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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O mines have been tried in various ways to perform secondary and tertiary mining in 

fragile rock properties. For such mining, the panels should be maintained while the mining 

compartments are divided and paneled. In this study, the mining gate between the panels 

was maintained by a steel beam and the panel life time was probabilistic evaluated. We used 

Taylor's formula for panel life time and modified the Pert distribution conceptually. The main 

input data were determined by the Pert distribution, and Monte Carlo simulation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panel life time for the probability distribution. As a result, it was 

analyzed that the panels could be stand-up time from a minimum of 6.5 days to a maximum 

of 20.6 days when the panel width was 18 to 25 m. At the confidence level of 90%, the panel 

life time was analyzed as 8.2-15.6 days. The short panel life time is not possible with the panel 

mining. Therefore, it was planned to construct a steel beam for panel maintenance. As result, 

it was analyzed that steel beam for panel maintenance with mining plan of less than 3 years 

according to mine could maintain panel within 90% confidence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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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OO광산은 연약한 암반특성에서 2차, 3차 채광을 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시도되었다. 이러한 채광을 

위해서는 패널형태로 채광구획을 나누고 패널채광을 하는 동안 패널이 유지되어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패널 사이의 채광갱도를 강지보에 의하여 유지하고 확률론적으로 패널의 유지기간을 평가하였다. 패널 

유지기간 평가를 위하여 Taylor 식을 이용하고, Pert 분포를 개념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주요 입

력자료는 Pert 분포에 의하여 결정하고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확률분포에 대한 패널의 

유지기간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패널폭 18-25 m일 경우 최소 6.5일에서 최대 20.6일 까지 패널의 자

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수준 90%에서 무지보 유지기간은 8.2-15.6일 정도로 분석되었

다. 이러한 짧은 패널의 유지기간은 패널채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패널의 유지를 위하여 강지보를 계획

하였다. 그 결과 광산별 3년 이내의 채광계획으로 패널유지를 위한 강지보를 적용하면, 90% 신뢰수준 

내에서 패널의 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패널, 확률론적, Pert분포, 몬테카를로시뮬레이션, 강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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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패널채광(panel mining)은 광체와 주변암의 특성이 비교적 연약할 때 실수율 향상과 안정적 채광을 위하여 채광구역을 패널형

으로 설계하고 채광하는 방법으로써 패널의 규모는 20 m 전후로 설계된 대형 필러를 말한다. 패널채광이 진행되는 동안 패널간 갱

도 유지와 그 기간 내에 채광을 완료하고 채광구역을 붕락시킴으로써 다음 채광패널에 작용하는 응력을 최소화시켜야 한다.

본 과업에서는 패널의 유지기간(life time) 평가를 위하여 Taylor(2003) 식과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이용하고, Pert 확률분

포를 개념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하였다(Palisade Co., 2010).

패널폭 18~25 m일 경우 6.5~20.6일 정도 패널의 자립이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신뢰수준 90%에서 무지보 유지기간은 

8.2~15.6일 정도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짧은 패널의 유지기간으로는 패널채광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적절한 기간동안 패널의 유지

를 위하여 강지보를 계획하였다.

심도별 갱도 용도에 따른 패널 유지기간을 분석한 결과 강지보 중에서 U-29를 적용하면 개발심도 75 m 일 때 약 3년간 유지가 가

능하며, 개발심도 100 m에서 2.2년, 175 m에서 1.3년 정도 유지 가능함으로 지보간격을 0.5~0.7 m정도로 줄여서 개발개획을 세우

거나, 광산별 개발기간을 1~2년 정도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2. 광산개요 및 작용응력

OO광산은 미고결 암반층으로 광체 주변암의 강도 특성이 2 MPa이하로 매우 낮고 함수율이 최고 40%까지 높을 뿐만 아니라 층

서도 불규칙적으로 발달되어 있다. 본 광산의 이러한 지반특성은 굴착 후 빠른 크립거동(Jang, 2018a)에 의한 갱도단면 축소현상을 

발생시켰기 때문에 암반특성에 적합한 갱도규격과 지보방법에 대한 연구가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다(Jang, 2018b, Jang et al., 

2018). 이러한 연구들은 원지반(virgin)에서는 효과적 이었지만 재채굴 지역에서는 보다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패널유지 방법이 

필요한 것으로 본 광산의 채광조건은 다음과 같다.

