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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 통기수갱발파에서 전색조건이 발파효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김준하1), 김정규1), 정승원2), 고영훈3), Khaqan Baluch4), 김종관1)*
2)

Numerical Analysis on Effect of Stemming Condition in 

Mine Ventilation Shaft Blasting

Jun-ha Kim, Jung-gyu Kim, Seung-won Jung, 

Young-hun Ko, Khaqan Baluch, Jong-gwan Kim

Abstract Ventilation shafts are pathways in mines and tunnels for the removal of dust or smoke during 
underground space construction and operation. In mines, blasting with long blast holes is preferred for the 
excavation of a ventilation shaft in the 10∼20m long crown pillar section. In this case, the bottom part of 
the blast hole is completely drilled in order to determine the drilling error, and this causes a problem of 
lowering the explosive charge and blasting efficiency. It is possible to solve the problem of explosive 
loading and to increase the blast efficiency by covering the curb of the blasthole by using stemming 
material.
In this study, simulations for the blasting of a ventilation shaft were performed with various stemming 
lengths and the blasthole diameters(45, 76mm) using AUTODYN 2D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analysis technique. Also the optimal bottom stemming column was derived by checking the size of the 
boulder and burden line according to blasting. Analysis result, blasting efficiency is lessened in case of 
stemming length less than 30cm and the optimal length of the stemming material should be 30cm or 
higher to achieve high efficiency of blasting.

Key words Ventilation shaft, Bottom stemming, AUTODYN SPH, Fracture size, Blasting Efficiency

초 록 통기 수갱은 지하공간 개발시 분진 또는 매연 등을 제거하기 위해 광산과 터널에서 사용되는 통로이다. 

광산에서는 통기 수갱 개발을 위해 10∼20m 구간의 크라운필라 영역을 1회의 장공발파로 굴착하는 공법이 적용

가능하다. 이 경우 천공오차를 파악하기 위해 장약공을 완전히 천공하였을 때 장약공 하부가 구속되지 않으며, 

또한 이는 폭약 장약과 발파효율을 떨어트리는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는 장약공 하부에 전색을 사용함으로 장약

공 하부를 전색하여 폭약 장약의 문제를 해결하고 발파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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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현대의 주요 문제 중 하나로 도시집중 현상, 도시

자원 및 인프라 부족 등의 문제가 증가함에 따라 이

를 해결 하기 위하여 세계의 대도시들은 지하공간의 

활용 방안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이인모 등, 2004). 

지하공간의 경우 지상과 달리 밀폐되어 있어 광산개

발이나 터널굴착과 같은 작업으로 인해 매연, 분진 

등이 발생되며, 적절한 통기(ventilation)가 이뤄지지 

못하면 작업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갱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하기 

위한 통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국부적인 공기 흐름

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임시로 수갱을 개설하여 

통기 목적으로 활용하기도 한다. 

규모가 크고 긴 연장의 통기수갱의 경우에는 RBM 

(Raise Boring Machine)과 같은 승갱굴착방식으로 개

설되는 반면에, 10∼20m 길이의 소규모 통기수갱은 

발파굴착방식으로 개설되고 있다. 특히 광산에서의 

수갱은 10∼20m 두께의 크라운 필라(crown pillar) 영

역을 1회의 장공발파를 통해 개설하는데, 발파가 제

대로 이뤄지지 못할 경우에는 낙반이나 붕락과 같은 

사고 위험이 있으므로 가급적 1회의 발파를 시행하고 

있다. 하부 갱도에서 상부 방향으로 상향 발파 작업

을 시행하므로 천공 작업시에 천공오차(drilling error)

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는 있으나, 발파공 하부가 구

속되지 않아 장약과 전색 작업이 제대로 되지 않아 

발파효율이 저하될 수도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발

파공 하부를 전색하는 일종의 하부전색 개념을 도입

하였으며, 전색의 정도에 따라 발파결과가 다르게 나

타날 수 있다. 전색을 과하게 하게 되면 암반 영역 

하부에 발파압력을 제대로 전달시키지 못하여 파쇄 

효율이 낮아져 하부 영역에 대괴(boulder) 발생의 우

려가 있으며, 반대로 전색이 부족하면 하부 영역의 

구속 효과가 제대로 구현되지 못하여 공발(blown out)

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

경 및 하부 전색장의 변화에 따른 발파결과를 수치해

석을 통해 확인하고, 최적의 하부 전색장을 도출하고

자 한다.

2. 수치해석

수치해석은 비선형 동역학체 분석을 위한 프로그

램인 ANSYS사의 AUTODYN 2D를 사용하였다. 

