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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Determination of Grout Injection Volume according to the 
Angle of Mine Cavity

Byung-yoon Lee, Seok-won Jeon, Tae-hyun Kim, Jung-woo Cho, Kwan-il Kim,
Tae-hyok Kim, Soo-lo Kim

Abstract Insufficient reinforcement for maximizing payability and benefits in mining cavities causes subsidence 
problems and it threatens residents' lives and properties. So many reinforcement management methods are developed 
and now various methods are being applied in the field. Among them, a filling method which sends reinforcement 
materials in the cavities is used extensively. However, domestic geological condition and coal mining methods are 
so complicate that make many steep cavities. Because of those problems, it is difficult to apply foreign methods 
directly, which is valid for horizontal cavities. In this study, the injection volume of quick setting grouting material 
which is developed for filling cavities in domestic condition and the shape of consolidated bodies are investigated. 
And a programming method for estimating proper injection amounts of filling materials is proposed. The results 
are verified by numerical analysis using U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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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채산성과 경제성에 따라 별다른 보강조치 없이 방치되고 있는 광산채굴적은 지반침하를 유발하여 주민들

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고 있다. 따라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한 보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현재 

다양한 보강공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공법은 채굴적 내부로 보강재료를 

압송하는 충전공법이다. 국내의 복잡한 지질환경과 채탄법은 다수의 급경사 채굴적을 형성하고 있어 수평 채굴

적에 주로 적용되었던 외국의 공법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효율적인 보강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급경사 채굴적 충전을 위해 개발된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기본물성 및 고결체 형성 형태를 파악하고, 
급결그라우트 댐 및 후방에 주입 가능한 뒤채움 재료의 적절 주입량 산정을 위한 도식법을 제안하였다. 도식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는 UDEC 수치해석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핵심어 광산채굴적, 지반침하, 충전공법, 급경사 채굴적, 도식법, UDEC

1. 서 론

1930년대 이후 국내에서 개발된 광산의 수는 총 

2006개로서, 이중 1276개가 폐광되었으며 730개는 가

행중이다. 광산에서 침하가 발생한 사례는 총 141건으

로, 휴.폐광산에서 60건, 가행광산에서 81건이 보고된 

바 있다. 이중 석탄광산 침하사례는 강원도 39개소, 경
상북도 24개소, 충청남도 11개소, 전라남도 2개소이며 

금속광산 침하사례는 강원도 3개소, 전라도 5개소, 경상

도 11개소, 충청남도 39개소, 기타 6개소가 보고되었다

(이동길 등, 2007). 이러한 침하의 원인은 광산 채굴적

의 경우 반영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굴착되는 토목 터

널과는 달리,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채광작업 기간 동안

의 자립만을 목적으로 굴착되고(Bieniawski, 1984) 채
광이 완료된 이후 별도의 보강 없이 방치되기 때문이다.

보강 없이 방치된 광산채굴적에 의한 지반침하는 주

요 시설물의 안정성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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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성분 조성

Ingredient
Part A Part B

Mixing ratio (%) Mixing ratio (%)

Calcium aluminate 
mineral 99.60 -

Methyl cellulose
(Anti-washout) 0.20 0.40

Plasticizer 0.10 0.20

Alkali Carbonates-2
(Setting controller) 0.10 0.02

Hardner - 0.60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 90.78

Mineral admixtures-1 - 4.00

Mineral admixtures-2 - 4.00
그림 1. 급결그라우트를 활용한 뒤채움공법의 개념도(이병

윤과 전석원, 2008)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광산 채굴적에 

의한 지반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의 피해를 예방 및 경감

시키기 위하여 현재 국내외에서는 지중으로 폐석, 자갈, 
모래 파쇄암 등의 골재 등의 재료를 압송하여 보강하는 

충전공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주로 광체가 수평으로 존재하는 미국, 호주, 영국의 

경우 채굴적 또한 수평으로 형성되어 채굴적 내부로 충

전 재료를 압송하여 충전재료를 쌓거나 모르타르나 콘

크리트를 주입하여 기둥을 형성하는 공법들이 주로 적용

되었다(Karfakis & Topuz, 1990, Donovan & Karfakis, 
2004). 그러나 국내의 경우는 지질구조가 복잡하고 붕

락식 채탄법이 주로 적용되어 가파른 경사의 채굴적이 

대다수 형성되어있어(김재동, 2004), 기존 공법을 그대

로 적용할 경우 급경사로 인해 재료가 유실되는 문제점

이 제기되어 왔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이러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1.5 shot 그라우팅 