∙ 미채굴된 원지반(virgin)상태로 1차 채굴대상

∙ 1차 채굴이 완료되고. 품위(Cu) 1~2% 정도의 폐석으로 충전되어 100여 년 동안 압착이 진행된 낮은 저 강도의 미고결 암반 특

성인 2차 채굴구역(retaque)

∙ 2차 채굴지역을 재채굴하여 충전된 미압착 상태의 3차 채굴구역(poquiteros)

본 광산의 개발심도는 75 m~175 m로 굴착전 수직응력 값은 1.3 MPa~3.2 MPa 정도이고 측압계수는(K)는 0.5 정도이다(Jang 

et al., 2018). 

1개의 채광패널에서 채굴면적이 50~70%일 경우 지류론(tributary area theory)에 의하여 계산하면 수직응력의 집중도는 인접

패널에 2.0~3.3배 이상 증가된다. 개발심도 175 m에서 채광패널 면적의 70%를 채굴할 경우 인접패널의 수직응력은 굴착전 3.2 

MPa에서 굴착 후 10.5 MPa로 증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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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illar stress due to area extraction ratio after mining

3. 천반하중

채굴갱도에서 천반하중은 Unal(1992), Venkateswarlu(1986)등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할 수 있는데 RMR 35이하인 조건에서 

Venkateswarlu의 방법이 Unal의 방법보다 더 보수적이다. 식에서 는 단위중량(kN/㎥), B는 갱도의 폭(m)이다. 

 



 , (Unal)                                                                (1)

  (1.7-0.037RMR+0.0002RMR2) (Venkateswarlu)                                       (2)

본 광산의 RMR은 25 미만으로 천반압의 보수적인 산정을 위하여 Venkateswarlu식을 적용하였다(Table 1). Table 1에서 RMR 

5~15와 같이 적은 값은 공학적으로 큰 차이가 없으나 Venkateswarlu식이 낮은 RMR 구간에서 천반압이 선형적으로 편차가 크게 

계산되기 때문에 채광대상구역의 천반압을 보수적으로 산정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Table 1에서 3차 채굴(poquiteros) 구역은 압

착이 이루어지지 않아 굴착 후 광체의 자립시간이 극히 짧으므로 패널채광이 어렵다.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채굴이 이루어지지 않

은 원지반(virgin)과 재충전되어 압착이 크게 이루어진  2차 채굴(retaque) 구역 위주로 검토하였다.

Table 1. Roof load pressure of mine tunnel width

Class Ore conditions RMR
Unit weight

(kN/m3)

Trumpeter zone 

(m)

Roof load pressure(MPa)

5.0 m 4.5 m 3.5 m

Ⅰ  Virgin 25 18.0 3.4 0.09 0.08 0.06

Ⅱ  Retaque 15 18.0 3.8 0.12 0.11 0.08

Ⅲ  Poquiteros  5 18.0 4.3 0.15 0.14 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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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채광이 진행됨에 따라서 채굴공동(goaf)의 폭은 점점 넓어지게 된다. Fig. 2는 채굴공동의 폭에 따른 천반 하중압을 나타낸 

것으로 3.5 m의 채굴공동이 10 m 폭까지 넓어지면 2차 채굴(retaque)구역에서 천반 하중압은 0.08 MPa 에서 0.24 MPa로 3배까

지 증가한다.

Fig. 2. Roof load pressure due to goaf width

따라서 패널채광시 적절한 응력분산을 위해서는 채굴공동의 폭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페널채광에서 채굴보드(bord) 폭이 4.5 m

이고 채굴구역의 갑작스런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남겨두는 잔존필러(lift pillar)의 폭이 1.5 m라 하면 3번째 채굴할 때 첫 번째 채굴

이 완료된 채굴구역을 붕괴시킴으로써 다음 채굴공동 주변의 패널에 작용되는 응력을 분산시킬 필요가 있다.

4. 강지보 검토

지반조건별 천반 하중압으로부터 패널간 갱도를 유지할 수 있는 지보재 평가를 위해 강지보재, 가축성 지보재 등을 비교 검토하

였다. 지보재의 허용 지보압 계산식은 원형공동으로 가정된 터널단면의 탄성론에 근거한 Hoek(2007) 식과 이를 개선한 이인모

(2007) 식 (3) 등이 있다.