AUTODYN은 고체-유체간의 연성문제, 관통, 폭발, 

충돌 등 짧은 시간 동안에 일어나는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Khaqan 등, 2017). AUTODYN의 

해석기법으로는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와 

라그랑주(Lagrange)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무메쉬

법(meshless)으로 입자의 거동을 표현하는 SPH 기법

을 이용하였다. 

SPH 기법은 라그랑주 기법을 사용할 때 발생하는 

요소 왜곡에 따른 문제를 방지할 수 있으며(범진삼, 

2017), 물체를 유한개의 구형의 입자(particle)로 모델

링하여 해석하기 때문에 유체나 모래 등의 작은 입자

들의 해석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우진호 등, 

2014).

2.1 해석모델 및 발파설계

일반적으로 1심발 발파의 경우 원활한 자유면 형

성을 위하여 각 심발공마다 충분한 지연시차가 필요

하므로 뇌관의 단차를 크게하여 발파를 실시한다. 각 

발파공의 파괴 양상이 인근 발파공에 미치는 영향이 

적어 단일 발파공 해석을 통한 파괴 양상 확인을 통

해 전체 심발에 대한 파괴 양상에 대한 추정이 가능

하다. 

본 연구에서는 ANSYS AUTODYN 2D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s) 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장약공 직경(45, 

76mm)과 다양한 전색장을 달리한 통기 수갱 발파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또한 발파에 따른 하부의 대괴 사이

즈, 저항선을 확인하여 최적의 하부전색장을 도출하였다. 해석 결과 하부전색장 30cm 이하의 경우 발파효율이 저

하되며, 발파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30cm 이상의 전색장을 적용하여야 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통기 수갱, 하부전색, AUTODYN SPH, 파쇄 크기, 발파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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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chematic diagram of blast-hole pattern in shaft blasting.

따라서 Fig. 1과 같은 수직구(vertical shaft) 발파 

패턴 중에서 하나의 1심발 장약공을 대상으로 수치해

석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Fig. 1의 오른쪽 단면도는 

장약공 내에 ANFO가 장약되어 있고, 폭약의 상부와 

하부에 전색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발파공에 장약된 폭약의 밀도는 변하지 않지만 장

약방법에 따라 폭약이 원래 밀도와 다르게 장약될 수 

있으며(최병희, 2001), 장약 직경 및 형태에 따라 폭약

이 집중되면 같은 양의 폭약이라도 다른 파쇄력을 보

인다. 따라서 장약 형태에 따른 폭약의 소요량 변동

을 보정하기 위해 장약공의 직경 등을 고려한 선형장

약집중도(linear charge concentration)를 사용하여 장

약량을 계산하였다. 

선형장약집중도는 현장 암반 1m 굴착을 위해 필요

한 폭약량으로, 식 (1)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l1이 

선형장약집중도(kg/m), d는 장약공의 직경(m), Φ는 무

장약공의 직경(m), C는 김태형(2002)에 의해 국내 암

반조건에 맞게 제안된 식(2)의 RMR과 암석계수의 상

관관계로부터 도출된 암석계수(rock constant, kg/m3)

이고, SANFO는 사용폭약의 ANFO 대비 상대강도로써 

상수로 표현한다(최용근, 2005).

                 





 (1)

        × (2)

본 연구에서는 장약공 직경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

를 비교하기 위해 45mm와 76mm의 공을 설계하였으

며, 무장약공의 직경은 105mm, C는 현장조사 결과로

부터 RMR(rock mass rating) 70을 기준으로 0.4611으

로 산출하였다. 폭약은 통기 수갱 개발에 주로 사용

(a) Short Bottom Stemming Column (b) Long Bottom Stemming Column (c) Optimal Bottom Stemming Column

Fig. 2. Schematic diagram of blast holes with various stemming length.

Blast hole

diameter

(mm)

Drilling 

depth

(m)

Empty hole 

diameter

(mm)

Linear charge 

concentration

(kg/m)

Upper stemming 

column

(cm)

Column 

charge

(cm)

Charge weight

(kg)

45
15 105

0.55 830 670 8.24

76 0.93 1,100 400 13.9

Table 1. Blasting spec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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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ANFO를 사용하여 역기폭 하였으며, SANFO를 1

로 적용하여 선형장약집중도 등을 산출하였다(Table 

1). 최소저항선(B)은 0.158m로 간이 설계하였으며, 발

파굴착 대상이 되는 크라운필라 영역은 두께 15m, 폭 

1m로 설정하였다.

