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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에서 기존 일반발파와 이중분상 Air Deck 

발파공법의 비교연구

강대우1), 허원호2)*, 양국정3), 박동철4)

Comparison of Blast Fragmentation Efficiencies from Conventional 
Bench and Double Air Deck Charge Blast Methods in Limestone Mine

Dae-Woo Kang, Won-Ho Hur, Kook-Jung Yang and Dong-Chul Park

Abstract Air deck charge blast methods have been applied to improve the fragmentation in open cut bench blastings 
for mining developments. However, during large scale bench blasting operations, there exist some problems such 
as boulder productions due to explosive charge concentration. Especially, in case of lime stone mining, when air 
deck method is applied, there has been unintentionally concentrated on charging because the inside holes are often 
broken by erosion and decomposition. In this study, compared with general blasting, air deck blasting has been 
focused in lime stone mining. In other to maximize its efficiency, inside hole was examined by endoscope  in 
advance and deck charge using air tube was applied to the section in which concentration might be taken place. 
Blasting efficiency, fragmentation, charging reduction rate, and total working hours (from charging to blasting) were 
the main object for comparing, and as a result, air deck was more efficient then the general blasting in all aspects 
except total working hours.

Key words Air deck blasting, Limestone mine, Endoscope, Blasting effectiveness

초  록 국내외의 광산 및 대규모 현장에서는 노천발파 시, Air Deck 발파공법을 사용하여 발파효율성을 높이려 

하고 있으나 이는 공 내부 상태에 따라 장전밀도가 달라짐으로 인해 대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석회석 광산의 경우 침식 용해 작용에 의해 공벽이 확공되거나 손상된 경우가 많아 Air Deck 공법 적용 시 

의도하지 않은 집중장약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 광산의 대규모 노천발파를 대상

으로 사전에 공 내부를 내시경 검사한 후 공 내부에서 장약집중을 야기할 수 있는 구간을 Air Tube를 이용한 

데크차지 공법으로 분상장약(Deck Charge)하여 Air Deck 발파공법의 효과가 온전히 나타나도록 유도하였고 이

를 일반장약 공법과 비교하였다. 비교대상은 전체적인 발파효과, 파쇄도, 장약량 절감율 및 시공속도(장약에서 

발파까지의 총 작업속도)였으며, 그 결과 시공속도를 제외한 나머지 비교대상에 있어 일반장약에 의한 발파공법

보다 Air Deck를 이용한 이중분상 발파공법이 더 효율적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Air Deck 발파공법, 석회석 광산, 내시경, 분상장약, 발파효과

1. 서 론

발파공 내 Air층을 형성시키는 Air Deck 발파 공법

(Air Deck charge blasting method)은 20세기 초 러

시아에서 그 연구가 시작되어 1970년대에 이론화되

었고(1971, Melinkov et al,) 현재 일반적인 노천광에

서 혹은 규모에 상관없이 제어발파의 목적을 위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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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view of limestone mine in Dan-Yang (Sung Shin cement Co. Ltd,.).

용되는 공법으로서 그 효용성에 대하여 이미 잘 알려

져 있다(2006, 강대우 외). 기본적으로 장전밀도를 달

리함으로서 각 부분의 폭굉 에너지를 조절하여 에너

지의 고른 분포를 유도하는 공법 중 하나인 Air Deck 

발파 공법은 원하는 깊이에 정확한 Deck 구간을 형성

하여 폭굉 에너지를 제어함이 기본적이나 국내에서는 

광산을 비롯한 여러 현장의 지질여건 상 불연속구간

이 연속적으로 분포하며 또한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공 내부를 관찰하지 않고서는 Air Deck 발파 공법의 

정확한 시공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석회석 

광산의 경우 내부의 침식작용이 활발하여 대상 암반

에 공동이 존재하거나 또는 천공작업 시의 충격으로 

발파공 내부가 확공 또는 파손되어 의도하지 않은 장

약집중이 발생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괄적으

로 Air Deck 구간을 설정하여 적용하였던 사례와는 

달리 최초 설계 단계에서부터 석회석 광산에서 흔히 

천공벽내에 발생하는 공동(空洞)을 사전에 파악하여 

그 구간에 대하여 Air Tube를 이용한 Air Deck층을 

형성시키는 이중 분상 장약을 실시하였으며, 비교를 

위하여 Air Deck 장전을 적용하지 않은 일반발파를 

수행하였다. 제안된 Air Deck 발파공법의 유효성 검

토는 발파효과, 파쇄도, 장약량 절감율 및 시공속도를 

비교하여 수행되었다.  

