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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 현대화 채광 연구 

김 임 호， 정 소 걸， 강 선 덕， 조 영 도 

S tudy for the mechanization of mining method for 

large scale ore bodies 

Im-Ho Kim, So-Keul Chung, Sun-Duck Kang, Young-Do Jo 

Abstract 

An undrground mining method was designed for the development of a 

large Keumpyung quartzite orebody. 80th the evaluation of the stability by 

a numerical modelling and the analysis of the production cost on the 

designed method were carried out to obtain th results as follows 

1. Analysis of the geological data and on site investigation over the 

orebody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evaluate the reserves , which was 

divided into six stopes for the application of the sublevel mining method. 

2. A Sub-level stoping was design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reserves. The optimized method can yield as much as 363 tons of ore for 

every meter of heading. 2.7 meters of tunnel should be driven to produce a 

thousand tons of ore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over、all length of 



heading , 14 , 968 meters . The following table shows the heading length and 

the development coefficient of each stope. 

Subj - Heading Develop ct 
Under Slot Produc- -ment 

Sub-Level (M) 
Draw 

Main tion Coeffi -
point 

haulage cut ralse Total (Ton) cient 
1st 2nd 3rd (M) 

Level level rais l lev (M) 
(Ton /M ) 

Stope (M) (M) -e I-el 

810ck 1 429 359 284 315 188 1575 790 , 695 502 

810ck 
477 325 221 350 188 1, 561 873 , 989 560 II 

810ck 
487 406 304 338 202 1, 737 937. 169 539 

III 
810ck 

430 364 262 373 202 1.631 1, 003, 589 615 IV 

810ck V 476 489 241 443 240 1, 889 1, 018, 575 539 

810ck 
555 388 158 338 240 1.679 808 , 109 481 VI 

Access 
495 631 375 945 2, 446 

tunnel 

Total 3, 349 2.962 1.845 2, 157 2.205 1.950 275 225 14, 968 5, 432, 126 

3. The charging pattern in the first sublevel of a stope was designed 

with 247.5 grams of explosives composed of 213.3 grams of ANFO and 34.2 

grams of Gelatine Dynami te , 276. 8 grams of explosi ves composed of 238.5 

grams of ANFO 뻐d 38.2 grams of Gelatine Dynamite in the 2nd Sub-level of 

each stope, and 273.8 grams of explosives composed of 236.0 grams of ANFO 

and 37.9 grams of Gelatine Dynamite in the 3rd Sub-level of each sto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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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charging pattern fo r every ton of production in each row of 

blasting was designed wi th 268. 7 grams of explosives composed of 231. 5 

grams of ANFO and 37.2 grams of Gelatine Dynamite. A ton of production will 

need 0. 127 meter of drilled hole i n average. 

4. Out of 12 , 381 , 364 t ons of total reserves , 5, 432 , 126 tons can be 

produced with an average recovery of 44% and 6, 949 , 238 tons equi valent to 

56% of the total reserves has to be left for the safety rib pi llars , a 

secondary mining of which can improve the recovery. 

Reser ves (Ton ) 
Recovery 

Stopes 
Mineable (%) Rib pi 11ar Total 

(Ton) 

Block 1 790 , 695 1.248.513 2, 039 , 208 

Block II 873.989 1, 358 , 368 2, 232 , 357 

Block III 937 , 169 1, 455 , 568 2. 392.737 

Block N 1, 003 , 589 1, 516 , 623 2. 520.212 

Block V 1, 018 , 575 1.370.166 2, 388 , 741 

Block VI 808 , 109 

6.949.23꽤 808，과lO94 
Total 5.432.126 44 

5. The average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and the tensile strength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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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ree quartzite samples from the Keumpyung mine lot was 1, 65 MPa and 10 MPa 

respectively. The density was 2, 42 gl빼， the velocity of the P wave 2, 330 m/sec 

and that of the S wave 1, 540 m/sec. The quartzite c메 be r하1ked as a hi빼 to 

medium strength rock according to the standard classification of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by taking into considerat ion the strength of 

the rock. This quartzite is also ranked as a hard rock after the classification 

suggested by Deere and Mi ller according to the uniaxial compressi ve strength 

giving a medium elastic modulus ratio. Generally speaking , the quartzite can be 

ranked a medium to hard rock with a coefficient of brittleness as low as 16. 5. 

6. The rock around the pillars between the stopes wi 11 be mechanically 

stable during mining and the stability of the stopes can be guaranteed through 

out the six stopes giving a safety factor above 1.4 in all the pillars by the 

cri terion of Drucker-Prager which was defined wi th the reevaluated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after the rock mass classification. Since mining starts from 

the bottom 1st Sublevel to the uppermost 3rd Sublevel , the safety of the stopes 

뻐d the ga11eries wi 11 improve together wi th the mining process. 까1e rock 

around the upper most part and the bottom of all the stφes have a very hi빼 

factor of safety, however a spot reinforcement such as the rock bol ting is 

recommended during the mining φerations because the intermediate and minor 

principal stresses are acting in a tensi le mode. It is hi방ly recommended to 

contr‘ 01 the stability of the underground structures throu빼out the mining from 

the lower sublevel to the upper sublevel and to evaluate the in si tu rock 

properties and the rock stresses for the future study. In reality , the safety 

factors in some part of the stφes may be worse than it is calculated in the 

actual study, because the initial stresses were not measured to c맘ry out the 

present analysis of st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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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The production cost was calculated regarding three production 

scales , i. e. 100 , 000 tons , 200 , 000 tons , and 300 , 000 tons including the 

cost of heading , mining , and hauling to obtain the results as the following 

table. The production cost of smaller scale is higher than that of the 

larger scale , because , using the same equipment , the depriciation rate of 

the equipment is higher in the small production scale than in the large 

production scale. A production scale of 300 , 000 tons can be considered as 

an optimum one , however , the production cost will even decrease by reducing 

the capacity of each equipment 

Production Production Cost 
(Won/Ton) 

Percentage(%) 
cale 

Remarks 
100, 000 200.000 300, 000 100 , 000 200.000 300, 000 

Cost Tons Tons Tons Tons Tons Tons 

Development 1, 381 1, 381 1.381 24 30 33 

Wages 90 90 90 (2) (2) (2) 

828 828 828 (1 5) (18) (20) 
Min- Materials 

mg Expenses 1, 122 578 396 (1 9) (13) (0 ) 

Subtotal 2, 040 1, 496 1, 314 36 33 32 

Wages 752 464 368 (1 3) (1 0) (9) 

Haul 
Materials 726 726 726 (1 3) (16) (1 8) 

-age 

Expenses 843 471 347 (1 5) (11 ) (9) 

Subtotal 2, 321 1, 661 1. 441 40 37 35 

Total 5. 742 4, 538 4.136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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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 論

國內 훌훌石賣石은 內需市場을 중심으로 운영되며 시멘트용 副鳳料의 비중이 매우 

높아， 최근 몇년간 진행된 시멘트 設備增設과 맥을 같이하여 생산량이 增價되어 왔 

다. 96년도 桂石의 年間 총 뿜要量은 3， 004 ， 345톤이며 그 중 內뿜量이 2， 738 ， 174톤으 

로 95년도 대비 0.4%의 增加率을 보였으나 生塵量은 2 ， 813 ， 507톤으로 4. 2%의 증가율 

을 보였다. 年間 輸버量은 72 , 742톤이며 總 렴홈要量의 0.3%에 해당되는 9 ， 079톤만을 

수입에 의존하므로써 自給度가 매우 높은 鍵種에 속한다. 

국내 훌區 登緣 現況을 보면 1 ， 973건이 登錄되어있으며 94년말 기준으로 총 理훌홉 

톨은 1 ， 977 ， 208천론으로 集計되었다. 총 74개 광산이 生훌寶績을 보고하고 있으나 년 

간 10만톤 이상 생산광산이 10개로서 대부분 零細性을 면치 못하고 있다. 생산성은 

기계화 작업의 보급으로 1 인당 생산량이 94년도에 373.9톤이던 것이 96년도에 478.5 

톤으로 28%의 증가 推移를 보이고 있다. 開發方式은 露天開發 방식에 의존하고 있으 

나 自然景觀 앓揚 퉁 이유로 山林뿔揚 許可를 得하기가 매우 어려워 광산개발에 많은 

障路를 격고 있다. 

따라서 露天開發과 비교하여 작업이 安全하고 能寧的이며 生훌厭價가 低鷹한 抗

內採훌法 연구를 실시하여 활발한 갱내 개발로 課導하고자 本冊究가 실시되었다. 

연구대상광산의 選定 基핵훌은 중소 企業體에 속하는 훌山으로서 開發上 問훌훌點이 

있어 시급히 改善되어야 할 광산과 充分한 理藏量이 확보되어 있는 賣山 및 現代化

기술을 肯定的으로 검토하고 받아 드럴 훌勢가 되어있는 鎭山으로 정하였으며 l차 년 

도에는 銀햄옳石 훌山을 選定하였다. 

금명 규석광산은 年塵 약 10만톤을 생산하는 광산으로 93년도부터 생산을 시작한 

처녀 광산에 속한다. 현재의 開發方式은 4개의 階앓을 형성하여 露天開發을 실시하고 

있으나 37번 園道 可없지역에 位置하고 있고 속리산 문장대에서 많揚地城이 肉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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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察이 可顧하여 山林훌훨 허가를 륙하기 어려우며， 노천 채팡장의 地表 地形이 急便

짧 지역으로 벤치 형성이 어려워 노천채광이 不훌슴 狀顧로서 웰內 開훌훌이 불가피한 

팡산이다. 

훌用對훌 援훌홉인 시린케지 援훌홉(Shrinkage stoping) , 柱房式 援훌法(Room & 

Pi llar stopir필)， 中段 援훌法(Sub-Level stoping) 동을 比풀 檢討하고 구획된 광체 

의 형태에 가장 적합하며 대량 생산과 홉械化가 가능한 中段援훌法 (Sub-Level 

stoping)을 선택하여 채광준비 갱도 둥 開훌훌骨格을 設計하였다. 

본 鼎究에서는 캐나다의 CAN뻐r(Canada Centre for Mineral and Energy 

Technology)에서 露天 빛 地下 採훌設計를 위해 開發한 Mine Designer(Pre-and-Post 

Processing 용)와 BEAP3D( 탄성 경계요소법 S/W)를 이용하여 設計된 웰內 採賣法을 現

훌훌에 적용할 때 援抽作業뿔 周團 암반내에 작용하는 廳力分布와 암반내 홉導되는 훌 

位의 분석과 채굴작업장 주위 空洞의 安定性을 명가함으로써 採훌 •• 1&寧 향상은 물 

론 安全한 훌훌業을 할 수 있는 科學的 채광법 設計를 도모하였다. 이를 위하여 현장의 

채광예상 구역으로부터 옳石 시료를 채취하여 국제암반역학회의 標훨試驗 規定에 따 

라 시변을 제작， 암반의 工훌的 특성을 빼明하였으며， 현장에서 對훌地城에 대한 現

地岩훌훌 評톰를 통하여 현지암반에 상웅하도록 암반의 역학적 特性을 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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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陣石鍵山 開훌훌 現況

2-1. 園內 옳石 뿜給現꿇 

1. 擔要

內뽑市揚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桂石은 시멘트용 부원료의 비중이 매우 높아， 최근 

몇년간 진행된 시멘트 設備增設과 맥을 같이하여 生塵量이 증가되어 왔다. 桂石은 塊

寶 상태로 流通되기도 하지만 破홈過程을 거쳐 石빼으로 만들어 여러 분야에 공급되 

기도 하여 판매되는 상품도 형태별 및 品位別로 구분하고 있다. 

2. 96년도 뿜給實績 

96년도 규석의 연간 총 需要量은 3 ， 004 ， 345톤이며 그 중 내수량이 2 ， 738 ， 174톤， 

수출이 72, 742톤， tEl車量이 193 ， 429톤이다. 국내 생산량은 2 ， 813 ， 507톤이며 총 수요 

량의 0.3%에 해당되는 9 ， 079톤만을 輸入에 의존하므로써 自給度가 매우 높은 광종에 

속한다 (표 2.1 참조) . 

표 2. 1 96년도 수급실적 ( 경상가격 기준， 二그.01l • 
0 , 백만원， 804 . 78원 /$) 

총수요(총공급) 내 수 4- 출 

~èJ 금액 능 n률 èJ 금액 ~èJ 二I1L이 -1l 천$ 

3, 004 , 345 56.156 2.738.174 51 , 243 72. 742 1.469 1, 825 

재고 국내생산 걷’:。 닙l 전년도이월 

을~èJ 금액 능 ~èJ 금액 능 ~èJ 금액 천$ 능 n률 èJ 금액 

193, 429 3, 444 2, 813, 507 50 , 100 9,078 2, 819 3, 503 181 , 759 3,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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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年度別 內罷 및 生흩훌推移 

96년도 內류홈톨은 2 ， 738 ， 174톤으로 95년도 대비 0.4%의 증가율을 보였으나 생산량 

은 2， 813 ， 507톤으로 4. 2%의 증가율을 보였다. 內뿜홈를面에서 연 평균 增加率은 80년대 

에 비해 90년대가 다소 廳化되었으나， 생산량은 11. 6%로 같은 增加率을 보였다. 

표 2.2 연도멸 내수 및 생산 추이 ( 단위 : 톤 ) 

증가율 연평균 증가율 
구분 1981 1991 1994 1995( A) 1996(B) 

(B / A) 81 -91 91 -96 i 

내수 521 , 120 1, 656 , 341 2, 371 , 269 2, 728 , 494 2, 738, 174 0. 4 12.3 10.6 

생산 545, 246 1, 626 , 903 2,364 , 605 2, 700 , 589 2, 813, 507 4.2 11 .6 11. 6 

규석은 塊훌 상태로 유통되거나 파쇄과정을 거쳐 人造 옳뺑를 만들어 유통시키 

기도 한다. 광상에서 괴광으로 판매된 것도 紹體工揚에서 破홉시켜 입도별로 분류를 

한 후 판매하는 경로를 거치게 되어 賣뿜要者가 괴광상태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는 시 

멘트나 유리공장 정도이지만 여기서도 破홈過程을 거치기는 매일반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규석은 규석 품위가 Si Ü2 90"~ 이상의 것으로 물량을 기준으로 

할 때 시멘트용으로 29.7%, 훌物用으로 22. 2%, 유리용으로 11. 1% 빛 기타용으로 구분 

할수있다. 

2- 2. 뚫石 關훌훌 現꿇 

1. 賣山 現況

국내 광구 동록 현황을 보면 1 ， 973건이 퉁록되어 있으며 94년말 기준으로 총 매 

장량은 1, 977 , 208 천톤으로 집계되었다. 총 74개 광산이 生흩賣훌을 보고하여 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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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보고 광산 수는 l개 증가하였으나 명균 보고회수는 7.3에서 7 . 1회로 減少하였으 

며 광산당 생산량 증가로 총 생산량은 14.2%로 증가되었다. 또한 홉械化 작업의 보급 

으로 l인당 生훌훌은 94년도에 373.9톤이던 것이 96년도에 478.5톤으로 28%의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톨버 規훌別 광산현황을 살펴보면 100억원 이상이 l개 광산， 20 

- 50억원이 5개 광산， 10 - 20 억원이 8개 광산， 10억원 이하 광산이 60개로 零細한 

면이다. 