공법을 제안하였다. 이 공법은 2개의 공급펌프를 사용

하여 2가지 급결 그라우트재료를 분리압송한 후 주입구

의 선단에서 교반하여 시공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그라우트 재료는 급결재료인 A

성분과 일반시멘트인 B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재료가 혼합되면 수 초 이내에 경화체가 형성된다. 뒤
채움공법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그라우트 재료의 급

결 경화특성을 이용하여 그라우트댐을 형성하여 채굴

적을 폐합한 후 후방에 값싼 보강 재료를 주입하는 방

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급결그라우트 댐의 형상, 안정성 

및 강도특성 파악을 위하여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일축

압축시험, 암석-그라우트 전단면의 직접전단시험, 경사

채굴적 축소모형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채굴적 경사

와 급결그라우트 댐의 안식각을 이용한 급결그라우트 

댐 형성 부피와 부착면적을 계산하기 위한 도식법을 제

안하였다. 도식법에서는 급결그라우트 댐에 가해지는 

뒤채움재료의 하중과 직접전단시험을 통해 파악한 점

착력과 마찰각을 이용하여 뒤채움주입량을 결정하였다. 
경사채굴적 축소모형시험을 통해 그라우트댐의 형성형

태를 관찰하였으며, 이 결과를 활용하여 도식법의 안식

각 산정과 UDEC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도

식해법을 통한 주입량의 계산과 UDEC을 통한 수직해

석의 결과를 비교하여 도식법 적용의 타당성을 검증하

였다.

2.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선정

2.1 재료의 조성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주)유니온에서 개발한 급

경사 채굴적 충전용 재료로서 주재료인 포틀랜드 시멘

트, 급결 반응을 유도하는 칼슘알루미네트계 급결제, 그
리고 급결보조제등으로 구성된다. 재료의 구성성분은 

표 1과 같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2.2 재료의 배합비

슬러리 상태의 A성분과 모르타르 상태의 B성분을 이

용하여 최적의 배합비를 결정하기 위해 수중불분리성 

혼화제 적용시험, 유동성 개선시험, 강도 향상을 위한 

배합시험, 급결보조제 조성의 조정시험, 알칼리탄산염 

적용시험 등을 통해 결정된 표준배합비를 적용하였다

(표 2), (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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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기중 성형 시료 (b) 수중 성형 시료

그림 2. 일축압축시료의 형태

표 2.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표준배합비

Part A (slurry) Part B (mortar)
Accelerator (kg) Water (kg) OPC (kg) Sand (kg) Water (kg)

323 258 445 445 311
Volume (cm3) Volume (cm3)

375 625

3. 그라우트 재료의 물성시험

3.1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일축압축시험

3.1.1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일축압축시험방법

일축압축시료는 50(직경) × 100(길이) mm의 원통형 

시료를 제작하였다(한국산업표준심의회, 2005). 공기중 

성형조건과 수중 성형조건에 대해 재령을 1시간, 3시간, 
12시간, 1일, 2일, 4일, 7일, 14일, 28일로 나누어 각 재

령별 4개씩의 시료를 제작하였다. 시료 제작 시 실제 교

반상태와 동일한 조건을 제공하기 위하여 A성분과 B성

분 재료를 각각 배합한 후 교반한 즉시 금속 몰드에 주

입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각 시료의 완성된 형태는 

그림 2와 같다. 시료제작 후 급결모르타르의 시간 변화

에 대한 물리적 특성 파악을 위하여 시료가 경화체를 

형성한 시간을 기록하고 목표 재령에 맞추어 일축압축

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재료는 일반 콘크리

트에 비해 약한 강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어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에서 권고하는 하중속도 0.6 ± 0.4 

MPa의 절반인 0.3 ± 0.2 MPa로 재하하였다(한국산업

표준심의회, 2005). 탄성계수는 할선탄성계수법을 적용

하여 산출하였다(이병윤과 전석원. 2008).