2. 실험 현장의 지질 현황 

본 실험현장은 Fig. 1과 같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충북 단양 성신양회(주)의 석회석 광산에서 행해졌다. 

단양지역의 지질은 지체 구조적으로 옥천대 중북부와 

영남육괴에 걸쳐있으며 선캄브리아 시대에서부터 중

생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퇴적층이 복잡하게 분포한

다. 소백산 융괴는 안동단층의 서쪽 연장선을 기준으

로 북동부의 소백산 지역과 남동부의 지리산 지역으

로 구분된다. 이 육괴는 대부분 편마암 복합체, 편암 

복합체와 화강암질로 구성되어 있어 경기육괴의 기반

암류와 유사하지만 남부에 화강암이 대상으로 분포하

는 것이 특징이다. 단양 지역의 선캄브리아 시대 편암

류는 주로 소백산 국립공원 지역에 분포하며 이 지역 

고생대층의 기반암체가 된다.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에 이르는 조선누층

군은 평남분지와 옥천대에 넓게 분포하는데 암상이 

지역에 따라 각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단양지역에

서는 각동드러스트를 경계로 서쪽의 영월형과 동쪽의 

두위봉형으로 구별된다. 석탄기에서 트라이아스기 초

기에 걸쳐 형성된 평안누층군은 무연탄을 협재하고, 

많은 화석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옥천대를 따라 유명

한 무연탄 탄전들이 분포되어 있은데 이곳이 평안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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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al information of limestone mine.

Table 1. The properties of limestone

구분
일축압축강도

(kg/cm2)
Tensile Strength

(kg/cm2)
Young's Modulus

(105kg/cm2) Vp (m/sec) Brittlness Index

  BH - 1 1056.34 130 10.35 4750 12.3

  BH - 2 1093.90 116 12.80 5150 14.5

  BH - 3 1098.59 157  9.67 4810  9.8

자료: 성신양회(주) 자원부 실험실

층군이 분포하는 곳이다. 트라이아스기 말에서 쥬라

기 초기에 형성된 대동누층군 중 남한의 정선-영월-단

양 사이에서 분포하는 육성퇴적층을 반송층군이라고 

한다. 반송층군은 소백산맥 서쪽 10km 거리에 소백

산맥과 거의 평행하게 분포한다.

국내에서 석회석 광체는 석회암 또는 변성탄산염 

암층의 분포지를 따라 부존된다. Fig. 2와 같이 석회

석 부존 지층의 지질 및 지역 특성상 대개 4가지 유형

으로 구분된다. (1) 갑산층 및 영흥층의 석회암형 석

회석, (2) 풍촌층 및 막골층의 석회암 내지 대리암형 

석회석, (3) 옥천계 대리암형 석회석 및 (4) 선캠브리

아기 대리암형 석회석. 이 중에서 부존 규모로나 활용 

면에서 중요한 석회석 광체는 제천-단양 지구와 영월-

정선-삼척 지구에 주로 분포하는 (1)과 (2)의 유형들

이다. 특히 이들 유형의 석회석 광체들은 대부분 고품

위 석회석을 이루기 때문에 관련 학계나 업계에서 연

구와 개발 대상으로 가장 많이 취급되고 있다.

 제천-단양 지구에서는 평안누층군의 갑산층과 조

선누층군의 영흥층에서 고품위 석회석이 산출된다. 

이 지역의 석회석 광화대는 열수변질을 비교적 약하

게 받아 석회암의 원래의 암상을 어느 정도는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3. 현장 암반의 역학적 특성

3.1 대상시료 

조사지역은 갑산층에 해당하며 암종은 석회석형 석

회암으로 실험실내 시험에서 사용한 암석시료는 대표

적인 암종을 얻기 위하여 표토를 제거한 후 풍화작용

을 받지 않은 신성한 암반에서 부분적으로 채취하였

다. 시험의 정밀도를 높이기 위하여 육안으로 절리가 

보이지 않고, 충분한 크기의 코아(Core)를 얻을 수 있

는 3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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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ynamic behavior of Air Deck charge blasting 
method.