표 2.3 규석 광산 개발현황 

구 τ trj 94년 95년 96년 

총보고광산 73 74 73 
광산수 

월 명균 가행 광산 44.2 43.8 41. 1 

종업원수 
월 명균 인원 526 542 490 

(명) 
광산당 월 명균인원 11. 9 12.4 11. 9 

광산당 명균보고회수 7.26 7.11 6. 77 

/새。{li!J 월간 1 인당 373. 9 415.0 478. 5 

(톤) 
월간광산당 4, 455. 9 5, 135.8 5, 7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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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간 5만톤 이상 생산광산의 연도별 생산 실척은 표 2.4와 같다 

표 2.4 연도별 생산 실적 

광산명 소재지 ‘91 ‘92 ‘93 ‘94 '95 (A) 

우암 
경기 파주 파평 

5,270 13,400 19.512 25.590 177,910 
O갱8)958-6345 

고려시리카 
경기 가평 가평 

213,521 302,072 273,962 234,186 255,897 0356)82-6671 

명진 
강원 정선 북 

0 0 136,475 192,144 157,267 
0398)63-21α58 

c---{1 S t:표， 
전남 강진 도암 

148.460 152,510 131 ,300 109,850 136,100 
0638)앓-1877 

유창-안인규 강원 강릉 강동 
325.526 330,825 442.242 358,561 197.679 

A-{1 0391 )645-7378 
진성소재-소 충북 제천 백운 

0 3,504 52,234 123,781 163,783 
요 02-867-2171 

동우-동해 강원 명주 옥계 18.547 34,356 18,855 97,815 

경동 
강원 평창 방림 

6.400 70.300 180αm 191 ，αm 153α)() 
0374)34-2714 

호남규석 
전남 화순 이앙 

0 0 55,757 79,062 100,074 
0612)73- 7600 

진해큐석 경남 진해 죽곡 0 3,000 3.140 16,672 

한전규석 
전남 화순 한천 

0 36,133 44,131 45,962 52,561 
0612)73-0244 

금평규석제2 
충북 괴산 청천 

0 6,102 48,453 59,492 
02-551-6855 

성원 
전남 화순 한천 

41 ，0집 41 ,507 50,480 61.335 78.025 
0612)72-7089 

동신-채 
강원 영월 주천 

66.100 89.200 111 ,800 97αm 103.410 
0373)72-1134 

강진 
전남 강진 강진 

68,200 59,970 49,413 62,654 72,071 
0638)33-5αm 

종곡규석 
경북 문경 산북 

0 19,270 18,873 42,585 51 ,438 
0581 )53-9666 

동일-동앙삼 
강원 

삼척조비곡 0 0 0 27,071 185，α)6 
척 

0α39굉7끼)5강74-1η775 

신성큐석 강원 강릉 강동 0 20,400 32,500 44,500 

-14-

‘96 증감율 
(B) B/A(%) 

322,650 81 .4 

286,239 11.9 

223,234 41.9 

214,300 57.5 

205,059 3.7 

155,574 -5 

155,140 58.6 

149α)() -2.6 

110,967 10.9 

86.141 416.7 

81 ,049 54.2 

76,905 29.3 

75.220 -3.6 

72,105 -30.3 

64,946 -9.9 

62,285 21.1 

61 ,958 -66.5 

54，αm 21.3 



2. 연구 대상광산 선정 

연간 생산실적 50， 000톤 이상 광산중 6개광산 ( 덕용， 안인규석 ， 호남규석 ， 한천 

규석， 금명규석， 강진규석)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광산의 선정 기준은 

φ 중소 기업체에 속하는 광산 

@ 개발상 문제점이 있어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광산 

@ 매장량이 확보되어 있는 광산 

@ 현대화 기술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있는 광산으 

로 정하고 검토한 결과 l차년도에는 금명규석 광산을 선정하였다. 

2-3. 금명광잔 재발현황 

1.일반현황 

<D 소재지 :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명리 산 11 - 1번지 

@ 교 통 : 충북 괴산에서 남서쪽 19번을 따라 내려오다가 백봉 3거리에서 

37번 국도를 이용하여 현장 소재지인 청천변에 도달한다. 

@ 등록번호 : 제62093호， 저1162654호 

@ 지적번호 : 증명 10호， 증명 20호외 9개 광구 

@광엽권자 

대표 : 주소 :충북 괴산군 청천면 금명리 산 11-1번지 

성명 : 박 보 영 

@연혁 

1985년 5월 1) 금명규석광산 개발착수 (증명지적 9호) 

2) 국내 최초로 공기순환 분급식 공법의 규석 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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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설비 준공 및 가동 개시 

1987년 1월 법인 설립 - 금명규석공업(주) 

1992년 6월 증명지적 10호， 20호 광산개발 착수 

1993년 3월 20 ， 000톤/월 생산설비 준공 

1995년 12월 인조규사 생산설비 증설 착수(5 ， 000톤/월) 

1996년 6월 5 ， 000폰/월 인조규사 설 비 준공 

2. 지질 빛 광상 

광산부근의 지질은 캠브리아기의 미동산충 및 운교리충과 이를 부정함으로 피복 

하는 화전리충으로 구성된다. 광상은 미동산 규암충을 대상으로 하는 규석광상이다. 

3. 매장량 빛 품위 

(단위 : 천톤) 

품위 (%) 
추정 매장량 가채율 가채광량 

Si02 AI2Ü3 F~03 

9,675 70% 6,772 94.1 2.15 0.58 

현재 작업중인 광구만(증명 10호， 20호) 조사한 광량이며 나머지 7개광구의 광량 

이 추가 될 것으로 보아 광량이 충분하다고 본다. 

4. 채 광 

4개의 계단을 형성하여 노천채팡을 하고 있으나 37번 국도 가시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속리산 문장대에서 훼손지역이 육안으로 관찰이 가능하여 산림훼손 허가를 득하 

기 어려우며， 노천 채광장의 지표 지형이 급경사 지역으로 벤치 형성이 어려워 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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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이 부적합 상태이다. 

5. 생산 실적 

생산은 93년도에 6 ， 102톤을 시작으로 생산을 개시하였으며 94년도에 48 ， 453톤， 

95년도에 59 ， 492톤， 96년도에 76， 905론을 생산하였다. 94년도부터 96년도까지의 연명 

균 증가율은 26%로서 높은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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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續山開훌훌 設計

3-1. 훌用 훌훌훌 훌훌 빛 훌훌計 

本 훌山의 부존 광체는 캠브리아기에 속하는 미동산충의 규암을 대상으로한다. 미 

동산충은 북동-남서 방향의 대상분포를 보이는데 대체적인 주향， 경사는 N 40 -

70E, 50 -70 NW이며 맥폭은 위폭으로 800-1000M이고 연장은 11때 정도의 규모로 분 

포하고 있다. 이와같은 대규모 광체에 적용할 수 있는 대상 채광법으로는 Sub-

Level Stoping., Room & Pi llar Stoping, Block caving 채광법 동을 고려할 수 있으나 

Block caving 채광법은 채광이 대규모로 진행되면 채굴적 상부가 자연적으로 붕락하 

는 채광법이므로 지표가 함몰되고 지반침하가 발생되어 보안상 위험하여 부적합하며， 

Room & Pillar stoping은 채광 실수율과 작업 능률이 저하되고 항상 발따장소 하부에 

서 작업하므로 부석 몽락 동으로 보안상 위험하다. 따라서 대규모 기계화 채팡이 가 

능한 광체에 적합한 채광법으로서는 Sub-Level Stoping이 가장 적합한 채광법으로 半u

톰되어 Sub-Level Stoping을 遭用하기로 한다. 

갱내 채광 대상지역은 현 노천채광장에서 서쪽으로 수명거리 250M에 위치한 지역 

을 대상으로하며 북동방향 능선하부이다. 채광장 방향은 N59W 방향으로 설정하며 채 

광장 최상부에서 지표까지의 지표보안광주(Surface Crown Pillar)는 5에이상으로 하 

고 援훌훌 폭은 20M , 광주(Rib Pillar)의 폭은 30M를 원칙으로 하여 6개 채광장을 설 

계한다. 

광체 하부의 시추가 실시되지 않아 심부광체 설계를 생략하고 설계 대상지역 동서 

로 발달하고 있는 석둔이골과 더우설골 계곡에서 확인된 노두를 참고하여 25뻐을 광 

체 바닥으로 가정하고 설계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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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훌훌 華備 웰遭 훌훌計 

1. 주운반갱도(Main Haulage Level) 설채 

주 운반갱도의 동측 갱구는 1개만 굴착토록하며 파쇄장 서쪽 50M 거리와 표고 

250삐에 위치를 선정한다. 2개 채광장 사이 Rib Pi llar 중심에 1개의 주운반갱도를 

굴착하여 2개 채광장 광석을 운반하도록 한다. 갱도의 규격은 5.0X5.0M로 하며 갱구 

에서 N84W 방향으로 415M를 굴진하여 1, 11 채광장 사이 Rib Pi llar중심에 도달되도 

록 한다.Ill 채광장에서 W채광장의 주 운반갱도를 굴착하기위하여 S10W 방향으로 

210M를 굴진하고 103~1지점에 III.N채광장 주운반갱도 입구를 정하고， 막장 207M 지점 

에 V.VI 채광장 주운반갱도 입구위치를 결정한다. 따라서 주운반갱도용 연락갱도의 

굴진장은 62많!로 설계되었다. 

가. 1. 11 채광장 주운반갱도 굴진 

1, 11 채광장 주운반갱도 굴진은 연락갱도에서 N59W 방향으로 Rib Pi llar중심선과 

일치하여 375M를 굴진하여 II채광장 서쪽 경계에 도탈되도록 굳진한후 더우실골 계곡 

이 높기 때문에 +9。 상향 경사로 95M를 같은 방향으로 굴상하여 더우실골 265삐과 관 

통되도록 굴진하여 I. II 채광장 주운반갱도로 사용한다. 

나. Ill. N 채광장 주운반갱도 굴진 

연락갱의 III.N채광장 주운반갱도 입구에서 Rib Pi llar 중심선과 일치하여 N59W 

방향으로 403M를 굴진하여 III채광장 서쪽 경계까지 굴진하고 더우실골 계곡으로 관통 

시키기 위하여 +7。 상향 경사로 124M를 굴진하여 265ML에 관롱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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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V. VI 채광장 주운반갱도 굴진 

연락갱의 막장에 위치한 V.VI채광장 주운반갱도 입구에서 Rib Pillar 중심선과 

일치하여 N59W 방향으로 48애를 굴진하여 W채광장 서쪽 경계까지 굴진하고 더우실골 

계곡으로 관통시키기 위하여 +5. 7。 상향 경사로 101M를 굴진하여 260따에 관통시킨 

다. 

2. 1 st Sub-Level (270ML) 설계 

가. 연결갱 굴진 

주운반갱도의 갱구로부터 145M 지점에서 N38W 방향과 +4.6。 상향 경사로 20M를 굴 

진하고 막장에서 좌측 N84W방향으로 235M를 굴진하여 I 채광장 1st Sub-level 입구까 

지 굴진하며 막장에서 화측 S18W 방향으로 240M를 굴진하여 W채광장 입구까지 굴진 

하여 1st Sub-level 연결갱의 굴진을 완료한다.11 -V채광까지의 Sub-level 입구 위치 

는 I 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3때 지점에 11채광장 S.L 입구 • 100M 지점에 

III 채광장 S.L 입구 . 135M 지점에 W채광장 S.L입구 • 202M 지점에 V채광장 S.L입 

구. 237M 지점에 W채광장 1st Sub-level 입구를 정한다. 따라서 연결갱의 총 길이는 

495사 이다. 

나. 각 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1) 1 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I 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386M를 굴진하고 좌혹 S76W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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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43M를 굴진하여 II채광장 1st S.L과 연결시킨다. 

(2) II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II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477M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계곡 

270ML 지표와 관통시킨다. 

(3) m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m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48깨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270빠 지표와 관통시킨다. 

(4) N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W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430M를 굴진하고 우측 N14W 방 

향으로 29M를 굴진하여 m채광장 1st S.L과 관통시 킨다. 

(5) V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V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47뻐를 굴진하고 S76W 방향으 

로 29M률 굴진하여 W채팡장 1st S.L과 관통시킨다. 

(6) VI채광장 1st Sub-level 굴진 

W채광장 1st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55해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계 

곡 27~ι에 관통시 킨다. 

3. 2nd Sub-Level(295빠) 셜찌 

가. 연결갱 굴진 

갱구 위치는 따쇄장 측 295삐에 위치토록하며 N82W 방향으로 360M를 굴진하여 

I 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 도달되도록 한다. 막장에서 화측으로 S8W 방향으로 

215M를 굴진하여 V채광장 2nd S.L에 도달되도록 하고 다시 우측 S84W 방한으로 55M 

를 굴진하여 W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 도달되도록 한다. 각채광장 Sub-level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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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I 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서 35M 지점에 II채광장 2nd S.L 입구. 105M 지 

점에 m채광장 2nd S.L 입구. 143M 지점에 W채광장 2nd S.L 입구에 도탈되도룩 한 

다. 따라서 연락갱의 갱도 길이는 631M에 달한다. 

나. 각 채광장 2nd Sub-level 굴진 

(1) 1 채광장 2nd Sub-level 굴진 

I 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260M를 굴진하고 화측 S76W 방향 

으로 24M를 굴진하여 I. II채광장 사이 Rib Pillar 중심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시 우 

측 N59W 방향으로 75M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지표 295삐에 관통시격 2nd S.L 굴진을 

완료한다.따라서 S. L 굴진장은 359M 이다. 

(2) II 채광장 2nd Sub-level 굴진 

II채광장 2nd Sub- 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307M를 굴진하고 우측 N14W방향 

으로 IBM를 굴진하여 I 채광장 2nd S.L과 관통시킨다.총 굴진장은 325M 이다. 

(3) m채광장 2nd Sub-level 굴진 

m채광장 2nd Sub- 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325M를 굴진하고 화측 S76W 방 

향으로 24M를 굴진하여 Rib Pillar의 중심에 도탈되도록 한다. 계속 우측 N59W 방향 

으로 57M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치표 295삐로 관통시킨다. 총 굴진장은 406M 이다. 

(4) IV채광장 2nd Sub-level 굴진 

W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32뻐를 굴진하고 우측 N14W 방 

향으로 24M를 굴진하여 Rib Pillar 중심에 도달되도록 하며 화측 N59W 방향으로 20M 

를 굴진하여 m채광장 2nd S.L과 관통시킨다. 총 굴진장은 364M 이다. 

(5) V채광장 2때 Sub-level 굴진 

V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41애를 굴진하고 S76W 방향으 

로 24M를 굴진하여 Rib pillar중심에 도탈되도록 하며 다시 우측 N59W 방향으로 5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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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계곡 295삐과 관통시킨다. 총 굴진장은 489M 이다. 

(6) VI채광장 2nd Sub-level 굴진 

W채광장 2nd Sub-level 입구에서 N59W방향으로 370M를 굴진하고 우측 N14W 

방향으로 1뻐를 굴진하여 V채광장 2nd S.L과 관통시킨다. 총 굴진장은 388M이다. 

4. 3rd Sub-Level(325ML) 셜계 

가. 연결갱 굴진 

2nd Sub-Level 연결갱 갱입구에서 170M 지점을 중심으로 하여 +7.4 。 경사， N38W 

방향으로 20M를 굴진하고 역시 같은 경사와 N82W 방향으로 215M를 굴진하 

여 I 채광장 3rd S.L 입구에 도달되도록 한다. 다시 좌측 S12W 방향으로 140M를 굴진 

하여 W 채광장 3rd S.L 입구에 도달되도록 하며 이 갱도 시작 지점에서 33M 지점에 

II 채광장 3rd S.L 입구， 103M 지점에 m 채광장 3rd S.L 입구를 선정한다. 

V , VI 채광장은 채광장 길이가 짧고 더우실골 쪽으로만 치우쳐 있으므로 V , VI 

채광장 3rd Sub-Level 굴진은 더우실골에서만 굴진토록하며 통기와 작업의 연리성 및 

보안을 감안하여 W채광장과 V채광장의 3rd S.L 사이를 S60W 방향으로 68M를 굴진하 

여 관통시킨다. 따라서 연락갱의 총 길이는 375M에 탈한다. 

나. 각 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1) 1 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I 채광장 3r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180M를 굴진하고 좌측 S76W 방향 

으로 24M를 굴진하여 I， II 채광장 사이 Rib Pil1ar 중심에 도탈되면 우측 N59W 방향 

으로 80M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지표 325삐에 관통시켜 3rd S.L 굴진을 완료한다.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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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S.L 굴진장은 284M 이다. 

(2) 11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11채광장 3r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203M를 굴진하고 우측 N15W방향 

으로 IBM를 굴진 하여 I 채광장 3rd S.L과 관통시 킨다. 총 굴진장은 221M이다. 

(3) m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m채광장 3r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225M를 굴진하고 화측 S76W 방 

향으로 24M를 굴진하여 Rib Pillar의 중심에 도달되도록 한다. 계속 우측 N59W 방향 

으로 55M를 굴진하여 더우실골 지표 325ML로 관통시킨다. 굴진장은 304M이다. 

(4) N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W채광장 3rd Sub-level 입구에서 N59W 방향으로 233M를 굴진하고 우측 N15W 방 

향으로 24M를 굴진하여 Rib Pi l1ar 중심에 도달되도록 하며 화측 N59W 방향으로 5M를 

굴진하여 m채광장 3rd S.L과 관통시 킨다. 총 굴진장은 262M이다. 

(5) V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더우실골 325ML에서 S59E 방향으로 85M를 굴진하고 막장에서 화측 N76E 방향으 

로 24M를 굴진하며 다시 우측 S59E 방향으로 132M를 굴진하여 V채광장 3rd S.L 굴 

진을 완료한다. 전체 굴진장은 241M이다. 

(6) VI채광장 3rd Sub-level 굴진 

갱구로부터 75M 지점에서 우측 S14E 방향으로 IBM를 굴진하고 다시 화측 559 

방향으로 140M를 굴진하여 3rd S.L 굴진을 완료한다. 총 굴진장은 158M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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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Draw Point 갱도 셜체 

막장 척재와 운반에 필요한 Draw point 갱도는 갱도의 규격을 5.0X5. 애로 하며 

채광장 사이의 Rib Pi llar 중심에 굴착된 주 운반갱도에서 좌 우 양측 채광장 방향으 

로 직각으로 각 각 22.5M씩 굴착하고 Draw Point 중심 간격은 25M로 한다. 