3.1.2 그라우트 재료의 일축압축시험결과

그라우트 재료의 일축압축시험결과는 표 3에 정리하

였으며 그림 3과 같이 초기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일축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뚜렷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

으며, 재령 약 7일 경과 후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일
축압축강도는 공기중 성형조건인 경우 경화체 형성 후 

약 1시간이 경과하면 7일 강도의 약 45%가 발현되며 

재령 3시간 경과 후 7일 강도의 약 50%가 발현되었다. 
재령 7일 경과 시점까지 일축압축강도는 지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였으며 재령 7일 경과 이후 수렴하는 양상을 

보였다. 수중 성형조건의 경우 경화체 형성 후 약 1시간

이 경과하면 7일 강도의 40%가 발현되며 3시간 경과 

후 7일 강도의 약 45%가 발현되었다. 수중 성형조건 시

료는 공기중 성형조건 시료의 약 60%의 일축압축강도

를 나타내었다. 탄성계수는 공기중 성형조건인 경우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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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그라우트 재료의 일축압축시험결과

Curing 
time

Cured in air, GPa Cured in water, GPa

UCS
(MPa)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UCS

(MPa)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1 hour 4.45 2.97 0.18 2.05 1.51 0.17

3 hour 5.05 3.96 0.20 2.51 1.73 0.19

12 hour 5.42 4.47 0.19 3.12 1.98 0.16

1 day 5.78 5.21 0.21 3.36 2.16 0.20

2 day 6.06 6.91 0.16 3.72 2.83 0.20

4 day 7.69 7.02 0.16 4.46 3.34 0.18

7 day 9.99 7.83 0.21 5.23 5.41 0.17

14 day 10.35 8.04 0.23 5.76 5.59 0.19

28 day 10.51 8.17 0.17 6.14 5.87 0.15

(a) 일축압축강도 (b) 탄성계수

그림 3. 재령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의 변화(이병윤과 전석원, 2008)

화체 형성 후 1시간 경과 시 7일 재령의 탄성계수의 약 

40%가 발현되었다. 재령 3시간 경과 시 7일 재령의 탄

성계수의 약 50%가 발현되었다. 재령 7일 이후에는 탄

성계수의 증가 폭이 줄어들어 수렴하는 특성을 보였다. 
수중 성형조건 탄성계수의 경우 재령 3시간에서 7일 재

령의 약 30%가 발현되며 재령 12시간에서 50% 이상 

발현되는 결과를 얻었다(이병윤과 전석원, 2008).

3.2 암석-그라우트 전단면의 직접전단시험

3.2.1 암석-그라우트 전단면의 직접전단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은 금속광, 셰일은 석탄광의 기

반암으로 가정하여 직접전단시험의 대상 시료를 화강암

과 셰일 2가지 암종으로 결정하였다. 화강암 암석시료는 

인공적인 균열을 발생시킨 전단면을 가지며, 셰일 시료

는 채취한 암석의 편평한 면을 직접 활용하였다. 각각 

시료의 크기는 150(길이) × 118(폭) × 65(높이) mm이다. 
화강암 시료의 거칢계수(JRC)의 평균은 18.3(±1.1), 셰
일 시료의 평균은 5.7(±2.1)로 계산되었다.

암석 시편의 상부에 몰드를 고정시킨 후 공기중 성형조

건인 경우 대기중에서 양생하였고, 수중 성형조건의 경우 

몰드를 수조 내에서 양생하였다. 시료는 A성분과 B성분 

재료를 교반 완료한 후 몰드 내로 그라우트 재료를 부어

넣고 시험 재령에 도달하는 시점인 1시간, 3시간, 12시간, 
1일, 7일 및 28일로 목표 재령을 설정하였다. 완성된 시

료의 형태는 그림 4와 같다(이병윤과 전석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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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강암 공기중 성형 조건 (b) 화강암 수중 성형 조건

(c) 셰일 공기중 성형 조건 (d) 셰일 수중 성형 조건

그림 4. 직접전단시험 시료 형태

3.2.2 암석-그라우트 전단면의 직전전단시험결과

급결그라우트 재료를 암석시료 상부에 타설, 양생하여 

부착시킨 시료를 재령 1시간, 3시간, 12시간, 1일, 7일 

및 28일 경과 후 직접전단시험을 실시하였다. 공기중 조

건의 경우 수직응력은 0.5 MPa, 1.0 MPa, 2.0 MPa를, 
수중 조건의 경우 0.15 MPa, 0.3 MPa, 0.5 MPa를 적용

하였다. 다음의 전단시험결과로부터 최대마찰각, 잔류

마찰각, 점착강도, 전단강성을 파악하였으며, 그 결과를 

표 4에 정리하였다.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각 물성치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일정 재령 경과 후 수렴하