  
⋅

⋅
 and  (Lee) 








⋅
                                 (3)

상기 식에서 

=  : 강재의 항복강도(MPa)

= : 강지보 설치간격(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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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터널 반경(m)

  : 강재의 단면적(㎡)

  : 강지보재 높이(m)

식 (3)의 두 식을 비교하면 식 (4)과 같이 강지보재의 높이( )는 갱도의 반경()보다 매우 작기 때문에 갱도너비가 4.5 m 이상

이 되면 두 식의 차이는 1% 이내로 미미하다. 

 =



 (Lee) (4)

따라서 본 과업에서는 Hoek의 식을 이용하여 지보압을 계산하였다. Hoek 식에 의한 지보압 계산식은 원형공동으로 가정한 것이

고 본 광산은 마제형 갱도이기 때문에 계산된 지보압에 대한 적절한 감쇠율의 적용이 필요하다. 본 과업에서는 갱도형상에 따른 지

보압의 감쇠율을 80%로 하였다. 또 지보 설치시 GI-beam은 가운데를 절단하여 M-베쉬로 체결하는 2-piece 형상이기 때문에 다시 

65% 정도 감소시켜 총 지보압의 감소율을 52%로 산정하였다. U-beam은 3-piece로서 절단부위가 40° 내외가 되고 하중부하시 연

결부위가 미끄러져서 지보 상부 쪽에 압축대를 형성시키는 가축성 때문에 지보재의 절단특성에 따른 감소율은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지보재에 따른 지보압의 감소율을 Hoek식에 의하여 계산된 지보압 값에 대하여 GI-beam은 52%, U-29(U-beam)는 

80%를 감소시켜 적용하였다. 이 감소율은 지보재에 대한 재하실험 등을 통해서 산정하여야 하나 현장 여건상 지보재의 휨강도 실

험을 하기가 어려워 가정에 의하여 감소율을 적용하고 실제 시공 후 지보재의 변형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Table 2는 각각의 강지보에 대한 Hoek식의 계산지보압에 감소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U-29에 의한 지보력이 제일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감소율이 GI-beam에 비하여 적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시공과 계측을 통해서 더 정확한 지보력을 평가

할 필요가 있다.

Table 3은 갱도규격 4.5×2.5 m에서 지반조건별 지보재 종류에 따른 안전율을 이론적으로 평가 한 것이다. 운반갱도의 안전율은 

2.0 이상, 채광갱도는 1.2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기준을 세웠다. 그 결과 GI-100은 3차 채굴구역(poquiteros)에서 갱도 지보간격

을 1.0 m로 적용할 때는 안전율이 1.7로 계산되어 운반갱도로서는 기준치에 미흡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GI-130, U-29의 지보

재의 안전율은 3차 채굴구역에서도 3.0, 3.7로서 운반갱도의 안전율 기준치 2.0을 모두 상회하였다.  

Table 2. Adjust support pressure of support types 

Classification GI-100 GI-130 U-29 Remark

Material properties
Section area (cm2) 26.4 44.6 37.0

U-29 (U-beam)
Yield strength (MPa) 394 410 390

Support pressure

(MPa)

Space=0.7 m 0.343 0.604 0.733

Space=1.0 m 0.240 0.423 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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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fety factor of steel support in each zone

Support

Type

Space

(m)

Support pressure

(MPa)

Ground conditions for mining

Virgin zone Retaque zone Poquiteros zone

Lp (MPa) SF Lp (MPa) SF Lp (MPa) SF

GI-100 1.0 0.240 0.080 3.0 0.11 2.2 0.14 1.7

GI-130 1.0 0.423 0.080 5.3 0.11 3.8 0.14 3.0

U-29 1.0 0.513 0.080 6.4 0.11 4.7 0.14 3.7

Lp : Load pressure, SF : Safety factor

5. 패널 유지기간

연약 암반내 채광패널의 유지기간은 암반의 시간 의존적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내는 크립(creep)의 영향을 받는다. 패널의 유

지기간(life time)은 패널이 강건할수록 증가(패널면적 증가, 패널높이 감소)하고, 갱도폭이 작을수록, 갱도벽면이 록볼트 등으로 

보강되었을 때 증가한다. 국부적으로 천단의 강성이나 록볼트 등에 의한 자립능력이 증가할 경우도 자립시간이 증가한다.

Taylor(2003)는 34개 남아공 광산의 필러 붕괴사례를 역해석하여 각 필러의 수명과 필러의 암반강도(IPS, in-situ pillar 

strength), w/h ratio, 삼축응력 인자(triaxial stress factor), 평균 TAT 하중(theory of average tributary)과의 상관관계를 지배방정

식 (5)로 표현하였으며, 이 식에 의해 최종 채광패널의 필러 유지기간을 예측하였다. 본 과업에서는 필러를 패널로 확장하여 적용하

였다.