I. II 채광장의 Draw Point 굴진은 동쪽 입구측 채광 경계에서 중심거리 12. 5M 

에 첫 번해 Draw Point를 굴착하여 I 채광장에 14개 315M를 굴착하며 II 채광장은 15 

개 35애를 굴착한다. (Fig. 3-3 참조) 

m 채광장의 Draw Point 굴진 역시 채광 경계에서 중심거리 12.5M에 첫 번째 

Draw Point를 굴진하여 15개 338M를 굴진하며 W 채광장의 Draw Point 역시 15개 

373M를 굴진한다. (Fig. 3-3 참조) 

V 채광장의 첫 번째 Draw Po int 굴진은 채광경계에서 중심거 리 12. 해에 첫 번 

째 Draw point를 굴진하여 18개 443M를 굴진하며 W 채광장은 전체 15개를 굴진하여 

굴진장은 338M 이다. 6개 채광장의 총 Draw Point 굴진장은 2， 157M에 달한다. 

Fig.3-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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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lot Raise 굴착 빛 확장 

810t Raise 굴착 및 확장은 각 8ub-Leve1에서의 채광을 위한 최초자유면을 형성 

하기 위하여 실시하며 ， 채광을 위한 Fan Dri 11 ing 발파의 성돼여부는 810t Raise 굴 

착과 확장에 달려있으므로 이 작업은 대단히 중요한 작업이다. 810t Raise의 경사는 

수직이며 단면 규격은 2. 5 x 2. 5M 이고 길이는 8ub-Leve1 수직간격에 따른다. 천공수 

는 Bit경 1102mm인 무장약공 3공과 176mm 장약공 22공으로서 총 25공을 천공한다. 

천공은 채광용 장공천공기를 이용하여 공곡이 발생되지 않도록 수직으로 Raise전 

장을 일시에 실시하며 발따는 5.0M씩 실시한다. 회당 사용 폭약량은 약경 15뻐m 

Ge1atine dynamite 44kg과 때FO 308kg 동 총 352kg를 사용한다. (Fig.3-4 참조) 

810t Raise의 위치는 각 8ub-Leve1 적당한 위치에서 1 , III , V 채광장은 우측으로 

H , IV , VI 채광장은 좌측으로 채광장 경계까지 규격 5.0 x 5.0M 규격으로 15M를 굴착하 

고 이 갱도 막장 좌측에서 1st 8ub-Leve1은 하부 Under Cut Leve1까지 15M를 굴착하 

고 (Fig. 3-5 참조) ， 2nd 8ub-Leve1은 1st 8ub-Leve1 까지 20M를(Fig . 3-6 참조 )， 3rd 

8ub-Leve1은 2nd 8ub-Leve1까지 25M 굴착하여 (Fig . 3- 7 참조) 관통시킨다. 각 8ub-

Leve1 연장선 상에서의 810t Raise 위치에 따라 채광작업장의 수가 1개일 수도 있고 

2개일 수도 있다. 

810t Raise 확장은 굴착된 2M 폭의 810t Raise 1면을 자유면으로 하여 공간거리 

1. 5M, 저항선 2.0M로 하여 8ub-Leve1 방향으로 후퇴하면서 확장한다. 사용 Bi t경은 % 

76mm를 사용하며 18공을 천공하고 폭약은 ANFO와 약 20%의 Ge1atine dynamite를 사용 

하여 발따의 성공률을 높인다. 

가. 1st 8ub-Leve1의 810t Raise 확장 

810t Raise는 하부 Under Cut Leve1까지 15M를 굴착하며 각 공의 천공장과 장약량 

은 표 3-1과 같다. 총 천공장은 210.0M이 며 사용 폭약량은 ANFO가 623 , 356gr , 

Ge1atine dynamite가 224 ， 688gr을 사용하여 총 848 ， 044gr을 사용한다(Fig 3-5.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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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 1st Slot Raise 확장 천공 및 장약 

천공장 장약장 장 약 량 (gr) 채광량 
공번호 

( M ) ( M ) 
경사 

( 톤 ) ANFO Ge.dy 계 

1 15 13. 5 90 45 , 171 16 , 308 61 , 479 

2 15 13.5 90 45 , 171 16 , 308 61 , 479 

3 15 13.5 90 45 , 171 16, 308 61 , 479 

4 15 13.5 90 45 , 171 16 , 308 61 , 479 

5 15 13.5 90 45.171 16, 308 61 , 479 

6 15 13. 5 90 45.171 16.308 61 , 479 

7 15 13. 5 90 45 , 171 16 , 308 61 , 479 

8 15 13. 5 90 45 , 171 16. 308 61 , 479 

9 13 11.5 90 38. 479 13.892 52 , 371 

10 13 11. 5 90 38 , 479 13 , 892 52 , 371 

11 11 9. 5 90 31.787 11 , 476 43, 263 

12 11 9. 5 90 31 , 787 11. 476 43 , 263 

13 9 8. 0 90 26 . 768 9. 664 36. 432 

14 9 8.0 90 27 . 768 9.664 37, 432 

15 7 6. 0 90 20 . 076 7.248 27 , 324 

16 7 6. 0 90 20 , 076 7.248 27 , 324 

17 5 4.0 90 13 , 384 4.832 18, 216 

18 5 4. 0 90 13 , 384 4, 832 18, 216 

계 210 186 90 623 , 356 224 , 688 848 , 044 1 ， 350톤 

로'-다 。 -ι~
0.15 

요량 
462 166 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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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2nd Sψ-Level 의 Slot Raise 

2nd Slot Raise는 하부 채광장까지 2에를 굴착하며 각 공의 천공장과 장약량은 표 

3-2와 같다. 확장에 필요한 천공장은 360M이며 폭약은 ANFO 1, 114 , 218 gr , Gelatine 

dynamite 402, 264 gr , 총 1, 516 , 482 gr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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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2. 2nd Slot Raise 확장 천공 및 장약 

공번호 
천공장 장약장 

경사 
장 약 량 (gr) 채광량 

( M ) ( M ) ANFO Ge. Dy 계 ( 톤 ) 

1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2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 249 

3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4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5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6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7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249 

8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 249 

9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10 20 18. 5 90 61 , 901 22, 348 84 , 249 

11 20 18.5 90 61 , 901 22 , 348 84 . 249 

12 20 18. 5 90 61.901 22.348 84. 249 

13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 249 

14 20 18. 5 90 61 , 901 22.348 84 , 249 

15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 249 

16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249 

17 20 18. 5 90 61 , 901 22 , 348 84 , 249 

18 20 18.5 90 61 , 901 22 , 348 84.249 

계 360 333 90 1, 114 , 218 402, 264 1, 516 , 482 2 ， 160톤 

트t一르t:.Jd:‘、-
0.16 

요량 
516 186 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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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rd Sub-Level의 Slot Raise 

Slot Raise는 하부 Under Cut Level까지 25M를 굴착하며 각 공의 천공장과 장약량 

은 표 3-3. 과 같다. 총 450M를 천공하며 폭약은 때FO 1, 415 , 358 gr , Gelatine 

dynamite 510, 984 gr으로 총 1, 926 , 342 gr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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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3. 3rd Slot Raise 확장 천공 빛 장약 

천공장 장약장 
경사 

장 。-1t 량 (gr) 채광량 
공번호 

( M ) ( M ) 계 ( 톤 ) 따\jFO Ge. Dy 

1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019 

2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019 

3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 019 

4 25 23. 5 90 78 , 631 28 , 388 107 , 019 

5 25 23.5 90 78. 631 28.388 107, 019 

6 25 23. 5 90 78 , 631 28 , 388 107, 019 

7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 019 

8 25 23.5 90 78.631 28. 388 107 , 019 

9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 , 019 

10 25 23.5 90 78.631 28.388 107.019 

11 25 23. 5 90 78 , 631 28. 388 107.019 

12 25 23. 5 90 78 , 631 28.388 107 , 019 

13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 019 

14 25 23.5 90 78 , 631 28 , 388 107, 019 

15 25 23.5 90 78 , 631 28.388 107.019 

16 25 23. 5 90 78.631 28 , 388 107 , 019 

17 25 23.5 90 78 , 631 28.388 107 , 019 

18 25 23. 5 90 78 , 631 28. 388 107 , 019 

계 450 423 90 1, 415 , 358 510. 984 1, 926 , 342 2 ， 700톤 

트'-응t::J~、-
0.16 

요량 
524 189 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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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혜준갱도 집체 빛 게갱 채수 

갱도와 광석 적제를 목적으로 굴착되는 Draw Point , 각 채광장의 천공 장약 퉁 

채준 갱도의 종류는 채광장 최하부에 광석 운반을 목적으로 굴착되는 주운반 채광을 

목적으로 하는 중단 갱도(Sub-Level)와 이들 갱도들을 지표로 연결하는 기간갱도로 

구분된다. 갱도의 규격은 5.0X5. 0M 이며 I. II 채광장이 공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주 

운반갱도는 갱도장을 2둥분하여 각각 분배하였다. Slot Raise와 확장갱도를 제외한 

총 채준갱도 굴진장은 14 ， 96뻐이 며 채광량이 5 ， 432 ， 126톤이므로 개갱 계수는 363 론 

1M 로 산출되었다(표3-4). 

표 3-4. 채준 굴진 및 개갱 계수 

채준 굴진 
개갱 

채광장 Sub-Level (M) Main Under 채광량 계수 Draw Slot 
별 

haulage cut 계 (톤) (톤/ point 
Level level Rais 확장 (M) 1st 2nd 3rd (M) M) 

( M) (M) e 갱도 

429 359 284 315 188 1. 575 790.695 502 
Block 

II 
477 325 221 350 

Block 
188 1, 561 873 , 989 560 

III 
487 406 304 338 202 1, 737 937.169 539 

Block 
W 

430 364 262 373 
Block 

202 1, 631 1, 003 , 589 615 

V 
476 489 241 443 240 1, 889 1.018.575 539 

Block 
W 

555 388 158 338 240 1. 679 808.109 481 
Block 
기간갱 

495 631 375 945 2, 446 
도 

계 3, 349 2, 962 1, 845 2, 157 2, 205 1, 950 275 225 14 , 968 5, 432 , 126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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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훌훌 꿇計 

Slot Raise 확장에 의해 형성된 자유변을 이용하여 발따를 실시할 제l 열 천공은 

저항선 2.0M , 공간거리 2.0M 거리로 11공을 명행 천공방식에 의해 천공한다. Slot 

Raise 확장작업후 천공을 실시할 경우 추락할 위험이 있으므로 제1열 천공작업은 

Slot Raise 확장 천공작업과 동시에 실시하며 Bit는 rþ76 mm경을 사용한다. 제2열 부 

터는 선형천공방식에 의해 천공하며， 상대펀 Sub-Level에서는 제1 열부터 선형천공방 

식에 의해 천공한다. 6개 채광장의 길이는 서로 다르지만 각 단변의 크기는 동일하므 

로 각 Sub-Level에서의 천공 및 장약에 대해서만 설명하기로 한다. 

1. 1st Sub-Level Fan Drilling 

각 Sub-Level에서의 천공방법은 선형천공방식에 의해 천공하며 공저의 공간 거 리 

를 2.5M로 하고 저항선을 2.0M로 실시 한다. 1 열 발따당 채광량은 1 ， 755톤이 며 총 천 

공장은 216.9M로서 톤당 0.12M의 천공장이 필요하다. 사용 폭약은 아lFO가 374. 35kg, 

Gelatine dynamite가 60.08kg이 소요되 어 총 434.43kg이 필요하며 톤당 폭약 소모량 

은 247.5gr으로 나타난다(표 3-5, Fig. 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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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5. 1st Sub- level Ffu~ DRI LLI NG의 천공 빛 장약량 

천공장 장약장 경사 
장약량 (gr ) 

채광량 
( M ) ( M ) ( 도) 

따JFO Ge. Dy 계 
( 톤 ) 

15. 3 13. 8 36 , 156 5.803 41 , 959 

2 15. 0 6. 75 15, 433 2, 477 17, 910 

3 15. 3 13. 8 36. 156 5, 803 41 , 959 

4 15.8 7. 15 16 , 608 2. 666 19, 274 

5 16.6 15. 1 39 , 978 6. 416 46, 394 

6 17.8 8.15 19 , 548 3. 137 22 , 685 

7 19. 4 17. 9 48 , 208 7, 737 55.945 

8 21. 0 9. 75 24 , 251 3, 892 28, 143 

9 19. 5 18 48 , 502 7, 784 56 , 286 

10 18. 0 8.25 19 , 842 3. 185 23 , 027 

11 16.8 15.3 40 , 566 6. 511 47 , 077 

12 12. 2 5.35 11 , 317 1, 816 13, 133 

13 8.4 6. 9 15, 874 2.548 18, 422 

14 5.8 2. 15 1, 911 307 2, 218 

계 216.9 148. 35 374 , 350 60 , 081 434.431 1, 755 톤 

료‘-Ec 。L
0.12 0. 08 213. 3 34.2 247. 5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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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nd Sub-Level Fan Drilling 

천공방법은 1st Sub-Level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형천공방식에 의해 천공하며 공저 

의 공간 거리를 2. 해로하고 저항선을 2. 뻐로 실시한다. 1 열 발따당 채광량은 2， 565톤 

이며 총 천공장은 331. 2M 로서 론당 O.13M의 천공장이 필요하다. 사용 폭약은 ANFO가 

61 1. 72kg , Gelatine dynami te가 98 . 18kg이 소요되 어 총 709 . 90kg이 필요하며 론당 

폭약 소모량은 276.8gr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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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6. 2nd Sub-Level FAN DRILLI NG의 천공 빛 장약량 

천공장 장약장 경사 
장약랑 (gr) 

채광량 
공번호 

( M ) ( M ) (도) ( 톤 ) ANFO Ge. Dy 계 

1 15.3 13.8 36 , 156 5.803 41 , 959 

2 15.0 6.75 15, 433 2, 477 17 , 910 

3 15.3 13.8 36, 156 5, 803 41 , 959 

4 15. 8 7.15 16 , 608 2.666 19 , 274 

5 16.6 15. 1 39 , 978 6, 416 46 , 394 

6 17.8 8.15 19 , 548 3, 137 22 , 685 

7 19.4 17.9 48 , 208 7, 737 55 , 945 

8 21. 0 9.75 24 , 251 3, 892 28 , 143 

9 24.0 22.5 61 , 730 9, 907 71.637 

10 24.4 11. 45 29 , 248 4, 694 33 , 942 

11 23. 0 21. 5 58 , 791 9, 436 68 , 227 

12 21. 8 10.15 25 , 427 4, 081 29 , 508 

13 21. 0 19. 5 52 , 912 8, 492 61 , 404 

14 20.4 9.45 23 , 369 3, 751 27.120 

15 20.2 18. 7 50.560 8.115 58 . 675 

16 20. 0 9. 25 22 , 781 3.656 26 , 437 

17 20.2 18. 7 50.560 8.115 58 , 675 

계 331.2 233.6 611 , 718 98 , 177 709 , 895 2, 565 톤 

효L-:c [ 1L
0.13 0.09 238. 5 38. 3 276. 8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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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rd Sub-Level Fan Drilling 

천공방법은 1st Sub-Level에서와 마찬가지로 선형천공방식에 의해 천공하며 공저 

의 공간 거리를 2. 5M로하고 저항선을 2. 뻐로 실시한다. 1 열 발파당 채광량은 3 ， 105톤 

이 며 총 천공장은 396.8M 로서 톤당 0.13M의 천공장이 필요하다. 사용 폭약은 때FO가 

732.68kg , Gelatine dynamite가 117.59kg이 소요되어 총 850.27kg이 필요하며 톤당 

폭약 소모량은 273 . 9gr으로 나타난다. 

