN, RNN 등)이 개발되었으며, 

기법들을 융합하여 각각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설계

할 수 있다. 또한 영상의 해상도 조절기법(합성곱, 풀

링 등), 노이즈 제거 및 자료 복원(e.g. SDAE)을 위한 

가용도구들이 풍부하여 이종데이터의 융합분석에 

적합하다.

(3) 레이블이 부족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도구들이 제

시되고 있다. 광업분야에서 조사 및 탐사 단계에서는 

지하 물성에 대한 측정값이 부족하고 전체 데이터에 

비해 그 비율이 매우 낮다. 광산 운영 단계에서도 갱

도가 굴착되지 않았거나 미시추지역은 여전히 미지

의 영역이라 기존의 분석방법론에서는 지질학적 지

식과 현장전문가의 판단에 기초하여 의사결정이 진

행되던 분야에서도 딥러닝 기법과 관련 융합 기법들

이 새로운 솔루션을 제안하고 있다. 

Table 1은 본 논문에서 조사된 연구논문들을 광업 단계

별, 적용 방법별로 분류한 것이다. 실측자료가 부족한 조사

Table 1. Characteristics of the articles reviewed in this paper

Mining phase

Applied method
Survey & Exploration Mine development

Hazards assessment & 

Monitoring

Unsupervised

(e.g. SAE)

Xiong and Zuo, 2016

Xiong et al., 2018b

Zhang et al., 2019

Supervised

(e.g. CNN, RNN)

Tessema, 2017

Xiong et al., 2018a

Li et al., 2019

Bewley and Upcroft, 2016

Nguyen et al., 2018

Zhang et al., 2018

Guo et al., 2019

Du et al., 2019

Geng et al., 2019

Luo et al., 2019

Reinforcement Yinka-Banjo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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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 단계에서는 비지도학습이 많이 사용된 것을 볼 수 

있고, 그 이후 단계로는 주로 지도학습을 통한 상황인지 및 

예측, 특성 추출이 주된 주제임을 볼 수 있다. 레이블이 부

족한 실제 현장자료를 대상으로 적용기법을 고려한다면 비

지도학습 기법도 광산 내 센서에서 획득되는 빅데이터의 

정리 및 자동 분석 등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논문에서는 지도학습의 사례가 다

소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일반적으로 연구논문들의 

특성상 새로 제시되는 기법의 경우 측정데이터를 통한 성

능 검증을 강하게 요구받는 점이 그 원인 중 하나일 것으로 

추정된다. 주로 활용된 입력자료는 layer형식의 공간적 분

포를 띠는 측정자료인데, 향후에는 무인항공기를 이용한 

가시광영상, 초분광영상, 물리탐사 등의 고해상도 자료가 

광업분야에서 딥러닝 기법과 좋은 조합을 보일 것으로 판

단된다.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딥러닝 기술의 조사, 탐사, 개발, 광산운

영, 재해분석에 이르는 광업주기에 따른 적용연구 사례를 

조사하고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광산 및 광물부존지역

을 대상으로 한 최근 적용사례들이 조사되었으며, 각 사례

의 입력자료 특성, 적용 기법, 목적 등이 분류되고 정리되었

다. 적용연구 사례들은 주로 DNN과 타 알고리즘을 융합하

여 광업분야 자료에 특화된 알고리즘을 제시하는 연구, 기

하학적인 특성을 가지는 다양한 입력자료들을 CNN으로 

분석하는 연구, SAE를 적용하여 조사·탐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특성 추출, 노이즈 제거, 자료 융합을 도모한 연

구 등이 있었다. 

조사된 연구들을 토대로 딥러닝 기술이 광업분야에도 적

용성이 높고 범용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

다.다만, 의료, 제조업 등 타분야에 비하면 지구과학 분야 

논문 건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고 그 중에서도 광업분

야는 기상, 해양, 석유 등 타 영역보다 규모가 작은 실정인

데, 광업 분야는 축적된 경험에 의존하는 경향이 크고 신기

술 적용에 보수적이라는 측면이 기여한 현상으로 보인다. 

그만큼 향후에 해당 분야의 연구가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연구 사례 조사 중 국내 사례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광업

분야는 특히 현장에 따라 분석결과가 상이하므로 딥러닝 

기술이 향후 국내광업분야에 효과적으로 도입되기 위해서

는 광업주기에 따른 다양한 국내 연구사례가 지속적으로 

제안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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