해당 발파 결과로 예상되는 하부의 파괴 양상을 1

자유면 발파 시 원뿔 모양의 누두공(crater)이 형성되

는 누두공 이론을 토대로 발파 결과 하부에 삼각형 

모양으로 대괴가 형성될 것을 예상하였다. 또한 적용

한 하부전색장의 증가에 따라 하부전색장 적용 조건

은 Fig. 2의 (a), (b), (c)와 같이 하부전색장이 짧은 

경우, 긴 경우, 최적인 경우로 구분하였다. 하부전색

장이 짧은 경우에는 발파 압력 구속이 부족할 수 있

으며, 하부전색장이 긴 경우에는 형성되는 대괴의 크

기가 증가하여 주변 암반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천

공상황에 따라 대괴 걸림 현상의 발생 가능성이 있어 

자유면 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다. 하부전색장을 적

절히 두게 되면 하부대괴의 폭이 설계 저항선의 2배

와 같아지게 되어 자유면 형성에 유리하며 높은 발파

효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2 적용물성 및 해석케이스

본 수치해석에 적용한 물성 중 암반영역은 RHT 

(Riedel-Hiermaier-Thomas) 모델의 석회석 물성을 적

용하였다(Table 2). RHT 모델은 일정한 방정식에 콘

크리트의 재료 상수를 대입하여 재료모델을 구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ppänen, 2006). 폭약으로 사용한 

ANFO와 전색재로 사용한 모래의 물성은 AUTODYN 

프로그램 내 기본으로 제공하는 물성을 적용하였다

(Table 3, Table 4). 

초당 1,300회의 사진이 가능한 초고속 카메라를 이

용하여 전색재에 따른 발파시 분출되는 전색재의 속

도를 측정한 결과, 부순모래, 바다모래, 하천모래가 

전부 무전색 경우 대비 전색재의 평균 분출속도가 현

저하게 적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무전색의 경우는 

화염의 분출속도이다. 이에 따라 모래가 발파압력을 

새어나가지 않게 잡아주는 전색재로서의 효과가 있음

을 확인 하여 모래를 적용하였다(김학성, 2011).

모래 물성으로 적용한 모래의 밀도 2.64은 

모래 입자의 밀도이며, 일반적인 경우 공극을 포함한 

bulk 모래의 밀도를 적용해야하는 것이 적합하나 본 

연구에서는 정량적인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 아닌 일

정 조건 변화에 따른 파괴 양상 변화에 대한 해석을 

중점으로 확인하였기 떄문에 AUTODYN에서 기본적

으로 제공한 물성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상태방정식

(EoS, Equation of State)은 외부하중에 대한 재료의 

부피 및 형상변화를 좌우하는 방정식으로서 상태에 

따라 다른 구성 방정식이 적용되며(고영훈 등, 2017), 

Compaction 모델이 적용되었다. 해당 모델은 공극이 

있는 재료를 표현하기 적합하다. 적용된 강도모델은 

Mo Granular 모델로 밀도와 압력에 영향을 받는 항

Reference Density 2.66g/cm3

EoS

Bulk Modulus (K) 71.2GPa

Parameter A2 49.4GPa

Parameter A3 11.62GPa

Parameter B0 1.22

Parameter B1 1.22

Parameter T1 43.87GPa

Parameter T2 0.00

Reference Temperature 300K

Specific Heat 654J/KgK

Thermal Conductivity 0.00

Strength

Shear Modulus (G) 24.2GPa

Compressive Strength (fc) 100MPa

Tensile Strength (ft/fc) 0.05

Shear Strength (fs/fc) 0.07

Intact Strength Constant (A) 0.80

Intact Strength Exponent (N) 0.61

Tens/Comp Meridian Ratio (Q) 0.72

Brittle to Ductile Transition 0.01

G (elas.)/(elas.-plas.) 1.10

Elastic Strength/ft 0.40

Elastic Strength/fc 0.85

Fractured Strength Constant B 2.67

Fractured Strength Constant M 0.61

Compressive Strain Rate Exp. Delta 0.025

Tensile Strain Rate Exp. Delta 0.045

Failure

Damage Constant D1 0.005

Damage Constant D2 0.70

Minimum Strain to Failure 0.06

Residual Shear Modulus Fraction 0.25

Tensile Failure Hydro

Table 2. RHT paramters for Limestone(고영훈 등,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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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곡면을 나타내는 모델이며, 파괴모델로 적용된 

Hydro(Pmin)은 재료의 최저 압력값이 –1kPa에 도달

시 전단응력을 도출하지 못하는 모델이다(Laine et al., 

2001). 또한 SPH 기법의 경우 경계에 별도의 경계조

건을 설정하지 않아, 구속되지 않은 자유경계로 수치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모델은 Planar symmetry 

모델로 구성하였다.