 




 

 (5)

식에서

 : 패널 유지기간(year)

  : 패널의 암반강도(MPa)

  : 패널 폭(m)

 : 패널 높이(m)

  : 지류론에 의한 패널에 작용하는 평균응력(MPa)

 : 삼축응력 인자

패널간 갱도는 강지보로 보강하여 패널의 유지기간을 향상하도록 하였으며, 지보력은 식(5)의 패널 암반강도(IPS)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써 Fig. 3과 같은 개념을 적용하였다.

Fig. 3에서 원지반의 강도는 ( )의 응력원이 되며 파괴응력은 A가 된다. 강지보의 지보력은 봉압으로 작용하여 (
′  

′ )의 

응력원이 되며 파괴응력은 B가 된다. 패널에 작용하는 파괴강도는 B>A가 됨으로써 패널의 파괴강도가 증가된다. 반면 파괴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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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지보력에 의한 봉압의 작용으로 (
′  )의 응력원이 되며 파괴응력은 C가 됨으로써 초기 파괴응력 A보다 작아지게 되므로 

안전율은 향상된다. 따라서 식 (5)를 적용함에 있어서 패널의 암반강도는 최소한 지보력(
′ ) 만큼 증가되는 것으로 산정하여서 패

널의 유지기간을 평가하였다.

Fig. 3. Support concept in panel mining

Fig. 4는 무지보 상태인 패널의 유지기간을 나타낸 것으로써 채굴심도 100 m 정도에서 패널의 너비가 18 m 이면 패널의 유지기

간은 10일 정도가 되나 패널사이의 갱도는 굴착과 함께 변형이 진행됨으로 무지보 갱도유지는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

서 본 광산의 재채굴 지역에서는 강지보재를 이용한 패널과 갱도유지가 필연적이다.

Fig. 4. Panel life time by un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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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갱도를 지보압 0.423 MPa인 강지보 GI-130을 적용하였을 때 개발심도별 패널의 폭에 따른 유지기간을 나타낸 것이다. 

개발심도가 100 m일 때 패널의 폭이 18 m이면 채수율 35% 에서 패널의 유지기간은 150일 정도로 분석된다.

Fig. 5. Panel life time by GI-130

Fig. 6은 갱도를 지보압 0.513 MPa인 가축성 지보 U-29를 적용하였을 때 개발심도별 패널의 폭에 따른 유지기간을 나타낸 것으

로써 개발심도가 100 m 일 때 패널폭이 18 m이면 채수율 35%에서 패널의 유지기간은 200일 정도로 분석된다. 따라서 패널필러의 

폭이 커지면 패널형성에 따른채수율은 떨어지나 향후 패널을 후퇴식으로 채굴함으로서 잔존필러(lift pillar)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채수율은 70~80% 수준이 된다.

Fig. 6. Panel life time by U-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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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적용성 평가

6.1 Pert 확률분석

본 과업에서는 패널의 유지기간에 대한 신뢰성을 검토하기 위해 Pert 확률분석을 이용하였다. 상용프로그램 @Risk등을 이용하

고자 Pert 확률분포를 개념적으로 변형하여 적용하였다.

Pert 확률분석은 프로젝트의 공정관리 등에 적용되는 기법으로써 Fig. 7(a)와 같이 소요시간이 불확실할 때 확률적으로 주어진

다. 본 과업에서는 단위활동에 대한 소요시간을 추정하는 Pert 확률분포를 Fig. 7(b)와 같이 개념적으로 변형하여 패널의 유지기간

(life time)을 추정하였다.

Fig. 7(a)는 베타-Pert 분포도로서 프로젝트 공정관리에서 낙관시간(optimistic time, a), 정상시간(normal time, m), 비관시간

(pessimistic time, b)으로부터 기대소요시간(expected time, )을 식 (6)과 같이 산정하여 적용한다. 이러한 기대소요시간은 Pert 

분포에서 평균값보다 더 큰 값을 갖는다.

