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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롱월 광산은 지하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점과 대규모 자동화

기계장비를 사용한다는 점에서 채탄 작업을 진행하는 동안 수많은 리스크

에 노출되게 된다.

이러한 롱월 광산에서의 리스크 분석은 일반적으로 정성적 리스크 분석

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최근 다양한 분석 방법들의 개발⋅보급으로 리

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피해정도를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정량적 리스크

분석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대부분 특정 사건

에 대한 리스크 분석에 국한되어 있으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고 정량적인 리스크 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우선, 롱월 광산

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천반 붕락, 반팽, 롱월 막장 붕괴,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롱월 패널 재배치 작업 지

연, 지반 침하, 자연발화 등 총 8가지로 분류하고, ‘리스크는 위험요소가

발생할 확률과 그로 인한 피해정도(영향)의 곱’이라는 리스크 정의를 바탕

으로 결함수분석을 통해 리스크의 발생 확률을 분석하고, 계층분석적 의사

결정방법을 통해 리스크의 영향도를 분석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크 레벨을 평가할 수 있는 정량적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리스크 분석 모델은 호주의 스프링베일 광산과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검증은 리스크 분석 모델

에 의해 산정된 리스크 레벨과 상기 두개 광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리스크들로 인한 다운타임과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 그 결

과 스프링베일 광산과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리스크 레벨과 다운타임

사이의 결정계수와 평균 제곱근 오차가 각각 0.955, 2.664와 0.965, 1.795로

나타나 리스크 분석 모델의 적합성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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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일반적으로 롱월 광산에서 생산계획을 수립할 때 패널별 생산량

은 패널의 길이, 폭, 높이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실제 생산을 하

다 보면 지질 조건의 변화로 인해 예상했던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에 차

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계획 수립 시 이러한 생산량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이 없어 설계 당시 공학자의 주관적 판단

에 의해 생산 가능 물량을 산정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

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질 조건을 고려한 패널별 생산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에는 탄층 두께

변화, 탄층 두께, 탄층 경사, 천반상태, 바닥상태, 탄층 깊이 등 6개의 매

개변수를 활용하였으며, 다중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에는 피

어슨 상관계수와 다중 공선성 분석을 통해 상관성 낮은 탄층 두께와 높

은 분산팽창지수를 보이는 탄층 두께변화를 제외한 4개의 매개변수를 활

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예측 모델의 개발 및 검증에는 호주의 스프링베일 광산과 앙구스플레

이스 광산에서 확보한 31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24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 모델에 사용되지 않은 7개

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검증하였다. 그 결과 암반공학 시

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결정계수 0.777, 평균 제곱근 오차 0.905의

결과를 얻었으며,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결정계수

0.759, 평균 제곱근 오차 1.149의 결과를 얻어 지질조건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실제 생산량에 가까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리스크 분석, 결함수분석,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리스크 레벨,

암반공학 시스템, 다중 선형 회귀분석, 생산량 예측

학번: 2007-3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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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롱월 채탄법(longwall mining method)은 대규모 자동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집약된 작업장에서 하루 수만 톤의 석탄을 생산하는 기계화 채

탄법으로 갱내 채탄법(underground coal mining) 중 가장 생산성이 높은

채탄법이다. 이러한 롱월 채탄법은 대규모 기계장비를 활용하기 때문에

초기에 많은 투자비가 소요되는 단점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높은

생산성과 세계적인 환경관련 규제 강화에 따른 신규 노천 광산(surface

mining)의 허가 제한 움직임 등으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지하 공간에서 작업이 이루어진다는 작업장의 특성과 대규모

기계 장비를 사용한다는 생산 공정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수많은 위험요

소(hazard)와 불확실성(uncertainty)이 내재되어 있어 지하 공간의 붕괴,

주변 지반의 침하, 인명 사고 발생, 장비 고장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고는 생산 차질 등과 같은 물적 손실뿐만 아

니라, 인명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치명적일 수 있다.

따라서 성공적인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위험요소와 불확실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식별하고, 이에 대한 발생 가능성과 피해정도를 평가함

과 동시에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는 리스크 분석 및

관리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영

향 순서를 정성적 등급(high, medium, low 등)으로 분류하고, 리스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가능성이 낮은 리스크를 선별해 내는 정성적 리

스크 분석(qualitative risk analysis)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

감도분석(sensitivity analysis), 결정계도분석(Decision Tree Analysis,

DTA), 사건수분석(Event Tree Analysis, ETA), 결함수분석(Fault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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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FTA),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암반공학 시스템(Rock Engineering Systems, RES) 등 다양한 분

석 방법들이 개발⋅보급됨에 따라 리스크 발생 가능성이나 피해정도를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정량적 리스크 분석(quantitative risk analysis)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의 정량적 리스크 분석 사례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민감도분석의 경우 사업타당성 검토 시 리스크 요인

(risk factor)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재가치(Net Present Value, NPV)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주로 활용되고 있으며, 결정계도분석의 경우 사업타

당성검토(Feasibility Study, FS) 시 최적의 개발방식 선정, 지반침하 위

험도 작성 등에 활용된 바 있다(Topal, 2008; Mirakovski, 2009; Lee and

Park, 2013).

사건수분석의 경우, 노천광산에서 사면 붕괴에 따른 피해정도의 예측,

주방식 채광 광산(room and pillar mining)에서 상반(overburden)의 투수

계수 변화에 대한 확률적 정량화 등에 활용되었다(Steffen et al., 2008;

Wachtel et al., 2014).

결함수분석의 경우, 광미댐(tailing dam) 붕괴의 원인 분석, 석탄 광산

에서 지하수 유입의 위험성 평가, 노천광산에서 운반트럭의 사고 원인

분석 등에 활용되었다(Li et al., 2001; Wang et al., 2009; Zhang and

Kecojevic, 2014).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경우, 석탄 광산의 최적 지보 패턴 선정,

적정 환기 팬 선정, 철광산의 선광장 위치 선정, 광산 장비 선정 등 자원

개발 프로젝트 수행 시 최적의 의사결정이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되었다(Yavuz et al., 2008; Mohsen et al., 2010; Zoran et al., 2011;

Adebimpe et al., 2013; Kursunoglu and Ond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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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공학 시스템의 경우, 노천광산에서 발파에 의한 암석의 파쇄도

(fragmentation) 예측, 사면의 불안정성 평가, 롱월 광산에서 OSD(out-of-

seam dilution)1)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예측 등에 활용되었다

(Faramarzi et al., 2013; Naghadehi et al., 2013; Najafi et al., 2014).

하지만, 이러한 연구 사례들은 대부분 특정 사건에 대한 리스크 분석

에 국한되며, 프로젝트 전반에 대한 포괄적이고, 정량적인 리스크 분석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롱월 광산을 대상으로 광산 운영 중에 발생 가

능한 리스크들을 정량적이고, 포괄적으로 분석·평가할 수 있는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리스크 분석 모델의 개발은 ‘리스크는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

로 인한 피해정도의 곱’이라는 Kaplan and Garrick(1981)의 리스크 정의

에 의거하여 결함수 분석을 이용하여 리스크 발생 확률(가능성)을 산정

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영향

도(피해정도)을 산정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각각의 리스크들에

대한 최종 리스크 레벨(level)을 평가하였다.

우선 결함수 분석을 이용한 리스크 발생 확률 산정을 위해 롱월 광산

에서 고려되어야 할 리스크 요인들을 지질 조건(11개), 설계 조건(6개),

생산관리 조건(10개)에 따라 총 27개로 분류하였다. 또한, 롱월 광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들을 천반 붕락(roof fall), 반팽(floor heave), 롱월

막장 붕괴(collapse of longwall face),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운반 장비의 폐색

1) OSD는 광석 중에 혼입된 폐석의 양을 의미하며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여기서, 는 폐석의 양(톤), 는 채굴된 광석의 양(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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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고장(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롱월

패널 재배치 작업 지연(delay of longwall relocation), 지반침하(subsidence),

자연발화(spontaneous combustion) 등 총 8개로 분류하였다.

앞서 분류한 27개의 리스크 요인들을 바탕으로 8개 리스크들이 발생하

게 되는 원인을 분석하여 각각의 리스크들에 대한 결함수(fault tree)를

구성하고, 구성된 결함수를 바탕으로 각각의 리스크에 대한 발생 확률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해서는 상기 8개 리스크들에 대

한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해 상대적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한편, 개발된 리스크 분석 모델은 호주의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과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 광산에 적용하여 모델의 적정성을 검증하였다.

리스크 분석을 위해서 자원개발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

서 유연탄 사업을 3년 이상 경험한 전문가 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

여 리스크 발생 확률과 영향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평가 결

과를 두 개 광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했던 리스크들에 대한 발생 빈도수

와 이로 인한 다운타임(downtime)을 비교·검토하였다.

또한, 롱월 광산에서 생산계획 수립 시 패널별 생산량은 패널의 길이,

폭, 높이를 고려하여 산정하게 되는데, 실제 생산을 하다 보면 지질적 요

인들의 변화로 인해 예상했던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생산계획 수립 시 이러한 생산량의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설계 당시 공학자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생산 가능 물량을 산정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hugh et al.(2005)

와 Najafi et al.(2014)의 롱월 광산에서의 OSD 예측을 위한 기존 연구

를 활용하여 암반공학 시스템과 통계적 분석기법인 다중 선형 회귀분석



- 5 -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통해서 패널별 생산량을 정량적

으로 예측하기 위한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암반공학 시스템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에서는 탄층 두께변화

(variation in seam thickness), 탄층 두께(seam thickness), 탄층 경사

(dip of seam), 천반상태(roof quality), 바닥상태(floor quality), 탄층 깊

이(depth of seam) 등 6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였다. 앞서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시에 활용했던 방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13명의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6개의 매개변수들에 대한 상호 영향정도

(interaction intensity value)를 산정하여 예측 모델에 반영하였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활용한 예측 모델 개발에서는 암반공학 시스템

에 사용된 6개의 매개변수 중 피어슨 상관계수(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분석 결과 손실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탄층 두께와

다중 공선성 분석(multi-collinearity analysis)으로부터 높은 분산팽창지

수(Variation Index Factor, VIF)를 보인 탄층 두께변화를 제외한 4개의

매개변수를 활용하였다.

예측 모델의 개발에는 호주의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과 앙구스플레이

스 유연탄 광산에서 확보한 31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다. 31개의 패

널 자료 중 24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패널별 생산량 예측을 위한 예

측 모델을 개발하고, 예측 모델에 사용되지 않은 7개의 패널 자료를 활

용하여 예측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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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리스크 관리 개요

2.1 리스크 정의 및 관련 개념

2.1.1 리스크 정의

리스크(risk)는 이탈리아어 ‘Risicare’에서 유래된 것으로, Rothkopf

(1975)는 리스크를 손해(loss), 손상(injury), 불이익(disadvantage), 파괴

(destruction) 등의 가능성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리스크는 ‘(1) 기대한

것을 얻지 못할 가능성, (2) 기대와 현실 사이의 격차, (3) 불확실성 자체

또는 그 불확실성의 결과’ 등으로 표현되기도 한다(김인호, 2001).

Schumpeter(1934)는 결과에 대한 확률분포가 알려져 있거나, 직관적

또는 합리적으로 산정될 수 있다면 리스크가 존재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경우 불확실성이 따르는 것으로 보았다. Lindley(1971)는 통계분석

(statistical analysis)의 가능 여부에 따라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구분하였

는데, 특정 업무 영역에서 반복적으로 발생되어 통계적 접근이 가능한

사안에 대해서는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본 반면, 본질적으

로 고유한 것으로서 통계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불확실성이 내재된

것으로 보았다. Smith(1998)는 계량화 가능 여부로 리스크와 불확실성을

판단하고, 계량화가 불가능할 경우를 불확실성으로, 가능할 경우를 리크

스로 정의하기도 하였다. 미국의 사업관리협회(PMI, 1992)2)는 리스크를

2) Project Management Institute, 1969년 설립된 대표적인 프로젝트관리협회로

프로젝트 관리와 관련된 기준(standard), 연구, 교육, 네트워킹 등을 관장하는

비영리 단체이다. PMI에서는 1986년 이후 4년마다 프로젝트 관리 표준 문서인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을 발간하고 있으며, 이

책에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는 프로젝트 관리의 중요한 항목으로 기술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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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확실성(uncertainty)과 비교하여 설명하고 있다. 불확실성이 미래에 대

한 예측이 불가능하여 유·불리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인데 반해,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나는 경우를 리스크라 하고, 그 반대의 경우를 기회

(opportunity)라 정의하였다. 즉 리스크와 기회를 불확실성을 모체로 하

여 분화된 상반된 결과로 정의하였다(Figure 2.1).

Figure 2.1 Correlation of uncertainty, opportunity and risk (PMI, 1992).

또한, 국제기준인 ISO(2009)는 리스크를 “목표에 대한 불확실성의 영

향”, 더 나아가 “불확실한 환경에 대한 결과”라고 정의하였다. 이 정의는

리스크 관리가 목표 달성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최적화된 과정

임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다(Pudy, 2010).

이렇듯 리스크의 개념은 여러 연구결과를 통하여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어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어렵겠지만, 암반공학과 자원개발 분야

에서의 리스크란 『불확실한 모체로부터 발생된 손실 요인으로서 프로젝

트에 악영향을 미치는 모든 잠재적 위험 요소 및 이벤트를 의미한다.』

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프로젝트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인적·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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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등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될 수 있겠지만, 본 연구에서는 다운타임

과 같은 생산성 측면에서의 물적 피해에 주안점을 두었다.

한편, 리스크의 정도를 표현함에 있어서 Kaplan and Garrick(1981)은

확률(probability)과 피해정도(consequence)를 가지는 시나리오 집합이라

고 정의하였다. 즉 리스크는 다음의 세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유영

일, 2009).

(1) 무엇이 일어날 수 있는가? - 시나리오

(2) 그것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가? - 확률

(3) 그것이 일어난다면 그 결과는 무엇인가? - 피해정도

Kaplan and Garrick(1981)의 리스크 표현에 관한 정의 이후, 식(2.1)과

같이 리스크를 위험 요소가 발생할 확률()과 이로 인한 피해정도()

의 곱으로 정의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Eskesen et al., 2004; Suddle;

2004; ISO 31000, 2002).


  



× (2.1)

여기서 위험 요소가 발생할 확률 대신 발생 빈도(frequency) 혹은 가

능성(likelihood)을 사용하기도 한다. 또한 피해정도는 구조물 붕괴로 인

한 인명피해, 경제적 피해, 환경적 피해 및 공기 연장 등을 포함한다.

한편, 암반공학 분야에서는 리스크()를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하기도

하였다(Einstein, 2002; Sousa, 2010, He et al., 2011).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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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undesirable event) 가 발생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는 사건 의 취약성(vulnerability), 는

피해정도()의 효용성(utility)을 의미한다.

2.1.2 리스크 관련 개념

(1) 불확실성

리스크의 정의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불확실성은 리스크의 모체로서

중요한 부분이므로 리스크 평가 및 의사결정 분석에서 고려해야 한다.

미국의 사업관리협회(2009)는 불확실성이란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가

전무한 상태이고, 미래에 발생할 사건 및 그로 인한 결과에 대해서 전혀

알 수 없는 경우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적절한 리스크 평가 및 의사결정

분석은 확률 결과 및 여러 측면의 불확실성도 고려해야 한다. 불확실성

에는 다양한 원인(source)이 존재하고, 일반적으로 자연변이(무작위 불확

실성) 및 지식 부족(인식론적 불확실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있다.

(2) 위험

위험은 리스크 문제를 논의할 때 사용되는 일반적인 용어이다. 여기서

위험은 위험한 요소를 고려할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에서 찾은 위험의

넓은 정의가 사용된다. 위험은 “피해의 가능성이 있는 상황 또는 잠재적

인 피해의 근원”으로 정의된다. 결과적으로 리스크는 확률뿐만 아니라

위험에 기초하는 반면, 위험은 발생 확률에 대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다. Burgman(2005)은 리스크 평가를 위한 위험 평가의 전환은 영향을

미치는 위험의 확률이 평가된 확률적 요소를 포함한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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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취약성

취약성은 종종 리스크와 함께 결합되어 사용되고, 정의 또한 리스크와

유사하다. Haimes(2006)는 취약성이 시스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스템의 고유한 상태 표현이라고 하였다. 일반적으로 취약성은 시

스템의 고유한 특성뿐만 아니라 외부 위험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하는

데 사용된다. Johansson and Hassel(2010)은 취약성을 시스템의 전반적

인 속성 및 특정 측면 또는 시스템의 구성 요소로서 이해할 것을 지적하

였다. Aven(2007)은 리스크가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는 것으로 취약성을

설명하였다.

2.2 리스크 관리

리스크 관리는 ① 특정 상황과 관련된 리스크의 근원을 파악하여 관련

리스크 인자를 식별하고, ② 식별된 리스크의 발생이 예상되는 결과를

다양한 기법의 활용을 통해 측정⋅평가 하고, ③ 리스크의 부정적 영향

을 감소시키거나 리스크 자체를 제거하기 위해 필요한 전략을 수립⋅시

행하는 연속적 과정이다.

여러 저자들에 의해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직면하는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제시되었는데(Table 2.1), 본 연구에서는 최근 국제적인 기준

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미국의 사업관리협회에서 정의한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를 중심으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에 대한 개념을 분

석·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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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Flanagan &

Stevens (1990)

Fellows

(1989)

Al-Bahar &

Crandell (1990)
PMI (2013)

1 Risk identification
Risk

identification
Risk identification

Plan risk

management

2 Risk classification
Risk

quantification

Risk analysis &

evaluation
Identify risks

3 Risk analysis
Risk

allocation

Response

management

Perform

qualitative

risk analysis

4 Risk response Risk response
System

administration

Perform

quantitative

risk analysis

5
Plan risk

response

6
Monitor and

control risks

Table 2.1. Risk management process.

PMI는 PMBOK(Project Management Body Of Knowledge) 가이드

(2013)를 통해서 프로젝트 리스크 관리의 목적을 “프로젝트의 긍정적인

이벤트의 확률과 영향을 최대화시키고, 부정적인 이벤트의 확률과 영향

을 최소화 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또한, 리스크 관리는 “계획 수립

(planning), 식별(identification), 분석(analysis), 대응(response) 그리고

모니터링 및 통제(monitor and control)하는 과정을 포함한다.”고 정의하

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프로젝트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의 수행준거를

Figure 2.2와 같이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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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Project risk management overview (PMI,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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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plan risk management)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를 정의하는 프로세스이다. 세심하고(careful) 명쾌한

(explicit) 계획의 수립은 나머지 5개의 리스크 관리 프로세스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켜 준다.

리스크 관리 계획의 수립은 리스크 관리의 정도(degree), 유형(type),

가시성(visibility)이 프로젝트의 중요도를 고려했을 때 적합한지를 확인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더욱 중요한 단계이다. 또한, 리스크 관리 활동을

위해서 충분한 자원(resources)과 시간을 제공하여 주고, 리스크 평가에

사용할 합의된 기준을 설정하기 위해서도 중요하다.

리스크 관리 계획 수립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구상 단계에서 시작해야

하며, 프로젝트 기획 과정 초기에 완료해야 한다.

2.2.2 리스크 식별(identify risks)

리스크 식별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리스크들을 판별하고,

그들의 특성을 문서화하는 프로세스이다. 리스크 식별 활동에는 프로젝

트 관리자, 팀원, 리스크관리팀, 고객, 프로젝트 관련 외부 전문가, 실수

요자, 다른 프로젝트 관리자, 이해관계자, 리스크관리 전문가 등이 참여

할 수 있다.

한편, 리스크 식별은 프로젝트가 진행되면서 새로운 리스크들이 발생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리스크를 기술하는 형식

은 하나의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인 영향을 비교가 가능하게끔 일관성 있

게 기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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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정성적 리스크 분석 수행(perform qualitative risk analysis)

정성적 리스크분석은 리스크의 발생 확률과 영향을 평가하고 종합하여

심층 분석 및 조치를 위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 관리자로 하여금 프로젝트의 불확실성을 줄여

주고, 우선순위가 높은 리스크 관리에에 주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정성적 리스크 분석은 리스크의 상대적 발생 확률 또는 가능성, 리스

크 발생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 조직의 리스크 허용한도(tolerance)

등을 고려하여 식별된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평가하는 것이다.

하지만, 정성적 리스크 분석은 평가자 또는 이해관계자의 주관적 견해

가 평가에 반영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평가에 주의해야 한다. 만

약 주관적 견해로 인해 리스크 평가에 편차가 발생했을 경우 이를 평가

하고 보정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정성적 리스크분석 수행은 일반적으로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의 긴급

성에 따라 리스크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신속하고도 비용 효율적인(cost

effective) 수단이며, 필요에 따라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기초를 제공한다.

2.2.4 정량적 리스크 분석 수행(perform quantitative risk analysis)

정량적 리스크분석은 확인된 리스크가 전체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적으로 분석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프로젝트의 불확실성

을 줄이기 위해 의사결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량적 리스크 정보를 생

성하는 것이다.

정성적 리스크 분석 수행 프로세스에서 프로젝트에 미치는 잠재적,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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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적 영향에 따라 우선순위를 매긴 리스크에 대해 정량적 리스크 분석을

수행한다.

정량적 리스크 분석은 프로젝트에 영향을 주는 모든 리스크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집계하는 데 주로 사용하는 기법으로 리스크의 정량적 분석

이 요구될 때 이 프로세스는 각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수치로 지정할 수

있다.

2.2.5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plan risk response)

리스크 대응 계획 수립은 프로젝트 목표 달성의 리스크 요인을 경감시

키고, 목표 달성의 기회는 증대시킬 수 있는 대안(option)과 조치(action)

를 개발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정성적 리스크 분석 및 정량

적 리스크 분석 이후에 수행하는 프로세스로 프로젝트의 예산과 일정 등

을 감안하여 리스크 우선순위에 따라 리스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

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리스크 대응 계획은 리스크 중요도에 따라 적절하게 수립되어야 하며,

비용 효율적이고, 프로젝트 전후 사정을 감안했을 때 현실적이어야 하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동의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또한, 대응책들은 시의적절하여야 하며, 여러 대안들 중에서 가장 적절한

리스크 대응책을 선별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할 수 있다.

2.2.6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monitor and control risks)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는 프로젝트 전반에서 리스크 대응 계획을 실

행(implementing)하고, 식별된 리스크를 추적(tracking)하며 잔존(resid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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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를 모니터링하고, 새로운 리스크를 식별하여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

을 평가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프로세스는 지속적으로 최적화된 리스크

대응을 위해 프로젝트 전주기에 걸쳐 리스크 관리의 효율성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가 필요한 이유는 리스크 대응책이 프로젝트

전주기 동안 실행되고 있어도 새로 발생하거나 변경되는 리스크 또는 시

기가 지난 리스크 확인을 위해 지속적으로 감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 프로세스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확인해야 한

다.

(1) 프로젝트 가정이 계속 유요한지 여부

(2) 평가된 리스크가 변경되었거나 리스크 철회가 가능한지 여부

(3) 리스크관리 정책 및 절차가 준수되고 있는지 여부

(4) 현재 리스크평가 결과에 따라 원가 또는 일정에 대한 우발사태

예비비를 수정해야 하는지 여부

한편,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에는 대체전략(alternative strategies)의

선택, 우발사태에 대비한 대책 실행, 시정 조치(corrective action) 수행,

프로젝트 관리 계획 수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또한, 리스크 대응

책임자는 리스크 관리 계획의 효율성, 예기치 않은 모든 결과, 리스크를

적절히 처리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수정사항 등을 주기적으로 프로젝트

관리자에게 보고하고, 프로젝트에서 습득한 교훈 데이터베이스, 리스크

관리 템플릿을 포함한 조직 프로세스 자산을 향후 프로젝트를 위해 갱신

하는 조치도 리스크 모니터링 및 통제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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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의 리스크 분석 사례

광산 개발 시 리스크 분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지하공간(막

장, 천반 등)의 붕괴, 주변 지반의 침하, 인명 사고 발생, 장비 고장 등과

같은 다양한 사고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사고는 물적 손실뿐만 아니

라 인명 손실을 유발하기 때문에 프로젝트에 치명적이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도 다양한 방법의 리스크 분석이 이루어지

고 있다.

리스크 분석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크게 정성적 리스크 분석과 정

량적 리스크 분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경우, 대부

분 정성적 리스크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는 가운데, 최근 민감도분석, 결

정계도분석, 사건수분석, 결함수분석,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암반공학

시스템 등 다양한 분석 방법들이 개발⋅보급되면서 리스크 발생 가능성

이나, 피해정도를 수치적으로 제시하는 정량적 리스크 분석 사례가 증가

하고 있는 추세이다.

2.3.1 정성적 리스크 분석 사례

정성적 리스크 분석은 발생 가능성(확률)과 피해 정도(영향)를 평가하

고 종합하여 리스크의 우선순위를 지정하는 프로세스이다. 이 방법은 비

교적 쉽고 빠르게 리스크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으로 많

이 적용되는 리스크 분석 방법이다.

정성적 리스크 분석은 Table 2.2와 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트릭스

를 사용하여 발생 가능한 리스크에 대하여 리스크 발생 확률과 그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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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영향도를 정성적 등급(high, medium, low 등)으로 나누고, 비교 분석

함으로써 리스크 측면에서 안전한 대안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

한,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많은 리스크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발생 가

능성이 낮은 리스크들의 선별 시에도 많이 활용된다(Paithankar, 2011).

정성적 리스크 분석 방법은 각 대안별로 수평적 비교가 가능하다는 강

점이 있으나, 각각의 리스크들에 대한 수직적인 가중치 비교가 불가능

하고, 평가 결과가 프로젝트에 미치는 영향을 정량적으로 고려할 수 없

다는 단점이 있다.

Consequence

Level
1 2 3 4 5

Likelihood

level
Descriptor

Insigni-

ficant
Minor Moderate Major

Catast-

rophic

A Almost certain A1 A2 A3 A4 A5

B Likely B1 B2 B3 B4 B5

C Possible C1 C2 C3 C4 C5

D Unlikely D1 D2 D3 D4 D5

E Rare E1 E2 E3 E4 E5

Table 2.2 Example of a qualitative risk matrix (Bowden et al., 2001).

Risk Rating

High risk

Medium risk

Low ris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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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1 : Assess the likelihood Step 2 : Assess the consequence

A

Happens

everytime

we operate

Almost

certain

common or

repeating

occurrence

1 Fatality Catastrophic

B

Happens

regularly

(often)

Likely

Known to have

occurred "has

happened"

2
Permanent

disability
Major

C
Has happened

(occasionally)
Possible

Could occur or

"heard of it

happening"

3
Medical/hospital

or lost time
Moderate

D

Happens

irregularly

(almost never)

Unlikely
Not likely to

occur
4

First aid or no

lost time
Minor

E
Improbable

(never)
Rare

Practically

impossible
5 No injury Insignificant

Table 2.3 Risk likelihood and consequence guidance (Paithankar, 2011).

일반적으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는 개발 단계 이전에 사업타당성평

가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리스크 관리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예비

검토 차원의 정성적 리스크 분석이 수행된다. Table 2.2의 리스크 매트

릭스를 기초로 프로젝트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 요인들에 대하여 정성

적 분석을 수행한 후 리스크 등록부(risk register)를 작성⋅관리하게 된

다.

리스크 등록부는 자원개발 프로젝트에 수년간 적용하여 리스크 대응

전⋅후 비교 및 분석에 적합할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별로 적합한 카테고

리를 분류하여 운영할 수 있다. 또한, 관련된 리스크에 대한 대책 수립을

통해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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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xample of project risk register (HMS Consultants Pty Ltd.,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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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정량적 리스크 분석 사례

정량적 리스크 분석 방법은 리스크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리스크 요

인들에 대한 확률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정량적으로 리스크를 평가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이 정량화된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다 정확하고 효율

적인 리스크 관리를 돕고 프로젝트의 여러 대안에 대한 정량적 비교가

가능하여 프로젝트의 다양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의사결정 및 체계적인

리스크 관리를 가능하게 해준다.

정량적 리스크 분석 방법은 ① 활용 가능한 모든 객관적⋅계량적 정보

와 자료를 수학적⋅통계적으로 처리하여 특정 리스크의 발생 가능성과

잠재적 결과를 계량화시키고, ② 인위적 방법으로 다양한 유형의 리스크

변수를 조작함으로써 리스크 발생 상황을 예측⋅통제하기 위해, ③ 리스

크 발생 가능성을 그래프나 확률 등으로 표현하고, ④ 그에 따른 잠재적

결과를 재정적⋅계량적 수치로 제시하는 것이다(김인호, 2001).

최근 다양한 분석 기법들이 개발되면서 정량적 리스크 분석 방법들 역

시 매우 다양하게 제시되고 있는데, 자원개발 분야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민감도분석

민감도분석은 가장 단순한 유형의 리스크 분석 “…하면 어떻게 될

까?(what if…?)"의 질문에 반복적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요구되는 결

정론적(deterministic) 분석 기법이다. 민감도분석을 위해 사업관리자는

다른 변수 값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특정 단일 리스크 인자의 값을 다양하

게 변화시키고, 그에 따른 결과치의 변동 효과를 관찰함으로써 특정 리

스크 요인이 리스크 발생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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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는 민감도 분석을 사업성타당성평가

시 리스크 요인들의 변화에 따른 순현재가치의 변화를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하고 있다(Table 2.4, Figure 2.4).

Sensitivity
Factors Outputs (NPV, A$M)

Worst Base Best Worst Base Best

Average production rate

(Mtpa3))
0.65 1.00 1.15 515 987 1,189

Export selling price 0.90 1.00 1.15 730 987 1,372

Exchange rate 1.05 1.00 0.90 865 987 1,272

Yield 0.90 1.00 1.05 852 987 1,054

Total FOR cost 1.15 1.00 0.90 674 987 1,150

Total FOB cost 1.20 1.00 0.90 711 987 1,125

Ex mine costs 1.20 1.00 0.90 850 987 1,055

Manning 1.15 1.00 0.95 912 987 1,012

Project Capex 1.20 1.00 0.95 898 987 1,009

Discount rate 12% 10% 9% 801 987 1,101

Table 2.4 Example of sensitivity analysis (Palaris Mining Pty Ltd., 2008).

Figure 2.4 Example of sensitivity analysis (Palaris Mining Pty Ltd., 2008).

3) Mtpa : Metric ton per annu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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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정계도분석

결정계도분석은 선택해야 하는 대안의 종류와 발생 가능한 상황들, 그

리고 이들의 조합에 의한 성과를 트리(tree) 구조로 나타내어 최적 대안

을 선택하는 방법이다. 결정계도 분석이 의미를 갖기 위해서는 가능한

결과를 가치척도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하는데,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사안별로 확률의 가중치를 합한 값인 기대금액(Expected Monetary

Value, EMV)이다.

Figure 2.5는 플랜트를 건설하는데 있어서 결정계도분석을 실시한 사

례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할 경우, 총 U$120백만이

소요되는데, 수요가 클 경우 U$200백만의 매출이 발생하여 총 U$80백만

의 이윤이 발생하고, 수요가 적을 경우 $90백만의 매출이 발생하여 총

U$30백만의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새로운 플랜트를 건설할 경우

의 기대금액은 U$36백만이 된다. 반면, 플랜트를 개보수(upgrade)할 경

우에는 총 U$50백만이 소요되는데, 수요가 클 경우 U$120백만의 매출이

발생하여 총 U$70백만의 이윤이 발생하고, 수요가 적을 경우 U$60백만

의 매출이 발생하여 총 U$10백만의 이윤이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플랜

트를 개보수하는 경우의 기대금액은 U$46백만이 된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플랜트를 신규로 건설하는 것보다는 개보수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대안이 된다.

결정계도분석은 자원개발 프로젝트의 사업타당성평가 시 NPV에 미치

는 영향 분석을 통해 최적의 개발방식을 선정하는데 주로 이용되고 있다

(Topal, 2008; Mirakovski, 2009). 또한, 지하 석탄광산 인근의 지반침하

위험도 작성에 활용한 연구 사례도 있다(Lee and Park,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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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xample of Decision Tree Analysis (PMI, 2013).

(3) 사건수분석

사건수분석은 원자력 분야의 위험도 분석을 위하여 처음 사용되었으

며, 사고의 초기사건(initiating event : 시스템, 공정, 시공 등의 불량)을

출발점으로 하고 초기사건으로부터 예상되는 사고의 결과를 순서대로 도

식적으로 표현하는 귀납적인 시스템 분석 기법이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는 Steffen et al.(2008)이 노천광산에서 사면의

붕괴에 따른 장비 및 경제적 피해정도를 예측하는 활용하였으며(Figure

2.6), Wachtel et al.(2014)이 주방식 채광 광산에서 상반의 변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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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변화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를 확률적으로 정량화 시키는데 활

용하다. Kumar and Ghosh(2016)가 환기시스템(ventilation system), 지

보(strata support system), 방염안전장비(flame proof safety equipment)

등 광산 시스템의 원인과 전개 과정에 대한 분석에 활용한 사례 등이 있

다.

Figure 2.6 Event tree diagram for evaluation of safety and equipment

impact of slope failure (Steffen et al., 2008).

(4) 결함수분석

결함수분석은 특정 사고나 주요 시스템의 리스크를 정점사건(top

event)으로 놓고, 리스크 요인과 그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명확하

게 하려는 분석 기법이다.

이 방법은 정상사건과 리스크 요인간의 이론적 관계를 논리게이트를

사용하여 명백하게 하는 동시에 각 요인의 발생 확률을 근거로 정상사건

의 발생을 정량적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장비 결함과 인적 오류가

어떻게 결합하여 주요 시스템의 리스크를 발생시키는지 설명할 수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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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사건수분석과 같이 도식적으로 쉽게 파악이 가능한 분석 방법의 하

나이다.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최근 결함수분석을 활용하여 리스크의 원인

을 분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Li et al.(2001)은 홍수기(flood

season)에 광미댐 붕괴의 원인을 분석하는데 활용하였으며, Wang et

al.(2009)은 석탄 광산에서 지하수 유입에 대한 잠재적 위험성을 평가하

는데 활용하였다. 또한, Zhang and Kecojevic(2014)은 노천광산에서 운

반트럭의 사고원인 조사에 활용하였다(Figure 2.7).

Figure 2.7 Fault Tree Analysis for haul truck accident (Zhang and

Kecojevi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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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은 의사결정들의 속성과 그 측정 척도가 다양

한 다수의 대안들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계층화 시킨 후, 각 대안별로 상

대적 우선순위를 제시해 줌으로써 최적의 의사결정을 하는데 근거를 마

련해 주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으로 인

해 다양한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자원개발 프로젝트

에서도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Yavuz et al.(2008)은 석탄광 주 운반갱도

(main haulage road)의 최적 지보 설계를 선정하는데 활용하였으며

(Figure 2.8), Mohsen et al.(2010)은 철광산의 선광장 위치 선정에 활용

하였다. 또한, Zoran et al.(2011)은 연⋅아연광산의 운송시스템

(transportation system) 선정에 활용하였으며, Adebimpe et al.(2013)와

Kursunoglu and Onder(2015)는 각각 철광산의 광산 장비 선정, 지하 석

탄 광산의 적정 팬 선정 등에 활용하였다.