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5, 그림 6).
공기중에서 양생된 화강암-그라우트 시료가 가장 큰 

전단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수중에서 양생된 셰일-그라

우트 시료가 가장 작은 전단강도를 나타내었다. 공기중 

시료의 경우 암석과 그라우트 재료가 분리된 이후 잔류

전단강도가 재령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수
중에서 양생된 시료의 경우에는 재료의 전단분리 이후 

시료가 크게 손상되어 잔류특성 파악이 불가능하였다. 
화강암-그라우트 경계면의 전단시험 결과, 재령 1일을 

기준으로 수중 양생된 시료의 경우 공기중 양생 경계면

에 비해 점착력은 약 52%, 최대마찰각은 약 10°, 전단

강성은 약 5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셰일-그라

우트 경계면의 전단시험 결과, 재령 1일을 기준으로 수

중 양생 경계면의 경우 공기중 양생 경계면에 비해 점

착력은 약 45%, 최대마찰각은 약 10°, 전단강성은 약 

7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기중에서 양생된 화강암-그라우트 경계면과 세일-

그라우트 경계면의 전단시험 결과를 고찰하면, 재령 1
일을 기준으로 셰일-그라우트 경계면은 화강암-그라우

트 경계면에 비해 점착력은 약 30%, 최대마찰각은 약 

15°, 전단강성은 약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
기중에서 양생된 화강암-그라우트 경계면과 수중에서 양

생된 셰일-그라우트 경계면의 전단시험 결과를 비교하면 

화강암-그라우트 경계면에 비해 셰일-그라우트 경계면의 

점착력은 약 60%, 최대마찰각은 약 25°, 전단강성은 약 

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윤과 전석원, 2008). 
이는 동일한 충전공법 적용시 급결그라우트 댐의 안정성

이 석탄광에 비해 금속광이 높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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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접전단시험 결과

Specimens Curing 
time

Normal 
stress
(MPa)

Peak shear 
strength
(MPa)

Residual shear 
strength
(MPa)

Shear 
stiffness 

(MPa/mm)

Peak 
friction 

angle (°)

Cohesion
(MPa)

Residual 
friction 

angle (°)

Normal stiffness

Initial
(MPa/mm)

Final
(MPa/mm)

Granite 
- 

grout

under
air 

condition

1 hour

0.5 0.50 0.27 0.38

28.2 0.26 21.5 0.66 1.381.0 0.84 0.36 0.66

2.0 1.32 0.84 0.66

3 hour

0.5 0.74 0.35 0.53

38.9 0.42 21.8 0.82 1.791.0 1.34 0.65 0.67

2.0 1.99 0.97 0.64

12 hour

0.5 1.21 0.87 0.76

43.1 0.95 35.5 0.89 2.671.0 2.20 1.07 1.38

2.0 2.72 1.91 1.44

1 day

0.5 1.69 0.83 1.59

60.1 1.07 39.1 1.05 4.181.0 3.18 1.79 1.36

2.0 4.42 2.16 2.02

7 day

0.5 1.99 0.97 0.88

63.2 1.26 51.3 1.58 4.711.0 3.61 2.09 1.92

2.0 5.08 2.94 1.67

28 day

0.5 2.08 0.96 1.61

61.9 1.56 51.6 1.69 5.661.0 4.04 2.72 1.51

2.0 5.09 3.08 1.65

Shale 
- 

grout

under
air 

condition

1 hour

0.5 0.26 0.11 0.20

23.4 0.06 20.8 0.66 1.261.0 0.53 0.25 0.21

2.0 0.92 0.67 0.40

3 hour

0.5 0.53 0.23 0.84

31.8 0.24 17.9 0.86 1.321.0 0.89 0.32 0.53

2.0 1.47 0.70 0.59

12 hour

0.5 0.98 0.40 0.80

39.2 0.63 24.8 0.89 1.381.0 1.52 0.66 1.09

2.0 2.23 1.10 1.36

1 day

0.5 1.06 0.25 0.88

45.2 0.77 39.0 0.98 2.891.0 2.11 1.13 1.30

2.0 2.68 1.56 1.66

7 day

0.5 1.18 0.37 1.08

47.2 0.83 40.3 1.51 4.691.0 2.18 1.53 0.70

2.0 2.89 1.79 1.13

28 day

0.5 1.19 0.36 1.02

49.5 0.73 37.2 1.63 5.051.0 2.08 1.15 1.24

2.0 3.01 1.58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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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직접전단시험 결과 (계속)