 

  

 (6)

                            (a) Process management by Pert                                                    (b) Panel life time by Pert

Fig. 7. Pert distribution for panel life time analysis

Table 4는 본 과업에서 Fig. 7(a)를 Fig. 7(b)와 같이 개념적으로 수정하여 적용한 것으로써  Start point는 공정관리에서는 최적

의 공정기간을 의미하나 패널유지 기간에서는 최단시간이 됨으로써 서로 상충된 의미를 갖는다. 또한 Last point는 공정관리에서

는 비관적인 공정시간을 의미 하지만 패널유지 기간에서는 최장 유지기간을 의미한다. 따라서 신뢰구간은 이 두 구간 안에서 확률

적으로 결정되며, 패널의 최소수명(minimum life), 신뢰수준(confidence level), 최대수명(maximum life)으로 구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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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nceptual meaning of the two methods

Classification Start point Last point

Method Pert function Panel life time Pert function Panel life time

Concept Optimistic time Minimum life Pessimistic time Maximum life

Remark Panel life time applies confidence level

6.2 적용 확률변수

패널 유지기간에 대한 강지보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식 (5)를 이용하였다. 적용변수는 IPS(패널의 암반강도), (패널 

폭), H(심도), h(패널 높이),  (갱도 폭), p(지류론에 의한 평균 하중), (단위중량), (삼축응력 인자)이다.

Table 5는 이상의 인자와 통계치를 나타낸 것으로 , , IPS는 물성실험 결과에 따른 고정 값(상수)이고 나머지  ,  , h, H

를 Pert 확률분포를 갖는 확률변수이다. H는 광체의 최빈심도 100 m를 기준으로 최대심도 175 m, 최소심도 75 m를 적용하였다. 

는 패널의 최대폭 25 m, 최소폭 18 m, 최빈값으로 20 m의 폭을 갖으며, 패널사이의 갱도 는 4.5 m 기준으로 굴착오차를 감

안하여 최소폭 4.0 m, 최대폭 5.0 m를 적용하였다. h는 광체평균 폭 2.5 m를 기준으로 높이 2.0~3.0 m를 적용하였다. p는 

Bieniawski(1994)의 식 (7)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p  PwWo
Pw

 ××H  (7)

Table 5. The factor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panel life time

Factors Unit
Statistical value

Distribution Remark
Mode Maximum Minimum


 m 20 25 18 Pert Probability variable




m 4.5 5.0 4.0 Pert Probability variable

h m 2.5 3.0 2.0 Pert Probability variable

H m 100 175 75 Pert Probability variable

IPS MPa 0.09 - Fixed value

k 1.59 - Fixed value

 kN/m3 18.20 - Fixed value

확률변수  ,  , h, H에 대한 Table 5의 입력자료를 이용하여 Pert 분포를 Fig. 8과 같이 생성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정리하였다. Table 6에서 각 확률변수들의 최빈값(mode), 중간값(median), 평균값(average)의 편차는 미미하여 어떤 통계값을 기

준값으로 하여도 그 결과에는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과업에서는 긱 시뮬레이션 결과 패널의 유지기간에 대한 최빈값

이 대푯값이라고 사료되어 통계분석의 기준치로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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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Wide of panel, (


)                                                                   (b) Room wide of panel, (


)

                              (c ) Height of panel, (h)                                                                   (d) Depth from surface, (H)

Fig. 8. Probability variables by Pert distribution

Table 6. Probability variable used in the evaluation of the panel life time 

Factors Min. Max. Mode Median Average S.D. Remark




 (m) 18 25 20 20.4 20.5  1.27 Wide of panel



 (m)  4 5 4.5  4.5  4.5  0.19 Room wide of panel

h (m)  2 3 2.5  2.5  2.5  0.19 Height of panel

H (m) 75 175 100 106.4 108.3 17.82 Depth from surface

6.3 패널 유지기간의 확률론적 분석

패널 유지기간에 대한 지배방정식(5)에 주요인자와 확률변수 설정 값 Table 5, Table 6을 대입하여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통해 난수를 5,000번 생성하여 확률론적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 9와 같다.

Fig. 9의 확률론적 분포곡선에 대한 검정결과 Fig. 10과 같은 Beta-Pert 분포에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에서 무지

보의 경우 6.5~20.6일까지 패널의 자립이 가능하였으며, 신뢰수준 90%에서 무지보 유지기간은 8.2~15.6일 정도였다. 이러한 유지

기간은 패널 사이의 갱도가 굴착과 동시에 변형이 이루어지므로 패널채광 자체가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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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obability distribution of panel life time (year) by unsupport type

Fig. 10. Beta-Pert distribution of panel life time (day) by unsupport type

6.4 민감도 분석

패널 유지기간에 대한 가변적인 확률변수인 패널너비(), 패널높이(h), 갱도 폭( ), 지표면으로부터 심도(H)에 대한 토네

이도 민감도 분석을 하였다. 토네이도 민감도 분석은 각 확률변수를 독립적으로 변화시켜 검증하는 방법으로 확률변수의 독립적인 

민감도를 분석할 때 유용하다.   