Figure 2.8 Hierarchy design for the main haulage road support selection

(Yavuz et al.,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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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암반공학 시스템

암반공학 시스템은 암반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 영향정도를 상호작용 매트릭스(interaction matrix)

를 활용하여 변수들 간의 원인과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취약성지

수(Vulnerability Index, VI)를 산정하여 암반공학적 리스크를 분석하여

다양한 변수들을 예측하는데 사용되고 있다(Figure 2.9).

자원개발 프로젝트에서도 최근 암반공학 시스템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Faramarzi et al.(2013)은 노천 광산에서 발파에 의한 암석의 파쇄도를

예측하고, 기존의 통계적 모델들과의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Naghadehi

et al.(2013)와 Najafi et al.(2014)은 암반공학 시스템을 노천 광산 사면

의 불안정지수(instability index) 결정과 롱월 광산에서의 OSD에 대한

리스크 분석 및 예측에 각각 활용하였다.

Figure 2.9 Illustration of the interaction matrix in RES for two factors

(Hudson,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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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리스크 분석 방법 선정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리스크에 대한 원인 및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 이들은 특정 사건에 대한 원인과

결과의 인과관계, 상관관계를 도출하거나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아내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들로 각각의 방법들은 유사점도 있지만 적용방법과

사용하는 목적에 따라 차이점도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각

각의 기법들을 비교 분석하여 프로젝트에 적합한 리스크 분석 방법을 선

정하는 것은 리스크 관리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2.4.1 리스크 분석 방법 비교

최동환(2001)은 이러한 리스크 분석 방법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중점사

항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① 하위 레벨의 단계에서 특정상황의 리스크 사건에 한정하여 실무

적으로 관리되어야 할 리스크 요인을 식별할 수 있다.

②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리스크 분석이 가능하다4).

③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리스크 평가가 가능하다5).

④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인식된 리스크 요인이 리스크 관리의 후속

4) 프로젝트 리스크 분석은 다양한 유형의 분석 기법을 사용하여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인식된 리스크 인자의 결과적 중요도를 파악하는 과정이다. 이 단

계에서 리스크의 발생 규모, 각 리스크 변수의 개별적 영향 등을 수치적으로

측정⋅평가한다.

5) 프로젝트 리스크 평가는 객관적 상태 또는 계량적 분석 결과와 리스크에 대

한 주관적 인식을 통합하는 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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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인 분석 및 평가 단계와 연계되어 적용할 수 있다.

⑤ 실무차원에서 특정상황의 리스크 사건 또는 결과와 관련되어 발

생 가능한 수많은 리스크 요인들의 상호 인과관계 및 종속적인

영향을 논리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

⑥ 리스크 식별 단계에서 인식된 리스크 요인 중에서도 리스크 사건

또는 결과를 발생시키는 최소한의 주요 요인을 분석할 수 있다.

⑦ 사전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⑧ 사후관리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행할 수 있다.

⑨ 기법의 취급이 용이하다.

⑩ 소요 시간 및 경비가 적게 든다.

⑪ 리스크 감소를 위하여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고려사항을 적용하여 다양한 리스크 분석 방법들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였다(Table 2.5). 그 결과 결함수분석법은 11개의 중점사항

중에서 ⑨와 ⑩이 보통으로 나타나고, 나머지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

어 다른 분석 방법들에 비해 효율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른 분석 방법들에 비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결함수분석을 활용하여 리스크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Table 2.5 Evaluation of risk analysis methods (modified from 최동환, 2001).

Method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FMEA6) ◉ ◉ ◉ ◉ ⃟ ◉ ◉ ⃟ ◉ ⃟ ◉

MORT7) ◉ ◉ ⃟ × ◉ × ◉ ◉ ◉ ⃟ ◉

DTA × ◉ ◉ ◉ ⃟ × ◉ × ⃟ ⃟ ◉

ETA × ◉ ◉ ◉ ⃟ × ◉ × ⃟ ⃟ ◉

FTA ◉ ◉ ◉ ◉ ◉ ◉ ◉ ◉ ⃟ ⃟ ◉

※ ◉: good, ⃟: fair, ×: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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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2 리스크 분석 방법 선정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는 위험요소가 발생할 가능성과 그로 인한 패해

정도의 곱’이라는 Kaplan and Garrick(1981)의 리스크 정의에 의거하여

다른 리스크 분석 방법들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는 결함수분

석을 활용하여 리스크의 발생 확률(가능성)을 산정하고, 계층분석적 의사

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로 인한 상대적 영향도(피해정도)를 산정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리스크 레벨을 예측하는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또한,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패널별로 지

질조건을 고려하여 암반공학적 취약성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패널별 생

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하고자 한다.

6) 고장형태영향분석(Failure Mode and Effect Analysis) : 기계부품(시스템 요

소)의 고장이 기계(시스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예측하는 해석방법으로 기

계 부품 등의 기계요소가 고장을 일으킨 경우에 기계 전체가 받는 영향을 규

명해 나가는 방법이다. FMEA에서는 예상되는 고장 빈도, 고장의 영향도, 피

해도 등에 관하여 평가기준을 설정해두고, 개개의 구성요소에 대하여 고장

평가를 하고 이것으로 종합하여 치명도를 구한다. 치명도가 높을수록 중점적

인 관리가 필요하다.

7) MORT(Management Oversight Risk Tree) : 현재 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일어났다고 가정하고 논리기호를 사용하여 원인을 분석해 나가

는 방법을 말한다. 이 분석법은 사고원인을 간접적 원인과 직접적 원인으로

분류한 후, 각 원인별로 위험요소를 찾아낸다. 이 분석법은 미국의 원자력 발

전소에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고안한 분석방법으로 이미 상당한 안전성이

확보된 산업 분야에서 추가적인 고도의 안전성을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사

용하는 분석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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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롱월 광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리스크 요인

3.1 롱월 채탄 개요

석탄광에 적용되는 채탄법은 석탄의 지질학적 부존 형태에 의해 크게

노천채탄법과 갱내채탄법으로 나뉜다. 국가별로 적용되는 채탄법은 상이

하나 세계적으로 세계 1위 생산국인 중국의 영향으로 갱내채탄법이 전세

계 석탄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다(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갱내채탄법 중 주로 많이 적용되고 있는 방식은 롱월 채탄법과 주방식

채탄법(room and pillar method)인데, 이들은 수평탄층에 적용된다는 공

통점을 가지나 탄층이 부존하는 지질조건에 따라 적용 여부가 결정된다.

일반적으로 롱월 채탄법은 탄층의 부존 심도가 300 m 이상일 때 주방식

채탄법보다 훨씬 경제적으로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방식채탄법

은 천반을 지지하기 위해 필라(pillar)를 남기는데, 일반적으로 심도가

300 m 이상일 때에는 높은 수직응력으로 인해서 더 많은 필라를 남겨야

하므로 경제성이 매우 떨어지게 된다(한국광물자원공사, 2011).

롱월 채탄법은 주로 10° 이내의 경사를 가지고 있는 판상형 수평탄층

에 대해 일정 규격의 패널(panel)을 형성 한 후 롱월 장비를 이용해 채

탄하는 방식으로 천반지지대(roof support)로 작업공간을 확보하고, 상부

암반을 일시적으로 지지하면서 채탄하는 기계식 채탄방식이다. 초기에

패널을 형성하는 시간이 다소 소요되고 고가의 대규모 장비를 투입해야

하므로 초기 투자비가 다른 채탄법에 비해 높지만, 대규모 채탄 및 운송

이 가능하고 채탄 구역 내에 주방식 채탄법과 같이 많은 필라를 남길 필

요가 없어 가채율(mining recovery)이 높고 생산성이 양호하여 최근 많

이 활용되고 있는 갱내 채탄법이다(Figur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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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d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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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al shearer and
roof supports

Next longwall
panel to be mined

Figure 3.1 Layout of longwall mine (courtesy BHP Billiton Illawara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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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월 채탄의 작업 과정은 크게 (1) 목표로 하는 채탄구역을 향해서 롱

월 패널 양쪽으로 갱도를 개설하는 패널 굴진(panel development), (2)

롱월 장비를 활용하여 석탄을 채굴하는 채탄(coal extraction), (3) 채굴

된 석탄을 지상으로 이동시키는 석탄 운반(coal transportation)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러한 롱월 채탄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으며,

관련 장비들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Appendix A와 같다.

3.1.1 패널 굴진

롱월 채탄법을 이용하여 석탄을 채탄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롱월 패

널 양쪽으로 선수갱도(headentry 또는 headgate)와 후미갱도(tailentry 또

는 tailgate)라고 불리는 갱도를 개설하여야 한다. 선수갱도는 작업장에

필요한 공기와 석탄의 운송, 작업 인력의 이동 경로로 이용되며, 후미갱

도는 갱내 공기의 배출 통로로 이용된다.

이와 같이 채탄 작업 개시 이전에 패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갱

도를 굴진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를 패널 굴진(panel

development)이라고 한다. 패널 굴진은 롱월 광산 개발에 있어 매우 중

요한 부분으로 최근에는 롱월 장비의 생산성이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

에 패널 굴진 속도가 채탄 속도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채탄 예정 패널 길이를 단축시키거나, 갱도 굴진 수

를 줄이거나, 생산 중인 패널의 채탄 속도를 늦추거나, 채탄 장비의 운영

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등의 방법을 적용해야만 하기 때문에 개발계

획 및 광산 수익에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특히 채탄이 중단되는 경우

막대한 생산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정한 차기 패널 형성 완료

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Figure 3.2는 일반적인 패널 개설 모식

도 및 관련 용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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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Typical longwall panel layout (Peng and Chiang, 1984).

한편, 패널 굴진 작업은 ① 먼저 굴진장비(continuous miner, bolter

miner)가 갱도를 굴삭하고, ② 갱내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보장비인

roof bolter를 이용하여 천반을 지기하고, ③ 천반이 지지되는 동안 굴삭

된 석탄은 shuttle car에 적재되어 feeder breaker로 운반하게 되며, ④

feeder breaker에서 일정 규격으로 파쇄된 후 벨트컨베이어(belt

conveyor)를 통해 갱외로 반출하게 된다(Figure 3.3, Appendix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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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Elements of a development system (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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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롱월 채탄

패널 굴진 작업이 완료된 뒤에는 패널의 양쪽을 연결하여 채탄 막장

(longwall face)을 형성하고, 절삭 장비인 채탄기(shearer)8), 일시적으로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천반지지대, 운반 장비인 AFC (Armored Face

Conveyor)를 설치하여 채탄을 개시한다(Figure 3.4).

채탄기가 AFC를 따라서 한 쪽 갱도에서 다른 쪽 갱도로 이동하면서

일정 폭(0.8∼1.2 m)으로 석탄을 절삭하면 그 만큼 AFC와 천반지지대가

탄벽(채탄 막장면)쪽으로 이동하여 연속적으로 채탄 작업을 수행한다.

채탄기에 의해 채굴된 석탄은 AFC를 통해 배출된 뒤, BSL(Beam Stage

loader)을 통해 운반갱도의 벨트컨베이어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BSL은

일반적으로 파쇄기(crusher)가 장착되어 있어 석탄을 일정한 크기로 파

쇄하게 된다(Figure 3.5).

Roof support

Shearer

AFC

Figure 3.4 Typical longwall face equipment (courtesy Maintworld).

8) 롱월 채탄에서 채탄기는 shearer, plow 등 여러 종류가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shearer를 채탄기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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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er

Armoured Face Conveyor

Roof support

Maingate drive

Tailgate drive

Crusher

Electronic roof
support center

Beam stage loader

Boot end

Figure 3.5 Face view of full face longwall equipment layout (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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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월 장비를 설치하여 채탄하는 방식은 Figure 3.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탄방향에 따라 전진식(advancing method)과 후퇴식(retreating method)

으로 나뉜다. 전진식은 주 운반갱도에서 가까운 지점에 작업장을 개설하

고 점점 탄층을 따라 주 운반갱도에서 멀어지는 방향으로 채탄해 가는

방식이고, 반대로 후퇴식은 목표하는 작업구역 끝까지 채탄면을 개설하

고 점점 주 운반갱도를 향하여 채탄해 나오는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전

진식 방법은 채탄을 진행하면서 생기는 붕락으로 인해 선수갱도 안정적

유지가 곤란함에 따라 장비의 손상 가능성 및 철수가 복잡한 단점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 한편, 후퇴식 방법은 전진식 방법에 비해 갱도를 굴

착하면서 해당 구역의 지질을 사전에 파악할 수 있고, 갱도 입구 유지가

용이하며 벨트컨베이어 등 주 운반갱도의 장비들이 손상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계획 구역의 채탄이 끝났을 때 장비 철수가 용이하

다.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오늘날 대부분의 롱월 광산은 후퇴식 방법이

적용되고 있다.

(a) Advancing method (b) Retreating method

Figure 3.6 Different longwall methods (courtesy University of Wollong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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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석탄 운반

채탄기를 통해 채탄된 석탄은 AFC의 체인 컨베이어(chain conveyor)

에 실린 후, BSL 내에 장착된 파쇄기에서 보통 150 ㎜ 이하로 파쇄된다.

파쇄된 석탄은 다시 벨트컨베이어를 통해 갱외 저탄장에 야적된 후, 저

탄장 하부의 파쇄기에서 다시 50 ㎜ 이하로 파쇄된 후 벨트컨베이어(자

력선별기를 이용하여 철 등 불순물 제거)를 통하여 이동한 후, 판매되게

된다.

Figure 3.7은 호주 스프링베일 광산의 석탄 채탄 및 운반 경로 사례를

도식화 한 것으로 본 광산의 경우, 일부는 벨트컨베이어를 통하여 인근

의 화력발전소에 판매가 되고 있으며, 일부는 선탄작업을 거친 후 기차

에 적대되어 항구로 운반된 후, 선적 과정을 거쳐서 한국, 중국, 일본, 태

국 등으로 수출된다.

Figure 3.7 Coal transportation and sales channels of Springvale Colli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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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질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롱월 채탄은 대부분의 채탄 작업이 지하 수 백

미터의 심부에서 이루어지는 갱내채탄법이기 때문에 지상에서 채탄이 이

루어지는 노천채탄법에 비해 더 많은 리스크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특히, 지하 채탄장의 지반 안정성은 롱월 광산의 생산성과 직결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롱월 채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지질적 요

인들에 대해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Table 3.1). 지질 조건에 따른 리스

크 요인은 암반역학적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event A1∼A6)과 지층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event A7∼A11)으로 구분하였으며, 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정 사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Category Event Risk factors

A. Geological

conditions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A4 In-situ stress

A5 Squeezing ground

A6 Swelling ground

A7 Thickness of seam

A8 Depth of seam

A9 Dip of seam

A10
Geological anomalies(fault, fold, sandstone

channel, clay vein and fracture)

A11 Confined aquifer

Table 3.1 Risk factors for longwall mining due to the geolog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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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 암반역학적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

(1) 천반(event A1), 바닥(event A2), 탄층(event A3)의 강도

신속한 롱월 채탄을 위해서는 양호한 천반 및 바닥상태를 유지하는 것

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단기적으로 생산성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

유 중 하나가 바로 불량한 천반 또는 바닥상태 때문이다. 따라서 탄층

주변의 암반역학적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특히 시추공과 인

접한 탄층에 대해서는 더욱 관리가 필요하다.

암반역학적 특성에는 단지 일축압축강도나 인장강도뿐만 아니라 셰일

층일 경우 수분과 같은 풍화민감도(weathering susceptibility) 등의 다른

암반 특성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야 한다. 천반이 견고하여 유압지지대가

이동 후에 쉽게 붕락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경우, 일반적인 유압지지대

보다 더 큰 용량을 사용해야하며, 특히 이보다 더 심각할 경우 수압파쇄

와 같은 방법으로 인위적으로 연약하게 만들어 붕락대가 형성되도록 하

거나 패널 폭을 좁게 형성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도 최적의 작업조

건을 위해서는 바닥이 견고해야하며 바닥이 연약한 암반이라면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좋다. 천반은 견고하고 바닥은 연약하다면 채탄

생산성은 극히 저조할 수밖에 없다.

한편, 석탄층의 암반이 견고할 경우, 대괴로 채탄되거나, 모양이 불규

칙하게 채탄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럴 경우 롱월 장비(AFC나

BSL)들이 폐색(jamming)되면서 채탄된 석탄을 원활하게 운송할 수 없게

된다. 반면, 석탄층의 암반이 연약할 경우에는 채탄 막장의 유지가 어려워

막장이 붕락되거나, 채탄 장비인 채탄기가 탄층 내에 구속(confinement)

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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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기응력(event A4)

일반적으로 패널을 설계할 때 천반 붕락(roof fall), 반팽(floor heave)

등의 사고를 방지하고 갱내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초기응력

특히 수평응력의 크기와 방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우선 초기응력의 크기

가 작고, 경암이면 수평응력의 영향은 미미하지만, 주변 암반이 연약할

경우 초기응력의 크기는 패널의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일반적으로 패널은 수평응력과 평행한 방향이 되도록 설계를 하는데, 이

는 패널이 수평응력과 수직방향이 되도록 설계를 하면 측벽에 과도한 압

력을 받아 갱도의 안정성을 저하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이러한 갱내 안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평응력 방

향만을 고려하는 것은 좋은 해결 방안이 아니라는 것이 Morsy and

Peng(2005)에 의해 증명되었는데, Morsy and Peng(2005)은 선수갱도의

안정성 해석을 위해 3차원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여 최대 주응력 방향과

크기의 변화 양상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최대 주응력 방향

은 채탄면 및 선수갱도와 평행한 방향을 보이나, T자형 교차지점

(T-junction)에서는 채탄면에서 교차지점의 모서리 부분의 견고한 암반

을 향하는 방향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8).

상기 조건에서 최대 주응력 집중도를 살펴보면, 채탄면에서의 응력해

방구역(stress relief zone)은 패널 방향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0̊̊° 및 30°

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고, 90°에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입기갱도 측벽에

서 살펴보면 0°에서 가장 작은 주응력 집중도 양상을 보이며, 90°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Figure 3.9,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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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θ=0° (b) θ=30°

(c) θ=60° (d) θ=90°

Fig. 3.8 Distribution of Maximum induced principal stress in the

immediate roof (Morsy and Pe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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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θ=0° (b) θ=30°

(c) θ=60° (d) θ=90°

Figure 3.9 Maximum principal stress concentration at the immediate roof

for left-handed panel (Morsy and Pe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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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θ=0° (b) θ=30°

(c) θ=60° (d) θ=90°

Figure 3.10 Maximum principal stress concentration at the immediate

roof for right-handed panel (Morsy and Peng,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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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후퇴식 롱월 채탄 시 현지 주응력은 채굴

이 진행됨에 따라 채탄면 및 패널 인근에서 응력 재배분이 발생하게 되

며, 이렇게 유도된 주응력은 방향과 크기에서 모두 변화하게 된다. 이러

한 주응력 방향은 굴착에 의해 이완된 암반에서 견고한 암반으로 향하게

되며, 응력 크기 또한 다양하게 변하게 된다. 따라서 현지 수평응력을 반

영하여 패널을 설계할 경우, 반드시 최대, 중간, 최소 주응력을 모두 고

려해서 판단해야 한다.

(3) 압출성 지반(event A5)

국제암반공학회(ISRM) 압출성암석위원회에서 발간한 「Definition of

Squeezing」에서 Barla(1995)는 “암석의 압출은 시간 의존적인 대규모

변형이므로 터널과 같은 공동(cavity) 주변에서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전

단강도의 초과로 인한 크립(creep)과 관련 있다. 변형은 건설 중 혹은 장

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정의하였다. 즉 압출은 암석과 토

양에서 유도응력과 재료특성의 특수한 조합이 터널 주변의 특정 지점에

가해져서 크립 변형이 시작될 정도의 한계 전단강도를 초과할 때 발생한

다. 또한, 압출은 과응력의 산물이며 분리성 암반에서 터널 벽면 혹은 천

반의 이완에 의해 발생한 변형은 압출현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암

석파열(rock burst) 역시 압출현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노병돈, 2002).

롱월 채탄에 있어서도 압출은 갱도의 굴착 및 지보기술과 밀접한 관련

이 있으며, 만일 지보 설치가 늦어지면 암반은 갱도 내부로 이동하고, 갱

도 주변으로 응력 재배분이 일어난다. 반대로 적절한 지보재의 설치로

암반 변형이 구속되면 압출은 장기하중으로 전이 될 것이다. 또한, 지반

의 압출에 의한 롱월 장비의 구속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 48 -

(4) 팽창성 지반(event A6)

터널 주변에서 발생하는 시간 의존성 변위가 압출성 암반에서 발생하

는 것처럼 팽창 가능성이 있는 암석에서도 역시 발생할 수 있다. 하지만

팽창이 항상 체적 증가를 수반하는 반면 팽창거동을 나타내는 일부 암석

을 제외하고는 압출성 지반은 그렇지 않다. 팽창성 지반 역시 과도한 변

위로 인해 갱도의 안정성 및 채탄 장비 구속의 위험성을 가진다. 아래의

Table 3.2는 압출성 지반과 팽창성 지반을 비교한 것이며, Figure 3.11은

반경방향 변위가 이완영역 내에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보여준

다. 또한, Figure 3.12는 압축영역이 이완영역 내에 형성되어 터널 벽면

내공변위가 제한됨을 보여준다.

Parameter Squeezing Swelling

1. Cause

∙ Small volumetric expansion

of weak and soft ground

upon stress-induced shear

failure

∙ Compaction zone can form

within broken zone

∙ Volumetric expansion due to

ingress of moisture in ground

containing highly swelling

minerals

2. Closure

- Rate of

closure

- Period

∙ Very high initial rate, several

㎝ per day for the first 1-2

weeks of excavation

∙ High initial rate for first 1-2

weeks till moisture penetrates

deep into the ground

∙ Reduce with time

∙ Decrease with time and

moisture penetrates into the

ground deeply with difficulty

∙May continue for years on

exceptional case

∙May continue for years if

the moist ground is scooped

out to expose fresh ground

3. Extent

∙ The affected zone can be

several tunnel diameters

thick

∙ The affected zone is several

meters thick

∙ Post construction saturation

may increase sewlling zone

significantly

Table 3.2 Comparison between squeezing and swelling (Jethwa & Dhar,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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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Variation of radial displacement with radial distance within

slates/phyllites of Giri Tunnel, India (Jethwa, 1981).

Figure 3.12 Compaction zone within broken zone in the squeezing

ground condition (Jethwa, 1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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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지층 특성에 따른 리스크 요인

(1) 탄층 두께(event A7), 깊이(event A8), 경사(event A9)

① 탄층 두께

롱월 채탄법은 전형적으로 수평 층상광체에 적용된다. 채굴 예상지역

에 대한 광체 두께와 그 변동성을 확인한 후 이론적 채광 높이가 정해진

다. 하지만 실제적인 채광 높이는 주요 장비의 크기 및 천반지지대의 높

이에 의해 결정된다. 롱월 채탄은 채탄 전에 개발된 패널 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채탄 시 작업의 유연성이 거의 없으며 최소 높이라도 절삭

이 이루어지면서 전진해야 한다. 유일한 대안은 패널 안에 채탄이 불가

한 지역을 우회하여 장비를 철수하여 새로운 지역에 재설치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시간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비생산적이다.

일반적으로 탄층 두께는 채탄 방식 즉 채탄 높이 및 그에 따른 장비 선

정에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Bessinger(2011)는 롱월 채탄에 가

장 적합한 탄층의 두께를 1.75∼3.75 m로 규정하였다. 탄층의 두께가 1.75

m 미만인 경우, plow라는 채탄기를 이용하여 채탄을 하게 되는데 이 경우

롱월 채탄에 비해서 생산성이 떨어지는 문제가 있다. 한편, 탄층의 두께가

3.7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많은 부속 장비들이 추가로 필요로 하며, 롱

월 채탄이 가능한 한계 두께를 7.25 m로 규정하고 있다. 탄층의 두께가

7.25 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롱월 채탄법 대신 LTCC(Longwall

Top Coal Caving)9) 등 다른 대안을 선택하여야 한다(Table 3.3).

9) LTCC(Longwall Top Coal Caving)는 두꺼운 탄층을 효율적으로 채탄할 수

있게 설계된 롱월 채탄법으로 중국의 석탄광에서 최초로 도입되었다. LTCC는

천반지지대 후방에 부착된 캐노피(canopy) 부분을 개폐식 성능을 탑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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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m thickness (T) Mining equipment technology

T<1.75 m

(Thin)

Thin seam systems have historically applied

longwall plow technology but have not achieved

the productivity of thicker-seam, shearer-based

applications.

1.75 m<T<3.75 m

(Moderate)

Most modern, high-capacity longwalls operate in

the moderate height category-from 1.75 to 3.75 m.

Optimum height is generally agree to be in the

2.5-4.0 m range for single-pass longwalls.

3.75 m<T<7.25 m

(Thick)

Above 3.75 m and up to approximately 7.25 m

mining height, the thick category, is the upper

limit of single-pass longwall capability. In this range,

normal longwall equipment requires numerous

adaptations to perform successfully until it

reaches a practical limit at approximately 7.25 m.

T>7.25 m

(Very thick)

Above 7.25 m, longwall technology is forced into

several alternatives: multilift longwall or top coal

caving. On a worldwide basis, as very thick coal

seams extracted by surface mining extend to

depths beyond economic limits, underground mining

methods will be required that offer high resource

recovery, such as longwall top coal caving.

Table 3.3 Mining equipment technology according to the seam thickness

(Bessinger, 2011).

② 탄층 깊이

탄층의 깊이(부존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수직⋅수평응력은 측벽 조건

에 많은 영향을 주는데, 특히 높은 수평응력은 연약한 천반이나 바닥에

영향을 미쳐 패널 굴진과 후퇴식 채탄 시 측벽 조건을 불리하게 만든다.

수직응력의 경우, 저심도일 때는 채탄 막장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하나

심도가 깊어질수록 슬래빙(slabbing)을 유발하여 채탄 막장의 안정성을

캐노피 밑에 추가적인 AFC가 설치하여 상부의 미채탄 붕락탄을 후방 캐노

피의 개폐작업을 통해 AFC로 인입시킴으로써 석탄을 회수하는 채탄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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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화시키기도 한다.

또한, 탄층의 깊이는 지반침하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탄층의 깊이가 증가할수록 지반침하는 작아지고 침하곡선은 완만해진다.

③ 탄층 경사

일반적으로 수평탄층(flat seam)이라 함은 경사도가 10° 이내의 탄층을

말하며, 현재 미국에서 운영 중인 모든 롱월 채탄 광산의 탄층 경사는

10°이내이다. 과거 20 여 년 간의 경험을 토대로 경사가 최대 15°에서

20° 이상인 탄층에 대한 롱월 채탄은 생산성 저하로 경제성이 떨어지나,

이것은 시장여건에 따라 다소 변경될 여지는 있다. 조금이라도 경사가

있는 탄층을 채탄할 시에는 방향을 상향 경사로 채탄하는 것이 유리하

다. 그 이유는 채탄면에서의 분진 억제를 통한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많

은 양의 물의 사용하게 되는데 하향 경사로 채탄할 경우, 채탄면 쪽으로

물이 고이게 되어 신속한 채탄작업에 어려움을 야기 시킨다. 따라서 채

탄면을 최대한 건조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패널을 상향 경사로

채탄해 나가도록 설계함으로써 채탄면에 고인 물들이 자연스럽게 붕락대

(goaf)를 향하여 흘러가게 하는 것이 생산성 향상에 많은 도움이 된다

(Peng, 2006).

(2) 지질 이상대(event A10)

단층파쇄대, 습곡, 점토 관입대 등의 지질조건들은 채탄에 큰 어려움을

끼치는 요인들이며, 전체적인 광산 설계에 매우 중요한 고려 요소이다.

이러한 지질조건들의 특성 및 위치에 대한 정보는 패널 설계 이전에 반

드시 파악되어야 하며, 사전에 파악이 어려울 경우 적어도 굴진작업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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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동안에 지질전문가와 충분한 검토를 통해 채탄 이전에 충분히 파악되

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단층대는 연약한 암질로 구성되며, 종종 비어있는 경우도

있다. 만약 이러한 파쇄대가 채탄 높이 보다 작을 경우에 채탄 속도는

감소할지라도 전체 작업에는 큰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하지만 채탄

높이보다 크게 분포하고 있을 경우 패널 설계 시 이러한 파쇄대 영역을

채탄 구역에서 제외하는 것이 좋다. 본 연구에서 현장 적용에 활용된 호

주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에도 단층대에 대한 채탄을 무리하게 진행하

다 생산성 저하로 결국 파쇄대에 대한 채탄을 포기하고 패널을 다시 설

계한 사례도 있다.

(3) 피압대수층(event A11)

대수층(aquifer)이란 물을 보유하고 있는 지층 혹은 지층군으로 일반적

으로 투수계수가 10-8 ㎝/sec 이상의 투수성을 갖는 경제적으로 중요한

다량의 물을 저유해서 양수할 수 있는 지층을 뜻한다. 이 중에서 피압대

수층(confined aquifer)은 상하부의 낮은 투수계수를 갖는 지층사이에 형

성된 대수층을 말한다. 상부의 피압 지층의 투수계수가 대수층에 비해

현저하게 낮은 경우에 피압대수층 내의 지하수는 상부의 지층으로부터

압력을 받기 때문에 관경 내의 지하수위는 대수층의 상부 경계보다 높게

형성된다. 이러한 피압대수층이 지반에 존재하는 경우에는 다량의 지반

용수가 막장면으로 들어오게 되어 다양한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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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설계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

롱월 채탄법은 대규모 자동화 기계장비를 사용하여 집약된 작업장에서

하루 수 만톤의 석탄을 생산하는 대규모 기계화 채탄법으로 오늘날 가장

안전하고 능률적인 지하채탄법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롱월

채탄법과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주방식 채탄법과 달리 설

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롱월 채탄법을 통해 안정적이고, 능률적인 석탄 생산을 위해서

는 제대로 된 설계 작업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롱월

채탄에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는 설계 조건들로 Table 3.4와 같이 패널

설계(panel layout), 채준갱도 개설 방법(gateroad opening method), 필라

설계(pillar layout), 채탄기 설계(design of shearer), 천반지지대 설계

(design of roof support), AFC 설계(design of AFC)를 선정하였으며,

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정 사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Category Event Risk factors

B. Design

conditions

B1 Panel layout

B2 Gateroad opening method

B3 Pillar layout

B4 Design of shearer

B5 Design of roof support

B6 Design of AFC

Table 3.4 Risk factors for longwall mining due to the design conditions.

3.3.1 패널 설계(event B1)

롱월 채탄법은 기계화 채탄이 가능하므로 안전 및 생산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반면에 몇 가지 제약사항이 수반된다. 첫째, 주방식 채탄법과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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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적으로 패널 설계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단층 또는 파쇄대 등의 지

질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 둘째, 적정한 탄층의 경사(수

평탄층일 경우 유리)와 경제성 있는 탄 폭의 경우에 적용이 가능하다.

셋째, 붕락대는 반드시 붕락되어야 하므로 상반의 암반역학적 특성이 부

합되어야 하며, 지층 붕괴에 따른 지하수의 이동도 적절히 관리할 수 있

어야 한다. 넷째, 붕락대에 석탄이 잔류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자연발화

가능성이 낮아야 하고, 기계력을 이용하여 석탄을 절삭하기 때문에 그

물리적 특성이 부합되어야 한다. 다섯째, 메탄이나 이산화탄소와 같은 가

스 발생량이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표 함락이 수반될 수 있으므로 상부

의 가옥, 습지(swamp) 등의 허용 한계를 고려하여 패널 설계(채탄 높이,

패널 폭, 패널 길이 등)를 하여야 한다. 여섯째, 롱월 채탄법은 채탄 장

비 구입 및 관련 인프라 조성 등에 대단위 투자가 수반되므로 투자비 회

수를 상회하는 적정 생산량과 가행기간을 보장할 수 있는 매장량이 확보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패널의 폭, 길이 및 방향 그리고 채탄 높

이 등을 결정하여 가행기간 중 발생 가능한 암반공학적 문제를 최소화하

여야 한다.

3.3.2 채준갱도 개설 방법(event B2)

롱월 채탄 작업을 개시하기 전에 패널을 형성하기 위해서 미리 갱도를

굴진하게 되는데, 이러한 패널 굴진을 통해서 개설된 갱도를 채준갱도라

고 한다. 채준갱도는 선수갱도와 후미갱도로 구분하며, 통기량 확보를 위

한 갱도의 수에 따라 2-entry, 3-entry, 4-entry 시스템 등 다양하게 구

분할 수 있다. Figure 3.13은 3-entry 시스템의 일반적인 패널 개설 모식

도 및 관련 용어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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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Cutaway of general panel development (Peng, 2006).

Figure 3.14는 미국의 채준갱도 개설 시스템에 대한 추세를 보여준다.

1980년대까지는 4-entry 시스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나, 1990

년대 이후에는 3-entry 시스템이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주요

요인으로는 채준갱도 개설 수가 적을수록 채탄 회수율이 높아지기 때문

이다. 하지만, 미국의 광산안전보건국(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MSHA) 규정에 의해 2-entry 시스템은 특별한 조건이

아니면 불허하기 때문에 3-entry 시스템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Figure 3.14 Historical trend of gateroad development system (Pe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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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호주의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의 롱월 채탄 광산에서 2-entry 시

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심지어 가스 문제로 설계단계에서 3-entry 시스

템으로 설계된 광산이 채탄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2-entry 시스템으로

설계를 변경한 경우도 있다.

3.3.3 필라 설계(event B3)

롱월 채탄을 위한 패널 굴진과정에서 채준갱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남겨 놓은 필라를 체인필라(chain pillar)라고 한다.

또한, 채탄이 완료되는 패널 끝과 주운반갱도 사이에 일정 간격으로 필

라를 남는 필라를 배리어 필라(barrier pillar)라고 한다.

먼저 체인 필라를 설계하는 방법에는 크게 Mark(1990)가 제안한 필라

안정성 분석(ALPS, the analysis of longwall pillars stability) 방법과 수

치해석적 방법(numerical modeling method)이 있다.

(1) 필라 안정성 분석

필라 안정성 분석은 다음 공식들에 의해 체인 필라 시스템을 결정하게

된다.

① 각각의 필라 강도(strength of individual pillar)

    

 (3.1)

  
 



(3.2)

여기서, 는 필라의 강도(psi), 은 석탄 강도(psi), 는 필라의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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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는 필라의 높이(ft), 는 정육면체 석탄 시료의 실험실 강도(psi),

는 실험실 시료의 최소 차원(in.), 는 정육면체 석탄 시료의 가장자리

길이(in.), 그리고 는 크기효과(size effect scaling factor)이다.

② 필라 시스템의 지지력(bearing capacity of the pillar system)

각각의 필라에 대한 지지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 per foot of gateroad) (3.3)

여기서, 는 필라 길이, 는 갱도 폭이다.

필라 시스템의 하중 지지력은 다음과 같다.

 
  



 (3.4)

여기서, n은 필라의 개수이다.