-44-



표 3-7. 3rd Sub-Level FAN DRILLI NG의 천공 빚 장약량 

천공장 장약장 경사 장약량 (gr) 채광량 공번호 ( M ) ( M ) (도) Al\IFO Ge. Dy 계 ( 톤 ) 

1 15.3 13.8 36, 156 5, 803 41 , 959 

2 15.0 6. 75 15 , 433 2, 477 17 , 910 

3 15. 3 13. 8 36.156 5.803 41.959 

4 15. 8 7.15 16, 608 2, 666 19 , 274 

5 16. 6 15. 1 39 , 978 6, 416 46 , 394 

6 17. 8 8.15 19 , 548 3, 137 22 , 685 

7 19.4 17.9 48 , 208 7, 737 55 , 945 

8 21. 0 9. 75 24.251 3, 892 28 , 143 

9 24 . 0 22. 5 61 , 730 9, 907 71 , 637 

10 28.0 13.25 34 , 540 5, 543 40 , 083 

11 28.8 27.3 75 , 840 12 , 172 88 , 012 

12 27.4 12.95 33 , 658 5, 402 39.060 

13 26.6 25.1 69 , 373 11 , 134 80 , 507 

14 25. 4 11. 95 30, 718 4.930 35.648 

15 25.2 23. 7 65 , 258 10, 473 75 , 731 

16 25. 1 11. 8 30, 277 4, 859 35 , 136 

17 25.0 23.5 64 , 670 10, 379 75 , 049 

18 25.1 11. 8 30, 277 4, 859 35, 136 

계 396.8 276.25 732 , 680 117, 591 850 , 271 3, 105 톤 

트'-르t:J 
0.13 0.09 236. 0 37. 9 273.9 

소요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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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 채팡장 채팡량 

6개 채광장의 총채광량은 5 ， 432 ， 126론이며 각 채광장 종단변도는 Fig.3-9-3-14와 

같다. (표 3-8. 참조) 

표 3-8. 채광량 집계표 

채광장명 Sub-Level 명 단면척 (nf ) 
채광장 

비중 채광량(톤) 비고 
길이( m) 

1st Sub-L. 325 346 2. 7 303 , 615 

2nd Sub-L. 475 220 // 282.150 
I 채광장 3rd Sub-L 575 132 // 204.930 

소계 790 , 695 

1st Sub-L. 325 355 // 311 , 512 
2nd Sub-L. 475 257 // 329.602 

II 채광장 3rd Sub-L 575 150 // 232.875 

소계 873 , 989 

1st Sub-L. 325 360 // 315.900 
2nd Sub-L. 475 275 // 352.687 

III채광장 3rd Sub-L. 575 173 // 268 , 582 

소계 937 , 169 

1st Sub-L. 325 385 // 337 , 837 

2nd Sub-L. 475 277 // 355.252 
W채광장 3rd Sub-L. 575 200 // 310 , 500 

소계 1, 003 , 589 

1st Sub-L. 325 440 // 386.100 
2nd Sub-L. 475 360 // 461 . 700 

V채광장 3rd Sub-L. 575 110 // 170. 775 

소계 1, 018 , 575 

1st Sub-L. 325 364 // 319 , 410 
2nd Sub-L. 475 237 // 303 , 952 

W채광장 3rd Sub-L. 575 119 // 184 , 952 

소계 808 , 314 

합계 5, 432 , 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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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훌훌훌빼 훌量 빛 훌훌훌 寶收훌 

探훌훌가능한 理훌훌훌훌量은 지표에서 하부 경계(50m) 까지로 하였으며 ， 援훌훌훌 

은 이중 sublevel 채광법으로 채광할 수 있는 구역으로 상부 훌훌뼈 경계에서 지표 

와의 수직거리가 50m이상 되는 지점을 채광 경계로 하여 계산하였다. 

훌훌훌算버 方法은 각 援區의 실제 채광량과 rib pi llar의 양을 합한 것으로 

계산하였으며 채광장 사이의 Rib pi llar량은 Pi llar의 폭이 30M이므로 인접 채광 

장의 채광량을 합하여 2동분한 양에 폭이 30M이므로 1. 5를 승해서 계산하였다. 

이렇게 산출한 援훌훌은 표 3- 9. 에서 보는 바와같이 總 광량은 12, 381 , 365 

론이 며 採區의 援훌훌훌은 5 ， 432 ， 126론이고 Rib pi llar량은 6 ， 949 ， 238톤으로 採寶

實1&寧은 44%에 해당된다. 

표 3-9. 훌훌훌 빛 採훌 寶收짧 

광 량 (톤) 실수율 
채광장별 

(%) 
채광량(톤) Rib pi llar 광량계 

I 채광장 790, 695 1.248. 513 2, 039 , 208 

11채광장 873, 989 1.358.368 2, 232, 357 

III채광장 937.169 1. 455. 568 2, 392 , 737 

W채광장 1, 003, 589 1, 516, 623 2, 520, 212 

V채광장 1, 018, 575 1, 370, 166 2, 388, 741 

W채광장 808.109 808, 109 

합계 5, 432, 126 6, 949 , 238 12, 381, 364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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쩌14장 岩훌훌의 빼性細明 및 援훌훌훌훌에 대한 

電算모델링 

4-1. 岩훌의 .，性 MOO 빛 評價

1. 岩훌의 力훌的 性質

가. 시험시편의 제작 

암반의 역학적 특성규명을 위해 채광현장에서 암석블럭을 채취하였고， 암석시연 

은 Core Drilling Machine으로 채취된 塊狀의 시료로부터 원주형 암석시료를 코아렁 

하고 다이아몬드 톱으로 절단한 뒤 금강사(Caborundum)로 연마하는데 최종적으로 

100-400mesh의 금강사를 사용하여 그 편명도의 오차를 0.05mm이내가 되도록 연마하여 

시편을 제작한다. 암석시펀의 크기 빛 형태로서 단축 및 삼측압축 시험용은 30mm x 

60mm로 하였고， 인장강도 시험용은 30mm x 15mm로 제작하여 실험을 실시하였고， 실험 

실의 모든 실험법은 국제암반역학회의 표준시험규정 (Testing Standard of 

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을 준수하였다. 

나. 단축압축시험 

암석에 대한 강도시험에 사용된 시험장비는 160톤 용량의 ~rrS(Material Testing 

System)사의 암석시험용 압축기를 사용하였다. 이 장비는 유압을 실험조건에 맞게 자 

동조절할 수 있는 Automatic Servo-controlled System에 의해 실험의 전과정이 조절 

되는 Closed Loop System이다. 본 시험기의 제어 변수로는 종변위 (Stroke) . 횡변위 

(Lateral Displacement) 그러고 가압력 (Load)을 선택할 수 있고 단위 시간당 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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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조정할 수 있다. 

시험펀에 압축력을 가하여 암석이 따괴될 때의 파괴하증을 P Kg , 압축력을 받는 

단면적을 A cm2이라 할 때 단축압축강도는 Sc (Kg/cm2 )는 다음식으로 산정된다. 

Sc=P/A 

다. 변형률 측정 

단축압축 강도시험에서 압축응력에 대한 변형특성을 조사하기 위해 시험펀에 저 

항이 120Q인 Double Strain Gauge(KYOWA사 제품)를 접착제(Strain Gauge Cement)로 

부착하여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들을 야namic Strain Amplifier(KYOWA, 뻐'1P-G)에 연 

결하고 이를 통하여 A/D Converter에 의한 컴퓨터 전산처리로 시험연이 파괴된 후 까 

지의 웅력-변형곡선을 기록하였다. 웅력에 따른 탄성상수는 다음식을 이용하여 구하 

였다. 

Young 률 E = Ux I Ex 

Poisson 비 U = Ey I Ex 

여기서 Ux = 하충방향으로 작용하는 웅력 

Ex 시험면의 종방향 변형률 

éy = 시험핀의 횡방향 변형률 

실험에서 가압속도는 초당 5xlO-3mm로 시험연에 하증을 가하였고， 위의 두 탄성 

상수는 단축압축강도의 5Ü% 웅력수준에서 구한 접선탄성계수이다. 

라. 인장강도 

단축압축강도 실험에서 사용한 MTS압축시험기를 이용하여 간접인장 시험방법인 

압열인장시험(Brazilian Tensile Test)을 실시하였다. 시험연의 단면이 압축 시험기 

의 가압판에 수직이 되도록 세우고 하중을 가하여 시험연이 파괴될 때의 하중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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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시험편의 인장강도(SI Kg/cm2 )는 다음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S= 2P -
t πÐL 

여기서 D = 시험변의 직경 (cm) 

L = 시험연의 두께 (cm) 

P = 따꾀하증 (kg) 

마. 탄성파 전따속도측정 

본 시험은 시험연내부로 탄성파를 통과시키는 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탄성 

파인 P波와 S波의 전따속도를 구하는 비따괴시험이다. 여기에 사용된 측정기기는 

Sonic Velocity Measuring Equipment (OY이이다. 시험연을 발신기 (Pulse Generator) 

에 연결된 송， 수신자(Transmitting and Receiving Transducer) 사이에 끼우고 적당 

히 가압하여 탄성파가 송신자로부터 시험면을 거쳐 수신자에 이르는 데 소요된 시간 

을 Oscilloscope상의 파형으로부터 10-6초 단위로 계측하여 시험면의 길이를 소요된 

시간으로 나누어 줌으로써 탄성파속도를 결정하였다. 

바. 삼축압축시험 

본 시험에서 사용된 기기는 Hoek Cell (삼축압축 Cell )로 封壓을 700 Kg/cm2 까 

지 가할 수 있는 장치로서 원주형의 합금강으로 된 Pressure Cell의 크기는 127mm x 

152 mm이고 내부는 54mm x 109mm이며 고무 Membrane을 사용하면 BX 빛 EX core의 사 

용도 가능하다. 시험방법은 어느 정도의 봉압을 가하고 동시에 축하중을 가하는 순서 

로 설정된 봉압까지 정수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였으며 시험연이 파괴된 이후까지 

봉압을 유지 한 상태에서 축하충을 계속 가하였다. 내부마찰각(Internal Friction 

Angle)은 삼축압축 실험결과로부터 Mohr Diagram에 의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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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홉뚫結果 빛 考察

본 광산에서 채취한 석회석의 암석물성에 대한 실험결과는 Table 4-1과 같다. 

이 표에서 세 개의 시변에 대한 명균 압축강도 빛 인장강도는 각각 1, 650KgI cm2 빛 

100Kg/cm2 이며 비중은 2. 42g/cm3의 값을 그러고 탄성따 속도로서 P파의 평균치는 

2， 330m/sec이고 S파의 명균치는 1 ， 540m/sec로서 암석속에는 상당한 양의 미세균열이 

분포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Table 4-2는 건설부 표준품세에 의한 암반분류 기준을 나타낸 것으로 극경암， 

경암， 보통암， 연암， 풍화암 5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시험결과를 이 품세에 따른 강 

도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본 광산에서 채취된 암석은 보통암에 속하고， 탄성파속도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극경암에 속하고 있다. 이는 건설부의 품세 경우는 일반적으로 

탄성파숙도에 의한 분류가 강도에 의한 분류 보다 높게 명가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분석된다. 

표 4-1 : 금명광산 큐암 광체의 암석물성표 

규암 

비 중 (g/cm"') 2.42 

탄성파숙도 P 파 2, 330 

(m/sec) S 파 1, 540 

탄성계수 (10~ Kg/cmli:) 4.13 

Poisson ’s 比 0.27 

압축강도 (Kg/cmli:) 1, 650 

인장강도 (Kg/cmli:) 100 

전단강도 (Kg/cmli:) 270 

내부마찰각 ( • )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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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축압축강도는 암석의 공학적 특성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서 탄성계수와 

도 높은 상관성율 지니고 있다. 시험결과의 암반공학적 분류를 위해 Table 4-3와 같 

이 단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에 의한 Deere와 Miller의 분류방법을 이용하면 

1. 530Kg/ cm2의 압축강도를 갖는 규암의 경우는 경암에 속하며， 탄성계수비를 기준으 

로 분류하면 250으로 나타나 중간비 (Medium Modulus Rati이에 속한다. 건설부품세에 

의한 기준이나 앞의 설명 경우의 기준으로 이지역의 규암은 경암 혹은 보통암으로 분 

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석의 단축압축강도에 대한 인장강도의 비 (Sc/St)는 암석의 취성변형거동을 나 

타내는 지수로 이용되는데 이를 일반척으로 취성도라 칭하며 ， 이 값이 클수록 취성이 

높고 폭발적인 변형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추정한다. 본 지역의 규암은 취성도가 

16 . 5로 취성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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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 암석의 단축압축강도 기준에 따른 현장암석의 판정기준 

(건설부 표준품세) 

岩種 極硬岩 硬岩 普通岩 軟岩 風化岩石

단축압축강도 1, 600 1, 300 - 1, 000 - 700 - 300 -

(Kg/cm2) 이상 1.600 1, 300 1, 000 700 

탄성파 시면 > 5, 800 4700-5800 3700-4700 2낀700-3윈700 2000-2700 
속도 

(m/sec) 현장 > 4, 200 2900-4200 1900-2900 1200-1900 700-1200 

Schmidt hammer 60 이상 51 - 60 44 - 51 34 - 44 10 - 34 

점하중강도 
88 이상 56 - 88 37 - 56 18 - 37 o - 18 

(Kg/cm2 ) 

큰해머로 큰해머로 보통해머 
보통해머로 

큰해머로 타격시 용 
타격시 횡 타격시 균 로타격시 

타격시 약 이하게소 
기며 용이 열을따라 비교적 용 

Hammer에 의한 간깨짐 연으로깨 
하게 깨지 크게 떨어 이하게깨 

타격 어지며 때 
지 않음 zr11 zI11 

로는손으 

로도깨어 

x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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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 암석의 공학적 분류 

강도 

τI=r τ -13「 τ trjr -*프 
단축압축강도 

(kg / cm2 ) 

A Very high strength (극경암) > 2, 250 
B High strength 경암) 1, 125 - 2, 250 

C Medium strength (보통암) 560 - 1, 125 

D Low strength 연암) 280 - 560 
E Very low strength (국연암) < 280 

탄성계수비 

깐r=r1-E1r 1 trj T 등프r 탄성 계수비 (E / Sc ) 

H High modulus ratio (높은비) > 500 

M Medium modulus ratio (중간비) 200 -500 

L Low modulus ratio (낮은비)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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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펀산모헬령 및 결과혜석 

1. 훌uJ께빼톨 

본 광산의 초기지압 조건은 암반의 자증을 고려하여 연직방향의 웅력성분은 암반 

의 단위중량에 심도를 곱하여 구하였고 수명방향의 웅력성분은 암반을 수명방향의 변 

위가 발생하지 않는 탄성체로 가정하여 계산하였다. 따라서， 이 지역의 지하 400m 하 

부 륙， 해수변 수준에서의 웅력 댄서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용된 삼차원 경계요소법에서는 압축웅력을 陽(+)으로 그러고 인장웅력을 陰(-)으로 

정하고 있다. 

[ E] = (10896 2%1 2g1) 

2. 岩石의 빼폼 훌휘 

가. 現地岩훌훌 명가 

채팡 현장에서 채취한 암석블럭으로 시편을 제작하여 실험실 시험을 통해 구한 

암석의 역학적 륙성을 현지 암반의 물성율 대표하는 값으로 보정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현지 암반의 명가를 통한 RMR 값으로 보정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현지암반의 노두조사 결과 충리면의 경사 빛 경사방향 은 각각 N60-

65W. 40 。로 나타났고， 절리군은 크게 3개의 군이 관축되었는데， 첫 번채 절리면의 

경사방향 및 경사는 N15-20E. 90 ’, 두 번째 절리면의 경사방향 및 경사는 S46E. 30 

, 세 번채 철리면의 경사방향 및 경사는 S78E. 5 .로 나타났다. 이률 절리군 중 첫 

번째 절리군은 이지역의 규암광체를 갱내채굴할 경우에 개설될 갱도의 축방향과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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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고 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주향이 각각 N50W 빛 N58W이고 폭이 1m 내외인 연 

직방향의 단충이 나타나고 있어 이틀 단충 역시 채광설계에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 지역의 암반명가 결과 RMR 값은 63-68로서 이지역의 암반은 양호한 암반 

(Good rock)에 숙한다. 

나. 現地岩盤의 지반정수 

현지암반은 실험실시험 결과와 현지암반명가 결과를 토대로 산정된 현지암반 

평가지수(RMR) 및 Hoek & Brown과 Serafim & Pereira에 의해 제안된 현지암반의 강도 

및 변형성으로 추정가능한 보정식을 다음과 같이 이용하였다. Serafim & Pereira 빛 

Bieniawski에 의하면 RMR로부터 현지암반의 변형계수는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사용하 

며 여기서 변형계수의 단위는 GPa이다. 

Em= 2. RMR- lOO for RMR~55. 

RMR-IO 

Em= 10 'IU for RMR드55 

그리고， 탄성이론 빛 Hoek & Brown에 의하면 현지암반의 단축압축강도( qm ), 인장 

강도( SJ. 점착력 ( Cm )은 다음식으로부터 추정할 수 있다. 

qm= Sc . .fS 

St=융 Sc . [m-잖파s] 

C_= 요!t!. 1 
m 2 tan(45 0 + rp /2) 

여기서 SC는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구한 단축압축강도 q;는 내부마착각이다. 그 

-63 -



리고 m 및 s 값은 빠R 값과 이에 의해 분류된 암반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암반강도 

지수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빠뻐 값과 삼축압축시험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즉， 

m= m .. exnr --.RMR-95.. 1 
“~l-' L 13 .4 

s= exnr --.RMR- lO{L 1 
"~l-' L 6.3 

여기서 ημ 값은 s= 1로 하고 실내 삼축압축시험을 수행함으로써 구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산정된 RMR 값으로부터 대상지역의 암종인 큐암에 대한 m 빛 s 값을 

Hoek & Brown에 의한 분류 기준에서 선택하였다. 즉， 사암이나 규암에 해당되는 본 

광체의 RMR 값이 명균 65 정도로 나타나므로 이에 해당되는 m 및 s 값은 각각 

1. 231 빛 0. 00293임을 알 수 있다. 

