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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running Collieries and Coal Mining Mechanization 

Kim Young-Shik, Lee Kyung-Woon, Kim Oak-Hwan, Kim Oae-Kyung 

Abstract 

The reducing coal market has been enforcing the coal industry to 

make exceptional rationalization and restructuring efforts since the end 

of the eighties. To the competition from crude oil and natural gas has 

been added the growing pressure from rising wages and rising 

production cost as the workings get deeper. To improve the competitive 

position of the remaining 11 coal mines after the rationalization of the 

industry, studies to improve mining system have been carried out. 

1. Oesigning of the bord and pillar mining method to extract gently 

inclined seams of the 00 Gye Coal Mine. 

The Jung Ang pit of the 00 Gye Coal Mine has a gently inclined coal 



seam with an average dip of 150 and thickness of 강n ranging from 0.3m 

to 4m. And it is relatively strong with a compressive strength of upto 

200kg/ c미. 

The seam continues only 30m at average to geological limits. 

The fundamental concept of the present mining method is that the 

coal seam is divided into a regular pillar by driving headings on centers 

of 9m through it. Later the pillars are extractred by cutting rib coal 

upto 1 - 2m deep by blasting, leaving 2 - 3m wide centre parts as safety 

pillars. 

This method shows low productivity and recovery. 

To introduce a new suitable mining method, an investigation on the 

bord and pillar method was carried out. Taking into account the seam's 

dip, thickness and strength, and working depth the Wongawilli system 

of the bord and pillar method seems to be suitable for the seam. 

A hand worked modified Wongawilli system was designed and w i1l 

be implemented at the site. Cost reduction through improvement of 

productivity and recovery are expected. 

2. Mechanization of coal cutting by plough 

A plough has been tested since Feb. 1997 at the Kyung Dong Colliery. 

Through several modifications it achieved following performances 

compared to coal pick. 

- Reduced working forces from 60 workers per day to 48 w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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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nhanced advancing rate from 35cm per day to 46cm 

- Improved productivity from 8.34 tonjman.shift to 12.5 ton at the 

face 

- Increased daily production rate from 500 tonne to 600 tonne 

3. Analysis of coal mining mechanization results 

The statistics of coal industry are as follows . 

- The production of 1996 was dropped to 4,952 thousand tonne from 

5,719 thousand tonne of 1995. 

- The overall O.M.S was increased to 1.81 ton per man'shift from 

1.68 ton of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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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序 論

1980년대 말부터 국민경제 성장과 생활환경 변화로 가정연료의 소비형태 

가 석유/ 가스둥 청정고급 에너지를 선호하는 형태로 바핍에 따라 國內꼈據 

業界는 무연탄 수요의 감소와 노임의 상숭 및 심부화에 따른 生塵原價의 

상숭으로 매우 어려운 상항에 봉착되어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없鍵業界의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石뚫鍵 합리화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며 에너지 정책상 117~ t윷훌훌을 長期開發 對象候훌훌으 

로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이러한 지원책의 일환으로 수행되고 있는 금번 쩌升究에서는 

1. 長期開發 對象t용鍵으로 지정된 道漢훌훌業所를 대상으로 羅備힘層의 採

t윷法 改善을 위하여 柱房式 探밟法을 設計하였다. 

道漢￡廣業所 中央抗의 羅{맺힘層은 평균 {뼈웹가 15。이며 평균옮福이 2m 

이다. 현재 사용중인 採옮法은 sub 採빚法으로서 중심간격 9m의 꼈中 

昇을 평행되게 굴착한 후 없中昇 간의 t윷柱를 採握하기 위하여 演中昇

의 화우 t용뿔을 1-2m 파내어 採梅하고 중간 2m 가량의 잔주는 보안 

뚫柱로 남겨둔다. 

本 採뚫法의 단점은 보안행柱를 남겨둠으로서 探取率이 낮고/ 探抽이 

生塵性이 낮은 採遭꼈에 주로 의존함으로서 生塵性이 낮다. 

同 採옮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採옮法을 設計하기 위하 

여 호주의 柱房式 採꼈法의 作業方法 및 適用性을 조사했다. 

柱f흉式 探웠法중 Wongawilli採봤法이 適用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手

作業에 의 한 Wongawilli 探뚫法을 設計하여 제 시 했으며 '98년 1월 경 에 

現場適用試驗을 수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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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切뚫 및 積꼈 機械化을 위 한 plough를 사용하는 chock 採윷法을 (珠)

慶東 上德鍵業所에서 수행했다. 

(珠)慶東과 공동으로 plough 試驗막장을 '96년 하반기부터 통리 3사 5 

편 左2運搬에 준비하여 '97년 2월부터 生塵作業중에 있다. 生塵作業중 

에 행한 업무改善 및 作業實績을 分析했다. 

3. 옮鍵機械化를 촉진하고 機械化 사례를 홍보하기 위하여 '97년도 t윷훌廣 

機械化 기술세미나를 광업진흥공사 태백출장소에서 ’97년 10월 17일 

개최했으며 '96년도 꼈鍵機械化 成果分析을 행하여 뚫鍵機械化 정책 

수립자료를 제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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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長期開發 랬鍵의 原價節減 方案

長期開發 꼈鍵의 原價節減 方案의 f자究대상 밟鍵으로 石행공사 道漢鍵業

所를 선정하여 原價 節減方案을 도출코저 한다. 

제 1철 道漢鍵業所 現況

1. 벚層 眼存現況과 i里藏훌 

本 지역에 분포하는 지층은 조선계 대석회암 누층과 이를 부정합으로 피 

복하는 평안계 누충(이 지충내에 樣層 발달)， 평안계 누층을 피복하는 경상 

계 적각리충I 홍전충 및 관입암들로 이루어져 있다. 

含꼈層은 고생대 장성충으로 흑색세일 및 사암이 반복하여 나타나며 本

장성충내에 3-5매의 t윷層이 협재된바 중탄층이 주 가행되고 일부 下層 및 

上層행도 開發한다. 

노두연장은 경상계 지층이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어 현재 확인할 수 있 

는 거리는 14krn 정도이고 평균 빚福은 2.0m, 평균 個힘 25。내외(東德抗 600
) 

이며 -450M.L까지 嚴存한다. 지질구조상 특정은 역단충 트러스트와 습곡 작 

용으로 행層이 통일 수준상에서 반복 나타나며 빈부광 현상이 뚜렷하다. 

특히 本 지역은 오십천 단층을 경계로 동부 및 서부로 크게 구분할 수 

있는데 동부는 오봉산 트러스트로 상부 묵점구/ 하부 道漢-興深區로 나누 

며l 하부는 東德 단충으로 東德抗과 道漢-興深 행層으로 나눈다. 道漢옮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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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30。내외의 단사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興探區域을 거쳐 한보 행層으로 연 

결되며 해발 - 450M.L까지 嚴存이 확인되었다. 東德抗은 습곡작용을 받아 

옮層이 부분적으로 職大되어 있으며 -350M.L까지 嚴存이 예상된다. 

서부는 홍전 트러스트로 상/ 하부로 분리되어 있으며 상부 행層은 인편상 

구조로 候層이 수조 반복하며 북서경하여 하장구까지 발달하고 있으며 하 

부病層은 10。내외의 繹f맺힘로 현재 나한 5편 및 봉강 11편에서 開發하고 있 

으며 -150M.L까지 職存이 예상된다. 

각 갱별 빚層 특성 및 理藏量은 Table 2-1-1 및 Table 2-1-2과 같으며 t용 

層퉁고선은 Fig.2-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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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2-1-1. 갱별 E눴層 특성 

갱별 구역 주향 경사 연장 평균 탄폭 m 특정 현재 초!1-표 '-느 

團별 (km) ( )내는 범위 심도 심도 

도계 신사 N30W 10-20。 1.8 대체로 완경사이며 소습목에 의한 pinch 현상이 

3.0 (0.8-4.0) 잦다. -120M.L -300M.L sub 
중앙 N50W 35。 2.5 주향 방향으로 완만한 습곡 현상이 있으며 전체 

(1.2-10.0) 적으로 남쪽으로 경사하는 단사구조 -260M.L -4밍M.L sub 
중앙 봉강 N40E 0-15。 2.0 홍전 E 러스E 하부의 소위 A층， 완경사의 소 

11펀 (0.8-5.0) 습곡 구조. 12편 (-50M.U 굴하중 o M.L -150M.L sub 
λ。l-.!님「 N35E 40。 2.0 홍전 E 러스E 상부의 Imbricate 구조 내 의 

(0.8-5.0) Duplex 구조대， 탄충 2-3회 반복 부존 o M.L -100M.L 일반 
나한 N50E 15-20。 2.8 1.8 홍전 A 탄층 OM.L 상부 연장부로 역단충 l조 

신사 (0.5-5.0) 발달 o M.L sub 
동덕 LrL1초 ’츠 NS- 60-90。 3.5 동덕 단중에 의해 도계탄충과 분리되어 큰 향사 

N20E (0.5-15.0) 구조의 남익부로 상하반이 역전되어 있다 경사 

2.5 가 급하고 주향， 경사방향의 과습곡 현상으로 

탄충 팽축이 심하다. -160M.L -31OM.L 장공 
동부 NS 25。 2.0 남부탄층과 다른쪽의 향사익부로 역전되지 않고 

(0.5-5.0) 완만하게 경통탄층으로 연결된다. -160M.L -260M.L 

도계광업소의 지질적인 특정은 대체로 경사가 완만하다. 케-빙 작업올 수반하는 장공 천공법과 재래식 위경사 채탄법올 수행 

하고 있는 동덕갱 남부와 중앙갱 상부 탄충올 제외한 전 광엽소의 탄충은 O。 에서 35。 로 경사가 완만하여 케-빙 작업올 하 

지 않는 후술하는 소위 sub 채탄법올 수행하고 있다. 

1997년 현재 도계광업소의 총 매장량은 다음 표와 같다. 



-‘ 
I닝 

Table 2-1-2. 理藏훌 총괄표 

jQ휩 확 
처。 

매장량 가채량 

도계 3,674 2,572 

중앙 8,213 5,749 

통덕 3,083 2,159 

소계 14,970 10,480 

점 리 1,034 724 

묵점 532 373 

홍섬 287 201 

도계 186 

보 중앙 349 

안 홍심 
탄 

9' 점 리 1,793 

소계 2,328 

합 계 19,151 11,778 

추 정 

매장량 가채량 

4,574 1,910 

6,259 2,712 

4,935 2,074 

15,741 6,696 

1,704 716 

670 282 

147 63 

140 

42 

183 

18,445 7,757 

1997.1.1 현재 단위 : 천톤 

예 상 -ι」、- 계 잠재 합 계 

매장량 가채량 매장량 가채량 가채량 매장량 가채량 

8,221 4,482 1,272 8,221 5,754 

6,167 1,726 20,639 10,187 4,329 20,639 14,516 

8,018 4,233 1,382 8,018 5,615 

6,167 1,726 36,878 18,902 6,983 36,878 25,885 

2,554 716 5,292 2,156 1,549 5,292 3,705 

1,202 655 188 1,202 843 

13,980 3,913 14,414 4,177 5,912 14,414 10,089 

186 186 

1,292 1,781 1,781 

53 53 53 

1,836 1,836 

1,345 3,856 3,856 

4쾌 24,046 6,355 61,642 25,890 14,632 61,642 





2. 개캠위치와 抗道구조 

本 행鍵은 동쪽에 위치한 오봉산(690M.L) 및 도화산(928M.L)과 서쪽에 

가덕 산(l，078M.L)， 동남쪽에 죽암산(l，030M.L)， 서 남쪽의 매 봉산(l，340M.L) 

등에 둘러싸인 굴곡이 심한 계곡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단층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산계는 심한 고저차를 가진 지형발달로 대체로 만장년기에 속한다. 

해발 357M.L 갱외에서 개갱된 수평 運搬玩道들과 258M.L을 최상단 권립 

갱으로하는 4개 區域(道漢/ 東德/ 興田I 興深)으로 개갱되어 있으며 이와 같 

이 개갱된 抗道들의 갱구주변 갱외는 開發 중심지역으로서 選횟場과 硬石

場을 제외한 本 옮鍵의 모든 주요시설들이 集約 설치되어 있다. 

選候場과 硬石場은 지형여건/ 꼈의 철도수송 및 硬石의 처리여건 때문에 

개갱 y 시설 集約地域과는 떨어져 철도 선로측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따 

라서 시설집약지의 運搬抗道로부터 選옮場과 硬石場 Tippler 까지의 빚 및 

硬石의 運搬은 道漢는 전차갱 및 콘베 야 運搬抗을 통하여 硬石은 硬石처 리 

장으로 꼈은 選꼈場으로 향하며 中央城 헝은 갱외에서 Tippling하여 자동 

차로 운송 中央財행場에 하역 한다. 

태백선의 도계역은 本候鍵에서 근거리에 있는 最寄購으로서 갱외 運搬노 

선을 통하여 選꼈場 철도 인입선을 이용하여 철도수송된다. 

本 광산의 주요 지상시설물의 수준은 다음과같다. 

철도 출하노선 242 ML 

道漢 및 東德 生塵部 排水수준 258 ML 

中央生塵部 排水수준 328 ML 

選옮場 πippling)설 비 258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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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외의 시설집약지로부터 개갱된 道漢I東德區城 抗道는 道漢 콘베아힘抗 

및 中央1사/ 中央2사/ 그리고 東德힘抗l 東德2힘城이며 興田區域(中央抗)은 

봉강힘행y 나한신2웹抗/ 興深區域은 興深힘抗으로 開發되고 있다. 

콘베아힘抗은 道漢 및 東德의 2개 生塵部의 꼈을 運搬하여 상부흡바에서 

3톤 광차에 積載하여 기관차를 이용 갱외 選얹場까지 運搬되며 中央生塵部

의 행은 봉강힘抗I 나한 신사갱을 통하여 축전차를 이용하여 갱외 선탄시설 

까지 運搬되 며 각 힘抗을 통하여 자재， A員I 광차둥이 運搬된다. 

本광산의 갱내 각 편의 Level 간격은 다음과 같이 수직간격 50M를 기준 

으로 개설하고 있다. 

道漢中央 2사 13편 -73ML, 15편 -121ML, 16편 -173ML 

東德 2사 11면 34ML, 12편 -15ML, 13편 -73ML, 15면 -121ML 

中央生塵部 봉강 중간편 -60ML, 봉강11면 -5ML, 나한 신1사5편 -π1L， 홍 

심1사 3편 -야t1L로 개설되어 있고 현재 主作業場은 道漢는 中央2사 17, 18 

편 東德은 11, 12, 15, 16면 中央生塵部는 봉강중간편/ 봉강11면/ 나한 신1사 

5면에서 主作業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앞으로 興深2힘抗을 굴하하여 中央生

塵部를 興深區域으로 이동하여 作業場을 集約할 계획으로있다. 갱외로부터 

개갱된 主 運搬抗道I 通氣-排水抗道의 개갱수준(갱구수준)과 권양기 運搬힘 

抗의 개설위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Fig.2-1-1 참조). 

가. 수평개갱된 運搬抗

道漢전차갱 : 258ML 갱외에서 개갱됨 

中央生塵部 전차갱 : 328ML 갱외에서 개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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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권양기 運搬料抗

東德 1힘抗 : 갱외권화에서 350ML - 183ML(8편) 

東德 2힘抗 : 東德1힘抗권 립 에서 183ML - -213ML(17편) 

道홉中央1힘抗 : 中央전차갱 상부에 서 258ML - -24ML(12편) 

道漢中央2힘抗 : 12편 권립 에서 -24ML - -259ML(18편) 

봉강힘m : 갱외권좌에서 341ML - -5ML(봉강11편) 

新1힘抗 : 동전차갱상부에서 328ML - -π，fL(5면) 

道홉硬石힘抗 : 갱 외 硬石Tippler 254ML - 459ML(상부) 

中央硬石힘抗 : 갱외 硬石Tippler 323ML - 553ML(상부) 

홍심힘抗 : 갱외 硬石Tippler 5ML - 359ML(상부) 

3. 運搬系統

갱내 각면에서 산출되는 꼈과 硬石의 上向運搬을 위하여 전절에서 서술 

한바와 같이 道漢區域은 갱외시설 集約地 위치의 258ML, 中央生塵部 區域

은 328ML에 최상단 권립이 개설되어 있다. 갱내로부터 갱외까지 설비되어 

있는 힘抗은 道漢區域은 東德1웹抗과 東德2힘/ 道樓 中央1힘행과 道홉 中央

2웹抗이며 中央區域은 봉강힘抗 및 新1힘玩으로 총 6개 힘抗을 통하여 運

搬한다. 

혐抗의 권양기는 모두 4，550HP으로서 그제원 및 運搬능력은 Table 2-1-3 

와같으며 運搬系統圖는 Fig. 2-1-2와 같다. 

갱내 각편에서는 각 運搬힘抗間에 運搬 수평抗道를 통하여 서로 연결이 

이루어져 있으며 각떤의 사용광차의 용량은 2톤이며 주요 運搬抗道에서의 

사용 레일은 혐抗 30Kg/m, 수평運搬抗 22Kg/m의 레일이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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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베아힘抗은 中央2힘 15편에서 Tippling된 횟을 상부홉바로 運搬하여 3 

톤 광차에 이적하여 갱외 選꼈t옳으로 運搬하고 있다. 

기관차 및 광차의 배치/ 각 區城別 運搬系統을 요약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가. 수평運搬 장비 

갱외 트로리차 :11톤 7대 

축전차 : 49대 

道漢區域 : 17대 

中央區域 : 18대 

興深區城 3대 

東德區域 :11대 

광차(u형 2톤) : 1，097대 

나. 區域別 運搬系統

(1). 道훌， 東홉生훌部 

東德 生塵部 候 및 道漢 生塵部 밟은 東德2힘抗 및 中央2힘抗으로 15편 

으로 집결 運搬하여 적출갱에서 Tippling하여 콘베야 힘抗을 통하여 갱외 

選횟場으로 運搬처리하며 東德 生塵部 硬石도 東德料抗을 통하여 15편으로 

집결시켜 中央 1，2힘城을 통하여 갱외 硬石처리장으로 運搬처리한다. 道漢

生塵部 硬石은 15편에 집결시키지 않고 바로 中央 1，2웹抗을 통하여 갱외 

硬石처 리 장으로 運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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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中央生훌짧 

t윷 硬石은 봉강11편 및 신1사 5편에서 봉강힘抗 및 新1힘抗을 통하여 內

運搬抗 및 동갱으로 권상한 후 행은 選t용場에서 Tippling하여 자동차로 中

央選候場으로 運搬 처리한다. 硬石은 중앙 갱외 硬石웹玩으로 硬石場으로 

運搬처리한다. 

도계， 통덕 운반계릉도 

도계.동덕구역 

정석장 
중앙구역 

콘베어사갱 

%h 

F
-〈
갱
-，싼 

션탄장 

정석장 

닙댈갱 션탄장 10 

L 

11현 

111 좋 

5현 

-<

앵
 
‘R 

”
끼
니
l
l
 중간현 

16연 

범 혜 

--- 석 탄 

--- 경 석 

Fig. 2-1-2 運搬系統圖

-19-



Table 2-1-3. ~.과i:.1ï. 권양기 제원 

구분 로 파;Î:- ß~ 
1회 

상단~하단의 권양기 :rr 속도 회수 
권좌 {煩料

권립수준 경 
견인량 비 

위치 (도) 고 
(ML) 모타 m/ 공차 탄 I 경 개소별 (HP) 

rnrn 회/방 차 차 mm 

東德1엠抗 갱외 18 352-183 150 28 135 10 10 

東德2씹抗 8편 22 183--213 500 36 162 30 5120 5 

中央1씹抗 전차상부 18 265-46 300 32 147 34 10 10 13 

中央2씹抗 통기편 18 47--260 300 32 147 34 10 10 13 

봉강씹抗 갱외 18 332--5 500 36 162 26 8115 5 

나한신힘抗 전차상부 18 340--7 350 32 150 19 31 9 7 

홍심챔抗 갱외 18 359- 5 300 28 147 15 9 6 

道漢硬E함H1c 갱외 22 459-254 300 28 147 16 48 

中央硬石찜抗 갱외 24 553-323 300 36 147 17 51 

1) 2톤 U형 광차 용량 1.7m' 

2) 권양기 드럼폭 1.6m 

3) 운행회수(회/방)는 1교대 7시간 作業/ 최상단~최하단간의 운행가능 회 

수임 

4. 通氣 ，排水 系統

가. 適氣(Fig.2-1-3. 通氣系統圖 참조) 

(1). 道훌 生훌홉B 

新1힘抗 및 中央1， 2힘抗으로 입기되어 별도 通氣힘행 및 通氣昇을 거쳐 

340ML에 있는 214HP 선풍기로 900m'/min 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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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3. 通氣系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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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東홉 生훌部 

東德 1, 2힘抗으로 입기되어 通氣昇을 거쳐 350M.L에 있는 250HP선풍기 

로 2,500 m' f min 배기 

(3). 中央 生훌部 

나한2힘抗과 봉강힘抗으로 입기되어 新1힘抗을 거쳐 340ML에 있는 

200HP선풍기로 2,700 m' f min 배 기 

나. 排水系統(Fig.2-1-4. 排水系統圖 참조) 

排水 펌프는 총 56대 14,450hp 보유하고 있으며 排水系統은 道漢 東德區

域은 中央1，2힘抗을 통하여 258M.L의 전차갱으로 排水되며 排水量은 Table 

2-1-4.區城別 排水量과 같이 건기에 4.45m'fmin이며 우기에는 27.03m'fmin 

이다 

中央區域은 봉강힘玩을 통하여 341M.L의 갱외로 排水되며 排水量은 건기 

에는 1 .87m'fmin이며 우기에는 3.27m' fmin이다. 

나한區域은 나한2웹抗을 통하여 동전차갱으로 排水되며 排水量은 건기에 

는 7.89m' fmin이며 우기에는 14.78m'fmin이다. 이 區域의 출수는 폐광된 

한성鍵業所와 황지鍵業所의 폐수가 흘러들어와 합쳐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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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4. 區域별 排水훌 

區 城

도 

건기 

4.45 

7. 89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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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4. 排水系統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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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員現況

本 광산의 A員現況은 Table 2-1-5와 같다. 97년 8월말현제 1，163명으로서 

A員구성 비율은 직접부44% ， 간접부 41%로 노무직 합계는 85%이며 관리 

직은 15%이다. 

이를 '91년도와 대비하면 노무직 전체는 86%에서 85%로 1% 감소에 그쳤 

으나 직접부는 52%에서 44%로 8% 감소한 반면 간접부는 34%에서 41%로 

7% 증가하였다. 이는 生塵量이 감소함에 따라 직접 生塵에 종사하는 직접 

부는 生塵에 비례하여 감소되었으나 生塵시설은 生塵에 비례하여 감소시킬 

수 없음으로 이를 운영 유지하는 간접부는 生塵에 비례하여 감소시킬수 없 

음에 기인하며 이가 生塵量 감소에 따라 발생하는 경영압박의 요인으로 작 

용하고 있다. 

Table 2-1-5. 연도벌 종업원수와 인력구성의 변화 단위 : %, 명 

꿇편번 ‘91 ‘92 ‘93 ‘94 ‘95 ‘96 ‘97 비고 ) 

직접부 1,125 853 776 660 619 545 516 
(%) (52) (47) (47) (46) (45) (44) (44) 

노무직 
간접부 722 666 600 543 517 487 469 

(%) (34) (37) (36) (37) (38) (39) (41) 

-까」、- 계 1,847 1,519 1,376 1,203 1,136 1,032 985 
(%) (86) (84) (83) (83) (83) (83) (85) 

노무직(%) 86 84 83 83 83 83 85 

관리직 (명) 300 281 272 247 225 209 178 

관리직 (%) 14 16 17 17 17 17 15 

직영계 (명) 2.147 1,800 1,648 1.450 1,361 1,241 1,163 

사 외 (명) 495 515 428 357 203 191 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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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生훌現況 

가.生훌를續 

1937년도에 개광되어 生塵이 개시된 이래 本광산의 최대 년간 生塵은 

1988년도의 127만톤이 며 '96년도의 生塵量은 45.7만톤이 었다. 

本 광산의 理藏量과 가행 심도동 作業 여건변에서는 生塵잠재력이 큰 광 

산임에도 불구하고I 石꼈수요의 감소와 이에따른 ’88년도부터의 石윷산업 

합리화 정책 즉 정부의 감산시책동 국내 石樣산업의 전반적인 환경악화로 

生塵이 제약되어 최근 감산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연도별 生塵量 및 生塵能

率은 Table 2-1-6와 같다. 

Table 2-1-6. 연도벌 生훌實績 

구 분 ’91 ’92 ’93 ’94 ’95 ’96 비 고 1 

종 생 산 882,578 789,246 724,300 674,900 510,000 457,700 

굴 진 (M) 14,512 11,860 11,494 9,286 7,679 6,859 
백 톤 당(M) (1.644) 0.503) (1.587) (1.234) 0.505) (1.499) 

1、0' 채 탄 5.030 4.857 5.380 6.098 6.408 6.273 

직접부 3.057 3.301 3.208 3.554 3.492 3.472 

율 전 광 1,372 1,353 1,363 1,415 1,346 1,315 

현제의 生塵 Level은 道漢 生塵部는 中央2사 17면 및 18면(-259ML)의 生

塵비중이 각각 7%, 93%이며 東德生塵部는 11편(34ML)， 13면 (-73ML)과 16 

편(-l65ML)의 生塵비중이 각각 60, 10, 30%이며 中央生塵部는 봉강중간편 

(60ML), 봉강 11면(-5ML)과 나한 1사 5면 (-π1L)의 生塵비중이 각각 20, 50, 

30%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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採빚크로스 抗道간의 간격/ 그리고 採행크로스 抗道의 길이(행層 주향방 

향의 Level 運搬抗道와 꼈層과의 거리)는 곳에따라 차이가 많으나 현재의 

가행Level의 경우r 採행크로스 행道의 간격은 부광대에 있어서는 8Om-

100m이고 대부분은 100m-120m간격으로 되어있으며 運搬抗道에서 크로스 

(著뚫지점)까지의 거리는 道漢/ 東德은 5m-60m, 中央抗은 100m 내외이다. 