③ 필라 하중(pillar loading)

       (3.5)

      (3.6)

       (3.7)

여기서, 는 첫 번째 패널의 선수⋅후미갱도의 교차지점(T-junction)

에서의 하중, 는 bleeder pillar에서의 하중, 는 두 번째 패널의 후미

갱도 교차지점에서의 하중이며, 는 개발 하중(development load), 는

total side abutment load, 는 0.7, 는 0.5 그리고 R은 식 (3.8)과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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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여기서, 는 필라 시스템의 폭, D는 식 (3.9)와 같다.

   (3.9)

여기서, H는 탄층의 깊이이다.

④ 안정성 지수(Stability Factor, SF)

  (3.10)

여기서, 는 필라 시스템의 하중 지지력, 은 설계하중이다.

Mark(1990)는 SF=1.0-1.3을 추천하였다.

(2) 수치해석적 방법

필라를 설계하는데 있어서 ALPS 방법이 비교적 간단하고 적용이 용

이한 보편적 방법이지만, 이 방법은 천반, 필라 그리고 바닥 등이 만나는

모서리 지점에서의 응력집중 현상을 고려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석탄

의 강도가 증가할 경우, 교차 지점에서의 구속압(confining pressure)은

3-4배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만약 천반과 바닥이 사질셰

일(sandy shale)이나 사암(sandstone)과 같은 경암일 경우, 그들의 구속

압으로 인하여 필라의 강도는 증가할 것이며, 반대로 점토질 광물

(clayey material)일 경우 필라의 강도는 감소할 것이다. 수치해석적 방

법은 이러한 요소들을 모두 고려할 수 있다(Morsy and Peng, 2003). 수

치해석적 방법의 단점은 ALPS 방법보다 좀 더 복잡하며, 신뢰할 수 있

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심도 깊은 교육을 거쳐야 한다는 점이다

(Pe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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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롱월 채탄 시스템에서는 하나의 필라 크기(pillar size) 또는 필

라 배열(pillar arrangement)10)을 전체 광산에 동일하게 적용한다. 지표

의 지형은 위치에 따라 변화하기 때문에 필라의 크기는 지형의 변화에

따라 변화를 주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채준갱도의 굴진에 있어서 필라

크기에 변화를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하다. 또한, 채준갱도 내 어느 위

치의 필라 크기를 변화시킬지 선택하는 것도 쉽지 않다. 따라서 수치해

석적 방법에서는 탄층의 평균심도와 실내 강도 실험에 사용될 석탄 시료

의 결정이 매우 중요하며, 이 두 가지 요소가 필라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3.3.4 채탄기 설계(event B4)

(1) 채탄기 선정

채탄기S(shearer)를 이용한 기계화 채탄법이 1954년 최초로 도입된 이

후 생산 능력이나 채탄 설계 부분에서 많은 변화를 초래하였다. 오늘날

채탄기는 롱월 채탄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채탄 장비이다. 채탄

기는 일반적으로 single-ended 방식과 double-ended 방식으로 구분되는

데, 과거에는 single-ended 방식의 드럼 부분이 몸체에 고정식으로 설치

되어 높낮이를 조정할 수 없게 제작되었다. 이러한 방식은 채탄층의 높

이 및 바닥상태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낮고 균일

한 높이의 탄층을 개발하는데 적용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고정식 드럼 방식은 유압을 통한 높낮이 조절이 가능한

가변식 드럼 방식으로 대체되었으며, 가변식 드럼의 개발로 탄층의 높이

10) 필라 배열이란 한 열에서 체인필라의 수와 규격을 의미한다.



- 61 -

와 바닥상태의 변화에 따라 드럼의 높낮이를 조절함으로써 채탄이 가능

하게 되었다.

또한, 채탄층 높이가 드럼의 직경보다 커서 작업 범위를 초과하여 변

화할 경우, single ended 방식은 일회 굴삭작업으로 대상 탄층을 완전하

게 채탄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왕복 굴삭작업을 통해서 원하는

채탄 심도 및 높이에 대한 채탄이 가능하다. 또한, 선수갱도에서 후미갱

도 방향으로 굴삭을 진행할 경우 후미갱도에 niche11) 작업이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single-ended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double-ended 방식

이 개발되었다. 이 방식은 개발 이후 산업계에서 표준으로 인식되어 왔

으며, 일회 작업으로 전체 채탄층 높이에 대한 개발이 가능하게 되었다.

2개의 드럼은 원하는 작업 높이의 조정이 가능하며, 바닥 하부까지 채탄

이 가능하도록 한다. 특히, 2개의 드럼에 대한 높낮이 배열을 다르게 함

으로써 주운반갱도에서 후미갱도로 일회 작업 시 채탄층 전체 높이를 채

굴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신속한 롱월 채탄이 가능하여 천반의 무지보

노출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러한 채탄기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은 바로

채탄 높이이다. 일반적으로 double-ended 방식에서 채탄 높이는 드럼 직

경의 2배를 초과할 수 없으며, 채탄 높이는 식(3.11)에 의해 결정된다

(Peng, 2006).




sin  


(3.11)

11) Niche 작업이란 채탄기가 선수갱도에서 후미갱도 또는 후미갱도에서 선수

갱도로 굴삭작업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사전에 채탄기 길이와 일회 채탄 가

능 심도(web) 만큼을 미리 굴삭하는 작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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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채탄 높이 또는 탄층 두께, 는 채탄기 몸체의 높이, 

는 몸체의 두께, 은 ranging arm의 길이, 는 ranging arm의 각도, 

는 드럼의 직경이다.

(2) 채탄기의 채탄 메커니즘

한편, 채탄기에 의한 채탄 작업은 드럼 부분의 회전과 몸체의 수평이

동의 혼합작업에 의해 이루어진다. 드럼의 일회전당 굴식심도는 Figure

3.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드럼 회전속도가 낮을수록, 수평이동 속도가 높

을수록 굴삭심도는 더욱 증가하게 되며, 식 (3.12)와 같이 드럼의 회전속

도와 수평이동속도의 함수관계로 구성된다.

(a)

Figure 3.15 Effect of (a) drum rotation speed and (b) shearer haulage speed

on bit cutting depth per rotation (Pe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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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ure 3.15 Continued.




(3.12)

여기서, 는 드럼회전당 비트의 굴삭심도(inch/rev), 는 채탄기 이동

속도(ft/min, fpm), 는 원주(circumferential line)당 비트의 수, 은 드

럼회전속도(rpm)이다

3.3.5 천반지지대 설계(event B5)

천반지지대는 유압이라는 기계적 에너지를 이용하여 천반의 하중을 지

지하고, 붕락대에서 석탄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과 함께

작업장의 통기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채탄작업장을 안전

하게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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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천반지지대의 설계는 지보 용량을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

다. 지보 용량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천반지지대만으로 하중을 견딜 수

있다면 간단하게 해결될 수 있지만, 롱월 광산의 경우 지지대의 용량만

으로 하중을 견디기는 어렵기 때문에 주변 암반거동 등을 복합적으로 고

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천반지지대의 설계는 ① 구성품 규격의 예비 결정, ② 천반과 측

벽 하중 결정, ③ 하반 및 용수 상태를 고려한 지지용량(설계 하중) 결정,

④ 예비 분석에 기초한 형상 구성 결정, ⑤ 구조 설계, ⑥ 실물크기 원형

모델을 대상으로 각종 실험 등 일련의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다(Table 3.5)

1. Preliminary determination of component sizes by considering:

(a) Mining height (b) Prop-free front and space crew travel

(c) Ventilation requirements (d) Other consideration

2. Determination of the roof and lateral loading by considering:

(a) Characteristics of the immediate roof thickness and caving conditions

(b) Gob loading on the caving shield

(c) Characteristics of main roof movements

3. Determination of the bearing capacity of floor rocks and water conditions

4. Determination of geometrical configuration based on preliminary analyses

of:

(a) Stability based on external loadings and geometrical configurations

(b) Support efficiency

If necessary, revise the geometrical configuration and repeat the analyses

until the desired stability and supporting efficiency are obtained.

5. Structural design: determine the actual size and stiffness of each

element by performing static stress analyses of the support, including

simulation of critical loading conditions for each element. Revise the

design and repeat the whole procedure, if necessary.

6. Testing of the full-sized prototype shield model and electronic and

hydraulic units.

Table 3.5 Procedures for designing a shield support (Pe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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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6 AFC 설계(event B6)

AFC는 채탄기에 의해 채탄된 석탄을 BSL까지 운반하는 컨베이어 시

스템으로, AFC를 선택할 때에는 운반용량(carrying capacity), 필요 동력

(power requirements), 체인의 강도를 고려하여야 한다(Bessinger, 2001).

(1) 운반용량

AFC의 운반용량(, ton/hr)은 식(3.13)과 (3.14)에 의해 결정된다.

   (3.13)

   (3.14)

여기서, 는 컨베이어의 단위길이당 적재된 석탄의 양(lbs/ft), 는

체인의 속도(250-450 ft/min), 는 적재된 석탄의 단위중량(수분 및 회분

의 함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55-95 lbs/ft), 는 팬의 단면적(ft2)

이다.

(2) 필요 동력

AFC에 설치되는 모터는 ① 상부 체인레이스(top chain race)를 통해

운반되는 석탄과 체인의 중량, ② 하부 체인레이스(bottom chain race)를

통해 다시 되돌아가는 체인의 중량, ③ 켄베이어가 앞으로 이동하기 위

한 중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마찰저항(frictional resistance)을 극복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따라서 총 필요 동력()은 식(3.15)와 같이 석탄의 운반에 필요한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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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 체인의 이동(석탄의 운반 및 후미갱도로 후퇴)에 필요한 동력

(), 컨베이어가 앞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의 합으로 표현된

다.

   (3.15)

석탄의 운반에 필요한 동력()은 식(3.16)을 통해 결정된다.

 


(3.16)

여기서, 는 컨베이어에 적재된 석탄의 중량(lbs), 은 석탄과 컨베

이어 사이의 마찰계수, 는 운반속도(ft/min)이다.

체인의 이동에 필요한 동력()은 식(3.17)을 통해 결정된다.

 

 
(3.17)

여기서, 는 체인의 중량, 는 flight bar의 중량, 은 체인과

컨베이어 사이의 마찰계수, 는 동력효율(power efficiency)이다.

컨베이어가 앞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동력()은 식(3.18)을 통해 결

정된다.

 


(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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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생산관리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

일반적으로 시공 기간이 수년에 불과한 터널 시공과 달리 광산은 수

십년동안 개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생산관리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도

롱월 광산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생산관리 측면에서의 리스크 요인을 크게 광산

안전 관련 리스크 요인(event C1∼C4), 장비 관련 리스크 요인(event C5

∼C6), 광산 운영 관련 리스크 요인(event C7∼C10)으로 구분하였으며

(Table 3.6), 각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선정 사유는 후술하는 바와 같다.

Category Event Risk factors

C.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C1 Insufficient support

C2 Gas drainage

C3 Dust control

C4 Ventilation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s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C9 Mastery of operator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Table 3.6 Risk factors for longwall mining due to the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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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 광산 안전 관련 리스크 요인

(1) 지보(event C1)

롱월 광산에서의 갱내 지보 작업은 크게 1차 지보(primary support)와

2차 지보(secondary support)로 구분할 수 있다. 1차 지보는 가장 기본적

인 지보 작업으로 보통 갱도가 개설된 직후 설치되는 지보 작업을 말한

다. 2차 지보는 1차 지보 후 붕락 방지 또는 붕락 후 복구를 위한 지보

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붕락 지역의 2차 지보 작업은 매구 까다롭고 비

용이 많이 드는 작업이다. 이는 붕락으로 인한 갱도의 외곽은 경사지고

불규칙하기 때문에 임시 지지대를 설치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2차 지보 작업은 일반적으로 추가 붕락 가능성 점검, 이완된 암석 제

거, 갱도 주변상태 조사, 임시 지지대 설치, 영구지지대 설치 순으로 작

업이 진행된다. 2차 지보 작업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은 이완된 암

석 제거 후 새로운 록볼트를 설치하는 작업이다. 록볼트 시스템은 이전

에 적용한 록볼트보다 길고 강한 록볼트를 사용하여 보다 조밀한 패턴으

로 설치하게 된다.

한편, 붕락규모가 적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I-beam을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하며, 붕락 규모가 큰 경우에는 Figure 3.16과 같이 아치형 캐노피

(arch canopy)를 사용한다. 아치형 캐노피는 추가적인 붕락으로부터 보

호하기 위해 상부 암석의 붕락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하는데, 설

계 기준은 아래의 수식을 따른다.

     (3.11)

여기서, W는 붕락 암석의 무게(lb/ft), H는 갱도 높이(ft), 는 보호구

역의 높이(f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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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Design criteria of archy canopy (Allwes et al., 1987).

또한, 불안정한 갱도 주변의 암반을 안정화 시키거나, 갱도 주변의 공동을

보강하기 위해 폴리우레탄을 주입하기도 한다(Figure 3.17). 이 방법은

채탄작업 이전에 예상되는 연약한 암반을 강화하거나, 기존의 연약한 암

반이 추가로 이완되지 않도록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게 된다.

특히 롱월 채탄에 있어 생산이 지연되는 작업 정지 시간은 비용 측면에서

매우 큰 위험 요인이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이 방법을 흔히 사용한다.

Figure 3.17 Polyurethane injection system and example of its application

(Popovich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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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스 배출(event C2)

석탄의 종류는 탄화도에 따라 탄화도(carbonization)가 낮은 단계에서

높은 단계로 토탄(peat), 갈탄(lignite), 역청탄(bituminous coal), 무연탄

(anthracite) 등으로 구분된다. Figure 3.18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화과정

중에 석탄의 기본 생성 물질인 탄화수소(hydrocarbon)와 산소에 의해 물

(H2O), 이산화탄소(CO2), 메탄가스(CH4) 등이 형성된다. 이산화탄소는 탄

화도가 낮은 석탄에서 과잉 산소에 의해 형성되나, 이러한 이산화탄소는

탄화과정이 진행됨에 따라 역청탄이나 무연탄의 단계에서 형성되는 메탄

가스에 의해 배출되어 감소하게 된다. 또한, 석탄 내의 물, 이산화탄소,

메탄가스는 이동성이 있는 물질로 간주되며, 탄층 또는 인접 지반으로

이동함으로써 일부 소실되고, 상대적으로 적은 양만이 탄층에 잔류하게

된다.

Figure 3.18 Creation process of migratory products according to coal

carbonization (Hargraves,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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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들 중에서 폭발 위험성을 가진 메탄가스 농도가 5∼16%(9.5%

가 가장 위험)이고, 온도가 650∼750 ℃일 때 발화될 수 있다.

탄층 가스는 모든 석탄층에서 생성되나, Figure 3.19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채탄면 또는 굴진 막장(cut coal), 갱도 벽면(development rib) 등에서

많이 발생한다. 채탄면에서의 가스 배출은 채탄기에 의해 상당한 양의

석탄이 굴삭되면서 대기에 노출되게 되며, 이때 탄층 내에 존재하던 많

은 양의 가스가 배출된다. 굴진 갱도 벽면에서의 가스 배출은 갱도를 굴

진하면서 석탄층이 대기에 노출되거나, 균열이 발생할 때 배출된다.

Figure 3.19 Gas flow path in longwall panel (MEA, 2013).

이러한 탄층 가스를 희석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은 석탄 광산의 통기시스

템을 설계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다. 신선한 공기의 입기를 통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가스 함량을 희석시킬 수 없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사전배출(pre-drainage)과 사후배출(post-drainage)로 구분된다.

① 사전배출

사전배출은 일반적으로 채탄 이전에 탄층에 선진 천공하여 가스를 포

집하는 것으로 가스공은 탄층의 유체압력을 감소시킨 후, 탄층 내에 존

재하는 가스를 탈착시켜 배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가스공의 설치 패턴

은 배출 물량, 탄층의 구조, 채탄 계획 등에 따라 다양하다(Figure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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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Layout of drainage holes for pre-drainage (MEA, 2013).

② 사후배출

사후배출은 Figure 3.2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크게 갱내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포집하는 방법(갱내사후배출, cross measure boreholes post

drainage)과 지상에서 붕락대의 가스를 배출하는 방법(갱외사후배출,

goaf drainage)이 있다.

먼저 갱내사후배출은 채탄될 패널의 천반이나 바닥 인근 탄층에 천공

하거나, 붕락대 내에서의 응력해방을 통해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하는 것

이다.

갱외사후배출은 많은 가스 함량을 보유한 탄층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가장 큰 단점은 지상 접근 권한이 있어야

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가스배출 방법 중에서 처리용량 대비 비

용이 가장 저렴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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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Cross section of post-drainage (MEA, 2013).

(3) 분진 제어(event C3)

롱월 채탄 광산에서의 분진은 일반적으로 미세한 석탄 입자, 즉 분탄 및

암석 입자들로 구성된다. 갱내 통기 시 발생하는 공기의 유동에 의해 이

동되는 먼지인 부유분진(airborne dust)과 바닥에 가라앉은 먼지인 강하

분진(settled dust)이 있다.

이중 부유분진은 매우 유해한 물질이므로 작업자의 보건 및 안전을 위

하여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입자의 크기가 25∼100 ㎛(25∼75 ㎛의 경

우 가장 위험)의 범위 내에 있는 부유분진이 ① 분진농도가 30∼40 g/㎥,

② 갱내 온도 700∼800 ℃, ③ 유효 열원이 존재하는 경우에 분진폭발

(dust explosion)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갱내 분진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① 분진발생 최소화, ②

분진 억제 ③ 분진방향 전환 ④ 분진 포집 등이 있는데, 이 중 분진 억제

및 분진방향 전환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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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방향 전환 방법은 공기 차단막(air curtain)을 통해 드럼에서 발생

하는 유해 분진이 작업자에게 인입되는 것을 최소화하거나, 신선한 공기

를 최대한 작업자에게 공급하는 방법이다(Figure 3.22, 3.23).

(a)

(b)

Figure 3.22 (a) A curtain shields the shearer drum from the fresh intake air,

(b) Fresh intake air blows dust from shearer drum over the operators at the

headgate T-junction (modified from Niewiadomski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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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23 (a) Air leakage and (b) its prevention at headgate T-junction

area (modified from Niewiadomski et al., 1982).

이외에도 살수(water spray) 작업은 분진 억제 및 분진 방향 전환에

활용되며, 가장 효율적인 분진억제 방법 중의 하나이다. Figure 3.24는

채탄면에서 채탄기를 통해 살수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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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n a shearer

(b) On a headgate splitter arm

(c) On a shearer main body

Figure 3.24 Water sprays on a longwall shearer to reduce respirable dust

(NOISH,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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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기(event C4)

통기는 신선한 공기의 주입을 통해 갱내의 높은 온도와 습도를 개선하

여 작업자에게 보다 쾌적한 작업환경을 제공함과 동시에 탄층이나 채광

장비로부터 발생하는 유독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실시한다.

롱월 채탄 광산에서의 일반적 통기 과정은 주 운반갱도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유입되어 채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널의 선수갱도로 공급되고,

이후 채탄면 인근의 폐쇄된 선수갱도에서 채탄면을 따라 후미갱도쪽으로

패널을 가로질러 이동하게 된다. 이때 유입된 공기의 일부는 붕락대를 통

해 통기갱도(bleeder entry)12)로 이동하게 된다. 통기시스템은 통기갱도의

개설 여부에 따라 2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Figure 3.25는 통기갱도를

활용한 전형적인 3-entry 시스템의 통기방법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3.25 Longwall wrap-around bleeder ventilation system (MSHA, 2002).

12) 패널 굴진이 완료된 이후, 갱도 후방으로 별도의 통기를 위해 개설된 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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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기갱도는 채탄면에서부터 붕락대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intake air)와

메탄가스가 혼합된 기체를 배출하기 위해 특별히 개설되는 갱도로서 붕락대

와 연결된다. 통기갱도 개설 목적은 붕락대를 통해 유입되는 공기의 흐

름을 제어하고, 붕락대의 가스를 배출하여 붕락대의 가스팽창 위험을 최

소화하는 것이다. 그러나 천반의 특성상 붕락대가 너무 조밀하게 형성되

어 공기의 흐름이 곤란하거나, 많은 패널을 채탄함에 따라 붕락대가 넓게

형성되는 경우에는 통기갱도만으로는 적당한 통기가 곤란하게 된다. 이

러한 경우에는 통기갱도에 별도의 통기수갱(ventilation shaft)을 건설하

게 된다. Figure 3.26은 이러한 통기갱도에 통기수갱을 개설한 경우의 공

기 흐름을 나타낸 것이다.

Figure 3.26 Longwall flow-through bleeder ventilation system (MSHA, 2002)



- 79 -

만약 어떠한 탄층이 자연발화가 발생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황

화수소(H2S)와 같은 유독성 가스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 붕락대에서의

화재 가능성과 가연성 가스의 생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붕락대 내의 공기

유입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통기갱도 시스

템이 필요하지 않게 된다. Figure 3.27과 Figure 3.28은 이러한 통기갱도

가 없는 통기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목재 및 별도 자재를 통해 붕락대

차단막(goaf seal)을 모든 크로스컷(crosscut)13)에 설치하게 된다. 또한

하나의 패널에 대한 채탄이 완료되면 방폭형 차단막을 패널 입구에 설치

해야 하며, 갱내 일산화탄소를 포함한 가스 모니터링 및 알람 시스템을

배기통로에 설치하여 일산화탄소 농도를 측정한다.

Figure 3.27 Typical bleederless longwall ventilation before connection to

setup entries (Peng, 2006).

13) 크로스컷은 채준갱도의 선수갱도와 후미갱도 사이를 연결하는 갱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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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8 Typical bleederless longwall ventilation after connection to setup

entries (Peng, 2006).

3.4.2 장비 관련 리스크 요인

(1) 장비의 교체 지연(event C5)

롱월 채탄법은 대규모 자동화 기계장비들을 사용하여 채탄작업을 수행

하기 때문에 장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작업 일정에 차질을 빚게 될

수 있으며, 심할 경우 장비의 운영을 일시적으로 정지시켜야 하는 경우

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장비의 고장이 발생할 경우, 정확한 고장 원인의 파악과

함께 즉각적인 부품의 교체가 이루어져야 생산 차질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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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예비 롱월 장비의 존재 유무(event C6)

롱월 장비는 하나의 패널에 대한 채탄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채탄 예

정 패널로 장비를 이동하여 설치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패널 이동을

위해서는 모든 장비를 해체해야 했으며, 장비 이동에만 약 6주에서 8주

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 및 근로자의 경험 축적 등으로 인해

모든 장비를 해체하지 않고 천반지지대와 같은 장비 일체에 대한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동 설치작업 시간이 짧아졌다. 따라서 오늘날 패널

폭 및 장비 규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장비의 완전한 이동설치 기

간이 약 2∼3주로 단축되었다.

만약 여분의 AFC와 BSL 등을 구매하여 패널 이동전 새로운 패널에

미리 설치할 경우, 천반지지대만 새로운 패널에 설치하면 된다. 이 경우

장비 이동은 최소 4-7일 이내에도 가능하며, 장비 이동 및 설치 이외에

회수 작업 및 이동설치 후 시험가동 등에 필요한 기간인 약 4주를 포함

하면 패널 이동은 약 6-7주 내에 가능하게 된다.

따라서 예비 장비가 존재한다면, 패널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

를 경감시켜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동 시간을 단축시켜 패널 이동

으로 인한 생산 중단 기간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된다.

3.4.3 광산 운영 관련 리스크 요인

(1) 석탄 적재량 관리(event C7)

벨트 컨베이어의 운반 속도가 채탄 장비의 채탄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

는 경우, 석탄 운반이 중단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생

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롱월 광산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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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와 벨트 컨베이어를 선정할 때는 적정 생산 규모를 감안하여 그에 적

합한 장비와 벨트 컨베이어를 설치하여 광산을 운영하여야 한다.

(2) 적재된 석탄의 불규칙한 크기 및 형상(event C8)

석탄이 대괴로 채탄되거나, 모양이 불규칙하게 채탄되는 경우, AFC나

BSL이 폐색되면서 채탄된 석탄을 원활하게 운송할 수 없게 된다. 이는 석

탄의 강도가 너무 커서 채탄기를 통해 굴삭되는 동안 석탄이 일정 크기

이하로 잘 파쇄되지 않는 경우에 가장 흔하게 발생할 수 있다.

이렇게 석탄이 AFC나 BSL 입구에 폐색되는 경우에는 잠시 생산을

중단하고, 폐색되어 있는 석탄을 파쇄, 제거해줘야 한다.

(3) 작업자의 숙련도(event C9)

롱월 채탄법은 대규모, 고가의 기계화 장비를 활용하여 채탄하는 기계식

채탄방식으로 오늘날 가장 안전하고, 능률적인 지하채탄법 중 하나로 인

식되고 있다. 하지만, 롱월 채탄법과 함께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주방식 채탄법과 달리 설계를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없는 단점을 갖

고 있다. 따라서 채탄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설계 자체를 변경

할 수 없기 때문에 작업자가 문제점들에 대해 탄력적이고 능동적으로 대

응할 필요하다.

한편, 윤상원 등(1994)은 작업자의 숙련도가 다른 투입요소들(재료, 작

업방법 등)에 비해 기계의 성능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증명하

고, 기계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작업자의 숙련도를 고려한 배치,

작업자의 숙련도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한 바 있다.

롱월 채탄에 있어서도 채탄 과정에서 지질변화(단층파쇄대, 탄폭 변화

등)에 대한 능동적 대응, 장비 고장 발생 시 정확한 원인 분석 및 진단



- 83 -

후 신속한 대처, 철정한 장비 점검 등 작업자의 숙련도는 생산 차질을

최소화하고 장비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한 중요한 리스크 요인이다.

(4) 개발 승인 지연(event C10)

최근 환경 문제의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 광산 개발로 인한 환경 리스크

발생 가능성에 대한 지역 이해관계자와의 대립 및 관계 악화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EIA) 단계에서 광산 개발의 승인이 지연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고 있다.

이러한 광산 개발에 대한 승인 지연은 신규 광산개발 프로젝트뿐만 아

니라, 기존 광산의 개발 구역 확장이나 개발계획 변경 과정에서도 빈번

하게 발생을 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대상 광산이었던 스프링베일 유

연탄 광산의 경우에도 개발 허가가 만기됨에 따라 새로운 채탄구역에 대

한 승인 취득이 필요하였다. 과거 광산 개발 당시 갱내수 염분 농도 한

계 값은 1,200 ㎲/㎝이었으나, 주정부는 갱내수 염분 농도를 새로운 기준

인 350 ㎲/㎝이하로 정화 및 배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개발 예정구

역 상부의 습지 및 인근에 국가 환경 중대 사안에 해당하는 멸종위기 종

이 존재함에 따라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었다.

결국, 광산에서는 습지 보상 기금(swamp offset bond)을 예치하여 광

산 개발로 인해 습지에 형향을 미칠 경우, 예치금에서 복구 비용을 차감

하기로 하였다. 염분 농도의 경우 2019년까지 점차적으로 줄여가는 것으

로 주정부 환경보호기구(Environment Protection Authority, EPA)와 합

의한 후, 광산개발 승인을 얻을 수 있었으나, 당초 예상보다 8주나 생산

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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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롱월 광산에 적용 가능한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4.1 결함수분석을 통한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

4.1.1 결함수분석 개요

(1) 결함수분석의 정의

결함수분석은 시스템 실패의 잠재적인 원인을 확인하는 구조화된 과정

으로 1962년 미국 Bell 전화연구소의 Watson이 Minutesman Launch

Control System(MLCA)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사용되

었다. 이후, Boeing사의 분석자들은 디지털 컴퓨터를 사용하여 정량적

측면에서 이 방법을 발전시켰다. 현재는 항공, 원자력, 인간공학, 안전관

리학 등 여러 분야에서 널리 보급되어 연구되고 있다(송혁 등, 2006).

결함수분석은 정성적 평가로부터 인지된 하나의 특정 사고나 주요 시스

템의 리스크를 정상사건으로 놓고 리스크 요인과 그 발생에 이르기까지의

경로를 명확하게 하여 리스크 원인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리스크 원인을 유추해 가는 과정은 리스크를 정상사건으로 놓고, 정상

사건을 유발시키는 하위 제1수준의 원인을 추적하고, 다시 하위 제1수준

의 원인을 유발시키는 하위 제2수준의 원인을 추적해 나가게 된다. 이러

한 과정의 반복을 통해 정상사건의 원인을 시스템에 내재되어 있는 잠재

적인 결함 또는 손해까지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정상사건과 하위 사건 간에는 논리 게이트를 사용하여 구조화하게 된

다. 이때 하위 사건들을 기본사건이라 논리 게이트는 사건들 간의 상호

작용을 나타내며, 부울(Boolean)이론에 근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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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수분석 절차 및 방법

결함수분석 절차는 분석 목적이나 분석 수준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

으로 다음과 같이 7단계로 분류된다(김아리, 2014).

① 분석 범위의 정의 및 분석 수준의 결정

분석의 필요성을 확인하고, 분석 목적 및 분석 대상을 설정한 후 분석

수준을 결정한다. 분석 범위의 정의란 분석되어야 할 시스템, 분석 목적

과 범위, 시스템 운용상의 초기 조건들과 현재 조건, 그리고 기본적인 가

정 사항들을 말한다.

② 대상 시스템의 특성 파악

분석하려는 시스템의 공정이나 작업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여 분석 과

정의 곳곳에 종합적으로 입력하고 체계적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예상되는 재해를 과거의 재해 사례나 통계를 기초로 가급적 광범위하게

조사한다.

③ 정상사건의 설정

재해의 위험도를 검토하여 분석할 재해를 결정하고, 재해의 원인과 영

향을 가급적 상세하게 조사한다. 또한, 재해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재해

발생 확률의 목표 값을 정한다.

④ 결함수의 구성

결함수 작성 시 사용하는 기호를 이용하여 결함수를 구성한다. 결함수

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사건기호는 Table 4.1과 같으며, 논리기호는

Table 4.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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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Name Symbol Explanation

Event

Basic
∙Failure or error in a system component

or element

External ∙Normally expected to occur

Undeveloped

∙An event about which insufficient

information is available, or which is

of no consequence

Conditioning
∙Conditions that restrict or affect logic

gates

Intermediate

∙Immediately above a primary event to

provide more room to type the event

description

Table 4.1. Event symbols of Fault Tree (FT).

Category Name Symbol Explanation

Gate

OR ∙The output occurs if any input occurs

AND
∙The output occurs only if all inputs

occur(inputs are independent)

Exclusive

OR

∙The output occurs if exactly one input

occurs

Priority

AND

∙The output occurs if the inputs occur

in a specific sequence specified by a

conditioning event

Inhibit

∙The output occurs if the input occurs

under an enabling condition specified

by a conditioning event

Table 4.2. Gate symbols of Fault Tree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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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결함수 구조도의 작성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되며, 이를

Figure 4.1에 나타내었다.

㉠ 분석하려고 하는 시스템 전체의 결함이나 바람직하지 않은 사건을

정상사건으로 상정한다.

㉡ 정상사건의 하단에 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하위 제1수준의 사건을

나열한다.

㉢ 정상사건과 하위 제1수준의 사건 간의 인과관계를 고려하여 논리

게이트로 연결한다.

㉣ 하위 제1수준의 사건을 중간사건으로 하여 이와 관련된 하위 제2수

준의 사건을 나열한다.

㉤ 하위 제1수준의 사건과 관련된 하위 제2수준의 사건 간의 인과관계

를 고려하여 논리 게이트로 연결한다.

㉥ 각 하위 수준의 사건을 더 이상 분해할 수 없을 때까지 위의 과정

을 반복한다.

Figure 4.1 Structuralization of Fault Tree (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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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특정 게이트에 대한 모든 입력사항은 그 입력사항들 중 어느 하

나의 분석이라도 시도되기 전에 완전히 정의되어야 하며, 게이트는 사상

들 간의 결합논리를 설명하기 위한 것이므로 직접 다른 게이트와 연결되

어서는 안 된다.

⑤ 결함수의 정성적 분석

결함수의 정성적 분석이란 정량적인 변수들을 이용하지 않고 시스템의

구조적 특성이나 각 기본사건들이 정상사건의 발생에 미치는 상대적 중

요도 등을 평가하는 분석을 말한다. 이때, 구성된 결함수의 구조를 검토

하여 타당성을 조사하고, 작성한 결함수를 수식화하여 간소화한다.

⑥ 결함수의 정량적 분석

결함수에 대한 정량적 분석의 최대 장점 중의 하나는 사건 발생 확률

의 평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기본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알고 있다면

몇 가지 가정을 추가함으로써 중간 사건들이나 정상사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다. 즉 기본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조사나 자료에 의해 정해

지면, 결함수에 표시하여 분석함으로써 재해의 발생 확률을 계산할 수

있게 된다.

⑦ 분석 결과의 평가

완성된 결함수를 분석하여 재해의 발생 확률이 목표 값을 넘을 경우에

는 가장 효과적인 안전수단을 검토한다. 또한 비용이나 기술 등 여러 조

건을 고려해서 가장 유효한 재해방지 대책을 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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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지반 관련 리스크 선정

(1) 천반 붕락

일반적으로 갱도는 천반, 바닥, 측벽 등으로 구성되는데 롱월 광산에서

는 대부분 천반과 바닥은 암반, 측벽은 석탄 잔주로 구성되며, 갱도의 안

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천반, 바닥, 잔주의 안정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

천반 붕락은 지층에 공동을 생성하고, 바닥으로 암편(rock debris)이

떨어져 작업자 안전에 매우 위험할 뿐만 아니라, 장비의 고장 및 파손,

폐석의 혼입 등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또한, 대규모로 발생할

경우 장기간 생산이 중단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된다.

① 천반 붕락의 유형

Peng(2008)에 따르면, 견고한 암반으로 이루어진 천반이 붕락되는 경

우는 매우 드물지만, 암반 균열 및 파쇄대, 다양한 이물질 및 약한 점착

성 물질이 포함됐을 경우 붕락이 발생하기도 하며, 이외에 셰일로 이루

어진 천반에서 붕락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셰일에서 발생하는 붕락은 크게 두 열(row)의 록볼트 또는 인근 록볼

트 사이에 발생하는 skin fall과 갱도의 폭 전체 또는 상당한 양의 붕락

을 의미하는 entry fall로 구분된다(Figure 4.2).

Skin fall은 주로 풍화에 민감한 암석층에서 발생하며, 적절한 시간 이

내에 지보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Entry fall로 확대 될 수 있다.

Entry fall은 천반이 약하고 두꺼울 때 발생하거나, 각기 다른 암종 및

두께를 지닌 지층이 다른 강성(stiffness)으로 형성되는 경우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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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kin fall

(b) Entry fall

Figure 4.2 Two types of roof fall (Peng, 2007)

② 천반 붕락의 원인

과거에는 대부분 천반 붕락이 높은 수평응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왔

으나, 최근에는 불량한 암반상태 즉 연약 암반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여기서 연약 암반은 낮은 일축압축강도를 가진 암석 이외에도

박막의 탄산염 물질(carbonaceous black materials)과 사암 또는 모래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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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많은 셰일로 교차 층리를 형성하고 있는 암석(stack rock)을 말하

며, 일반적으로 이러한 암석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천반의 상태는 약화된

다(Peng, 2008).