본 과업에서는 하나의 확률변수를 분석하기 위하여 다른 확률변수의 영향력을 제한시킴으로써 패널유지 기간에 대한 각 확률변

수 고유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패널 유지기간에 대한 가변적인 확률변수들의 영향도에 대한 토네이도 민감도 분석결과는 Fig. 11

과 같다. 그 결과 지표면으로부터 심도(H)가 가장 큰 영향변수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패널너비()와 패널높이(h)의 영향

도가 컸다. 패널간격( ,갱도너비)은 거의 일정하며 다른 확률변수에 비하여 민감도가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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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ornado sensitivity analysis for probability variables

6.5 지보공에 의한 패널 유지기간

기 분석한 바와 같이 본 광산과 같은 연약암반에서 무지보 상태인 패널의 유지기간은 90% 신뢰수준의 통계분석에서 1~2주일 이

내로 아주 짧았다. 본 과업에서는 이러한 연약구간에 대한 패널유지를 위하여 패널사이의 갱도에 강지보공을 계획하였으며, 적용 

강지보는 GI-100, GI-130, U-29이며 설치간격은 1.0 m, 0.7 m로 계획하였다.

지보재의 지보력은 식(3)에 의하여 산정한 결과(Table 3, Table 4)들을 이용하였다. 강지보에 의한 패널의 유지기간을 분석하기 

위하여 기본 입력자료는 Table 6, 지보력은 봉압으로 작용하며 최소한 지보력 만큼 패널의 암반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Table 8은 이상의 결과를 가지고 Monte Carlo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이다.

Table 7로부터 1개의 패널채광 갱도 유지에 필요한 기간을 최대 30일로 가정하면 최빈값(mode) 기준 90% 신뢰수준으로부터 

강지보 간격이 1.0 m일 경우 강지보공 GI-100은 패널 3개(88일), GI-130은 패널 5개(168일), U-29는 패널 10개(301일)까지 연속

적으로 채광할 수 있으며, 최소한 채광갱도에서는 패널 5개 정도를 유지하고 개발할 때 GI-100은 적용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분석

되었다.

Table 7. Statistics values of pillar life time by steel support

Space

Support pressure

(MPa)

Pillar life time by Pert distribution (day)

Statistics values by Pert distribution 90% Confidence level

Type Pressure Min. Max. Median Average S.D. Min. Mode Max.

1.0 m

None 6.5 20.6 11.7 11.6 2.30 8.2 10.8 15.6

GI-100 0.240 50.2 159.6  83.9 89.8 17.8 63.4 88.4 121.4

GI-130 0.423 95.5 303.9 159.7 171.0 34.0 120.6 168.3 231.1

U-29 0.513 170.8 543.5 285.5 305.7 60.7 215.7 301.0 413.3

0.7 m
GI-100 0.343 70.7 225.1 118.2 126.6 25.2 89.7 124.6 171.1

GI-130 0.604 140.1 445.9 246.9 250.8 49.8 177.7 246.9 3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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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장기 개발시 패널 유지기간

본 광산은 광산별 최대 개발기간을 3년 이내로 설계하였다. 따라서 패널간의 갱도는 최대 3년 유지되어야 하고 민감도 분석결과 

개발심도가 가장 큰 영향인자로 분석되어 최소심도 75 m, 최빈심도 100 m, 최대심도 175 m를 선정하여 갱도 유형별 유지기간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광체폭은 최대 3.5 m까지 갖는 확률변수로 하였다. 채광 패널의 폭은 20 m내외의 변동변수로, 운반갱도

의 패널 폭은 50 m의 고정변수로 하였다. 이는 Table 8과 같이 패널과 갱도의 최소 유지기간을 고려하였기 때문이다.