나. 벚 質.

'96년도 생산탄의 평균꼈質은 4，963Kcal이며 t윷質別 生塵비율은 Table 

2-1-7와 같이 3급탄(4000-4999)이 78%로서 가장 많다. 수요처는 34%가 민 

수용으로 공급되었고 나머지 76% (약 431천톤)가 발전용으로 공급되었다. 

산원 財봤量은 350，000만톤(상덕비축장 200,000 홍심비축장150，000)이다 

Table 2-1-7. 벚質別 生훌훌 

二닙그 별 탄 질 (KcaI) 구성비( %) 二닙그 별 탄 질 (KcaI) 구성비(% ) 비고 

~누E 二it 5，400이상 6 급 4,200-4,399 

1 급 5,200 - 5,399 7 급 4,000 - 4,199 

2 급 5,000-5,199 13 8 급 3,750-3,999 

3 급 4,800 - 4,999 78 9 급 3，949이하 

4 급 4,600-4,799 8 계 100 

5 급 4,400 - 4,599 l 평 큐~ 4,963 

다. 년도벌 鋼進實績과 能率

년도별 抱進實績과 能率은 Table 2-1-8과 같다. 

연도별 握進量은 91년도에 17，358m이 던 것 이 96년도에 는 7，128m로 감소 

되었으며 生塵 100톤당 握進量도 1.644m에서 1.499m로 감소되었다. 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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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生塵 100톤당 鋼進量이 9% 감소된 것은 生塵量 감소에 따라 행福 빈 

약개소는 生塵개소에서 제외시켰음에 기인한다. 

Table 2-1-8. 연도별 #屆進를續 및 能率

주늙력」돋 91 92 93 94 95 96 

기업 2,846 1,778 967 2,768 1,277 269 

抽進量 켜Uλ 。l 14,512 11 ,860 11 ,494 9,286 7,679 6,859 

(M) 계 17,358 13,638 12,460 12,054 8,956 7,128 

100톤당 1.644 1.503 1.587 1.234 1.505 1.499 

抽進能率(m!공) 0.283 0.267 0.270 0.287 0.268 0.279 

주 : 1) '91-'96간의 누계 抽進量은 71，302m(기업 9,905m, 경상 61，397m)으로서 100톤당 抱

進量은 1.764m임 . 

2) 握進能率(mj공)은 직영抱進 能率임. 

라. 壓縮機施設

採썼과 抱進作業의 주 동력원인 空氣壓縮機 시설은 총 5,300 HP에 

264,00üm3/min 용량으로서 壓縮機室은 道漢 259ML 및 中央區域 332ML의 

갱외에 위치하고 있으며 그 내역은 Table 2-1-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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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9. 압축기現況 

구분기별 HP(Kw) 형식 
실린더경 토출관 용 량 대수 

제작사 비고 
(인치) (인치) (m3/min) (대) 

道홉1호 350 강원Joy 
1단φ 16 

6 강원산업 
2단φ10 

53.7 1 

道漢2호 " " " " " 1 " 

道漢3호 " " " " " " 

道漢4호 " " " " " 1 " 

道漢5호 600 " 
1단φ21 

8 104.6 " 
2단φ12 

1 

道漢6호 " " " " " 1 " 

홍전1호 " " " " " 1 " 

홍전2호 350 " 
1단φ16 

6 " 
2단φ10 

53.7 1 

홍전3호 " " " " " 1 " 

홍전4호 " " " " " " 

홍전5호 " " " " " 1 " 

홍전6호 " " " " 1 " 

홍심 1호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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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철 採없法 改善

道漢鍵業所의 現況을 조사한 結果 原價節減 鼎究대상 분야로 中央抗 繹

順힘層의 採챙法을 선정하여 좌규究코저 한다. 

1 . 現行 採벚法 

가. 벚層 條件

採꼈法 改善 대상區域은 道漢鍵業所 中央행 봉강 11면 및 나한 신사 5편 

으로서 同 區域의 지 질條件은 다음과 같다. 

t윷層 {뼈힘는 羅{맺힘로서 평균 15。이며 최저 -5。에서 최고 30。로 변한다. 따 

라서 願힘가 완만하여 케-빙 作業을 수반한 探꼈法으로 좋은 成果를 기대 

할수 없다. 

t윷福은 평균 2.Om로서 최저 0.3m에서 4.Om로 변하고 있으며 다른 국내 

행層에 비하여 t윷福의 변화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연장성은 훌f煩힘 및 주 

향 방향으로 모두 20-40m로서 평균 30m 정도이다. 

행굳기는 壓縮彈度 200kg/c마 정도로서 국내 무연탄으로서는 대단히 굳은 

편이다. 

上盤은 경질 세일 및 사암이며 덧방은 연질 coaly shale로서 두께 0-lm 

이며 평균 O.lm이다. 

하반은 중경질 세일 및 사암이며 덧방은 연질 coaly shale 및 shale로서 

평균 두께는 0.3m 정도이다. 

中央抗의 羅碩힘 꼈層의 가채 理藏量은 11편 좌1중에 302천톤/ 나한신사5 

면에 234천으로 1개편 총계 536천톤이며 中央抗 전체로는 5，749천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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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現行 採빛法 개요 

(1) 훌뽕法명 : sub 採候法

(2) 作業方法

하반 運搬城에서 뼈힘 25。내외의 암석승을 굴상 훨윷시켜 이를 sub갱이라 

한다. 암석숭의 규격은 3.3x2.4m이다. 훨밟지점에서 置{없힘 방향으로 규격 

3.3 x 2.4m의 主밟中昇을 굴상한다. 이 抗道의 {煩힘는 평균 15。로서 이 抗道

의 ↑煩힘가 trough chute에 의한 중력 運搬이 불가능한 25。이하가 되면 石옮 

運搬용으로 7.5hp chain conveyor를 부설 한다. 

이 主 밟中昇이 pinch 지점을 만나거나 뚫層이 역전되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으면 굴상을 중지하고 막장에서 수평으로 主治層을 pinch 지접까지 

採準하고 여 기 에 도 石꼈 運搬用으로 7.5hp chain conveyor을 설치 한다. 

主 행中昇 또는 主 治層에서 중심간격 9m의 技웠中抗道를 개설한다. 이 

技행中抗道의 좌우 옮뿔을 上盤 상태 및 {煩힘에 따라 1.0-2.0m 평균 1.5m 

내외 정도 천공 발파하여 지주를 시공치 않고 무지주 천반하의 횟을 技횟 

中抗道내에 설치된 3hp air hoist의 scrapor로 chain conveyor에 積載 運搬

한다. 

자재連搬을 위하여 암석숭에 mono rail을 설치하며 그 외 옮中抗道에는 

인력으로 자재를 運搬한다. 

現行 採꼈法의 전형적인 作業樓 골격도는 Fig.2-2-1과 같으며 t용흉훌採힘휩 단 

면도는 Fig.2-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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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강갱 11편 좌운 좌l중반갱 

Fig. 2-2-1. 現行 sub 採벚法 作業場 골격도 

ι
 
2-ι

 π
 
-------

X 7 j 
4 
-

Fig. 2-2-2. 採準 및 탄벽 採握 단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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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作業實績

同 개소의 '97년 상반기 中央抗 援{煩웹 採행夫 作業 實績表는 Table 2-2-1 

과같다 

Table. 2-2-1 . ‘97 상반기 中央抗 績↑탱料 採벚夫 作業寶績表

채준 케-빙 보수 k 2(보수융) 기타 채단계 

갱도별 작엽량 공수 능율 작업량 연 능율 작엽량 공수 능율 (쉬) B/A 작업량 공수 능융 

(쉬) (톤) (쉬/공)(폰/공) (동) 공수 (툴/공) (쉬)(톤) (쉬/공) 채준A 보수B (%) (공) (혼) (혼/공) 

봉강11면 1,818 17,153 2,õl7 0.679 6.408 19,812 2,596 7.632 176 252 161 1.093 1818 176 9.7 219 37,217 5，닮36.583 

신사5연 1,818 16,120 2,480 0.733 6.500 20,144 2,933 6.868 152 257 131 1.160 1818 152 8.4 181 36,521 5,725 6.379 

계 3,636 33,273 5,157 0.705 6.452 39,956 5,529 7.227 앓8 509 292 1.123 3636 328 9.0 400 73,738 11,378 6.48 

*. 채준쉬당 생산량 Kl(혼/쉬) : 20.28론/쉬 

(가) . 개 소당 日 生塵量 : 26톤 

상반기중 生塵量이 봉강 11편에서 17，153톤/ 新힘抗 5편에서 16，120톤 계 

33，273톤으로서 作業日數가 144 日 f 평균 作業개소가 9개소임으로 개소당 日

평균 生塵量은 26톤이다. 

(나). 生塵能率

CD. 평균 採행能率 : 6.48톤/공 

採準作業에 5，157공/ 케-빙作業에 5，529공/ 보수作業에 292공 및 간쉬/ 목 

적/ 打柱둥 기타에 400공 계 11，378공이 투입되어 73，738톤을 生塵함으로서 

평균 能率은 6.48톤/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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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採準시 生塵能率 : 6.45 톤/공 

공당 採揮能率은 0.705 setj공이며 평균 쉬간은 0.65rn이다. 

규격 3.3 x 2.4rn 행道의 굴착 단면적은 7.83m' 이다. 

공당生塵能率 : 7.83m' x 1.8(石빚비중) x 0.705setj공 x 0.65rn(쉬간) 

= 6.45톤/공 

@ . 밟뿔 採횟시 能筆 : 7.227톤/공 

t용현훌 採윷(케-빙)作業시의 作業能率은 5，529공을 투입하여 39，956톤을 生

塵함으로서 生塵能率은 7.227톤으로 採準作業 能率 6.45톤/공보다 12% 높 

다. 이는 뚫擊 探행시는 支保를 시공하지 않음에 기인한다. 

다. 現行 採벚法의 문제점 

개소당 日 生塵量이 26톤으로 낮아 作業場이 분산되어 非生塵부분의 

A員이 증가된다. 

採取率이 낮다. 

Table 2-2-1에 의하면 '97년도 상반기의 同 개소의 生塵量중 케-빙행이 차 

지하는 케-빙율은 54.2%로서 '96년도의 장성鍵業所의 81 .6% 에 비하여 상당 

히 낮으며 이는 同 개소의 t용層{煩料가 완만하여 케-빙이 활발이 수행되지 

못하고 生塵이 주로 採準꼈에 의폰하며 케-빙은 採準抗道의 좌우 행뿔을 

허물어 행한다. 

同 개소의 採拖 단면적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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採準抗道 단면적이 7.83m' 임으로 전 採鋼 단면적은 

7.83m' : x = 45.8% : 100% 

x = 7.83rn' X 100% -:-45.8% = 17.09rn' 이고 

케-빙 단면적은 17.09rn' - 7.83m' = 9.26rn' 이다. 

採抱 단면적으로부터 채굴폭을 구하면 

採鋼단면적 17.09rn'는 행福이 2.5m일 시 채굴폭 17.09rn' -:-2.5m = 6.8m에 

해당된다. 

정상적인 作業이 수행되는 경우에 중심간격 9m의 石옮 pillar 중 채굴폭 

6.8m를 제외한 폭 2.2m의 t용현훌은 보안 행柱로 남겨지게 된다. 

따라서 採取率은 70% X 6.8/9.0 = 53%로 비교적 낮다 

作業이 위험하다. 

낮은 採取率로하여 抗道에 중압은 크지 않으나 행뿔 採拖시의 케-빙 옮을 

무지주하에서 t윷 運搬作業을 수행해야 함으로 上盤 빼落에 따른 낙반 재해 

위험이 크다. 

生塵能率이 낮다. 

生塵 能率이 낮은 採準에 의한 生塵 의존도가 큼으로 전체적인 生塵能率

이 낮다. 

採準 支保당 生塵量이 낮다. 

願힘가 낮아 자연뼈힘에 의하여 중력運搬되는 케-빙옮이 적고 또한 횟뿔 

採抱도 技抗道에서 좌우로 1.0-2.0m 평균 l .5m 내외밖에 採抱치 못함으로 

採準 支保당 生塵量이 20톤/쉬로 長孔探행法을 시행하고 있는 같은 道漢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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業所 東德행의 49톤/쉬의 41% 밖에 되지 않는다. 

2. 道選훌훌業所 績{順料層 ERi윷을 위한 柱房式 앓벚法 設를f 

가. 採벚法 改善의 주안점 

다음과 같은 점에 주안점을 두고 採행法을 改善한다. 

緣{煩힘層에 適用할 수 있는 採행法으로서 t용層의 연속성이 좋지 않음 

으로 설치 및 이동에 많은 비용이 필요한 중장비를 투입하지 않는다. 

-. pillar를 완전 探握하여 採取率을 向上시킨다. 

作業 能率이 낮은 探準作業을 줄이고 能率이 높은 빚뿔 採抱作業을 

증가시켜 生塵量 및 生塵能率을 向上시킨다. 

행뿔 採힘휩作業時 지주를 시공함으로서 낙반재해를 방지한다. 

나. 柱房式 採벚法 適用가능성 조사 

호주/ 남아공 및 미국의 繹뼈힘層에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온 柱房式 採

행法이 상기 주안점을 만족시키면서 道漢鍵業所 繹{煩힘層에 適用될 수 있 

는지 또 柱房式 採행法 중 어떤 타입이 가장 적합한지를 검토키 위하여 호 

주의 柱房式 採행法의 作業方法/ 適用條件둥을 조사한다. 

(1) 柱房式 探향法(BORD AND PILLAR METHODS)의 作業方法 및 

適用條件

(가) 擺 念

bord and pillar 採월法의 기본 械念은 웠層에 일차적인 採準抗道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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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한 간격으로 가로지르는 연결 크로스 컷 抗道를 抱進함으로서 t윷層을 

규칙적인 브록으로 나누는 것이다. 

採準抗道 및 크로스 컷 抗道를 bord라 부르며 이들로 둘러쌓인 石횟 브 

록이 pillar이다. pillar는 bord가 握進되는 일차 作業 시에 상부에 놓여 있 

는 지층을 지지한다. 이들 pillar는 作業 계획에 따라 이후 제2차 作業에서 

조직적으로 探抱될 수도 있고 採鋼되지 않을 수도 있다. Fig.2-2-3.에 가장 

단순하고 전통적인 bord and pillar 作業樓이 표시되어 있다. 

ζi 
PILLAR PANEL 

MAIN ENTRYI、
PANEL V 

Fig. 2-2-3. Traditional bord and pillar lay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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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3에 표시된 設計圖는 꼈福 1m 이상의 뚫層에서 手作業 長整式 採

행法에 필요한 충진벽 건설 및 충진용 폐석을 충분히 얻을 수 없을 때의 

手作業 bord and pillar 採행法의 設計圖이다. 즉 현대적인 동력支保를 사 

용하지 않고 옮福 1m 이상의 옮層을 採抽시 충진용 폐석을 얻기 곤란할 

경우에 사용하든 bord and pillar 採꼈法이다. 이 方法은 항상 호주에서 中

層層을 採밟하는 주된 方法이 었다. 

똑 같은 設計圖가 현대 機械化 作業에도 적합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태에 

도달하기 까지에는 기계의 開짧 단계가 介在되어 있다. 

1947년 bord and pillar 探꼈法의 機械化가 잘 진행되고 있었으나 이 方

法에서는 레일 전기식 切剛機와 積載機를 사용했다 積載機는 전기 기관차 

뒤에 연결된 레일 광차에 횟을 積載하고 이 기관차는 실차를 막장으로부터 

갱저 또는 지상에 있는 집광장까지 運搬한다. 

이 方法은 많은 량의 레일 부설 및 레일 회수 作業을 필요로 하고 또한 

Fig.2-2-3에 표시된 기본 設計圖는 레일이 크로스 컷 抗道내로 구부러져 들 

어가는 것이 가능하도록 수정되지 않으변 않되었다. 이 수청은 크로스 컷의 

방향을 探準방향에 대하여 45。내지 70。로 비스듬하게 변경시키는 것이었으 

며 따라서 다이야몬드 형태의 표준 pillar가 형성되게 되었다. 作業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불량한 上盤條件을 만나게 되어 이 方法은 주로 넓은 비스 

듬한 교차 구간의 불안정성에서 발생하는 어려움과 기계의 통과를 위한 공 

간을 유지하면서 이 구간을 적합하게 지지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다음 단계는 caterpillar가 장착된 切혐IJ機 및 積載機의 도입과 고무 타이 

야의 네바퀴 조향장치가 된 shuttle car의 출현으로 시작되었다. 이들 장비 

의 보다 큰 기동성과 독립성은 이들 기계가 90。 회전하여 크로스 컷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허용함에 따라 Fig.2-2-3에 표시된 직교하는 bord and 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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設計圖가 재도입될 수 있었다. 

처음에는 shuttle car가 올라가서 레일 탄차에 그들의 꼈을 환적할 수 있 

도록 panel 抗道에 일정한 간격으로 ramp 형태로 구축된 환적지점으로부 

터 밟을 밖으로 運搬하는데에는 레일運搬이 계속 사용되었으나 막장에서의 

레일 부설作業과 인력이 shuttle car에 의한 脫 레일 장비에 의하여 상당히 

節減되었다. 切행-積載機의 발전 또는 재래식 bord and pillar 探행法 機械

化의 최후 단계는 레일 運搬을 완전히 대체하여 레일 부설 및 레일運搬 운 

전인력을 더 節減할 수 있는 벨트 콘베야의 도입으로 이루어졌다. 최후 단 

계 가 도달한 1950년 에 호주에 첫 continuous miner가 J oy Manufacturing 

Company의 4JCM model의 형태로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 후 급속히 재래 

식 장비를 교체했다. 切뚫과 積載기능을 결합시킨 continuous miner는 분 

리된 切웠機와 積載機의 필요성을 없였으며 화약으로 石旅을 발파할 필요 

도 없댔다. 이것은 더 많은 인력節減과 더 좋고 더 빠른 上盤 조절을 가능 

케 했다. 

continuous miner가 나타나기 전까지 재 래식 作業法은 미국의 채광 作業

法을 그대로 따랐으나 일반적으로 재래식 채광結果는 미국에서 달성된 것 

만큼 좋지 못했다. 재래식 시스템에서 느낄 수 있는 장점은 作業개소의 융 

통성과 전 作業시간 작통해야 하는 어떤 한 기계에 대한 의존성을 감소시 

킬 수 있는 점이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호주의 연약한 上盤條件은 막장에서 

보다 많은 上盤 支保를 필요로 하고 궁극적으로 상기 이점을 감소시키게 

되었다. 

재래식 시스템은 두 가지 점에서 불리하다. 발파된 막장의 꼈이 積載되어 

나가고 支保가 시공되기 전에 觸落하는 나쁜 上盤을 잘 조정할 수 없으며 

인력 활용의 효율변에서 continuous miner와 경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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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꼈田에서의 continuous miner의 사용은 급격히 증가하여 1984년까지 

갱내 生塵의 약 90%가 continuous miner에 의하여 採鋼되 었다. 

이 이 후 長뿔式 採꼈法이 널리 퍼 짐 에 따라 continuous miner에 의 한 生

塵비율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 

처음에는 continuous miner는 Fig.2-2-3에 표시된 표준 設計圖에 適用되었 

으며 계속적인 生塵이 달성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continuous miner는 그 

이름에 어것나지만 많은 밟田의 上盤條件下에서 비교적 성공을 거두었다. 

Illawarra 꼈田의 上盤과 같이 보다 연약한 上盤에서 그들은 목주/ 철주 

또는 볼트에 의한 支保를 採抱막장에 근접하여 시공할 수 있었으나 최악의 

上盤條件에서는 경제적인 結果가 불만족스러웠다. 機械化 pillar 採拖에 대 

한 New South Wales(NSW)주의 오랜 법적 금지의 해재로 재래식 bord 

and pillar 採밟法으로부터 탈피할 수 있게 했다. 

上盤條件이 주기적인 切剛 採鋼에 적합한 미국에서는 continuous miner 

는 각 막장을 정해진 切剛길이 l 보통 5에서 10m, 만큼 上盤支保나 通氣 시 

설의 연장 설치 없이 진행시킨 후 다음 막장으로 이동한다. 시설 연장이나 

上盤支保는/ 필요시， continuous miner7} 다음 막장으로 이동한 후 행한다. 

높은 生塵性이 달성되었으며 panel 배치는 6에서 12개의 探抱 막장을 갖는 

것을 기초로하여 생산용으로 몇 개의 막장을 유연성 있게 확보할 수 있도 

록 했다. 궁극적인 제한은 채택된 pillar 크기에 관련한 shuttle car cables에 

의한 운행 범위에 의하여 정하여진다. 

이 시스템은 막장이 진행함에 따라 부유탄진 및 개스 레벨을 안전한 또 

는 법정 한계내로 유지하기 위하여 通氣 설비를 항상 연장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반적으로 막장에서 5m 이내까지 上盤支保를 시공하지 않으면 않되 

는 호주에서는 큰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그러므로 호주의 관행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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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屆進하는 探準막장수를 최소화하여 生塵막장수를 集約하는 방향으로 나아 

갔다. 作業과정은 막장을 안전한 거리까지 切혐IJ 진행시킨 후 上盤支保를 시 

행하고 通氣설비를 연장하는 단속적 作業공정이었다. 근래에는 높은 生塵性

을 달성하기 위하여 條件이 허락하는 개소에서는 주기적 切則生塵으로 돌 

아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pillar 採鋼의 機械化가 시 작되 었을 때 採抱跳의 abutment zones(받침 區

域)의 생성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비교적 적은 區域이 국부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이를 적당히 활용하면 2차 作業에서의 生塵條件이 초기 開發作業

시의 生塵條件보다 더 양호할 수 있다는 사실이 또한 밝혀졌다. 

보다 적은 숫자의 生塵막장에서 기계 활용도를 극대화시키고 pillar 採抱

시의 이 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採鋼 및 꼈막이 (lift and fender)" 方法을 

통한 開發方法인 “ Wongawilli System"과 "Old Ben System"을 채 택 하게 되 

었다. 이들 두 方法이 재래식 pillar 作業方法을 대체하는 주 生塵方法이 되 

었으며 生塵原價에 영향을 많이 끼치는 pillar 採握단계에서 continuous 

miner의 활용도를 극대화했다. 현재 호주의 作業方法은 作業場의 集約化와 

生塵의 근본으로서의 제2차 作業을 극대화함으로서 미국과 상당히 상이하 

게 되었다. 

이 作業方法의 성공에 있어서 continuous miner의 중요성은 절대적이며 

이 기계는 많은 제작사에 의하여 활발히 開發되어 1950년형 J oy Manufac

turing unit로부터 중량과 切햄IJ 및 적재력이 증가된 튼튼하고 수명이 긴 중 

기로 발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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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continuous miner 운행의 일반사항 

@ 장비의 구성 및 비용 

採準단계 의 bord and pillar 採웠法의 전 형 적 인 막장 및 장비 의 배 열은 

Fig.2-2-4에 나타난 것과 같다 길이 1，OOOm의 panel을 開發하기 위하여 필 

요한 장비 및 1991년도 현재 의 비 용이 Table 2-2-2에 나타나 있다. 

Table 2-2-2. Capital costs for ∞ntinuous miner unit to work 1000m long 

panel at an extraction height of 3 to 4m 

Item 

Continuous miner(with on-board bolting rigs) 

2 x shuttle cars 

Feeder breaker 

Conveyor drive, jib and takeup 

Conveyor starter 

Conveyor structure(1.06m wide) 

Conveyor be1t(1.06m wide) 

Conveyor boot end 

Conveyor substation(500 KV A) 

Face substation(750 KV A) 

2 x load centre 

100mm dia. pipe ranges(air, water, pump) 

Pipe fittings 

Panel isolator 

H. V. reticulation cable 

Feeder 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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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 Costs $A 

1,920,000 

1,100,000 

360,000 

280,000 

90,000 

180,000 

220,000 

15,000 

95,000 

120,000 

140,000 

50,000 

16,000 

14,000 

40,000 

12,000 



Shuttle car cables(with spares)(6) 90,000 

Continuous .miner cables(with spares)(3) 90,000 

Fire fighting equipment 6,000 

Conveyor surveillance, pull wires 20,000 

First aid equipment 3,000 

Telephones and cables 20,000 

Materials transporter 220,000 

High . speed man transporter 120,000 

Face pump 3,000 

Bulk stonedust pod 78,000 

Trickle stoneduster(2) 1,000 

Sundry crib room equipment and tools 20,000 

Total cost $5,32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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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Z) continuous rniner 

최 근 40년 동안 continuous rniner에 대 한 設計 주안점 은 보다 높은 生塵

能率과 더 큰 기계적 전기적 신뢰성을 가지는 기계를 開發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continuous rniner는 훨씬 무거워져서 중량 70톤 까지 달하게 

되었고 전기장치의 단순화와 합리화를 통하여 신뢰성이 向上되었다. 또한 

특수한 경우에 적응하기 위하여 이미 확립된 設計에서 근본적으로 일탈하 

는 경우도 있었다. 암석을 굴착하기 위하여 고안된 road header와 같은 기 

계는 특수형태 또는 아취형태의 抗道 굴착을 통하여 上盤지지를 改善하여 

전반적인 生塵性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石옮 採握用으로 개조되었다. 그러나 

근본적인 擺念은 변하지 않했다. continuous rniner는 막장에서 石옮을 切

햄IJ하여 콘베야 시스템에 積載해야 한다. 현재 사용중인 가장 보편적인 

continuous rniner는 Fig.2-2-5에 도시되어 있다. 최근 발전사항으로는 특별 

보완된 채준기의 경우 곡선 단면을 굴착하는 능력과 모든 기계의 切업Ij 높 

이를 증가시킨 것이 포함된다. 