다. 現地岩盤의 영률 

본 연구에서 적용한 추정식 E m = 2 x 65 - 100 = 3이 GPa}으로부터 현지암반에 대 

한 변형계수의 값을 SI 단위로 나타낸 결과 30 GPa이 되었으며 이 값은 실험실에서 

試片으로 측정한 값을 토대로 현지암반의 영률을 대표할 수 있도록 보정한 것이다. 

즉， 실험실에서 영률을 측정하는 대상 암면은 현지 암반 보다 결함이 적기 때문에 실 

험실에서 측정한 영률은 일반적으로 현지 암반의 영률 보다 크게 나타난다. 

라. 현지 암반의 포아송비 및 꿇度 

암반의 포아송비는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결정된 값인 0.27를 적용하였으며， 암 

반의 강도는 실험실에서 측정한 岩片의 끓度를 바탕으로 영률과 같은 비율로 보정하 

여 결정하였으며， 이에 따라 현지암반의 單顧 壓縮꿇度는 앞서에서 다룬 추정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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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m = 1, 650 . -/0.00평3=8.93 MPa , 그러고 인장강도는 St= - 0.392 MPa로 나타났 

다. 또한 암반의 훌餐角은 46.2。 그러고 點훌力은 현지암반 조건에 부합되도록 보정 

하여 Cm= 융9~.3 fu" 1 ". ~ I~' = 1.8 MPa을 적용하였다. 
2 tan(45 0 +46.2/2) -

3. 岩훌의 훌훌훌 基훨 

BEAP3D S/W의 鷹力解析 프로그램에서는 짧驗的 파괴조건{Hoek-Brown ， 198이과 

Drucker-Prager{1952}의 파괴조건이 암반의 安全率 명가에 이용되고 있으며， 특히 

Drucker-Prager의 파괴조건은 암반내 最大 主應力 빛 最小 主慶力은 물론 中間 主魔

力도 고려하므로 암반의 실제 畢動을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이 

破壞條件을 현지암반의 파괴기준으로 설정하였다. Drucker-Prager 파괴기준의 일반식 

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 (J2) 1/2+ a 11 - K 

여기서， 11와 12는 각각 다음과 같다. 즉， 

11 = (J 1 + (J 2 + (J 3 

J2={( (J 1- (J 2)2+( (J 2- (J 3)2+( (J 3- (J l)2}/6 

이를 임의의 2차원 좌표계에 적합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R= CCOS rp - sin rp ((J x- (J )/2 

위 식에서 a 와 x는 常훌이며 c와 ￠는 각각 다음과 같은 보정치 및 실험치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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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c 1. 8 MPa 

qJ : 46.2。

4. 천산모렬렁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의 CANMET{Canada Centre for Mineral and Energy 

Technology)에서 훌天 빛 地下 採훌톨짧計를 위해 개발한 Mine Designer{Pre-and- Post 

Processing 용)와 BEAP3D{탄성 경계요소법 S/W)를 이용하였으며 채굴에 의해 형성되 

는 援抽空洞 周뼈 암반내에 웅력분포 및 안정성을 명가하였다. 

가. 모탤렁 (Pre-processing) 순서 

채광장의 설계 뼈面을 이용하여 각 援훌 斷面圖를 작성하고 채구의 모서리에 대 

한 3차원 화표를 기입함으로써 입력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으로 이 도변을 보면서 

Mine Designer( Windows 환경에서 수행됨)의 도움으로 채구의 각 모서리 화표{Mode 

’Node’)를 입력하여 채구의 입체 모델 즉. B돼P3D 웅력해석 境界要素網{Mode ’ Face’) 

을 형성하는데， 이 때 Digitizer로써 각 모서리 좌표를 바로 입력할 수도 있다. 각각 

의 3차원 모텔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면(Face)으로 구성되며 결국 이 면으로써 경 

계요소망이 구성되는데， 이렇게 하여 작성된 각 면 요소별로 해당되는 암반물성 및 

파괴조건， 초기지압조건， 웅력해석 변수 등을 부여하면 천산모델링 준비는 완료된다. 

경계요소망을 구성하는 단계에서 각 면 요소{BEAP3D 내부적으로는 ’Face’라 부름)를 

구성하기에 앞서 프로그램상의 Region 단추를 눌러 각 면요소에 대한 물성， 초기지압 

조건， 웅력해석 변수 둥율 먼저 입력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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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응력해석 

본 연구에 적용된 3차원 경계요소법의 이론적 바탕은 Lachat와 Watson(I 976)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서 해석 영역 (Region)을 다음과 같이 k개의 세부영역 (Subregion) 

으로 나누어 적분해를 구한다. 

C샘(X)u샌(X)+ L.， T밴(X， y)심찌 (y)dSy= L., ~야~(X， y)t?) (y)dS, (1) 
’ , " JS(찌 JS(셔 ‘ 

T밴(x， y)= 。」 1 l (찌、 ::z{ (1 - 211(찌)[싼(y) (Xj현l 

/찌 (Xi-Y .. ) 1 . r ,. _ (잉 
-n얀(y)-」;-느 1+ [ (1 - 2 I1 l~))δ ij 

(Xi- Yi)(Xj- yj) 1 (꾀 (Xs- Ys) , 
~η샘(y) ,,. s r J S; ~ (2) 

1 + 1I(찌 (Iro J (회 ( Xi- Yi)(Xj- Y) ) 
U샘(X，끼=~회 (k))r {(3 -411(찌)Ôij+ μ } 8πE l찌(1 -v얘)r l \'"' 'X V jUij I ,;. J (3) 

여기서 μ샌(X)는 세부영역 R(씨의 표면 S(찌상의 한 점 x의 판번째 요소의 변위 

이며， 마찬가지로 u색(y)는 세부영역 R(찌의 표면상의 한 점 y의 /삐번째 요소의 

변위이다. 또한 tjk)(y)는 j(써번해 요소에 작용하는 힘이며. c감~(X)는 X에서의 

Cauchy 상수 dSy는 척분할 미소요소의 면적이며 k는 세부영역의 번호이다. 그리고 

E(찌는 세부영역 R(찌의 영률 11 (k)는 세부영역 R(찌의 포아송비이며 Ôij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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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necker‘ delta 함수이고 r은 x와 y사이 의 거 리 이다. 

위의 식(1)에 대한 수치해석적 해를 구하면， 세부영역 R(찌내의 한점 x에서의 변 

위 및 웅력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샘(씨= fs‘.) U샘(x 끼t샌 (y찌- fs<ιT샘(x 끼샘(끼dS) (4) 

램(x)= ￡J샘(x， y)tf많y- fs짧(x， y)샘 (y쩌 (5) 

여기서， 

(k)/ __ __ \ 1- 2 1/(찌 r ,,_ , ,, __ " _. 3 __ 1 
D않(x， y) = 0-':' ú_vCkh . .2 I 8'iY .j+ 8κ’‘-야y. ，+ 11 ~_Ckh Y . iY. jY. d 8서 l- I/ (k))μ l Ò"iY.,T Ò"jY.i- Ò'ijY. rr (1 -2 1/얘) Y . iY. jY. 'J (6) 

“ (1 - 2 1/(찌 )C(셔 (.., aY r ".., 1/(찌 
sιj(x， y)- !3--l a y + (δuY，j+8F.i) 4π(1- 1/(찌)션 lÙ aηl Uij' . " (1-1/(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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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c(때는 세부영역 R(찌에서의 형斷係數이다. 그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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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 ~r = (Xi- y ,.) 

-‘ àXj r (8) 

àr àr (Xi- Y ‘) 
aη àXi “ r “ t 

(9) 

η ， 은 세부영역 R(셔위의 한 점 y에서의 외향 법선벡터이다. 

주어진 모델에 대하여 서로 다른 두 조건에서 웅력해석이 가능하다. 첫째 조건 

은 Windows 환경하에서 Solver인 웅력해석 프로그램을 집행하는 것이고， 둘째는 OS 

즉， DOS 환경하에서 바로 웅력해석 프로그램을 집행할 수 있는데 OS를 ooS로 사용하 

는 경우 前者를 이용하면 後者를 이용하는 것 보다 執行時間이 적게 소요되나 최근 

Windows 95 이상의 OS에서는 Windows 환경에서 바로 집행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 

다. 

다. 解析結果 處理(Post-processing)

해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면 각 要素別로 鷹力과 훌位를 計算하여 그 結果를 

Windows 環境下에서 그래픽으로 나타나도록 도와 주는 Mine Designer의 

Post-processing 모률로 연결될 수 있으며 이 때에는 해석결과 나타난 웅력분포 및 

모델의 변형정도를 그래픽으로 나타낼 수 있다. 웅력분포는 웅력 9개성분과 주웅력 

성분 그러고 모델상에 주웅력 크기와 방향도 나타낼 수 있다. 또한 각 요소의 안전율 

(Safety Factor‘)을 파괴조건에 따라 그래픽화할 수 있어 결과 그래픽을 보고 공동의 

안정성을 평가할 수 있으며， 각 요소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암반내의 웅력 및 변위 

상태도 분석할 수 있는 기능(Region)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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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훌훌훌에 대한 천산모렐령 훌훌果톰￥t1i 

가. 援훌훌의 천산모델렁 및 安定性 備析

설계된 행內 援훌法을 現뿔에 遭用할 때 援抽作業뿔 周뼈 空洞의 安§겉性이 확 

보되어야 안전한 조업이 보장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하나의 채광장이 채굴 완료 

되었율 때의 채굴공동에 대한 안정성을 사전에 명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상지역 

에서는 앞절(제3장 3-4철)에서 설계된 바와 같이 크게 6개의 채팡장으로 나누어 채광 

작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채광장에 대한 안정성을 명가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순서로 채굴공동의 모델링과 경계요소법에 의한 웅력해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채팡설계 도면율 이용하여 각 채광장 단면도를 작성하며 채광장의 모서 

리에 대한 3차원 화표를 기입함으로써 입력 준비를 완료하고 다음으로 이 도면율 보 

면서 Mine Designer(Windows 환경에서 수행됨)의 도움으로 채광장의 각 모서리 화표 

률 입력한다. 

둘째， 암반물성 및 파괴조건， 초기지압조건， 계산변수 풍의 순서로 천산해석 

에 필요한 모든 입력자료를 만든다. 채구의 각 모서리 화표를 입력하여 채광장의 입 

체 모델 즉， BEAP3D 웅력해석 境界要素網(Fig. 4-1.)을 형성하게 되는데 각각의 3차 

원 모델은 이들을 둘러싸고 있는 면으로써 경계요소망이 구성된다. 이러한 각 面 要

素를 생성하기 직전에 암반물성 빛 파괴조건， 초기지압조건， 웅력해석 변수 등을 부 

여함으로써 각각의 요소에 대한 모델링을 용이하게 하였다. 이 때 채택된 화표계는 

직교화표계로서 x축은 채구와 나란한 방향(559 OE)으로 향하게 하고 y축은 채광장을 

가로지르는 방향(N31 OE)을 향하게 설정하였으며 z축은 이 들 두개의 측과 직교하고 

해수면이 0이며 짧直上向을 양의 방향으로 하는 화표계를 채택하였다. Fig. 4-1.에서 

각 채광장 천장의 형태가 채광설계에서 제시된 것과 다소 다르게 모델렁이 된 것은 

채광과 더불어 채팡장 상부 채굴척의 모서리의 파괴가 일어날 것을 예상하여 보다 보 

수척인 형태로 가정한 것으로서 이로 인한 채광장의 다른 부분에 대한 웅력분포상의 

차이는 무시힐 정도인 것으로 명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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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구성된 3차원 경계 요소망과 입력자료를 토대로 BEAP3D S/W에 의해 웅 

력해석 프로그램을 집행한다. 

넷째， 해석된 결과는 채굴에 의해 형성된 空洞周圍 암반내 웅력 빛 각 지점 

에 대한 변위의 크기이며， 각 요소 내에서의 웅력 및 변위의 크기를 나타내는 입체 

도형을 모냐터로 출력한다. 이들 결과는 암반내 용력 9개 성분， 변위 3성분. 3개의 

主鷹力， 安全寧 分布 등으로서 칼라프린터로 프린트할 수 있다. 

설계된 채광법을 이상과 같은 과정으로 전산모델링하여 해석한 결과는 다음 

과같다. ‘ 

나. 전산모델링 결과해석 

(1) (J xx(Fig. 4-2.) 각 채광장의 상반과 제1중단 하반내에는 낮은 압축웅 

력 (O.03MPa)로부터 거의 대부분 지역에 인장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인장웅력이 비교 

적크게 작용하고 있는 지역으로는， 제1채광장 빛 제2채광장 제1중단 남단 빛 북단의 

상반일부， 제2채광장 북단 하반의 일부， 그러고 제3채광장의 제l중단 북단 상반일부， 

제4채광장 제I중단의 남단 상반 일부， 제5채광장 남단 빛 북단 하반 일부， 제6채광장 

북단 일부의 상반을 들 수 있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최대 1.아1Pa내외의 인장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또한 각 채광장 측벽에 작용하는 웅력은 저13중단으로부터 제1중단 하 

부까지 심도가 증가하면서 웅력의 크기도 커지는 경향을 보이며. 0.2뻐a로부터 최대 

1.5MPa 크기의 압축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2) (J y) (Fig. 4-3.) 각 채광장의 제l중단 하반 및 각 중단 상반에서는 대 

부분 인장웅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특히 제 5채광장 제1중단 북단 하반에서는 최대 

2.3MPa 크기의 인장웅력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채팡장 사이의 잔주의 측벽 

에 작용하는 응력의 크기는 아주 작게 나타나고 있고 최대값은 O.2MPa 내외이다. 또 

한 각 채광장의 최남단 빛 최북단에서는 심도가 알을수록 웅력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제3중단의 최남단 빛 최북단 일부에서는 최대 1.5MPa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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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3) a u(Fig. 4-4.) : 각 채광장 각 중단의 상반내 그러고 각채광장 제1 

중단 하반내에서는 인장 혹은 압축웅력이 작용하고 있으나 그 크기는 아주 

작다(10깨lPa). 각 채광장 사이의 광주 측벽에서는 심도가 커질수록 웅력의 

크기 또한 증가하며 상부인 제3중단에서는 1. 7tvIPa의 압축응력을 그리고 제1 

중단의 하부 측벽에서는 최대 6.5MPa 내외의 압축웅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각 채광장의 최남단 및 최북단의 측벽에서도 제l중단 하단에서 최대 4.81껴Pa 

의 압축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4) 전단웅력 

(가) a xy( Fig. 4-5.) 대부분의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의 잔주 측벽에서는 

0.03MPa 내외의 웅력이 작용하고 있고 각 채광장의 각 중단 상반내에서는 부분적으로 

최대 O.lMPa의 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특히 제1채광장， 제2채광장， 제3채광장 빛 제6 

채광장 북단 일부에서는 최대 0.3MPa 크기의 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나) a yz(Fig. 4-6.) 각 채광장의 각 중단 상반과 각 채광장 제l중단 하 

반내에는 최대 O.05MPa의 웅력이 작용하고 있고 각 채광장 사이의 잔주 측벽에는 최 

대 O.lMPa 내외의 웅력이 작용하고 있다. 

(다) a .a(Fig. 4-7.) 각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의 잔주 측벽과 각 채광장 

의 각 중단 상반， 그러고 각 채광장의 제1중단 하반내에는 최대 0.2MPa내외의 웅력이 

작용하고 있고 제3채광장 및 제4채광장의 최북단과 제l채광장의 최남단에서는 최대 

1.5MPa 내외의 웅력이 부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주웅력 

( 가) 최 대 주응력 (Fig. 4-8. ) 각 채광장의 각 중단 상반과 각 채광장 제 

1중단의 하반내에서는 압축웅력의 크기가 거의 0에 가까운 지역이 대부분이고， 최대 

0.43tvlPa의 인장웅력이 작용하는 곳도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각 채광장 사이의 광주 

측벽에서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최대 주응력의 크기 또한 증가하는데 하부언 제1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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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으로부터 최대 6.5MPa 내외의 응력이 작용하고 있고 제3중단 상부에서는 최대 2MPa 

내외의 주웅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연 각 채광장 최북단 빛 최남단 

측벽에서도 심도가 증가할수록 웅력의 크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그 크기는 

광주 측벽보다 작아 상부언 제3중단에서는 1.0MPa, 그리고 하부인 제l중단에서는 

4.0MPa 내외의 웅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나) 중간 주웅력 (Fig. 4-9.) 각 채광장의 각 중단 상반 및 각 채광장의 

제1중단 하반내에서는 최대 1. 1MPa 내외의 인장웅력이 중간주웅력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각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의 잔주 측벽에서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중간주웅력의 크 

기 또한 증가하고 있는데 각 채광장 제1중단 하부 측벽에서는 최대 1.빠a 내외의 웅 

력이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각 채광장의 제1중단 최남단 및 최북단 측벽에서는 

최대 1. 1MPa 내외의 중간주웅력을 보이고 있다. 