3.2 강도실험결과 및 암반분류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에서는 지질학적 변수의 영향

이 지배적이고, 심부의 지하굴착의 경우에는 초기응

력상태 또는 응력 재분포에 관련된 변수가 지질학적 

변수보다 우세하며, 지표굴착 또는 천부지하암반 굴

착에는 무결암 강도, 절리간격, 절리상태, 불연속면 

방향, 지하수 상태 등과 같은 지질 구조적 특성의  변

수가 중요하다. 즉, 실내실험에서의 무결암 강도는 암

반강도의 최대한계를 나타내므로 암반분류체계에서 

한 분류변수로 포함되며, 다른 변수로서는 절리간격 , 

불연속면 상태(거칠기, 연속성, 틈간격, 절리면의 풍

화도, 충전물), 절리방향, 지하수상태(유량, 수압) 및 

현장응력 등이 있으며, Table 1은 본 현장 석회암의 

암석물성이다.

현지 암반에서 채취한 3개의 시료의 압축강도시험 

결과는 1056.34Kg/cm2~1098.59Kg/cm2
으로 나타났다.

3.3 Air Deck 발파공법의 이론 

최초 발파공 상부의 주상장약장과 전색장 사이를 

마게(Cap)로 막아 일차적으로 전색장을 줄이고 공내

부 압력을 증대시켜 벤치발파에서의 파쇄도를 높임으

로서 삿갓형태의 잔류석(Blasting Overhangs)을 방지

하고자 사용되었다. 1971년 러시아의 Melnikov 와 

Marchenko에 의해 제시되었으며 1979년 Melnikov

가 공 내부의 빈 공간에서 작용되는 압력에 대해 정의

하였다(1979, Melinkov et al,). 

Melinkov와 Marchenko의 이론에 의하면 1차 폭굉

에너지가 공내에서 발생하여 빈 공에서 상하 좌우의 

반복운동을 하며 상호 충돌하여 2차적인 폭굉파를 생

성하는데, 이러한 2차 폭굉파(Secondary Shock Wave)

의 반복적인 생성이 공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암석

의 발파에 필요한 폭발압력(After shock로 표현되는 

압축파 형태의 에너지가 아닌 인장응력)을 증대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최초 발생되는 압축파를 상

쇄, 감쇄 또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운동에너지 

형태에서 공벽에 대한 압력으로 변환시킴으로서 파쇄

도(Fragmentation)의 증대를 도모한다고 서술하고 있

다. 이러한 Air Deck 발파 공법의 이론은 1985년 

Kinney 와 Graham에 의해 공식화 되었다(1985, 

Kinney et al,).




               (1)

여기서, M = 공당 장약량 (kg)

n = 내부기체의 몰수

R = 일반기체상수

T = 내부가스의 온도

S = displacement of the pressure front

C1, C2 = empirical constants

  

1993년 Moxon의 공동연구에서 오늘날 사용하는 

형태인 장약장 중간지점에 대한 Air Deck 공법이 제

시되었다(1993, Moxon et al,). 이것은 상부의 장약과 

하부의 장약이 동시에 기폭하여 발생되는 운동에너지

가 공 중간에 형성된 빈공에서 상호 충돌하여 폭굉압

으로 변환됨으로서 기존의 1개 지점에 대한 기폭방식

보다 10~100배의 공내 압력상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외에, Air Deck 발파 공법은 일반 데크차지(Inert 

Stemming Deck Charge Method)에 비하여 앞서 언

급한 Air Deck층에서의 운동에너지 전환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2001, 신기술 512호, 강대우 외) 폭약

의 장전밀도를 극도로 조절할 필요가 있는 제어발파

(Control Blasting)를 제외한 일반적인 대규모 발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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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form of self support Air Tube.

이루어질 경우, Air Deck 발파 공법을 사용하는 것이 

작업성 및 경제성을 고려할 때 타당하다. 또한 일반적

으로 9.0m 이상의 천공장을 가지는 대규모 발파에서

는 벤치 하부의 완전한 컷팅을 위한 하부장약량이 확

보되어야 하므로 큰 구경의 천공을 하며 이 경우 상부 

장약이 과장약 되는 경향을 피하기 어렵다. 이러한 과

장약의 문제를 보완하고 동시에 상부 파쇄도를 확보

하기 위한 방법이 발파공 내부에 Air Deck층을 형성

하여 전체적인 장전 밀도를 낮추는 방법으로서 Air 

Deck 발파 공법이 쓰이고 있다. 

