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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에서 자립형 수중용 에어튜브 발파공법에 관한 연구

강대우1)*, 이 신1)

A Study on Self Supporting Air Tube Blasting Method in Water Hole
Dae-Woo Kang and Shin Lee

Abstract A study about economical blasting methods which can improve fragmentation and save explosive in blasting 
is in progress. One of the blasting methods is an air decking method making air layers in boreholes. However, 
it is difficult to apply this method to the boreholes filled with water. In this study, an underwater Air Tube was 
manufactured and tried to place it at a certain location in a water filled borehole. It was found that the application 
of underwater air tube in wet boreholes could improve the fragmentation and save
10~15% of the explo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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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발파작업에서 폭약을 절감하고, 파쇄도를 향상시키는 경제적인 발파방법에 대한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그 중 하나가 발파공 내에 기층(air deck)을 형성시키는 에어데킹(air decking) 공법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공법은 물이 고여 있는 발파공에서는 적용이 어려웠다. 본 연구에서는 물이 고여 있는 발파공 내에 침전할 수 

있는 수중용의 에어튜브(Air Tube)를 제작하여 이 수중용 에어튜브가 발파공 내의 일정 위치, 즉 폭약 속이나 

폭약과 전색 사이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것을 실제 물이 고여 있는 발파공에 적용 실험을 한 결과 폭약량

은 10~15% 감소하면서도 파쇄도는 향상되었다.

핵심어 에어데킹, 에어튜브, 수중발파, 건공, 수공

1. 서 론

본 논문은 수공(wet hole)에서 사용하기 위해 제작

된 에어튜브의 기초 실험과 현장 적용 실험에 대한 것

으로, 지금까지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이용되고 있는 에

어데킹 발파방법은 대부분 수공에서는 이용할 수 없

고, 에어튜브를 이용한 에어데킹 발파공법도 주로 물

이 존재하지 않는 일반 발파공에 적용되어 왔다. 그러

나 발파공의 일부는 지하수의 영향 또는 우천으로 인

하여 발파공에 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에어튜브를 발파공에 사용하면 

부력에 의해 에어튜브가 발파공 내에 장착되지 않고 

물위로 부유하여 이용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에어튜브 하부의 일정 부분에 골재를 주입할 

수 있도록 고안하여 물이 고여 있는 발파공 내에 설치

할 수 있도록 하였다. 에어튜브를 발파공의 일정 위치

에 장착하기 위하여 골재 주입부의 골재량에 따른 수중

용 에어튜브의 존치 위치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 실

험에서 발파공 내에서 가장 적정한 위치에 있을 것으로 

사료되는 에어튜브를 현장적용시험에 적용하여 에어데

킹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지에 관하여 연구를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에어데킹 이론

장약공 내에 기층을 형성시키면 폭약 폭발 시 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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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mechanism of air decking.

면적, 작용압력 및 운동에너지가 증가되어 폭약량 절

감과 함께 발파된 암석의 파쇄입도를 크게 향상시킨

다(강대우, 2000; Chakraborty and Jethwa, 1996; Kang, 
2005). 여기서, 발파공내의 기층에서 발생된 집중응력

과 운동에너지는 에어데킹 발파공 상호 저면에 수평

균열 또는 선균열을 형성시켜 바닥 깎기를 원활히 하

며 또한 발파공에서 발생한 충격파가 선균열 면에서 

반사파로 변환되어 인장파괴 효과를 증대시켜 발파효

율을 높이는 것이다. 이때 장약공 내 작용압력은 2~7
배, 운동에너지는 50~100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한편 에어튜브를 이용하게되면 다른 에어데킹 

발파법과 달리 공저 부분에 장착은 물론이고, 폭약과 

폭약사이 또는 폭약과 전색사이에 장착할 수 있어 보

다 효과적으로 기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2.2 부력의 원리

부력이란 중력이 작용할 때 유체 속에 있는 물체가 

유체로부터 받는 중력과 반대 방향의 힘이다. 이 때 

힘의 크기는 유체 속에 가라앉은 물체와 같은 부피의 

그 유체의 무게와 같은 경우이다. 즉 부력은 액체의 

밀도×치환된 물체의 부피×중력가속도로 계산되어 진

다. 에어튜브를 제작할 때 유체 속에 가라앉게 하여 

에어튜브가 폭약 속에 매몰되거나 발파공 내 수중에 

들어가도록 하여야 효과를 낼 수 있다. 에어튜브가 발

파공 내 바닥에 매몰시키지 않고 폭약이나 물속에 잠

기게 하기 위해서는 에어튜브에 어떤 형태의 질량을 

주어야 한다. 수공발파에서 사용되는 수중용 에어튜

브는 발파현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파쇄암을 하부

에 장착시켜 그 무게로 수공에 쉽게 매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3 벤치발파에서 상부 장약량 이론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에어데킹 발파공법에서 상부