(다) 최소 주웅력 (Fig. 4-10.) 각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의 잔주 측벽과 

각채광장 최남단 빛 최북단 측벽에서는 최대 0.4MPa 내외의 압축웅력이 나타나는 곳 

도 있지만 각 채광장의 제1중단 상반과 하반내는 최대 1. 9뻐a의 인장웅력이 최소주웅 

력으로 나타나고 있다. 

(6) 안정성 평가(Fig. 4-1 1.) 

각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의 광주 측벽 부근에서의 안전율은 전반적으로 1. 4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본 연구에서 따괴기준을 설정할 때 현장의 암반병가 결과를 이 

용하여 암반의 역학적 특성을 보정한 값을 적용하여，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파괴기준 

이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안전율에 따르면 채광장 부근의 갱도 시설물 빛 채 

굴공동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명가된다. 아울러 각 채광장의 채굴순서는 

제l중단으로부터 제2중단， 그러고 제3중단에 이르기까지 심도가 점점 감소되면서 작 

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채굴 진행과 더불어 채광장 주위의 갱도시설의 안정성은 점점 

향상될 것으로 명가 된다. 한 연 각 채광장의 최상부 및 최하단에서는 비교적 높은 

안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중간주웅력 빛 최소주웅력이 인장웅혁으로 나 

타나고 있어 각 채광장의 최상부 빛 최하단 부근에서 채광작업을 진행하는 동안에 인 

접하는 갱도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Rock bol t와 같은 부분적인 보강이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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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할 것으로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기지압조건을 가정하여 안정성이 명가됨으로써 안전율이 지역 

에 따라서는 본 연구에서 명가된 것 보다 더욱 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보다 갱도 

굴진시에 보다 체계적인 암반명가와 초기지압측정으로 채굴방향 및 채팡장과 채광장 

사이의 훌柱에 대한 정밀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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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BEAP3D 해석을 위한 경계요소망 a . 초기지압조건 

출흥E훌 

‘~그 ·“~ 

Fig. 4-2. BEAP3D 해석을 위한 경계요소망 b. 암반의 물성 빛 파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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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그 
“c=그 
s._’‘E므 
톨톨. 

Fig. 4- 3 . 채광장 주위 암반내 (5 xx 웅력 분포도( 단위 MPa) 

Fig. 4- 4 . 채광장 주위 암반내 (5 )1) 웅력 분포도(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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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5. 채광장 주위 암반내 (J zz 웅력 분포도( 단위 MPa ) 

‘.c:=그 
‘ ... c:=그 
‘’‘’‘~ 

Fig . 4- 6. 채광장 주위 암반내 o 자 웅력 분포도(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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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채광장 주위 암반내 15 y~ 웅혁 분포도(단위 MPa} 

Fig. 4-8. 채광장 주위 암반내 15 z.x 응력 분포도(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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캅든금 
‘ . .-.-.:띤그 

Fig. 4-9. 채광장 주위 암반내 최 대주웅력 분포도( 단위 MPa} 

Fig. 4-10. 채광장 주위 암반내 중간주웅력 분포도( 단위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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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1. 채광장 주위 암반내 최소주웅력 분포도(단위 MPa} 

Fig. 4.12. 채광장 주위 암반의 안전율{Drucker-Prager 따괴기준 적용)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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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生塵原價 分析

5-1. 城道 抽進

1. 5. OX5. OM 함道 뼈鍵單홈 

0 抗道 規格

0 運振거리 

。 願뚫{ 

5.0 x 5.0 M 

平혐 700 m 

8 。 이내 

가. A件費 

穿孔數 裝覆孔

無裝覆孔

穿孔長

發破當 抽進長

幕揚當 穿孔長

1組當 작엽원 數

Jumbo dr i ll 穿孔 速度

공당 공좌 빛 後退時間

tþ 102 mm Reaming 속도 

65 공 ( 孔睡 tþ 45 mm ) ( 그림 5- l. 참조 ) 

2 공 (孔經 tþ 102mm ) 

3.9 ml 공 

3. 5 ml 발 

裝藥孔 65공 x 3.9m = 253. 5 m 

無裝藥孔 2공 x 3.9m = 7.8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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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5 m I분 

1 분 

0.5 m l분 



穿孔 소요 時間

穿孔 밟間 

공화 및 후퇴時間 

Reaming 健間

작업 준비 

공소제 

裝쫓 發破 소요時間 

裝훌 훌훌破時間 

排氣 所要時間

運據 所要時間

tJi;道 斷面홉 

훌훌破當 훌훌石量 

Truck 대당 흉톨훌§容種 

Truck 運據 回收

Truck One cycle Time 

Cmt = 

253.5m -:- 1. 5 m/분-:- 2대 -

67공 x 1분/공 

7.8m -:- 0.5m/분 

計

2 분/공 x 65 공 = 130 분 

30 분 

23.8 m2 

85 분 

67 분 

16 분 

30 분 

30 분 

228 분 

23.8 m2 X 3.5 m X 1. 8 = 150 m3/발 

9.4 m3 

150 m3 -:- 9. 4 m3 = 16 회 

Cms X n 

+ (t2 + t3 + t4 ) 

60 X Es 

Cmt Truck one cycle time min 

Cms LHD one cycle tim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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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 LHD 의 작엽 효율 

n Truck 1 대 寶훌하는데 所要되는 LHD 훌훌回收 

Qt 9.4 
n = 3 회 

q. K 7.0 x 0.55 

Qt Truck 1 대의 척재량 ( 9. 4 m3 ) 

q L때 의 Bucket 容훌 ( 7. 0 m3 ) 

K Bucket 계수 ( 0.55 

tz 往復 時間 ( 8.8 분 ) 

연도 운반거리 면도 운반거리 

왕복時間 (분= 
실차 명균 주행속도 공차 평균 주행속도 

짓 운반거리는 막장 척재장소에서 저광사까지 거리 700 m 

싸 주행 속도 실차상승시 7 km/hr 

tz = 

공차하캉시 15 km/hr 

0.7 km x 60 분/hr 0.7 km x 60분/hr 
+ = 8.8 분 

7 km/hr 15 km/hr 

t3 Dumping 소요 時間 ( 0.8 분 ) 

μ : 적재장소에 도착한 時間부터 척채작엽 시작될때 까지의 

時間 (0.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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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s = m. ι + ta + tb 

m 계수 ( 초1m ) ( 타이어식 1. 8 

ι : 면도 주행거 리 ( 표준 8 m 

ta Bucket 적재時間 ( 20 초 ) 

tb 기어 변환 빛 기타時間 ( 14 초 ) 

Cms = 1. 8 x 8 + 20 + 14 = 48.4 초 

Truck one cycle time 

48.4 x 3 
Cmt = + (8.8 + 0.8 + 0.7 

60 x 0.35 

= 6. 9 + ( 10. 3 ) = 17.2 분 

- Truck 2대 경우 운반소요時間 

17.2 분/회 x 16 회 -:- 2 = 138 분 

I회 發破當 소요時間 

穿孔時間 228 분 

裝藥 훌훌破時間 130 분 

排氣時間 30 분 

運搬時間 138 분 

計 526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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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年間 抽進長

發破當 抽進長 3.5 m 

1 일 發破회수 2쿄대/일 X6時間/교대 X60분-:- 526분/발 = 1. 3회/일 

월간抽進長 

年間 提進長

A件費

3.5 m X 1. 3 회/일 x 25 일/월 = 113 m/월 

3.5 m X 1. 3 회/일 X 300 일/년 = 1. 365 m/년 

2개막장 작업을 기준으로 하여 1 일 2쿄대 작엽원 구성은 착암공 1. 5명， 장 

약공 1. 5명， LHD공 2명， Truck공 4명， 정비공 1명 둥 10명을 배치하는 것으로 하 

였다. 

표 5-1. 5.0 X 5.0M 抗道 抽進 A件費

z-11 종 
인원 월단가 월금액 

비 
(공) (천원) (천원) .::J‘-

착암공 1. 5 1, 646 2.469 Jumbo drill 공 

장약공 1. 5 1, 590 2, 385 

LHD 공 2 1, 632 3, 264 

Truck 공 4 1. 474 5, 896 

정비공 1, 683 1, 683 

계 10 15, 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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抽進 M 당 A件費 

15, 697 , 000 원/월 -;- 113 ml월 = 138 , 911 원1m 

나. 홉#흩 

1 ) 火藥類

發破當 穿孔數는 장약공이 65공이며 무장약공이 2공으로서 67공을 穿孔하며 

수량은 發破當 소요량으로 하고 發破當 抽進長을 3.5m로 計算한다. 

표 5-2. 5.0 x 5.0 M 화道 抽進 火藥類費

믿 * tg 규격 단위 -거r èJ 단가(원) 금 액 ( 원) 비고 

Gelatine dy. Ø'28mm kg 74. 5 1.344 100 , 128 
발표}당 굴진 

장 3.5 m 

함수폭약 128mm kg 84.25 1.080 90, 990 KOVEX 

초안폭약 kg 12. 5 956 1l. 950 예FO대신 사용 

지발 전기뇌관 6. 0 m 개 65 780 50, 700 

메지 빛 기타 8.000 8, 000 
기타는 보조 

모선둥 

계 261 , 768 

M 當 火費費 261 , 768 원/발 -;- 3. 5 ml발 = 74 , 790 원1m 

2) 기타 寶材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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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賣材흩의 원단위는 국내광산의 실적치를 참고로 하였다(표 5-3) . 

표 5-3. 5.0 x 5.0 M 城道 抽進 기타 寶材費

면 ~ 명、 뮤격 원단위 단 가(원) M당 금액(원) 비 :J.‘-

Button Bi t ø 45 mm o. 155 193 , 600 30 , 008 

Reaming Bit ø 102 mm 0. 00555 278 , 300 1, 545 

Dri 11 Rod 0.0395 70 , 180 2, 772 

Shank Adapter 0.0407 181.500 7. 387 

장비 부품류 47 , 983 

소모공구류 3, 000 

전기 용품비 30. 399 

배관류 12.041 

* '"* 
29 , 106 

윤활류 9, 788 

기 타 5, 030 

합 계 179 , 059 

M 當賢材費合計

74 , 790 원1m + 179 , 059 원1m = 253 , 849 원1m 

다. 훌훌 

홈費는 電力費와 減價톰빼費로 구분되며 훌力費는 ’ 96년도 국내 광산 실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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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하였으며， 減<<11:빼흩는 Ramp Way 굴착에 필요한 裝備에 대하여 정액법으로 

計훌하며 내용년수는 장비에 따라 5년 내지 7년으로 하고 잔존가는 홈톨의 10%로 計

훌하였다(표 5-4). 

M當 톨力훌 8, 800 원1m 

M홉 훌<<11:빼톨 

표 5-4. 5.0 x 5.0 M 월遭 抽進 減센{II:웰톨 

단 가 금액 
년간 

M당상각비 
내 용 

장비명 수량 상각비 년 수 비고 
(천원) (천원) (원) 

(천원) (년) 

Jumbo drill l 대 329 , 374 329 , 374 59 , 287 43 , 434 5 

나ID (7.0M"') l대 357, 879 357, 879 64 , 418 47 , 193 5 

Dump Truck 2대 55, 440 110, 880 19 , 958 14 , 621 5 

ANFO Charger l 대 141. 895 141 , 895 18, 244 14 , 369 7 

굴삭기 (0. 때.1) 1대 28.875 28.875 5, 196 3, 806 5 

Service Truck 1대 8, 085 8, 085 1, 453 1, 064 5 

계 976 , 988 168, 556 124 , 487 

홈흩計 8, 800 원1m + 124 , 487 원1m = 133, 287 원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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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 • • 
• . 

• • 
• • 

• 
• 。 • 

• . 。 • • 
• 1~ • • 

• • • . 
--.l 

5.0 

[ . ] )Þ'.45mm Charge Hole. 

[0 ] )þ' 102mm Unloaded Hole. 
UNIT : M 

Fig. 5-1. 5. 0 x 5. 0 M Tunnel Dr i 11 ing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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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5.0 x 5.0 M 화遭 M 홉 훌훌훌 

표 5-5. 5.0 x 5. 0 M 抗道 M 當 鋼進費

비 목 M 당 굴진비(원) 비 고 

인건비 138, 911 

자재비 253 , 849 

켜Q 비 133, 287 

계 526 , 047 

2. 2.0 x 2.0 M S10t Raise 화道 훌훌單톨 

Slot Raise를 抽進해야 할 수직거러는 20m를 기준으로하여 鋼進單價를 計算

하기로 한다. 抽進방볍은 수직거리 20m를 동시에 穿孔하여 하부에서 부터 發破當

5.0m씩을 規進하여 4회 發破하여 관통시키는 것으로 하였다. 發破法은 VCR 

(Vertical Crater Retreat)법을 이용하였으며 그 제원은 아래와 같다. 

穿孔쩔 장약공 ø 76 mm 

무장약공 ø 102 mm 

穿孔數 장약공 22 공 

무장약공 3 공 計 25 공 

穿孔長 장약공 20 m/공 x 22 공 = 440 m 

무장약공 ø 76 mm 20 m/공 x 3 공 = 60 m 

ø 102 mm 20 m/공 x 3 공 = 60 m 

( Reaming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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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穿孔 장약 소요時間 

穿孔속도 ø 76 mm 

ø 102 mm 

穿孔健間 장약공 

무장약공 

후퇴 빛 공좌밟間 

穿孔時間 計

5.0 m 천공 소요時間 

장약 소요時間 (5. 0m) 

穿孔 장약時間 

운반 소요時間 

發破當 운반량 

Truck 운반회수 

Truck one cycle time 

운반소요 時間

배기 소요時間 

發破當 소요時間 

月 抽進長

가.A件費 

1.0 m/분 

1.0 m/분 

440 m -:- l. 0 m/분 = 440 분 

ø 76 mm 60 m -:- l. 0 m/분 = 60 분 

ø 102 mm : 60 m -:- l. 0 m/분 = 60 분 

5 분 /공 x 25 공 125 분 

560 분 + 125 분 685 분 

685 분 -:- 4 172 분 

7 분 /공 x 22 공 154 분 

172 분 + 154 분 326 분 

2m x 2m x 1. 1 x 1. 8 x 5m = 39. 6 m3/ 발 

39. 6 m3 -:- 9. 4 m3/대 = 4. 21 회 

17.2 분/회 ( 5 X5 抗道鋼進費 참조 ) 

4. 21 회 x 17. 2 분/회 ::: 73 분 

30 분 

326 분 + 73 분 + 30 분 = 429 분 

6時間/교대 X60분X2교대/일 -:-429분/발 

x 5 . 0m/ 발 X25일/월 209 m/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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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2.0 x 2.0 M Slot raise 抽進 A件費

직종 
인원 월단가 월금액 

비고 
(공) (천원) (천원) 

착암공 2 1, 646 3, 292 

LHD 공 2 1. 632 3, 264 

Truck 공 2 1, 474 2.948 

계 6 9, 504 

- 提進 M當 A件費

9, 504 , 000 원/월 ..;- 209 ml월 = 45 , 474 원1m 

나. 홉:u費 

국내 광산 握進 실적치를 기준으로한 M當 寶材費는 다음과 같다. 

火 흉훌 類 64 .602 원1m 

Bi t 類 113, 959 /1 

장비 부품류 9, 748 II 

가、모 공구류 2.805 I I 

전기 용품류 5.335 // 

배관류 3, 556 /1 

T。r T Er 7, 296 / 1 

윤활유 9. 172 1/ 

기타 3. 129 // 

計 219 , 602 원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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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홈 費

電力費

減價慣빼費 

年間 휩펌進長 

14 , 656 원 I m ( 실 적 치 기 준 ) 

209 ml월 x 12 개월/년 = 2, 508 ml년 

표 5-7. 2.0 x 2.0 M S10t raise 抽進 減價慣빼費 

단가 二I그1L 。 -”1 

년간 
M당상각비 

내용 

장비명 수량 상각비 년수 
(천원) (천원 ) (원) 

(천원) (년) 

장공착암기 
1 대 393 , 195 393.195 70. 775 28.219 5 

(Solo) 

LHD (7.0 m;1) 1 대 357 , 879 357. 879 64 , 418 25 , 685 5 

M.Truck 1 대 55 , 440 55.440 9. 979 1. 908 5 

계 806 , 514 145 , 172 55 , 812 

- 짧費 計 14 , 656 원 1m + 55 , 812 원 1m = 70 , 468 원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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랴.2.0 x 2.0 M Slot Raise M 當 홉훌單홈 

표 5-8. 2.0 x 2.0 M Slot Raise M 當 抽進單價

費 目 M當 抽進費 (원) 備考

A 件 費 45 , 474 

寶 材 費 219 , 602 

*￥ 費 70 , 468 

計 335 , 544 

5-2. 生塵便價

生흩鳳價는 採핵흥費와 直接探훌훌費 둥 순수히 採훌훌에만 소요되는 採훌훌鳳價와 

~內 홈훌훌§樓所에서 選훌훌楊까지의 運據에 소요되는 運據鳳價로 구분하여 計算하 

였다. 生흩규모는 현재 생산 규모인 연산 10만톤과 장래 증산을 고려하여 20만 ， 

30만톤을 가정하여 각 규모별 生흩鳳價를 計算하였다. 