4. 현장 적용 실험

4.1 자립형 에어튜브(Self Support Air Tube)

본 연구에서는 기존 사용되어지는 다양한 Air Deck 

발파 공법 중 공내에서 기울어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립형 에어튜브(Self Support Air Tube)로 Air Deck 

구간(Air Gap)을 형성하였다. 자립형 에어튜브(Self 

Support Air Tube)는 기존 국내외에서 시공한 에어볼

(Air Ball), 가스백(Gas Bag), Vari-Stem 및 Power 

Deck 공법의 시공성을 극복하기 위해 만든 것으로 대

구경 공에서 탁월한 시공성 및 안정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그 모식도는 Fig. 4와 같다(2007, 

강대우 외).

각각의 공법들은 장단점이 있으며, Air Deck 구간

의 형성 시 가장 먼저 충족되어야 할 사항은 ‘설계된 

위치’ 에 ‘설계된 길이’ 만큼 Air Deck 구간을 형성할 

수 있는가 하는 것으로 자립형 에어튜브(Self Support 

Air Tube)와 가스백(Gas Bag)) 공법이 그 요구사항을 

충족하였다. 또한 본 실험이 이루어진 현장에서 주폭

약으로 벌크 에멀젼 계열의 폭약을 사용하였다.

4.2 발파공벽 내시경 촬영 및 손상구간 확인

일반적으로 발파공은 텡스텐 합금 등으로 이루어진 

비트날을 고속 회전하여 암반을 연속적으로 강제 타

격함으로서 생성되는데 이러한 비트의 타격 시 충격

량은 암반의 강도에 비례하여 공동과 확공이 발생한

다고 알려져 있다. 일반적으로 회전하는 비트의 충격

에너지가 암반 내부의 불연속면을 타격할 경우 공벽

이 허물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풍화암 또는 암반의 절

리가 많을수록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이때 발생

된 공 내부의 파손된 구간은 드릴 비트 직경의 수배에 

달하는 경우도 있어 만일 그대로 장약할 경우 파손된 

구간이 일종의 확대공(Chamber)역할을 함으로서 과

장약을 초래하게 되어 과장약으로 인한 폭약량의 증

가는 물론이고 폭약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다. 특히 분

말형태의 초유폭약이나 벌크폭약의 경우에는 장약 후 

회수가 불가하므로 사전 점검하여 공 내부를 확인하

여 장약작업 전 기존 공동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방

법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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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view of test site.

Table 2. Drilling patterns

             Items
Test No.

Hole Dia. 
(mm)

No. of holes 
(ea)

Bench height 
(m)

Hole depth 
(m)

Burden 
(m)

Hole spacing 
(m)

BenchⅠ Conventional
102

17
15.0 17.0+α 4.0 4.5

Air Deck 12

BenchⅡ Conventional
 89

16
13.0 15.0+α 3.5 4.0

Air Deck 14

BenchⅢ Conventional
102

11
15.0 17.0+α 4.0 4.5

Air Deck 11

BenchⅣ Conventional
102

14
15.0 17.0+α 4.0 4.5

Air Deck 17

공 깊이가 깊어질수록 이러한 문제점은 두드러지며 

또한 석회암질의 경우에는 암층 내부에 자연동굴형태

의 동공을 형성하고 있는 경우가 많아 만일 석회암층

에서의 발파작업 시, 내부 동공을 사전에 파악하지 아

니하고 발파작업이 진행될 경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모든 석회광산에서는 천공 후 내시경

을 삽입하고 발파공 내부 상태를 점검하는 시스템이 

필요한데도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자체 제작된 발파공 내시경 촬영 시스템

을 사용하여 각각의 발파공 내부를 영상촬영 하였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Air Deck의 위치를 조절하였다. 

4.3. 실험 현장

현장실험 위치는 성신양회(주) 단양공장의 기존의 

일반 발파공법과 Air Deck 발파 공법을 서로 비교할 

수 있는 인접부지로 두 개로 벤치로 결정하였다. 각 

단의 중간지점을 좌우로 분할하여 기존의 일반발파 

공법과 이중 분상 Air Deck 발파 공법을 각각 적용하

였으며 발파제원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파쇄도 분

석을 위해 벤치 사면의 윤곽이 온전하게 나타나야 하므

로 버럭처리가 완전히 이루어진 사면으로 설정하였으

며 그 외 발파 대상암의 물리적 성질 외, 품위, 위치, 

레벨 등은 실험 위치 선정시 고려대상에서 제외되었다.

본 실험 위치의 벤치형상 현황은 Fig. 5와 같다.

4.4 현장에 적용한 기존 일반 발파 패턴 및 Air Tube를 

이용한 발파 패턴

본 현장에서는 각각의 벤치에 89~102 mmφ 비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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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MEX 
(Emulsion+ANFO)

Primer NewMITE Φ50mm

Air Tube 
1.5m 1.0m Φ80mm 2ea

stteming zone 4.0m → 3.0m 

 (a) Convention bench blast (b) Air deck charge blast

Fig. 6. Explosive charge systems.