한 번에 6rn까지 切빼할 수 있는 continuous rniner도 있다. 

長뿔式 採행法을 사용하고 있는 광산에서 長뿔作業場을 신속히 준비해야 

하는 필요성으로 인하여 최근 continuous rniner의 設計 방향에 변화를 초 

래했다. 

長뿔式 治層抗道는 폭이 넓게 採準되어야 하며 루프 볼트로 조밀하게 支

保되어야 한다. 治層抗道福 보다 폭이 좁은 切剛 헤드를 가진 보통 

continuous rniner로 採準하면 완전한 抗道福으로 切혐IJ하기 위하여는 

continuous rniner는 두 번 또는 그 이상 지나가야 한다. 이것은 빚훨面에 

평탄하지 않은 “톱날”모양을 만들고 종종 治層抗道가 너무 넓게 되는 結果

가 초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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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5. Three commonly used continuous miner typ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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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6. Modern continuous min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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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治層抗道 폭을 알맞게 하고 탄벽면선을 보다 매끄럽게 할 수 있 

도록 한 번 切빼에 전 행道福을 切웹IJ할 수 있는 넓은 헤드를 가진 기계가 

開發되었다. 이러한 기계의 최근 형태의 예가 Fig.2-2-6에 표시되어 있다. 

上盤支保 시공의 효율을 제고하기 위하여 루프 볼팅기을 결합시킨 것이 

이들 기계의 주목할만한 특징이다. 

중량과 용량의 증가와 더불어 전력소비도 증가되어 대당 600 KVA에 달 

하게 되었다. 

증가된 동력이 효율적으로 切윷에 사용되도록 하기 위하여 적합한 切빼 

헤드와 픽크 배열둥으로 실제적인 切則 設計에 주의를 집중하고 있다. 

continuous miner 設計는 두 가지 기본적인 設計 철학으로 나누어지는데 

그것은 유압기능을 최대로 활용하고 직접적인 전기 구동을 최대화 하는 것 

이다. 일반적으로 후자의 접근 方法이 더 유리한 것 같다. 

@ Shuttle cars 

호주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기종이 Fig. 2-2-7에 나타나 있다. 이 

들은 후미 케이블을 통하여 공급되는 교류로 운행된다. 현재 몇몇 모델들은 

운행 모타에 양호한 속도조절 기능을 부여하기 위하여 직류 변환용 

thyristor conversion을 積載하기도 하나 대부분은 단순화시키기 위하여 둘 

또는 세 가지 속도를 가진 교류 운행 모타를 사용한다. 積載중량은 作業場

높이와 장비의 크기에 따라 4톤에서 20톤까지 변하며 운행 반경은 shuttle 

car의 cable reel drum에 감길 수 있는 최대 cable량에 의하여 결정되며 보 

통 약 150m이다. 중간 케이블 저장소에서 케이블을 풀어서 운행반경을 두 

배로 널릴수 있으나 이것은 케이블 수명을 단축할 수 있어 보통 특별한 探

準개소에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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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7. Joy 22 SC shuttle car. 



continuous miner 하나에 shutt1e car가 두 대 사용됨 에 따른 케 이 블 엉 

킴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 대는 cable reel을 왼쪽에 다른 한 대는 오른쪽에 

설치한다. 전형적인 케이블 배열은 Fig.2-2-4에 나타나 있다. 

가능한 곳에서는 shutt1e car들은 pillar 주변의 다른 운행로를 가지도록 

한다. 이것이 운행 및 조차시간의 지체를 최소화하고 케이블 파손을 감소시 

키나 集約된 作業場에서는 이것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케이블 통로 및 케이블 손상 문제로 인하여 독립적인 推進力을 가진 차 

가 필요케 되었다. 그러나 몇 가지 디젤 및 디젤 유압 shuttle car가 사용되 

었으나 높은 유지비와 고장시간의 증가로 인으로하여 전기 케이블 동력차 

의 대용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continuous miner의 불연속적인 운전은 上盤支保의 지연에 의한 것과 같 

을 정도로 shutt1e car의 불연속 運搬에 기인한다. 대안으로 연속적인 콘베 

야 運搬이 있다. 

(다) 上盤支保

φ 採準 作業場

bord and pillar 作業場을 開發할 때 천반支保는 주요 관심과 운영 비용이 관 

련되는 사항이다. 支保에 대한 요구條件은 행層의 툴리적 條件(이는 종종 심도 

에 관계된다)과 作業場의 예상 수명에 따라 상당히 변화하고 있다. 

bord and pillar 作業場에서 가장 보편적인 支保 문제는 採準玩道와 크로 

스 컷 抗道의 분기점에서 일어난다. 이들 점에서 노출된 上盤 구간이 가장 

크기 때문에 上盤 빼落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上盤 支保 밀도도 가장 크야 

한다 

어려운 지층條件에서 採準 作業場의 유일한 목적이 長뿔式 採빚法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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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후의 採拖作業을 위한 주 또는 부접근로를 開發하는 것이라면 분기점 

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方法은 분기점의 수를 줄이기 위하여 pillar의 길이 

를 연장하던지 또는 Fig.2-2-8에 표시된 바와 같이 크로스 컷 抗道를 어것나 

게 배열하여 분기점을 완전한 4 교차로보다 3 교차로로 만드는 것이다. 이 

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경우에는 pillar 길이를 200m까지 연장하기도 하 

나 이 경우에는 긴 shuttle car의 운행거리에 따른 낮은 生塵性과 通氣의 

한계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크로스 컷 抗道로 관통하기 전 

에 100m 이 상 규칙 적 으로 握進코져 하면 칸막이 通氣(brattice sheet ventila

tion)로서는 막장에 충분한 通氣를 공급하기에는 비능율적임으로 국부선풍 

기 通氣가 필요하다. 

bord and pillar 作業樓에서 상부 지층의 장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는 pillar 규격이 대단히 중요하다. 변형과 파손을 막고 상부 지층을 지 

지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된 pillar의 크기는 石옮 및 주위 지층의 彈度 및 

성 질， pillar의 높이I 균열과 같은 불연속면 및 採빚作業으로 유도된 pillar내 

균열면， pi1lar의 폭과 길이， 採準抗道 폭 및 pìllar내에 폰재하는 3차원 스트 

레스場에 좌우된다. 

해외에서 특히 남아공에서는 안정한 pillar의 크기를 추정하기 위한 경험 

식이 開發되었다. 상기 변수가 탄층별/ 지역별로 다름으로 이들 공식을 호 

주에 適用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적합하다. 만약 pillar 안정성에 대한 의 

문이 있으면 특정 지역 條件에 대한 완전한 암석역학적 조사와 分析이 필 

요하다. 호주의 어떤 주에서는 심도에 따른 採準抗道의 폭과 pillar 크기를 

법률로서 정하고 있다. 이 법률은 암석 역학적 원리에 기초하고 있지 않음 

으로 상당히 틀릴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폭 6m, 높이 4m 이하의 採準抗道의 경우 규격 50m X 50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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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가 호주 作業場에서 심도 600m까지는 안정하다. 

Fig. 2-2-8. 분기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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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최소화하고 안정성을 최대화하는 panel 開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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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rd and pillar 作業樓의 採準막장의 直上盤의 支保에 대하여 법률은 일 

반적으로 어떤 형태의 조직적인 支保가 설치될 것을 요구한다. 支保 밀도는 

굳은 역암 또는 괴상 사암의 上盤을 가진 i훌部 광산에서와 같은 경우의 거 

의 무지주로부터 심부 作業場의 연질 세일I 머드스톤 또는 石행 上盤의 경 

우의 roof bolt로 보강된 조밀하게 시공된 스틸 관쉬 또는 아취로까지 변화 

가심하다. 

목재 지주는 각주 및 관쉬로서 둥근목 또는 할목으로 아직도 上盤 支保

材로 사용되고 있으나 스틸 띠와 함께 또는 띠 없는 roof bolt의 사용이 늘 

어나는 경향이 일반적이다. 

순 목재 支保의 유리한 점은 변형을 경고하는 목재의 유연성에 있다. 그 

러나 궁극적인 지지력은 스틸 支保 또는 정확하게 設計된 roof bolt보다 훨 

씬 약하다. 

더구나 목재는 점점 귀하여지고 비싸지고 있다. 그것은 막장으로 運搬하 

고 막장에서 다루기에 부피가 크고 가연성이며 곰팡이 및 곤충의 피해를 

입기 쉽다. 

장기간 사용할 주 運搬抗道에서의 목재支保의 대량 사용은 결함 支保의 

교체를 위한 유지비의 발생을 불가피하게 하고 광범위한 上盤붕괴의 가능 

성을 일어킨다. 이와 같은 이유로 종사자의 인기가 급격히 하락하고 있다. 

上盤條件이 목재 단독으로 제공할 수 있는 지지력보다 더 많은 지지력을 

요구하거나 bolting이 부적합한 개소에는 rolled steel beams, universal 

sections, reject rail sections, box beams 및 보다 정교하게 압출된 section 

과 같은 steel 支保가 관쉬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것들은 목재 prop나 

스틸 각주에 의하여 上盤을 지지한다. 각주가 우연히 일탈되는 경우 그들의 

중량 때문에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들 관쉬에는 보통 안전 bo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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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말안장 시스템이 부착되어 있다. 그들은 목재 관쉬보다 더 많은 지지 

력을 제공하는 반면 손으로 취급하기에는 종종 너무 무거워 上盤 支保시공 

시간을 지연시키고 임박한 파괴에 대하여 소리 경고를 발하지 않을 수도 

있다 강재 支保들은 또한 목재보다 고가이다. 

스틸 아취는 비용과 시공상의 어려움 때문에 영구抗道의 가장 힘든 條件

에서만 사용될 뿐이다. 아취支保는 고가이고 적합하게 시공하는데 2 시간 

또는 그 이상 소요됨으로 支保비용은 대단히 높고 生塵量은 낮다. 더구나 

그것은 유선단면보다 4각형 막장단면을 切혐IJ하는 continuous miner에 맞추 

기 힘들다. 아취는 유선 단면의 切빼이 가능한 boom type 채준기에 더 적 

합하므로 어려운 作業樓에만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아취는 보통 bord and 

pillar 作業場에서는 사용될 장소가 없다. 

보다 신속하고 신뢰성 있는 bolting machine - 手持 또는 continuous 

mrner 탑재-의 출현과 bolt의 기계적 안카를 대신하는 레진 안카의 출현으 

로부터 일어난 roof bolting 기술의 改善과 더불어 bord and pillar 採揮막 

장에서의 주 支保로서 roof bolt가 점점 더 사용되는 경향이 있다. 上盤이 

연약하거나 풍화 파쇄되기 쉬운 곳에서는 bolt는 上盤支保의 범위 확대의 

수단으로 가벼운 스틸 띠나 스틸 그물망을 끼워서 시공한다. 보편적인 bolt 

길이는 1.8m이나 上盤에 따라 더 길거나 더 짧은 bolt가 그 條件에 더 적 

합할 수가 있다. 대부분의 bolt 패턴은 시행 착오적인 실험에 의하여 도출 

되었으나 첫 設計 지침은 지충과 作業埈 배치에 대한 수학적 또는 물리적 

모델링에 의하여 얻을 수 있다. bolt에 의한 支保의 장점은 이것은 적극적 

인 지지력을 제공하고 영구적이다. 

지보재의 분량이 많이 감소되고 玩道의 단면적과 通氣 저항특성이 改善

되며 支保 시공 지체시간이 상당히 감소된다. 보통 bolt 支保를 측면 打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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支保로 보강할 필요는 없으나 간혹 목재 打柱는 通氣 방책과 케이블을 세 

우기 위하여 그리고 抗道 변형의 경고를 발하도록 세워둔다 왜냐하면 bolt 

의 결점은 上盤 붕괴가 임박했을 때도 거의 경고를 주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조 목재打柱 없이 bolt 만의 上盤 支保가 일반적인 일이 되고 

있다. 

Fig.2-2-9, 2-2-10 및 11은 여러 광산이 사용중인 여러 가지 支保 方法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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æ pillar 採抱 作業場

pillar를 採鋼하기 위하여 鋼進하는 分훔u 및 採抱作業場의 直上盤 支保로 

서 roof bo1ting이 일반적으로 목재 관쉬를 대체하고 있지만 목재打柱가 파 

괴선을 만들기 위하여 아직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형적인 파괴선 打柱 패턴이 Fig.2-2-12에 나타나 있다. 

破壞 打柱線의 목적은 한 줄의 집중적인 上盤 支保線을 만들어 探拖作業

이 완료된 후 上盤이 파괴될 때 파괴가 이웃 作業場으로 연장되어 넘어 들 

어오지 않고 파괴 打柱에 의하여 上盤에 만들어진 한줄의 저항선에서 조절 

되는 형태로 중지되도록 하는 것이다. 

파괴打柱의 수와 배열은 국지적인 作業관행과 경험에 의하여 결정될 사 

항이며 직상하반의 성질 및 作業場 심도에 좌우된다. 그러나 몇가지 원칙은 

있다. 파괴 打柱는 上盤과 단단한 하반 사이에 단단히 설치하여 수축성을 

감소시키고 빠른 시간내에 완전한 支保저항에 도달할 수 있어야 한다. 파괴 

打柱는 觸落될 것 같은 區域의 외부에 그리고 균열과 같은 명백한 上盤 결 

함지점에서 떨어져서 시공해야 한다. 빼落될 것 같은 區域은 주위 처녀 t용 

철좋線을 투사하여 결정할 수 있다. 

이 것은 Fig.2-2-12에 도시 되 어 있다. 

파괴打柱의 효과성에 의심이 있을 때는 추가 打柱를 시공해야 하며 모든 

파괴打柱는 採행후 가능한한 빨리 시공해야 한다. 빠른 시공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하여 파괴선 打柱를 사전에 測定I 표시 및 절단하여 두는 것은 특히 

유리하다. 

pillar 採鋼에 있어서 生塵性과 안전성을 向上시키기 위하여 최근 開發된 

것으로서는 파괴선의 打柱를 대체하는 mobile breaker line support(기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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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파괴선 支保， BLS)의 출현이다. 

이 BLS는 1984년 Voest-Alpine사에 의하여 開發되어 남아공의 Middle

bult Colliery 광산에 서 처 음 사용되 었으며 이 후 1987년부터 호주의 몇 몇 

뚫鍵에서 시도되었다. pillar 探鋼場에서 그 사용이 확산되어 1991년에는 60 

대가 사용되고 있다. BLS은 Fig.2-2-13에 도시되어 있다. 

Fig. 2-2-13. Voest Alpine BLS unit 

이 BLS은 上盤에 설치되었을 때는 유압식 4 각주 초크支保로서의 역활을 

수행하며 바닥판에는 caterpillar track이 붙어 있어 높이를 낮추면 새로운 

장소로 쉽게 이동할 수 있다. 

각각의 BLS는 유압기능을 수행하도록 전기적으로 작동하는 자기자신의 

유압 power pack를 가지고 있다. 각 기계에는 끌고 다니는 케이블을 통하 

여 전력이 공급되고 운전은 원격 무선으로 조정하여 운전자는 探抱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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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안전한 장소에서 기계를 내리고 이동하고 재설치할 수 있다. 

BLS는 정확하게 파괴선 打柱와 똑 같은 기능을 수행하나 아래와 같은 이 

점이 있다. 

1. BLS은 보통 통상적인 숫자의 목재 打柱로 얻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큰 설치압과 지보압을 探拖跳 가장자리에 제공한다. 

2. BLS은 목재사용의 비용을 節減하여 구입에 따른 자본비용을 상환한다. 

3. 목재사용의 감소로 목재의 運搬 취급 및 사용에 따른 재해를 감소시 

킨다. 

4. BLS은 採鋼이 진행됨에 따라 새로운 파괴선 위치에 목재 파괴선이 설 

치되는 것보다 훨씬 빨리 재설치될 수 있다. 

5. 이것은 continuous rniner의 切챙시간과 生塵性을 向上시킨다. 

6. 원격 조정을 통하여 파괴선 打柱를 설치하는데 필요할 作業員을 作業

중인 採鋼歸 가장자리로부터 제거시켜 안전을 向上시킨다 

7. BLS는 부분 採抱法에도 適用되어 넓은 採準막장을 가로질러 임시 支

保를 제공함으로서 보다 넓은 採準막장이 후퇴식으로 作業될 수 있도 

록 허용 한다. 

BLS은 현재 (1991) 대당 $375，000이나 상기 이점의 일부 또는 전부가 달성 

되어 자본 회수기간이 빠르다. 

@ 어려운 作業條件에 대한 추가적인 方法

下盤 또는 上盤의 최초 수축이 빨리 일어나는 採準막장에서는 목타주의 

바닥을 Fig.2-2-14에 표시된 것과 같이 끝을 뽀죽하게 만들면 打柱의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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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4. 급히 수축하는 지층에서의 끝이 뽀죽한 打柱의 사용 

向上된다. 

연약하게 만든 바닥끝은 打柱의 궁극적인 彈度는 보지하면서 최초 

이 가능하도록 가축이 어느 정도 일어나게 한다. 

뽀죽한 정도는 너무 심하변 안된다. 통상 최초 打柱 직경의 반을 초과해 

수축 

서는 안된다. 그렇지 않으면 打柱는 수축에 대하여 충분히 저항하지 않고 

연약한 바닥속으로 침하할 것이다. 심부 作業場에 적합하게 適用한다면 이 

方法은 많은 절손 打柱의 교체를 피할 수 있다. 

더 두럽고 더 연약한 행層에서의 作業이 증가함에 따라 행뿔 支保가 필 

요해지고 있다. 이것은 행뿔線에 가능한 한 가깝고 조밀하게 打柱를 세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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打柱가 꼈뿔이 밖으로 나오는 움직임에 저항할 수 있도록 打柱 뒤를 목재 

조각들로 채우는 재래식 앞장막이 방식으로 달성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 

식은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모되며 만약 잘 시공되지 않으면 打

柱와 꼈뿔이 이탈되어 떨어져나와 가까이 있는 作業員에게 위험을 일어킬 

수 있다. 더 좋은 支保가 꼈뿔의 볼팅으로 달성될 수 있다. Griffin Coal Co. 

의 以前 Hebe Colliery에서 목판자를 통한 스틸 볼트의 벽 支保를 많이 사 

용하여 성공했으나 이것은 스틸 볼트가 벨트 콘베야에 손상을 일어킬 수 있 

음으로 이후 pillar를 採抱할 개소에서는 만족스로운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목재 또는 파이브그라스 꼬질 막대가 더 좋은 해결방식이나 현재 그것들 

을 막장 가까이에 시공하는 완전 機械化된/ 신속한 方法이 開發되지 않했 

다. 그것들은 일반적으로 천반支保의 시공과 동시에 手持 착암기를 사용하 

여 시공된다. 행뿔이 빨리 빼落되던지 밀려나오는 경향이 있는 개소에서는 

이것은 이 作業종사자에게 재해를 일어킬 가능성이 있다. 보다 좋은 方法이 

필요한 것이 명확하다. 

어떤 경우에는 더 많은 지보력을 얻기 위하여 케이블 볼트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케이블 볼트는 bord and pillar 採援의 정상적 개소에서는 사용 

되지 않으나 長뿔式 採행막장을 위하여 *屆進된 특수 개소 즉 천반의 온전 

함이 대단히 중요한 막장 형성 및 옮 회수 玩道 둥에 더 많이 사용된다. 보 

통의 bord and pillar 作業埈에서 上盤이 케이블 볼트를 요할 정도로 나쁘 

면 전반적으로 비경제적인 結果가 초래될 것이다. 특별한 適用을 위하여 케 

이블 볼트의 여러 가지 변종이 성공적으로 適用되고 있다. 

그것들은 

1. 표준적인 케이블 

2. 새장형 케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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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케이블 트라스퉁이다. 

트라스가 直上盤에 추가적인 수정 스트레스를 유도하는둥으로 하여 더욱 

복잡해 지지만 볼트는 直上盤을 상부의 보다 견고한 지층에 결합시켜 上盤

을 안정시키는 作業을 한다. 

(라) 抗內 作業

@採準作業樓

開짧 作業 또는 첫 作業은 採準과 크로스 컷 抗道를 抱進하여 처 녀 빚層 

區域을 이후 採握할 수도 안 할수도 있는 pi1lar로 分劃하는 것이다. 이것은 

상술한 장비와 천반지보법을 사용하여 t용層내에 抽進作業을 행하는 것이다. 

開發作業은 두 가지 주목적을 위하여 행한다. 

1. 採拖하기 위 한 pi1lar를 만든다. 

2. 봤層에 접근하기 위한 여러개의 통로를 만든다. 이 통로는 장기적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pil1ar에 의하여 支保된다. 

비록 이 두 목적은 종종 중복되나 設計에는 상당한 차이점이 있을 수 있 

으며 設計는 採準抗道의 기대되는 抗道 수명에 의하여 주로 결정된다. 일반 

적으로 採準玩道의 주 목적이 밟鍵의 주 통로를 만드는 것이라면 採揮 抗

道를 조심스럽게 정확한 중심선을 따라 握進하며 m道福을 최소화하여 

pi1lar의 크기를 최대화하는 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장기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이 조치들은 採遭抗道의 비교적 集約된 上盤支保로 보 

강한다. 이 조치들은 採準단계에 최소한의 채굴을 행함으로서 비용이 많이 

들고 비경제적인 生塵 수준을 채준단계에서 초래할 수 있다. 

목적이 採抱用 pi1lar를 開發하는 것이라면 採準행道의 수명이 제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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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pillar로 최초 채굴율을 높이고 천반支保를 적게 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러한 作業場은 條件이 허락하면 이후 pillar 探鋼시기에서 뿐만아니라 開

發作業 중에도 이윤을 남기는 生塵수준을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제3의 開發方法으로 잘 사용되지는 않지만 지표 함몰 방지와 같은 외부 

條件에 의하며 石행 理藏量의 부분 採鋼만이 허용되는 경우에 사용된다. 이 

때의 목적은 採準作業중의 안전에만 합당한 최소한의 pillar를 남기고 최소 

한의 直上盤 支保를 행하면서 될 수 있는 한 넓은 抗道를 拖進함으로서 최 

대한의 石뚫을 이윤을 남기면서 採拖하는 것이다. 

開發作業의 실제 목적에 관계 없이 각 採準抗道와 크로스 컷 抗道는 作

業의 효율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設計된 계획된 作業순서에 따라 拖進되어 

야한다. 

한쌍의 측면 배 기 갱 을 가진 5개 採準抗道의 bord and pillar panel에 대 

한 전형적인 開發作業 순서가 Fig.2-2-15에 나타나 있다. 

다른 作業순서도 가능하나 표시된 순서는 순서設計上의 몇 가지 기본사 

항을 설명하기 위함이다. 

1. 배기 :!1L道는 입기抗道측의 #屆進作業場에 通氣되지 않는 홉抗道의 형성 

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통 입기 採準抗道 보다 앞서 나간다. 

2. 上盤노출 구간의 증가와 이에 따른 분기점의 약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가능하면 교차점에서의 이중 회전점(우측과 좌측)의 형성을 피한다. 

3. 이 作業순서는 풍관 또는 通氣 간막이의 길이를 최소로 하고 배기抗道 

까지의 주 通氣회로의 이용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設計되었다. 

4. 이 作業순서는 shuttle car의 運搬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막장 또는 

환적장에 이르는 두 개의 별도의 shuttle car 운반로를 가능한 한 실 

生塵막장에 가까이 설치할 수 있도록 設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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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2-15에 표시된 作業순서에서 배기갱의 분기점 “A"와 "E"는 세 갈레 

분기점으로서 분기점의 彈度를 보전한다. 분기점 "B", "C" 및 "D"에서 

continuous mìner 용 곡선 회전점을 2중으로 만들 필요가 없어 분기점 안 

정이 더욱 向上된다. 作業 요소 4, 6, 8, 13, 15 및 17을 握進시는 pìllar을 

돌아 運搬하는 것이 가능하다. 

panel 設計에 있어 모든 요망사항을 만족시키는 것이 항상 가능한 것이 

아니며 그기에는 타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주어진 

panel에 있어서 探準抗道의 수가 증가하여 pìllar의 크기가 감소하면 최대 

生塵을 위한 作業方法의 최적화는 용이해진다. 가장 곤난한 作業條件은 긴 

pìllar를 가진 두 採準玩道로 되어 있는 作業場에서 일어난다. 

開發기간 동안 막장作業은 세 사이클로 이루어진다 實切옮 및 積載作業

의 지장은 shuttle car의 지체r 上盤 支保 및 通氣시설 연장 관련 지체 및 

최후로 panel 진행에 따른 콘베야 벨트/ 파이프 및 케이블과 같은 주 panel 

설비의 연장에 관련된 지체로부터 발생한다. 採행法은 가능한 한 이러한 지 

장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設計된다. 