1. 훌훌훌톨 

採鍵鳳價 計算은 전체採훌훌楊을 대상으로 採揮費와 採훌훌費로 분리하여 計算

하였다. 採華費는 전체採훌훌場에 소요되는 전체 採華城道의 抽進費用을 천체 採

훌훌量으로 제하여 計算하였고， 採훌훌費에 있어서 Slot raise 확장비와 명행천공비 

는 천체 채광량으로 除할 경우 작은 금액이므로 제외시키고 선형천공방식에 의한 

l列 발파에 소요되는 비용을 列當 채광량으로 제하여 채광비를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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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훌햄훌훌톨 

採핵흥設計에서 검토한 採握抽進에 대한 採遭費用을 計算하면 아래와 같다( 

표3-4. 참조) . 

표 5-9 . 행內 採揮鳳價

갱도명 굴진장( M) 

기간 갱도 5. 0 X5. 0 2.446 

Main Haulage L. 5. 0 X5.0 1, 260 

Draw point 5. 0X5. 0 2, 157 

Under Cut level 5.0X5. 0 1. 950 

Sub- leve l 5. 0X5. 0 6. 655 

Slot ra i se 2. 0 X2. 0 275 

Slo t 확장갱도 5. 0 X5. 0 225 

계 14.968 

전체 採훌훌楊 총 採鍵量

* 톤當 추정 採揮鳳價

M당 굴진비 굴진비 

( 원 1m) (천원) 

504 , 454 l. 233. 894 

504 , 454 635 , 612 

504 , 454 1, 088 , 107 

504 , 454 983 .685 

504.454 3, 357 , 141 

335 , 544 92 , 274 

504 . 454 113.502 

7, 504 , 215 

5, 432 , 126 톤 

7, 504 , 215 천원 -:- 5, 432 , 126 톤 = 1, 381 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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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置훌훌 훌훌 훌톨 

(1) A件흩 

( 가) 1st Sub-level 1 열當 穿孔發破 所要工數 計算

l 열 發破當 援훌흩를 1, 755 론 

1 혈당 穿孔數 14 孔 ( 孔쩔 ø 76 mm ) 

1 열당 穿孔長 217 m ( 도면 실측치 ) 

흉孔속도 

穿孔 所要時間

공좌 빛 후퇴소요時間 

열당 장약時間 

1 열당 穿孔發破 所要時間 : 

1 일 작업時間數 

l회 發破當 소요일수 

1열당 穿孔發破 所要工數 : 

1.0 m/분 

217 m/얼 -:- 1. 0 m/분 = 217 분/열 

14 孔/얼 x 2 분/孔 = 28 분/ 열 

14 孔/열 x 10 분/孔 = 140 분/열 

217 분 + 28 분 + 140 분 = 385 분/열 

2쿄/일 x 5시/교 X60분/시 = 600분/일 

385 분/열 -:- 600 분/일 = 0.64 일 /얼 

0.64 일/열 X4 工/일 늑 2. 56 工/열.발 

(나) 2nd Sub-level 1 열당 穿孔훌훌破 所要工數 計算

l 열 훌훌破當 援훌훌훌 2, 565 론 

l열당 穿孔數 17 孔 ( 孔쩔 ø 76 mm ) 

1 열당 穿孔長 331 m ( 도변 실측치 

穿孔속도 

穿孔 所要時間

공좌 및 후퇴소요時間 

옐당 장약時間 

l열당 穿孔發破 所要R흉間 

1.0 m/분 

331 m/ 옐 -:- 1. 0 m/분 = 331 분/얼 

17 孔/얼 x 2 분/孔 = 34 분/열 

17 孔/열 x 10 분/孔 = 170 분/열 

331 분 + 34 분 + 170 분 = 535 분/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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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일 작업時間數 

1회 發破當 소요일수 

l열당 穿孔發破 所要工數 : 

2교대 /일 x 5시 /교대 X60분/시 = 600분/일 

535 분/열 -:- 600 분/일 = 0.89 일/열 

0.89 일/ 열 x 4 工/일 늑 3.56 工/열. 발 

(다) 3rd Sub-level 1 열당 穿孔發破 所要工數 計算

1 열 發破當 採훌훌量 3, 105 톤 

l 열당 穿孔數 18 孔 ( 孔쩔 ø 76 mm ) 

1 열당 穿孔長

穿孔속도 

穿孔 所要時間

공좌 및 후퇴소요時間 

열당 장약時間 

l 열당 穿孔發破 所要時間

1 일 작업時間數 

1회 發破當 소요일수 

1 열당 穿孔發破 所要工數 . 

(라) 採賣 톤當 採훌 A件費

1열당 採훌훌홉훌 

1 얼당 穿孔發破 所要工數

397 m ( 도면 설측치 

1.0 m/분 

397 m/ 열 -:- 1. 0 m/분 = 397 분/열 

18 孔/열 x 2 분/孔 = 36 분/열 

18 孔/열 x 10 분/孔 = 180 분/열 

397 분 + 36 분 + 180 분 = 613 분/열 

2교대/일 x 5시 /교대 X 60분/시 = 600분/일 

613 분/열 -:- 600 분/일 = 1.02일/열 

1. 02 일/열 x 4 工/일 늑 4.08 工/열. 발 

1st Sub-level 

2nd Sub-level 

3rd Sub-level 

1, 755 톤 

2, 565 톤 

3, 105 톤 

7.425 톤 計

2.56工 + 3.56工 + 4. 08 工 = 10.2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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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요일수 0.64일 + 0.87일 + 1 . 02일 = 2.55 일 

톤당 穿孔發破 소요공수 

穿lL훌훌破工 명균 월임금 

론當 穿孔發破工 A件費

(2) 寶材費

(가) 火要類

@ 爆흉훌類 

표 5-10. 抗內 採鎭 톤當 爆훌훌훌 

10.2工/열 -7 7, 425 톤/열 = 0.00137 工/톤 

1, 646 , 000 원/월.工 

0.00137 工/톤 x 0 ， 646천원/월 -7 25工/월) 

90 원/톤 

폭약 사용량 (gr) 
τtrj T EET 계 비고 

Gelatine 
ANFO 

dy. 

1st Sub-1evel 60 , 081 374 , 350 434.431 

2nd Sub- level 98 , 177 611 , 718 709 , 895 

1 열당채광량: 
3rd Sub- level 117 , 591 732 , 680 850 , 271 7 ， 425톤 

계 275 , 849 1, 718 , 748 1, 994 , 597 

<Kg당폭약단가〉 

금액 (원) 370 , 741 1, 122 , 342 1, 493 , 083 ge.dy. : 1 ， 344원 

ANFO : 653원 

톤당 장약량 (gr/톤) 37.15 231.48 268. 63 

톤당 폭약비 (원/톤) 49.93 151. 15 201.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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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雷管類

공당 電氣雷管 使用 개수 1 개/孔 

l 열당 총 穿孔數 14공 + 17공 + 18공 = 49 孔/列

1열당 雷管使用 개수 

電氣雷管 개당 가격 

49 개/열 

1, 560 원/개 (각선길이 20M 使用， 길이 

8M 이상은 M홉 55 원 가산) 

1 열당 電氣雷管 使用費用 1. 560 원/개 X49 개/열 = 76 , 440 원/열 

톤當 電氣雷管費 76 , 440 원/열 -;- 7, 425 톤/열 =11 원/톤 

火훌類흩 計 201 원/톤 + 11 원/론 = 212 원/톤 

(나) 기타 賣材類

기타 寶材類의 원단위는 국내에서 Sub-level stoping을 적용하고 있는 광산의 

실적치를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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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1. 抗內 探寶 론當 기타 賣材類費

1 i15Ir , ·,Sl 규격 단 가 원단위 
트'-등CJ二 ff~ 

비고 
(원/톤) 

Button bit 976 mm 276 , 500 원/본 0. 000854 본/톤 236.13 

MF Rod 1800 mm 230 , 000 원/본 0.0009559본/톤 227.50 

Shank adapter 205 , 200 원/본 0.0001303본/톤 26. 74 

장비 부품류 100.97 

소모공구류 1. 69 

전기 용품류 6.48 

배관류 3.37 

T。「 T Er 1. 34 

윤활류 2.67 

기타 9.68 

계 616.57 

(다) 賣材費 合計

採훌훌 톤當 火聚類費

採훌훌 론當 기타 寶材類費

212 원/톤 

원/톤 616.57 

計 828. 57 원/톤 

(3) 醒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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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費는 電力費와 施設裝備의 減價慣去P費로 구성된다. 

(가) 電力費

電力費는 국내광산의 生훌 톤當 電力費 실적치를 적용하였으며 그값은 다음 

과같다. 

톤當 電力費 33.31 원/톤 

( 나) 拖設裝備 減價慣去P費

減價慣去P대상 施設裝簡는 Long hole drill ( SOLO 606RA ), A~'FO Charger와 

부대시설로서 동력시설， 지상식 l급 火藥저장소 빛 사무실 시설 등을 상각하였으 

며 잔존가는 장비가의 10%로 計算한다. 

표 5-12. 웰內 採鍵 톤當 拖設裝簡 減價慣웰費 (年흩 60만톤 경우) 

1시성장비명 단가 그액 
년간 톤당 감가상각비(원/톤) 내용 

수량 
(천원) (천원) 

상각비 년수 

(천원) 10만톤 20만톤 30만톤 (년) 

장공착암기 l대 393 , 195 393. 195 70. 775 708 354 236 5 

ANFO charger 1 대 141 , 895 141 , 895 25 , 541 255 128 85 5 

동력 시설 
229kv 

50 , 000 50 , 000 9, 000 90 30 45 5 
1000kw 

사무실퉁 1동 20.000 20.000 3. 600 36 18 12 5 

계 605 , 090 108 , 916 1, 089 545 3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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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援훌 톤當홈費 

표 5-13. 探훌 홈費 

규모별 경비 

비 목 (원/톤) 
비 .;I‘-

10 만톤 20만톤 30만론 

전력비 33.31 33.31 33.31 

감가상각비 1, 089 545 363 

톤당경비 계 1, 122.31 578.31 396.31 

다. 훌훌훌톨 

표 5-14. 톤當 城內 探훌鳳價 

생산규모별 채광원가 

비 목 
(원/톤) 

비 .;I‘-
10 만톤 20 만톤 30 만톤 

채준비 1, 324 1. 324 1, 324 

@ 인건비 90 90 90 
x「1

접 @자재비 828 828 828 
채 

광 @경 비 1, 122 578 396 

비 
소 계 2, 040 1, 496 1, 314 

합 계 3, 364 2, 820 2, 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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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훌훌홉톨 

運훌앓厭價 계산은 Draw Point에서 적재하여 선광장 파쇄 Grizz1y까지 運훌하 

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계산하였다. 運據거리는 적재장소에서 선광장까지 1, 000 M 

로 계산하였으며 적재와 갱내運據 소요時間은 기간 갱도 굴진시 계산자료를 참고 

하였다. 

가. Dump Truck 소요대수 

運搬用 Truck은 현재 사용중인 15톤 Dump Truck을 사용하였으며 運據작업은 

캅방 1쿄대만 하는 것으로 하였다. 生塵규모는 채광작엽과 동일하게 10만톤， 20 

만톤， 30만톤 큐모로 계산 하였다. 

(1) 100 , 000 톤 경우 

1 일 生塵훌 100 , 000 톤/년 -:- 300 일 /년 = 334 톤/일 

1 일 Truck 運據회수 334톤/일 -:- 15톤/회 = 23 회 /일 

Truck one cyc1e time 

Cms X n 
Cmt = + ( t z + t3 + t4 ) 

60 X Es 

단 Cms , n , Es , t3 , t4 전과동일 

tz 運據 往復時間

1. OKm X 60Min/ Hr 1. OKm X 60Min/ Hr 
tz = + = 13 Min 

7Km / Hr 15Km / 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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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t = 6.9 + (13 + 0.8 + 0.7) = 21.4 늑 22 Minl회/대 

Truck 소요 대수 

23 회/일 -:- {(60Min/Hr X 7Hrl 일) -:-22Min l회/대} = 1. 2대 늑 2대 

(2) 200 , 000 톤 경우 

1 일 生훌훌 

1 일 Truck 運搬회수 

Truck one cycle time 

200, 000 톤/년 -:- 300 일/년 = 667 톤/일 

667톤/ 일 -:- 15톤/회 = 44.5 늑 45 회 /일 

Cmt = 6. 9 + (13 + 0. 8 + 0. 7) = 21 . 4 늑 22 Minl회 /대 

Truck 所要 臺數

45 회 /일 -:- {(60Min/HrX7Hrl 일) -:-22Minl회 /대} = 2.4대 늑 3대 

(3) 300 , 000 톤 경우 

l 일 生훌量 

1 일 Truck 運搬회수 

Truck one cycle time 

300, 000 톤/년 -:- 300 일/년 = 1, 000 톤/일 

1 ， 000톤/일 -:- 15톤/회 = 66.6 늑 67 회 / 일 

Cmt = 6.9 + (13 + 0.8 + 0.7) = 21.4 늑 22 Minl회/대 

Truck 所要 훌훌* 

67 회/일 -:- {(60Min/HrX7Hrl 일) -:-22Minl회 /대} = 3 . 5대 늑 4대 

나.LHD 소요대수 

LHD의 소요대수 역시 運據훌 10만톤， 20만론， 30만톤에 대해 계산하기로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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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 Truck 대당 LHD 척채소요 회수 3 회 ( 갱도굴진 계산 자료 참조 ) 

。 L때 One cycle time 48.4 초 ( 갱도굴진 계산자료 참조 ) 

(1) 年훌 100 ， 000톤 경우 LHD 소요대수 

- 1 일 運搬量 100 ， 000톤/년 7 300 일/년 = 334 톤/일 

- 1 일 Truck 運搬회수 334톤/ 일 7 15톤/회 = 23 회/일 

- Truck 대당 LHD적채소요時間 3회/대 X48.4초/회 760초/분 = 
2.42 분/대 

- LHD 소요대수 : 

( 23회 /일 X2 . 42분/대) 7(60분/Hr X 5Hr / 일 /대) = 0. 18 대 늑 1 대 

(2) 年塵 200 ， 000톤 경우 LHD 소요대수 

- 1 일 運據量 200 ， 000톤/년 7 300 일/년 = 667 톤/일 

- 1 일 Truck 運據회수 667톤/ 일 7 15톤/회 = 45 회 /일 

- Truck 대당 LHD적재소요時間 3회 /대 X 48 . 4 초/회 7 60초/분 = 
2.42 분/대 

- LHD 소요대수 : 

( 45 회/일 X2.42 분/대) 7(60분/Hr X 5Hr/일 /대) = 0.36 대 늑 l대 

(3) 年흩 300 ， 000톤 경우 LHD 소요대수 

- 1 일 運據훌 300 ， 000톤/년 7 300 일 /년 = 1 , 000 톤/일 

- 1 일 Truck 運搬회수 1 ， 000톤/일 7 15톤/회 = 67 회 /일 

- Truck 대당 LHD척채소요時間 3회 /대 X 48.4 초/회 7 60초/분 = 
2. 42 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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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D 소요대수 : 

( 67 회/일 X2.42 분/대) 7(60분/Hr X 5Hr/ 일/대) = 0.54 대 늑 1대 

다. 훌훌홈톨 

(l )A件寶

표 5-15. 運흙 A件흩 

100 ， 000론경우 

직종 
월임금 

(천원) 월금액 
공수 

(천원) 

L H D 공 1.632 l공 1, 632 

Truck 공 1, 474 2공 2. 948 

정비공 1, 683 l공 1, 683 

슴計 4공 6.263 

운반톤당 인건비(원/톤) 752 

(2) 材料費

200 ， 000톤경우 300 ， 000톤 경우 

월금액 월금액 
공수 공수 

(천원) (천원) 

1공 1, 632 1공 1.632 

3공 4, 422 4공 5, 896 

l공 1, 683 l공 1, 683 

5공 7, 737 6공 9, 211 

464 368 
」

材料費에는 연료유비， 윤활유비 ， 기타 부속품비 동을 계산하였으며 소비량 

은 국내 광산 실적치를 기준하였다. 

- 연료유비 (경유) 

時間當 Truck 경유 소비 금액 17 , 114 원/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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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uck (15t) One cycle time 22 분 

연료유비 

17 ， 114원 /Hr -:- {( 60분/Hr -:- 22분/회 ) x15톤/회} = 418 원/론 

- 윤활유 비 

- 기타 부속품비 

(3) 홈費 

경유비의 10% 계산 

광산실척치 참조 

材料寶 合計

홈흩는 각 장비의 감가상각비만을 계산한다. 