Fig. 7. Normal borehole condition (Nor limestone caves and cracks).

89mmφ의 경우 15.0m, 102mmφ의 경우 17.0m 천공

하였으며 각 벤치당 기존 발파 패턴 1회, Air Tube를 

이용한 이중 분상 발파 패턴 1회씩 총 8회 발파 실험

하였다. 천공 제원은 Table 2과 같다.

벤치Ⅱ의 경우 잡석처리 및 진입로 확보를 위한 발

파가 이루어지는 벤치로서 기 설계된 일반적인 발파

제원과 상이하나, 본 실험은 발파 효과 자체에만 주안

점을 두기 때문에 모두 포함하여 실험하였다. 

아래의 Fig. 6에서와 같이 (A)는 기존의 전형적인 

one charge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B)는 더욱 정밀

한 Air Deck 발파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이중 분상 

Air Deck 장약(double Air Deck charge)의 형태를 띠

고 있다. 

 

4.5 발파공의 공내 내시경 검사

Air Deck 발파를 위하여 각각의 천공된 발파공에 

장약 전 내시경을 삽입하여 각 내부를 관찰하였다. 관

찰항목은 지하수 유무, 지하수위, 확공 확인, 동공의 

유무 확인 등이며 기타 특이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

사하였다. 관찰결과 예상했던 바와 같이 지하수 및 내

부 동공이 발견되었으며 일부 공 내부에서 파손이 진

행되어 확공된 모습이 발견되었다.

실제 내시경 관찰화면은 다음과 같다.

대부분의 공 내부는 Fig. 7과 같이 공벽의 상태가 

일정하며 균열 및 절리없이 천공방향을 따라 균등하

게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내부 상태를 가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발파공(Blasthole)이며 이 경우 천

공각의 오차가 크지 않을 경우 문제의 소지 없이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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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amaged section in borehole.

Fig. 9. Limestone cave (liming) of in-borehole (similar with sponge).

1. Bulk Emulsion
(over charged along cracks)

2. Air Tube
(free from over charge)

3. ANFO
(over charged partially)

Fig. 10. Schematic illustration of over charging in borehole.

가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Fig. 8과 Fig. 9에서 보이

는 불량한 구간은 암반 내부에 존재하는 무수한 불연

속적인 지점(Discontinuous Zone)이 드릴비트의 충격

에 의해 심하게 파손되거나 지하수의 작용 등으로 녹

아내려 생성된 일종의 확대공(Chamber)으로서, 이 경

우 의도된 천공경의 2~3배로 확대공이 생성되며 심할 

경우 주변 크랙을 따라 좌우에 위치한 발파공으로 장

약된 폭약이 연결되는 경우도 있다. 

4.6 일반발파와 Air Deck 발파의 장약패턴

발파공에 대한 사전 내시경 관찰결과를 토대로 각 

발파공의 취약부위를 판단하였고, 이러한 취약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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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front view of test bench.

primary explosive bottom charge

install Air Tube column charge

Fig. 12. Charging.

HMX(HiMEX; Bulk Emulsion; 한화)를 대체하여 

ANFO 장약, 또는 에어튜브를 이용하여 에어데크차

지 함으로서 과장약을 방지하고 벤치 전체의 장전밀

도를 동일하게 유도하였다. 확대공 또는 내부 공동이 

존재할 시, 벌크 에멀젼 계열의 폭약은 액상(Gel)이므

로 공벽을 따라 밀충전되는 경향이 있어 과장약을 피

할 수 없다. 이것은 Fig. 10에 과장약 상태를 모식으

로 나타낸 것이다.

이번 실험은 아래 Fig. 11과 같은 형상의 벤치를 선

정하여 각 1/2 분할한 뒤 각각의 분할된 암반에 일반

장약, Air Deck를 이용한 이중분상장약 하였으며 발

파 상세 패턴은 다음의 Table 3에 나타내었다. 주요 

관찰 사항은 천공경, 천공장, 상부/하부 장약량, 취약

지점의 위치, 수공의 존재 여부를 표시하였고 Fig. 12

는 장약작업의 사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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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ging pattern Explosive charge patterns for blast experiments

Bench Dia. of hole
(mm)

Method of 
blasting

The depth of hole 
(m)

Amount of 
explosives (kg)

Weak point
(m)