Table 8. Panel widths and minimum panel life time by mine tunnel type

Tunnel type Panel width Required maximum life time Remarks

Mining 20 m 3 months Panel width is probability variable

Gate 50 m 3 years Panel width is fixed variable

Table 9는 심도별 패널 유지기간을 나타낸 것으로 채광갱도의 모든 지보재는 3개월 이상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패널의 

운반갱도는 U-29만 개발심도 75 m 일 때 약 3년간 유지가 가능하며 다른 강지보재는 규정치에 미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U-29도 채굴심도가 100 m가 되면 2.2년, 175 m가 되면 1.3년 정도로 유지기간이 짧아 지보간격을 0.5~0.7 m로 줄여서 개

발개획을 세우거나 광산별 개발기간을 2년 이내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GI-130의 경우 지보간격을 0.7 m정도로 설계하면 개발심도 175 m에서 약 1년 정도 유지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향후 

개발이 진행되면 심도별 지보시공과 계측을 통해서 지보시스템을 재평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9. Minimum life time (day) of panel by depth & tunnel types

Support Depth from surface
Remark

Type Space 75 m 100 m 175 m

None   41.1 days  30.8 days  17.6 days

GI-100 1.0 m  157.5 days 238.9 days 136.5 days Mining panel tunnel

GI-130 1.0 m  606.3 gays 454.7 days 259.9 days Mining panel & Haulage tunnel

U-29 1.0 m 1,084.3 days 813.2 days 464.7 days Haulage tunnel

GI-100 0.7 m  449.0 days 336.8 days 192.4 days Mining panel tunnel

GI-130 0.7 m  889.6 days 667.7 days 381.2 days Mining panel & Haulage tunnel

7. 채광패널 설계

패널채광을 위해서 Fig. 12와 같이 패널내의 보드(bord)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패널 내에서의 보드 크기는 채광갱도의 크기와 

동일하게 정방형으로 설계하고 보드의 수는 일일 채광 생산계획에 맞추어 결정하고 채광은 가로 또는 세로의 한 방향으로만 수행하

는 것으로 한다.

원지반(virgin) 조건에서도 이러한 보드 방식으로 설계하고 패널의 세로길이는 잔존필러(lift pillar) 너비까지 설계에 반영하도

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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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ining panel pillar and mining bord for panel mining

따라서 Fig. 12와 같은 패널에서 패널간 갱도 유지를 위하여 강지보를 적용하여 패널의 폭을 18 m로 하였을 때 가로방향의 보드

의 수()는 3개 정도가 된다. 이상과 같은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테스트 광산을 계획하였다.

Table 10은 광체조건에 따른 시험채광 계획을 나타낸 것으로써 채광계획은 Fig. 12의 설계인자를 반영하고 장비의 효율, 일일 굴

진장 등을 반영하여 하루 생산량을 결정하고 패널하나를 생산하는 총 기간과 이때의 총 생산량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 표에서 보드

의 폭이 원지반(virgin)에서 3.5 m인 것은 CM(continuous miner)에 후퇴식 패널채광 계획으로 상대적으로 패널에 지보량이 적게 

시공되기 때문으로 채굴기간은 다른 광체조건 보다 짧다.

Table 10. Plan of panel mining according to ore condition

Classification Virgin Retaque Poquiteros Remark

Ore gravity 1.4 1.4 1.4

Height of mining (m) 2.5 2.5 2 Height of ore

Gate width (m) 5 4.5 4.5

Bord width (w) 3.5 4.5 3.5→2

Number of horizontal bords (x) 6 6 6

Number of vertical bords (y) 4 6 6

Number of lift pillar (z) 5 7 7

Width of lift pillar (v) 1.5 1.5 2.0

Length of horizontal panel (m) 21.0 27.0 21.0

Length of vertical panel (n) 21.5 37.5 35.0

Total length of horizontal panel (M) 26 31.5 25.5

Total length of vertical panel (N) 26.5 42 39.5

Area of extraction 0.771 0.786 0.708 Maximum : 1.0

Length of excavation (m/day) 30 15 10

Day of excavation (day) 4.2 10.8 12.6

Daily production (ton/day) 443 337 159

Total production (ton) 1,860 3,638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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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강지보 적용결과

강지보의 적용성을 위하여 재채굴 조건의 패널 채광갱도에 GI-100을 적용하였다. 채광갱도에 설치된 GI-100은 Fig. 13과 같이 

중간 연결부에 변형이 쉽게 왔다. 이는 패널채광을 위한 동시 다발적 패널 게이트 굴진작업에 의한 응력집중에 대한 지보력이 약하

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패널간의 갱도에 시공한 GI-130의 지보상태는 양호하였으나(Fig. 14), 패널간 교차갱도 지점은 강지보의 중앙 연결부에 변형이 

발생하여 보갱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U-29의 현장 계측관리 기준은 좌, 우 각 20 cm를 슬라이딩 발생 구간으로 규정하고 모니터

링을 실시한 결과 3년 이상 관리기준을 충족하였다(Fig. 15).