Specimens Curing 
time

Normal 
stress
(MPa)

Peak shear 
strength
(MPa)

Residual shear 
strength
(MPa)

Shear 
stiffness 

(MPa/mm)

Peak 
friction 

angle (°)

Cohesion
(MPa)

Residual 
friction 

angle (°)

Normal stiffness

Initial
(MPa/mm)

Final
(MPa/mm)

Granite 
- 

grout

under
water 

condition

1 hour

0.15 0.20 - 0.47

26.8 0.14 - 0.09 0.160.3 0.31 - 0.24

0.5 0.38 - 0.18

3 hour

0.15 0.36 - 0.22

33.2 0.27 - 0.37 1.150.3 0.47 - 0.28

0.5 0.59 - 0.33

12 hour

0.15 0.41 - 0.26

34.2 0.32 - 0.52 1.310.3 0.54 - 0.38

0.5 0.65 - 0.41

1 day

0.15 0.68 - 0.79

50.1 0.51 - 0.25 1.660.3 0.88 - 0.87

0.5 1.10 - 0.73

7 day

0.15 0.80 - 1.00

52.1 0.65 - 0.67 1.330.3 1.11 - 0.81

0.5 1.26 - 0.92

28 day

0.15 0.67 - 0.35

50.8 0.53 - 1.09 2.740.3 0.97 - 0.76

0.5 1.11 - 0.54

Shale 
- 

grout

under
water 

condition

1 hour

0.15 0.18 - 0.19

24.2 0.12 - 0.15 0.370.3 0.28 - 0.18

0.5 0.34 - 0.25

3 hour

0.15 0.20 - 0.28

24.3 0.14 - 0.19 0.390.3 0.29 - 0.22

0.5 0.36 - 0.26

12 hour

0.15 0.37 - 0.45

30.2 0.27 - 0.21 0.830.3 0.42 - 0.30

0.5 0.57 - 0.44

1 day

0.15 0.54 - 0.36

35.7 0.41 - 0.57 1.120.3 0.62 - 0.37

0.5 0.79 - 0.33

7 day

0.15 0.56 - 0.40

37.6 0.45 - 0.60 1.010.3 0.68 - 0.74

0.5 0.83 - 0.32

28 day

0.15 0.63 - 0.40

41.2 0.51 - 0.99 2.190.3 0.80 - 0.32

0.5 0.94 -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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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강암 - 그라우트 경계면 (b) 셰일 - 그라우트 경계면

그림 5. 재령에 따른 최대마찰각의 변화(이병윤과 전석원, 2008)

(a) 화강암 - 그라우트 경계면 (b) 셰일 - 그라우트 경계면

그림 6. 재령에 따른 점착력의 변화(이병윤과 전석원, 2008)

4. 경사채굴적 축소모형시험
 

4.1 경사채굴적 축소모형시험 시험방법

그라우트 고결체 형성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 

7과 같은 형태의 장비를 제작하여 경사 채굴적 축소모

형시험을 실시하였다. 축소모형시험 장치는 교반모터, 
교반모터의 회전속도를 조정하는 조정장치, A성분 공급

장치, B성분 공급장치 및 모형 경사채굴적으로 구성되

어있다. 모형 경사채굴적은 길이 120 cm, 높이 20 cm, 
폭 5 cm의 크기로 제작되었다. 주입선단에서 각 재료의 

교반이 이루어지는 1.5 Shot 그라우트 공법을 모사하기 

위하여 A성분 공급 장치와 B성분 공급장치로 각 재료

를 분리･공급하도록 설계하였으며, 교반장치로 공급된 

각 재료는 교반모터의 회전을 통해 급속 교반되어 모형

채굴적 내로 주입된다. A성분과 B성분의 배합비를 조

절하기 위해 A성분 공급장치와 B성분 공급장치의 배출

구에 밸브를 설치하였으며, 밸브를 통해 주입량을 제어

하여 표 2의 표준배합비를 따를 수 있도록 하였다.
모형채굴적의 바닥면은 셰일의 거칠기와 비슷한 수치

의 거칠기로 시험을 진행하기 위하여 타일의 상부에 초

속경 시멘트와 모래를 배합한 모르타르를 타설하여 거

칠기를 형성하였다. 모형채굴적의 폭은 5 cm이며 시험

시작 후 급결그라우트 재료가 모형 채굴적 내에서 약 

15 cm 높이까지 고결체를 형성할 때까지 주입하였다. 
채굴적의 경사를 0°, 15°, 30°, 45°, 60°로 증가시키며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60°를 초과한 경사에 대한 시험은 