하루에 1個方은 非生塵的인 作業 즉 벨트 및 시설연장l 장비 정비 I 및 남 

어지 생산방에 필요한 支保材와 기타 물자의 공급둥에 할당된다. 

그러나 최근 .막장 장비의 신뢰성이 向上되고 부피가 작은 지보재가 널리 

채용됨에 따라 더 많은 作業方에서 生塵作業을 수행하는 경향이 있다. 生塵

활동은 콘베야 벨트가 연장될 시만 중단되는 경향이 증가된다. 그리하여 벨 

트와 다른 설비를 연장할 동안에 막장 장비의 집중적인 정비가 이루어진다. 

부피가 작은 지주재로 인하여 작은 량의 支保材가 生塵에 많은 지장을 초 

래하지 않고 필요한 만큼 막장으로 運搬될 수 있다 어떤 행鍵들은 일정 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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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보급 方을 갖도록 계획한다. 다른 밟鍵들은 開發塵量을 採抽한 후 정비 

기장의 한 panel이 보통 시/ 필요할 이동이 콘베아 벨트의 따라 계획에 

가장 활용 계획한다 갖도록 정비방을 p..1 
^ 완전히 전진한 후/ 보급 pillar를 

계획되 作業方으로 2분지1 일주일에 기간은 비생산 作業에서는 .x. 。
n "'i二r율이 

開發기간 동안의 이러한 움직임은 1일 1作業方에 대비되며 

生塵量을 상당히 向上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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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진 배기갱을 

握進 作業순서도 

Fig. 2-2-15. 양측면 



그러나 일반적으로 pillar 採抱作業이 開發의 목적인 경우 開發作業은 뒤 

따라오는 pillar 採鋼作業 만큼 생산적이지 못하다. 

(2) pillar 採抱

@ 재래식 方法

- 端末 開放 探抱法(가장자리 採拖法).

continuous miner를 사용하여 이 미 확립 된 手作業의 端末 開放 採握法에 

따라 pillar 採鋼을 행 한다. Fig.2-2-16에 두 종류의 전 형 적 인 端末 開放探抱

法의 作業순서가 표시되어 있다. 

q ~ 1,0 ],0 "p 
METHOD B H(lR[S 

Fig. 2-2-16. 端末 開放採握(가장자리 採握)에 의한 pillar 採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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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스템은 단순하지만 큰 결점으로는 국부적으로 열악한 上盤 또는 하 

반 또는 운전공의 실수로 계획된 採鋼 순서에 차질을 빚게 되면 그 이후의 

採觸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pillar 採握의 한 가지 중요한 원칙은 될 수 있 

는 한 빨리 pillar의 많은 부분을 探鋼하여 採#휩훌亦이 빼落되 었을 때 파쇄 될 

정도로 작은 잔주만을 남겨 놓는 것이다. 이렇게 되지 않을 경우 採握跳내 

의 잔주가 採鋼跳으로부터 다음 作業場에 투사되는 abutment stress의 증가 

를 초래한다. 

이 스트레스는 이들 作業場의 조기 쳐져落을 초래할 만큼 높을 수도 있다. 

미리 결정된 採抽순서는 이를 피하도록 設計되었으나 이로부터의 일탈은r 

특히 반장 또는 갱장의 허가 없이 막장 종업원에 의하여 임의로 행하여진 

修iE 採握은 上盤 뼈落이 시작되었을 때 안전한 대피를 허용하기에는 불충 

분한 행柱가 둘러싸고 있는 불안전하고 스트레스가 높은 採鋼장내에 

continuous miner와 운전자를 놓이게 하는 일을 일어킬 수 있다. pillar 採

抱作業에서의 많은 사고는 이러한 이유에서 발생했다. 미리 결정된 採抱순 

서로부터의 엄의 일탈의 문제점은 모든 형태의 재래식 pillar 採抽에 대하 

여 유사하나 端末 開放 採鋼에서는 作業중인 採鋼場의 探鋼歸 쪽에 어떤 

형 태 의 支保도 없음으로 安全率이 더 낮다. 

端末 開放探樹의 장점은 continuous miner의 운전공이 근처 探鋼歸의 거 

동을 관찰하여 움직임이 시작되면 때 맞춰 후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반하여 아래 5가지를 포함한 많은 단점이 있다. 

1. 探鋼樓의 크기. 

긴 採拖場은 continuous miner와 그 作業員이 採抱歸 가장자리에 매달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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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採抽場의 直上盤이 그 가장자리를 따라 시공한 打柱에 의해서만 支保

된 採握跳내에 상당 기간 동안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採握완료시 거동의 불예측성 

採握場이 採f댐跳에 관통되면 採握場의 천반은 두 방향에서 採握跳에 접 

함으로 천반은 급히 빼落될 수 있다. 

3. 적당한 採抽跳 형성의 失敗

매 採抱樓의 採鋼이 완료된 후 採握跳이 규칙적으로 觸落되면 상기 단점 

은 일어나지 않지만 採抽跳 빼落이 많이 지연되면 이웃 探握場에서 採抽이 

행해지고 있는 중에도 採拖이 완료된 많은 採鋼場이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비어 있게 된다. 이것은 적어도 作業員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採鋼跳에서 어 

떤 움직임이 나타날 때 마다 continuous miner가 대피함에 따라 生塵시간 

의 손실을 초래한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作業중의 採握場에 높은 스트레스 

를 집중시켜 약간의 사전 경고만 내면서 조기 上盤 觸落을 일어칸다. 

4. 採抱樓간 운행거리 

Fig.2-2-16에 표시된 採握순서에서는 각 採拖이 완료된 후 다음 採抱場으 

로 continuous miner를 재배치하는데는 상당한 시간 손실이 일어난다. 

5. 採抱跳 흘러들기 

採1屆뼈;이 작은 조각으로 쳐쳐落되면 이것이 作業중인 採抱場으로 흘러들어 

재진입하여 採拖을 완료하는 것를 방해할 수 있다. 採握場에 남아 있는 石

행은 향후 abutment(받침) 지압의 문제를 일어킬 가능성이 있지만 포기하 

던지 石횟을 회수하기 위하여 探鋼순서를 변경하면 이는 위험한 條件을 만 

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하여 재래식 端末 開放 採鋼法은 더 이상 인기 있는 採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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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이 아니다. 

- 分웹후 採鋼法. 이 方法은 Fig.2-2-17 및 18에 도시 되 어 있음. 

이 方法은 端末 開放採옮法에 따른 문제점을 줄이기 위하여 設計되었다. 

이것은 각 探鋼場의 길이 를 감소시 켜 continuous miner와 그 作業員이 노 

출되는 上盤 구간을 줄인다. 이것은 探鋼순서의 임시 변동에 영향을 많이 

받지 않으며 採抱場간의 기계 운행 시간손실이 적다. 

이 方法은 간혹 두께 2m까지의 採鋼跳 측 봤막이를 남겨놓아 실제로는 

採拖場이 探鋼跳 쪽으로 開放되 지 않게 된다. 

아이디어는 採拖跳 가장자리에 약간의 支保를 제공하고 作業이 끝난 

採鋼場이 빼落될 때 폐석이 採拖場내로 흘러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이다. 그러나 많은 종류의 石꼈層에서 2m-3m 두께의 행막이 彈度는 이웃 

採f屆훌亦이 쳐쳐落될 시 採拖場 뭉괴를 방지하기에는 불충분하다 그리고 챙막 

이는 시간과 石뚫의 불필요한 낭비이고 막장 종업원에게 그릇된 안전감을 

불러 일어킨다는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 

만약 껏막이의 두께가 상당히 증가되면 이 시스템의 목적은 이미 전량採 

抱이기 보다는 Fig.2-2-19에 도시된바와 같은 포켓형 pil1ar에 의한 부분 採

鋼을 지향하게 된다. 연약한 빚層에서는 이것이 유일한 실제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다. 

이 시스템에서의 

히 

주요 문제점은 分홈u抗道는 보통 스트레스 수준이 상당 

중압을 받고 있는 중심부의 적어도 일부를 통하여 抱높은 1차 pi1lar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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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7. 採鋼跳 쪽이 개방된 採鋼場에서의 分劃 후 採握法에 의한 

pillar 채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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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8. 탄막이로 採#屆R까l 쪽이 보호된 採鋼場에서의 分劃 후 採握法에 

의한 pillar 採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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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19. 포켓법에 의한 pillar 부분 採鋼

進된다는 점이다. 이 스트레스 수준은 分劃행道의 조기 뼈落을 일어킬 만큼 

높을 수도 있으며 이후 採鋼場이 分홈u抗道로부터 굴착되었을 때 분기점에 

서 전체적인 천반빼落이 조기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은 전술한 端末 開

放採握法에서는 pillar의 가장자리가 보통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스트레스가 

경감됨에 따라 문제점이 될 수 없었다. 

스트레스 수준 때문에 分뽑l抗道의 지주는 적어도 처음 開發玩道의 지주 

만큼 조밀할 필요가 있어 pillar 採鋼作業중에 지주 비용이 거의 節減되지 

않을 수도 있다. 

- 훔層 採抱법 

NSW주의 Cessnock 인근 Greta Seam에서 pillar 分劃法에 上盤옮을 화약 

으로 발파하는 方法을 결합시켜 좋은 結果를 얻었다. 

그 지역에서의 Greta Seam의 두께는 5m에서 10m 사이로 변한다. 새로 

형성된 pillar와 手作業으로 開發한 오래 세워둔 pillar를 이 方法으로 採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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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다. 처음 pillar들을 옮層의 바닥 2.5m내에만 開發한다. pillar들을 일련의 

훨씬 작은 pillar들로 나누기 위하여 分劃 抗道를 두 줄로 증가시킨다. 이들 

작은 pillar들은 이후 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는 探握跳내에서 파쇄될 것 

이다. 모든 첫 作業은 뚫層의 하부 2.5m에서 이루어지며 結果적으로 “ pillar 

포켓트법”이나 採拖樓이 상당히 큰 횟막이에 의하여 보호되는 변형 “分뽑l 

후 採握法”으로 된다. 

행層 바닥에서 각 分뿜j抗道와 이에 딸린 “포켓作業”이 완료되면 다음 分

뽑l抗道에서 새로운 作業이 시작된다. 이것이 握進되는 동안 이전 分뿜j행道 

및 “포켓”의 上盤樣은 천공l 장약 및 발파된다. 그러 면 continuous miner가 

이 자리에 돌아와서 바닥에 쌓여 있는 上盤찮을 실어내는 積載機의 역할을 

수행한다. 

非生塵的인 作業場간의 continuous miner의 운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모든 作業순서는 신중히 계획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된 作業순서는 양호 

한/ 안전한/ 생산적인 結果를 위하여 엄격히 지켜져야 한다. 

Fig.2-2-20 및 21에 도시 된 바와 같이 이 方法으로 단일 pillar들을 또는 

pillar의 묶음들을 採鋼할 수 있다. 이 方法은 Cessnock에 있는 Aberdare 

North와 Aberdare East 옮鍵에서 널리 사용되어 방당 350-450톤의 生塵수 

준에서 높은 採取率을 달성했다. 

이 方法이 만족스럽게 作業하기 위해서는 石옮은 견고하고 上盤은 견고 

한 역암이나 사암으로 되어 노출시 빨리 빼落되지 않고 상부 행이 발파되 

었을 때 石행으로부터 쉽게 분리될 수 있어야 한다. 

적합하게 設計하면 이 方法은 作業員은 상부提 발파 장소 밖 지주가 시 

공된 곳에서 모든 기계를 운전할 수 있고 높은 무지주 천반에 노출되지 않 

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은 continuous miner가 원격 조정됨으로서 달성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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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 方法이 성공하는데는 적합한 上盤 및 행層의 물리적 條件외에 다른 

제약들이 있다. 

1. 作業인력은 천공 및 上盤행 발파와 通氣설비 설치둥 추가 作業에 응하 

기 위하여 일반 pillar 採鋼法의 인력에 비하여 증가된다. 

2. 다수 生塵막장과 積提場에 적합한 通氣를 확보하기 위하여는 높은 풍 

량 손실을 수반하는 복잡한 通氣 칸막이 설비가 필요하다. 

3 적 은 양의 石행만을 生塵하는 여 러 作業場간를 continuous miner와 

shuttle car가 주기적으로 운행하는데는 많은 시간의 손실이 초래된다. 

4. continuous miner가 높은 무지주 천반하의 上盤뚫을 실어낼 때 고장이 

나면 그것을 그곳으로부터 회수함에 따른 위험부담이 따른다. 

일반적으로 이 方法은 Cessnock 행田 밖에서는 사용된 적이 없다. 

@ Old Ben System 

擺念

NSW주에서 기계력에 의한 pillar 採鋼에 대한 법적 제한이 解除되어 재 

래식으로 開發된 광대한 면적의 보전 pillar의 採抽이 시작되었을 때 많은 

문제점이 나타났다. 많은 pillar는 作業하지 않고 너무 오래 세워두어서 또 

는 처음의 設計 규격이 불충분하여 부분적으로 파쇄되어 있었다. 또한 그들 

의 규격 때문에 continuous miner를 수용하기에 필요한 길이로 分웹抗道로 

分홈u하는 것이 항상 쉬운 것만이 아니었다. 유리한 條件의 경우에도 

continuous miner가 探抱순서에 따라 여러 作業개소간을 운행하는데 많은 

시간이 손실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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手作業 方法에서 pillar가 형성된 후 採抱을 빨리하면 빨리할수록 採鋼 효 

과는 더 양호해진다고 인식되고 있다. 미국 Illinois 주의 old Ben옮鍵에서 

는 이러한 문제점에 착안하여 기계활용도를 최적화하고 pillar 형성후 가능 

한 한 빨리 採抱에 착수하는 探拖 시스템을 발전시켰다. 이 시스템의 기본 

椰念은 現場 條件에 맞추기 위한 보완형태로 1949년부터 NSW주에 도입되 

었으며 그 이후 1962년부터 Newcastle 인근 Lake Macquarie 남부 t윷鍵들 

에서 pillar 採鋼의 주 方法이 되었다. 이 시스템의 또 다른 변종이 1963년 

과 1973년 사이에 Illawarra 행田의 Coal Cliff Colliery에서 성공적으로 사 

용되었다. 

일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그 근원을 반영하여 Old Ben System으로 알려 

지게 되었다. 

이 시스템의 기본 원리는 多採準抗道 panel, 일반적으로 넓은 3개 採準抗

道를 예상採握 한계/ 보통 1000m까지 폭 100m에서 250m되는 대규모 행層 

구획의 한 쪽변을 형성하기 위하여 開發한다 

이 구획은 처음의 探準:IfL道의 체인형 pil1ar와 함께 후퇴시 採抱된다. 이 

구획을 새로운 pillar로 開發한 후 보통 관통 抗道 및 측면 開放 採鋼法에 

의하여 즉시 採握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새로 형성된 pillar를 파쇄가 일 

어나기 전에 급히 採抱하고 재래식 pillar 採握法에 비하여 生塵개소가 集

約되는 것이다. 

가장 많이 알려진 Newcastle 지역 변종이 Fig.2-2-22에 도시되어 있다. 

덜 시 행 된 Coal Oiff 변종이 Fig.2-2-23에 도시 되 어 있다. 이 것 이 Newcastle 

변종과 다른 점은 훨씬 넓은 꼈層구획에서 採抱함으로 shuttle car만으로는 

처리할 수 없어 도시된 바와 같이 구획을 가로질러서 보조 conveyor belt가 

설치되어 있다. 

-76-



sιAlE 

?엔2!' l!l‘P 
t1[T R[ '5 

Fig. 2-2-22. Old Ben법에 의한 pillar 採鋼 - Newcastle지역 作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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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3. Old Ben법에 의한 pillar 採握 - Coal Cli付 作業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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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과 단점 

재래식 pillar 探抽法 대비 Old Ben 시스템 및 그의 변종은 다음과 같은 

장점을 가진다. 

1. 作業擾의 集約

作業場의 集約으로 pillar 採握이 한 번 시작되면 continuous miner의 非

生塵的인 운행이 최소화 된다. 

2. 通氣 양호 

生塵 作業樓의 集約으로 모든 通氣는 최소의 누기와 최소의 조절 장치의 

재배치로서 continuous miner에 직송될 수 있다. 

3. 높은 生塵量

作業場의 集約으로 방당 1，000톤 이상의 生塵量이 달성될 수 있다. 

4. 안전 

이 시스템은 규칙적으로 되풀이 되는 作業순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계 

획에서 잘못되어 벗어나는 일이 일어날 여지가 적다. 따라서 continuous 

miner와 종업원이 계획에 없든 위험한 作業에 빠지지 않고 또한 최후 잔주 

의 採抽시를 제외하고는 기계의 양측에 봤뿔이 있어 上盤을 支保한다. 

5. 높은 採取率.

pillar가 형성된 후 빨리 채취되기 때문에 그것이 파쇄되어 손상될 시간이 적 

다 따라서 조직적인 採抽作業으로 panel내 윷의 90%까지 회수될 수 있다. 

이 시스템은 다음과 같은 단점을 가지고 있다. 

1. 만족스러운 作業을 위하여는 유리한 지질적 條件이 요구된다. 

2. 재 래 식 採鋼法에 비 하여 shuttle car 운행 의 융통성 이 적 다. 따라서 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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搬용량으로 인한 生塵量의 상한선이 정해진다. 보조 크로스 콘베야의 

사용으로 이 문제점을 상당히 감소시킨 Wongawilli 법과 Coal Cliff 

변종법에서는 이 점이 심각하지 않다. 

3. abutrnent 지압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作業 區域의 많은 부 

분이 探抽跳으로 인하여 발생한 abutrnent 區域에 위치하고 있다. 지충 

거동에 따라 이것은 심각한 作業場 수축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좋은 結果를 얻기 위한 條件

Old Ben 시스템이 만족스럽게 作業되기 위하여는 강한 상하반 지층이 요 

구되고 石옮層은 적어도 단기간은 파쇄되지 않고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이 

런 條件이 만족되지 않으면 作業區域에 있는 abutrnent 지압이 上盤 또는 

하반의 붕괴를 일어킨다. Coal Cliff에서 이러한 失敗가 일어났으며 결국은 

이 시스템을 포기하고 Wongawilli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태가 일어났다. 

Coal cl표f 변형 시스템에서 採鋼을 시작하기 위하여 크로스 콘베야 分뿜l抗 

에서 採f屆없;까지 굴착된 많은 2차 分劉玩道의 採1屆훌亦측 分홈u抗道에서 반팽 

에 따른 문제가 자주 발생하여 하반암석의 반타를 필요로 했다. 하반은 

mudstone이었고 上盤은 어떤 문제도 일어키지 않은 괴상사암이었다. 그러 

나 세 일 上盤을 만났을 때 는 abutrnent 지 압이 採#屆跳측 分뿜j抗道의 하반 

반팽 뿐만아니라 이 지점에서의 上盤붕괴도 일어켰다. 上盤支保의 어려움으 

로 採握 시간이 연장되어 모든 作業境에서 전반적인 上盤붕괴가 일어났으 

며 生塵수준이 방당 500톤에서 270톤으로 떨어진 반면 採取率이 급격히 하 

락하고 上盤 支保 비용이 상승했다. 

전반적으로 이 시스템은 비경제적으로 되고 위험하게 되어 포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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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盤이 굳은 괴상역암으로 되어 있는 Lake Macquarìe 지역에서 이 시스 

템은 순조롭게 作業이 진행되고 있다. 

作業중인 採鋼場은 측면이 採f屆跳에 開放되어 있음으로 上盤은 採抱중 

조기에 쳐져落되지 않을만큼 강해야 하고 採拖跳 거동은 규칙적이고 예측가 

능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 

@ Wongawìllì 시스템(探鋼 및 꼈막이 법) 

懶念.

Wongawìllì 採抱시스템/ 소위 採抽 및 밟막이 시스템은 1958년부터 

Illawarra 밟田에서 開發되었다. 기본적인 평면도는 Fìg.2-2-24에 표시되어 

있다. 

그 당시 계획된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실제 採抱作業 또는 제2차 作業에 소요되는 시간을 최대화 하기 위하 

여 採鋼 브록을 開發하는 開發作業을 최소화 한다. 

2. contìnuous miner의 막장간 운행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실제 生塵

하는 막장의 수를 최소로 유지한다. 

3. 採握作業이 간단하고 반복적이며 쉽게 변경될 수 없는 探鋼 시스템을 

제공한다. 

이 시스템이 심부웠鍵에서의 上盤條件의 악화로 인하여 필요하게된 상기 

목적 의 전부를 달성 했음이 Fig.2-2-24로부터 알 수 있다. 上盤條件의 악화로 

開發행道의 支保를 보다 더 조밀하게 할 필요가 생겼으며 이것은 동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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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24. Pillar 採鋼의 Wongawilli 시스텀 



生塵原價의 상승과 生塵量의 감소를 초래하여 재래식 bord and pillar 採웠 

法의 사용을 排除시켰다. 開發抗道 수를 2개로 감소시킴으로서 區域 開發

비용이 최소화 되었다. 가능한 곳에서는 배기행道가 A員과 자재의 運搬에 

사용되나 가스와 호홉 분진의 수준이 이를 허용하기에는 너무 높으면 입기 

抗道가 콘베야 및 運搬抗道로 겸용된다. 이를 위하여는 이 抗道가 정확하게 

계획된 중심선과 규격에 맞추어 f屆進되어야 한다. 

上盤條件이 더 양호하여 探準作業이 아직도 수지가 맞을 때에는 그 區域

을 開發하기 위하여 2개 대신 5개까지의 採f뿔抗道로 된 panel을 굴착한다. 

후퇴시 Fig.2-2-25에 나타난 바와 같이 分훔u抗道를 작은 pillar까지 가로질러 

연장시킴으로서 큰 구획의 꼈層과 같이 작은 pillar도 採鋼된다. 

일단 探抱이 시작되면 採鋼은 각 행막이 끝의 최후 잔주를 採鋼할 때의 

어려움만 제외하면 구획을 가로질러 分훔u抗道를 握進하고 일련의 후퇴식 

채굴갱으로 옮막이를 採鋼하는 기계적이며 대단히 반복적인 作業이 된다. 

分훔u抗道 및 採鋼抗道法과 같이 continuous miner는 잔주 採拖시를 제외 

하고는 2개면의 t용철훌에 의하여 보호되고 옮막이의 폭에 따라 continuous 

miner는 採鋼抗道내에 완전히 들어갈 필요가 없어 운전공은 上盤 빼落으로 

부터 보다 더 잘 보호된다. 

만약 옮막이 폭이 최소화되면 探#힘:IfL道를 굴착하는 시간과 continuous 

miner가 채굴갱의 上盤下에 들어가야 하는 범위가 각각 최소화되어 안전作 

業을 초래한다. 행막이의 절대 최소폭은 分홈u抗道가 抽進될 시 파쇄되는 것 

-82-



을 저지할 수 있는 폭이 된다. 그러나 경제적으로 결정된 폭이 더 크다. 각 

採抱抗道의 採抱이 완료되면 파괴선 打柱를 시공해야 하고 continuous 

miner는 다음 採鋼抗道를 굴착하기 위하여 위치를 바꿔야 하는둥 非生塵的

인 지체를 초래한다. 이러한 지체의 역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하여는 행막이 

폭은 될 수 있는한 크야 하나 이것은 continuous miner가 採抱抗道 上盤

밑으로 훨씬 깊이 들어갈 것을 요구하며 아마도 採抱抗道내에 임시 上盤支

保의 시공을 요구할 수도 있다. 

PEAK VERTlC AL 
ABUTHENT STRESS 

"'----- ----- - -----~ .... 

따 

OISTANCE ALONG SECTION A-A 

{ 사 (a) Stress profiles 
、‘ 1 η PEAK VERTlCAL ABUTHENT 
;:、 : I STRESS ZONE 
느ζ~‘ 11: I 
-든관흐‘ l11 ‘ 
=::::::-'"'=="~드~) 

I ; I SECTl ON A-A 

I : : (b) Elevat ion 

(a) Plan of workings (not to scale) 

Fig. 2-2-26. Wongawilli 採握시스템 주변 스트레스 분포의 戰念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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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두 서로 상반되는 요구사항의 균형을 유지하는 최적 행막이 폭을 

산출하기 위한 試驗에서 어떤 적당한 행막이 폭에서 分홈tl행道와 뚫믹-이 採

鋼抗道의 作業區域에서 어느 정도의 지압경감이 일어남이 밝혀졌다. 이것은 

Illawarra 행田에서 지압 경감을 이루기 위한 設計를 유도하게 되었다. 이후 

모텔 鼎究와 가설을 통하여 지압 경감을 설명하고 있는 Fig.2-2-26에 도시된 

계념적인 모델이 유도됐다. 

分훔tl抗道가 抱進될 시 챙막이에 어느 정도의 가축이 일어남으로서 이 方

法이 適用되는 것으로 가정된다. 이것은 abutrnent 지압의 최고치의 발생장 

소를 가축된 행막이에서 探抱跳으로부터 더 바깥쪽 단단한 뚫層 부럭내로 

이동시킨다. 이리하여 分홈tl玩道와 옮막이는 採鋼跳으로부터의 지압아취내에 

있게 되고 作業場은 그 지역의 원초지압에 비하여 상당히 감소된 지압을 

격게된다. 