천반이 점토질 셰일(clayed shale)층인 경우, 건조한 상태에서는 강도

가 높게 나오므로 안정적인 천반인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갱내에 노출

될 경우, 습윤-건조-습윤의 주기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지하수 등의

영향으로 층간 균열이 발생하여 천반 붕락이 발생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러한 암반의 경우에는 일축압축강도 보다 수분 등에 의한 풍화도 특성

을 파악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또한, 패널이 단층파쇄대 등을 통과하

는 경우에도 천반 붕락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천반의 암반

강도(A1), 초기응력(A4), 압출성지반(A5), 지질 이상대(A10), 피압대수층

(A11), 설계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패널 설계(B1)와 필라 설계

(B3), 생산관리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불충분한 지보(C1)를 천반

붕락의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4.7).

(2) 반팽

반팽이란 갱도 바닥면의 파괴로 인해 바닥면의 암반이 상부로 돌출되거나,

위로 부풀어 오르는 현상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갱도 주변의 암석이 셰

일일 경우, 물과 반응하여 암석이 팽창함으로써 지보 시설 및 벨트컨베이

어와 같이 바닥에 고정된 구조물을 상부로 들어 올리게 된다. 반팽이 발

생하는 경우, 갱도의 유효단면적이 축소되므로 바닥을 파거나, 천반을 높

이는 등 유효단면적 유지를 위한 추가 작업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이

러한 반팽 현상은 시간의존성을 지고 있으며, 물이 존재하는 곳에서 많

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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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반팽의 파괴유형

반팽의 파괴유형은 크게 전단파괴(shearer failure), 필라펀칭(pillar

punching), 인장파괴(beam failure) 등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ure 4.3).

전단파괴는 바닥면 하부의 점토 성분이 상대적으로 강하고, 필라가 극

히 소규모인 경우, 바닥에 과응력이 작용하면서 필라 하부의 연약 암반

을 인근 갱도의 바닥면으로 밀어 올리는 과정에서 발생된다. 전단파괴는

그 범위가 바닥면 전체에 이르는 광역 전단파괴(general shearer failure)

와 갱도의 바닥면까지 파괴현상이 도달하지 않는 국부 전단파괴(local

shearer failure)로 구분한다(Figure. 4.3).

(Zone Ⅰ: Active zone, ZoneⅡ: Radial shear zone, Zone Ⅲ: Passive zone)

Figure 4.3 General shearer failure (Peng, 2007).

필라펀칭은 바닥층 지반이 두껍고 비교적 암반이 연약하거나 또는 물

에 의해 연약해질 때 나타나게 된다. 필라펀칭 현상에서는 전체 바닥면

의 파괴가 일어나지 않고, 필라의 외곽 부위를 따라 고르게 나타나며, 필

라의 측벽 파괴를 빈번하게 야기 시키게 된다(Figure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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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 Pillar punching (Peng, 2007).

인장파괴는 견고한 바닥층이 상대적으로 얇고, 그 하부가 대부분 연약

한 지반으로 형성되어 있을 때 발생하게 된다. 필라의 하중이 견고한 바

닥층 하부의 연약층으로 전달되면, 연약층이 변위가 발생하게 되며, 이때

상부의 견고한 암석은 휨현상으로 인해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Figure 4.5).

Figure 4.5 Beam failure (Peng, 2007).

② 반팽의 원인

Jeremic(1980)은 높은 수평응력 하에서 갱도 방향에 따라 다양한 형태

의 반팽이 발생한다고 하였으며, Zingano(2002)는 주방식(room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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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llar) 광산에서 반팽 현상을 야기 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바닥층 지반의

높은 수평응력 집중과 물에 의해 감소한 암반 강도를 제시한 바 있다.

한편, 인장파괴에 의한 반팽이 발생할 경우 갱도 폭을 줄이면 바닥면

의 보 길이를 줄일 수 있어 반팽을 방지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필라 폭이 넓을수록 바닥층 지반에 가해지는 응

력은 감소하게 되므로 반팽이 일어날 가능성이 낮아지며, 필라 폭이 좁

을 경우 높은 응력이 지반에 가해지면서 반팽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아지

게 된다.

또한, 바닥층 암반이 점토질의 암반일 경우 근처에 물이 존재할 경우

연약해지기 때문에 반팽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며, 미고결 및 미

층상 상태로 많은 단층할면(slickenside)을 함유하는 경우 반팽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바닥의 암반

강도(A2), 초기응력(A4), 팽창성 지반(A6), 피압대수층(A11), 설계 조건

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패널설계(B1), 필라설계(B3), 생산관리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불충분한 지보(C1)를 반팽의 리스크 요인으로 선

정하였다(Figure 4.7).

(3) 채탄 막장 붕괴

채탄 막장 붕괴란 Figure 4.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탄 막장의 석탄층

전체 또는 일부가 막장면 전면으로 돌출되어 나오는 현상을 말한다.

이러한 채탄 막장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해서 1990년대 이전에는 불충

분한 지보 용량으로 인한 천반지지대의 파괴가 가장 큰 원인으로 알려져

있었다(Peng and Chiang, 1984; Hsiung and Peng, 1985; Hafera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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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최근 천반지지대의 용량이 증가하고 설계 기술이 발달하였음

에도 불구하고, 채탄 막장의 붕괴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

지고 있는데, 이는 불량한 천반 지질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다

(Peng and Chiang, 1984). 이 경우 채탄 막장의 붕괴는 기존에 존재하던

단층면(pre-existing fracture)이나 미고결 천반 지층(unconsolidated roof

strata)을 따라서 괴상(massive)의 붕괴를 발생시킨다(Peng, 2006).

Figure 4.6 Example of collapse of longwall face (courtesy Underground COAL).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탄층의 암반

강도(A3), 압출성 지반(A5), 지질 이상대(A10), 설계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천반지지대 설계(B5)를 채탄 막장 붕괴의 리스크 요인으로 선

정하였다(Figure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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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Proposed Fault Tree (FT) for the risk assessment associated with the 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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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장비 관련 리스크 선정

(1)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Guan and Gurgenci(2004)은 롱월 채탄 과정에서 발생한 롱월 장비의

고장 사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상위 10가지 고장 사유가 전체 고장

사례의 55%를 점유하고 있으며, 상위 4가지 고장 사유(AFC 폐색/과적,

ranging arm gearbox : 채탄기, AFC 체인, BSL 체인)가 전체 고장 사

례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Figure 4.8, Table 4.3).

Figure 4.8 Ranking of top 50 longwall face equipments (Guan and Gurgenci,

2004).

Ranking Contribution to total face equipment downtime

Top 4 ∼30%

Top 10 ∼55%

Top 50 ∼90%

Table 4.3 Top delays in face equipments (Guan and Gurgenci,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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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역시 롱월 장비 중에서 고장이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AFC, BSL, 채탄기, 천반지지대와 패널 굴진과 관련된 장비(continuous

miner, shuttle car, feeder breaker 등)들을 중심으로 장비와 관련된 리

스크 분석을 수행하였다.

리스크 분석에 있어서는 보다 정확한 리스크 분석을 위해서 롱월 채탄

과정에서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한 채탄 장비와 바닥에 고정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는 운반 장비를 구분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왜냐하면 채탄 장

비의 경우에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작업 과정동안 자유롭게 이동이

가능하므로 지반의 변형에 크게 민감하지 않을 수 있으나, 운반 장비의

경우에는 바닥에 고정되어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과도한 변형이 장비의

고장에 원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AFC나 BSL과 같은 운반 장

비는 적대되는 석탄의 양이 설비 용량을 초과하거나, 석탄의 불규칙한

크기 및 형상으로 인해서 장비의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고 폐색되는 경우

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이러한 이유를 바탕으로 우선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는 먼저, 지질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탄

층의 암반강도(A3), 압출성 지반(A5), 지질 이상대(A10), 피압대수층

(A11)을, 설계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는 채탄기 설계(B4), 천반지

지대 설계(B5)를, 생산관리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는 불충분한 지

보(C1), 장비 교체 지연(C5), 작업원의 숙련도(C9)를 선정하였다.

또한,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을 일으킬 수 있는 리스크 요인으로

는 지질 조건에 따른 리스크 요인으로 바닥의 암반강도(A2), 초기응력

(A4), 팽창성 지반(A6), 피압대수층(A11)을, 설계 조건에 다른 리스크 요

인으로 필라 설계(B3), AFC 설계(B6)를, 생산관리 조건에 따른 리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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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으로 불충분한 지보(C1), 장비 교체 지연(C5), 석탄 적재량 관리

(C7), 적재된 석탄의 불규칙한 크기 및 형상(C8), 작업원의 숙련도(C9)를

선정하였다(Figure 4.10).

(2) 롱월 패널 재배치 작업 지연

하나의 패널에 대한 채탄 작업을 완료한 후에 다음 패널로 장비를 이

동, 설치하는 것을 패널 재배치 작업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패널 재배

치 작업을 위해서는 약 3,000톤에서 5,000톤 규모의 장비를 안전하게 이

동해야 하기 때문에 이동 작업에 따른 생산 중단 기간을 최소화하기 위

해서 이동계획을 사전에 기획하고, 간결한 작업과 근로자간의 협업이 필

요하다. 이러한 롱월 패널 재배치 작업은 다음과 같이 크게 3단계로 구

분할 수 있다.

① 계획 수립(pre-move preparation)

패널 재배치 작업은 보통 4∼6주간 계속되기 때문에 많은 근무 교대조

에 의해 작업이 수행된다. 따라서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또한, 패널 재배치 작업은 잠재된 수많은 리tm크 요인

이 존재하고 있으며, 20∼30여개의 작업 군으로 구성되므로 경력에 상관

없이 모든 작업자에게 충분한 사전 교육이 필요하다.

② 준비 작업(move preparation)

준비 작업은 회수작업장 개설, 패널 이동방법 선정, 장비 조사 및 보수

등으로 나뉜다. 일반적으로 하나의 패널에 대한 채탄 작업이 끝나는 구

간, 즉 회수작업장 개설 예정 구역과 주 운반갱도 사이에는 안정성 확보

를 위해 배리어 필라를 남겨두게 되므로 별도의 굴진 갱도가 개설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구역은 상당히 높은 교대압력이 작용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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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탄면과 같은 방향으로 2개의 회수갱도

(recovery chute)를 개설하고, 채탄 방향으로 6개의 회수갱도를 균일하게

개설하여 장비를 회수하는 통로로 활용하며, 높은 교대압력을 분산하는

데 이용한다.

Recovery chute

Figure 4.9 Example layout of recovery room employing multiple cross-panel

entries and chutes and storage areas (Peng, 2006).

③ 이동 및 설치(move and installation)

장비의 구체적인 이동순서는 광산 개발 여건에 따라 다르나 흔히 채탄

예정 패널의 갱도에 사전 설치가 가능한 예비 장비의 유무에 따라 다르

다. 장비의 패널 이동 설치 시 일반적인 철수 작업 순서는 다음과 같다.

㉠ 선수갱도의 벨트컨베이어 및 부대설비를 분리하여 이동한다.

㉡ 유압 공급시스템을 다음 설치 갱도로 이동한다.

㉢ BSL과 부대설비를 분리하여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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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C와 채탄기를 분리하여 이동한다.

㉤ 채탄면 조명시스템(face lighting system)을 분리하여 이동한다.

㉥ 회수작업장을 정리한다.

㉦ 천반지지대를 분리하여 이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패널 이동 설치작업 시 주요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를

실시하게 되며, 사전에 이러한 유지보수계획도 철수작업에 반드시 반영

해야 한다.

장비의 회수작업장 내의 분리 및 이동작업과 유지보수 작업 등이 마무

리되면, 설치 갱도 내에서 신규 패널을 채탄하기 위한 장비 설치 작업을

실시하게 된다. 이때 채탄면을 직선으로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

다. 또한, 설치 갱도의 바닥상태가 양호하지 않을 경우 평탄화 작업과 암

석 및 석탄 파편의 제거 작업 등을 수행해야 한다.

일반적인 설치작업은 후미갱도부터 개시되며, 그 순서는 다음과 같다.

㉠ AFC를 설치한다.

㉡ 채탄기를 설치한다.

㉢ BSL을 설치한다.

㉣ 천반지지대를 설치한다.

㉤ 설치 작업을 완료한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롱월 패널 재배치 작업은 회수작업장 개

설 시 천반의 암반강도(A1)가 중요하며, 예비 장비의 존재 유무(C6)와

작업원의 숙련도(C9)에 따라서 작업 시간이 단축 되거나 늘어날 수 있

다. 또한, 최근 환경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신규 패널 개설 시 인허

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정부의 개발 승인 지연(C10) 여부를 추가

적인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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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0 Proposed Fault Tree (FT) for the risk assessment associated with the longwall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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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4 환경 관련 리스크 선정

(1) 지반침하

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광산 채굴로 인하여 형성된 지하

공동의 천반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풍화, 강도 저하 등으로 붕괴되면서

그 영향이 지표까지 연결되는 현상을 말한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13).

지반침하는 크게 연속형 침하와 불연속형 침하로 분류되는데, 연속형

침하의 대표적인 형태는 트러프형(trough) 침하이며, 불연속형 침하의 대

표적인 형태는 싱크홀형(sinkhole) 침하이다(Figure 4.11). 트러프형 침하

는 수평층 또는 완만한 경사층에서 발생하며, 넓은 지역에 걸쳐 발생하

는 특징을 갖고 있다. 반면, 싱크홀형 침하는 급경사층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침하 깊이가 수십 m에 걸쳐서 발생하기 때

문에 인명이나 지표 시설물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Figure 4.11 Modes of subsidence (modified from Bruhn et a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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롱월 광산의 경우에는 탄층 폭이 일정하고, 지층경사가 완만하기 때문

에 주로 트러프형 침하가 발생되는데, 연속형 침하의 특성상 침하가 오

랜 시간에 걸쳐 조금씩 발생하기 때문에 침하의 규모와 기간 등을 비교

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침하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지

상 구조물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롱월 광산에서는 Figure

4.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탄 구역의 천반지지대 지지 영역에서는 인장

변형에 의한 침하가 발생하며, 채굴이 진행됨에 따라 압축변형에 의한

지표면의 수평이동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한다.

Figure 4.12 Development of a trough subsidence (MSEC, 2007).

이러한 지반침하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영국 석탄국(National

Coal Board; NCB, 1966, 1975)에서는 Table 4.4와 같이 채광 관련 요인

과 지질학적 요인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를 기반

으로 지질적 요인으로 천반, 탄층의 강도(A1, A3)와 탄층의 두께, 깊이,

경사(A7, A8, A9), 지질 이상대(A10)을 지반침하의 리스크 요인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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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였으며, 설계적 요인으로 패널 설계(B1)와 필라 설계(B3)를 지반침하

의 리스크 요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4.16).

Mining and geometrical factors Geological and topographical factors

∙ Depth of cover

∙ Panel width

∙ Pillar width

∙ Panel width to depth ratio

∙ Seam thickness extracted

∙ Proximity of adjacent, previo-

usly mined panels in current

seam

∙ Proximity of adjacent, previo-

usly mined panels in current

seam (multi-seam conditions)

∙ Geological properties of overburden, incl-

uding strength and thickness of layers

∙ Coal properties including strength and

seam inclination

∙ Presence of natural joints

∙ Presence of faults

∙ Presence of thick massive conglome-

rate, sandstone or igneous sills

∙ Strength of immediate roof of coal seam

∙ Surface topography with particular refe-

rence to escarpments, cliffs and gorges

Table 4.4 Main factors that influence mine subsidence (NCB, 1966, 1975).

(2) 자연발화

공기 중의 산소는 석탄을 산화시키고 이때 발생한 열이 산화반응을 가

속시키게 되며, 석탄에 화재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자연발화라고 한다.

자연발화의 열원은 석탄이 산화할 때 일어나는 발열반응에 의한 열이며,

거의 모든 석탄은 실험실 내에서 자연발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석탄의 자연발화 가능성을 측정할 수 있는 하나의 지수로 R7014) 지수

가 사용된다. 일반적으로 R70 지수가 0.5 ℃/h 미만일 경우 발화 가능성

이 낮으며, 0.5∼0.8 ℃/h의 경우 중간, 0.8 ℃/h를 초과하면 매우 높은

14) 석탄의 자연발화 가능성을 측정하기 위해 가장 간편하게 사용되는 시험방

법으로 212 ㎜이하의 석탄 시료 150 g을 질소 환경 하에서 110 ℃로 16시

간동안 건조시킨 후, 40 ℃까지 냉각시킨다. 냉각된 석탄 시료를 단열 건조

기에 넣은 뒤 70 ℃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단위시간당 온

도의 증가량을 지수로 변환(℃/h)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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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으로 분류된다(MEA, 2013).

Figure 4.13은 온도에 따른 갱내가스 특성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데, 일

반적으로 30∼45 ℃에서 일산화탄소 및 이산화탄소가 방출되기 시작하

며, 100∼150 ℃에서 일산화탄소가 급격히 발생하게 된다. 또한 메탄, 수

소, 탄화수소 등이 소량 방출되기 시작한다. 300 ℃ 이상에서는 메탄 및

수소 가스가 방출되기 시작하며, 600 ℃ 이상에서는 메탄과 부유 분진의

점화가 일어나게 된다.

Figure 4.13 Underground gas characteristics in accordance with temperature

rise (MEA, 2013).

롱월 채탄에서 자연발화의 발생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고위험 작업 구역

으로는 굴진작업 및 채탄작업 구간이다. 먼저 굴진작업에서의 자연발화

는 갱도에서의 환기 압력차 및 단층에 의해 잔주 내의 균열을 통한 산소

인입으로 발생하게 되는데, 굴진작업이 끝난 갱도는 응력해방으로 인해

천반의 탄층이 분리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이때 분리된 균열을 통해 공

기가 인입하게 된다(Figure 4.14).



- 107 -

Figure 4.14 Dangerous area during panel development (MEA, 2013).

채탄 구역에서의 자연발화는 주로 붕락대의 잔탄에서 발생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선수갱도를 통한 인입공기가 붕락대로 누출되거나, 지표와

연결된 보어홀 및 탄층대 등의 균열 등을 통해 공기가 인입될 때 발생하

게 된다(Figure 4.15).

Figure 4.15 Dangerous area during coal extraction (MEA,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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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구역 인근 차단된 붕락대의 자연발화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방법

은 비활성 조건(최소한 O2<10%, 가급적 O2<4%)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며, 모든 해결 대안으로는 시간적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 가장 이상적인

상황은 100% 채탄이 이루어지고 붕락대 환경이 바로 비활성 조건을 갖

게 하는 것이나, 이러한 방법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대로 최악의

상황은 부분적 굴착이 이루어진 후 붕락대에 산소가 인입되는 상황이다.

갱내에서 자연발화에 의한 위험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① 자연발

화 발생 가능 지역 및 원인 파악, ② 채탄이 완료된 작업장의 폐쇄, ③

환기 회로의 설계 및 문서화 작업을 통한 체계적 관리, ④ 환기제어시설

설치를 통한 공기압력 감소, ⑤ 붕락대에 잔류하는 석탄의 최소화, ⑥ 철

저한 조사 및 모니터링, ⑦ 일시적 환기시스템 결함의 신속한 보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자연발화는 ① 일산화탄소 농도의 증가, ② 일산화탄소/산소 비

율의 증가, ③ 수소 또는 에탄의 증가, ④ 에틸렌 성분 감지 등을 통해

사전에 감지할 수 있으며, 호주 롱월 광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방

법은 일산화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상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바탕으로 채준갱도의 개설방법(B2),

가스 배출(C2), 분진 제어(C3), 환기시스템(C4)을 자연발화에 대한 리스

크 요인으로 선정하였다(Figure 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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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6 Proposed Fault Tree (FT) for the risk assessment associated with th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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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5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

본 연구에서는 롱월 광산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지반과 관련된 리

스크(Figure 4.7), 장비와 관련된 리스크(Figure 4.10), 환경과 관련된 리

스크(Figure 4.16)로 분류하여 결함수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를 바탕으

로 Table 4.5와 같이 총 8개의 리스크로 정리하였다.

Category Risk item

Problems with

the ground

Risk 1 Roof fall

Risk 2 Floor heave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Problems with

the longwall

equipments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Problems with

the environment

Risk 7 Subsidence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Table 4.5 Possible risks during longwall mining.

한편, 8개의 리스크들에 대한 각각의 발생 확률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확률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야 하는데, 각각의

기본 사건들의 발생 확률을 직접적으로 구하기 어렵기 때문에 발생 확률

등급을 Table 4.6과 같이 5단계로 분류하여 전문가들의 설문조사를 통해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확률을 파악하게 된다. 이때 각 단계별 확률 등급

구간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Figure 4.1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원개발 분야에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유연탄 사업을 3년 이상 경험한 전문가(자

원개발 분야 평균 13.8년 경력 보유, 유연탄 사업 평균 8.3년 경험) 13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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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발생 등급을 산술

평균한 후, 발생 확률로 변환하였다. Table 4.7은 평가자(expert 1)의 설

문조사 결과를 예시로 나타낸 것이다.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

5 More than 80%

4 61%∼80%

3 41%∼60%

2 21%∼40%

1 Below 20%

Table 4.6 Risk probability level.

Figure 4.17 Distribution of experts experience (mining and coal projects).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발생 확률()을 바탕으로 리스크의 발생

확률은 논리게이트의 기본 구조인 AND 게이트와 OR 게이트의 발생 확

률인 식 (4.1)과 식 (4.2)를 이용하여 계산하게 된다(Vesely et al., 1981).

   ∙ ⋯  
  



 (4.1)

     ∙    ⋯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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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A.

Geological

conditions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1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2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2

A4 In-situ stress 3

A5 Squeezing ground 3

A6 Swelling ground 4

A7 Thickness of seam 1

A8 Depth of seam 2

A9 Dip of seam 1

A10 Geological anomalies 2

A11 Confined aquifer 3

B.

Design

conditions

B1 Panel layout 1

B2 Gateroad opening method 1

B3 Pillar layout 1

B4 Design of shearer 2

B5 Design of roof support 3

B6 Design of AFC 2

C.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C1 Insufficient support 3

C2 Gas drainage 2

C3 Dust control 2

C4 Ventilation 3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2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2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2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3

C9 Mastery of operator 1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1

Table 4.7 Example of survey result for risk proba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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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리스크 영향도 분석

4.2.1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 개요

1971년 T. L.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은 자연과

학적 수단으로서는 계량적으로 설명이 불가능한 현상들에 대하여 인간의

직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근거로 평가하고 종합하는 방법으로서 절대

평가가 아닌 상대비교를 통한 상대평가에 근거한 측정방법이다(박용성,

2012). 이 방법은 의사결정 시 여러 대안을 체계적으로 계층화 시킨 다

음, 그 가중치를 비율 척도로 도출하는 방법으로 이론의 단순성 및 명확

성, 적용의 간편성 및 범용성이라는 특징으로 말미암아 여러 의사결정

분야에서 널리 응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결정 문제는 서로 상반된 기준과 불완전한 정보, 제한

된 자원 하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해야 하는 문제를 내포하고 있는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은 이러한 다수의 기준 하에서 평가되는 다수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선정하는 문제를 다루며, 다속성의사결정분석

(multi-attribute decision making)의 선호보정이 있는 모형(compensation

preference model)으로서 그 속성을 위치시킬 수 있다(조근태 등, 200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은 먼저, 상위계층에 있는 요소를 기준으로

하위계층에 있는 각 요소의 가중치를 측정하는 방식을 통하여 상위계층의

요소 하에서 각 하위요소가 다른 하위요소에 비하여 우수한 정도를 나타

내 주는 수치로 구성되는 쌍대비교행렬(pairwise comparison matrix)을

작성하게 된다. 그리고 이 행렬로부터 고유치 방법(eigenvalue method)

을 이용하여 계층의 각 레벨마다 정규화한 하나의 우선순위벡터(priority

vector)를 산출한다. 마지막으로 계층의 최상위에 위치한 의사결정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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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주는 대안의 상대적 우선순위를 나타내 우선순

위벡터를 산출하게 된다(조근태 등, 2003).

4.2.2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절차 및 방법

의사결정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활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Figure 4.18과 같이 4단계의 작업이 수행된다.

Figure 4.18 Methodology of the AHP.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의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단계라 할 수

있는 1단계에서는 최상위 목표에 기초한 의사결정 요소를 서로 관련된

의사결정 기준별로 구체화하여 계층을 구조화한다. 계층의 최상위에는

가장 포괄적인 의사결정 목적으로 구성하며, 그 하위계층들은 의사결정

의 목적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로 구성한다(Figure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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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Generic hierarchic structure(Agha, 2008).

2단계에서는 상위 계층의 목표 달성을 위한 하위계층 요소들에 대하여

쌍대비교행렬을 작성한다. 쌍대비교를 통하여 상위계층에 기여하는 정도

를 Table 4.8과 같이 9점 척도(보다 엄밀히 말하면, 1/9∼9로 17점 척도)

로 중요도를 부여하는데, 쌍대비교를 하는 요소들 간 상대적 중요도가

비슷하다고 판단될 경우 1점, 어느 한 요소가 다른 요소에 비해 극히 중

요할 경우 9점을 부여한다.

작성된 쌍대비교행렬 A는 식 (4.3)과 같이 행렬의 대각을 중심으로 역

수의 형태를 취한다.













  ⋯
  ⋯
   ⋯ 
⋮ ⋮ ⋮⋮⋮
  ⋯ 

(4.3)

여기서,  ,  ,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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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nsity of

Importance
Definition Description

1 Equal importance
Two activities contribute equally to

the objective

3
Moderate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ement slight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5 Strong importance
Experience and judgement strongly

favor one activity over another

7

Very strong or

demonstrated

importance

An activity is favoured very strongly

over another; its dominance demo-

nstrated in practice

9
Extreme

importance

The evidence favouring one activity

over another is of the highest possible

order of affirmation

2, 4, 6, 8 Intermediate values between the two adjacent judgement

Reciprocals

of above

If activity I has one of the above non-zero numbers

assigned to it when activity j, then j has the reciprocal

value when compared with i

1.1-1.9
If the activities

are very close

May be difficult to assign the best

value but when compared with other

contrasting activities the size of the

small numbers would not be too

noticeable, yet they can still indicate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activities.

Table 4.8 Fundamental scale of AHP (Saaty, 1994).

3단계는 2단계에서 구성한 쌍대비교행렬을 이용해 각 계층에 있는 요

소들의 중요도(상대적 가중치)를 산정하는 것이다. 한 계층 내에서 비교

대상이 되는 n개 요소의 상대적인 중요도를    ⋯ 라 하면, 쌍

대비교행렬에서의 는      ⋯ 로 추정할 수 있다. 즉 

와  사이에는 다음 식이 성립한다.

      ⋯  (4.4)

여기서, 행렬의 모든 요소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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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5)

식 (4.5)는 선형대수론의 고유치 문제와 같으므로 요소 로 구성되는

행렬 A를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
⋮ ⋮ ⋮ ⋮ ⋮
⋯

(4.6)

고유치 방법에 의해 식 (4.7)과 같이 쓸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상대적

중요도 를 구할 수 있다.

∙∙ (4.7)

여기서,     ⋯ 는 행렬 A의 우측 고유벡터, 은 행렬

A의 고유치를 의미한다.

하지만,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에서는 평가자가 정확한 를 모르며,

쌍대비교에 의하여 정확한 평가를 할 수 없는 것으로 가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식에서 를 추정한다. 즉 쌍대비교행렬 A의

각 요소에 대한 가중치를 모른다고 했을 때, 이 행렬을 A'라 하고 이 행

렬의 가중치 추정치 ′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 max∙′ (4.8)

여기서, max는 행렬 A'의 가장 큰 고유치를 의미하는데, max는 항상

n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계산된 max가 에 근접하는 값일수록 쌍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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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행렬 A의 수치들이 일관성을 가진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일관

성의 정도는 일관성지수(Consistency Index, CI)와 일관성 비율

(Consistency Ratio, CR)을 사용하여 구할 수 있다.

  max (4.9)

   ×  (4.10)

식 (4.10)에서 RI는 난수지수(Random Index)를 의미하며, 이는 1에서

9까지의 수치를 임의로 설정하여 역수행렬을 작성하고 이 행렬의 평균

일관성지수를 산출한 값으로 일관성의 효용한도를 나타낸다. 이 1에서

10까지 변화할 때의 난수지수는 Table 4.9와 같다.

n 1 2 3 4 5 6 7 8 9 10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Table 4.9 Random Index (Saaty, 1994).

Saaty(1980)에 의하면 일관성 비율이 10% 미만일 때 합리적인 일관성

을 갖는 것으로 판단하고, 20% 미만일 경우 허용할 만한 수준의 일관성

을 가진다고 판단하였다. 이를 일관성 검증(consistency check)이라 하

며, 객관적인 의사결정을 위해서 전문가 판단의 일관성 정도를 파악하는

작업이다.

4단계에서는 평가대상이 되는 여러 대안들에 대한 종합순위를 얻기 위

하여 의사결정 요소들의 상대적인 가중치를 종합화한다. 이 단계에서는

계층의 최상위에 있는 의사결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최하위에 있

는 대안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종합중요벡터를 산출하는데, 이는 3단

계에서 구한 각 계층에서의 가중치를 종합함으로써 가능하다. 구체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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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최상위 계층에 대하여 k번째 하위계층에 있는 대안들의 종합중요도

는 식 (4.11)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4.11)

여기서,  는 첫 번째 계층에 대한 k번째 계층 요소의 종합가중

치, 는 추정된 벡터를 구성하는 행을 포함하는 ∙ 행렬, 는

번째 계층의 요소 수이다.

한편,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은 다양한 불확실성들 때문에 다수의

평가자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며, 이러한 다수 평가자의 평가치를 통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세 가지 방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이 방법들 중 첫

번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조근태 등, 2003).

① 첫 번째 방법은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기하평균을 통해 통합하여 단일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는 방법이다. 전체 평가자가 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를 번째

평가자가 평가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라 할 때, 통합 쌍대비교행렬의

각 원소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 때 기하평균을 이용하는 이

유는 행렬의 역수성을 유지시키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4.12)

② 두 번째 방법은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을 계산하여 최대고

유치에 해당하는 고유벡터를 구한 다음 각 항목에 대한 전체 평가자의

고유벡터 값들을 산술평균하여 통합 가중치를 구하는 방법이다. 즉 전체

평가자가 명일 경우 를 번째 평가자가 평가한 쌍대비교행렬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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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한 항목의 고유벡터 값이라고 할 때 전체 평가자의 종합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13)

③ 세 번째 방법은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을 계산하여 구한 고

유벡터 값을 기하평균으로 수치통합하는 방법이다. 전체 평가자가 명이

고 를 번째 평가자가 평가한 쌍대비교행렬로부터 도출한 항목의 고

유벡터 값이라 하면, 종합가중치 는 다음과 같이 구해진다.

 
 




 (4.14)

4.2.3 리스크 영향도 분석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리스크 영향도 분석은 Table 4.5에서

정리된 8개의 리스크를 바탕으로 상호 비교 척도를 만든 뒤 전문가들로

부터 리스크의 영향도 즉 각각의 리스크들로 인해 발생되는 영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를 위한 설문조사 시트의 예는 Table 4.10과

같고,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구성한 리스크 쌍대비교행렬의 예는 Table

4.11과 같다.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한 이후에는 앞서 설명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

법의 절차에 따라 식 (4.8)을 이용하여 리스크 영향도(상대적 중요도)를

구한다. 또한, 식 (4.10)을 이용하여 일관성 비율이 10% 이상인 설문은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설문을 기준으로 식 (4.12)를 이용하여

최종 리스크 영향도를 산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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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item
Extreme

Very

strong
Strong Moderate Equal Moderate Strong

Very

strong
Extreme Risk

Intensity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Intensity

Roof fall √ Floor heave

Roof fall √
Collapse of

longwall face

Roof fall √

Jammed of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Roof fall √

Jammed of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Roof fall √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Roof fall √ Subsidence

Roof fall √
Spontaneous
combustion

⋮ √ ⋮

Table 4.10 Example of questionnaire sheet for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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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item Risk 1 Risk 2 Risk 3 Risk 4 Risk 5 Risk 6 Risk 7 Risk 8

Risk 1
(Roof fall)

1 2 5 3 1 3 9 9

Risk 2
(Floor heave)

1/2 1 3 1 3 4 7 7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1/5 1/3 1 1/5 1/3 2 4 4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1/3 1 5 1 1/3 3 7 7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1 1/3 3 3 1 5 8 8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1/3 1/4 1/2 1/3 1/5 1 3 3

Risk 7
(Subsidence)

1/9 1/7 1/4 1/7 1/8 1/3 1 3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1/9 1/7 1/4 1/7 1/8 1/3 1/3 1

Table 4.11 Example of pairwise comparison matrix for AHP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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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리스크 분석 모델의 현장 적용

4.3.1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

(1) 현장 개요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은 호주 시드니로부터 북서쪽 155 ㎞에 위치하

고 있으며, 인접한 Lithgow시에서 약 10 ㎞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Figure 4.20). 본 광산은 Permo-Triassic Sydney Basin의 서쪽 끝자락

에 위치하고 있으며, 탄층의 전체적인 경사는 1/50˚NE이고, 전반적인 지

질구조는 매우 완만한 동향 향사층에 의해 변형이 되었다.

Figure 4.20 Location map of Springvale coal mine (Centennial Co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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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 대상 탄층은 Lithgow Coal Seam으로 두께는 평균 5∼7 m의 수

평층이며, 채탄 높이는 약 3.2 m 정도이다(Figure 4.21).

Figure 4.21 Coal seam columnar section of Springvale coal mine

(한국광물자원공사, 2014a).

본 광산은 1995년부터 롱월 채탄법을 적용하여 발전용 유연탄을 생산

하고 있으며, 지질학적 매장량은 161.5백만톤, 가채광량은 약 54백만톤

수준으로 앞으로도 10년 이상 생산이 가능한 광산이다(Table 4.12). 현재

는 LW419 패널에서 채탄이 진행되고 있으며, 연간 생산규모는 약 430만

톤 수준이다(Figure 4.22).

Resources Reserves

Measured Indicated Inferred Total Proved Provable Total

101.0 60.5 0.0 161.5 28.2 25.8 54.0

Table 4.12 Resources and Reserves of Springvale coal mine (한국광물자원공

사, 201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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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2 Plan view of Springvale coal mine (Centennial Co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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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수분석을 통한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

스프링베일 광산의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을 위해서 본 연구에서 제시

한 27개의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원개발 분야

의 전문가 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발

생 등급을 산술평균한 후, 이를 Table 4.6의 발생 확률 등급에 따라 확

률로 변환하였다(Table 4.13)

한편, 설문조사는 Appendix B-1과 같이 스프링베일 광산의 지질 조

건, 설계 조건, 생산관리 조건들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각각의 리

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발생 확률 변환을 완료한 후, Table 4.5

에서 제시한 8개의 리스크들에 대한 발생 확률을 결함수 모델을 바탕으

로 식(4.1)과 식 (4.2)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 결과, 운

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90.1%), 천반 붕락(83.6%),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81.3%), 반팽(79.0%), 지반침하(70.2%), 패널 이동 작업 지연

(69.8%), 채탄 막장 붕괴(51.7%), 자연발화(38.9%) 순으로 발생 확률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23, Table 4.14)

Figure 4.23 Risk probability analysis result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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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

A.