No. of holes
(ea)

#1
102 Air Deck 16.9~17.7 115~124  3.9

 9.3 12

102 Conventional 16.5~17.5 125~140  5.5
 8.8 17

#2
 89 Air Deck 14.5~15.0  75~80  4.8

 5.6 14

 89 Conventional 14.5~15.1  87~100  3.3
 9.0 16

#3
102 Air Deck 17.0~17.4 117~123  3.3

14.8 11

102 Conventional 16.9~17.5 129~133  3.2
10.8 11

#4
102 Air Deck 15.9~16.2 105 - 15

102 Conventional  9.2~15.5 120  4.1
 6.5 14

Table 4. Charge weight per a hole for conventional bench blasting and Air Deck Charge blasting

Average

Conventional Air
Deck Conventional Air

Deck Conventional Air
Deck Conventional Air

Deck 

Charge (kg) 131.4 120.0 92.3 79.1 132.7 119.5 120.0 105.0

Reduced (kg) 11.4kg 13.2kg 13.2kg 15.0kg

Reducing rate (%) 8.7% 14.3% 9.9% 12.5%

5. 실험결과 및 고찰 

5.1 시험발파 조건

본 현장의 총 4개의 bench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

였으며 각 bench마다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시

험 bench Ⅰ발파에서는 기존의 일반 발파가 17공, Air 

Deck 발파공은 12공으로 하였으며 이때 일반발파에

서의 공당 장약량은 약 125~140kg이었고 Air Deck 

발파공은 공당 약 115~124kg이었다.

그리고 시험발파 bench Ⅱ에서는 일반발파 총 16공

을 공당 87~100kg으로 각각 장약하였고 Air Deck 발

파공은 총 14공으로 공당 75~80kg 장약하였다.

시험발파 bench Ⅲ에서는 일반발파공 11공에 공당 

129~133kg으로 각각 장약하였고 Air Deck 발파공은 

총 11공으로 공당 117~123kg 장약하였다.

시험발파 bench Ⅳ에서는 일반발파공이 14공으로 

공당 120kg 장약하였고 Air Deck 발파공은 총 15공

으로 공당 105kg을 장약하여 실험하였다.

모든 발파작업에 있어 주 폭약으로 bulk emulsion

을, 취약부분에는 ANFO를 사용하였고 기폭약으로는 

emulsion cartridge φ 50mm를 이용하였다. 기폭방식

에 있어 경우 기존 일반 발파에서는 장약장 하단부 

15m지점에 전기뇌관을 사용하여 역기폭하였고, Air 

Deck 발파 공법에는 장약장 하단부와 상단부에 전기

뇌관을 동일한 시차로 이중기폭하였다.

여기서 시험발파 Bench Ⅰ~Ⅳ까지 기존 일반발파

와 Air Tube를 이용한 Air Deck 발파의 폭약 감소량

은 Table 4에 나타난 것과 같이 공당 평균 8.7~14.3% 

감소되었다.

기존에 설계된 본 현장의 일반발파 패턴에서는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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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Information of joint distribution.

Table 6. Outcomes of fragmentation prediction (by Kuz-Ram)

Charging Kuz-Ram Curve

q (kg/m3) Qb (kg) Fr X50 (cm) Xc (cm) n

Bench #1
Conventional 0.33 131.4

8.6

43.8 56.6 1.41

Air Deck 0.31 120.0 46.1 58.3 1.40

Bench#2
Conventional 0.27  92.3 34.1 44.3 1.36

Air Deck 0.24  79.1 39.7 47.8 1.38

Bench #3
Conventional 0.33 132.7 46.4 60.3 1.57

Air Deck 0.31 119.5 48.8 63.1 1.48

Bench #4
Conventional 0.31 120.0 47.5 61.2 1.40

Air Deck 0.29 105.0 49.3 64.4 1.40

Table 5. Joint distribution in Dan-Yang

Site (Mine) Set-1 Set-2 Set-3

BH-1 N44E/69NW N43W/74SW N11W/8SW

BH-2 N28E/85NW N30W/32NE N44W/80SW

BH-3 N40E/80NW N41W/61NE N28W/30NE

색장이 4.0m임에 비해 Air Deck 발파 공법의 전색장

은 2.5m~3.0m로 장약장이 약 1.5m 자유면 방향으로 

상승하였으나 내부 Air Decking 구간이 차지하는 비

율이 2.5m로, 1.5m를 초과함으로 이와 같은 전체 장

약량의 감소가 이루어졌다.