이 方法의 성공은 뚫層/ 하반 및 上盤의 彈度 및 성질/ 採握높이 및 지압 

수준에 달려 있음이 실제 作業에서 관찰되었다. Illawarra 뚫田에서 이것은 

모든 다른 pillar 採握法이 失敗한 심도 600m까지의 pillar를 성공적 이고 경 

제적으로 探鋼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는 1960년대에 그 사용이 비현실적일 

것으로 사료된 심부까지 continuous miner가 성공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1987-1991년 사이에 pillar 採鋼에 대한 鼎究가 더욱 진행되었다. 

이 좌升究는 鋼進 및 採鋼 作業중에 採鋼抗道와 행막이 區域에서의 스트레스 

의 測定을 포함하고 있으며 스트레스 감소가 실제로 일어나는 범위에 대한 

의문을 불러 일어켰다. 일반적인 생각은 반대일 것 같은데도 실제로는 어떤 

條件下에서는 分劃행道 및 행막이 위의 수직 스트레스 수준이 대단히 높아 

재해를 일어나게 할 수도 있음을 나타났다. 이 鼎究로 뚫막이 폭이 採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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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함이 나타났다. 

높은 스트레스를 받은 Illawarra 測定作業에서 作業한 경험이 많은 사람 

들에게는 採準玩道 및 첫 分뿜j抗道 抽進시에 경험한 어려움에 대비했을 때 

Wongawilli pillar 採抱이 일단 시작되고 난 후 나타난 條件의 改善과 최근 

鼎究 結果가 잘 일치하지 않음이 나타났다. 測定 結果와 경험과의 모순의 

해답은 수평 또는 준수평의 높은 스트레스 場이 Il1awarra 및 몇몇 다른 옮 

田에 폰재한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다. 이것은 아마도 관측된 감소는 

採抱跳 가장자리 근처의 수평 스트레스場의 이완으로부터 기인하고 수평 

스트레스장이 첫 開發 拖進시의 惡條件의 주원인인 경우일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Fig.2-2-26에 나타난 계념 모텔은 심각하게 흠결이 있을 수 

있으며 수평 스트레스 이완의 원인에 대한 더 많은 鼎究가 이루어져야 하 

는 것이 확실하다. 

Wongawilli 브록의 폭은 보통 60m에서 80m 사이이며 더 넓은 브록도 

성공적으로 採抱된 적이 있다. 폭 80m까지는 방책포에 의하여 分뿜u抗道를 

通氣하는데 보통 문제가 없으나 分뿜j抗道가 이 보다 더 길면 보조 선풍기 

가 필요할 것이다. 브록 폭을 제한하는 다른 요소로는 分뿜u抗道들은 단선 

행道로서 分홈u행道내에 shuttle car를 조차하는 설비가 보통 없어 分홈u抗道 

가 길어지면 shuttle car 공급 사이의 지체 시간이 증가한다. 

대단히 좋은 條件에서는 分홈u抗道를 넓이고 중간 포인트를 설치하여 어 

느 지점에서 shuttle car들이 교차해 지나가도록 할 수 있으나 이러한 條件

은 일반적인 것 보다 예외적인 것이다. 

긴 分劉抗道와 연관된 shuttle car 지연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方

法이 사용되어 왔다. 分뿜j抗道내에는 단 하나의 shuttle car만 달리면서 막 

장에서 안전한 거리에 있는 分홈u抗道 바닥위에 행을 쏟고 이것을 積載機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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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財옮더미와 콘베야 벨트 간을 운행중인 제2의 shuttle car에 再積載하 

는 것도 한 方法이다. 이 方法의 나쁜 점은 부유 탄진이 추가로 생성되어 

뺨밟더미 안쪽 종업원에게 되돌아 가고 財빚더미 자체가 자재 운반공의 막 

장 접근을 방해하는 점이다. 이것은 또한 갑작스러운 천반중압이 나타났을 

때 分훔u抗道로부터 continuous rniner와 안쪽의 shuttle car가 급히 후퇴 하 

는 것을 방해한다. 이 方法은 더 이상 일반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 

장단점. 

Wongawilli 시스댐의 목적에서 논한 장점외에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採取率 向上. 이 시스탬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panel에서는 理藏量의 

90%까지 探鋼되고 있다. 

2. 安全率 向上. 採握作業 순서의 반복성은 계획된 作業 순서로부터 큰 

일탈을 허용하지 않아 continuous rniner가 예견하지 않은 위험에 처할 

기회가 적다. 

3. continuous rniner 사용의 계속. 이 시스템의 성공은 어떤 뚫據에 대하 

여 장벽식 採꼈장비의 구입을 위한 대규모 투자시기를 연기시켰다. 

4. 높은 生塵量. 作業場당 방당 1，000톤 또는 그 이상의 生塵量이 보이다. 

재래식과 대비한 本 시스댐의 단점은 

1. shuttle car 사용의 융통성 및 효율성 감소 

2. 만약 採鋼跳이 배기가 순환할 수 없을 정도로 틈이 없이 觸落되면 관 

통 通氣를 형성하는데 어려웅이 있을 수 있다. 

3. 이 시스댐의 設計圖를 엄격히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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適用條件

최상의 結果를 달성하기 위하여는 행層의 물리적 條件/ 스트레스 樓 및 

石횟彈度가 이 시스템에 유리해야 한다. 彈度가 낮은 뚫層에서는 옮막이가 

파쇄를 견딜 수 없어 이 시스템은 作業할 수 없으며 採抱陣 붕괴를 지연시 

키는 특히 강한 上盤을 가진 옮層에서는 探拖跳이 붕괴되지 않고 걸려 있 

음에 따라 행막이 내에 높은 스트레스가 형성될 수 있다. 만약 뚫막이가 충 

분히 강하지 않으면 分뿜j抗道가 抽進되고 있을 통안에 採抱跳이 불괴될 시 

간혹 採햄歸이 행막이를 파열시키고 들어올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스댐은 널리 適用될 수 있는 시스템이다. 

分홈u행道를 정확하게 중심선에 맞게 抱進하는 것은 특히 중요하다. 만약 

이것들이 採鋼훌亦쪽으로 빗나가면 꼈막이를 심각하게 약화시킬 수 있다. 만 

약 採鋼없;에서 먼쪽으로 빗나가변 그것들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은 區域으 

로 들어갈 수 있고 採鋼抗道의 길이가 위험하게 증가될 수 있다. 실제로 여 

기에는 分뿜l抗道 중심선에서 測定하여 약 ± 강n 정도의 꼈막이 폭에 대한 

합리적인 허용한계가 있다. 또한 continuous rniner와 다른 운반기가 허용 

하는한 採抱抗道는 分뿜l玩道에서 거의 직각으로 휘어져 분지하는 것도 중 

요하다. 이것은 採鋼행道 上盤하에 continuous rniner의 노출을 최소화하고 

continuous rniner가 採鋼跳에 관통을 낸 후 즉시 철수할 때 採f屆抗道 끝의 

잔주가 작아지므로 石없손실을 최소화한다. 

최고의 結果를 얻기 위하여는 生塵중인 採鋼抗道 이전의 약 2개 探拖抗

道 뒤의 採#屆:t1L道로부터 採#屆없;이 규칙적으로 잘 부셔져서 빼落되는 것이 

바람직 하다. 이것은 上盤의 성질에 달려있다. 觸落된 採抱밟은 주 通氣기 

류가 행막이 뒤의 배기抗道로 순환될 수 있을 정도로 느슨해야 한다. 

採抽抗道를 너무 넓게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은 上盤이 허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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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라도 최 대 continuous miner의 切剛 헤 드 폭의 두배 이 하가 되 어 야 한 

다. 그렇지 않으면 각 採拖抗道를 採抱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上盤 파손을 초래하게 된다. 각 採抱城道 및 밟막이로부터 될 수 있는 한 

많은 행을 採鋼하고 採抱후 빨리 적합한 파괴선 打柱를 시공하는 것도 중 

요하다. 採鋼跳에 남겨진 큰 잔주들과 부분적으로만 探握된 눴막이는 이후 

옮막이의 스트레스 場을 완전히 변화시켜 分홈u抗道와 챙막이의 觸落을 증 

가시킨다. 이것이 일어나면 보통 採鋼歸으로부터 적어도 2개 分홈u抗道 간격 

(약 30m) 후퇴하여 分홈u抗道 作業을 다시 시작해야 한다. 

- 후충 Wongawilli 법 

후층에서 採拖높이가 증가하면 뚫막이의 안전성이 감소된다. Wongawilli 

시스템이 採鋼높이 4m 또는 그 이상에 사용되면 횟막이 파쇄의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나 이 시스템의 보완형이 Qld주 Bowen NO.2 행鍵의 t용福 6m 

의 Bowen Seam에 성공적으로 두 번 適用되었다. 이 행鍵의 천부의 행層 

上盤은 굳고 일반적으로 덩어리진 사암이다. 행層 자체도 역시 쾌 강하다. 

採準玩道들로부터 브록을 가로질러 긴 分뿜l抗道들을 옮層의 上盤측 3m내 

에 拖進한 후 제2作業이 시작된다. 각 分뽑j抗道가 抱進된 후 分害u抗道들의 

측벽은 볼트와 메쉬로 支保한다. 그리고 하반측 행을 採抱하기 위하여 각 

分뿜l抗道를 따라 제2 探鋼을 행한다. 分뿜j抗道와 採抱跳 사이에 형성된 챙 

막이를 採握하기 위한 시도는 없었으며 따라서 이 方法은 부분 採鋼의 일 

종이다. 

이 方法을 사용하면서 얻은 경험으로 행막이의 採握이 가능할 것으로 인 

식 되 어 Wongawilli 시 스템 의 보완형 이 開發되 었다. 

폭 60m의 처녀 브록을 가진 panel내에 分뿜l抗道들이 探f屆跳쪽에 5.5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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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막이를 남겨두면서 폭 6m로 抱進되었다. 이들 分劃抗道들은 행層 맨 윗 

부분 3m내에 抱進되었으며 사암 上盤은 경량 스틸 찬넬 가로대를 통하여 

시공한 두 개의 l .5m 볼트로 支保되었다. 

分뿜l抗道가 완성 된 후 continuous miner는 分홈u抗道를 따라 전장의 1/3 

만큼 또는 20m 후퇴했다. 그리고 행層의 바닥에 도착하기 위하여 分홈u城道 

바닥의 바닥뚫으로 하향 抱進했다. 碩힘는 shuttle car가 운행할 수 있을만 

큼 또는 12도로 限힘졌다. 행層 하반에 도착하면 continuous miner는 分뿜l 

抗道의 끝까지 남아 있는 모든 바닥행을 채취하고 난 후 採拖抗道를 t잦層 

바닥을 따라서 높이 6m의 옮막이 속으로 분지 鋼進하였다. 切챙 높이 4.5m 

의 continuous miner가 사용되었슴으로 적어도 그 높이의 빚福은 채취될 

수 있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採鋼 作業중에 많은 상부행이 굳은 사암 

上盤까지 저절로 떨어져서 이 청도 역시 積載되어 나갔다. 

연속적 인 採握抗道는 continuous miner가 分쁨l抗道의 상부옮 作業場으로 

올라가는 碩힘抗道에 도달할 때 까지 후퇴식으로 作業되었다. 그리고 

continuous miner는 20m 더 후퇴되어 같은 作業을 되풀이 하기 위하여 바 

닥밟속으로 하향 진행하였다. 3차 반복作業으로 전 分홈u抗道와 행막이의 採

f屆作業이 완료되었으며 採*屆없 붕괴는 보통 探拖 완료 직후에 일어났다. 

作業場의 높이 때문에 각 採拖作業 후에 파괴선 打柱를 시공하지 않했으 

며 上盤 변형을 경고하여 A員 및 장비의 대피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간혹 

높은 감시 打柱를 설치하였다. 이 方法은 방당 평균 450-600톤의 生塵을 

달성했으며 panel 區域내 총 現場 理藏量의 55%의 채취률을 달성하였다. 

이것은 上盤 빼落을 지연시킨 사암 上盤 彈度 때문에 만족스럽게 作業이 

이루어졌다. 上盤중의 자연적인 연약면이 分홈u抗道축과 평행으로 달려서 마 

지막으로 매시브한 上盤뼈落이 발생했을 때는 미개발 石밟브록의 가장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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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上盤이 파괴되었다. E윷層내에서 分뽑j抗道는 주 균열선을 마주 보면서 

抽進되어 이것이 뚫이 높은 뚫뿔에서 떨어져 나오는 것을 감소시켰다. 이 

方法에 서 경 험 된 문제 점 은 continuous miner와 shutt1e car가 하향 렘 프 또 

는 파쇄되어 느슨한 石꼈더미에 빠지던지 또는 높은 探鋼玩道내에서 고장 

을 겪게되면 이것들은 기계를 매몰시킬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제2 適用은 역시 Bowen NO.2 층에서 다단 Wongawilli 作業場의 漸念을 

試驗하기 위하여 설치된 試驗 panel에서 이루어졌다. 1978년과 1981년 사이 

에 이 시스템을 평가하기 위한 試驗 panel이 운영되었다. 

Bowen 행層이 각각 두께 강n의 상충I 중충 및 하층의 3단으로 나누어졌다. 

재래식 Wongawilli 採抽法을 상충 2m에 사용하여 완전 採抱을 행하며 

모든 開發抗道 및 分훔u抗道가 鋼進되 었을 시 상부 作業場의 하반 속으로 

목재 또는 대나무 레진 앙카를 시공하여 하부 중충을 보강한다. 상부 作業

場이 완전 探抽되면 이전에 보강된 두께 2m의 중층을 上盤으로 사용하면 

서 꼈層의 최하부 2m에 제2의 Wongawilli 採鋼 panel을 상층의 開發抗道/

分홈u抗道 및 웠막이 의 作業方法과 꼭 같은 方法으로 開發했다. 

하부 panel도 완전히 採握되 었다. 

약간의 문제점이 발생했다. 각 하부 探抽抗道를 探握시 continuous miner 

의 헤드를 올려서 후퇴시 중충도 상당히 採抽할 것을 처음부터 예견하였다. 

그러나 상부 採抽跳이 관통되면 採鋼跳이 하부 作業場으로 걷잡을 수 없이 

빨리 붕괴함으로서 이것은 실용적이 못함이 판명되었다. 몇 번 더 시도한 

후 후퇴시의 중충 採抽은 포기되었고 하부 panel은 심각한 사고 없이 採抱

되어 6m 옮福의 평균探取率을 60%로 向上시켰다. 

비록 단 한 번의 試驗 panel이었지만 후층에서의 다단 Wongawilli 시스 

템이 기술적으로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이 試驗은 상부층의 採鋼跳이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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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슨하고 단단히 고결되지 안했을 시라도 보강된 중간층의 임시 보호하에 

하부층을 採抱하는 아이디어에 기초했다. 이 試驗의 성공은 아래 사항을 고 

려하는 길을 열어 두었다 : 

1. 상부층 作業시에 중충을 보강하지 않으면 않되는지 그리고 그 범위는? 

2. 하부 panel의 안전한 鋼進을 가능하게 하는 보강되지 않은 중간층의 

최소폭은? 

3. 하부충 作業을 시도하기 전에 상부 採鋼웰의 재고결을 허용 또는 조장 

해야 하는지? 

만약 이 질문에 대한 만족스러운 해답이 얻어진다면 다단 採鋼 Wongawilli 

시스템이 호주의 후층에 적합하게 適用할 수 있는 方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pil1ar 採鋼시의 mobi1e breaker line supports(BLS)의 사용 

앞에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BLS은 pil1ar 採拖法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처음 사용의도 및 가장 일반적인 사용법은 採拖 分홈u抗道내에 두 대 

의 BLS을 사용하여 이전에 목재 파괴선 打柱에 의하여 제공되든 파괴션을 

제공하는 것이다. 

사용 예가 Fig.2-2-27에 도시되어 있다. 

수정 分劃 및 採拖法에서의 採握 上盤조절에 사용된 한 쌍의 BLS의 또 

한 예가 Fig.2-2-28에 표시되어 있다. 

1988년 동안에 Coal Cliff Colliery은 3대 의 BLS로 된 그룹을 Wongawi11i 

採鋼 panel에 투입하여 探鋼을 分홈u抗道의 좌우로 시행이 가능토록 하였다. 

일반적으로 좌우로 採抱하는 것은 위험한 것으로 간주되었으나 BLS에 의 

한 양호한 採抱跳 가장자리 支保는 이 作業을 안전하고 실용적인 것으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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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方法의 원 리 가 Fig.2-2-29에 도시되어 있다. 

다른 광산들도 양측 Wongawilli 方法을 채용했다. Oakdale Colliery의 예 

가 보고되었는데 生塵性이 向上되었으며 探鋼玩道와 행막이의 비가 25:75로 

추정되어 재래식 한 방향 採握시의 45:55와 대비된다. 上盤 支保 비용과 生

塵性改善의 가능성이 있음이 상기 예에서 명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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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 bord and pill값 採候法

- 織姓 갱도법 

스트레스가 높은 지역내에 주 運搬抗을 開發하면 조기 上盤붕괴가 급속 

히 발생할 수 있다.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평 또는 준수평 스트레스場이 존재하는 곳에서 문 

제가 종종 발생한다. 어떤 지역에서는 주 運搬抗의 한쪽 또는 양쪽에 추가 

행道를 抱進하고 고의로 그 抗道의 上盤이 완전히 붕괴되도록 허용함으로 

서 條件을 상당히 改善하는 것이 가능하다. 

붕괴된 抗道로 생성된 스트레스 장은 남아 있는 抗道의 스트레스를 감소 

시켜 훨씬 더 유지를 용이하게 한다. 이 方法은 長뿔 막장의 출발선을 만들 

기 위하여 f屆進된 抗道를 보호하기 위하여 종종 사용된다. 

- 전진식 採拖跳法

擁姓 抗道 獅念의 연장으로 抗道가 진행할 때 主抗道 panel의 한쪽 또는 

양쪽 pillar를 採鋼함으로서 主運搬 抗道의 스트레스 감소를 얻을 수 있다. 

그 擺念이 Fig.2-2-30에 도시 되 어 있다. 

이것은 NSW주의 Camdan 인근 Oakdale Colliery 옮鍵에서 성공적임이 

증명되었으며 Tahrnoor Colliery에 適用되었다. 후자에서는 성공적이지 못했 

다. 採鋼跳 으로 인하여 主 運搬抗 上盤에 수평 스트레스의 감소가 일어났 

으나 採抱跳으로부터 abutment loading7} 이동해옴에 따라 수직 스트레스의 

증가를 초래했다. 이 두 요소의 균형이 특정 장소에 대하여 이 시스템이 만 

족스러운지 아닌지를 결정하며 上盤지층의 성질이 더 중요한 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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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0. Wongawilli어| 의한 전진식 採握봐I법으로 5개 採準抗道를 가진 

panel을 보호하기 위한 作業순서 

- 후층 부분採抱法 

Queensland 주 Ipswich 근처 Westfalen No.3 Colliery 뚫鍵의 主 윷層은 

두께가 12m에 달한다. 그것은 굳고 협석이 낀 꼈層으로 주거 시설이 위에 

놓여있어 부분 探抱만 허용되었다. panel들은 Fig.2-2-31에 표시된 재래식 

형태로 배열되었다. 첫 作業場은 행層의 상부 2.5m에 설치되었으며 上盤支

保는 제재목봉을 통하여 두 개의 록크 볼트를 시공한다. 上盤은 굳은 사암 

및 세일로 최소의 支保만을 필요로 한다. 이 시스템의 특징은 continuous 

miner로서 Marrietta Twin Borer의 사용이며 모든 採準抗道와 크로스 抗道

는 이 기계의 폭인 5.2m만 굴착하여 안전한 아취형 벽면이 얻어졌다. 

panel내의 상층부 作業場의 골격이 완전한 통기망을 형성하면 continu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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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는 정해진 作業순서에 따라 下盤행 속으로 굴하하며 챙層 하반암에 

도달할 때까지 전 抗道內를 통하여 採拖을 행한다. 필요하면 곡선 벽면선의 

중첩으로 생긴 높은 꼈뿔의 모서리는 목재 지지판을 통한 각진 볼트로 지 

지되었으나 일반적으로 벽면의 안전성은 양호했다. 이 시스템은 지표까지의 

지층을 支保하는 안정된 pillar를 남겨 놓으면서 採取率을 최대화했으며 방 

당 600톤을 生塵했다. 

SCAl‘ 
9'! 2p 19 ‘q 

"(TR[S 

(a) Layout for multiple passing to take up bottom coal 

(bl Place cross-section 

S(Al( 

@ ’ 2 ’ ‘ . 
_fT R(S 

Fig. 2-2-31 Westfalen No. 3 Colliery에서의 부분 採握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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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은 上盤 및 石옮이 강한한 適用될 수 있는 시스탬이었다. 많은 점에서 

이것은 이미 상술한 Cessnock 지역에서 pillar 採抱에 사용된 上盤행 발파법 

의 역이었다. 지표 함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정된 pillar을 남겨 둘 필요가 

없는 다른 庫層候에 유사한 하향식 採抱을 사용하는 擁念에 대하여 실험적 

인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비슷한 方法을 사용하나 pillar의 크기를 다단 하 

향식 採抱이 완료될 때 까지만 支保를 제공하고 그 이후 파쇄될 만큼 최소 

화함으로서 66%까지의 採取率 달성이 가능할 것이다. 作業員을 보호하기 위 

하여 상부 행뿔에 대한 支保는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continuous 

miner가 사용되어 방당 600톤의 生塵이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 급경사충 採鋼法

Qld 주의 West Moreton 옮田 의 많은 區域에 서 웠層은 30。 또는 그 이 상 

까지 願料져 있다. 보다 큰 옮鍵에서 급경사를 취급하는 方法은 作業 panel 

의 축을 률{없힘 방향에 대하여 비슷하게 놓아 作業場에 12。 또는 그 이하의 

騎個힘를 만들어 shuttle car와 continuous miner가 만족스럽게 作業하고 

하반위에서 충분한 견인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후의 실제적 

인 채광作業은 다른 어떤 곳과 같았다. 어떤 곳에서는 作業場의 개설이 륨 

↑煩힘로 행해진다. 간혹 률碩힘抗道를 拖進하는데 있어 continuous miner와 

shuttle car가 급경사에서 作業할 수 있도록 권양기로 도우고 콘베야 벨트 

적탄 개소를 개조하여 ~:t월이 벨트 위에 *었행 배드를 형성하고 그위에 塊

행이 떨어져 붙어 石행이 벨트위에서 미끄러져 뒤로 내려가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그러한 꼈鍵을 開發하기 위하여 採準抗道 5개로 된 주 運搬 panel이 꼈 

層 노두에서 륨f煩힘로 抱進되었다. 이 률{煩힘 抗道가 한계에 도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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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panel들이 이 주 運搬 panel의 좌우로 률願힘에 대하여 비스듬하게 

보편적으로 採準抗道 3개의 panel로 될 수 있는한 멀리 굴착되었다. 행層에 

따라 개개 panel은 600에서 900m까지 뻗칠 수 있었다. 각 panel가 한계점 

에 도달하면 두 개의 pillar를 願웹쪽으로 더욱 깊게 開發하고 주 順힘 抗

道쪽으로 후퇴하면서 모든 pillar들을 探抱함으로서 후퇴식 採鋼이 시작되 

었다. 만약 자연발화의 위험이 있으면 Fig.2-2-32에 도시된 것과 같이 각 

pillar panel을 상하의 pillar panel들로부터 격리하기 위하여 방벽 pillar들 

이 남겨졌다. 願힘를 따라 후퇴하여 지표까지 도달하여 행鍵이 채진되면 새 

로운 作業場이 노두 주향선을 따라 더 진행하여 {煩힘쪽으로 하향 開發된다. 

Ipswich에 있는 Southem Cross Collieries들이 이런 作業을 전형적으로 사 

용한다. 

- bridgε r.onveyor를 사용한 부분 採握法

Col1ie 밟田에서는 옮層들은 상당히 굳어서 切剛하기 힘드나 하반은 연질 

세일이며 꼈層들은 고결이 덜 된 함수 사암으로 덮혀있다. 

오랫동안 pillar 採鋼이 시도되지 않했다. 왜냐하면 이것이 위에 놓여 있 

는 함수 사암을 붕괴시킴으로서 만족할만한 저수장과 펌프용량이 없으면 

옮鍵에 홍수를 일어킬 수 있기 때문이다. 

부분 採握 bord and pillar 探옮法이 보다 일반적인 作業法이었다. 

shuttle car 運搬은 습한 條件에서의 연약 하반으로 인하여 성공적이지 못 

했으며 최근까지 연약 하반과 굳은 石옮 切빼의 양 조건은 보통 타입의 

continuous miner의 사용에 불리했다. 이 條件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機械

化에 대한 여러 가지 개혁적 접근책을 開發하였다. Fig.2-2-33에 표시된 것 

과 같은 부분 採抽法이 開發되었다. 약 l ,OOOm x 400m 크기의 큰 행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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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2 급경사충 作業場의 전형적 設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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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3 Western NO.2 Colliery에서의 부분採握 設計圖



pillar가 구획 되 었으며 위 에 놓여 있는 함수층을 排水하기 위 하여 이 pillar 

의 하부 뼈料쪽을 採抱함으로서 모든 측벽과 上盤의 붕괴를 의도적으로 조 

장하였다. 

排水후 일반적인 continuous miner 대신에 가볍고 하반에서 다루기 쉬운 

Voest - Alpine AM50을 사용하여 부분 採鋼을 시작했다. 기계는 브록을 

가로질러 폭 6m, 길이 40Om, 중심 간격 20m의 단선 採準抗道를 연속적으 

로 抱進하여 인접 採準抗道간에 14m의 pillar를 남겨 두었다. 22m 간격으 

로 엇갈리는 좌측 및 우측 맹 크로스 抗道가 鋼進되어 이전 採準抗道에서 

굴착된 맹 크로스 城道에 오른쪽으로 관통된다. 관통抗道는 배기 통기망을 

형성한다. 