Geological

conditions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2.54 30.8%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1.85 17.0%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1.62 12.4%

A4 In-situ stress 2.38 27.6%

A5 Squeezing ground 1.85 17.0%

A6 Swelling ground 2.46 29.2%

A7 Thickness of seam 1.23 4.6%

A8 Depth of seam 1.38 7.6%

A9 Dip of seam 1.38 7.6%

A10 Geological anomalies 2.00 20.0%

A11 Confined aquifer 2.00 20.0%

B.

Design

conditions

B1 Panel layout 1.69 13.8%

B2 Gateroad opening method 1.54 10.8%

B3 Pillar layout 1.62 12.4%

B4 Design of shearer 1.69 13.8%

B5 Design of roof support 1.85 17.0%

B6 Design of AFC 1.92 18.4%

C.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C1 Insufficient support 1.92 18.4%

C2 Gas drainage 1.46 9.2%

C3 Dust control 1.54 10.8%

C4 Ventilation 1.77 15.4%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2.15 23.0%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2.31 26.2%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1.77 15.4%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1.69 13.8%

C9 Mastery of operator 1.54 10.8%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2.69 33.8%

Table 4.13 Survey result for risk probability analysis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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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Risk probability analysis result of Springvale coal mine.

(a) Roof fall

Event A1 A4 A5 A10 A11 B1 B3 C1

Probability level 2.54 2.38 1.85 2.00 2.00 1.69 1.62 1.92

Probability of failure 30.8% 27.6% 17.0% 20.0% 20.0% 13.8% 12.4% 18.4%

Risk probability 83.6%

(b) Floor heave

Event A2 A4 A6 A11 B1 B3 C1

Probability level 1.85 2.38 2.46 2.00 1.69 1.62 1.92

Probability of failure 17.0% 27.6% 29.2% 20.0% 13.8% 12.4% 18.4%

Risk probability 79.0%

(c) Collapse of longwall face

Event A3 A5 A10 B5

Probability level 1.62 1.85 2.00 1.85

Probability of failure 12.4% 17.0% 20.0% 17.0%

Risk probability 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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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Continued.

(d) Jammed of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Event A3 A5 A10 A11 B4 B5 C1 C5 C9

Probability level 1.62 1.85 2.00 2.00 1.69 1.85 1.92 2.15 1.54

Probability of failure 12.4% 17.0% 20.0% 20.0% 13.8% 17.0% 18.4% 23.0% 10.8%

Risk probability 81.3%

(e) Excessive deformation of floor

Event A2 A4 A6 A11 B3 C1

Probability level 1.85 2.38 2.46 2.00 1.62 1.92

Probability of failure 17.0% 27.6% 29.2% 20.0% 12.4% 18.4%

Risk probability 75.7%

(f) Jammed of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Event
Excessive deformation

of floor
B6 C5 C7 C8 C9

Probability level 1.92 2.15 1.77 1.69 1.54

Probability of failure 75.7% 18.4% 23.0% 15.4% 13.8% 10.8%

Risk probability 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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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4 Continued.

(g)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Event A1 C6 C9 C10

Probability level 2.54 2.31 1.54 2.69

Probability of failure 30.8% 26.2% 10.8% 33.8%

Risk probability 69.8%

(h) Subsidence

Event A1 A3 A7 A8 A9 A10 B1 B3

Probability level 2.54 1.62 1.23 1.38 1.38 2.00 1.69 1.62

Probability of failure 30.8% 12.4% 4.6% 7.6% 7.6% 20.0% 13.8% 12.4%

Risk probability 70.2%

(i) Spontaneous combustion

Event B2 C2 C3 C4

Probability level 1.54 1.46 1.54 1.77

Probability of failure 10.8% 9.2% 10.8% 15.4%

Risk probability 3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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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리스크 영향도 분석

스프링베일 광산의 리스크 영향도 분석을 위해서 Appendix B-2와 같

이 Table 4.5에서 제시한 8개의 리스크들에 대한 상호 비교 척도를 만든

뒤 전문가들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영향도 분

석을 위한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였다.

설문조사는 자료를 수집하는데 있어서 전문적 경험과 지식이 풍부한

집단의 경우 10명에서 15명이면 설문을 평가하는데 충분하다는 점(이창효,

1999)을 고려하여 결함수분석과 동일한 전문가(13명)를 대상으로 설문을

시행하였다. 또한, 설문 조사 결과 중 일관성 비율이 10% 이상인 2개

(expert 3, 4)의 설문을 제외한 11개의 설문을 이용하여 리스크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Appendix C-2),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요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Table 4.15와 같이 기하평균하

여 통합하고, 식 (4.12)를 이용하여 최종 리스크 영향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4.1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천반 붕락(0.22),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0.21), 반팽(0.17),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0.13), 장

비 패널 이동 작업 지연(0.11), 채탄 막장 붕괴(0.09), 지반침하(0.04), 자

연발화(0.03) 순으로 리스크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isk Item Risk Impact

Roof fall 0.22

Floor heave 0.17

Collapse of longwall face 0.09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0.13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0.21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0.11

Subsidence 0.04

Spontaneous combustion 0.03

Sum 1.00

Table 4.16 Risk impact analysis result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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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item Risk 1 Risk 2 Risk 3 Risk 4 Risk 5 Risk 6 Risk 7 Risk 8

Risk 1
(Roof fall)

1 1.13 2.90 2.01 1.07 2.37 4.96 5.67

Risk 2
(Floor heave)

0.88 1 1.59 1.61 0.94 1.61 3.68 4.09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0.34 0.63 1 0.45 0.30 0.70 2.86 4.20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0.50 0.62 2.22 1 0.41 1.35 3.79 4.62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0.94 1.07 3.36 2.46 1 1.86 4.27 5.64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0.42 0.62 1.42 0.74 0.54 1 2.87 3.92

Risk 7
(Subsidence)

0.20 0.27 0.35 0.26 0.23 0.35 1 2.26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0.18 0.24 0.24 0.22 0.18 0.25 0.44 1

Table 4.15 Pairwise comparison matrix based on questionnaire results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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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발생 확률과 영향도를 고려한 리스크 평가

스프링베일 광산의 최종적인 리스크 레벨은 Kaplan and Garrick(1981)

의 리스크 정의를 바탕으로 결함수분석을 통한 리스크 발생 확률과 계층

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리스크 영향도의 곱으로 산정하였다. 단, 리

스크 영향도의 경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해 리스크들 간의 상

대적 우선순위를 측정한 값으로 절대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한계

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최댓값을 기

준으로 표준화(normalization)하여 영향도 값을 보정하였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리스크들의 영향도가 최댓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수준에 해당

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된다.

이를 바탕으로 리스크 발생 확률과 영향도를 Table 4.17과 같이 각각

5개의 등급으로 분류하여 리스크 레벨을 평가하였으며, 최종적인 리스크

수준은 Figure 4.24와 같이 리스크 매트릭스로 제시하였다. 한편, 여기서

각 단계별 등급 구간은 프로젝트의 특성에 맞게 유동적으로 변경이 가능

하다.

Risk probability(%) Risk impact Score

More than 80% More than 0.8 5

61-80% 0.6-0.8 4

41-60% 0.4-0.6 3

21-40% 0.2-0.4 2

Below 20% Below 0.2 1

Table 4.17 Risk rating evaluation guid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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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pact

Insignificant Minor Moderate Major Severe

Probability 1 2 3 4 5

Almost

certain
5 5 10 15 20 25

Likely 4 4 8 12 16 20

Possible 3 3 6 9 12 15

Unlikely 2 2 4 6 8 10

Rare 1 1 2 3 4 5

Risk Rating Management responsibilities

Very High

(VH)

▪Immediate action required by the executive with detailed

planning, allocation of resources and regular monitoring

High(H) ▪High risk, senior management attention needed

Medium(M) ▪Management responsibility must be specified

Low(L) ▪monitored and Managed by routine procedure

Very Low

(VL)
▪Managed by routine procedure

Figure 4.24 Risk rating matrix.

Table 4.17과 Figure 4.24의 리스크 레벨 산정 방법에 따라 스프링베일

광산의 최종적인 리스크 레벨을 평가한 결과 천반 붕락과 운반 장비의 폐

색 또는 고장은 리스크 레벨이 25로 ‘매우 높음(Very High, VH)’ 수준으

로 나타났으며, 반팽,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패널 이동 작업 지연은

리스크 레벨이 각각 16, 15, 12로 ‘높음(High, H)’ 수준, 채탄 막장 붕괴는

리스크 레벨이 6으로 ‘보통(Medium, M)’ 수준, 지반침하는 리스크 레벨이

4로 ‘낮음(Low, L)’ 수준, 자연발화는 리스크 레벨이 2로 ‘매우 낮음(Very

Low, VL)’ 수준으로 나타났다(Table 4.18, Figure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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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isk item Probability Impact
Normalized

impact

Probability

score

Impact

score

Risk

level

Problems

with the

ground

Risk

1
Roof fall 83.6% 0.22 1.00 5 5 25

Risk

2
Floor heave 79.0% 0.17 0.76 4 4 16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51.7% 0.09 0.39 3 2 6

Problems

with the

longwall

equipments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81.3% 0.13 0.59 5 3 15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90.1% 0.21 0.97 5 5 25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69.8% 0.11 0.49 4 3 12

Problems

with the

environment

Risk

7
Subsidence 70.2% 0.04 0.19 4 1 4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38.9% 0.03 0.13 2 1 2

Table 4.18 Risk rating evaluation result of Springvale coal mine.

Figure 4.25 Risk rating matrix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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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리스크 평가 결과 검증

리스크 분석 모델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스프링베일

광산의 최근 5년(2011년 1월∼2015년 12월)간의 월간 운영보고서

(monthly operations report)를 바탕으로 실제 발생했던 리스크들을 정리

하였으며, 이를 리스크 분석 모델의 결과와 비교하였다(Table 4.19).

본 연구에서 제시한 8개의 리스크들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인력 문제

(임금협상, 교육, 회의 등), 전력문제(정전이나 전압 불안정 등), 소모품

및 부품 조달 지연, 배수 펌프의 단순 고장 등은 기타 리스크로 별도로

분류하였다. 또한, 리스크들은 실제로 관련 사고가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

라, 관련 리스크를 사전 감지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작업을 실시

하여 다운타임이 발생한 경우에도 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예를 들어 천반 붕락의 경우, 붕락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천반 붕락

방지를 위해 2차 지보를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보강으로 인한 타운타임

도 관련 리스크가 발생한 것으로 분류하였다.

이상의 분류 기준을 바탕으로 스프링베일 광산의 리스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생 횟수 기준으로는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25.4%),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21.4%), 천반 붕락(14.0%), 전력 문제

(11.5%), 반팽(8.9%), 인력 문제(8.2%), 소모품 및 장비 조달 지연(5.2%),

채탄 막장 붕괴(2.7%)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반 침하 리스크로 인

해서는 다운타임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다운타임 기

준으로는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20.2%), 천반 붕락(18.1%),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13.8%), 반팽(13.1%), 패널 이동 작업 지연

(11.1%), 전력문제(7.8%), 인력 문제(6.2%), 소모품 및 장비 조달 지연

(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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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isk item Frequency
Frequency

rating

Total

downtime

(min.)

Downtime

rating

Average

downtime

(min.)

Risk

level

Problems

with the

ground

Risk 1 Roof fall 156 14.0% 175,510 18.1% 1,125.1 25

Risk 2 Floor heave 99 8.9% 127,156 13.1% 1,284.4 16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30 2.7% 39,656 4.1% 1,321.9 6

Problems

with the

longwall

equipments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239 21.4% 133,711 13.8% 559.5 15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284 25.4% 196,559 20.2% 692.1 25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6 0.5% 107,670 11.1% 17,945.0 12

Problems

with the

environment

Risk 7 Subsidence - - - - - 4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13 1.2% 9,003 0.9% 692.5 2

Etc.

Risk 9 Labour issue 92 8.2% 60,250 6.2% 654.9

Risk 10 Electrical delay 129 11.5% 76,332 7.8% 591.7

Risk 11
Delay of consumable and

equipments supply
58 5.2% 38,897 4.0% 670.6

Risk 12 Water pump issue 11 1.0% 6,485 0.7% 589.6

Total 1,117 100% 971,229 100% 869.5

Table 4.19 Validation of Risk rating evaluation result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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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스크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분석한 결과와 다운타임을 기준으로 분

석한 결과를 비교해 보면, 지반과 관련된 리스크들인 천방붕락, 반팽, 채

탄 막장 붕괴는 발생 횟수는 상대적으로 적지만, 그로 인한 다운타임은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즉 평균 다운타임이 다

른 리스크들에 비해서 높은 값을 갖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비 관련 리스크들은 단순 고장에 따른 부품 교체들이 주를 이루고 있

어 상대적으로 평균 다운타임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패널 이

동 작업 지연은 발생 횟수는 적지만 연방정부의 개발 승인 지연 등의 이

슈로 인해 한번 발생할 경우 수 주(2∼8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다운타임

기준으로는 높은 리스크를 보이고 있다(Figure 4.26).

Figure 4.26 Average downtime analysis of Springvale coal mine.

한편, 롱월 광산은 일반적으로 수 백 m의 폭과 수 ㎞의 길이를 갖는

패널 굴진을 통해 채탄을 하기 때문에 지반침하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

밖에 없다. 스프링베일 광산 역시 광산의 모니터링 자료에 따르면, 지표

면에서 1m 내외의 지반 침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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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나, 상부에 가옥 등과 건축 시설물이 없고, 대부분 산이나 습지로 구

성되어 있어 지반침하로 인해 다운타임이 발생한 사례가 아직까지는 없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연발화의 경우 역시 스프링베일 광산의

탄질 자체가 가스함량이 낮아 환기 문제 등 일부 자연발화 관련 다운타

임이 발생한 경우는 있으나, 자연발화와 관련된 직접적인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리스크 발생 사례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리스크 분석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리스크 분석 모델에서 리스크 레

벨이 25로 ‘매우 높음’ 수준이었던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과 천반

붕락은 실제 광산 운영 중에도 가장 많은 다운타임(각각 전체 다운타임

의 20.2%, 18.1%)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스크 레벨이 16,

15, 12로 ‘높음’ 수준이었던 반팽과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패널 이

동작업 지연은 실제 광산 운영 중에도 천반 붕락과 운반 장비의 폐색 또

는 고장 다음으로 많은 다운타임(각각 13.1%, 13.8%, 11.1%)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채탄 막장 붕괴 등 다른 리스크들도 분

석 모델의 리스크 레벨과 실제 운영 중에 발생한 다운타임 결과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ure 4.27).

Figure 4.27 Validation of Risk rating evaluation result of Springval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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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리스크 분석 모델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식 (4.15)와 (4.16)을 이용하여 리스크 레벨과 다운타임 사이의 결

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와 평균 제곱근 오차(Root Mean

Square Error, RMSE)를 분석해 보면, 결정계수가 0.955, 평균 제곱근 오

차가 2.664로 나타나 리스크 레벨과 다운타임의 크기가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ure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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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i번째 실제 측정된 요소, 는 i번째 예측된 요소,

n은 자료의 개수이다.

Figure 4.28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risk level and downtime

of Springvale coal mine.



- 141 -

4.3.2 호주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 광산

(1) 현장 개요

앙구스플레이스 유연탄 광산은 호주 시드니로부터 북서쪽 165 ㎞에 위

치하고 있으며, 앞서 현장 적용에 적용되었던 스프링베일 광산에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Figure 4.29). 본 광산은 1978년 롱월 채탄이 착수된

이래 기존 채탄구역이 채진됨에 따라 동부광체를 연장하여 추가로 개발

할 예정이었으나, 유연탄 가격하락으로 2015년 2월 채탄을 중단하고 휴

광 중에 있다.

Angus Place
east potential
mining area

Angus Place
Colliery

Springvale
Colliery

Figure 4.29 Location map of Angus Place coal mine (Centennial Co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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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생산 규모는 약 350만톤 수준이었으며, 채탄된 유연탄은 인근에

소재한 Delta Electricity(Wallerawang 및 Mount Piper 화력발전소)에

전량 내수로 판매되었다.

광구는 세계적 석탄 부존지역인 시드니 분지의 서부탄전지대에 위치하

고 있으며, 함탄층은 서부탄전지대 내 최하부 협탄층인 고생대 폐름기

후기의 Illawarra Coal Measures이다. Illawarra Coal Measures는 Wall-

erawang, Charbon 그리고 Cullen bullen 의 3개의 하부그룹(subgroup)으

로 구성되어 있고, 사암, 이암 등에 탄층이 협재되어 있는 형태로 발달하

며 일부 역암과 응회암층이 발달하기도 한다(Figure 4.30). 평균 두께는

210m 정도이며 탄전지대의 남서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두꺼워지는 양

상을 보인다. 퇴적환경은 풍부한 이탄을 공급받는 범람원과 삼각지 등의

충적지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한국광물자원공사, 2014b).

Figure 4.30 Geological system of Illawarra Coal Measures (한국광물자원공사,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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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광구 내에는 Illawarra Coal Measures의 Lithgow seam과 Lidsdale

seam이 7.2 m 폭으로 나타나며, 이중 Ash함량이 높고 연장성이 불량한

Lidsdale seam의 3.1 m구간을 제외한 하부 Lithgow seam 중에서 주로

탄질이 양호하고, 연장성이 좋은 LT1과 LT2를 대상으로 하부 3.3 m

구간이 채탄대상이다(Figure 4.31). Lithgow seam은 NW∼NNW 주향과

NE∼ENE방향의 1∼2˚의 완만한 경사를 가지며, 경사방향으로 갈수록

탄층이 쪼개지고 탄폭이 감소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ure 4.31 Coal seam columnar section of Angus Place coal mine

(한국광물자원공사, 2014b).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Figure 4.32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현재 패널

LW980까지 생산이 완료된 상태이며,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동부광체를

연장하여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다. 동부광체의 가채광량은 약 55.5백만톤

으로 연간 350만톤 가행시 18년 동안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한국광물자

원공사, 201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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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tension area

Figure 4.32 Plan view of Angus Place coal mine (Centennial Co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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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결함수분석을 통한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리스크 발생 확률 분석은 스프링베일 광산과

마찬가지로 먼저 27개의 리스크 요인들의 발생 확률을 파악하기 위해서

자원개발 분야의 전문가 13명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발생 등급을 산술평균한 후, 이를 Table 4.6의 발생 확률 등

급에 따라 확률로 변환하였다(Table 4.20)

한편, 설문조사는 Appendix B-1과 같이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지질

조건, 설계 조건, 생산관리 조건들에 대한 설명 자료를 작성하여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해서 보다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에 대한 발생 확률 변환을 완료한 후, Table 4.5

에서 제시한 8개의 리스크에 대한 발생 확률을 결함수 모델을 바탕으로

식(4.1)과 식 (4.2)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계산하게 된다. 그 결과,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86.1%),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77.2%), 천

반 붕락(73.8%), 반팽(69.5%), 지반침하(63.5%), 패널 이동 작업 지연

(46.2%), 채탄 막장 붕괴(43.2%), 자연발화(35.6%) 순으로 발생 확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ure 4.33, Table 4.21).

Figure 4.33 Risk probability analysis result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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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

A.

Geological

conditions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1.92 18.4%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1.69 13.8%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1.38 7.6%

A4 In-situ stress 1.69 13.8%

A5 Squeezing ground 1.62 12.4%

A6 Swelling ground 1.92 18.4%

A7 Thickness of seam 1.38 7.6%

A8 Depth of seam 1.38 7.6%

A9 Dip of seam 1.23 4.6%

A10 Geological anomalies 1.77 15.4%

A11 Confined aquifer 1.69 13.8%

B.

Design

conditions

B1 Panel layout 1.77 15.4%

B2 Gateroad opening method 1.54 10.8%

B3 Pillar layout 1.85 17.0%

B4 Design of shearer 1.77 15.4%

B5 Design of roof support 1.85 17.0%

B6 Design of AFC 1.77 15.4%

C.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C1 Insufficient support 1.85 17.0%

C2 Gas drainage 1.38 7.6%

C3 Dust control 1.38 7.6%

C4 Ventilation 1.77 15.4%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2.15 23.0%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1.92 18.4%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1.85 17.0%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1.85 17.0%

C9 Mastery of operator 1.69 13.8%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1.31 6.2%

Table 4.20 Survey result for risk probability analysis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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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Risk probability analysis result of Angus Place coal mine.

(a) Roof fall

Event A1 A4 A5 A10 A11 B1 B3 C1

Probability level 1.92 1.69 1.62 1.77 1.69 1.77 1.85 1.85

Probability of failure 18.4% 13.8% 12.4% 15.4% 13.8% 15.4% 17.0% 17.0%

Risk probability 73.8%

(b) Floor heave

Event A2 A4 A6 A11 B1 B3 C1

Probability level 1.69 1.69 1.92 1.69 1.77 1.85 1.85

Probability of failure 13.8% 13.8% 18.4% 13.8% 15.4% 17.0% 17.0%

Risk probability 69.5%

(c) Collapse of longwall face

Event A3 A5 A10 B5

Probability level 1.38 1.62 1.77 1.85

Probability of failure 7.6% 12.4% 15.4% 17.0%

Risk probability 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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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Continued.

(d)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Event A3 A5 A10 A11 B4 B5 C1 C5 C9

Probability level 1.38 1.62 1.77 1.69 1.77 1.85 1.85 2.15 1.69

Probability of failure 7.6% 12.4% 15.4% 13.8% 15.4% 17.0% 17.0% 23.0% 13.8%

Risk probability 77.2%

(e) Excessive deformation of floor

Event A2 A4 A6 A11 B3 C1

Probability level 1.69 1.69 1.92 1.69 1.85 1.85

Probability of failure 13.8% 13.8% 18.4% 13.8% 17.0% 17.0%

Risk probability 64.0%

(f)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Event
Excessive deformation

of floor
B6 C5 C7 C8 C9

Probability level 1.77 2.15 1.85 1.85 1.69

Probability of failure 64.0% 15.4% 23.0% 17.0% 17.0% 13.8%

Risk probability 8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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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1 Continued.

(g)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Event A1 C6 C9 C10

Probability level 1.92 1.92 1.69 1.31

Probability of failure 18.4% 18.4% 13.8% 6.2%

Risk probability 46.2%

(h) Subsidence

Event A1 A3 A7 A8 A9 A10 B1 B3

Probability level 1.92 1.69 1.38 1.38 1.23 1.77 1.77 1.85

Probability of failure 18.4% 7.6% 7.6% 7.6% 4.6% 15.4% 15.4% 17.0%

Risk probability 63.5%

(i) Spontaneous combustion

Event B2 C2 C3 C4

Probability level 1.54 1.38 1.38 1.77

Probability of failure 10.8% 7.6% 7.6% 15.4%

Risk probability 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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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통한 리스크 영향도 분석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리스크 영향도 분석 역시 스프링베일 광산의

리스크 영향도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Appendix B-2와 같이 Table 4.5

에서 제시한 8개의 리스크들에 대한 상호 비교 척도를 만든 뒤 전문가들

에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쌍대비교행렬을 구성하였으며, 총 13명의 전

문가들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중 일관성 비율이 10% 이상인 3개(expert

1, 3, 4)의 설문을 제외한 나머지 10개의 설문을 기준으로 리스크의 영향

도를 분석하였으며(Appendix C-2), 평가자가 작성한 쌍대비교행렬의 각

요소에 대하여 전체 평가자의 평가치를 기하평균 하여 통합하고(Table

4.22), 식 (4.12)를 이용하여 최종 리스크 영향도를 산출하였다.

그 결과 Table 4.2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0.23), 천반 붕락(0.18),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0.18), 반팽(0.12),

패널 이동 작업 지연(0.11), 채탄 막장 붕괴(0.10), 지반침하(0.05), 자연발

화(0.03) 순으로 리스크 영향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isk Item Risk Impact

Roof fall 0.18

Floor heave 0.12

Collapse of longwall face 0.10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0.18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0.23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0.11

Subsidence 0.05

Spontaneous combustion 0.03

Sum 1.00

Table 4.23 Risk impact analysis result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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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item Risk 1 Risk 2 Risk 3 Risk 4 Risk 5 Risk 6 Risk 7 Risk 8

Risk 1
(Roof fall)

1 1.64 2.31 1.04 0.59 2.16 3.50 4.04

Risk 2
(Floor heave)

0.61 1 1.28 0.49 0.44 0.87 3.12 4.22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0.43 0.78 1 0.46 0.48 0.90 2.07 3.44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0.96 2.02 2.18 1 0.58 1.67 3.79 5.14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1.70 2.29 2.09 1.73 1 1.72 4.05 5.21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0.46 1.15 1.12 0.60 0.58 1 2.42 3.56

Risk 7
(Subsidence)

0.29 0.32 0.48 0.26 0.25 0.41 1 1.64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0.25 0.24 0.29 0.19 0.19 0.28 0.61 1

Table 4.22 Pairwise comparison matrix based on questionnaire results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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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리스크 발생 확률과 영향도를 고려한 리스크 평가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에 대해 분석된 리스크 발생 확률(Table 4.21)과

리스크 영향도(Table 4.23)를 바탕으로 Table 4.17의 리스크 등급 평가

가이드라인과 Figure 4.24의 리스크 등급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앙구스플

레이스 광산의 리스크 레벨을 산정하면 Table 4.24와 Figure 4.34와 같다.

리스크 영향도의 경우, 스프링베일 광산과 마찬가지로 최댓값을 기준

으로 표준화하여 최종 리스크 레벨을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 운반 장비

의 폐색 또는 고장의 리스크 레벨이 25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

며, 천반 붕락,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반팽은 리스크 레벨이 각각

16, 16, 12로 ‘높음’ 수준, 채탄 막장 붕괴, 패널 이동 작업 지연은 리스크

레벨이 각각 6, 9로 ‘보통’ 수준, 지반침하는 리스크 레벨이 4로 ‘낮음’ 수

준, 자연발화는 리스크 레벨이 2로 ‘매우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Category Risk item Probability Impact
Normalized

impact

Probability

score

Impact

score

Risk

level

Problems

with the

ground

Risk

1
Roof fall 73.8% 0.18 0.78 4 4 16

Risk

2
Floor heave 69.5% 0.12 0.50 4 3 12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43.2% 0.10 0.42 3 3 9

Problems

with the

longwall

equipments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77.2% 0.18 0.79 4 4 16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86.1% 0.23 1.00 5 5 25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46.2% 0.11 0.49 3 3 9

Problems

with the

environment

Risk

7
Subsidence 63.5% 0.05 0.21 4 1 4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35.6% 0.03 0.15 2 1 2

Table 4.24 Risk rating evaluation result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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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4 Risk rating matrix of Angus Place coal mine.

(5) 리스크 평가 결과 검증

리스크 분석 모델의 앙구스플레이스 광산 적용 결과에 대한 검증은 스

프링베일 광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최근 5년간의 월간 운영보고서를 바

탕으로 리스크들로 인해 발생했던 다운타임 결과와 비교하였다. 단 앙구

스플레이스 광산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연탄 가격 하락으로 2015년

2월 이후 휴광 중인 점을 감한하여 2010년 1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5

년간의 월간 운영보고서를 바탕으로 검증을 하였다(Table 4.25).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리스크 발생 사례를 분석한 결과, 발생 횟수

기준으로는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27.5%),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21.7%), 천반 붕락(12.1%), 전력 문제(12.0%), 인력 문제(9.3%),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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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7.1%), 소모품 및 장비 조달 지연(5.6%), 채탄 막장 붕괴(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운타임 기준으로는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24.1%),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16.6%), 천반 붕락(14.4%), 반팽

(10.9%), 패널 이동 작업 지연(9.0%), 전력문제(8.5%), 인력 문제(6.9%), 소

모품 및 장비 조달 지연(4.6%), 채탄 막장 붕괴(4.5%) 등의 순으로 나타났

다.

리스크 발생 횟수를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와 다운타임을 기준으로 한

분석 결과를 비교해 보면, 스프링베일 광산과 마찬가지로 지반과 관련된

리스크들은 발생 횟수에 비해서 다운타임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평균 다운타임이 높게 나타났으나, 장비 관련 리스크들

은 상대적으로 평균 다운타임이 낮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패널 이

동 작업 지연은 발생 횟수는 적지만 한번 발생할 경우 수 주의 시간이

소요되어 다운타임 기준으로는 높은 리스크를 보이고 있다(Figure 4.35).

Figure 4.35 Average downtime analysis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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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Risk item Frequency
Frequency

rating

Total

downtime

(min.)

Downtime

rating

Average

downtime

(min.)

Risk

level

Problems

with the

ground

Risk 1 Roof fall 116 12.2% 110,618 14.4% 953.6 16

Risk 2 Floor heave 68 7.1% 83,479 10.9% 1,227.6 12

Risk 3 Collapse of longwall face 27 2.8% 34,920 4.5% 1,293.3 9

Problems

with the

longwall

equipments

Risk 4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207 21.7% 127,604 16.6% 616.4 16

Risk 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263 27.5% 185,365 24.1% 704.8 25

Risk 6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7 0.7% 69,120 9.0% 9,874.3 9

Problems

with the

environment

Risk 7 Subsidence 　- - - - - 4

Risk 8 Spontaneous combustion 4 0.4% 1,300 0.2% 325.0 2

Etc.

Risk 9 Labour issue 89 9.3% 53,224 6.9% 598.0

Risk 10 Electrical delay 115 12.0% 65,616 8.5% 570.6

Risk 11
Delay of consumable and

equipments supply
54 5.7% 35,305 4.6% 653.8

Risk 12 Water pump issue 6 0.6% 2,033 0.3% 338.8

Total 956 100% 768,584 100% 804.0

Table 4.25 Validation of Risk rating evaluation result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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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앙구스플레이스 광산 역시 지표면에서 1 m 내외의 지반침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이로 인해 생산에 차질

이 발생한 경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자연발화의 경우에도

탄질 자체가 가스함량이 낮아 환기 문제 등 다운타임이 발생한 경우는

간혹 있으나, 직접적인 문제가 야기된 적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상에서 정리한 리스크 발생 사례와 본 연구에서 개발한 리스크 분석

모델을 통한 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리스크 분석 모델에서 리스크 레

벨이 25로 ‘매우 높음’ 수준이었던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은 실제

광산 운영 중에도 가장 많은 다운타임(전체 다운타임의 24.1%)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리스크 레벨이 16, 16, 12로 ‘높음’ 수준이었던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천반 붕락, 반팽은 실제 광산 운영 중에도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다음으로 많은 다운타임(각각 16.6%,

14.4%, 10.9%)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채탄 막장 붕

괴, 패널 이동 작업 지연 등 다른 리스크들도 분석 모델의 리스크 레벨

과 실제 운영 중에 발생한 다운타임 결과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ure 4.36).

Figure 4.36 Validation of Risk rating evaluation result of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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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스프링베일 광산과 마찬가지로 리스크 분석 모델의 적합성 및

신뢰성을 정량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식 (4.15)와 (4.16)을 이용하여 결정

계수와 평균 제곱근 오차를 분석해 보면, 결정계수가 0.965, 평균 제곱근

오차가 1.795로 나타나 리스크 레벨과 다운타임의 크기가 스프링베일 광

산(결정계수 0.955, 평균 제곱근 오차 2.664)보다 더 일치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Figure 4.37).

Figure 4.37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risk level and downtime

of Angus Place coal mine.

4.3.3 현장 적용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

스프링베일 광산과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리스크 분석 사례를 살펴보

면, 두 광산은 서로 인접해 있으며, 동일한 운영사가 운영하고 있는 400

백만톤 내외의 비슷한 생산규모 광산임에도 불구하고, 리스크 분석 모델

과 운영 사례를 분석한 결과 상이한 리스크 발생 이력을 보이고 있다.

Table 4.2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반 여건을 갖고

있는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발생 횟수 및 다운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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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이 스프링베일 광산에 비해서 적은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지반과

관련된 리스크인 천반 붕락과 반팽은 리스크 레벨도 낮고, 실제 리스크

발생 횟수 및 다운타임도 훨씬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비 관

련 리스크는 지질적 요인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감안하면 두 광산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Risk item

Springvale Angus Place

Frequency
Downtime

(min.)

Risk

level
Frequency

Downtime

(min.)

Risk

level

Roof fall 156 175,510 25 116 110,618 16

Floor heave 99 127,156 16 68 83,479 12

Collapse of longwall face 30 39,656 6 27 34,920 9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239 133,711 15 207 127,604 16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284 196,559 25 263 185,365 25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6 107,670 12 7 69,120 9

Subsidence - - 4 　- - 4

Spontaneous combustion 13 9,003 2 4 1,300 2

Total 827 789,265 692 612,406

Table 4.26 Comparison between Springvale and Angus Place coal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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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 조건을 고려한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

5.1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 개발

5.1.1 암반공학 시스템 개요

Hudson(1992)에 의해 최초로 제안된 암반공학 시스템은 암반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여러 매개변수들 간의 영향 정도를

상호작용 매트릭스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매개변수들 간의 원인과 효과

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된다.

이러한 상호작용 매트릭스 방법의 개념은 1970년대부터 시작되었으며

(Loepold et al., 1971), 기존의 환경 및 자연요소와 인간의 활동 사이의

원인-효과 관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었다. 이후 암반 사면 및 터널 안정

화 문제로까지 확대 적용되었다(Hudson, 1992; Hudson and Harrison,

1992; Mazzoccola and Hudson, 1996).

상호작용 매트릭스는 Figure 5.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 대각선

(leading diagonal)을 따라 매개변수를 위치시킨 다음, 나머지 비대각 요

소(off-diagonal cell)에 다른 매개변수들과의 영향 값을 위치시킨다. 여

기서 매개변수 Pi를 관통하는 행(row)의 값들의 합은 매개변수 Pi가 다

른 모든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이를 원인(Cause, C)라고

한다(식 5.1). 반면, 열(column)의 값들의 합은 다른 매개변수들이 Pi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이를 영향(Effect, E)이라고 한다(식 5.2).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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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여기서, 는 i번째 매개변수의 원인, 는 i번째 매개변수의 영향, 

는 상호작용 박스 (i, j)에 할당된 값을 의미한다.

Figure 5.1 Interaction matrix in RES, (a) two parameters interaction matrix,

(b) general view of the coding of interaction matrix (Hudson, 1992).

한편, 상호작용 박스 (i, j)와 (j, i)에 수학적 값을 할당하는 것을

coding the matrix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이진수 접근(binary approach),

전문가 반정량 분석(Expert Semi-Quantitative, ESQ), 연속적 정량화 코

딩(Continuous Quantitative Coding, CQC)이라는 세 가지 방법이 있다.

이 방법들 중에서 전문가 반정량 분석법이 가장 잘 알려진 사용방법이

며, 이 방법은 매개변수들 사이의 상호 영향을 Table 5.1에서와 같이

0-4등급의 상호 영향 정도로 분류한다.

각 매개변수의 상호 영향정도는 C와 E의 합(C+E)으로 표현되는데, 이

는 시스템 내에서 매개변수의 중요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C+E의

백분위 값은 매개변수의 가중치()로 사용되며, 식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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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3)

Coding Description

0 No interaction

1 Weak interaction

2 Medium interaction

3 Strong interaction

4 Critical interaction

Table 5.1. ESQ-coding of the parameters’ interaction intensity used in the

model (Hudson, 1992).