장약의 밀도를 감소시켜 폭약량을 절감하는 것과 마

찬가지로 본 논문의 수중용 에어튜브도 같은 

Langefors는 벤치 발파에서 이론식에 의해서(강대우, 
2006)

 ～× (1)

여기서, 는 상부장약밀도, 는 하부장약밀도

이다. 즉, 하부 장약밀도보다 상부장약밀도가 50~60% 
정도임을 나타내고 있다.

3. 기초실험

3.1 실험에 사용된 에어튜브 제원

본 실험에 사용한 에어튜브의 제원과 골재 주입부

에 대한 규격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수중용 에어튜브가 물이 있는 발파공 내에서 완전

히 바닥공까지 매몰되지 아니하고 장약부의 상부 또

는 장약층에 존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Sample 1- 5까지 총 5가지 직경과 길이를 가진 

에어튜브를 제작하였다. 에어튜브 하부에 골재 주입

양의 크기를 달리하는 수중용 에어튜브를 제작하여 

대구경 발파공의 직경과 유사하게 제작된 투명 플라

스틱 원통에 물을 채우고 이 원통속의 수중에 제작된 

수중용 에어튜브들이 부력에 의해 어느 위치에 위치

하는가를 관찰하였다. 5 종류의 수중용 에어튜브 샘

플들은 직경이 75~125mm, 길이가 1,000~1,930mm
이며 에어튜브와 골재주입부의 비는 Table 1과 같다. 
Fig. 2와 같이 각각 Sample 1~5의 형태로 각 2개씩을 

표준 샘플로 시작하였다. Fig. 3은 수중용 에어튜브의 

시제품들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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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Underwater Air Tube sample and filled aggregate length

Aggregate
weight

(kg)

Air Tube
diameter

(mm)

Total
length
(mm)

Aggregate
part length

(mm)

Ratio of Air
Tube/

Aggregate
part length

Sample 1 6.5 75 1,930 900 4/6

Sample 2 6.0 90 1,030 500 4/6

Sample 3 8.2 120 1,230 700 4/6

Sample 4 7.0 125 1,030 450 5/5

Sample 5 8.8 125 1,030 550 4/6

Fig. 2. Five different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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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lastic cylinder of ∅300mm.

Fig. 3. Air Tube samples in underwater.

3.2 실험방법

Fig. 4와 같이 직경 300mm(대구경 발파공과 동일), 
약 5m 높이의 플라스틱 원통관을 제작하고 이 속에 

물을 채우고 실험을 실시하였다. Sample 1~5 의 수중

용 에어튜브를 각 2개씩 총 10개를 제작하였으며 골

재주입부에는 직경 25mm 이하의 조골재를 세척한 

후 일정 길이로 넣었다. 이때 주입부의 길이는 Table 

1과 같이 Sample 1은 500mm, Sample 2는 415mm, 
Sample 3은 395mm, Sample 4는 280mm 그리고 

Sample 5는 370mm 만큼 골재를 넣었다. 이들을 물

이 채워진 플라스틱 원통에 각각 2개씩 넣고 이들이 

어느 위치에 침전하는지를 관찰하였다.

4. 현장적용 시험

시작된 샘플들을 실험한 후 현장적용 시험을 하기 

위하여 Mongolia의 Erdenet 광산의 물로 채워진 

250mm 대구경 발파공을 선택하여 직경이 125mm, 
길이가 1.1m, 기층과 골재층의 비가 4:6인 Sample 5
를 300여개 시작하여 시험하였다. Fig. 5는 Erdenet 
광산에서 직경 250mm로 천공한 후 물로 채워진 천공

사진이다.
총 60공의 발파공에 30개는 수중용 에어튜브를 장

착하였고, 나머지 30개는 기존 일반 발파방법으로 발

파하였다. Fig. 6은 Erdenet 광산현장의 일반 발파방

법의 패턴도이다.
이때 천공 길이는 약 27m이고, 벤치높이는 25m, 장

약장 20m 그리고 전색장은 7m 이다. 일반 발파의 공

당장약량 및 지발당 장약량은 800kg이며, 수중용 에

어튜브를 사용한 발파에서는 일반 발파공보다 약 

15% 감소된 680kg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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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illed blasthole(∅ 250mm) with water in Erdenet 
mine.