모형 경사채굴적이 고결체의 부착 가능길이보다 짧아 

시험이 불가능하였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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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경사채굴적 축소모형체시험 급결그라우트 댐 형태 측정 결과

Angle of inclination
(°)

Length of grout dam 
(cm)

Height of grout dam
(cm)

Angle of grout dam
(°)

Weight of grouting 
material (g)

0 25 15 31.0 2220

15 35 15 23.2 2940

30 60 15 14.0 4730

45 80 15 10.6 5270

60 65 10 8.8 2930

(a) 축소모형 시험장치 (b) 교반장치

그림 7. 경사채굴적 축소모형 시험장치

4.2 경사 채굴적 축소모형시험결과

모형 경사채굴적의 형태 측정에 앞서 3차원 레이저 측

정장치(배기윤, 2002)를 이용하여 모형 채굴적 바닥면

의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측정한 3차원 좌표정보로부터 

식 (4.1)을 이용하여 절리면 기울기의 평방평균값(root 
mean square of the first derivative of the profile, Z2)
을 계산하였다. JRC (Joint Roughness Coefficient)는 

Tse & Cruden (1979)이 제안한 상관관계식 (4.2)를 

이용하여 계산한 결과, 바닥면 거칠기는 3.2로 계산되

었다.

Z2=tanirms=








  

  


 



















  

 

 

   
 






(4.1)

    (4.2)

모형 채굴적의 경사를 0°, 15°, 30°, 45° 및 60°로 증

가시키며 축소모형시험을 수행한 결과 그림 9와 같은 

형태로 급결그라우트 댐이 형성되었다. 급결그라우트 

댐의 부착길이와 높이를 측정하여 급결그라우트 댐 형

성각(안식각)을 산정하였다.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굴적의 경사가 증가함에 따라 댐 형성각은 점차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동일한 높이의 급결그라우트 

댐 형성에 필요한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주입량은 증가

하였다(그림 8). 또한 경사의 증가에 따라 채굴적과 그

라우트 댐의 부착 길이는 점차 증가하고 채굴적 경사 

반대 방향으로의 부착 길이는 점차 감소하였다. 시험과

정 중 각 성분의 재료가 표준배합비로 교반되지 못하는 

경우 급결특성이 저하되어 재료의 유실 문제가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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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굴적 경사에 따른 그라우트 댐 형성 각 (b) 채굴적 경사에 따른 급결그라우트 주입량

그림 8. 모형 채굴적 경사에 따른 그라우트 댐 형성 각 및 주입량

였다. 따라서 실제 시공에 적용하기 위해선 표준배합비 

유지가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는 급결그라우트 

댐의 형성 형태 및 각도를 정리한 결과이다. 60° 경사의 

시험은 모형 채굴적의 규모의 한계로 10 cm 이상의 고

결체 형성이 불가능하였다. 축소시험을 통해 파악한 그

라우트 댐의 형성 형태를 도식해법의 변수로 입력되는 

안식각 산정과 UDEC의 경사체 모델링에 활용하였다

(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5. 도식법을 활용한 주입량 산정 및 UDEC 해석을 

통한 검증

5.1 도식법을 이용한 주입량 산정

급경사 광산 채굴적 보강에 필요한 급결 그라우트 댐 

부피, 접촉면적 그리고 뒤채움량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

림 10과 같은 도식법을 고안하였다. 채굴적의 형태는 

직사각형으로 가정하였으며 채굴적의 경사와 그라우트 

댐 형성각의 합을 안식각  , 채굴적의 높이 h, 채굴적

의 폭 b로 정의하여 그라우트 댐의 부피를 구하기 위한 

식 5.1과 채굴적과 접착면적을 구하기 위한 식 5.2를 제

안하였다. 본 수식들은 그라우트 댐이 경사채굴적인 경

우에서도 좌우 대칭으로 형성된다는 가정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축소모형시험 결과(그림 9)에 근거하여 삼각

기둥의 형태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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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 



 
    


  

  (5.2)