5.2 파쇄도의 분석

절리군의 분석

고품위 석회석이 부존된 풍촌 석회암층은 충북 제

천-단양의  북동에서 남서방향 즉 지나 방향으로 대상 

분포하고 있지만, 습곡 또는 단층으로 인해 주향과 경

사가 교란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성신양회 단양광산

의 절리군 분포는 각 시료채취지점에서 유사한 특징

을 보이며 풍촌 석회암층을 따라 분포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인접한 Set-1을 대표값으로 설정하였다.

해당 지역의 절리군 분포도는 다음 Table 5과 같다.

절리간격

절리간격은 평균 30~50cm 내외로 타 석회석 광산

에 비하여 일반적인 편이며 최대간격은 130cm에 달

하는 것도 있으나 20cm 이내의 절리간격과 같이 분

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실험이 이루어진 대상 벤치에 

대해서는 절리간격을 평균 50cm로 기준하였다.

파쇄도 예측 및 분석결과

Kuz-Ram 모델을 이용하여(1983, Cunningham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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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Fragmentation analysis results for conventional and air deck charge blast

Section Average of size (mm)
(Average of 50%) Top size (mm)

Bench#1
Conventional 194.21  554.71

Air Deck 152.78  599.05

Bench#2
Conventional 176.65  698.31

Air Deck 202.14  775.05

Bench#3
Conventional 388.15 1035.62

Air Deck 140.95  781.38

Bench#4
Conventional 178.83  684.12

Air Deck 163.72  881.67

 

일반발파

Air Deck 발파

Fig. 14. After blasting states.

al,) 파쇄도를 기존의 일반발파와 Air Deck 발파로 구

분하여 예측한 것을 아래 Table 6에 나타내었다.

각 round 당 파쇄된 벤치의 형상을 이미지 프로세

싱하여 각각의 파쇄정도 및 평균적인 파쇄입도를 구

하였다. 이미지 프로세싱은 미국 Split Engineering社
에서 개발된 Split DeskTop ver.2.0으로 처리하였으

며 신뢰도의 확보를 위해 동일 파쇄암군에 대하여 2 

cut 이상의 이미지를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각 파쇄된 암석의 크기는 전반적으로 양호하였으며 

일부 구간에서 매달려 있는 형태의 버럭이 관찰되었

다. Fig. 14와 같이 나누어진 각 발파구간의 파쇄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일정한 길이의 척도(Scale)을 파쇄석

으로 이루어진 사면의 상, 하부에 위치시키고 2 point 

파쇄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에 나오는 Fig. 15~Fig. 18은 8회에 걸친 벤치 

Ⅰ에서 Ⅳ 까지의 기존 일반 발파와 Air Deck 발파후

의 파쇄암석의 평균입도를 분석한 결과이며 지면관계

상 각 구역별 대표적인 분석자료만을 첨부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일반발파와 Air Deck 발파로 구분

하여 측정된 파쇄도 분석의 결과는 Table 7과 같다.

Table 7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총 4곳의 시험 벤치

에서 기존 일반 발파의 평균입도는 176.65mm~ 

388.15mm로 나타났으며, Air Deck 발파의 평균입도

는 140.95mm~202.14mm로 나타나 파쇄도가 향상되

었음을 알 수 있었고 최대입도도 기존 일반 발파는 

554.71mm~1035.62mm로 나타났으나 Air Deck 발

파의 경우에는 559.05mm~881.67mm로 나타나 최대

입도의 크기도 크게 감소하였다.

파쇄 원석의 이동정도

1) 파쇄암석의 겉보기 이동상태

본 현장의 장비 통행과 작업 반경을 고려하여 벤치

의 폭은 약 50m 이상 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노천 밴

치발파의 경우 대형 장비의 통행과 작업 반경을 고려

할 시 최소 20m 이상의 작업 부지가 확보되어야 한

다. 또한 파쇄석의 이동 정도가 원활하지 못한 경우, 

즉 장약의 에너지가 불충분하여 암괴를 밀어내지 못

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대괴가 발생하고 상차작업에 

어려움이 따르는 등 생산성을 저하시키므로 안정적이

고 균일한 파쇄석의 비산거리(이동거리)를 확보해야 

한다.

다음 Table 8는 파쇄 상태의 대한 평가로서 파쇄상

태, 대괴 발생정도, 발파 후 체적의 이동정도를 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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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Ⅰ 일반발파 Bench #Ⅰ Air Deck 발파

Fig. 15. Fragmentation analysis (Bench #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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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Ⅱ 일반발파 Bench #Ⅱ Air Deck 발파

Fig. 16. Fragmentation analysis (Bench #Ⅱ).