AM50의 배출 콘베야는 기계 후미에서 採準抗道에 설치된 벨트의 tail 부 

를 따라 이동하는 dolly간에 설치된 길이 14m의 bridge belt에 연결되었다. 

이 벨트는 bridge belt의 길이 (14m) 만큼 採準이 진행했을 때 빨리 연장될 

수 있도록 적합한 여유 벨트 저장기를 가지고 있다. 

이 시스템은 이 條件에서 양호한 방당 300톤의 生塵수준으로 50%의 브록 

테두리내의 石病 회수율을 달성하였다. 

1980년대 동안 Westem No.6 Colliery에서 開훌훌 鋼進기간 동안 천반에 배 

수공들을 천공하여 위에 놓여 있는 함수층을 排水한후 보완된 Wongawilli 

시스템을 사용하여 미리 排水된 區域에 전량 採握法을 도입하는데 주안점 

을 두고 더 많은 試驗이 행해졌다. 이 試驗들이 성공적임이 증명되었으며 

필요한 개소에서는 상부층의 排水를 행하면서 전량 採梅法을 행田에서 널 

리 사용하였다. 최 근에 向上된 bridge 및 panel 벨트와 함께 Jeffrey 

continuous miner가 도입되어 生塵性의 수준을 向上시켰다_ BLS 기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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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도입되었으며 3대의 그룹으로 作業하여 Wongawilli 分웹抗道의 좌우 

측 採握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 봤層條件이 bord and p il1ar 採옳法에 미치는 영향 

(가) 섬도 

作業섬도가 증가하면 지압이 증가된다. 심도 증가에 수반된 문제점을 극 

복하기 위 하여 여 러 가지 探꼈法이 開發되 었다. 

Table 2-2-3은 bord and pillar 採뚫法의 선 택 에 있어 서 의 심 도의 영 향을 

나타낸다. 

Table 2-2-3 Influence of depth to seam in the selection of bord and pillar 

mining methods 

Mining rnethod 

Bord & pillar 

(재래식) 

Bord & pillar 

(continuous rniner) 

Wongawilli 

Depth of cover (00' s rn) 

1 2 3 4 5 6 7 8 9 10 11 

재래식 bord and pillar 採행法은 심도 400rn까지 適用할 수 있으며 

continuous rniner를 사용하는 bord and pillar 採꼈法은 採抱속도를 증가할 

수 있어 심도 500rn까지 Wongawilli 採뚫法은 초기에 큰 브록으로 開發한 

후 採抱 직전에 分홈u抗道를 探準한 후 행막이를 採鋼함으로서 pillar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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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가 용이하여 심도 700rn까지 適用할 수 있다. 

(나) 備 힘 

옮層願힘 및 그 변화성은 採빚활동에 영향을 미친다. 碩힘가 평탄할수록 

사용기계의 효율이 증가된다. 採없 排水시스템도 願힘에 의하여 많은 영향 

을 받는다. 출수가 막장으로부터 排水되지 않은 곳에서는 하반 악화가 探행 

作業의 지연을 초래하고 硬石 혼입을 증가시킨다. 

Table 2-2-4는 bord and pill따 採꼈法 선택 에 있어 서 의 뚫層個힘의 영 향 

을 나타낸다. 

Table 2-2-4 Influence of seam dip in the selection of mining systems 

working rnethod 

bord and pill따 

(재래식) 

bord and pill값 

(continuous rniner) 

Wongawilli 

Dip angle frorn horizontal (degrees) 

o 10 20 30 40 50 60 70 80 90 

재 래 식 bord and pill값 採행法의 適用 가능 碩힘는 20。까지 이 며 

continuous rniner 및 Wongawilli 採웠法은 30。까지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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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행 福

bord and pillar 探섯法의 갱내 採鋼에서 합리적인 採取率을 달성키 위한 

옮福은 l.2m에서 4.0m이다. 밟福외 이러한 한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採행기기의 크기 및 타입/ 상하반 條件/ 生塵l生/ 행質/ 運搬 및 소요 通氣量

이 있다. 보다 더 두꺼운 행層에서는 부분 採拖을 행함으로서 採取率이 저 

하된다. Table 2-2-5은 採옮法 선택에 있어서의 옮福의 영향을 나타낸다. 이 

Table은 국제적인 데이터를 사용하여 편집했다. 이 Table은 각 採꼈法이 適

用된 옮福의 범위를 나타낸다. 호주에서 機械化된 갱내 採鋼法으로 採행된 

최소 t해룹은 1.2m이다. 

Table 2-2-5 Influence of seam thickness in selection of mining method 

Mining method 

Seam thickness (m) 

o 1 2 3 4 5 6 7 8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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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래식 및 continuous miner 사용 bord and pillar 採옮法의 適用 旅福이 

7m인데 반하여 Wongawilli 採옮法은 作業 높이가 높아지면 챙막이의 유지 

가 힘들어지는 관계로 適用 웠福은 4.5m로 낮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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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採벚法 設計

(1). 採훌法명 : 柱房式 採행法중 Wongawi1li 採밟法 

(2). 同 採歲法 채택 사유 

서구에서 수평 t용層을 採梅하는데 사용되는 주 採행法으로는 長뿔式 採

t윷法과 柱房式 採행法이 있으며 제2장 제2절 2-나항에서 조사한바에 의하 

면 柱房式 探꼈法은 원래 手作業 長뿔採헝法의 適用에 필요한 충진용 폐석 

의 구득이 곤란할 시에 행福 1m 이상의 繹觸힘 횟層을 手作業으로 採握하 

는 採꼈法으로부터 유래했으며 이것은 호주의 중후충 꼈을 採抱하는 주 採

옮法이었으며 현재는 동력支保의 도입으로 일부 長뿔式 採윷法으로 전환되 

고 있다. 

봉강 11편의 꼈層敵存 상태는 행層 및 상하반이 굳고 順힘가 30。내로 援f煩

좌이며 평균 웠福은 3m 내외이나 행層의 연속성은 30m 내외로 좋지 않다. 

繹{없힘t윷層을 採拖하는 採밟法으로 서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長뿔式 採옮法을 사용하는데는 동력支保를 위시한 다수의 중량 장비가 소 

요되나 本 옮層은 연속성이 좋지 않아 중량장비의 투입이 비경제적임으로 

長뿔式은 채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행層條件으로 보아 手作業에 의한 bord 삐d p i1lar method을 변 

형시켜 適用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柱房式 採옮法중 재래식 探행法은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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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探鋼場의 크기. 

긴 採鋼場은 continuous rniner와 그 作業員이 採抱劇 가장자리 에 매 달려 

있는 採짧擾의 直上盤이 그 가장자리를 따라 시공한 打柱에 의해서만 支保

된 採抱跳내에 상당 기간 동안 완전히 들어가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2. 探握완료시 거동의 불예측성 

採鋼場이 採f屆跳에 관통되면 採握場의 천반은 두 방향에서 採握跳에 접 

함으로 천반은 급히 빼落될 수 있다. 

3. 적당한 採握跳 형성의 失敗

매 採拖場의 採f탬이 완료된 후 採抱훌亦이 규칙적으로 빼落되면 상기 단점 

은 일어나지 않지만 採鋼跳 빼落이 많이 지연되면 이웃 採拖場에서 探抱이 

행해지고 있는 중에도 採碼이 완료된 많은 採鋼場이 채워지지 않고 그대로 

비어 있게 된다. 이것은 적어도 作業員에게 불안을 조성하고 採握跳에서 어 

떤 움직임이 나타날 때 마다 continuous rniner가 대피함에 따라 生塵시간 

의 손실을 초래한다. 최악의 경우 이것은 作業중의 採#屆場에 높은 스트레스 

를 집중시켜 적은 사전 경고만 내면서 조기 上盤 뼈落을 일어킨다. 

4. 採抱跳 흘러들기 

採握跳이 작은 조각으로 빼落되면 이것이 作業중인 採拖場으로 흘러들어 

재진입하여 採握완료하는 것를 방해할 수 있다. 採鋼場에 남아 있는 石꼈은 

향후 abutrnent(받침) 지압의 문제를 일어킬 가능성이 있지만 포기하던지 石

행을 회수하기 위하여 採鋼순서를 변경하면 위험한 條件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이유들로하여 재래식 端末 開放 採拖法은 더 이상 인기 있는 採握

法이 아니다. 

이 에 비 하여 Wongawilli 시 스템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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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開發행道수를 최소화하여 開發作業을 최소화함으로서 2차 採鋼作業 시 

간을 최대화한다. 

2. 生塵막장수를 최소로 集約시켜 continuous miner의 막장간 운행시간을 

감소시킨다. 

3. 採握作業이 단순하고 반복적으로 변경이 쉽지 않은 採鋼시스댐을 제공 

한다 

4. 採抱용 웠막이가 형성된 후 바로 探鋼함으로서 探힘힘이 용이하다. 

Wongawilli 시스템은 상기 장점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探取率 向上. 이 시스템이 성공적으로 사용된 panel에서는 理藏量의 

90%까지 採鋼되고 있다. 

2. 安全率 向上. 採抱作業 순서의 반복성은 계획된 作業 순서로부터 큰 

일 탈을 허 용하지 않아 continuous miner가 예 견하지 않은 위 험 에 처 할 

기회가 적다. 

3. 높은 生塵量. 作業場당 방당 1，000톤 또는 그 이상의 生塵量이 비정상 

적인 것이 아니다. 

이에 따라 Wongawilli 시스템은 심부화됨에 따라 호주에서 주 柱房式 採

뚫法으로 대두되었다. 

또한 이 採봤法은 適用 t용層條件에서 

재 래 식 이 심 도 40Om, 個힘 20., t낯福 7m까지 인 데 반하여 Wongawilli 시 

스템은 심도 70Om, 備힘 30., 꼈福 4.5m까지로 심도 및 個힘에 대한 適用性

이 재래식에 비하여 더 좋다 또한 同 採월法은 石행層이 굳어 밟막이 옮이 

지압에 견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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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探행法을 適用코저하는 道漢 中央玩 봉강 11편은 지표로부터의 평균 

심도는 560m, 願힘는 _50 -300, 행福은 0.3-4 .0m이며 t눴福은 굳어 심도， {I煩

힘/ 옮굳기퉁이 Wongawilli 시스댐에 더 적합시 된다. 

(3) 作業場 設計

(가). 作業場 골격 

훨행지점에서 수평방향으로 현재 探챙法과 같은 규격의 3.3 x 2.4m의 아취 

支保의 治層抗道를 목적지 (pinch 지점)까지 굴착한 후 목적지에 도달하면 

같은 규격의 제1 률f煩웹 행中玩道를 다시 pinch 지점까지 굴상한다. 

제1 톨碩힘 행中抗道에서 후방으로 pillar(웠막이)를 7m 남겨놓고 제 2 

률뼈힘 뚫中抗道를 제1 톨碩힘 꼈中抗道와 평행되게(抗道 중심간격 10m) 

같은 길이 만큼 굴상한다(Fig.2-2-34) . 률願料 껏中抗道의 지주간격은 0.7m 

정도로 균일하게 하지않고 매 2m마다 지주간격 1.Om 이상되는 지주를 시 

공하여 pillar 採鋼시의 출입구를 미리 마련해 둔다. 

(나). 作業方法

제1 및 제2 률f煩힘 행中抗道 사이 의 폭 7m의 pillar(꼈막이) 採握作業을 

수행한다. 

제2웠中抗道의 최상부로부터 上盤 하부 꼈層 2.4m를 발파採抱한 후 1.8-

2.1m의 관목을 上盤에 대고 2개의 길이 2.4m의 打柱로 지지하면서 제1 행 

中抗道까지 제1 採鋼抗道를 굴착한다. 採拖된 빚은 현재처럼 3.5 마력 air 

hoist에 의한 scrapor로 運搬抗에 설치된 7.5hp chain conveyor에 積載 운 

탄한다. 제1 採*屆抗道의 採鋼이 완료되면 저112 採抱抗道를 제1 採握抗道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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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方法으로 採抽함으로서 作業場은 점점 하부로 이동된다. 부에 잇되어 

고
 

놓
 

올려 제2 採抽抗道 지주의 관목의 한쪽 끝을 제1 採拖抗道의 打柱에 

남어 지 한쪽 끝만 새 로운 打柱로 지 지 한다(Fig. 2-2-35). 

시공하여 2개의 採握抗道 마다 한 줄의 파괴선 打柱를 1m 간격으로 매
 

중지하고 採抱 作業場내로 전 採抱없;이 붕괴될 시 붕괴가 파괴선 打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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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오는 것을 방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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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3. 作業場 을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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同 採행法은 採鋼抗道 굴착作業場은 후방은 제2 률順힘 봤中抗道의 아취 

支保로/ 전방과 하부의 2개 면은 提뿔에 의하여 보호되며 採握跳 쪽은 파괴 

선 打柱로 보호된다. 

라. 기대효과 

同 探꼈法은 재래식 sub 採候法 대비하면 륨f煩뿜~ t용中抗道 사이의 pillar 

를 완전히 探鋼함으로서 採取率이 向上되고 採鋼抗道 굴착 作業은 자유면 

이 2개인 막장에서 作業함으로서 자유면이 한 개인 採準作業樓에 비하여 

作業能率이 向上되어 A件費가 節減된다. 

(1) 安全率 向上

採鋼玩道 굴착作業이 支保下에서 이루어짐으로 作業이 안전하다. 

(2) 採取率 向t

재래식 採꼈法에서 폭 9m 웠層중 6.8m만 採抱하고 2.2m가 보안뚫柱로 

남게되던 것을 완전探抽함에 따라 探取率이 53%에서 70%로 向上된다. 

(3) 作業龍率 向t

재래식 採밟法에서 作業能率이 낮은 探揮作業의 生塵量이 45.8%를 점하 

며 作業能率이 높은 꼈擊 探抱은 54.2%를 점하고 있다. 

옮中昇 m당 生塵量은 採準꼈이 7.8m' (抗道굴착 단면적) x 1.8(밟비중)=14톤 

이며 t차철훌 採抽꼈은 14톤 -;- 45.8% x 54.2% = 17톤으로 계 31톤이다 

採抽抗道 굴착作業으로 폭 2.강n의 보안뚫柱를 완전히 採抱함에 따라 採

取率이 53%에서 70%로 向上되며 따라서 m당 뚫뿔 채굴량도 17톤에서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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톤으로 m당 生塵量은 41톤으로 증가된다. 

t윷율혼채굴량이 증가함에 따라 예상되는 能率向上을 구한다. 

Table 2-2-1. '97 상반기 中央抗 援{煩힘層 採행夫 作業 實績表에 의 하면 

採準공수는 5，157공으로 生塵 33，273톤에 作業能率은 6.45톤/공이며 케-빙공 

수는 5，529공으로 生塵 39，956톤에 作業能率은 7.227톤/공이며 보수 기타는 

692공으로 전체 11，378공의 6.1%이며 生塵은 509톤으로 전체 73，738톤의 

0.7%이며 전체 能率은 6.48톤/공이다. 

m당 生塵量도 採揮행 14톤 t윷雙채굴뚫 17톤 계 31톤에서 採灌행 14톤 t윷 

철훌채굴탄 27톤 계 41톤으로 증가된다. 

m당 소요공수를 구하면 

採準공수 : 14톤+ 6.45톤/공 = 2.17공 

케-빙 공수 : 27톤 +7.227톤/ 공 = 3.74공 

보수기 타 : 5.91공 +93.9%-5.91공 = 0.38공 

계 6.29공 

生塵能率은 (41톤 +0.993) +6.29공= 6.56톤/공이 다. 

전채生塵能率은 6.48톤/공에서 6.56톤/공으로 0.08톤/공 向上된다. 

(4) 風價節減

(가) 能率 向上에 의 한 A件費 節減

공당 A件費 : 75，464원/공 

재래식 採행시 톤당 A件費 : 75，464원/공+ 6.48톤/공 = 11，645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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柱房式 採밟시 

節減A件費

11 : 75，464원/공 -;-.6.56톤/공 = 11，504원/톤 

= 141원/톤 

(나) 採準쉬 당 生塵量 증가에 따른 支保 資材費 節減

生塵톤당 資材費는 6，210원이다. 

이중 철쉬 쉬당 資材費는 82，127원이며 쉬당 生塵量은 20.28톤이다 

따라서 톤당 철쉬資材費는 82，127원 -;-.20.28톤=4，049원/톤이다. 

m당 生塵量이 31톤에서 41톤으로 증가함에 따라 톤당 철쉬資材費는 다음 

과같다. 

(4，049원/톤 x 31톤) -;-.41톤 = 3，061원/톤 

따라서 節減 資材費는 4，049원/톤 - 3，061원/톤 = 988원/톤 

頂價節減賴

A件費 141원/톤 

資材費 988원/톤 

계 1，129원/톤 

마. 現場適用 試驗

(1) 試驗 예정 장소 : 道漢 中央玩 신1사 5편 우 7크로스 좌治層 

(Fig.2-2-35) 

(2) 試驗 예정 일 : 1998년 1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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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35. 試驗 예정장소 



第3章 Plough에 의한 切랬機械化 

第1節 Plough 採랬 시험 

慶東鍵業所에 1988년 chock지보를 국내 최초로 도입하여 포켈형 t용層에 

적합한 長뿔式 採t윷法을 적용 機械化 採횟作業을 수행한 이래로 계속 보완 

되어 生塵性 증대는 물론 生塵막장의 集約化 그리고 이를 통한 인원 및 生

塵原價 節減에 기여하고 재해율 감소와 채수율 向上동의 효과와 더불어 인 

력난해소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 

96년까지는 chock지보를 전진시키기 위하여 앞장변을 콜픽을 사용하여 

切횟한후 手積으로 체인 컨베이어에 積載하는 作業은 불가피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막장투입인원의 40%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에 따른 作業지연으로 

chock지보의 전진속도도 日 평균 0.35m로 제약을 받게 되어 日生塵量 및 

능률을 보다 向上시키기 위해 앞장면 切횟 및 積載作業의 機械化가 필요하 

게 되었다. 

구조가 간단한 plough을 도입하여 95.8월에 회목 2편 우2운반 중단에서 

적용시험한 후 현재 통리 3사 5편 좌2운반에 96년 하반기부터 준비作業에 

착수하여 97년 2월부터 生塵作業을 하고 있으며 98년 6월경 採웠구역이 완 

료되어 철수할 계획으로 있어 集約化된 長뿔式 探꼈法으로 큰 성과를 보이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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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採벚시험장 t也質개요 

시험장소로는 주식회사 경통 상덕광업소 통리 3힘抗 5편 좌 2운반 -좌 3 

운반갱 (250 ML)으로 t윷層의 단면을 보면 Fig. 3-1-1과 같다. 지 질조건은 장 

성층 암석으로 암회색 조립 사암과 흑색 셰일이 우세하며/ 암석彈度는 견고 

한 편이다. 長뿔面의 위치는 250ML 로서 배사구조 중앙에 위치하며 상반은 

견고한 협석 셰일이 우세한 조립사암이며 하반은 암회색 연질 셰일이 발달 

하고 있다. E용層 경사는 45-50., 평균횟福 40M이며 1차 구역의 연장은 

150M로 총연장은 300M에 이른다. 

2. 캠도콜격 및 장비 배치현황 

좌 2운반갱에서 3운반쪽으로 하반측에 규격 3.6m X 2.6m의 제 1연층을/ 

40m간격을 두고 상반측에 같은 규격으로 제2연충을 150m 굴착하여 1,2 연 

층을 서로 관통시킨후 5.5m X 2.5m 규격으로 확장하여 chock room을 개 

설하고 여기에 chock 지보 25대를 안착시킨다. chock 지보 전방에 50HP 

chain conveyor와 plough을 설치하고 후방에 100HP chain conveyor 1대 

제2 연층에 100HP chain conveyor 2대/ 좌2 운반갱 에 100 HP chain 

conveyor 1대를 설치한다. (Fig. 3.1.2 및 3.1.3 참조) 

3. 作業方法

chock 지보의 앞장면 t용현훌에 설치된 plough을 3-4회 좌우 왕복으로 기동 

시켜 1회에 약 10cm정도 t윷활面을 切剛한후 chain conveyor를 plough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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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bel motor 50HP V=0.48m/s 

Hobel conveyor 50HP V=0.78m/s 

50M 、、 Caving conveyor 1 OOHP V=0.98m/s 

Fig. 3-1-2. Plough 채탄 장비 배치도 

Fig. 3-1-3. Plough 채탄막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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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만큼 전진시키는 作業을 6-7회 반복실시한후 chock와 chock 사이의 t윷 

쳐쳐落방지를 위하여 철망을 시공하고 순차적으로 chock 25대를 전진시키며 

chock 후방에 설치된 chain conveyor를 전진시키고 chock 뒤 canopy를 상 

하 작동시켜 꼈을 빼落시키는 作業을 반복하면서 chock 作業을 실시한다 

1 日 1 cycle을 기 준으로 한다. 

4. 운반계통 

운반계통은 앞장면 chain conveyor 및 후면 chain conveyor에 積載된 밟 

은 제 2연층 및 운반갱도에 설치된 100HP chain conveyor 3대에 순차적으 

로 積載되 어 1차 be1t conveyor를 통하여 횟홉바에 積載된 후에 하부 

200ML에 설치된 2차 be1t conveyor를 통해 500톤/시간을 운반할수 있는 

rnain be1t conveyor에 실려서 갱외 選행場까지 운반된다. (Fig.3-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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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릉도 운반 CHOCK채탄 장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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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4. 운반 계통도 



第2節 Plough 採랬시험結果 및 分析

1. 生훌 현황 

97.2월부터 生塵을 시작하여 97년 10월 현재 作業日數 215 日間 67.2rn를 

切빼하였으며 총 투입공수는 9，554인으로 능률에 있어 최대 OMS 12.48, 평 

균 OMS 10.06을 보여주고 있다. Chock의 切빼 진행 구간별 生塵量은 Table 

3-2-1, Fig.3-2-1과 같다. Table 3-2-2 및 Fig.3-2-2는 상세 作業내 역 이 다. 

Table 3-2-1 진 행 구간벌 生훌 훌 

구 분 m 生흩훌훌훌 ， t on 
Caving作業 chock 

비 고 
변호및 대수 

5 1, 757 No.24 - 16(9대 ) 97. 2 

10 3 , 085 No.24- 16 ( 9대 ) 

15 5, 544 No.24- 16 ( 9대 ) 
97. 3 

20 5, 781 No ， 24-16( 9대 ) 

25 6 , 536 NO ， 24-12(13대 ) 

30 5. 762 No.24-12(13대 ) 97.4 
35 4. 777 No.24-15(10대 ) 

40 5, 865 No.24-13(12대 ) 97.5 

45 5.930 No.24-13 (1 2대 ) 

50 8, 276 No . 24-4(21 대) 97.6 

55 9.438 No.24-3( 22대 ) 
ß7. 7 

7. 8 
60 13. 787 No.24 -3 (22대 ) 

97. 9 
65 13, 583 No.24 -3 (22대 ) 97. 10 

67.2 5, 077 No .24 -3 ( 22대 ) 

계 96 , 0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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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2 진행 作業내역 

구분 生훌量(톤) 흐l르 。닙1 : 。iL :걷 r 능률 진행거 리 m 作業日數

97년 2월 2.882 1. 002 2. 88 21 
97 년 3월 10 , 671 1 , 032 10.34 9.80 25 
97년 4월 12 , 810 1 , 144 11.20 9. 80 26 
97 년 5월 8 , 790 1 , 012 8. 69 9.20 24 
97 년 6월 9 , 884 998 9.90 7.50 23 
97년 7월 12 , 414 1 , 092 11. 37 8.00 25 
97년 8월 13 , 040 1.045 12.48 7.60 23 
97년 9월 12.391 1.073 11. 55 7. 20 23 

97 년 10월 13 , 216 1 , 156 11. 43 8. 10 25 
계 96 , 098 9.554 10.06 67.20 215 

2. 作業 현황 分析

가. chock 지보 전진속도 및 生훌훌 

90-94년까지 2회에 걸쳐 chock 15대를 한 개소에 투입하여 作業한 結果

평균전진속도는 日 평균 35crn이며 日 生塵量은 평균 500톤이었다. 그러나 

앞장면 切빼 및 積載 機械化로 chock 지보 25대를 투입하여 막장 전진속도 

는 日 평균 46crn로 30% 向上되었으며 生塵量 또한 日 평균 600톤으로 

20% 向上되었다. 

나. 인원 節減 및 능률 

coal pick을 사용하여 앞장변 切候 및 積載를 인력으로 하였을 때 방당 

투입인력 20명중 40% 인 8명이 소요되었으나 plough을 투입하여 앞장면 切

옮作業을 機械化함으로서 切행 및 作業인원을 방당 8명에서 3명으로 日 15 

명의 節減효과를 보고 있다. 따라서 chock 앞장면 切則시 plough 투입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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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pick 사용할 때 를 비 교하면 Table 3-2-3과 같다. 