장약공의 직경에 따라 폭약의 폭발압력이 다르기 

때문에 장약공 직경에 따른 발파양상 변화를 확인하

고자 하였다. Table 1의 발파 제원을 토대로 공경 

45mm, 76mm에 대하여 각각 하부전색의 길이를 

10cm에서 100cm까지 변화시키며 총 14가지 케이스

(Case1-1∼1-7, Case2-1∼2-7)에 대해 수치해석을 실시

하였다(Table 5).

3. 결과분석

공경과 전색장을 다르게 하여 14가지 케이스에 대

한 해석결과는 Fig. 3과 같다. 이를 토대로 모델 하부

에서 발파압력의 손실 여부 및 하부의 대괴형성 양상

과 크기를 확인하였다. 

장약공 공경으로 45mm, 76mm를 적용하고 하부전

색 10cm, 20cm를 적용한 경우(Case1-1, Case1-2, Case2-1, 

Case2-2)에는 하부전색으로 적용한 모래의 입자가 흘

러나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4). 이러한 현상은 

하부전색장이 짧아 전색의 효과인 구속력을 발휘하지 

못하여 발파압력이 하부로 손실되며, 암반영역을 파

쇄시키는 힘으로서 작용하지 못해 발파효율이 저하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또한 하부에서 완전 파쇄가 

이루어지며 대괴가 형성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

다. 이와 같은 하부전색장 구간을 압력손실구간으로 

확인하였으며, 해당 구간에서 하부전색장을 적용하는 

것은 발파압력을 손실하여 발파효율을 저하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하부전색장을 30cm 이상으로 적용한 케이

스들에서 파괴 양상을 파악한 결과 삼각형 모양으로 

파쇄가 됨을 확인하였다(Fig. 5). 이는 누두공 이론과 

같이 1자유면 발파 시 원뿔 형상의 누두공이 형성되

는 것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하부전색장과 저항선

이 누두지수(n = R/W)에서의 최소저항선(W)과 누두

공 반지름(R)에 각각 대응하였다.

각 모델 하부에 대괴가 형성되는 구간인 하부전색 

30cm 이상의 케이스에 대하여 최적의 하부전색장을 

도출하기 위하여 오토캐드(Autocad)를 이용하여 형성

된 하부대괴의 면적과 폭을 확인하였다(Table 6). 분

석 결과 하부전색장 증가에 따라 대괴의 크기 및 길

이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대괴 면적의 경우 

비선형적으로 증가 하는 모습을 보인 반면 대괴의 길

45mm Case1-1 Case1-2 Case1-3 Case1-4 Case1-5 Case1-6 Case1-7

Bottom Stemmng Column(cm) 10 20 30 40 50 70 100

Column Charge(cm) 660 650 640 630 620 600 570

76mm Case2-1 Case2-2 Case2-3 Case2-4 Case2-5 Case2-6 Case2-7

Bottom Stemmng Column(cm) 10 20 30 40 50 70 100

Column Charge(cm) 390 380 370 360 350 330 300

Table 5. Study cases for numerical analyses 

Materials
Density 

()
EoS Strength Failure

Sand 2.64 Compaction
Mo 

Granular

Hydro

(Pmin)

Table 4. Material model parameters for Sand

Reference Density 0.931g/cm3

EoS

Parameter A 4,946GPa

Parameter B 1,891GPa

Parameter R1 3.907

Parameter R2 1.118

Parameter W 0.333333

C-J Detonation velocity 4.16m/s

C-J Energy/unit volume 2.483908GJ/m3

C-J Pressure 5.15GPa

Table 3. JWL parameters of ANFO explo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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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1-1 Case1-2 Case1-3 Case1-4 Case1-5 Case1-6 Case1-7

Case2-1 Case2-2 Case2-3 Case2-4 Case2-5 Case2-6 Case2-7

Fig. 3. Contour of damage around blast-hole with different cases. 

Fig. 4. Ejection of stemming materials with different cases. 

Fig. 5. Fracture patterns around bottom ste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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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비교적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Fig. 2의 파괴 양상이 누두공 형상일 것이라는 

가정에서 동일 폭약량에 대하여 최소저항선과 누두공 

반지름이 같은 비율로 증가할 것을 예측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해석을 통해 얻어진 결과는 적용한 암석의 

물성, 폭약의 특성, 기폭방법 등에 따라 달라질 것으

로 예상된다.