강대우ㆍ허원호ㆍ양국정ㆍ박동철 27

Bench #Ⅲ 일반발파 Bench #Ⅲ Air Deck 발파

Fig. 17. Fragmentation analysis (Bench #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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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ch #Ⅳ 일반발파 Bench #Ⅳ Air Deck 발파

Fig. 18. Fragmentation analysis (Bench #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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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Fragmentation assesment

Section
Apparent assesment

Remarks
State Big boulders1) Rock movement (m)2)

Bench #1
Conventional good O 25 overhangs

Air Deck good O 25

Bench #2
Conventional good O 20 overhangs

Air Deck good X 20

Bench #3
Conventional fair O over 45 over throw

Air Deck good O 25

Bench #4
Conventional good X over 45 over throw

Air Deck good O 30

1) 일반적으로 소할암의 기준은 30cm로 인정하나 본 실험부지에서는 겉보기 대괴의 조건으로 1.0m 이상 암괴를 관찰하였다.
2) 확보되어야 하는 벤치의 폭은 20m(작업반경 및 쇼벨 회전 고려)

Table 9. Comparition of charge pace

Conventional Air Deck

Holes
(ea)

Required time
(min)

Average of charging
(min/hole)

Holes
(ea)

Required time
(min)

Average of charging
(min/hole)

Bench #1 17 120 7.06 12 140 11.67

Bench #2 16  90 5.63 14 130  9.29

Bench #3 11  80 7.27 11 110 10.00

Bench #4 14 120 8.57 17 140  8.24

Required time per hole 7.13 Required time per hole   9.8

약 35m 이상

약 25m~35m 

Fig. 19. Distances of rock throw.

그리고 Fig. 19은 파쇄된 암의 비산거리를 나타낸 

것이다.

5.3 장약속도 분석 결과

천공이 이루어진 후 해당 발파공에 대하여 함몰된 

두공을 제외하고 모두 장약작업이 이루어졌으며 장약 

장전차량이 진입하여 해당 벤치의 모든 장약을 완료

할 때까지의 시간을 측정하였다. 장약 중간에 장전차

량의 화약 수령을 위하여 대기한 시간은 측정에서 제

외하였으며 그 외 발파공이 불량하여 작업이 지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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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대기하는 시간은 작업의 일부로 판단할 수 있으

므로 모두 포함하였다.

각 발파공에 대하여 장약작업은 장전차량 준비, 발

파공 확인 및 검사(공 청소), 기폭제 삽입, 주장약, 장

약 중간 검사, 장약완료 검사, 전색 순으로 이루어졌

으며 에어데크차지의 경우 주장약 중간에 에어튜브 

삽입, 에어튜브 삽입 후 검사, 재장약(이중기폭), 상부 

에어튜브 삽입의 공정이 첨가되었다.

6. 결 론

본 연구는 비교적 대규모 발파작업이 이루어지는 

석회석 광산에서 기존 일반발파 방법과 Air Tube 를 

이용한 이중 분상 Air Deck 발파 공법을 비교 시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존 일반발파 공법에 비해 이중 분상 Air Deck 

발파 공법의 장약량은 평균 11.35% 감소되었다.

2) 실험 결과 이중 분상 Air Deck 발파 공법의 전반

적인 파쇄도는 매우 양호한 수준이었으며 일반발

파 공법과 대비하여 약 29.8% 파쇄입도가 감소하

였다. 

3) 이중 분상 Air Deck 발파 공법의 적용 시 벤치 상

단부의 매달림 현상(Blasting Overhangs)이 현저

히 줄어들었으며 전반적인 파쇄암의 이동정도가 

약 20m~30m로 양호하게 나타났다. 일반 발파 공

법 적용 시 발생빈도가 높은 상단부 매달림 현상

과 일부구간의 과장약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는 

과도한 비산현상은 이중 분상 Air Deck 발파 공법 

적용 시 나타나지 않았다.

4) 실험결과 1개 발파공에 대하여 Air Deck 발파공

법은 평균적으로 약 2.67분이 추가 소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1 round 당 40공 내외의 발파임을 

고려할 시 총 약 107분의 작업시간이 추가 소요되

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Air Deck 공법

의 추가소요 시간은 어디까지나 장약 작업의 추가

에 기인하는 것으로 장전차량의 대기 및 이동시간 

외 발생되는 공사비용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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