Table 3-2-3 作業벌 배치내역 비교 

투입인원(명/방당) 
作業내역 coal 

plough 사용시 증감 증감률(%) 
pick사용시 

막장切뾰및 
8 3 -5 -62 

바닥정리 

1, 2 연충 보수 5 5 0 0 

caving 作業 2 2 0 0 

C/C 落候作業 2 2 0 0 

Chock 전진作業 3 4 1 33 

계 20 16 -4 -20 

다. 막장 유지공수 및 유지비 

chock 지보 전진속도의 고속화로 봤中 연충갱도와 자주지보 막장의 보수 

비 節減 및 A力減少의 효과가 있으며 plough 투입으로 生塵능률이 向上됨 

에 따라 노무비 및 生塵原價도 節減되 어 많은 효과가 있다 

결론적으로 chock 지보를 이용한 長뿔式 採행法을 적용해온 경동광업소 

에서는 지금 까지는 chock 전진을 위하여 coal pick을 사용하여 앞장면을 

切행후 인력으로 chain conveyor에 행을 手積함으로서 많은 시간과 인력이 

소요됨에 따라 능률저하와 生塵原價에 상승요인이 되었다. 

그러나 plough 사용과정중에 여러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며 그중에서도 

石행彈度가 부분적으로 매우 강하여 切剛에 어려움이 있는 점과 빼落측 컨 

베이어 헤드부에서 石꼈이 쌓이므로서 과부하가 자주 발생하는 문제 퉁이 

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石행彈度 測定 및 빼落행의 꼈뽑기 작업 

을 상세히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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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월별 OMS 및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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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없뽑기 作業 分析

長현훌 뼈落式 採뚫法의 설계과정에서 검토 되었드시 쳐쳐落작업의 중요성은 

더 강조할 필요가 없다. 生塵과 作業 싸이클을 조정하기 위해서는 후방측 

빼落빚의 t윷뽑기 현상이 어떠한가를 파악하여야 한다. 중단빼落式 採뚫에서 

아직까지 수학적 모텔에 의한 觸落현상 규명의 발표가 없으나 금속광에서 

의 結果를 살펴보면 도움이 될 것이다. 스웨멘에서 급경사 금속광체에 대한 

연구를 Janelid와 Kvapil이 수행 한 結果를 보면 광석 拉度/ 발파원주의 방 

향/ 발파된 파쇄광체와 견고한 광체와의 새 경계에서 거칠기/ 폐석拉度에 

따라 뼈落형태가 좌우되는 것이 알려 졌다. 미국의 Jenike의 곡물저장 탱크 

와 홉바에서 독물입자의 flow / no flow의 경계규명과 Johanson의 방출 속 

도 계산方法의 개발은 중단빼落행의 행뽑기 속도규명에 활용할수 있다 이 

상의 연구結果를 적용한다면 밟뽑기 작업개소의 간격/ 빼落통로의 크기 및 

빼落측 컨베이어의 규격을 확정할수 있다. 일반적으로 빼落되는 石빚은 홉 

바에서 흘러나오는 고체물에서의 현상과 대비 될수 있을 것으로 추측되며 

도식화하면 Fig. 3-3-1.과 같다. 

r 

Active 

zone 

그 

Passive 

zone 

Bunker 

Fig. 3.3.1 Zone of motion of granular material in bun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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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2 Cross section of bunker (a) , ellipsoid of motion EN(b) and 
discharge cone KN(C) 

1 . 南홉벚의 자중에 의한 흐름 

chock 상부에 있는 石꼈과 버럭이 파쇄된 상태에서 빼落측의 거동은 입 

상물질과 같다고 볼수 있다. 이러한 물질의 流動性은 구성하고 있는 세립의 

흐르는 성질에 좌우된다. 큰 입자는 오히려 흐름의 성질에 영향을 적게주며 

뽑기통로의 규격에 더 영향을 준다. 입상 고체물이 들어 있는 벙커에서와 

같이 통로가 열리면 벙커내의 일부분이 먼저 흘러나오기 시작하며 이에 해 

당되는 부분을 active zone에 속하는 내용물이라고 한다. 나머지 움직임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passive zone이라고 하며 Fig.3-3-1에 표시된것과 같 

다. 벙커에서 입자가 흘러나올 때 VN의 부피만큼 뽑아졌다면 Fig. 3-3-2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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벙커내의 타원체 형태의 부피 EN이 빠져나온 것이다. 가상의 경계면 N은 

만곡되어 Fig.3-3-2의 (c)와 같이 되며 점 1，2는 원래의 평변에서 아직까지 

변동이 없는 부분이 된다. 이 사이에는 다음의 관계가 성립된다. 

EN = KN = VN (3.3.1) 

체 적 VN과 높이 hN으로부터 단축 bN은 ellipsoid of motion을 고려 하여 

b N = (김꿇파) 용 (聽) 융 (3.3.2) 

타원 체 의 장축 aN은 hN의 1/2이 다. 이 ellipsoid of motion의 형 태 는 이 

심률(eccentricity) e로 특정지울수 있다. 즉 

e 소(a 1- b 펌 (3.3.3) 

이심률에 영향을 주는 것은 4가지 요소로 볼수 있으며 그 경향은 다음과 

같다. 

가) 입자의 크기 

Fig.3-3-3과 같이 입자가 작을때에는 길죽한 타원체가 되며 반면 입자 

가 크면 둥근 타원체가 된다. 

나) 뽑기통로의 크기 

뽑기 통로가 클수록 이심률은 커저 길죽한 타원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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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Fig. 3-3-3. Form of ellipsoid of motion as a fuction of particle size 

hg 

En 

hn 

Fig. 3-3-4. Volume shaped similar to ellipsoid of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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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 출 타원 체 (ellipsoid of motion)의 높이 

높이가 클수록 길죽한 타원체가 된다. 

라)배출속도 

배출속도가 클수록 이심률이 큰 타원체가 된다. 

배출구에서 계속적으로 고체물이 흘러나오는 동안 배출 타원체의 주변에 

는 공동이 생기지는 않고 곧바로 채워진다. 대체되는 이 부분은 Fig. 3-3-4 

에서와 같이 배출타원체의 형태와 유사하며 그 체적은 EG로 표시된 타원 

체로 경계를 이룬다. 이 한계는 대략 배출타원체의 15배에 이른다. 이 범위 

밖으로는 움직 임 이 없게 되고 Fig. 3-3-1에서 보여준 active zone과 같은 의 

미를 갖는다. 물론 배출구에서 계속 흘러나올 경우 한계 타원체 자체도 계 

속 발전하게 된다. 

石행의 경우 이심률을 결정하기 위해서 영향을 주는 입자크기/ 뽑기 통로 

의 크기/ 배출타원체의 높이/ 배출속도를 알아야 한다. 

식 (3.3.3)에 서 h N = 2aN으로 하면 

7. ~ 

bN=」깜 (1- e 2) 2 (3.3 .4) 

예를 들어 높이 6.7m의 배출 타원체의 경우 

b N= 땀 (1- 0.923 2) 융 

= 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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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6. 입상 고체물이 한 개의 뽑기통로로 흐를때의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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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 실험으로 결정하여야 하겠지만 Fig.3-3-5와 같은 자료를 활용하여 

6.7rn 옮福에 대한 값을 확인하면 이심률이 0.923으로 되는 것을 알 수 있 

다. 따라서 한계 타원체의 높이 hG는 16.7rn로 볼수 있으며 단면은 

Fig.3-3-6에서와 같은 형태를 가질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총 배출되는 양은 

식 (3.3.2)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즉 

VN = EN =2094 bN2.hN 

= 2.094 x 1.272 

= 22.62rn3 

실제 빼落作業을 할 때 상부옮의 빼落현황을 보기위해서는 FIg.3-3-6의 기 

본형태를 뽑기 간격에 따라 候福전체에 도식화하면 Fig.3-3-7과 같이 된다. 

여기서 많은 량의 石행이 남게되어 채수율이 떨어질것이 예상되어 좀더 높 

은 채수율을 위해서는 빼落 및 뽑기개소를 적절히 배치하여 최상부의 경계 

-
파쇄 

. . . 

“~ 

우 i 추헝으i 타 

/ 할C차 )} ,.,‘ 

Fig. 3-3-7 Cross section of discharge c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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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이 일정하도록 하며 이렇게 되게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方法으로 長뿔面 

의 중앙부에서부터 순차적으로 해당량만큼씩 뽑아냄으로서 빽落범위가 같 

은 높이에 머물도록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특히 현재 長뿔막장 

이 설치되어 있는 구역의 상부행 형태는 일정한 옮福을 갖는 경우가 아니 

고 중앙부 50m를 중심으로 좌우 뚫福이 급격히 감소하는 삼각형의 단면을 

보여주는 형태임으로 각 chock 마다 뽑는 행의 량이 적정화하여야 한다. 

식 (3 .3.4)에서와 같은 方法으로 빼落 타원체의 크기/ 체적 및 탄량을 계산 

하여 보면 Table 3-3-1과 같다. 이를 도식화 한 것이 Fig.3-3-8이다. 

Table 3-3-1 朋落타원체의 크기， 체적 및 탄량 

제2연충측벽으로 ~~를 고 단축반경 체적 탄량 
부터의 長慶거리， m hN=2aN bN VN, m 3 ton 

7.1 11. 64 1. 8 78.97 142 
8. 7 14.18 1. 8 96.20 173 

16.1 26.40 2.6 379. 48 683 

17.6 28.85 2.6 421.05 758 

20.6 33. 77 3.1 679.57 1223 

Fig.3-3-9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분석하여 본 예상 生塵量과 實 生塵量을 

대비하여 본 것이다. 각 구간마다 生塵量이 월둥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있 

어 실제 빼落타원체는 상부로 갈수록 반경이 커지는 것을 예측할수 있으며 

따라서 빼落작업상 주의하여야 할점은 한곳에서 너무 많은 량의 石밟을 뽑 

지 않는 것이 상반암석을 빼落타원체로 유도하지 않는 結果가 될것이며 뽑 

기 간격은 중앙부로부터 시작하여 쳐져落타원체의 반경을 고려한 간격인 

chock 1대를 띈 3m 간격으로 이론적 량을 감안하여 뽑기를 하여야 적절하 

다고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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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Ù벚의 안식각 

石뚫의 거동은 Mohr-Coulomb 파괴이론을 적용하여 볼 때 Fig.3-3-10과 

같이 표현된다. 단순화하기 위해 직선으로 표시한 경우 주웅력 o와 전단웅 

력 t와의 관계에서 선 AA가 파괴선이며 @는 내부마찰각 C는 점성계수이다. 

이 파괴선과 접촉하는 원 0에서의 웅력 조건으로부터 石행이 흘러내리는 

안식각도 8를 규정할수 있다. 즉 

θ :t(표 따) 
4 2 

石援에서 안식각도는 紹옮일 경우 내부마찰각 Iþ = 420를 기준하여 

8 = 45 - 42/2 = 24。

즉 石꼈은 수직방향에 대하여 24。의 각도로 흐를수 있으며 만일 압력에 

의해 石꼈의 입자가 재결집되는 경우 파괴선은 그림에서 BB로 표시되는 실 

질마찰각 8로 커져서 수직방향으로 접근하게된다. 

한편 石웠이 자주지보의 후방 캐노피위에서 미끄러지기 위한 각도는 재 

질과 표면 조건에 따라 60 - 70。사이에 있으며 폐석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 

서 흐름의 속도조절에 따라 각도를 결정한다. 

후방캐노피가 빼落행을 뽑을때의 행뽑기 입구의 크기는 Fig.3-3-11에서와 

같이 폭 B 길이 L이다. 폭 B는 石꼈拉度/ 아취형성을 방지하는 점에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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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η → o 

Fig. 3-3-10. Coulomb failure criteria for bulk solids 

Fig. 3-3-11. Assumed shape of caved ∞al prior to draw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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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된다. 일반적으로 拉度의 중간크기에 최소 3배에서 최대 5배로 결정된다. 

이론적인 方法으로는 다음 공식이 이용된다. 

B= 능수(1 +m) 

f c = unconfined yield strength 

r = bulk density 

여기서 통로규격이 사각형이면 rn=O, 원형이면 rn=l 이다. 이 공식은 입 

자가 6 rnesh 이하일 때 적용되지만 이보다 큰 입자가 섞여 있을때에도 뽑 

기 통로가 충분한 크기라면 흐름을 더욱 원활하게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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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石없의 彈度 빼定 및 업자크기 分析

1. :0벚彈度 測定

石樣 벽변을 切빼하는 이론적 고찰은 plough의 설계단계에서 이미 진행 

된바 있지만 실작업상 彈度가 높은 石꼈을 만나 과부하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체 벽면의 彈度를 확인하기 위하여 測定장비를 Proving ring 

penetrorneter(EL28-66 )로 택하여 石꼈의 壓縮彈度를 구하기로 하였으며 이 

장비의 사진이 Fig.3-4-1에 표시되어 있다. Proving ring penetrorneter는 

core type peneterorneter로서 soi1의 penetration resistance (bearing 

capacity)를 현장에서 간단히 測定할수 있는 장비로 국내 石행層은 연질이 

며 紹행의 경우 그 성질이 토양에 홉사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이 장비는 T형 손잡이， penetrating rod, dial indicator가 부착된 proving 

ring, 분리식 원추형 첨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추형 첨단의 바닥면적은 

645.16rnrn2이며 dial indicator에 부착된 clutch type brake는 손으로 풀때까 

지 눈금을 그대로 유지시킨다. 조립은 먼저 손잡이를 볼트로 proving ring 

의 상부에 결합시킨후 proving ring의 하부에 관입로드를 부착시킨다음 로 

드하단에 원추형 첨단을 부착시킨다. 영점조정을 할 때는 penetrorneter를 

수직으로 걸어놓고 dial indicator 침의 접촉점을 손잡이 나사의 머리에 접 

촉시킨후 나사를 조정하여 영점조정을 한다. 로드가 바뀌어졌을 때 또는 

Penetrorneter의 부품이 교체되었을 때는 언제든지 전술한 方法으로 재조정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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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1. proving ring penetrometer 

가. 測 定

測定을 위해서는 Dial indicator가 zero 위치에 조정되었는지 확인하고 

測定개소에서는 깨끗한 표면이 나오도록 정리한다. 

penetrometer 를 測定개소에 수직으로 세우고 손잡이를 단단히 쥐고 원 

추형 첨단을 탄속으로 일정한 율로 눌러 원추의 맨꼭대기가 표면 바로 밑 

에 올때 까지 박는다. 이 때 dial indicator의 눈금을 읽 고 proving 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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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 chart에 의거 penetration 압을 결정하고 환산표를 사용하여 

kN/cm2값을 읽 는다. 

Bearing capacity는 관입압력을 원추바닥 면적을 나누어 구한 값이며 이 

penetration resistance가 너무커서 안전한계압력인 1 kN 보다 적은 힘으로 

는 원추높이의 1/2 또는 1/4 밖에 관입시킬수 없을 경우에는 실제 bearing 

capacity는 관입압력에 적당한 계수를 곱하여 구한다. 즉 원추의 관입길이 

가 1/2일때에는 4, 1/3일때에는 9를 곱하여 실제 penetration resistance를 

구한다. 

나. 測定 結果

경동광업소 황조갱의 초크막장 石행彈度를 bearing capacity를 측정하여 

환산하는 方法으로 간접 적 인 方法으로 壓縮彈度를 구하였으며 그 結果는 

Table 3-4-1과 같다. 환산식은 실험실에서 검정한 다음식을 이용한다. 

division X 63. 32( g) 환산식 Penetration F orce = , .... : .::v:.~ ; vv . v'? 
645.16( mm ι) 

(kg/ cm 2) 

。 壓縮彈度가 270kg/cm2 이상되는 石행層이 밴드형태로 있으며 penetro

meter로 測定할수 있는 범위를 넘고 있다. 

。 눈금값 500-580 범위인 연질의 石행은 부분적으로 두 개의 彈度 높은 

빚에 협재되어 있으며 파쇄된후 재결집된상태의 石행이다. 

。 50 범위는 벽면에서 쉽게 분리될수 있어 매우 연약한 石웠으로 광택 

이 있는 0.9m 폭으로 협재되어 있다. 

0 실험실에서 채취한 sample의 彈度는 275kg/cm2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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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1 彈度 測定 結果

훌縮 

위 치 눈금값 지지력 R옳度 비 고 

환산값 환산값 

초크 3 525 51. 5 32 。 훌縮꿇度가 270 kg / cm2 이상 

초크 4 500 49.0 30 되는 밴드로 있으며 

초크 5 580 56.9 35 penetrometer로는 뼈II定불가능 

450 44. 1 27 

초크 11 500 49. 0 30 。 500-580 범위는 부분적으로 

초크 12 500 49 . 0 30 두 개의 꿇度 높은 썼에 

580 56.9 35 협재되어 있으며 파쇄된후 

초크 17 640 62.8 39 재결집된상태 

초크 18 50 4.9 3 

초크 19 590 57. 9 36 。 50 범위는 벽면에서 쉽게 

초크 20 270 26.5 16 분리될수 있어 落행되는 

초크 21 230 22.5 14 연약탄으로 vit끼nous 한 0.9 m 

초크 22 315 30. 9 19 의 협재탄임 

2. 웰度분석 

長뿔 벽면에서의 石꼈 彈度는 부분적인 고강도 石웠 밴드외에는 빼落測 

에서 이미 분화되어 그 彈度를 잃어버린다. 배출되는 石빚의 *'1度는 Size 

별 열량분석표(3 日 間 6회분)를 참조하여 얻을수 있다. (fable 3-4-2 참조) 

중량비로 58% 이상이 8mrn이하의 크기로 뽑기 作業과정에서 유동성이 매 

우 높고 +30의 塊행 다음으로 높은 5323 Kcal의 칼로리를 보여준다. 따라서 

뽑기 통로의 크기는 오히려 빼落 캐노피에 입구크기를 조절할수 있는 기능 

이 있는 편이 유리할 것으로 본다. 

-139-



Table 3-4-2 Size 벌 열 량분석표 

구분 
-8 +8 +15 +3) +25 

+3) +:E +<<> +00 -iffi +8) +100 +13) +100 뺑l 
nm -15 -3) -25 -3) 

b성 ~. 9 13).4 :E.8 2).4 15.3 3.3 
충 

4.8 2.2 6.3 5.2 4.7 0.8 3.7 없. 8 

량 硬石 11.5 10.4 7.6 19.3 21.3 19.7 18.8 12.9 71.4 Igz.7 

kg 
계 ~.9 13).4 :E.8 2).4 15.3 14. 8 15.2 9.8 25 æ.5 24. 4 18.8 13.7 74. 9 없7. 5 

구 t얻 ffi.3 13 3.6 2.9 1. 5 0.3 0.5 0.2 0.6 0.5 0.5 14.5 0.1 0.4 00.5 

λ。4
硬石 1. 2 1. 0 0.8 1. 9 2.1 2.0 2.0 1.3 7.2 19.5 

비 

% 계 ffi.3 13 3.6 2.9 1. 5 1.5 1.5 1. 0 2.5 2.6 2.5 2.0 1.4 7.6 100 

명균 
h얻 !iID :mJ. 않76 2ff싸 um 

+3)塊뼈열량 

열량 됐7뼈1 

第5節 Plough 採t용 作業改善

1. Floor bit으| 改善

Plough採행 시험作業 초기에 나타났던 plough guide의 저항증가로 인한 

plough conveyor의 shear pin 절단 문제는 guide 바닥판을 改善하여 홈에 

끼인 뼈밟제거작용을 완벽히 수행함으로써 저항증가를 유발하지않아 해결 

되었으나 切웹IJ이 진행되면서 plough converyor가 상향하는 문제로 인한 바 

닥 石행의 切剛이 불충분한 점은 Fig. 3-5-1에서와 같은 floor bit을 제작하 

여 부착시킴으로 해결하였다. 

- 140-



Fig. 3-5-1 Floor bit를 부착한 미ough 몸체 

2. Face-end으| 지보改善 

長뿔面의 1 日 진행장은 plough의 작동으로 切빼이 자동화되어 실제 切빼 

용량의 1/18에 불과한 80ton에 해당하는 O.65m/day의 속도가 되어도 빼落 

옮의 처리에 특별한 관리가 따라야 하며 총 215 日間에 67.5m를 전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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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face end의 지보문제는 지압집중에 의한 단면변화에 대처하기 

위 한 것 뿐만아니 라 중 량 장비 즉 100HP caving conveyor head, 50HP 

plough motor와 50HP chain conveyor 및 積載장치를 빈번히 이동시켜야 

하는 문제로 어려움이 크다. Fig.3-5-2 및 Fig.3-5-3에서와 같이 改善된 fish 

plate를 활용하여 연충갱도의 지보를 2매쉬에서 3매쉬로 전환함으로서 효율 

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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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 1.90 

Fig. 3-5-2. 연층갱도의 지보 

Fig. 3-5-3. 연층캠도 지보시공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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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節 Plough 採없作業 成果

plough에 의한 切윷 및 積載 機械化로 얻은 성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採벚 panel으| 生훌 集約化에 의한 간접비용 節減

통리 3힘抗 5편 250ML의 長뿔式 쳐져落採행구역은 총연장 300m 중 일부 

분인 150m를 계획한 採행구역으로 日 45cm 진행/ 日 生塵量 600톤으로 1 

년간 生塵하도록 목표로 하였다. 현재의 성과로는 평균 600톤/ 日을 生塵하 

고 있으며 이것은 Plough에 의한 切빼 및 積載機械化에 기인한다. 또한 長

뿔式採행장비의 설치 및 철수는 많은 공수가 요구되지만 한 採뚫구역이 1 

년 단위로 계획되므로 인하여 原價節減에 기여하는 바가 크다. 

2. 生훌’|生 向上

長뿔採빚막장에 방당 투입인력은 plough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8명이지 

만 切빼 및 積載 機械化로 40%가 감소된 3명으로 가능하여 전막장 방당 

투입인원은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하였으며 막장 유지공수 및 유지비에 

있어서도 chock 지보의 전진속도 증가로 행中 연충갱도 및 자주지보 막장 

의 보수비 節減 및 인력감소의 효과가 커서 生塵 原價에 미치는 정도가 높 

다. 종래 8.1톤/공의 生塵性이 현재 12.8톤/공까지 向上되었으며 15톤/공을 

목표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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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原廣 節減

OMS 向上에 따른 A件費 節減과 集約採윷에 의한 간접비의 節減은 장비 

투자비에 대한 慣去P費를 능가하고 있어 톤당 原價節減에 기여하는 정도가 

매우크다. 

그 외에도 재해에 대한 안전성 효과와 노동彈度의 감소동은 plough 採행 

法을 효과적으로 만드는데 기여하는 점이 매우 높다. 

coal pick 대신 plough를 투입하여 앞장 切봤 및 積載作業을 機械化 함으 

로서 막장 진행속도가 日 35cm에서 46cm으로 증가하고 日生塵量이 500톤 

에서 600톤으로 증가되었다. 

반면 투입인원은 coal pick 사용할 때의 방당 20명에서 16명으로 감소되 

어 生塵性이 8.34톤/공에서 12.5톤/공으로 向上되었다. 

따라서 plough 투입에 따른 原價節減을 구하면 

가. 生훌性 向上에 따른 人件費 節減

공당 A件費 : 75，464원/공 

(1). coal pick 사용할 때 의 톤당 A件費

生塵性 : 8.34톤/공 

톤당 A件費 : 75，464원/공 -;-8 .34톤/공 = 9048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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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lough 사용할 때 의 톤당 A件費

生塵性 : 12.5톤/공 

톤당 A件費 : 75，464원/공 712.5톤/공 = 6037원/톤 

(3). 톤당 A件費 節훌훌훌홉 

9048원/톤 - 6037원/톤 = 3011원/톤 

나. plough 투입에 감가 f賞최]費 추가 소요액 

장비가 : 380，000，000원 

내용년수 :5년 

5년간生塵量 : 600톤/ 日 x 300 日 / 년 x 5년 = 900，000톤 

톤당 {賞돼費 : 380，000，000원 7900，000톤 =422원/톤 

다.節減顆 

A件費 節減類 - 1:賞去P費 = 

3011원/톤 - 422원/톤 = 2，589원/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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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없훌훌機械化 成果分析

第1節 生麗 및 機械化 推進實績

1. 機械化 生훌 推移

우리나라 塵業中에 제일어려움을 겪고있는 것이 石病塵業이라고 볼때 石

t용塵業은 他 에너지와의 價格觀爭力 弱化로 因한 需要의 激減둥의 外部要

因과 作業條件의 惡化I 그리고 행鍵作業의 A力不足퉁 여러 가지 內部的인 

原因으로 因하여 힘陽의 길을 걷고 있으며 앞으로의 展望도 매우 어두운 

狀뾰라고 봅니다. 