Fig. 6. A conventional blasting pattern in Erdenet mine.

Fig. 7. A sample filled with aggregates.

Fig. 8. A test with underwater Air Tube.

5. 결과 및 고찰

5.1 모형시험

Sample 1~5까지 각각의 수중용 에어튜브 2개에 대

한 평균 조골재로 채워진 골재의 길이는 Table 1에서 

표시한 것처럼 골재주입부에 채워진 조골재의 평균 

무게는 Sample 1이 6.5kg, Sample 2가 6.0kg, Sample 
3이 8.3kg, Sample 4가 7.0kg, Sample 5는 8.8kg 이
었다. 각각 2개의 샘플을 플라스틱 원통에 직접 침적

시켜 부력으로 인한 수중용 에어튜브가 부유하지 않

도록 골재의 주입 길이는 조절하면서 시험하였다. Fig. 
7은 실험을 시작하기 전 골재 주입부에 조골재를 넣

은 상태의 사진이다.
Fig. 8은 Sample 1의 실험으로 수중용 에어튜브의 

전체 총 길이 1,930mm 중에 기층이 790mm인 골재

주입 튜브에 900mm 가량 조골재를 넣고 실험용 플라

스틱 통에 넣었을 때 시작된 수중용 에어튜브가 위치

하는 곳을 보여주는 사진이다. 이 결과 수중용 에어튜

브는 수중 상부에 즉 폭약과 전색 사이에 위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는 Sample 2의 실험으로 수중용 에어튜브의 

전체 길이가 1,030mm이고 기층이 400mm, 골재주입

부가 600mm인 수중용 에어튜브에 약 500mm 가량, 
무게 6.0kg의 조골재를 넣고 실험하였다. 이 때 골재

주입부가 600mm라 할지라도 실제 조골재를 넣을 수 

있는 길이는 약 500mm 밖에 되지 않는다. 실험 결과 

Fig. 9와 같이 조골재가 들어있는 수중용 에어튜브는 

원통형 플라스틱 관에 물에 잠긴 채 부유하고 있어 발

파공 내에 삽입 될 경우 폭약과 전색 사이에 위치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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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xperiment with Sample 2.

Fig. 10. Experimentation with Sample 3.

Fig. 11. Underwater Air Tube test for Sample 4.

Fig. 10의 경우에도 Sample 3의 실험으로 수중용 

에어튜브의 전체 길이가 1,230mm이며, 공기를 주입

하는 기층이 약 400mm, 그리고 조골재 주입부가 약 

800mm 이다. 기층 부분은 모두 400mm 주입이 가능

하나 조골재 주입부는 약 700mm까지 정도만 조골재

를 넣을 수 있었고, 이때 조골재 무게는 8.3kg이었다. 
Fig. 10에서도 총 길이 1,230mm의 수중용 에어튜브

는 1,930mm와 1,030mm와 마찬가지로 수중에 부유

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도 발파공 속에서는 발파공 

하부까지 가라앉지 않고 폭약과 전색장 사이에 위치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11의 경우는 Sample 4의 실험으로 이것은 

Mongolia Erdenet 광산의 천공경 ∅250mm 발파현장

에서 실험이 가능하도록 시작한 2개의 샘플들 중 1개
로 전체길이가 1030mm, 기층과 골재 주입부가 동일

한 길이로 각각 500mm로 제작되었다. 그러나 기층은 

500mm 모두 주입할 수 있으나 골재층은 450mm 주
입하여 그 무게가 7.0kg이었다. 이것은 앞에서 실험한 

플라스틱 원통에 물을 가득 채우고 삽입시켰으나 Fig. 
11에서 알 수 있듯이 원통 속에 잠입되지 아니하고 

밖으로 부유하였으며, 이는 이 샘플이 수중용 에어튜

브로서 사용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Fig. 12는 Sample 5의 경우로 Sample 4와 마

찬가지로 전체길이 1030mm 수중용 에어튜브를 시작

하였으나 Sample 4와는 달리 기층이 400mm이고 골

재주입층이 600mm로 시작되었고, 이 골재주입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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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ont view (b) Top view

Fig. 12. Underwater Air Tube test for Sample 5.

Table 2. Drilling and charging conditions of test blasting in Mongolia

Drilling pattern Charging pattern

Burden 7.5m Explosives per Hole
(Non-Air tube) 800kg

Spacing 8.5m Specific charge
(normal) 0.5kg/m3

Bench height 25.0m Explosives per Hole
(Air tube) 680kg

Hole depth 27.0m Specific charge
(Air tube) 0.42kg/m3

Hole diameter 250mm

Fig. 13. Charging pattern of underwater Air Tube blasting.