5.1.2 예측 모델 개발 절차 및 방법

(1) 매개변수 선정

암반공학시스템을 이용하여 롱월 광산에서 각 패널별 생산량을 예측하

기 위해서는 먼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선정하여야 하는

데, 본 연구에서는 Chugh et al.(2005)와 Najafi et al.(2014)의 기존 연구

를 활용하였다.

Chugh et al.(2005)은 OSD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지질학적 요인

(geological factors), 엔지니어링 및 설계적 요인(engineering and

planning factors), 운영적 요인(operational factors)으로 분류하여 Table

5.2와 같이 정의하였다. 또한, Table 5.3과 같은 경우들이 하나 혹은 그

이상이 조합될 경우에 OSD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며, OSD가 증가할수록

생산량(production) 및 생산성(productivity)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162 -

따라서 OSD를 조금만 감소시켜도 광산의 수익성(profitability)이 상당히

개선될 수 있다고 보았다.

Geological factors
Engineering and

planning factors
operational factors

▪ Structural topography

▪ Seam height

▪ Roof and floor

characteristics

▪Miming height

▪Mine layout

▪ Cut depth

▪ Equipment selection

▪ Training of miners

▪ Rate of face advance

▪ Cut sequence

Table 5.2 Important factors affecting OSD (Chugh et al., 2005).

Cause Description

Poor roof and

floor conditions

These conditions are generally beyond the control of

the mining operation and are due to the geology of

the region mined.

Low seam height

conditions

Due to marginal seam thickness(1.37-1.68 m), operator

cut into roof and floor materials to gain height for

operator comfort and equipment clearance

Larger and

heavier

equipment

Although larger and powerful equipment have

increased production, they have also increased OSD.

The increase in OSD is related to clearance

requirements of the larger equipment and breaking up

of weak floor strata by the heavier equipment.

High production

systems

High production systems generally inhibit the

operator's ability to see and operate the machine as

cut depth increase. Visibility is impaired due to higher

dust concentrations. Also more efficient haulage

systems behind the miner reduce the available time for

the operators to position the machines and maintain

proper horizon control.

Changes in

priorities

Increased focus on productivity has reduced the

priority for mining a clean product.

Table 5.3 Causes of OSD (Chug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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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Najafi et al.(2014)은 암반공학시스템을 이용하여 석탄 광산에서

OSD의 리스크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Chugh et

al.(2005)의 연구를 바탕으로 OSD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로 탄층 두

께변화(variation in seam thickness), 탄층 두께(seam thickness), 탄층

경사(dip of seam), 채탄 방법(cutting method), 천반상태(roof quality),

바닥상태(floor quality), 탄층 깊이(depth of seam), 수리반경(hydraulic

radius) 등 8개의 매개변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예상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에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이

OSD가 발생하는 원인과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앞서 설명한 두 연

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를 Table

5.4와 같이 선정하였다. 기존 연구사례에서 선정한 매개변수 중에서 채탄

방법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모두 롱월 광산에 적용할 것이기 때문에 매

개변수에서 제외시켰으며, 수리반경은 채탄 깊이(cutting depth)에 대한

채탄기의의 길이(length of shearer)의 비율로 정의(Figure 5.2)하였는데,

이는 OSD에는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

일 것으로 판단되어 매개변수에서 제외시켰다.

     

Variation

in seam

thickness

Seam

thickness

Dip of

seam

Roof

quality

Floor

quality

Depth of

seam

Table 5.4 Principal parameters affecting the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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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Determination of the cutting depth and the length of shearer

(Chugh et al., 2005).

(2) 상호작용 매트릭스 구성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을 선정한 후, 매개변수들의 상호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상호작용 매트릭스를 구성하게 된다. 본 연

구에서는 6개의 매개변수를 매트릭스의 주 대각선을 따라 위치시키고,

다른 매개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을 비대각 요소에 위치시켰다.

다음으로 비대각 요소에 값을 할당(coding the matrix)하기 위해서

Hudson(1992)이 제안한 반정량분석법을 사용하였으며,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을 위해 실시하였던 설문조사와 함께 자원개발 분야 전문가 13명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상호작용 매트릭스를 구성하였다. 매트릭스 비

대각 요소들의 할당 값은 전문가 13명의 평가 값을 산술평균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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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5 2.46 2.85 2.77 0.92 

1.23  0.46 1.69 1.31 0.54 

3.38 3.08  1.77 1.46 1.46 

2.85 1.54 0.85  2.46 0.62 

0.62 0.62 0.38 0.85  0.54 

1.15 1.08 0.62 1.85 1.77  

     

Table 5.5 Interaction matrix for the principal parameters.

P1: variation in seam thickness, P2: seam thickness, P3: dip of seam, P4: roof

quality, P5: floor quality, P6: depth of seam

Table 5.5의 상호작용 매트릭스를 이용하여 각 매개변수들의 원인(C),

효과(E), 상호영향도(C+E), 지배도(dominance, C-E), 각 요소의 가중치

()를 구하면, Table 5.6과 같다.

Parameter     (%)

 12.15 9.23 21.38 2.92 23.07%

 5.23 9.47 14.7 -4.24 15.86%

 11.15 4.77 15.92 6.38 17.18%

 8.32 9.01 17.33 -0.69 18.70%

 3.01 9.77 12.78 -6.76 13.79%

 6.47 4.08 10.55 2.39 11.39%

Sum 46.33 46.33 92.66 0 100%

Table 5.6 Weighting of the princip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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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출한 상호영향도를 살펴보면, Figure 5.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매개변수 P1, P4, P3 순으로 상호영향도가 높은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즉 다른 요소들에 가장 높은 상호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Figure 5.3 C+E values for the principal parameters.

한편, Figure 5.4는 매개변수들 간의 지배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C=E

라인의 아래쪽은 지배도가 0보다 큰 영역으로 매개변수 Pi가 다른 매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매개변수들이 Pi에 미치는 영향보다 큰 영역

으로 “지배적인(dominant)”이라고 부른다. 반대로 C=E 라인의 위쪽은

지배도가 0보다 작은 영역으로 매개변수 Pi가 다른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보다 다른 매개변수들이 Pi에 미치는 영향이 큰 영역을 의미하며

“종속적인(subordinate)”이라고 부른다(Faramarzi et al., 2013). 즉 C=E

라인의 아래쪽에 위치한 매개변수 P1, P3, P6는 다른 매개변수들에 미치

는 영향이 큰 매개변수이며, 이중 지배도가 가장 큰 매개변수는 P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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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매개변수 P2, P4, P5는 다른 매개변수들에 영향을 많이 받는 매개변

수이며, 이중 지배도가 가장 작은 매개변수는 P5이다.

Figure 5.4 C-E plot for the principal parameters.

(3) 매개변수 평가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매개변수들의 값을 평가하기 위해서 Table

5.7과 같이 등급 값을 산출하였다. 등급은 기존의 선행 연구 결과

(Faramarzi et al., 2013; Najafi et al., 2014)에 근거하여 0∼5까지 총 6

등급으로 분류하였으며, 0은 가장 불리한 조건(most unfavorable

condition), 그리고 5는 가장 유리한 조건(most favorable condition)을 의

미한다. 한편, 등급의 범위는 기존 선행 연구 사례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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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Value and rating

Variation in seam

thickness (m)

Value 0-0.1 0.1-0.2 0.2-0.3 0.3-0.4 0.4-0.5 >0.5

Rating 5 4 3 2 1 0

Seam thickness

(m)

Value <0.9 0.9-1.75 1.75-2.5 2.5-4.0 4.0-7.25 >7.25

Rating 0 1 3 5 4 2

Dip of seam

(degree)

Value 0-2 2-4 4-6 6-8 8-10 >10

Rating 5 4 3 2 1 0

Roof quality

(CMRR)

Value <25 25-35 35-45 45-55 55-65 >65

Rating 0 1 2 3 4 5

Floor quality

(CMRR)

Value <25 25-35 35-45 45-55 55-65 >65

Rating 0 1 2 3 4 5

Depth of seam

(m)

Value <100 100-250 250-400 400-600 >600

Rating 1 4 3 2 0

Table 5.7 Rating of the principal parameters affecting the production.

탄층 두께변화의 경우, 일반적인 채탄 높이를 감안하여 0.5 m 이상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탄층 두께의 경우, Table 3.3의 탄층

두께 분류에 의거하여 2.5-4.0 m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탄층 경사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롱월 채탄이 경사도가 10° 이내인

탄층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10° 이상을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천반 및 바닥상태의 경우, 호주 및 미국의 석탄광산에서 사용하고 있

는 암반분류법인 CMRR(Coal Mine Roof Rating)을 이용하여 등급을 설

정하였는데, CMRR은 미국 광산국(U.S. Bureau of Mines)에서 1994년

개발된 암반분류법으로 Figure 5.5와 같은 방법으로 산정한다.

CMRR 값은 0-100의 범위를 가지며, Table 5.8과 같이 3개의 등급으로

분류한다. 한편, CMRR이 25 미만일 경우에는 천반은 채탄과 동시에 붕

락되기 때문에 CMRR의 작업 범위는 25-100이다(Molinda and Mark,



- 169 -

199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MRR이 25 미만인 경우를 가장 불리한 조

건으로, CMRR이 65 이상인 경우를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Figure 5.5 Flow chart for CMRR (Molinda and Mark, 1994).

Description Weak Moderate Strong

Rating <45 45-65 >65

Table 5.8 Classification of CMRR (Molinda and Mark, 1994).

탄층 깊이의 경우 깊은 심도의 채탄 막장에서는 천반의 압력이 높게

되고, 그 결과 천반 붕락 등이 발생하게 되어 생산에 차질을 빚게 된다.

또한, 저심도(100 m 이하)에서는 천반 압력이 낮아 붕락대의 천반이 무

너지지 않게 되며, 이는 채탄 막장의 천반에 높은 압력을 작용하게 하여

천반 붕락이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이를 감안하여 고심도(600 m

이상)를 가장 불리한 조건으로, 저심도(100 m 이하)를 그 다음 불리한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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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취약성지수 산정

Benardos and Kaliampakos(2004)는 TBM 굴착 작업 중 위협이 될 수

있는 취약지역을 확인하기 위해 암반공학시스템 원리에 바탕을 둔 취약

성지수(Vulnerability Index, VI)를 식 (5.4)와 같이 소개하였으며, 굴진률

(advance rate)과 굴진에 따른 리스크 사이에는 명확한 상관관계가 있다

는 점을 이용하여 취약성지수를 TBM 굴착 시 굴진률을 예측하는데 적

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비슷한 방법으로 취약성지수 개념을 활용하여

패널별 생산량과 관련된 리스크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패널별 생산

량을 예측하고자 한다.

 
 



max


(5.4)

여기서, 는 식 (5.3)을 통해 구한 i번째 매개변수의 가중치이며, 는

i번째 매개변수의 평가 값, max는 정규화 요소(normalization factor)로

서 i번째 매개변수의 평가 값 중 최댓값이다.

식 (5.4)에 의해 추정된 취약성지수는 Table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0-100까지 정규화된 값으로 3개의 범주(category)로 나뉘게 되며, 이를

바탕으로 취약성을 추정할 수 있다. 범주 Ⅰ(category Ⅰ)는 소규모의 문

제로 광산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영역이며, 범주 Ⅱ

(category Ⅱ)는 불량한 결과가 발생할 문제의 소지가 있는 영역으로 신

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한편, 범주 Ⅲ(category Ⅲ)는 임의의 개별지역에

서 불량한 결과가 발생하여 많은 어려움을 일으킬 수 있는 영역으로 반

드시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Najaf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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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sk description Low-medium Medium-high High-very high

Category Ⅰ Ⅱ Ⅲ

VI 0-33 33-66 66-100

Table 5.9 Classification of the VI (Benardos and Kaliampakos, 2004).

5.1.3 예측 모델 개발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생산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호주

스프링베일 광산 및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에서 31개의 패널별 매개변수와

생산량에 대한 자료를 얻었다. 한편 패널별 생산량 예측을 위해 본 연구

에서는 생산가능물량(probable production, )과 손실률(Loss Rate,

) 개념을 새로 정의하여 사용하였으며, 각각 식 (5.5)와 (5.6)을 통해

산출하였다.

Probable production() = ××× (5.5)

여기서, 는 패널의 폭(m), 은 패널의 길이(m), 는 탄층 높이(m),

는 석탄의 비중(ton/㎥)이며, 석탄 비중은 스프링베일 광산과 앙구스플

레이스 광산의 대표 석탄 비중인 1.48 ton/㎥을 적용하였다.

Loss Rate() =










× (5.6)

여기서, 는 패널별 실제 생산량(톤), 는 패널별 생산 가능 물

량(톤)이다. 즉 손실률은 생산 가능 물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의미하

는 것으로 손실률이 높을수록 생산 가능 물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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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Table 5.7의 평가 기준에 따라, 패널별로

매개변수를 평가한 뒤 식 (5.4)를 이용하여 취약성지수를 구하게 된다.

이해를 돕기 위해 No. 1 패널에 대한 각 매개변수의 평가 값과 그에 따

른 취약성지수 값을 예로 제시하면 Table 5.10과 같다.

Parameter P1 P2 P3 P4 P5 P6

Value 0.28 3.3 7.6 32-34 39-42 360

Value rating() 3 5 2 1 2 3

Maximum value

assinged(max)
5 5 5 5 5 4

Weighting(, %) 23.07 15.86 17.18 18.70 13.79 11.39

VI(%) 45.62

Table 5.10 Parameter values and the corresponding VI for data set No. 1.

동일한 방법으로 31개의 패널에 대한 취약성지수를 구하면 Figure 5.6

과 같다. Figure 5.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패널별 취약성지수 값은 28에서

52까지 다양하며, Table 5.6의 취약성 범주에 따르면 주로 category Ⅰ과

Ⅱ의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Figure 5.6 VI for 31 data sets of Springvale and Angus Place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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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패널별 생산량 예측을 위해 패널별 취약성지수와 손실률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 보면, Figure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높은 상관성을 보

이고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Figure 5.7 Agreement between the VI and loss rate for 31 data sets.

이를 바탕으로 예측모델 개발을 위해서 31개의 자료 중에서 24개의 자

료를 이용하여 예상 손실률()을 구하기 위한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결정계수 0.827을 갖는 식

(5.7)의 예측 모델을 얻었다(Figure 5.8).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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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8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the VI and predicted loss rate.

5.2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 개발

5.2.1 회귀분석 개요

본 연구에서는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패널별 생산량 예측 모델 개

발과 함께 일반적인 통계학적 관점에서의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회귀분

석(regression analysis)을 수행하였다.

회귀분석은 관찰되거나 주어진 각각의 변수들에 대해 관련성을 밝히고

평가하는 방법으로 독립변수(independent variable)와 종속변수(dependent

variable) 사이의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관계식을 구하고, 이에 대한 적합

도를 측정하는 분석방법이다. 관계식에서 독립변수는 원인의 역할을 하

는 변수이고, 종속변수는 변화에 따른 결과로 관측되는 변수이다. 이러한

관계에서 독립변수의 영향력을 예측하는 것이 회귀분석의 일반적인 방법

이다(김신,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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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분석 방법에는 일반적으로 하나의 독립변수만을 고려하여 종속변

수와의 관계를 분석하는 단순 회귀분석(simple regression analysis)과

두 개 이상의 독립변수들을 고려하는 다중 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명목척도나 서열척도로 측정된 변수를 독립변수로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항변수(binary variable)로 표시된 몇 개의 더미변수

(dummy variable)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더미변수를 이용한 회귀분석

(dummy variable regression analysis)이 있다. 또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선형관계를 전제로 하는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 analysis)

과 선형관계가 아닌 곡선의 관계를 전제로 하는 비선형 회귀분석

(non-linear regression analysis)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반공학 시스템에서 활용한 6가지 매개변수(탄층 두께

변화, 탄층 두께, 탄층 경사, 천반상태, 바닥상태, 탄층 깊이)를 바탕으로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하여 매개변수들이 손실률에 미치는 영향 정

도를 파악하고자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

으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여 예측 모델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통계분석에는 IBM사의 SPSS V16.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다중 선형 회귀분석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독립변수가 하나인 단순

회귀분석을 여러 개의 독립변수를 사용함으로써 예측 능력을 높일 수 있

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정량적인 종속변수 와 독립변수군인 , ,

, …,  사이의 선형관계를 적합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 독립

변수가 개인 다중 선형 회귀분석의 기본 모형은 식 (5.8)과 같다.

 ⋯ (5.8)

여기서, , , , , …, 은 회귀 계수(coefficient)이고, 는 종속

변수 를 측정할 때 발생하는 오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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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 선형 회귀분석 모형에 대한 분석에는 중상관계수(multiple

correlation coefficient, ), 결정계수(), 조정결정계수(adjusted 
)를

이용하여 설명하게 된다.

중상관계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상관관계 즉 점과 회귀식이 어

느 정도 가까이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종속변수의 실제 값을 ,

실제 값의 평균을  , 회귀식에 의한 예측 값을 라고 할 때 중상관계수

는 식 (5.9)와 같다.







 








 







 








(5.9)

결정계수는 회귀모형의 적합도(good of fit)를 나타내는 값으로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1에 가까울수록 추정된 회귀식의 적합도가 높은 것

으로 평가된다. 종속변수의 실제 값을 , 실제 값의 평균을  , 회귀식에

의한 예측 값을 라고 할 때 결정계수는 식 (5.10)과 같다.




 







 









 







 







(5.10)

그런데 일반적으로 결정계수는 모집단에서 추출한 독립변수의 개수가

늘어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는 상관계수가 낮은 독립변수

의 추가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수정한 것이 조정결정계수이다.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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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결정계수는 종속변수에 대한 매개변수의 적합도를 고려하여 자유도를

반영하여 정확한 추정 값을 구할 수 있다. 자료의 개수를 , 독립변수의

개수를 라고 할 때 조정결정계수는 식 (5.11)과 같다.





 (5.11)

5.2.2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

이상에서 살펴본 다중 선형 회귀분석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예측 모

델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종속변

수와 관계가 낮은 독립변수들이 분석에 사용됨으로써 모형의 추정이 모

호해 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여

최적의 변수군을 선택하게 된다.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최적의 변수군을 선택하는 방법에

는 전방향 선택(forward selection), 후방향 제거(backward elimination),

단계적 선택(stepwise)이 있다. 전방향 선택은 처음에 독립변수가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변수를 추가하는 방법이고, 후방향 제거는 모든 예측변

수를 모형에 포함하여 분석한 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떨어지는 것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는 방법이다. 단계적 선택은 전방향 선택과 동일하나

각 단계별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 않은 변수의 제거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선택 방법 중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후방향

제거법을 이용하여 회귀모형을 구성하였다. 즉,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6개의 독립변수를 모두 적용하여 분석을 수행한 뒤, 통계적으로 유의성

이 떨어지는 변수들을 하나씩 제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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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에 앞서 본 연구에서 통계분석을 위해 사용된 각 변수의 문자 규

약과 기본 통계 자료를 정리하면 Table 5.11과 같다. 통계 자료는 31개

의 패널별 현장자료 중에서 예측 모델 개발에 사용될 24개 현장자료에

대해서만 정리하였으며, 예측 모델의 검증에 사용될 7개 현장자료는 통

계분석에서 제외하였다.

Variable Symbol
Value

Min. Max. Mean S. D.

Loss rate (%)  3.00 14.17 8.66 3.265

Variation in seam thickness (m)  0.10 0.30 0.18 0.063

Seam thickness (m)  2.90 3.70 3.34 0.273

Dip of seam (degree)  2.40 7.90 4.99 1.777

Roof quality (CMRR)  33.0 40.0 34.79 2.206

Floor quality (CMRR)  34.5 45.0 40.88 2.942

Depth of seam (m)  290 420 362.08 39.889

Table 5.11 Basic descriptive statistics of 24 data sets.

이러한 기본적인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위해서는

먼저 결정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야 하는데, 변수들 간의 상

관관계 분석은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피어슨 상관계수를 적용하였다. 피

어슨 상관계수에 대한 해석방법은 Table 5.12에 정리된 바와 같이 상관

계수 값이 와 의 값과 완전히 동일하면 +1.0, 전혀 다르면 0.0, 반대

방향으로 완전히 동일하면 -1.0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관계수의 크기에

따라 강한 양의 선형관계(+0.5<<+0.9) 또는 음의 선형관계(-0.9<<-0.5),

적당한 양의 선형관계(+0.3<<+0.5) 또는 음의 선형관계(-0.5<<-0.3), 약

한 양의 선형관계(+0.1<<+0.3) 또는 음의 선형관계(-0.3<<-0.1) 등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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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correlation coefficient (r) Analysis

-0.9 <  < -0.5 Strong negative linear correlation

-0.5 <  < -0.3 Moderate negative linear correlation

-0.3 <  < -0.1 Weak negative linear correlation

-0.1 <  < +0.1 Disregardable linear correlation

+0.1 <  < +0.3 Weak positive linear correlation

+0.3 <  < +0.5 Moderate positive linear correlation

+0.5 <  < +0.9 Strong positive linear correlation

Table 5.12 Analysis of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Sharma, 2014).

SPSS를 이용하여 손실률()과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관계를 분석

한 결과, Table 5.13과 Figure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탄층 두께변화

(), 탄층 두께(), 탄층경사(), 탄층 깊이()는 양의 선형관계를 나

타냈으며, 천반상태()와 바닥상태()는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냈다. 특

히, 탄층 두께변화와 탄층경사는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강한 양의 선

형관계를 나타냈으며, 바닥상태는 상관계수가 -0.5 이상으로 강한 음의

선형관계를 나타냈다.

Variable       

 1.000 0.831 0.215 0.780 -0.467 -0.615 0.482

 0.831 1.000 0.019 0.978 -0.246 -0.531 0.477

 0.215 0.019 1.000 -0.182 -0.578 -0.367 0.232

 0.780 0.978 -0.182 1.000 -0.144 -0.446 0.417

 -0.467 -0.246 -0.578 -0.144 1.000 0.264 -0.020

 -0.615 -0.531 -0.367 -0.446 0.264 1.000 -0.796

 0.482 0.477 0.232 0.417 -0.020 -0.796 1.000

Table 5.13 Correlation analysis for 24 data sets.



- 180 -

Figure 5.9 Correlation between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and LR.

이는 탄층 두께변화와 탄층 두께, 탄층 경사, 탄층 깊이가 클수록 손실

률도 커지며, 천반상태와 바닥상태는 그 상태가 나쁠수록 손실률이 커지

는 일반적인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Table 5.14와 Figure 5.10

의 각 독립변수와 손실률과의 선형회귀분석 및 결정계수 분석 결과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이상의 상관관계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손실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탄층 두께는 향후 회귀 모델링에서 배제하고

자 한다.

Independent variable Regression line 

  0.690

  0.046

  0.608

  0.218

  0.378

  0.232

Table 5.14 Relations between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and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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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elation between P1 and LR

(b) Relation between P2 and LR

(c) Relation between P3 and LR

Figure 5.10 Linear regression analysis between individual independent

variables and L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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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Relation between P4 and LR

(e) Relation between P5 and LR

(f) Relation between P6 and LR

Figure 5.10 Continued.



- 183 -

5.2.3 예측 모델 개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선정된 5개의 독립변수를 이용하여

종속변수 사이의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식 (5.12)

와 같으며, 분석결과에 대한 요약자료는 Table 5.15∼5.17과 같다.

 


(5.12)

  Adjusted  
Std. error of

the estimate
Observations

0.890 0.792 0.734 0.017 24

Table 5.15 Model summary for Eq. (5.12).

Model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icance

Regression 0.019 5 0.004 13.673 0.000

Residual 0.005 18 0.000 - -

Total 0.025 23 - - -

Table 5.16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Eq. (5.12).

Model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for B t

value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Lower

bound

Upper

bound
Tolerance VIF

Constant 0.253 0.138 - -0.038 0.543 1.827 - -

 0.213 0.344 0.433 -0.509 0.936 0.620 0.024 42.097

 0.004 0.012 0.219 -0.021 0.029 0.336 0.027 36.850

 -0.004 0.002 -0.277 -0.008 0.000 -2.031 0.624 1.601

 -0.002 0.002 -0.197 -0.007 0.003 -0.975 0.283 3.529

 1.769E-5 0.000 0.022 0.000 0.000 0.113 0.314 3.183

Table 5.17 Multipl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 and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for Eq. (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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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완료한 후에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모형에 적

합한 변수를 선정하고자 다중 공선성 분석을 수행하게 된다. 다중 공선

성 분석은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서 어느 한 변수가 여러 독립변수와 선

형 상관관계에 있을 때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회귀모형을 구성하는 종속변수가 다른 변수들과 다중 공선성이 존재할

경우 회귀계수의 추정량의 분산이 매우 커지므로 변수와 관련된 다른 변

수의 추정량이 매우 유의하지 않게 된다. 여기서 유의하다는 것은 일반

적으로 유의확률(significance probability)이 0.05 이하일 경우, 각 독립변

수에 따라 종속변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게 된다.

또한, 독립변수들 사이에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다면, 추정하고자 하

는 결과 값에 오류를 발생시킬 수 있다. 독립변수들 사이에서의 다중 공

선성 분석은 분산팽창지수의 값으로 판별할 수 있는데, 분산팽창지수는

식 (5.13)과 같은 독립변수 를 종속변수로 한 나머지 독립변수들의 회

귀식으로 확인할 수 있다.

  ⋯ (5.13)

위 식의 결정계수가 
일 때 분산팽창지수는 식 (5.14)와 같이 계산된

다.

 





(5.14)

분산팽창지수는 1부터 무한대의 범위를 갖지만, 10 이상인 경우에 공

선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다(Montgomery and Peck, 1992). 독립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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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의 다중 공선성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으로는 상관관계

가 높은 독립변수를 제외시키거나 변수의 형태를 변환하는 것이다(김상

익과 이긍희, 2002).

이상의 방법을 이용하여 1차 다중 선형 회귀분석 모형을 분석해 보면,

Table 5.17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탄층 두께변화()와 탄층 경사()의

분산팽창지수는 각각 42.097, 36.850으로 10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다중 공선성의 영향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높은 분산팽창지

수를 보이는 탄층 두께변화를 제거하고,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다시 수

행하여 새로운 회귀분석 모형을 식 (5.15)와 같이 정의하였으며, 그에 대

한 분석결과에 요약자료는 Table 5.18∼5.20과 같다.

 


(5.15)

  Adjusted  
Std. error of

the estimate
Observations

0.887 0.787 0.742 0.017 24

Table 5.18 Model summary for Eq. (5.15).

Sum of

squares
df

Mean

square
F Significance

Regression 0.019 4 0.005 17.564 0.000

Residual 0.005 19 0.000 - -

Total 0.025 23 - - -

Table 5.19 Analysis of variance (ANOVA) for Eq. (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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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

Standardized

coefficient

95% Confidence

interval for B t

value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B
Std.

error
Beta

Lower

bound

Upper

bound
Tolerance VIF

Constant 0.284 0.127 - 0.018 0.549 2.237 - -

 0.011 0.002 0.617 0.007 0.016 5.174 0.787 1.271

 -0.005 0.002 -0.318 -0.008 -0.001 -2.735 0.827 1.209

 -0.002 0.002 -0.224 -0.007 0.002 -1.152 0.297 3.370

 3.279E-5 0.000 0.000 0.000 0.000 0.215 0.322 3.107

Table 5.20 Multiple linear regression coefficient and multi-collinearity

statistics for Eq. (5.15).

식 (5.15)의 새로운 회귀모형에 대한 다중 공선성 분석결과, 모든 독립

변수의 분산팽창지수 값이 10 이하를 나타내므로 다중 공선성이 존재하

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본 다중 선형 회귀모형의 유의 확률은

0.000004로, 0.05 이하이기 때문에 본 모형이 유의함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5.15)를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최종 예

측 모델로 제시하고자 한다.

5.3 예측 모델의 현장 적용

본 연구에서 제안된 두 가지 예측 모델에 대한 검증은 총 31개의 패널

자료 중 예측 모델을 구성하는데 사용되지 않은 7개의 패널 자료를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모델의 적합성 검증은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예측된 모델의 예측 손실률과 실제 손실률을 식 (4.15)

와 (4.16)의 결정계수와 평균 제곱근 오차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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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의 검증은 7개 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식 (5.4)의 취약성 지수 산출한 후, 식 (5.7)의 손실률 예측 모

델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구한 뒤, 그 결과를 실제 손실률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5.21과 Figure 5.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계수

0.7775, 평균 제곱근 오차 0.905의 결과를 얻었다.

Panel no. VI (%) Predicted loss rate (%) Actual loss rate (%)

No. 4 49.06% 12.60% 13.38%

No. 8 37.57% 7.81% 8.14%

No. 12 37.57% 7.81% 8.82%

No. 16 44.73% 10.79% 8.26%

No. 20 45.62% 11.17% 9.20%

No. 24 34.14% 6.38% 6.90%

No. 28 29.52% 4.45% 3.82%

Table 5.21 Loss rate predicted by RES based model.

Figure 5.11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predicted loss rate, RES

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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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한 예측 모델의 검증은 식 (5.15)의 손

실률 예측 모델을 통해 예상 손실률을 구한 뒤, 그 결과를 실제 손실률

과 비교하였다. 그 결과 Table 5.22와 Figure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계수 0.759, 평균 제곱근 오차 1.149의 결과를 얻었다.

Panel no. Predicted loss rate (%) Actual loss rate (%)

No. 4 13.12% 13.38%

No. 8 7.34% 8.14%

No. 12 9.76% 8.82%

No. 16 11.49% 8.26%

No. 20 9.88% 9.20%

No. 24 6.50% 6.90%

No. 28 5.68% 3.82%

Table 5.22 Loss rate predicted by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Figure 5.12 Comparison between the actual and predicted loss rate, multiple

linear regression base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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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예상 생산량

()은 식 (5.16)에 의해 계산되며, 이를 생산 가능 물량() 및 실

제 생산량()과 비교하면, Table 5.23과 Figure 5.13과 같다.

 × (5.16)

여기서, 는 생산 가능 물량(톤), 는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예상 손실률(%)이다.

Table 5.23과 Figure 5.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

중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 모델을 통해서 7개 패널의 생산량을 예측

한 결과,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오차율이 0.44%이며,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오차율이 0.98%로 나타나 실

제 생산량에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Panel

no.


(ton, A)


(ton, B)

 (ton) Gap (ton)

RES based

model

(C)

Regression

based model

(D)

B-A C-A D-A

No. 4 1,591 1,837 1,606 1,596 246 15 5

No. 8 2,632 2,865 2,641 2,655 233 9 23

No. 12 2,126 2,332 2,150 2,105 206 24 -21

No. 16 3,133 3,415 3,047 3,023 282 -86 -110

No. 20 1,656 1,824 1,620 1,643 168 -36 -13

No. 24 3,623 3,892 3,644 3,639 269 21 16

No. 28 4,655 4,839 4,624 4,565 184 -31 -90

Sum 19,416 21,004 19,332 19,226 1,588 -84 -190

Error factor (%) 8.18 0.44 0.98

Table 5.23 Comparison actual, probable and predicted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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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3 Comparison actual, probable and predicted production.

한편, 예측 모델 중에서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이 다중

선형 회귀분석에 의한 예측 모델보다 더 정확한 예측 결과를 얻을 수 있

었지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두 개 광산에서 얻은 31개의 패널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과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가 미미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예측 모델 중 특정 모델이 더 우수하다고 일반화시키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예측 모델을 일반화 시키고, 정교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

은 광산의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모델의 경우, 보다 정확한 생산량을 예

측할 수 있지만, 생산량 예측을 위해서는 별도의 설문조사를 수행해야

하는 단점이 있으며,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모델의 경우, 예측의

정확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일반적인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손쉽게 구

할 수 있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어 프로젝트별 상황에 맞게 분석 모델을

취사선택하여 사용할 수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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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롱월 광산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을 포괄적이고, 정

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분석 모델은

‘리스크는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확률)과 그로 인한 피해정도(영향도)

의 곱’이라는 리스크 정의에 의거하여 결함수분석을 이용하여 리스크의

발생 확률을 산정하고,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리스크의

영향도를 산정한 뒤,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리스크 레벨을 평가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또한, 롱월 광산의 패널별 생산량 예측을 위해 암반공학 시스템과 다

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지질 조건을 고려한 생산량 예측 모델을

개발하였다. 이상의 연구에서 얻은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롱월 광산에 적용 가능한 정량적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

(1) 리스크 분석 모델 개발에 앞서 우선 롱월 광산에서 고려되어야 할

리스크 요인을 기존 연구 사례 등을 종합하여 지질 조건(11개), 설계 조

건(6개), 생산관리 조건(10개) 등 총 27개로 분류하였고, 롱월 광산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를 천반 붕락, 반팽, 채탄 막장 붕괴, 채탄 장비의 폐

색 또는 고장,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패널 이동작업 지연, 지반침

하, 자연발화 등 총 8개로 분류하였다.

(2) 결함수분석을 이용하여 상기 8개의 리스크들을 정상사건으로 하고,

27개의 리스크 요인들 중 정상사건의 원인이 되는 리스크 요인들을 바탕

으로 결함수를 구성한 후, 이를 이용하여 리스크 발생 확률을 산정하였

으며,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이용하여 상기 8개 리스크들의 상대적

중요도, 즉 리스크 영향도를 산정하는 리스크 분석 모델을 개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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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발된 리스크 분석 모델은 호주의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과 앙구

스플레이스 유연탄 광산에 적용하여 분석 모델의 신뢰성 및 적합성을 검

증하였으며, 리스크 발생 확률과 영향도는 자원개발분야에서 10년 이상

의 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유연탄 사업을 3년 이상 경험한 전문가 13명에

게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정량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상기 두 개 광

산에서 최근 5년간 발생했던 리스크 발생 사례와 비교⋅검토하였다.