이러한 難關을 克服하기 위하여는 새로운 需要의 創出동 外部的인 環境

의 轉換이 중요한 關鍵이 됨은 말할나위도 없다고 보며 內部的으로 특히 

技術力을 背景으로 하는 經營環境의 改善이 매우 重要하다고 본다. 그러므 

로 몇 개의 행鍵이 存在할지라도 機械化로써 經營을 改善하여 原價를 節減

시키는 피나는 努力이 繼續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옮鍵의 機械化는 그 

동안 政府 및 民營꼈鍵業界와 그리고 껴升究所l 大韓鍵業振興公社 大韓石뚫 

公社둥의 積極的인 機械化推進의 결과 機械化시작 元年인 80연도에 8.0% 에 

不過하던 機械化率이 每年 增加하여 年塵 24，295천톤 으로 最大 생산량을 

기록한 88년도에는 機械化率이 43.9%로 增加하여 機械化 생산량이 史上 처 

음으로 1천만톤을 超過하였으며 그후에도 機械化率의 ↑$張勢는 持續되어 

96년도에는 總生塵量 4，951천톤 중에서 機械化 생산이 3，862천톤으로써 機

械化率은 78%로 增加한 것으로 分析 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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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I 88년도 까지는 在來式 採행에 의한 生塵量이 機械化生塵量보다 많은 

比重을 차지 하고 있었으나 機械化生塵 比重의 漸增 結果 89년도에는 在來

式 生塵과 機械化생산이 거의 同-한 水準에 到達 하였으며 그후 機械化

生塵量의 比重이 隔差를 벌려가고 있다. 같은 年代의 期間中 採봤作業場 數

의 在來式 및 機械化 分布에 있어서 95년도부터는 機械化 作業場 數가 在

來式 作業場 數를 앞지르기 始作하여 向後 계속 機械化 作業場 數의 增加

趣勢로 가는 것이 正常的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機械化의 推進趣勢에 따라 作業場當 년평균 生塵量도. 急增하여 

80년도의 9천톤에서 96년도에는 약20천톤으로 增加 하였다. 96년도의 全鍵

O.M.5 1.81톤에 到達한 生塵性(oms)도 作業場當 生塵量과 同-한 上昇 趣

勢를 維持하고 있다 

2. 機械化 推進賣樓

機械化 元年인 80년도부터 徐徐히 機械化 作業이 始作되 어 91년도 부터 

는 램프혜이 抽擊裝備가 石歲鍵에 裝備 現代化 事業의 -環으로 國內 행鍵 

에 처음 導入된 것은 特記할 事項이다 

三隆옮座의 정암광업소에서는 抱擊I 支保/ 積載/ 運搬部門에 걸친 一式의 

램프왜이 裝備를 國內 t용鍵으로서는 처음으로 抗內作業에 投入하여 92년도 

에는 이들 裝備를 이용하여 玩內 45야1L에서 水平 主運搬抗道， 運搬連結抗

道/ 採꼈크로스갱도퉁 骨格抗道 를 햄聲하여 生塵準備를 完7하였으며 93년 

도 행鍵機械化 기술세미나를 通하여 無軟道 事業의 技術狀況/ 事業施行 內

容의 紹介發表와 450ML 抗內 無뼈L道사업장 現場을 公開함으로써 t윷￡廣機械 

化에 새로운 局面을 提示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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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國資i原鼎究所 主f崔/ 通商塵業部가 後援하는 뚫鍵機械化 기술세미나를 

94년도에는 11월 4일 太白市 所在 대한광업진흥공사 太白事業所에서 大韓

石꼈公社 장성광업소 및 화순광업소에서 “체인콘베어의 構造改善 및 幕樓

用運搬機 開發” 및 11幕場 機械化裝備의 合理化 運營“ 에 대하여 昭究發表

를 하였고 大韓鍵業振興公社에서는 "~鍵 機械化 지원 對策“을 主健측인 

韓國資源鼎究所에서는 ”抗內 無뼈L道 되젤장치 使用對策“ 및 ”石행鍵 切빼 

機 實用化鼎究“퉁이 發表되어 沈帶되어있는 탄광에 새로운 機械化의 普及

據散이 推進 되었다 

95년도에는 10월 17일 역시 태백시 所在 大韓鍵業振興公社 太白事業所에 

서 탄광기계화 기술세미나를 開{崔 實施하였고 本 세미나에서는 

1) 鍵山保安該斷事項 (한국자원연구소) 

2) 장성 제2수갱 周圍嚴盤 題動分析과 뿔행라이닝 安全性 該斷 및 

Hopper캅L 鋼훌에 관한연구 (대한광업진흥공사) 

3) 電氣發破機 改善 (주 경 동) 

4) 玉石穿孔機를 利用한 長孔發破 採행法開짧 (대한석탄공사) 

5) 鍵山廢水 處理技術동의 발표를 通하여 沈帶되 어 있는 石꼈鍵 技術開짧 

에 活力을 불러일으컷고 本 세미나도 많은 꼈鍵技術者의 參與로 뜻밖 

의 盛況리에 끝나게 되었다 

96년도에도 같은場所에서 11월 7일 행鍵機械化 技術 세미나를 다음과 같 

은 主題로 採擇하여 성황리에 實施하였다 

1) 地下採拖에 따른 地表沈下 憂慮지역에 대한 地盤安全性 鼎究 (한국자 

원연구소) 

2) 행鍵機械化 支援 成功事例 (대한광업진흥공사) 

3) 長孔 穿孔機 固定틀改善 (주 경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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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抗內 昇口下部 뚫車 入換裝置開發 (대한석탄공사) 

5) 制細發破 공법과 設計變數 (한국자원연구소)에 대하여 많은 뚫鍵關聯 

技術者 및 業體에서 參席하여 軟新하고 誠意있는 鼎究內容 및 발표자 

들의 熱情과 參席者들의 열띈 參與로 세미나가 끝날때까지 健全한 討

議와 새로운 技術改善에 대하여 많은 收種을 얻는 참된 세미나가 實施

되었음 

第2節 없鍵 機械化 했果分析 

t용鍵 機械化의 效果分析은 지금까지 施行되어온 慣行에 따라 本格的인 

행鍵 機械化의 元年으로 看做되는 80年度를 基핵흥年度로 하여 96年度의 t윷 

鍵實績을 원단위 또는 總對 物量面에서 比較하여 그 結果를 經濟的 效果로 

換算하는 方法으로 逢行 하였다. 

本 章에서는 96年度의 機械化 效果의 分析을 逢行함에 있어서 基本 前提

가 되는 各種 用語의 定意/ 諸般 꼈훌廣作業 實績과 活用된 各種 關聯 根據資

料/ 資料의 分析 計算의 方法 等에 對하여 記述 하였다. 

1. 機械化 했果分析의 基本離홉과 方法

(1 ). 벚鎭 機械

t용鍵 機械化 對象部門은 採빚l 抽進/ 保행等 城內 直接 作業部門을 비롯 

하여 積猜/ 運搬 排水/ 通氣l 保安， 選옮I 動力等 抗內外의 모든 間接部門을 

網羅할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從前의 慣行(方法)에 따라 뚫鍵作業中 가장 

比重이 큰 核心 作業分野이며 t찾層 與件과 作業條件上 機械化가 가장 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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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採옮作業場에서의 作業에 限하여 빚鍵 機械化 對象 部門으로 取根한다. 

採뚫作業場에서의 作業의 種類는 採鋼I 積載/ 運행/ 支保I 資材運搬으로 

區分되며 採행 機械化는 採鋼과 資材運搬이 動力化되고 積載와 運행이 動

力化 또는 重力運搬 되며 抗道保抗率이 顯著히 減少되도록 행道支保가 施

工되는 것을 意味한다. 

(2). 採벚 作業場

採옮 作業場은 採행을 텀 的으로 -元의 採행幕埈(生塵個所)들을 構成 하 

기馬하여 上部/ 下部抗道間의 t월層을 水平方向의 一定 區劃(區間)으로 區分

하여 運營하는 하나의 探횟 單位區域 이 다. 

(3). 採벚法 

採t월法의 種類는 從前의 慣行(方法)에 따라 採윷 作業場에서의 -連의 作

業이 어느程度 調和를 이루어 效率的인 採밟이 可能한 機械化 採횟을 新探

밟 이라고 하고/ 機械化가 않된 在來式 憶願힘 探뚫에서 어느 -部分의 作

業이 機械化된 境遇는 裝備投入에 依한 機械化 採행이라고 定意한다. 

(4). 機械化 率

t양鍵 機械化率은 新採행法과 裝備投入에 依한 機械化 生塵量이 全體生塵

에 對하여 려하는 100分率(%)로서 表示한다. 

新採옮法은 中段 碼備*l 中段빼落/ 長孔採행等이 該當되는 것으로서 이 

때의 生塵量은 機械化率 100%를 適用하여 機械化 生塵量으로 計算하고l 在

來式 健個힘 採행에 있어서 裝備投入에 依한 機械化의 境遇에는 機械化된 

作業部門에 重要度에 따라 探拖裝備部門의 機械化 時 15%, 資材運搬部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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機械化時 30%, 採握裝備 및 資材運搬 部門의 機械化 時 100%의 機械化率

을 基準으로 하여 그 採행 作業場 에서의 機械化 生塵量으로 한다. 

(5). 成果分析의 方法

t윷鍵 機械化의 成果分析은 候鍵 機械化가 本格化된 元年이라 할수있는 

80年度를 基準으로 하여 基準年度(80年度)의 各種項 텀 의 實績↑直와 分析 當

該當年(96年度)의 該當 實績↑直를 比較하여 增/ 減 差異를 算出한다 

그러나 이와같이 基灌年度의 實績↑直와 分析 該當年度의 實績↑直와의 差異

로 單純 比較 하는 것이 不合理한 境遇에는 基準年度의 作業水準을 나타내 

는 各種 單位當 實績↑直 郞 원單位를 基準으로 이를 分析 當該年度(96年度)

의 生塵量에 相關시켜(比例 또는 遊比例的) 加工/ 算出한 物量數↑直를 該當

年度의 實體數{直와 比較하여 增l 減 差異를 計算 하거나 이를 經濟的 效果

로 換算하는 方法을 取한다. 

2. 主쫓 했果分析 關聯頂딩과 96年흩 賣續

96年度의 棒行 t윷鍵數는 石公 3個 t용鍵과 民營행鍵 8個로 都合 111固 옮 

鍵으로 據行되고 있다 

生塵規模로 보아 東原， 三윷l 慶東/ 韓寶의 4個 民營꼈鍵을 主要 民營행鍵 

이라고 할수있으며 其他의 民營4개의 民營t윷鍵은 便宜상 中小뚫鍵으로 分

類하여 t윷鍵別 또는 集團別의 各種 實績{直를 根據로 하여 效果分析을 施行

하였다 

石公과 主要 民營꼈鍵 以外의 其他 중소꼈鍵의 境遇에 있어서 確實한 實

績數↑直가 없는 境遇가 있으므로 이에 對하여는 適iE視 되는 基準數↑直를 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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入 하여 하나의 指示數植로서 全體t윷鍵에 對한 琮合↑直를 推定 導出하는 方

法으로 效果分析을 수행하였다 

機械化 元年으로부터 投資效果를 보면 연도별 t윷鍵機械化의 事業費 및 

政府補助類은 機械化 元年인 80년도에는 25개탄광에 全體事業賴 3，433百만 

원중 政府補助類이 2，006百만원으로 始作하여 繼續 增加趣勢였으며 83년부 

터 增加趣勢가 加速化되어 生塵이 活性化되면서 棒行윷鍵이 69개탄광으로 

機械化 事業類이 16，483百만원/ 政府補助金觀이 7，930百만원으로 增加하여 

86년도에는 國內旅鍵 史上 由來없었던 183개 據行t윷鍵에 最大 事業觀인 

34，843百만원과 政府補助 11，480百만원이 投資되어 87년도에는 國內 , 生塵

最大↑直인 2천4백 만톤을 達成하는 커다란 效果를 보았다 

그후 90년도부터 國內 石행塵業 全般에 불어닥친 不景氣로 인하여 t용훌훌 

機械化 事業도 차츰 不振하기 始作하여 棒行t용鍵數도 石밟훌훌 合理化事業에 

突入하면서 繼續 不振을 免치 못하고 運營되어 오던중 94년도부터 國內 石

꼈生塵 減量政策에 의하여 政府가 國內 행據 중 長期的으로 維持할 수 있 

는 11 7~ 棒行중인 행鍵을 選定(석공산하 3개탄광l 민영 8개 탄광) 하였다. 

이로 因하여 94년도부터 t윷훌훌 機械化事業이 極히 不振하여 棒行鍵山 117~ 

행鍵에 事業費 12，349百만원l 政府補助 6，360百만원이였고 95년도에는 事業

費 7，462百만원/ 政府補助 6，360百만원， 96년도에 는 事業費 4，170百만원/ 政

府補助 2，407百만원으로 極히 低調한 實績으로 나타나고 있는 實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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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없鍵機械化 成果分析 內容

1. 벚훌훌機械化事業 推進.續 및 現況

구 τ 님r ‘91 ‘92 ‘93 ‘94 ‘95 ‘96 비고 

。 生훌훌 

*훌生훌훌 (천론) 15, 068 11 , 970 9, 442 7, 438 5, 719 4, 951 
훌훌械化 8, 784 7, 524 6, 411 5, 355 4.289 3, 862 
機械化짧 58.3 62.9 67. 9 72. 0 75.0 78.0 

。 作業뿔 

계 (개소) 956 760 598 367 298 248 

홈홉械化 177 442 311 197 169 152 
在來式 779 318 287 170 129 96 

。 O.M. S (론/공) 

全 훌훌 1. 65 1. 60 1. 61 1. 63 1. 68 1. 81 

石公 1. 39 1. 32 1. 29 1. 32 1. 49 1. 44 

民營 1. 76 1. 76 1. 83 1. 86 1. 88 1. 95 

。 從業員 數(명 ) 32, 561 26 , 021 19 , 461 14 , 925 9, 871 9.968 

。 뾰質(Kcal!Kg ) 4, 370 4, 449 4.489 4, 735 4, 706 4.914 

。 開웰計數 2.12 1. 51 1. 05 1. 14 1. 38 1. 34 

。 훌山淡害 (명) 

全 훌훌 2, 843 1, 916 1, 521 934 327 260 

死亡 74 74 57 53 16 27 

重훌훌홉 2, 769 1, 842 1, 464 881 311 233 

百萬론당 4.9 6.2 6.0 6.2 6.5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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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줄國벚훌훌 生훌 및 機械化生훌量 

(96년 말 현재) 

h찾훌名 生 흩 (톤) 機械化 生훌훌 (론) 

장성 889 , 700 789 , 840 

도계 457 , 700 371.721 
石公

화순 429 , 500 345 , 250 

를十 1, 776 , 900 (35.9%) 1, 506 , 811 (84 . 8%) 

경동 1, 000 , 096 821 , 079 

동원 716 , 406 510 , 812 

삼탄 563 , 786 447 , 156 

한보 447 , 788 345.170 

民營 태백 192.598 142 , 989 

태맥 142 , 025 114 , 646 

마로 63.173 41.125 

영월 49.000 30 , 331 

計 3, 174 , 872 (64.1 %) 2, 453 , 308 (74.6%) 

ι口i‘ 計 4, 951 , 775 (100%) 3, 862 , 384 (78. 0%) 

3. :0公 및 民쏠벚훌훌 對t~

(96년 말 현재) 

구 τ 님r t용훌훌훌a 生훌훌(톤) 機械化 生훌훌(톤) 機械化寧(%) I 
石 公 3 1, 176 , 900 1, 506 , 811 84 . 8 

主要民營 4 2, 728 , 076 2. 136.083 78.3 

其他民營 4 446 , 796 317 , 225 71. 0 

*뽕 計 11 4, 951 , 775 3, 862 , 384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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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96年度 쯤 벚鎭~U 機械化率 賣橋

石公(3개 탄광) . 主要民營행鍵(4개 탄광). 其他民營행鍵(4개 탄광) 

훌홉械化 採행 

t셜훌훌別 一般採행 
裝備使用 新採t용法 計

장성 10.1 39 . 6 50 . 3 89.9 
도계 16. 6 37.5 45. 9 83 . 4 
화순 18.8 23. 9 57. 3 81. 2 

計 15. 2 33.6 51. 2 84.8 

동원 28.0 38. 0 34.0 72.0 

삼탄 19.8 43. 5 36. 7 80.2 

경동 16. 9 47.0 36 . 1 83 . 1 

한보 21. 8 27.1 51. 1 78.2 

計 21. 6 21. 9 39.4 78.3 

태백 24.2 19.6 56.2 75.8 

태맥 18. 8 32.2 49.0 81. 2 

마로 34 . 9 21. 0 44. 1 65. 1 

영월 38.1 15. 0 46.9 61. 9 

計 29.0 21. 9 49.1 71. 0 

平 k염 21 , 9 31. 4 46.5 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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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民營벚鍵의 機械化率 檢討

t용훌훌íJU 生塵量 機械化生塵量 흩홉械化g홈 備 考

동원 716.406 515.812 72.0 

삼탄 563 , 786 452 , 156 80.2 

경동 1, 000 , 096 831 , 079 83. 1 

한보 447 , 788 350 , 170 78.2 

其他民營 446 , 796 317 , 225 71. 0 

計 2, 728 , 076 2, 097 , 890 76. 9 

6. 쯤 벚훌훌別 ‘96年度 現況

O_M_S 훌훌山X害 
t셜훌훌名 t셜質 開抗計훌t 

採t셜 全훌훌 死亡 裡헤g 重웰g 百萬톤 

장성 6.34 1. 49 4, 867 0. 67 8 30 4. 4 

도계 6. 27 1. 31 4, 903 3 31 1 7.6 

화순 5, 84 1. 52 4, 853 0.71 3 11 25 9.1 

경동 8.32 2. 13 4, 993 o. 74 21 2.2 

동원 5. 76 1. 80 4, 397 2.40 2 10 26 5.3 

삼탄 9.00 2.19 4. 455 1. 29 1 22 4. 1 

한보 6.00 2.00 4, 621 1. 27 16 16 1 7. 3 

태백 7.85 2.16 5, 100 1. 47 10 7 8.8 

태맥 10. 7 2.22 5, 114 2. 15 8 6 9.8 

마로 5.21 1. 91 6, 330 

영월 3.82 1. 21 4, 420 

LJS혐빛 

計
6.83 1. 81 4.914 1. 34 27 116 117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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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歲鍵機械化 支援實績

1. 職 要

機械化探웠 元年인 '80년도부터 大韓鍵業振興公社를 통하여 國庫補助로 

행鍵機械化를 支援하게 된이래 韓國資源鼎究所를 비롯하여 國內 鍵業系와 

關聯機關동은 採챙法 改善/ 運搬의 機械化I 鋼餐能率 向上 및 행質향상동을 

위하여 國內 石꼈鍵 實情에 적합한 技術開發 및 先進外國技術을 導入하여 

必要 個所에 적절하게 適用하여 國內행鍵業界에 生塵性向上과 技術開發에 

많은 寄與를 하여 왔다고 본다. 

이에 따라 *惡한 國內石뚫塵業에 새로운 活路 模索을 위하여 深部開發

基盤造成I 不足A力 對處r 裝備의 大型化/ 採행法 改善/ 幕場採옮 機械化둥 

의 새로운 機械化로 生塵性 向上의 極大化를 이루었다. 

까論 이러한 課程을 거쳐 오늘날 機械化 78%에 도달 하였으나 이는 나름 

대로 많은 試轉을 겪고 왔다고 볼수있다. 

새로운 機械나 裝備의 適用試驗 過程에서 現場作業者들의 fê否I 不足한 

技術力/ 多樣한 石봤嚴存 樣願동에 의하여 計劃을 隨時로 慶更하는동 여러 

가지 生塵差봤을 招來한것도 事實 이 었다. 

그러나 近來에 불어닥친 石꼈塵業의 不景氣로 인하여 展望도 不透明하며 

政府는 政府대로 별다른 對策이 없으며 石뚫業界의 投資意志는 훌縮되어 

행鍵機械化 事業도 새로운 轉機를 마련하지 않으면 現在 補助되고 있는 政

府補助도 繼續 補助 한다는 保障도 없으므로 이를 克服 하여야 한다는 굳 

은 覺惜가 없이는 石빚塵業의 發展도 向後 保障할 수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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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벚훌훌機械化 支援담eg 

國內 石꼈鍵開發에 生塵原價 節減方案의 一環으로 生塵性 향상을 위한 

機械化施設 및 裝備둥 機械力을 投入하여 t울質向上과 아울러 安全度를 提

高하고 A力을 機械力으로 대채하여 持續的으로 長期的인 開發 方法으로 

모든 與件을 追求 하고져 함. 

3. 벚훌훌機械化 支援對象

。支援對象

部門別 主要對象 施設

。 探h설裝備 

- 採행改善裝簡 및 採抽裝備

- 幕훌훌運搬裝簡 및 支保材

採t용훌홉械化 。 抽進裝備

- 抽훌훌裝備 및 硬石積훌裝置 

。 運搬裝備

。 훌縮機 

選t월施設 
。 運b상뼈設 및 裝簡

。 建第物

。 抽下工事費

堅~ô휠훌g 
。 據훌機室둥 永久裝備의 購入

。 附帶施設 工훌費 및 堅抗關聯
(民홈뾰훌훌에 限함) 

施設

。 많存施設의 交替

其他裝簡
。 試驗， 數育用 빛 共同活用

裝#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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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裝備本體의 附屬시 

셜은 裝備本體에 揮

하여 支援對象 으로 

할-A「시2λ운 。:1.



4 벚鎭機械化 支援現況

。 國庫補助 支援現況

年度別 ~道抽進 t용훌훌機械化 

1980 5.483 2. 006 
1981 10. 725 2.807 
1982 9.612 7. 501 
1983 10.125 8.208 
1984 10.832 7.699 
1985 12.620 10.960 
1986 13.380 11.480 
1987 14.307 11.822 
1988 14.419 11.708 
1889 14.308 9. 424 
1990 10. 134 11.288 
1991 9.853 11 . 077 
1992 10.644 12.878 
1993 6.817 9.000 
1994 3. 774 6. 360 
1995 3.302 4.176 
1996 2.265 2.487 

計 162.600 139.606 

。 행훌廣機械化 支援實績

區分
(91 년도) (92년도) (93년도) 

支擾金 支援金 支援金

民營t셜훌훌 8.976 11 . 722 8.014 

石행公社 2.101 940 969 

훌훌振公 126 17 

韓寶m 90 

計 11.017 12.878 9.000 

支援寧 70%이내 70%이내 70%이내 

機械化寧 58.3 62.9 6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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安全施設 計

1.908 9. 397 
2.158 15.690 
2.323 19 . 436 
1. 624 19.957 
1.992 20 . 523 
2.856 26.436 
2.601 27.461 
3. 147 29.276 
3.360 29 . 487 
4. 815 28.547 
4.527 25.949 
4. 343 25 . 273 
4.622 28.114 
3.034 18.851 
2.904 13.038 
3.049 10 . 527 
2. 724 7.476 

51 . 987 355.468 

(94년도) (95년도) (96년도) 

支援金 支援金 支擾金

4.196 2.489 l. 512 
2. 136 1.257 744 

28 430 150 

6.360 4.176 2.407 

50%이내 50%이내 50%이내 

72.0 75.0 78.0 



제5장 結 論

금번 鼎究에서는 φ 道漢鍵業所의 原價節減 方案으로 同 購業所의 繹↑煩

힘層을 대상으로 柱房式 採옮法을 設計했으며 @ 切뚫 및 적탄 機械化을 

위한 plough를 사용하는 chock 採꼈法을 (주)경동 상덕鍵業所에서 試驗중 

에 있으며 @ 뚫鍵機械化 成果分析을 수행했다. 

1. 道逢續業所 績{煩힘↓層의 採벚法 改善을 위한 柱房式 採벚法 設計.

道漢鍵業所 中央抗의 羅{煩힘層은 평균 {煩힘가 15。이며 평균옮福이 2m이 

고 행層은 굳다. 현재 사용중인 採행法은 sub 採행法으로서 중심간격 9m의 

행中昇을 평행되게 굴착한 후 행中昇 간의 t용柱를 採拖하기 위하여 옮中昇 

의 좌우 꼈藍을 1-2m 파내어 採握하고 중간 h 가량의 잔주는 보안행柱 

로 남겨둔다. 

本 採빚法의 단점은 보안밟柱를 남겨둠으로서 採取率이 낮고/ 採抱이 生

塵性이 낮은 探揮밟에 주로 의존함으로서 生塵性이 낮다. 

同 探행法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採행法을 設計하기 위하여 

호주의 柱房式 探꼈法의 作業方法 및 適用性을 조사했다. 

柱房式 採꼈法중 Wongawilli採빚法이 適用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어 手作

業에 의한 Wongawilli 探빚法을 設計하였으며 '98년 1월경에 現樓適用試驗

을 수행할 계획이다. 

同 採웠法의 기 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1) 安全率 向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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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採取率 向上 53% • 70% 

(3) 作業能率 向上 : 6.48톤/공 • 6.56톤/공 

(4) 原價節減 A件費 141원/톤 + 資材費 988원/톤 = 1，129원/톤 

2. plough어| 의한 切벚 및 樓載機械化 땀{究 

(주)정동과 공동으로 plough 試驗막장을 '96년 하반기부터 통리 3사 5편 

좌2運搬에 준비하여 '97년 2월부터 生塵作業중에 있다. 그간 shear pin의 

절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plough 바닥판을 改善하고 경질 바닥횟의 切剛을 

용이하게 하기위하여 바닥 빗트의 형태를 변경했으며 Face end의 支保를 

改善하여 chock 支保의 전진을 용이하게 하였다. 

'97년 10월까지의 作業實績을 coal pick사용시와 대비하면 다음과 같다. 

구분 coal pick 사용시 plough 사용시 대비 

日투입A員(명 / 日) 60 48 - 12 

日 진행장(cm/ 日 ) 35 46 + 11 

生훌性(톤/공) 8.34 12.5 150% 

日 生훌훌(톤/ 日) 500 600 + 100 

生훌홍鳳價(원 /론) 
9, 048 6, 459 - 2, 589 

(대비용임) 

3. 벚훌훌機械化 成果 分析

'96년도의 機械化 成果를 分析한 結果는 다음과 같다. 

'96년도의 총生塵量은 4，952천톤(석공 1，777천톤/ 민영 3，175천톤)으로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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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비 767천톤 감산되었다. 

'96년도 機械化 사업액은 4，170백만이며 이중 보조액은 2，407백만원이었으 

며 機械化율은 전년도의 75%에서 78%로/ 전광 O.M.5는 1.68톤/공에서 1.81 

톤/공으로 向上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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