Fig. 13. Support by GI-100

Fig. 14. Support by GI-130

GI-130과 U-29에 대하여 시공 후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갱내 지보상태를 확인한 결과, GI-130은 소재의 특성상 발생 변위

량을 육안으로 관찰  패널간의 갱도에 시공한 GI-130의 지보상태는 양호하였으나(Fig. 14), 패널간 교차갱도 지점은 강지보의 중앙 

연결부에 변형이 발생하여 보갱 등의 작업이 이루어졌다. U-29의 현장 계측관리 기준은 좌, 우 각 20 cm를 슬라이딩 발생 구간으로 

규정하고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 3년 이상 관리기준을 충족하였다(Fig. 15).

하기 어려웠으나, 가축성 지보인 U-빔은 연결부 슬라이딩 측정을 통해 작용하중에 의한 변위량을 정량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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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패널갱도 및 크로스 갱도에 설치된 U-29의 연결부 변위량으로 보아 GI-130에도 상당한 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본 구간의 강지보에 하중계 등을 설치하여 작용하중을 계측하여 필요시 지보간격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이상

으로부터 U-29는 광산 개발기간을 최대 3년으로 계획하였을 때 패널갱도에 적용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5. Support by U-29

9. 결 론

OO광산에서 효율적인 패널채광을 위한 다양한 분석과 패널유지를 위한 강지보의 적용성을 Beta-Pert 분포와 Monte Carlo 시

뮬레이션을 등을 이용하여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패널의 채광면적이 50~70%일 경우 인접 패널에서 응력집중도는 2.0~3.3배 이상 증가하며, 심도 175 m에서 채광면적이 70%

인 경우 수직응력은 3배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지보재의 지보압은 Hoek식과 이를 개선한 이인모식이 있는데 강지보재의 높이( )는 갱도의 반경()보다 매우 작기 때문

에 갱도너비가 4.5 m 이상이 되면 두 식의 차이는 미미하다.

3) 지보재에 따른 지보압은 U-29에 의한 지보력이 가장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소율이 GI-beam에 비하여 작았기 때문

이지만, 실제 시공과 계측을 통해서 더 정확한 지보력을 평가할 필요가 있다.

4) Taylor식에서 지보력은 패널의 암반강도를 증진시키기 때문에 패널의 유지기간은 채수율 35%에서 GI-130은 150일 정도이

고 가축성 지보 U-29는 200일 정도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패널필러의 폭이 커지면 패널형성에 따른 채수율은 떨어지나 향후 

패널을 후퇴식으로 채굴함으로서 잔존필라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채수율은 70~80% 수준이 된다. 

5) 패널의 유지기간을 Pert 확률분석을 개념적으로 수정하여 Beta-Pert 분포에 적합 시킨 결과 신뢰수준 90%에서 무지보 유지기

간은 8.2~15.6일 정도였다.

6) 패널 유지기간에 대한 토네이도 민감도 분석결과 지표면으로부터 심도(H)가 가장 큰 영향변수로 분석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패널너비와 패널높이의 영향도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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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패널당 갱도 유지기간을 최대 30일로 가정하면 90% 신뢰수준(최빈값)으로부터 GI-100은 패널 3개, GI-130은 패널 5개, 

U-29는 패널 10개까지 채광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8) 심도별 패널 유지기간을 분석한 결과 U-29는 개발심도 75 m 일 때 약 3년간 유지가 가능하며, 채굴심도 100 m에서 2.2년, 

175 m에서 1.3년 정도의 유지가 됨으로 지보간격을 0.5~0.7 m로 줄여서 개발개획을 세우거나, 광산별 개발기간을 2년 이내

로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9) 패널채광 계획에서 패널내의 보드(bord)의 크기는 채광갱도의 크기와 동일하게 정방형으로 설계하고 보드의 수는 일일 채광 

생산계획에 맞추어 결정하고 채광은 어느 한 방향으로만 수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장비의 효율, 일일 굴진장 등을 반영하

여 하루 생산량을 결정하고 패널하나를 생산하는 총 기간과 이때의 총 생산량 등을 산정하였다.

10) 지보시공 후 3년 정도 경과한 시점에서 U-29의 연결부 변위로 보아 GI-130에도 상당한 천반하중이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판

단되기 때문에 필요시 지보간격 등을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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