하부전색장과 하부 대괴 길이에 대한 회귀분석 결

과 공경 45mm의 경우 상관계수( )가 0.9813, 공경 

76mm의 경우에는 0.9553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6, Table 7). 이를 통해 해석결

과의 파괴 양상이 누두공 이론과 부합함을 확인하였

다. 공경 45mm 경우에 하부전색장 30∼100cm에 대응

하는 최적 저항선 길이는 35∼99cm이며, 공경 76mm 

경우에는 최적 저항선 길이는 41∼119cm로 나타났다.

해석 결과를 토대로 Fig. 2에서 가정한 하부전색장

에 따른 굴착영역 하부 파쇄 형상을 확인하였을 때 

짧은 하부전색장의 경우 압력손실구간에 해당하는 케

이스(Case1-1, Case2-1)에서 부터 하부전색을 약 50cm 

적용한 결과의 양상이 비슷하게 나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하부전색장이 최적인 경우는 약 80cm, 100cm

의 하부전색장을 적용하였을 경우로 확인하였다. 하

부전색장이 긴 경우는 하부전색 100cm 이상을 적용

하였을 때 발생 가능할 것이라 추측하였다. 또한 Fig. 

6을 통하여 1차적으로 저항선 및 공경 결정시 그에 

따른 최적의 하부전색장을 설정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의 수치해석 적용을 위하여 실시한 발파설계(2.1)에

서 간이로 설계한 저항선인 0.158m를 적용할 경우 압

력손실 구간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해당 발파설계에서 저항선을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그에 따른 무장약공의 설계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자연식통기 개발을 위한 통기 수갱 

1회 발파굴착 시 폭약의 발파압 보존을 위한 하부전

색조건에 따른 발파효율을 비교하였다. SPH기법을 

사용한 AUTODYN 2D 수치해석을 통해 발파압력 

보존여부와 발파 이후 모델 하부에 형성되는 대괴 크

기를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목표 굴착 대상 암반을 완전 천공 후 하부전색

과 함께 폭약을 장약하여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하

부전색의 길이(10∼100cm), 장약공 공경(45mm, 76mm)

을 달리하여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Blast hole diameter Relation formula Correlation coeffcient( )

45mm y = 1.739x + 24.74 0.9813

76mm y = 2.1312x + 18.792 0.9553

* x : Bottem stemming column, y : Boulder length 

Table 7. Results of regression analyses

Fig. 6. Numerical burden with increasing bottom stemming 

lengths. 

Case

Bottom 

stemming 

column(cm)

Boulder 

size

(cm2)

Boulder 

horizontal 

length(cm)

Burden

(cm)

Case1-3 30 691 70 35

Case1-4 40 2,083 96 48

Case1-5 50 2,503 123 61

Case1-6 70 3,376 143 71

Case1-7 100 6,853 199 99

Case2-3 30 1,037 83 41

Case2-4 40 2,463 101 50

Case2-5 50 3,104 142 71

Case2-6 70 4,151 151 75

Case2-7 100 8,681 238 119

Table 6. Results of numerical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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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해석 결과로 공경 45mm, 76mm 모두 하부

전색장이 30cm 미만인 경우에 하부전색재로 적용한 

모래 입자가 밖으로 빠져나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 발파효율이 저하되기 때문에 30cm 미만의 

하부전색을 도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

단하였다.

(3) 30cm 이상의 하부전색을 적용한 결과 모델 하

부에서의 파쇄양상이 누두공 형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하부전색장 및 공경 증가에 따라 하부

대괴의 크기 증가를확인하였다. 또한 회귀분석결과를 

통해 누두공 형상의 파괴 양상을 입증하였다.

(4) 하부에 형성된 대괴길이를 분석하여 최적의 하

부전색장에 따른 저항선의 관계를 확인하였다. 공경 

45mm 경우에 하부전색장 30∼100cm에 대응하는 최

적 저항선 길이는 35∼99cm이며, 공경 76mm 경우에

는 최적 저항선 길이는 41∼119cm이다. 이를 토대로 

설계 저항선에 따른 최적 하부저항선을 설정 가능한 

그래프를 도출하였다. 실시한 발파설계가 압력손실 

구간에 해당하게 되면 저항선과 무장약공 공경의 변

경이 필요하며, 최적의 하부전색장을 적용하면 최적

의 발파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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