(4)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리스크 분석 모델 적용 결과 천반 붕락과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의 리스크 레벨이 모두 25로 매우 높음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반팽과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패널 이동 작업

지연의 리스크 레벨이 각각 16, 15, 12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채탄 막장 붕괴는 리스크 레벨이 6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반

침하는 리스크 레벨이 4로 낮음 수준, 자연발화는 리스크 레벨이 2로 매

우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실제 현장에서도 다운타임 기준으로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20.2%), 천반 붕락(18.1%),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13.8%), 반팽

(13.1%), 패널 이동 작업 지연(11.1%), 채탄 막장 붕괴(4.1%) 등의 순으

로 나타나 리스크 분석 모델의 리스크 레벨이 높을수록 실제 다운타임도

많이 발생하였으며, 리스크 레벨이 낮을수록 실제 다운타임도 적게 발생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의 리스크

레벨이 25로 매우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천반 붕락과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반팽의 리스크 레벨이 각각 16, 16, 12로 높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패널 이동작업 지연과 채탄 막장 붕괴의 리스크 레벨이

각각 9, 6으로 보통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지반침하는 리스크 레벨이 4로

낮음 수준, 자연발화는 리스크 레벨이 2로 매우 낮음 수준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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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현장에서도 다운타임 기준으로 운반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

(24.1%), 채탄 장비의 폐색 또는 고장(16.6%), 천반 붕락(14.4%), 반팽

(10.9%), 패널 이동 작업 지연(9.0%), 채탄 막장 붕괴(4.5%) 등의 순으로

나타나 리스크 분석 모델의 리스크 레벨이 높을수록 실제 다운타임도 많

이 발생하였으며, 리스크 레벨이 낮을수록 실제 다운타임도 적게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한편, 리스크 분석 모델의 리스크 레벨과 실제 광산에서의 다운타임

사이의 상관성을 분석해 본 결과, 스프링베일 광산은 결정계수가 0.955,

평균 제곱근 오차가 2.664로 나타났으며,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결정계

수가 0.965, 평균 제곱근 오차가 1.795로 나타나 개발된 리스크 분석 모

델의 적합성 및 신뢰도가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 또한, 상대적으로 양호한 지반 여건을 갖고 있는 앙구스플레이스 광

산은 전반적으로 리스크 발생 횟수 및 다운타임 발생이 스프링베일 광산

에 비해서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리스크 분석 모델의 리

스크 레벨 평가 결과에서도 지반과 관련된 리스크 레벨이 낮은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발된 리스크 분석 모델은 단일

광산의 리스크 분석뿐만 아니라, 여러 광산의 상대적인 리스크 경중을

비교⋅분석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본 연구에서 개발한 리스크 분석 모델을

적용하여 롱월 광산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의 리스크 레벨을 산출한

뒤, 산출된 리스크 레벨에 따라 적절한 저감대책을 수립한다면, 리스크

발생으로 인한 생산 차질을 미연에 방지하여 광산의 생산성을 향상시키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본 연구에서는 리스크 요인들을 평가함에 있어서 설문 참여자에

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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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나, 실제 현장에 적용하는 경우에는 설문지 작성에 많은 시간이 소

요될 수 있고, 설문지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작성자의 주관적 의견이 포

함되면서 설문 참가자의 객관적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기 때문에

별도의 설문지를 작성하기 보다는 각각의 리스크 요인들을 분석할 수 있

는 현장 자료를 활용하여 각각의 리스크 요인을 평가하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일 수 있을 것이다.

§ 지질조건을 고려한 패널별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

(1)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패널별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을 위해 우

선 기존의 선행 연구 사례들을 활용하여 탄층 두께변화, 탄층 두께, 탄층

경사, 천반상태, 바닥상태, 탄층 깊이 등 6개의 매개변수를 선정하고, 설

문조사 방법을 이용하여 6개의 매개변수들에 대한 상호 영향정도를 산정

하였다. 그 결과 패널별 생산량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영향정도는 단층

두께변화(21.38), 천반상태(17.33), 탄층 경사(15.92), 탄층 두께(14.70), 바

닥상태(12.78), 탄층 깊이(10.55)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예측 모델의 개발에는 호주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과 앙구스플레이

스 유연탄 광산에서 확보한 31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31개의

패널 자료 중 24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을 만들고, 예측

모델에 사용하지 않은 7개의 패널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 모델의 적합성

을 검증하였다.

우선, 예측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6개 매개변수에 대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패널별로 지질 조건에 따른 취약성지수를 산출하였고, 예측 생

산량과 실제 생산량의 차이를 나타내는 손실률 개념을 적용하여 손실률

과 취약성 지수와의 선형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계수 0.827을 갖는 예측

모델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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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패널별 생산량 예측 모델 개발에서는

피어슨 상관계수와 다중 공선성 분석을 통해 상기 6개의 매개변수중 상

관성이 높은 탄층 두께 변화와 단층 두께를 제외한 4개의 매개변수를 활

용하여 결정계수 0.792를 갖는 예측 모델을 얻었다.

(4) 개발된 예측 모델을 예측 모델에 사용하지 않은 7개의 패널에 적용

하여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을 비교해본 결과,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결정계수가 0.777, 평균 제곱근 오차가 0.905로 나타

났으며,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결정계수가 0.759, 평

균 제곱근 오차 1.149로 나타났다. 또한, 예측 생산량과 실제 생산량 사

이의 오차율을 분석해본 결과,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오차율이 0.44%였으며, 다중 선형 회귀분석을 이용한 예측 모델은 오차

율이 0.98%로 나타나 실제 생산량에 근접한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지질조건을 고려한 예측 모델을 통해서

실제 생산량에 가까운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를 효과적으로 활용한다면, 유연탄 개발사업의 사업타당성검토 시

보다 정확한 생산계획 수립이 가능해짐에 따라 보다 정확한 경제성분석

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생산사업의 경우에는 향후 광

산운영계획 수립 시 생산원가나 매출 분석 등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분석에 사용된 자료가 두 개 광산에서 얻는 31개의 패널 자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모델을 아직까지 모든 유연탄 광산에 일

반화 시기키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예측 모델을 일반화 시

키고, 정교화 시키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광산의 자료를 확보하여 추가

적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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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Overview of longwall equipments

A-1. 패널 굴진 관련 장비

패널 굴진 방법은 크게 굴진장비와 지보장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

(place-change method)과 한 대의 장비에서 굴진과 지보를 함께 운영하

는 방법(in-place method)으로 나눌 수 있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굴진

장비와 지보장비를 별도로 운영하는 방법이 주로 이용되었는데, 이러한

방식은 굴진장비가 굴진한 후, 다른 갱도로 이동하고, 지보장비가 개설된

갱도에서 지보작업을 실시하게 됨에 따라 작업시간 손실이 발생하게 되

고, 평균 굴진속도가 낮은 단점이 있었다(Figure A.1). 하지만, 1990년대

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장비(bolter miner)들의 개발로 굴진과 지보를 동

시에 할 수 있게 되었다(Figure A.2).

(a) Continuous miner (b) Roof bolter

Figure A.1 Typical equipment of place-changed method(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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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2 Bolter miner(courtesy Sandvik).

Shuttle car는 continuous miner로부터 적재된 석탄을 feeder breaker

까지 이동해야 하기 때문에 작업의 연속적 수행이 곤란하다(Figure

A.3). 따라서 이러한 단점을 해소하기 위해 Figure A.4에서 보는 바와

같이 shuttle car의 적재 능력을 유지하면서 연속적 운탄작업이 가능하도

록 이동 및 굴곡이 가능한 컨베이어 시스템을 장착한 continuous

haulage가 개발되어 최근 롱월 광산에 적용되고 있다.

Figure A.3 Shuttle car(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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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4 Continuous haulage(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Figure A.5는 굴삭된 석탄을 일정 크기로 파쇄하는 feeder breaker를

타나낸 것이다.

Figure A.5 Feeder breaker(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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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롱월 채탄 관련 장비

롱월 채탄에 사용되는 장비들을 살펴보면, 먼저 채탄기는 채탄면에서

석탄을 운반하는 장비인 AFC 위에 탑재하여 수평으로 이동하면서 석탄

을 채탄하는 장비로서 본체(main body), 드럼(drum), ranging arm, 카울

(cowl)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드럼은 ranging arm 끝부분에 달려 있고 채탄면을 양방향으로 오가며

석탄을 채탄하는 장비이다. 드럼의 개수에 따라 채탄기를 분류하는데, 하

나의 드럼이 ranging arm에 달려 있는 채탄기는 single-ended 방식

(Single Ended Ranging Drum Shearer, SERDS)이라 하고, 두 개의 드

럼이 달린 채탄기는 double-ended 방식(Double Ended Ranging Drum

Shearer, DERDS)로 불린다. Ranging arm은 채탄기 본체의 양쪽 끝에

부탁되어 드럼과 본체를 연결해 주는 장치이며, 카울은 ranging arm에

부착되어 채탄면을 정리하고 분진억제 보조역할을 수행하는 장비로 채탄

기 드럼 주위 360°를 회전할 수 있게 설계되어 채탄기의 채탄작업 방향

과 위치에 따라 카울의 위치를 제어할 수 있다. Figure A.6은 double-

ended 방식의 구성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Drum

Cowl

Ranging arm

Main body

Ranging arm

Drum

Figure A.6 Major components of DERDS(courtesy CATERPIL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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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반지지대는 유압이라는 기계적 에너지에 의해 갱내 작업공간을 안전

하게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즉 천반의 하중을 지지하고 붕락대에서 석

탄이 쏟아져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과 함께 작업장의 통기

(ventilation)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채탄작업장을 안전하

게 유지한다. 천반지지대는 채탄 작업장 바닥면과 맞닿아 하중을 바닥에

고르게 분산시켜 주는 base, 천반과 맞닿아 있는 천반캐노피(roof

canopy), 천반의 하중을 base로 전달해주는 지지대(leg), 붕락대의 하중

을 지지하면서 석탄이 작업장 내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방지하는 후방실

드(rear shield) 등이 있다(Figure A.7).

Roof canopy

Leg

Base

Rear shield

Figure A.7 General view of roof support(courtesy CATERPILLAR).

천반지지대는 Figure A.8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3가지 유형

으로 구분되는데, 천반지지대의 비용이 전체 롱월 채탄 장비의 60∼80%

를 차지하기 때문에 기술적⋅경제적 측면에서 천반지지대는 롱월 채탄

장비의 가장 핵심적인 장비라 할 수 있다(Peng,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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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초크 실드 지지대(chock shield support)

초크 실드 지지대는 base와 캐노피사이에 연결된 4개의 지지대로 구

성된 지지대를 말한다. 각각의 지지대는 수직 또는 경사진 모양이나, 대

부분은 하중을 효과적으로 지탱할 수 있는 경사진 모양의 지지대를 사용

한다. 그러나 하중이 후방에 위치한 2개의 지지대에 효과적으로 배분이

되지 않아 2002년 이후로는 미국에서는 사용하지 않고 있다.

② 실드 지지대(shield support)

실드 지지대에 장착된 지지대는 일반적으로 채탄면 방향으로 경사진

형태를 지니고 있어 더 넓은 작업 공간 확보가 가능하다. 캐노피, 후방실

드, base는 렘니스케이트 링크 시스템(lemniscate link system)으로 연결

되어 수직과 수평응력을 지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또한, 지지대

의 경사도를 조절함으로써 다양한 채탄 높이를 지지할 수 있다.

실드 지지대는 크게 2-leg shield와 4-leg shield로 나뉜다. 2-leg

shield는 2개의 지지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대의 상부는 캐노피와 하

부는 base와 연결되어 있다. 4-leg shield의 전방에 위치한 2개의 지지대

는 앞서 언급한 2-leg shield와 같이 캐노피와 base를 연결하고, 후방에

위치한 2개의 지지대 상부는 후방 실드와 연결되어 있다.

최근 지속적인 기술개발로 큰 직경의 지지대로 대체하여 지보용량

(support capacity)이 증가되면서 구조적 단순성으로 상대적으로 넓은 작업

공간을 제공하는 2-leg 실드 지지대가 널리 이용되고 있다(Figure A.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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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hock shield support(courtesy CCCMB)

(b) 2-leg shield support(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c) 4-leg shield support(courtesy NURGA)

Figure A.8 General view of chock shield support and shield sup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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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A.9 Historical trend of types of roof supports for U.S. longwalls

since 1976(Peng, 2006).

AFC는 채탄기에 의해 채탄된 석탄을 BSL까지 운반하는 컨베이어 시

스템으로 천반지지대와 연결되어 채탄면을 따라 유연하게 움직일 수 있

도록 팬(pan)으로 구성된 궤도식으로 설계되어 있다. 이는 천반지지대가

채탄면을 따라 순차적으로 전진할 때 이에 맞춰 뱀처럼 유연하게 구부러

져 이동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AFC는 팬, 커넥터(connector), 체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팬은 컨베이

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로, 각각의 유압지보와 연결되

어 있으며, 컨베이어 시스템의 선로 역할을 한다. 커넥터는 각 파트들이

분리되는 것을 막고, 약간의 간격을 두어 어느 정도 굴절되는 것을 허용

한다(Figure A.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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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k for
shearer drive

Back plate

Twin chain

Bottom or return
chain race

Ramp plate

Sigma section

Flight bar

(a) Typical AFC pan

(b) Dogbone or Dumbell connector

(c) Twin in-board chains

Figure A.10 Major components of AFC(courtesy Joy Mining Machin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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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탄기에 의해 채탄된 석탄은 AFC를 통해 선수갱도와 채탄면이 인접

하는 지점에 위치한 BSL로 운반된다(Figure A.11). BSL은 AFC와 같은

체인 컨베이어 시스템으로 AFC에서 인입된 석탄을 소형 파쇄기에 의해

적정 규격으로 파쇄된 후, 벨트 컨베이어로 옮겨주는 역할을 한다. BSL

은 AFC의 석탄을 벨트컨베이어에 적재할 수 있도록 상향식으로 만들어

져 있으며, BSL의 컨베이어는 AFC와 유사하다.

Drive head
Belt tailpiece Goose neck Crusher Flexible pan

Figure A.11 Major components of BSL(courtesy D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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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B. Questionnaire sheet

롱월 광산의 리스크 분석 및 생산량 예측을 

위한 설문조사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암반공학연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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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1. 결함수분석을 통한 리스크 발생 확률 예측

결함수분석(Fault Tree Analysis, FTA)은 1962년 미국 Bell 전화연구소의 

Watson이 Minutesman 미사일의 발사 제어시스템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처음으로 고안되었습니다. 이 방법은 하나의 특정한 사고에 대하여 원인을 파악

하는 연역적 기법으로 결함수(Fault Tree) 도형을 탐색해 나감으로써 어떤 요인이

문제의 원인이었는가를 찾아내는 해석 기법입니다.

< Fault Tree Analysis 개념도 >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롱월 광산에서 발생 가능한 지반과

관련된 문제(roof fall, floor heave, collapse of longwall face), 장비와 관련된 

문제(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환경과 관련된 문제(subsidence, spontaneous

combustion)들에 대한 리스크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고자 합니다.

설문에 답하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는 점 양해 바라며, 설문 내용은 연구 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을 것입니다.

귀하의 설문 결과는 이번 연구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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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1 : Springvale coal mine

스프링베일 유연탄 광산은 호주 시드니로부터 북서쪽 155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Lithgow市에서 약 10 ㎞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약 430만톤 수준이며, 이중 약 130만톤은 선탄공정을 거친

후, 한국, 중국, 일본, 태국 등에 수출하고 나머지는 광산 인근에 위치한 화력발전소에

장기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안정적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리스크 요인(risk

factor)들에 대한 위험 정도(risk level)를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robability level >

Risk level 5 level
(Very likely)

4 level
(Likely)

3 level
(Possible)

2 level
(Unlikely)

1 level
(Very unlikely)

Probability
of failure

more than
80% 61%∼80% 41%∼60% 21%∼40% Below 20%

[ 설문 응답 예시 ]

◈ 암반강도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층, 상⋅하반의 암반강도를

평가하는 경우

ㅇ 탄층의 강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하반의 강도는 불량한 수준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면, 아래와 같이 숫자를 기입합니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Event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5

Event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5

Event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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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ological conditions

스프링베일 광산의 석탄층 강도는 15∼ 30㎫ 정도로 약한 탄층은 아니지만,

갱도 주변의 지층들이 비교적 연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갱도의 상반 

및 하반을 구성하는 암석층은 이암, 실트암 및 사암 등의 강도는 10∼ 30 ㎫

범위의 연암이다.

채탄 작업장은 지표로부터 350∼ 400m 지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응력은 수평응력 12∼ 16㎫, 수직응력 6㎫ 수준이다. 초기 응력과 석탄층

또는 암석층 강도의 상대적인 비율은 갱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 비율이 2를 넘지 못한다는 것은 갱도 안정성을 고려할 때 매우 

불리한 조건이다.

남북에 가까운 방향 즉 N9˚∼ 10˚W, N25˚∼ 27˚E 방향으로 2개의 뚜렷한 

구조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스윌리(swilley)라고 불리는 불규칙한 탄층이 석탄층에

관입하면서 안정성에 영향을 미친다. 스윌리는 굴곡상태에서 수평압과 수직압을

받으면서 곡면부에 균열이 발달된 탄층으로 이 스윌리가 갱도를 관통하게 되면

비교적 굳은 탄층이라도 연약대로 변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스윌리라고 불리는 구조선과 패널이 지하 약 

400m에 위치해 있어 수평응력이 수직응력의 약 2배 이상 작용하고 있다.

지층은 고생대 페름기에 퇴적된 완만한 경사(1.5∼2˚)의 Illawarra 지층으로

총 11개 탄층 중 300m 내외의 Lithgow 탄층(seam)만이 가행 대상이며, 탄폭은

약 3∼5m 수준인데 이중 하부 약 3m 구간을 채탄한다.

압출성 지반(squeezing ground)이나 팽창성 지반(swelling ground)은 반팽

(floor heave) 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한다. 압출은 터널과 같은 

공동 주변에서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전단강도의 초과로 인한 크립(creep)과 

관련이 있고, 변형은 건설 중 혹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산악지역이나 절리, 단층, 습곡의 발달이 심한 지역 등에서 압출성 지반이 자주

확인된다.

팽창성 지반은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체적 증가를 수반하는 광물을 함유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혈암, 이암 등과 같은 점토 광물이 함유된

지반에서 자주 발생한다. 팽창성 지반 역시 과도한 변위로 인해 갱도의 안정성

및 롱월 채탄 장비의 구속 위험성을 가진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갱내수 발생량이 많고, 바닥면 하부에 점토 성분이

다량 포함되어 있으며, 롱월 광산 특성상 잔주가 소규모로 존재하여 팽창성 

지반에 의한 반팽 현상이 발생하기 좋은 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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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팽현상 발생 시 바닥과 천반 사이의 유효단면적 유지가 힘들어져 롱월 

채탄 장비의 전진 및 컨베이어 벨트의 수평 유지가 힘들어진다. 반팽현상 발생

시에는 롱월 장비의 전진을 위해 jack hammer를 이용하여 바닥 반팽을 제거

하고, shot fire를 이용하여 천반 높이 확보 작업을 실시한다.

굴진 작업 시에 반팽 현상이 발생하면, 소규모 continuous miner로 바닥 제거

작업을 실시한다. 상황에 따라, 바닥 제거 작업을 실시한 구간에 2차 반팽 현상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2차 반팽은 cap stone 하부의 연암이 부풀어 올라, 제거 

작업에 추가 시간이 소요되며, 상황에 따라, 콘크리트 작업을 병행해야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함탄층은 시드니분지의 서부탄전지대 내 최하부 협탄층인

고생대 페름기 후기의 Illawarra Coal Measures이다. 함탄층 사이는 저투수성의

실트암, 이암과 고투수성의 사임이 끼어있는 형태로 발달해 있고, 함탄층 상부는

사암과 실트암, 이암이 교호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수리지질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채탄에 따른 지하수 유입량 분석 결과, 불투수층으로부터 패널 사이의 대수층을

통해 하루 평균 약 86,000 ㎥/일의 지하수가 유입되고 있는데, 보어홀(borehole)

설치, 펌프 등을 설치하여 갱내수를 처리하고 있다.

스프링베일 광산은 clean water, dirty water, fire fighting water 3가지 종류의

갱내수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Clean water는 지하수가 갱내로 유입된 것

으로 보통의 갱내수를 의미한다. Dirty water는 굴진 및 생산 막장에서 발생

하는 미분탄과 섞인 갱내수로, 스프링베일은 dirty water를 구채굴적을 통해 

1차 정화하여, fire fighting water로 재활용하고 있다. Fire fighting water는 

생산 및 굴진 시, 발생하는 탄진 및 발화 위험을 제거하는데 사용하는 용수

이다.

스프링베일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는 대부분 clean water이다. 발생량은 

348L/s, 30ML/day이며, 채탄구역 확장에 따른 공동 확장으로 발생량은 향후 

35ML/day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스프링베일은 갱내수 처리 관련 2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갱내수 처리량 

증가로 현 파이프라인의 허용용량이 초과되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고자 갱내수

유입량이 큰 보어홀 합류 지점에 갱내수 보관 탱크 및 booster station을 설치

하여 처리 용량을 늘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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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스프링베일 갱내수의 염분 함유량(1,100μs)이 변경된 정부 허용 기준

(700∼500μs으로 단계적 감축)을 초과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인근 발전소

(Mt.Piper)와 공동으로 염분 저감 및 정화 장치 건설을 계획하고 있으며, 정화된 

갱내수는 발전소의 냉각수로 활용할 예정이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Event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Event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Event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Event A4 In-situ stress

Event A5 Squeezing ground

Event A6 Swelling ground

Event A7 Thickness of seam

Event A8 Depth of seam

Event A9 Dip of seam

Event A10
Geological anomalies(fault, fold, sandstone

channel, clay vein and fracture)

Event A11 Confined aquifer

(2) Design conditions

롱월 채탄을 위해서는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패널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주방식 채탄법(room & pillar)과 달리 선택적으로 패널 설계를 변경할 수 

없으므로 초기응력, 지질구조, 지하수 이동, 가스 발생량, 지표침하, 가채광량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패널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패널 설계는 패널의 

연장, 폭 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행기간 중 발생 가능한 지반공학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패널의 설계 방향이 최대 주응력(수평응력)과 수직

방향으로 되어 있어 지반공학적 측면에서는 불리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이러한 불리한 설계 방향으로 인해서 추가 지보 설치가 

필요하며, 반팽현상이 자주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주 운반갱도(maingate)의 

경우에는 설계 방향이 최대 주응력과 수평방향으로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적은

지보로도 긴 시간 갱도를 유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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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유연탄 롱월 광산의 일반적인 패널 폭은 평균 250m(86∼400m), 길이는

평균 2,510m(680∼4,520m)로 광산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다. 스프링

베일의 경우, 패널 폭은 300m 내외, 연장은 3㎞ 내외, 채탄 높이는 3.2m 정도

이며, 상부에 습지(swamp), 가옥 등이 존재하는 경우, 패널 설계를 변경(패널 

폭300m 내외→250m 내외, 필라 폭 45m→58m)하여 침하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채탄 작업 개시 이전에 패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갱도를 굴진하여 

작업 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갱도를 채준갱도(gateroad)라고 한다.

스프링베일은 2-entry 방식으로 채준갱도를 개설하고 있다.

채준갱도는 갱도의 수에 따라 2-entry, 3-entry, 4-entry, 5-entry, 3&4

-entry, 4&5-entry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갱도의 수가

적을수록 채탄 회수율이 높아진다. 미국 광산안전규정(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의해 2- entry 시스템은 특별한 조건이 아닌 경우

에는 허가를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3-entry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2-entry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의 롱월 광산에 적용되고

있으며, 가스 발생이 심한 경우 3-entry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롱월 채탄을 위한 패널 굴진과정에서 채준갱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잔주(pillar)를 남겨 놓고 굴진하게 되는데, 이를 체인 필라

(chain pillar)라고 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갱도의 폭은 4.8m, 높이는 

3.0m 내외, 갱도 사이의 간격은 채탄 작업장 상부의 하중을 고려하여 45∼

65m, 2개의 갱도를 연결하는 통로(cut through)는 100m 내외로 개설되어 있다.

채탄기는 일반적으로 single-ended 방식과 double-ended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single-ended 방식은 일회 굴삭작업으로 완전한 채탄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정식

드럼 방식은 탄층 높이와 바닥상태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스프링베일 광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3.2m의 채탄

높이에 적합한 double-ended 방식의 직경 2m의 가변식 드럼을 사용하였다.

천반지지대는 최근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2-leg shield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갱도와 후미갱도에 각각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규격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는 타 광산도 유사하다. 양쪽 갱도의 천반지지대는 보다 큰 

직경의 advancing ram을 갖추고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AFC 등의 장비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긴 캐노피를 장착하여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

AFC는 체인과 flight bar로 구성된 컨베이어(0.9m)가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채탄된 석탄의 적재량을 감안하여 적정 운반용량을 설정하여 운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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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B1 Panel layout

B2 Gateroad opening method

B3 Pillar layout

B4 Design of shearer

B5 Design of roof support

B6 Design of AFC

(3)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지질 조건(geological condition)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스프링베일 광산에는

‘스윌리’라고 불리는 불규칙한 탄층이 석탄층에 관입하여 있으며, 광역적인 

수평응력이 집중되어 N-S 방향의 천반 붕락(roof fall)이나 반팽(floor heave)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변형된 지반 및 채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을 보강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 6m × 2.1m roof bolts with 1.2m mesh modules

∙ 6m × 1.2m rib bolts with chain wire mesh

∙ 2m × 8m post groutable spin bolts every 1 m or 2 m

∙ Polyurethane resin 시공

롱월 광산에서 근로자의 보건, 안전, 환경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해 

요소들로는 지반침하, 천반 붕락 이외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갱내 가스 및 분진, 소음 등이 있다. 갱내 가스나 분진은 석탄 생산량이 많을

수록 보다 많은 가스나 분진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생산 규모가 큰 광산에서

는 이러한 유해요소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석탄 광산의 환기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갱내 유입

되는 탄층가스를 희석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신선한 공기의 입기를 통해 

허용 기준치 이하의 가스함량을 희석시킬 수 없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사전배출(pre-drainage)과 사후배출(post- drainage)로

구분된다. 사전배출은 갱도 개설 또는 채탄작업 이전에 계획된 작업장의 가스

함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사후배출은 채탄 과정동안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

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스프링베일광산의 경우에는 가스 발생량이 많지 않아, 별도의 Gas In-seam

Drilling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단,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가스 함유량을 항상 체크하여 환기량 및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있다.



- 225 -

갱내 분진은 일반적으로 미세한 석탄 가루(분탄) 및 암석 입자들로 구성된다.

① 분진 농도 30∼40g/㎥, ② 갱내 온도 700∼800℃, ③ 유효 열원이 존재하는

경우 갱내 분진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갱내 분진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롱원 광산에서는 주로 굴진갱도 벽면이나 천반 등에 석회가루를 살포

하거나 비닐주머니 형태로 부착한다.

분진제어는 일반적으로 분진방향 전환 및 분진 억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분진방향 전환은 공기 차단막(air curtain)을 

통해 채탄기 드럼에서 발생되는 유해분진이 작업자에게 인입되는 것을 최소화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붕락대로 소실시키지 않고 최대한 작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분진 억제는 채탄기의 비트를 통해 살수(water spray)하여 분

진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에도 상기 방법에 의하여 분진을 제어하고 있으며,

본 광산의 생산 탄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분진이 많지 않은 편이며,

메탄가스 발생량이 적어 분진 폭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롱월 광산에서의 기본 환기 흐름 순서는 주운반갱도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인입되어 채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널의 headgate로 공급된다. 이후 채탄면 

인근의 폐쇄된 headgate에서 채탄면을 따라 tailgate쪽으로 패널을 가로질러 이

동하게 된다. 이때 인입된 공기의 일부는 붕락대를 통해 bleeder entry(하나

의 패널에서 최초의 채탄 장비 설치가 이루어지는 갱도 후방으로 별도의 환

기를 위해 개설된 갱도)로 이동하게 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갱내 출입구 및 downcast shaft를 통해 갱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며, 주운반갱도 인근에 위치하는 Upcast shaft를 통해 막장의 

공기를 배기해 주고 있다. 환기 방향은 갱내 출입구 및 downcast shaft →

maingate B heading → A heading → upcast shaft이며, 다른 환기 방향은 

갱내 출입구 및 downcast shaft → tailgate → 채탄면 → face A heading →

upcast shaft이다. 굴진장에서는 한정된 공간 및 많은 탄진 발생으로 추가로 

auxiliary fan(보조 팬)을 설치하여 환기 흐름을 도와주고 있다.

롱월 장비는 한 개의 패널 채탄이 완료되는 시점(이동 기간)에 대부분의 장비를

분해/정비(overhaul)하여 채탄 도중에 장비 고장으로 인한 다운타임

(downtime)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단, 장비 이동에 긴 시

간이 소요되는 천반지지대는 분해 정비하지 않고, 갱내에서 1차 상태를 점검

하며, 이상이 있는 장비만 work shop으로 운송하여 분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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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파손 이슈가 잦은 AFC 체인 및 AFC drive sprocket의 경우는 매주

상태를 점검하며, 미세 균열(crack) 및 마모된 구간의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탄 중 발생하는 장비 파손 이슈를 방지하여 다운타임

을 줄이고 있다. 그 외에 continuous miner, 운송 장비, auxiliary fan, 펌프 등

은 사용 기간에 따라, 약 4∼5년에 한 번씩 분해 정비를 실시하고 있다.

롱월 장비는 하나의 패널에 대한 채탄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채탄 예정 패널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패널 이동을 위해서는 모든 롱월 장비를

해체하여야 했으며, 장비 이동에만 약 6주에서 8주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 및 근로자의 경험 축적 등으로 인해 모든 장비를 해체

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동 설치 작업 시간이 짧아졌다. 그 결과

오늘날 패널 폭 및 장비 규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롱월 장비의 완전한 

이동 설치 기간이 약 2∼3주로 단축되었으며, 만약 AFC와 채탄기가 다음 패

널에 미리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이동시간은 1주 이내에도 가능하다. 정비 이

동 설치기간 이외에 회수작업 준비 및 이동 설치 후 시험가동 등의 기간을 

약 4주를 포함하면, 평균 6주에서 7주가 소요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 롱월 장비 회수를 위한 mesh up 착수 시점부터는 

45일, 실제 롱월 장비 이동 착수(chain break) 시점부터는 35일의 기간이 소요

된다. 2017년부터는 여분의 tailgate drive 및 panline을 확보하여 생산 예정 

패널에 미리 설치하여 패널 이동 기간을 기존 35일에서 25일로 줄일 예정이다.

패널 이동 순서상 tailgate drive, panline, 채탄기가 미리 설치되어 있을 경우,

roof support, maingate drive, BSL을 추가 설치하여 생산 착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패널 이동 기간을 대폭 축소할 수 있다.

또한, 추가로 여분의 service part equipments를 확보, 활용함으로써 설치 

작업에 따른 작업손실 시간을 최소화하고 있다. Service part equipments의 

이동 및 재설치 작업은 채탄작업 진행 시 2개의 cut through 마다 이루어지며 

최소 3교대의 시간이 소요되나, 여분의 service part를 설치 예정 장소에 미리 

설치함으로써 3교대 채탄 작업손실을 1교대로 단축시킬 수 있다.

2013년 9월 신규 롱월 장비 도입 후 생산성은 향상되었으나, 컨베이어 벨트 

운반 속도가 신규 롱월 장비의 향상된 채탄 능력을 따라가지 못하여 석탄이

transfer(컨베이어 벨트를 연결시켜 주는 벨트 교차 구간) 장치에 적체되면서 

생산이 중단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였다. 이에, 컨베이어 transfer 장치 

및 드라이브를 업그레이드하여 이슈를 해결하기도 하였다. transfer에 석탄이 

적체되는 이슈를 방지하기 위해 transfer 장치 구조를 변경하고, 11개의 신규 

drive 구입 및 5개의 기존 drive gearbox ratio를 조정하여, 벨트 속도 및 운반

능력을 향상시켜 반출량을 기존 대비 150%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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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나 BSL에 적재되는 석탄의 크기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적체

(jamming)가 발생하게 된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석탄의 크기가 클 경우 AFC

maingate drive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여 적체되는 이슈가 가끔 발생하고는 

있으나, 석탄의 강도가 약해 특별히 적체되는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고 있다.

단, 석탄이 적체되는 경우에는 잠시 생산을 중단하고, AFC에 적체되어 있는 

석탄을 파쇄, 제거해준다.

롱월 광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업원의 숙련도 역시 광산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스프링베일 광산은 1993년 채탄 작업을 시작한 이후, 불리한 

지질 조건에도 불구하고, 20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광산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스프링베일의 종업원 수는 총 383명으로 관리직 53명, 갱내관리자 28명, 갱내

종업원 199명, 기계 46명, 전기 35명 및 사외 도급 22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갱내관리자는 각 굴진, 채탄, outbye 작업조를 책임⋅관리하는 인원으로 작업

숙련도가 가장 높다. 굴진 작업에는 갱내관리자 1명, 운전자 1명, 설비 기술자

(fitter) 1명, miner 4명, shuttle car 1명, 기타 1명 등 총 9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생산은 갱내관리자 1명, 채탄 관리 3명, 설비 기술자 1명, 채탄기 2명, 천반 

붕락 1명, boot end 2명으로 총 11명이 근무하고 있다. 또한, 2차 지보 작업에 약 

10명, outbye에 11명씩 각 Shift에 근무하고 있다.

최근 환경 관련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광산 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스프링베일 광산의 경우에도 개발 허가가 만기됨에

따라 새로운 채탄구역에 대한 EPBC(Environmental Protection and Biodiversity

Conservation Act)의 승인 취득이 필요했다. 하지만 갱내수 수질 및 채탄구역 

상부에 분포하는 습지(swamp)와 관련하여 환경적 문제가 제기되면서 8주간 

승인이 지연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C1 Insufficient support

C2 Gas drainage

C3 Dust control

C4 Ventilation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C9 Mastery of operator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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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tion 2 : Angus Place coal mine

앙구스 플레이스 유연탄 광산은 호주 시드니로부터 북서쪽 165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접한 Lithgow市에서 약 15 ㎞ 지점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연간 생산 규모는 약 350만톤 수준이며, 채탄된 유연탄은 인근에 소재하는 

Delta Electricity(Wallerawang 및 Mount Piper 화력발전소)에 전량 내수로 

판매하였다.

본 광산은 1978년 롱월 채탄이 착수된 이래 기존 채탄구역이 채진됨에 따라

동부광체를 연장하여 추가로 개발할 예정이었으나, 유연탄 가격하락으로 2015년

2월 채탄을 중단하고 휴광 중에 있습니다.

전문가들께서는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바탕으로 각각의 리스크 요인(risk

factor)들에 대한 위험 정도(risk level)를 아래 표를 참고하여 응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Probability level >

Risk level 5 level
(Very likely)

4 level
(Likely)

3 level
(Possible)

2 level
(Unlikely)

1 level
(Very unlikely)

Probability
of failure

more than
80% 61%∼80% 41%∼60% 21%∼40% Below 20%

[ 설문 응답 예시 ]

◈ 암반강도에 대해 기술된 내용을 바탕으로 탄층, 상⋅하반의 암반

강도를 평가하는 경우,

ㅇ 탄층의 강도는 양호한 수준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전혀 작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상하반의 강도는 불량한 수준으로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시면, 아래와 같이 숫자를 기입합니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Event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5

Event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5

Event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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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eological conditions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석탄층 강도는 15∼ 30㎫ 정도로 약한 탄층은 아니

지만, 갱도 주변의 지층들이 비교적 연암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갱도의 

상반 및 하반을 구성하는 암석층은 이암, 실트암 및 사암 등의 강도는 30∼

50㎫ 범위의 연암이다.

채탄 작업장은 지표로부터 250∼ 350 m 지하에 위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응력은 수평응력 12∼ 16㎫, 수직응력 7㎫ 수준이다. 초기 응력과 석탄층 

또는 암석층 강도의 상대적인 비율은 갱도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이 비율이 2를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았을 때 갱도 안정성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에는 Wolgan Zone이라고 불리는 구조선이 NE방향으로

구조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 구간의 횡단 시 일부 구간은 채탄을 생략하고 

일부 패널 길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지층은 고생대 페름기에 퇴적된 완만한 경사(1.5∼2˚)의 Illawarra 지층으로

총 11개 탄층 중 300m 내외의 Lithgow 탄층(seam)만이 가행 대상이며, 탄폭은

약 7∼8m 수준인데 이중 하부 약 3m 구간을 채굴한다.