표 5-16 훌搬 홈寶 

42 원/론 

266 원/론 

726 원/톤 

장 
내 年 100 ， 000톤 경우 年 200 ， 000톤 경우 

비 
용 장비가 年 트‘-든-C [ L] 年 프L효-C 。L

년 (천원) 대 금액 
상각비 상각비 

대 금액 
상각비 상각비 며。 

수 (천원) -jL「 (천원) 수 
(천원) (원) (천원) (원) 

LHD 51357, 879 1 1 357 , 879 64.418 644 1 1357 , 879 64.418 322 

Dump 
51 55, 440 2 1110, 880 19 , 958 199 3 1166, 320 29 , 937 149 

Truck 

합 계 468 , 759 84 , 376 843 524 , 199 94 . 355 471 

장 
내 年 300 ， 000톤 경우 

비 
용 장비가 年 흐1등--C [ )L

년 (천원) 대 금액 
상각비 상각비 며。 4- (천원) 수 (천원) (원) 

LHD 51357, 879 1 1357 , 879 64 , 418 214 

Dump 
51 55, 440 4 1221. 760 39.916 133 

Truck 

합 계 579 , 639 104 , 334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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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運훌鳳홈 

표 5-17. 運振 鳳價

생산 규모별 운반원가 

비목별 (원/톤) 비 .2 

100, 000 톤 200 , 000 톤 300 ， 000톤 

인건비 752 464 368 

자재비 726 726 726 

켜。 비 843 471 347 

합 계 2, 321 1, 661 1, 441 
'-----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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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生훌훌價 

生흩規模別 鳳價는 채준비 ， 직접채광비 빛 運賣費로 구성되며 生塵규모는 10 

만톤과 20만톤 , 30만톤을 基遭으로 하였다. 

표 5-18. 生흩規模別 抗內 生흩鳳價 ( 단위 원/톤 ) 

규모별 생산원가 
원가구성비 (%) 

”산규모 (원/톤) 

원가별 
비 ~‘-

10 만톤 20 만톤 30만톤 10만톤 20만톤 30만톤 

채준비 1, 381 1. 381 1.381 24 30 33 

인건비 90 90 90 (2) (2) (2) 

x-11 

처1=1 자재비 828 828 828 (1 5) (18) (20) 

채 

광 켜Q 비 1, 122 578 396 (1 9) (1 3) (10) 
비 

~、- 계 2, 040 1, 496 1, 314 36 33 32 

인건비 752 464 368 (1 3) (1 0) (9) 
던。r 

자재비 726 726 726 (1 2) (1 6) (18) 
반 

켜U 비 843 471 347 (1 5) (ll ) (8) 
비 

~、- 계 2, 321 1, 661 1, 441 40 37 35 

합계 5. 742 4, 538 4.136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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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章 結 論

대규모 桂石훌꿇(銀w 옳石훌山)에 대한 웰內 開훌훌骨格設計， 探륙g 探훌I設計 및 

探훌設計에 대한 훌算 모델렁 및 안정성 해석과 生흩原톰 分析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같다. 

1. 훌f本의 훌훌存 形顧를 따악하기 위하여 지표 지질자료 검토와 현지 답사를 실 

시하였으며 파쇄장 시설과의 運훌를 고려하여 개발골격을 설계하였고 1차로 6개 채광 

장을 설계하였다. 

2. 헬內 援훌法으로 中斷採훌法(Sub- level stoping)을 設計하였으며 총 채준갱 

도 長은 14 ， 96뻐로 설계되었으며 개갱계수는 굴진 M당 363톤 採훌이 가능했고， 1, 000 

톤 채광하는데 2. 7M 抽進이 소요되어 했훌的인 援훨設計가 되었다고 본다. 各 채광장 

별 援뼈 #노道 長과 開城係數는 다음 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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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준 굴진 
개갱 

채광장 Sub-Level (M) Draw 
Main Under 

Slot 채광량 계수 
별 point 

haulage cut 계 (톤) (폰/ 

1st 2nd 3rd ( M) Level level Rais 확장 (M) M) 
(M) (M) e 갱도 

Block 
429 359 284 315 188 15752 790.695 502 

II 
477 325 221 350 188 1, 561 873 , 989 560 Block 

III 487 406 304 338 202 1.737 937 , 169 539 
Block 

W 
430 364 262 373 202 1.631 1, 003 , 589 615 

Block 
V 476 489 241 443 240 1, 889 1.018.575 539 

Block 
W 

555 388 158 338 240 1, 679 808 , 109 481 
Block 
기간갱 495 631 375 945 2, 446 
도 

계 3, 349 2, 962 1, 845 2, 157 2, 205 1, 950 275 225 14 , 968 5, 432 , 126 363 

3. 각 Sub-level별 1열당 발파에 所要되는 톤당 爆훌훌은 1st Sub-level에서는 

ANFO가 213.3gr/톤， Gelatine Dynami te가 34. 2 gr/톤으로서 전쳐11 247.5gr/톤되는 것 

으로 계산되었으며， 2nd Sub-level에서는 때FO가 238.5gr/톤， Gelatine Dynami te가 

38. 2 gr/론으로서 전체 276 . 8gr/톤되는 것으로 계산되 었고， 3rd Sub-1 evel에서는 

ANFO가 236.0gr/론， Gelatine Dynamite가 37.9 gr/톤으로서 전체 273 . 9gr /톤되는 것 

으로 계산되었다. 전체 l열당 발따에 소요되는 폭약은 ANFO가 231.5gr/톤， Gelatine 

며namite가 37.2 gr/톤으로서 전체 268. 7gr/톤 되는 것으로 계산되었으며 톤당 채광 

에 O.127M의 穿孔長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全體 훌훌훌은 12 ， 381 ， 364론이며 이중 5 ， 432 ， 126톤을 채광하여 채광 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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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은 44%로 나타났다. Rib pillar량이 6 ， 949 ， 238론으로서 전체광량의 56% 차지하 

므로 2차 채광을 실시하므로써 훌훌훌훌톨收寧은 다소 向上시킬 수 있다고 본다. 

광 량 (톤) 
실수율 

채광장별 
(%) 

채광량(톤) Rib pi llar 광량계 

I 채광장 790, 695 1, 248, 513 2.039.208 

II채광장 873, 989 1, 358, 368 2, 232 , 357 

m채광장 937.169 1. 455. 568 2.392.737 

W채광장 1, 003, 589 1, 516, 623 2, 520, 212 

V채광장 1, 018, 575 1, 370, 166 2, 388 , 741 

W채광장 808, 109 808, 109 

합계 5, 432, 126 6, 949 , 238 12, 381 , 364 44 

5. 본 광산에서 채취한 세 개의 健石 시면에 대한 암석물성 실험결과， 명균 압 

축강도 빛 인장강도는 각각 1, 650Kg/ cm2 및 100Kg/cm2 이며 비중은 2.42g/cm3의 값을 

그러고 탄성따 속도로서 P파의 명균치는 2， 33Om/sec이고 S파의 명균치는 1, 54Om/sec 

의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 시험결과를 이 품세에 따른 강도에 의한 분류에 의하면 본 

광산에서 채취된 암석은 경암 혹은 보통암에 속하고 있다. 

시험결과자료로써 단축압축강도와 탄성계수에 의한 Deere와 Miller의 분류방법 

을 이용하면 1 , 650Kg/ cm2의 압축강도를 갖는 규암의 경우는 경암에 속하며 ， 탄성계수 

비를 기준으로 분류하면 250으로 나타나 중간비 (Medium Modulus Rati이에 속한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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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부품세에 의한 기준이나 앞의 설명 경우의 기준으로 이지역의 석회암은 경암 혹은 

보통암으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암석의 단축압축강도에 대한 인장강도의 비 

(Sc / Sd 즉， 취성도는 16 . 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6. 각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의 광주 측벽 부근에서의 안전율은 전반적으로 1. 4 

이상으로 나타나는데 ， 본 연구에서 파과기준을 설정할 때 현장의 암반명가 결과를 이 

용하여 암반의 역학척 특성을 보정한 값을 적용하여 ， 상대적으로 보수척인 파괴기준 

이 설정된 점을 감안하면 ， 이러한 안전율에 따르면 채광장 부근의 갱도 시설물 및 채 

굴공동이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명가된다. 아울러 각 채광장의 채굴순서는 

제1중단으로부터 제2중단， 그리고 제3중단에 이르기까지 심도가 점점 감소되면서 작 

업을 진행하기 때문에 채굴 진행과 더불어 채광장 주위의 갱도시설의 안정성은 점점 

향상될 것으로 명가된다. 한편 각 채광장의 최상부 빛 최하단에서는 비교적 높은 안 

전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 지역에서의 중간주웅력 빛 최소주웅력이 인장웅력으로 나타 

나고 있어 각 채광장의 최상부 빛 최하단 부근에서 채광작엽을 진행하는 동안에 인접 

하는 갱도시설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Rock bolt와 같은 부분적인 보강이 바람직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초기지압조건을 가정하여 안정성이 명가됨으로써 안전율이 지역 

에 따라서는 본 연구에서 명가된 것 보다 더욱 작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갱도 굴진 

시에 보다 체계척인 암반형가와 초기지압측정으로 채굴방향 빛 채광장과 채광장 사이 

의 훌톨柱에 대한 정빌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7. 生塵鳳價는 10만톤과 20만톤. 30만톤 규모로 산출하였고 채준비 ， 직접채 

광비 , 운반비 등으로 분류하여 산출하였다. 각 규모별 생산원가는 다음표와 같으 

며 생산규모가 작은 경우 원가가 상승한 이유는 장비의 대당 용량보다 생산규모 

가 작기 때문에 감가상각비가 증가되었기 때문이다. 30만톤 규모가 개발 최소단 

위이나 소형 적재장비를 사용할 경우 원가는 더욱 감소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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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별 생산원가 
원가구성비 (%) 

산규모 (원/톤) 

원가별 
비 고 

10 만톤 20 만톤 30만톤 10만톤 20만톤 30만톤 

채준비 1, 381 1, 381 1.381 24 30 33 

인건비 90 90 90 (2) (2) (2) 
직 

접 자재비 828 828 828 (1 5) (1 8) (20) 
채 

광 켜。 비 1, 122 578 396 (1 9) (13) (10) 
비 

쇼. 계 2, 040 1, 496 1, 314 36 33 32 

인건비 752 464 
;。r

368 (1 3) (1 0) (9) 

자재비 726 726 726 (12) (16) (18) 
반 

켜U 비 843 471 347 (1 5) (11 ) (8 ) 

비 
소 계 2, 321 1, 661 1.441 40 37 35 

합계 5, 742 4, 538 4, 136 100 100 100 

- 114-



훌 考 文 홉 

1. 住山總平， 1961 , 採舞 採행 l、 ν ~ 7 ''.J ? Pp. 423-466 

2. 日本鍵業會， 1983. 9, 大規模鍵皮m 採抽計훌It 現況 pp. 28-90 

3. 金任짧 外 6名， 1991 , 金屬鍵 開짧技術 鼎究

4. 김 임호， 정 소걸， 조 영도， 강 선덕 (1996) Study for the Mechanization 

of Mining Method for Large Scale Ore Bodies , KR-96(C)-7 , KIGAM Research 

Report. 

5. 김 임호， 정 소결， 조 영도 (1995) Study for the Mechanization of Mining 

Method for Large Scale Ore Bodies , KR-95(C)-8 , KIGAM Research Report. 

6. Grant D. R. , Hudyma M. R. , and Diering J. A. C. (1991) Three dimensional 

stress analysis using BEAP , Computer applications in the mineral 

industry , Department of Min. & Min. Proc. Eng. , UBC, Canada , pp643-654. 

7. MRL Lab. & GEMCOM Services lnc. (1993) B태P User Manual , CAN뻐T ， Canada, 

66p. 

8. Grant D. R. , Potvin Y. and Pocque P. (1 993) Three dimensional stress 

analysis technique appl ied to mine design at Golden Giant Mine , First 

- 115-



Canadian Symposium on Numerical Modell ing . Appl ications in Mining and 

Geomehanics , March 27-30 1993 , Montreal , Quebec , pp5-15. 

9. Deere , d.u. , 1968 , ’ geological considerations ’ Rock Mechanics in 

engineering practice, ed R. G. Stagg and D. C. Zienkiewicz, Wi ley , New 

York , ppl-20. 

10. Deere , D.U. and Deere , D.W. , 1988 , ’πle RQD index in practice" , Proc. 

Symp. Rock Class. Eng. Purp. , ASTM special technical publ ication 1984 , 

Philadelphia, pp91-101. 

11. Bieniawski Z. T. (1 978) Determining rock mass deformabi li ty 

experience from histories , Int. J. Rock Mech. Min. Sci. , vol 15 , 

pp237-247. 

12. Lachet J. C. and Watson J. O. (1 976) Effective Numerical Treatment of 

Boundary Integral Equations: A Formulation for Three-Dimensional 

Elastostatics: Int. J. for Numerical Method in Engineering , 10, 

pp991-1005. 

13. Thomson S. (1993) Mine Designer - An automated graphical data 

generation program integrating numerical modelling with the mine 

design process(Version 2.0) , MRL 93-087(TR) , 60p. 

-116-



14. Yu Y. S. and Closset L. (1 990) BEAP3D - A Boundary Element Application 

Package for three-dimensional Stress Analysis of Mine Structures , 

Proceedings-Stresses in Underground Structures , Oct. 2-3 , Ottawa , 

Ontario , Canada , pp140-150. 

15. Yu Y. S. , Closset L. , Toews N. A. , Thomson S. and Hamel G. (1 991) A 

practical mining application using the BEAP3D software package , 

Computer appl ication in the mineral industry , Department of Min. & 

Min. Proc. Eng. , UBC , Canada , pp713-722. 

- 117-



쩌￥究報告 KR-97(C)-24 

비금속광 현대화 채광 연구 

1997년 12월 일 인 쇄 

1997년 12월 일 발행 

발행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재단법인 한 국 자 원 연 구 소 

발행인 : 이 경 운 

인 쇄: 경 문
 

사 




	1527_페이지_0000
	1527_페이지_001
	1527_페이지_002
	1527_페이지_003
	1527_페이지_004
	1527_페이지_005
	1527_페이지_006
	1527_페이지_007
	1527_페이지_008
	1527_페이지_009
	1527_페이지_010
	1527_페이지_011
	1527_페이지_012
	1527_페이지_013
	1527_페이지_014
	1527_페이지_015
	1527_페이지_016
	1527_페이지_017
	1527_페이지_018
	1527_페이지_019
	1527_페이지_020
	1527_페이지_021
	1527_페이지_022
	1527_페이지_023
	1527_페이지_024
	1527_페이지_025
	1527_페이지_026
	1527_페이지_027
	1527_페이지_028
	1527_페이지_029
	1527_페이지_030
	1527_페이지_031
	1527_페이지_032
	1527_페이지_033
	1527_페이지_034
	1527_페이지_035
	1527_페이지_036
	1527_페이지_037
	1527_페이지_038
	1527_페이지_039
	1527_페이지_040
	1527_페이지_041
	1527_페이지_042
	1527_페이지_043
	1527_페이지_044
	1527_페이지_045
	1527_페이지_046
	1527_페이지_047
	1527_페이지_048
	1527_페이지_049
	1527_페이지_050
	1527_페이지_051
	1527_페이지_052
	1527_페이지_053
	1527_페이지_054
	1527_페이지_055
	1527_페이지_056
	1527_페이지_057
	1527_페이지_058
	1527_페이지_059
	1527_페이지_060
	1527_페이지_061
	1527_페이지_062
	1527_페이지_063
	1527_페이지_064
	1527_페이지_065
	1527_페이지_066
	1527_페이지_067
	1527_페이지_068
	1527_페이지_069
	1527_페이지_070
	1527_페이지_071
	1527_페이지_072
	1527_페이지_073
	1527_페이지_074
	1527_페이지_075
	1527_페이지_076
	1527_페이지_077
	1527_페이지_078
	1527_페이지_079
	1527_페이지_080
	1527_페이지_081
	1527_페이지_082
	1527_페이지_083
	1527_페이지_084
	1527_페이지_085
	1527_페이지_086
	1527_페이지_087
	1527_페이지_088
	1527_페이지_089
	1527_페이지_090
	1527_페이지_091
	1527_페이지_092
	1527_페이지_093
	1527_페이지_094
	1527_페이지_095
	1527_페이지_096
	1527_페이지_097
	1527_페이지_098
	1527_페이지_099
	1527_페이지_100
	1527_페이지_101
	1527_페이지_102
	1527_페이지_103
	1527_페이지_104
	1527_페이지_105
	1527_페이지_106
	1527_페이지_107
	1527_페이지_108
	1527_페이지_109
	1527_페이지_110
	1527_페이지_111
	1527_페이지_112
	1527_페이지_113
	1527_페이지_114
	1527_페이지_115
	1527_페이지_116
	1527_페이지_117
	1527_페이지_9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