주입량을 결정하기 위해 공학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Mohr-Coulmb 파괴조건식(Barton & Choubey, 1976)을 
사용하였다. 그라우트 댐의 형성 후 뒤채움재료가 타설

되는 비교적 짧은 기간 동안에는 상부의 지압에 의한 

수직하중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경사진 채굴적 

위의 그라우트 댐과 뒤채움재료의 하중에 의한 힘 중 

경사면에 평행한 분력과 경사면에 직각인 분력에 의해 

그라우트 댐의 안정성을 판단할 수 있다(그림 11). 식 

(5.3)에서 표현된 바와 같이, 댐과 뒤채움재의 자중에 

의한 경사면에 평행한 분력과 경사면에 직각인 분력의 

차가 마찰계수 값보다 작은 경우 댐은 부착력을 잃지 

않고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5.3)

식 (5.3)에서 뒤채움재료의 항인에 대하여 식을 

정리하면 주입량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식 (5.4)로 표현된

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5.4)

5.2 재령경과에 따른 물성 파악 및 주입량 계산을 

위한 프로그램

본 연구에서는 재료의 물성 및 암석-그라우트 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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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채굴적 각도 0° (b) 채굴적 각도 15°

(c) 채굴적 각도 30° (d) 채굴적 각도 45°

(e) 채굴적 각도 60°
그림 9. 채굴적 경사에 따른 급결그라우트 고결체 형성

Width of mine cavity : b Height of mine cavity : h
Angle of repose :   Inclination angle of Mine cavity : 
Angle of grout dam :      ,     

그림 10. 그라우트 댐의 부착면적과 주입부피를 계산하기 위한 도식법

의 물성의 재령 경과에 따른 변화를 파악하고 급결그라

우트 재료 및 일반 뒤채움 재료의 주입량을 신속, 정확

하게 계산하기 위하여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재령 경

과에 따른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물성 및 암석-그라우트 

전단면의 물성을 계산하기 위하여 일축압축, 삼축압축, 
간접인장, 암석-그라우트 전단면의 직접전단시험을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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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of filling material : Wfm Weight of grout dam : Wgd

Inclination angle of Mine cavity :   Friction angle of grout-rock interface : 
Friction angle of backfill material :  Cohesion of grout-rock interface : C

그림 11. 채굴적 내 그라우트 댐과 뒤채움재료 힘의 작용

해 파악한 결과를 시간을 변수로 하는 지수함수형태로 

회귀(장수호 외, 2004)하여 프로그램 상에 반영하였으

며, 회귀식들은 표 6에 정리하였다.
프로그램 구동 전 갱내수의 유무와 거칠기 정도로 채

굴적 초기조건을 결정하도록 하였다. 즉 타설 조건인 

갱내수(無) 거칠기(高), 갱내수(無) 거칠기(低), 갱내수

(有) 거칠기(高), 갱내수(無) 거칠기(低) 4가지 중 1가
지를 선택한 후 재령을 입력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입력한 재령에서의 물성치들이 그리드 창에 표시된다.
또한 급결그라우트 주입량 산정 및 뒤채움량 결정을 

위하여 프로그램 상에 앞서 제안한 도식해법을 적용하

였다. 급결그라우트 주입량 산정 및 뒤채움량의 계산은 

채굴적 폭, 채굴적 높이, 마찰각, 점착력, 안식각, 채굴

적 경사, 급결그라우트 재료의 밀도, 뒤채움 재료의 밀

도, 안전계수들을 변수를 입력하여 급결그라우트 주입

량, 부착면적, 급결그라우트 주입부피 및 급결그라우트 

댐의 후방에 뒤채움을 실시하는 경우 최대 뒤채움 부피 

및 급결그라우트 단위부피당 뒤채움량을 계산할 수 있

다. 변수들을 입력한 후 계산 버튼을 누르면 하단의 빈

칸에 계산 결과가 표시된다. 프로그램상의 안전계수가 

1인 경우 그라우트 댐의 부착력과 뒤채움재료의 하중에 

의한 힘이 한계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다. 따라서 안전계

수는 채굴적 내부의 상태,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1이상

의 값을 선택하여 적용하여야한다. 그림 12는 프로그램

의 실행 화면이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8).