조골재를 주입한 후 길이는 550mm 정도였고, 주입된 

골재의 총 무게는 8.8kg이었다. 실험 결과는 Fig. 12
와 같다. 그림의 (a)는 측면에서 촬영한 것이고 (b)는 

위쪽에서 촬영한 것이다.

5.2 현장적용 시험

Fig. 13의 발파패턴을 이용하여 직경 250mm의 총 

60개 발파공 중에 30개의 발파공에 수중용 에어튜브

를 장착시켰다(Urekar and Pankhurst, 1988; Lin and 
Katsabanis, 1996). 이때 일반 발파용 패턴에서 공당 

폭약량은 800kg으로 총 24,000kg이였고 수중용 에어

튜브를 넣은 발파공은 공당 680kg으로 총 20,400kg
을 사용하여 약 15%를 감소시켰다. 이때 사용한 뇌관

은 NPED NONEL U400~500까지 5개를 사용하여 

Bench connector UB 17, 25, 42 및 67을 이용하여 

각각의 시차가 동일하지 않게 결선하여 지발당 장약

량이 일반발파공은 800kg, 수중용 발파공은 680k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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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Result of a conventional blasting.

Fig. 15. Result of an underwater Air Tube blasting.

Fig. 16. Fragmentation plot from the conventional blasting.

Fig. 17. Fragmentation plot from the underwater Air Tube 
blasting.

초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Fig. 14는 일반발파결과를 

보여주며, Fig. 15는 수중용 에어튜브를 장착한 발파 

결과를 보여준다.
수중용 에어튜브를 이용하여 발파된 30공의 발파에

서는 광석의 파괴되어 상부로 약 1.5m 솟아올라 있으

나, 일반 발파의 경우에는 바닥에 균열만 발생했을 뿐 

위쪽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기존의 일반발파공의 전색장이 6 m로 수중용 에어튜브 

발파공의 전색장 4.5m보다 길어 폭약이 폭발할 때 폭

력이 상부 자유면까지 미치는 영향이 약하여 일어난 현

상으로 추정할 수 있다. 파쇄도 분석결과는 일반 수중

발파의 P50과 P80의 top size는 593.40mm, 1,085.83 
mm, 1,477.39mm이고, 수중용 에어튜브를 사용한 수

중발파는 556.03mm, 838.17mm, 1,413.86mm로 나

타났다. 일반 수중발파와 비교하면 수중용 에어튜브 

발파가 파쇄도 분석결과 P50에서는 약 6%, P80에서 

약 23%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발파의 P50
과 P80의 차이를 비교하면 일반수중발파는 492.43mm, 

수중용 에어튜브를 사용한 수중발파는 282.14mm로 

수중용 에어튜브를 사용한 발파의 파쇄도가 고른 것

으로 나타났다. 수중용 에어튜브를 사용한 발파가 일

반수중발파보다 파쇄도가 고르고 파쇄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결국 수중용 에어튜브를 물이 있는 발

파공에 장착하면 폭약의 절감효과는 물론이고 암석의 

파쇄도도 증가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Hosseini, 2004).

6. 결 론

1) 수중용 에어튜브 개발을 위해 5종류의 직경과 

골재 주입부를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기층과 골

재주입층의 비가 5:5인 경우에는 수중에 부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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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수중용 에어튜브 역할을 할 수 없고, 그 비가 

4:6으로 골재주입층이 60% 정도이여야 수중발

파공에서 데크(deck)로서 적용 가능하였다.
2) 현장 실험결과 공당장약량을 10~15% 감소시켜

도 종래의 일반 발파보다 수중용 에어튜브에 의

한 발파가 더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3) 지금까지 현장에서 적용된 일반발파와 비교하면 

수중용 에어튜브 발파가 파쇄도 분석결과 P50에
서는 약 6%, P80에서 약 23%정도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수중용 에어튜브를 사용한 발파가 

일반 수중발파보다 파쇄도가 고르고 파쇄가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4) 일반발파에서 에어튜브 적용시 발파효과보다 수

중용 에어튜브를 적용하는 경우의 파후 파쇄도

가 우수한 것은 수중용 에어튜브의 약 2/3가 골

재로 채워져 있어 이 골재부분이 일반 에어튜브 

발파의 기층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감쇄현상을 

방지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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