압출성 지반이나 팽창성 지반은 반팽현상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으로 작용

한다. 압출은 터널과 같은 공동 주변에서 발생하며, 기본적으로 전단강도의 

초과로 인한 크립(creep)과 관련이 있고, 변형은 건설 중 혹은 장기간에 걸쳐 

지속적으로 발생한다. 특히 산악지역이나 절리, 단층, 습곡의 발달이 심한 지역 

등에서 압출성 지반이 자주 확인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 일부 구조선이 발달하여 있지만, 본 연구의 

대상이 되고 있는 LW910 패널 이후의 패널 및 채준갱도 등이 수평응력과 

평행한 방향으로 설계됨에 따라 압출성 지반과 관련된 이슈가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팽창성 지반은 공기 또는 물과 접촉하여 체적 증가를 수반하는 광물을 함유

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하는데, 주로 혈암, 이암 등과 같은 점토 광물이 함유된

지반에서 자주 발생한다. 팽창성 지반 역시 과도한 변위로 인해 갱도의 안정성

및 롱월 장비의 구속 위험성을 가진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 바닥면 하부에 점토 성분이 함유되어 있으나,

갱내수 이슈가 거의 없어 팽창성 지반에 의한 반팽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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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함탄층은 시드니분지의 서부탄전지대 내 최하부 협탄층인

고생대 페름기 후기의 Illawarra Coal Measures이다. 함탄층 사이는 저투수성의 

실트암, 이암과 고투수성의 사임이 끼어있는 형태로 발달해 있고, 함탄층 상부는

사암과 실트암, 이암이 교호되어 나타나는 복잡한 수리지질층 구조를 지니고 

있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북동쪽으로 약간의 경사가 있어, 최근 채탄 진행한

LW900∼LW970에는 갱내수 이슈가 없었으나, LW910∼LW930은 채탄 초기에는

많은 양의 갱내수가 유입되었으며, 앙구스플레이스 동부광체(APE) 개발 시에는 

다시 갱내수 유입이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Event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Event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Event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Event A4 In-situ stress

Event A5 Squeezing ground

Event A6 Swelling ground

Event A7 Thickness of seam

Event A8 Depth of seam

Event A9 Dip of seam

Event A10
Geological anomalies(fault, fold, sandstone

channel, clay vein and fracture)

Event A11 Confined aquifer

(2) Design conditions

롱월 채탄을 위해서는 안전과 경제성을 고려한 최적의 패널 설계가 이루어

져야 하며, 주방식 채탄법(room & pillar)과 달리 선택적으로 패널 설계를 변경

할 수 없으므로 초기응력, 지질구조, 지하수 이동, 가스 발생량, 지표 침하, 가채

광량 등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패널설계가 이루어져야한다. 패널 설계는 

패널의 연장, 폭 등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가행기간 중 발생 가능한 지반공학적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 패널의 방향을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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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 패널의 설계 방향이 최대 주응력(수평응력)과 

수평 방향으로 되어 있어 지반공학적 측면에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주 운반갱도의 경우에는 설계 방향이 최대 주응력과 수직 방향

으로 설계되어 상대적으로 많은 지보량이 요구된다.

호주 유연탄 롱월 광산의 일반적인 패널 폭은 평균 250m(86∼400m), 길이는

평균 2,510m(680∼4,520m)로 광산 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설계되고 있다. 스프링

베일의 경우, 패널 폭은 300m 내외, 연장은 3㎞ 내외, 채탄 높이는 3.2m 정도

이며, 상부에 습지(swamp), 가옥 등이 존재하는 경우, 패널 설계를 변경(패널 

폭 300m 내외→ 250m 내외, 필라 폭 45m→ 58m)하여 침하 발생을 감소시키는

등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채탄 작업 개시 이전에 패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미리 갱도를 굴진하여 

작업공간을 확보하게 되는데, 이러한 갱도를 채준갱도라고 한다. 앙구스플레이

스 광산은 2-entry 방식으로 채준갱도를 개설하고 있다.

채준갱도는 갱도의 수에 따라 2-entry, 3-entry, 4-entry, 5-entry,

3&4-entry, 4&5-entry 등 다양하게 구분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갱도의

수가 적을수록 채탄 회수율이 높아진다. 미국 광산안전규정(Mine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에 의해 2- entry 시스템은 특별한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허가를 꺼리기 때문에 대부분 3-entry 시스템이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호주의 경우에는 2-entry 시스템이 거의 대부분의 롱월 광산에 적용

되고 있으며, 가스 발생이 심한 경우 3-entry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다.

롱월 채탄을 위한 패널 굴진과정에서 채준갱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 간격으로 잔주(pillar)를 남겨 놓고 굴진하게 되는데, 이를 체인 필라

(chain pillar)라고 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 갱도의 폭은 4.8m, 높이는

3.0m 내외, 갱도 사이의 간격은 채탄 작업장 상부의 하중을 고려하여 35m

내외, 2개의 갱도를 연결하는 통로(cut through)는 100m 내외로 개설되어 있다.

채탄기는 일반적으로 single-ended 방식과 double-ended 방식으로 구분되는데,

single-ended 방식은 일회 굴삭작업으로 완전한 채탄이 불가능하다. 또한, 고정식

드럼 방식은 탄층 높이와 바닥상태의 변화에 쉽게 대응할 수 없는 단점을 갖고

있다. 따라서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에서는 이러한 요소들을 감안하여 3.2m의 

채탄 높이에 적합한 double-ended 방식의 직경 2m의 가변식 드럼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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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반지지대는 최근 보편적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는 2-leg shield를 사용하고

있으며, 선수갱도와 후미갱도에 각각 4개를 제외하고는 모두 같은 규격을 사용

하고 있으며, 이는 타 광산도 유사하다. 양쪽 갱도의 천반지지대는 보다 큰 

직경의 advancing ram을 갖추고 있어 자신뿐만 아니라 AFC 등의 장비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보다 긴 캐노피를 장착하여 그들을 보호하게 된다.

AFC는 체인과 flight bar로 구성된 컨베이어(0.9m)가 연속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채탄된 석탄의 적재량을 감안하여 적정 운반용량을 설정하여 운영하

였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B1 Panel layout

B2 Gateroad opening method

B3 Pillar layout

B4 Design of shearer

B5 Design of roof support

B6 Design of AFC

(3)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Wolgan Zone이라고 불리는 구조선이 NE방향으로 

구조선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 구간의 횡단 시 일부 구간은 채탄을 생략하고 

일부 패널 길이가 축소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

이러한 변형된 지반 및 채탄 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동을 보강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보강을 실시하고 있다.

∙ 6m × 2.1m roof bolts with 1.2m mesh modules

∙ 6m × 1.2m rib bolts with chain wire mesh

∙ 2m × 8m post groutable spin bolts every 1m or 2m

∙ Polyurethane resin 시공

롱월 광산에서 근로자의 보건, 안전, 환경 문제 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유해 요소들로는 지반침하, 천반 붕락 이외에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갱내 가스 및 분진, 소음 등이 있다. 갱내 가스나 분진은 석탄 생산량이 

많을수록 보다 많은 가스나 분진을 발생시키게 되므로 생산 규모가 큰 광산

에서는 이러한 유해요소 제어가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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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광산의 환기시스템을 설계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갱내 유입

되는 탄층가스를 희석시키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신선한 공기의 입기를 통해 

허용 기준치 이하의 가스함량을 희석시킬 수 없다면, 추가적인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러한 방법으로는 사전배출(pre-drainage)과 사후배출(post-drainage)로 

구분된다. 사전배출은 갱도 개설 또는 채탄작업 이전에 계획된 작업장의 가스

함량을 감소시키는 방법이며, 사후배출은 채탄 과정동안 배출되는 가스를 포집

하여 외부로 배출하는 것을 말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에는 가스 발생량이 많지 않아, 별도의 Gas

In-seam Drilling을 실시하고 있지 않다. 단, 메탄가스, 이산화탄소, 일산화탄소

등의 유해 가스 함유량을 항상 체크하여 환기량 및 작업 시간 등을 조절하고 

있다.

갱내 분진은 일반적으로 미세한 석탄 가루(분탄) 및 암석 입자들로 구성된다.

① 분진 농도 30∼40g/㎥, ② 갱내 온도 700∼800℃, ③ 유효 열원이 존재하는

경우 갱내 분진폭발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갱내 분진 폭발을 억제하기 

위해서 롱월 광산에서는 주로 굴진갱도 벽면이나 천반 등에 석회가루를 살포

하거나 비닐주머니 형태로 부착한다.

분진제어는 일반적으로 분진방향 전환 및 분진 억제 방법이 가장 효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적용되고 있다. 분진방향 전환은 공기 차단막(air curtain)을 

통해 채탄기 드럼에서 발생되는 유해분진이 작업자에게 인입되는 것을 최소화

하거나, 신선한 공기를 붕락대로 소실시키지 않고 최대한 작업자에게 공급하고자

하는 방법이며, 분진 억제는 채탄기의 비트를 통해 살수(water spray)하여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앙구스플레이스의 경우에도 상기 방법에 의하여 분진을 제어하고 있으며,

본 광산의 생산탄은 다량의 수분을 함유하고 있어 분진이 많지 않은 편이며,

메탄가스 발생량이 적어 분진 폭발 가능성이 매우 낮은 편이다.

롱월 광산에서의 기본 환기 흐름 순서는 주운반갱도를 통해 신선한 공기가 

인입되어 채탄이 이루어지고 있는 패널의 headgate로 공급된다. 이후 채탄면 

인근의 폐쇄된 headgate에서 채탄면을 따라 talegate쪽으로 패널을 가로질러 

이동하게 된다. 이때 인입된 공기의 일부는 붕락대를 통해 bleeder entry(하나의

패널에서 최초의 채탄 장비 설치가 이루어지는 갱도 후방으로 별도의 환기를 

위해 개설된 갱도)로 이동하게 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갱내 출입구 및 downcast shaft를 통해 갱내에 신선한

공기를 공급해주며, 주운반갱도 인근에 위치하는 upcast shaft를 통해 막장의 

공기를 배기해 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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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기 방향은 갱내 출입구 및 downcast shaft → maingate B heading →

A heading → upcast shaft이며, 다른 환기 방향은 갱내 출입구 및 downcast

shaft → tailgate → 채탄면 → face A heading → upcast shaft이다. 굴진장

에서는 한정된 공간 및 많은 탄진 발생으로 추가로 보조 팬을 설치하여 환기 

흐름을 도와주고 있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스프링베일과 인접한 위치에 동일한 운영사

(Centenial社)가 운영을 한 광산으로 광산 운영은 스프링베일과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을 하였다.

채탄 장비는 한 개의 패널 채탄이 완료되는 시점(패널 이동 기간)에 대부분

장비를 분해 정비(overhaul)를 실시하여 채탄 도중에 장비 고장으로 인한 다운

타임이 발생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있다. 단, 장비 이동에 긴 시간이 소

요되는 roof support는 분해 정비하지 않고, 갱내에서 1차 상태를 점검하며,

이상이 있는 장비만 work shop으로 운송하여 분해 정비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파손 이슈가 잦은 AFC 체인 및 AFC drive sprocket의 경우는 매주 상태 점

검하며, 미세 균열 및 마모된 구간의 부품을 교체해 주고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채탄 중 발생하는 장비 파손 이슈를 방지하여 다운타임

을 줄이고자 하였으며, 그 외에 continuous miner, 운송 장비, 보조 팬, 펌프 

등은 사용 기간에 따라, 약 4∼5년에 한 번씩 분해 정비를 실시하였다.

채탄 장비는 하나의 패널에 대한 채탄 작업을 완료하면 다음 채탄 예정 패널로

이동하여 설치하게 된다. 1970년대에는 패널 이동을 위해서는 모든 채탄 장비를

해체하여야 했으며, 장비 이동에만 약 6주에서 8주가 소요되었다. 그러나 신기술

도입 및 근로자의 경험 축적 등으로 인해 모든 장비를 해체하지 않고 이동이 

가능해짐에 따라 이동 설치 작업 시간이 짧아졌다. 그 결과 오늘날 패널 폭 

및 장비 규격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채탄 장비의 완전한 이동 설치 기간이

약 2주에서 3주로 단축되었으며, 만약 AFC와 채탄기가 다음 패널에 미리 설치

되어 있는 경우, 이동시간은 1주 이내에도 가능하다. 정비 이동 설치기간 이외에

회수작업 준비 및 이동 설치 후 시험가동 등의 기간을 약 4주를 포함하면,

평균 6주에서 7주가 소요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 예비 채탄 장비를 미리 설치하지는 않았으나,

시험가동을 포함한 평균 패널 이동 소요 기간은 약 35일이 소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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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C나 BSL에 적재되는 석탄의 크기나 모양이 불규칙한 경우 적체

(jamming)가 발생하게 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석탄의 크기가 클 경우 

AFC maingate drive 입구에 들어가지 못하여 적체되는 이슈가 가끔 발생하였

으나, 석탄의 강도가 약해 특별히 적체되는 이슈가 발생하지는 않았었다. 단,

석탄이 적체되는 경우에는 잠시 생산을 중단하고, AFC에 적체되어 있는 석탄을

파쇄, 제거하였다.

롱월 광산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작업원의 숙련도 역시 광산의 생산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은 1978년 채탄 작업을 시작한 이후,

2015년 2월 채탄을 중단할 때까지 30년이 넘게 안정적으로 생산이 이루어진 

광산으로 작업자의 숙련도는 매우 높다고 볼 수 있다.

앙구스플레이스의 종업원 수는 2014년 당시 생산기준으로 총 286명으로 관리직

37명, 갱내관리자 26명, 갱내 종업원 145명, 기계 37명, 전기 30명 및 사외 도급

10명 등으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현재는 채탄이 잠시 중단된 상태로 현장의 

유지⋅관리를 위해 약 10명 내외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최근 환경 관련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광산 개발에 있어서 환경영향평가

승인이 까다로워지고 있다. 하지만, 앙구스플레이스 광산의 경우에는 스프링베일

광산과 달리 광산 운영과정 중에 특별히 승인 지연으로 인해 생산이 중단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

Event Risk factors Probability level

C1 Insufficient support

C2 Gas drainage

C3 Dust control

C4 Ventilation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C9 Mastery of operator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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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HP)을 이용한 리스크 영향도 분석

1971년 Thomas L. Saaty에 의해 개발된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은 의사결정의 계층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평가 항목 간

쌍대비교(pairwise comparison)를 통하여 평가자가 내재하고 있는 지식⋅경험⋅

직관을 포착하고,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의사결정에 있어 객관적 지표를 제시함

으로써 의사결정을 돕는 방법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AHP를 이용하여 롱월 광산에서 발생 가능한 리스크들 간의 

중요도(가중치)를 측정하기 위한 목적이니 평소에 롱월 광산에서 경험하였던 여러 

리스크들에 대해서 경험하신 대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귀하께서 작성해 주시는 내용들은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오니 각각의 설문

내용에 누락 없이 그 간의 경험과 의견을 담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응답 예시 ]

◈ 천반 붕락(roof fall)과 반팽(floor heave)의 상대적 중요도에서 어느 리스크

요인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아래 표 첫 번째 행 ‘천반 붕락’과 ‘반팽’의 비교에서 ‘천반 붕락’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천반 붕락’ 리스크(가운데 숫자 ‘1’의 좌측 영역)의

숫자 값에 체크(√)하시고, ‘반팽’ 리스크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되시면, ‘반팽’

리스크 분야(숫자 ‘1’의 우측)의 숫자 값에 체크(√)합니다.

ㅇ 숫자 값의 크기는 중요도의 크기를 의미합니다. 만약 ‘천반 붕락’이 ‘반팽’

보다 매우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왼쪽 ‘7’에 체크(√)합니다.

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Roof fall √
Floor

heave

* 2, 4, 6, 8은 중간 값에 해당(예, ‘약간중요’와 ‘중요’의 중간정도를 표시할 경우 ‘4’를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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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pringvale coal mine

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Roof fall Floor heave

Roof fall
Collapse of
longwall face

Roof fall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Roof fall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Roof fall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Roof fall Subsidence

Roof fall
Spontaneous
combustion

Floor heave
Collapse of
longwall face

Floor heav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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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Floor heave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Floor heave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Floor heave Subsidence

Floor heave
Spontaneous
combustion

Collapse of
longwall fac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Collapse of
longwall face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Collapse of
longwall face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Collapse of
longwall face

Subsidence

Collapse of
longwall face

Spontaneou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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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Subsidenc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Spontaneous
combustion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Sub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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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Spontaneous
combustion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Subsidence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Spontaneous
combustion

Subsidence
Spontaneou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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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ngus Place coal mine

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Roof fall Floor heave

Roof fall
Collapse of
longwall face

Roof fall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Roof fall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Roof fall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Roof fall Subsidence

Roof fall
Spontaneous
combustion

Floor heave
Collapse of
longwall face

Floor heav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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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Floor heave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Floor heave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Floor heave Subsidence

Floor heave
Spontaneous
combustion

Collapse of
longwall fac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Collapse of
longwall face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Collapse of
longwall face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Collapse of
longwall face

Subsidence

Collapse of
longwall face

Spontaneou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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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Subsidenc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Spontaneous
combustion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Subs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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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절대
중요

매우
중요

중요
약간
중요

같다
약간
중요

중요
매우
중요

절대
중요

구분

평가점수 9 8 7 6 5 4 3 2 1 2 3 4 5 6 7 8 9 평가점수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Spontaneous
combustion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Subsidence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Spontaneous
combustion

Subsidence
Spontaneou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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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암반공학 시스템을 이용한 생산량 예측

1992년 J. Hudson에 의해 최초로 소개된 암반공학시스템(Rock Engineering

Systems, RES)은 암반공학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이 되는 여러 변수들 사이의

상호 영향정도를 “상호작용 매트릭스(interaction matrix)”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변수들 간의 원인과 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데 사용되는 방법입니다.

상호작용 매트릭스는 아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요소 Pi에 대해서 Pi를 관통하는 행(row)은 다른 모든 요소들에 Pi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며, 열(column)은 다른 요소들이 Pi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냅니다.

<암반공학 시스템 개념도>

본 연구에서는 광산 설계 당시 예측 생산량과 실제 채탄에 의한 생산량 사이에

차이가 발생하는 데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탄층 두께 변화(variation in seam

theckness), 탄층 두께(seam thickness), 탄층 경사(dip of seam), 천반상태(roof

quality), 바닥상태(floor quality), 탄층 심도(depth of seam)를 선정하였습니다.

상기 6가지 요소들 사이의 상호 영향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설문을 진행

하고자 하는 것이니 평소에 롱월 광산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응답하여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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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께서 작성해 주시는 내용들은 연구에 소중하게 사용될 예정이오니 각각의

설문 내용에 누락 없이 그 간의 경험과 의견을 담아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성실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설문 응답 예시 ]

◈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ㅇ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두께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되시면 숫자

"0"에 체크(√)합니다.

0. 영향 없음
(No interaction)

1. 약간 영향
(Weak interaction)

2. 보통의 영향
(Medium interaction)

3. 많은 영향
(Strong interaction)

4. 매우 큰 영향
(Critical inter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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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층 두께 변화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1.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3. 탄층 두께 변화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탄층 두께 변화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5.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탄층 두께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1. 탄층 두께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탄층 두께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3. 탄층 두께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탄층 두께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5. 탄층 두께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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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층 경사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1. 탄층 경사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탄층 경사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3. 탄층 경사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탄층 경사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5. 탄층 경사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천반상태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1. 천반상태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천반상태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3. 천반상태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천반상태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5. 천반상태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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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닥상태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1. 바닥상태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바닥상태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3. 바닥상태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바닥상태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5. 바닥상태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6) 탄층 심도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1. 탄층심도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2. 탄층심도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3. 탄층심도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4. 탄층심도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5. 탄층심도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영향 없음 1. 약간 영향 2. 보통의 영향 3. 많은 영향 4. 매우 큰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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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C. Results of questionnaire

C-1. 결함수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스프링베일

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A.

Geological

conditions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1 2 3 4 3 2 2 3 3 2 3 2 3 2.54 30.8%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2 1 2 3 2 1 2 3 2 1 1 2 2 1.85 17.0%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2 1 2 2 2 1 2 2 2 1 1 2 1 1.62 12.4%

A4 In-situ stress 3 2 2 3 2 2 3 3 2 2 3 2 2 2.38 27.6%

A5 Squeezing ground 3 2 2 3 2 1 3 1 1 1 2 1 2 1.85 17.0%

A6 Swelling ground 4 3 2 3 2 2 2 3 2 2 2 2 3 2.46 29.2%

A7
Thickness of

seam 1 1 1 2 1 1 1 2 1 1 1 1 2 1.23 4.6%

A8 Depth of seam 2 1 2 2 1 1 1 2 1 1 1 1 2 1.38 7.6%

A9 Dip of seam 1 1 3 4 1 1 1 1 1 1 1 1 1 1.38 7.6%

A10
Geological
anomalies 2 2 3 2 2 3 2 2 1 2 1 2 2 2.00 20.0%

A11 Confined aquifer 3 1 2 3 3 1 2 2 1 2 3 2 1 2.00 20.0%

B.

Design

conditions

B1 Panel layout 1 1 2 4 1 2 2 2 1 2 1 2 1 1.69 13.8%

B2
Gateroad opening

method 1 2 1 2 2 1 2 2 1 2 1 1 2 1.5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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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스프링베일(continued)

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B.

Design

conditions

B3 Pillar layout 1 1 2 3 2 1 2 2 1 1 2 1 2 1.62 12.4%

B4
Design of
shearer 2 1 2 3 2 1 2 2 1 2 1 2 1 1.69 13.8%

B5
Design of roof

support 3 1 2 2 2 1 4 2 1 2 1 1 2 1.85 17.0%

B6 Design of AFC 2 1 2 3 2 2 3 3 1 2 1 1 2 1.92 18.4%

C.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C1
Insufficient
support 3 1 2 5 1 1 3 2 1 2 1 2 1 1.92 18.4%

C2 Gas drainage 2 1 2 2 1 2 2 1 1 1 1 1 2 1.46 9.2%

C3 Dust control 2 1 2 3 1 2 2 2 1 1 1 1 1 1.54 10.8%

C4 Ventilation 3 1 2 3 2 1 2 3 2 1 1 1 1 1.77 15.4%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2 2 3 4 2 1 3 3 2 1 2 1 2 2.15 23.0%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2 2 2 3 2 2 3 3 2 2 3 2 2 2.31 26.2%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2 1 2 3 1 1 2 4 1 2 1 1 2 1.77 15.4%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3 1 2 3 1 1 2 2 1 1 2 2 1 1.69 13.8%

C9
Mastery of
operator 1 1 1 4 2 1 3 2 1 1 1 1 1 1.54 10.8%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1 2 4 5 2 2 4 3 2 3 2 2 3 2.69 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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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구스플레이스

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A.

Geological

conditions

A1
Rock mass

strength of roof 1 2 2 3 2 1 3 3 1 2 2 2 1 1.92 18.4%

A2
Rock mass

strength of floor 1 2 2 3 2 1 3 2 1 1 1 2 1 1.69 13.8%

A3
Rock mass

strength of seam 1 1 1 2 2 1 3 2 1 1 1 1 1 1.38 7.6%

A4 In-situ stress 2 1 2 2 1 2 2 3 1 2 2 1 1 1.69 13.8%

A5 Squeezing ground 2 1 1 2 2 1 3 2 1 2 1 1 2 1.62 12.4%

A6 Swelling ground 3 1 2 2 3 1 3 2 1 2 2 1 2 1.92 18.4%

A7
Thickness of

seam 1 1 1 3 1 1 2 2 1 1 1 1 2 1.38 7.6%

A8 Depth of seam 1 1 1 2 1 1 2 3 1 1 1 1 2 1.38 7.6%

A9 Dip of seam 1 1 2 1 1 1 1 2 1 1 1 2 1 1.23 4.6%

A10
Geological
anomalies 3 1 1 2 2 1 3 3 1 2 1 1 2 1.77 15.4%

A11 Confined aquifer 3 1 1 3 1 1 4 1 2 1 1 2 1 1.69 13.8%

B.

Design

conditions

B1 Panel layout 1 1 2 3 1 1 5 2 1 2 1 2 1 1.77 15.4%

B2
Gateroad opening

method 1 1 1 2 1 2 3 2 2 1 1 2 1 1.54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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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구스플레이스(continued)

Category Event Risk factor

Probability level
Probability

of failure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B.

Design

conditions

B3 Pillar layout 1 1 2 3 3 1 3 3 1 1 2 1 2 1.85 17.0%

B4
Design of
shearer 2 1 2 3 2 1 3 2 1 2 1 2 1 1.77 15.4%

B5
Design of roof

support 3 2 2 2 2 1 3 2 1 2 1 1 2 1.85 17.0%

B6 Design of AFC 2 1 2 3 1 1 4 3 1 1 1 1 2 1.77 15.4%

C.

Production

management

conditions

C1
Insufficient
support 3 1 2 3 2 1 4 2 1 1 1 2 1 1.85 17.0%

C2 Gas drainage 2 1 1 2 1 1 3 1 1 1 1 1 2 1.38 7.6%

C3 Dust control 2 1 1 1 1 1 3 2 1 1 1 1 2 1.38 7.6%

C4 Ventilation 3 1 2 3 1 1 3 3 1 1 1 1 2 1.77 15.4%

C5
Late

replacement of
component

2 2 2 4 2 1 4 3 2 1 2 1 2 2.15 23.0%

C6
Presence of

spare longwall
equipments

2 1 2 2 2 2 4 3 1 2 1 2 1 1.92 18.4%

C7
Management of

amount of
loaded coal

3 1 2 3 1 1 3 3 1 2 1 1 2 1.85 17.0%

C8

Control of
irregular size &
shape of loaded

coal

4 1 2 3 1 1 3 2 1 1 2 2 1 1.85 17.0%

C9
Mastery of
operator 1 1 1 4 1 1 4 2 1 1 2 2 1 1.69 13.8%

C10
Delay approval

of federal
government

2 1 1 1 1 1 2 2 1 1 1 2 1 1.31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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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계층분석적 의사결정방법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스프링베일

Risk Item

Risk Impact

Expert

1

Expert

2

Expert

3

Expert

4

Expert

5

Expert

6

Expert

7

Expert

8

Expert

9

Expert

10

Expert

11

Expert

12

Expert

13

Roof fall 0.27 0.31 0.32 0.26 0.28 0.26 0.07 0.21 0.21 0.18 0.22 0.21 0.23

Floor heave 0.20 0.13 0.06 0.18 0.13 0.20 0.05 0.21 0.24 0.24 0.12 0.20 0.16

Collapse of longwall

face
0.07 0.07 0.11 0.24 0.05 0.08 0.11 0.08 0.08 0.10 0.09 0.11 0.10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0.15 0.12 0.05 0.04 0.13 0.08 0.23 0.12 0.11 0.15 0.11 0.09 0.12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0.21 0.21 0.05 0.08 0.28 0.19 0.16 0.19 0.18 0.16 0.27 0.22 0.22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0.05 0.09 0.29 0.15 0.08 0.12 0.33 0.11 0.11 0.09 0.10 0.09 0.10

Subsidence 0.03 0.04 0.09 0.03 0.03 0.04 0.03 0.05 0.04 0.04 0.05 0.05 0.04

Spontaneous

combustion
0.02 0.03 0.03 0.02 0.02 0.03 0.02 0.03 0.03 0.04 0.04 0.03 0.03

Su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R(%) 6.94 7.09 19.59 14.25 8.40 2.59 2.92 6.87 8.39 8.14 3.16 4.49 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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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앙구스플레이스

Risk Item

Risk Impact

Expert

1

Expert

2

Expert

3

Expert

4

Expert

5

Expert

6

Expert

7

Expert

8

Expert

9

Expert

10

Expert

11

Expert

12

Expert

13

Roof fall 0.27 0.14 0.24 0.38 0.19 0.11 0.16 0.18 0.18 0.19 0.20 0.15 0.22

Floor heave 0.26 0.09 0.04 0.24 0.13 0.08 0.11 0.09 0.09 0.11 0.12 0.12 0.16

Collapse of longwall
face

0.05 0.08 0.10 0.09 0.11 0.07 0.23 0.08 0.08 0.06 0.08 0.09 0.10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0.15 0.19 0.07 0.04 0.16 0.23 0.07 0.18 0.21 0.18 0.21 0.20 0.15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0.17 0.35 0.04 0.08 0.21 0.37 0.05 0.28 0.28 0.23 0.23 0.25 0.17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0.06 0.07 0.37 0.12 0.14 0.07 0.33 0.10 0.09 0.13 0.09 0.10 0.09

Subsidence 0.02 0.05 0.11 0.03 0.04 0.04 0.03 0.05 0.04 0.06 0.04 0.05 0.07

Spontaneous
combustion 0.02 0.03 0.03 0.02 0.02 0.03 0.02 0.04 0.03 0.04 0.03 0.04 0.04

Sum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CR(%) 13.36 4.02 14.14 15.07 7.33 3.65 2.92 7.64 4.72 4.03 2.67 3.55 8.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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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3. 암반공학시스템 분석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1) 탄층 두께 변화()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구분
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1.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3 2 3 2 4 2 3 3 4 4 3 4 3.15

2.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 2 1 1 3 2 1 2 3 3 3 4 4 2.46

3. 탄층 두께 변화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3 0 2 3 4 2 3 4 4 3 4 3 2.85

4. 탄층 두께 변화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2 2 2 3 3 2 2 4 4 3 4 3 2.77

5. 탄층 두께 변화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1 0 0 2 1 0 2 1 1 2 1 0.92

(2) 탄층 두께()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구분
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1. 탄층 두께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1 3 1 2 1 2 1 1 1 0 1 1 1.23

2. 탄층 두께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0 0 1 1 1 1 0 0 0 1 0 0 0.46

3. 탄층 두께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2 1 2 3 3 3 2 1 1 0 1 1 1.69

4. 탄층 두께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1 1 1 3 2 3 1 1 1 0 1 0 1.31

5. 탄층 두께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0 1 0 1 1 1 0 1 0 0 1 0 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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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탄층 경사()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구분
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1. 탄층 경사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4 3 3 3 4 2 4 3 4 3 3 4 3.38

2. 탄층 경사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3 3 3 3 3 2 3 3 3 3 3 4 3.08

3. 탄층 경사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1 2 2 3 2 2 2 1 2 1 2 1 1.77

4. 탄층 경사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1 1 1 3 1 2 1 1 2 1 2 1 1.46

5. 탄층 경사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1 3 2 3 2 1 0 1 2 1 1 1 1.46

(4) 천반상태()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구분
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1. 천반상태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 1 3 2 3 3 1 3 4 4 4 3 2 2.85

2. 천반상태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3 0 2 2 2 1 1 2 1 2 1 1 1.54

3. 천반상태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1 2 2 0 1 1 1 0 1 1 0 0.85

4. 천반상태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1 2 3 4 3 2 1 3 3 2 3 3 2.46

5. 천반상태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2 0 0 1 0 1 0 1 1 0 1 1 0.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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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바닥상태()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구분
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1. 바닥상태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0 0 2 2 1 0 1 0 1 0 0 0.62

2. 바닥상태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0 0 1 2 2 1 0 1 0 1 0 0 0.62

3. 바닥상태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1 0 1 2 0 1 0 0 0 0 0 0 0.38

4. 바닥상태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1 0 0 1 1 2 1 0 1 1 0 1 0.85

5. 바닥상태가 탄층 심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2 2 0 2 0 1 0 0 0 0 0 0 0.54

(6) 탄층심도()와 다른 요소들과의 관계

구분
Exp-
ert 1

Exp-
ert 2

Exp-
ert 3

Exp-
ert 4

Exp-
ert 5

Exp-
ert 6

Exp-
ert 7

Exp-
ert 8

Exp-
ert 9

Exp-
ert 10

Exp-
ert 11

Exp-
ert 12

Exp-
ert 13

Ave.

1. 탄층심도가 탄층 두께 변화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2 1 2 0 3 1 2 1 0 1 1 0 1 1.15

2. 탄층심도가 탄층 두께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1 2 1 0 2 2 3 1 1 0 0 1 0 1.08

3. 탄층심도가 탄층 경사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0 0 0 0 2 1 3 0 0 1 1 0 0 0.62

4. 탄층심도가 천반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 3 0 0 3 3 3 1 2 1 2 2 1 1.85

5. 탄층심도가 바닥상태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3 3 0 0 3 3 3 1 2 1 2 1 1 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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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velopment of Risk Analysis and Coal Production

Forecasting Models Applicable to Longwall Mines

Chung-Mo Koo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Longwall mines have been exposed many risks due to working in the

underground and using the large-scale automation machinery

equipments.

Generally, risk analysis in longwall mines is mainly performed by

qualitative risk analysis and recently, as various analytical methods

have been developed and introduced, researches on quantitative risk

analysis, which present numerically likelihood of occurrence or

consequence, is increasing.

However, most of them are limited for specific events and research

on comprehensive and quantitative risk analysis for the overall project

is insufficient.

In this study, to overcome this limitation, firstly, the risks that can

occur in longwall mines are classified into 8 items; roof fall, floor

heave, collapse of longwall face, jammed or broken of coal extraction

equipments, jammed or broken of coal transportation equipments,

delay of longwall relocation, subsidence and spontaneous combus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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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n a quantitative risk analysis model has been developed using

fault tree analysis (FTA) and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based

on the definition of ‘Risk= likelihood×consequence’. In this model,

FTA is used to calculate the risk probability and AHP is used to

evaluate the risk impact.

The developed risk analysis model is validated by applying it to

Springvale and Angus Place coal mines in Australia. The validations

are done by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risk levels calculated by

the risk analysis model and the downtime occurrences caused by the

risks in the two coal mines over the past 5 years.

In conclusion,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of Springvale (R2=0.955, RMSE=2.664) and

Angus Place (R2=0.965, RMSE=1.795) coal mines have been obtained.

These indicate that the risk levels evaluated by risk analysis model

closely coincide with the downtime occurrences.

Also, generally, when planning the production in the longwall mine,

the production of panel is calculated considering the length, width and

height of panel. But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expected and

the actual production due to the geological conditions. However there

is no quantitative criterion that can reflect the difference in

production when making the production plan, and therefore it is

calculated by the subjective judgement of the engineers.

In this study, in order to minimize the errors caused by personal

judgement, the production forecasting models considering geological

conditions have been developed using rock engineering systems (RES)

and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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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S based model uses 6 parameters (variation in seam

thickness, seam thickness, dip of seam, roof quality, floor quality and

depth of seam). And in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based model, 4

parameters except variation in seam thickness (high variation index

factor) and seam thickness (low correlation) are used through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 and multi-collinearity analysis.

For the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the production forecasting

models, 31 panel data sets are used from the Springvale and Angus

Place coal mine. The production forecasting models are developed

using 24 panel data sets and validated the suitability of the

forecasting models by using 7 panel data sets not used in the

forecasting models.

In conclusion, the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and root mean

square error (RMSE) for the RES based model (R2=0.777, RMSE=0.905)

and the multiple linear regression based model (R2=0.759, RMSE=1.149)

have been obtained. These indicate that the production can be

forecasted close to actual production through the forecasting models

considering geological conditions.

keywords : risk analysis, fault tree analysis (FTA), analytic hierarchy

process (AHP), risk level, rock engineering systems (RES), multiple

linear regression analysis, production forecasting

Student Number : 2007-30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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