5.3 도식해법을 이용한 주입량 산정의 검증 

본 연구에서는 개별요소법인 UDEC(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을 이용하여 도식법을 근거로 제작한 프

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Itasca Consulting 
Group, 2004). 본 해석기법에서는 블록들은 변형이 발

생하지 않는 강성블록(rigid block)과 변형이 발생하는 

변형가능 블록(deformable block)으로 나누어지며, 변
형가능 블록 내부의 응력과 변위는 유한차분법을 이용

하여 연속체 요소로 분할되어 계산된다(선우춘과 한공

창, 1998). 따라서 상기 수치기법은 본 연구의 그라우트 

재료 부착면의 전단저항력을 검증하기에 적합한 프로

그램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채굴적의 경사에 따른 뒤채움 시공시 

그라우트 댐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13
과 같이 채굴적의 경사를 15°, 30°, 45°, 60°로 수치해

석 모델을 제작하였으며 도식해법을 통해 파악한 급결

그라우트 댐의 접착면적, 안식각을 모델에 반영하였다. 
채굴적 높이는 1.5 m이며 해석 대상 암반은 50 × 50 m
이다.

해석 대상인 급결그라우트 재료는 타설 후 후방에 주

입되는 시기가 상부에서의 지압이 발생하기 이전의 상

태이므로 채굴적의 상부와 채굴적의 하부는 고정시켰

다. 그리고 그라우트 댐의 후방으로부터 채굴적의 경사

와 같은 방향으로 하중을 가해 뒤채움재료에 의해 발생

하는 하중을 모사하고자 하였다. 그라우트 댐과 채굴적 

암반사이의 물성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내시험결과

에 근거하여 결정하였고, UDEC 해석의 기초 입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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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시험결과들의 회귀식

Curing condition Specimen type Shear physical property Regression formula [t: time (day)]

Air

Grout colum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UCS = -6.14･℮(-t/4.89) + 10.72
Elastic modulus (E) E = -4.73･℮(-t/1.68) + 7.96

Tensile strength (TS) TS = -1.09･℮(-t/4.88) + 1.81
Internal friction angle (i) i = -17.27･℮(-t/0.77) + 59.96

Cohesion (c) c = -1.61･℮(-t/1.63) + 2.08
Density ()  = 0.22･℮(-t/0.94) + 1.51

Granite-grout

Peak friction angle (p) p = -34.95･℮(-t/0.59) + 63.01
Cohesion (c) c = -1.19･℮(-t/0.62) + 1.40

Shear stiffness (Ks) Ks = -1.42･℮(-t/0.66) + 1.67
Initial normal stiffness (Kni) Kni = -0.95･℮(-t/2.37) + 1.66
Final normal stiffness (Knf) Knf = -4.04･℮(-t/0.86) + 5.21

Shale-grout

Peak friction angle (p) p = -25.20･℮(-t/0.44) + 48.13
Cohesion (c) c = -0.84･℮(-t/0.29) + 0.78

Shear stiffness (Ks) Ks = -1.60･℮(-t/0.06) + 0.99
Initial normal stiffness (Kni) Kni = -0.88･℮(-t/3.12) + 1.62
Final normal stiffness (Knf) Knf = -3.91･℮(-t/2.08) + 4.96

Water

Grout column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UCS = -3.60･℮(-t/4.41) + 6.01
Elastic modulus (E) E = -4.50･℮(-t/5.32) + 5.99

Tensile strength (TS) TS = -0.65･℮(-t/1.80) + 0.98
Internal friction angle (i) i = -9.85･℮(-t/1.06) + 42.54

Cohesion (c) c = -0.66･℮(-t/1.71) + 0.78
Density ()  = 0.19･℮(-t/1.09) + 1.89

Granite-grout

Peak friction angle (p) p = -25.79･℮(-t/0.69) + 51.94
Cohesion (c) c = -0.45･℮(-t/0.73) + 0.59

Shear stiffness (Ks) Ks = -0.98･℮(-t/0.97) + 1.02
Initial normal stiffness (Kni) Kni = -0.72･℮(-t/0.12) + 0.61
Final normal stiffness (Knf) Knf = -3.03･℮(-t/0.04) + 1.32

Shale-grout

Peak friction angle (p) p = -17.01･℮(-t/0.75) + 39.50
Cohesion (c) c = -0.40･℮(-t/0.69) + 0.48

Shear stiffness (Ks) Ks = -0.29･℮(-t/0.13) + 0.39
Initial normal stiffness (Kni) Kni = -0.52･℮(-t/0.83) + 0.62
Final normal stiffness (Knf) Knf = -0.85･℮(-t/0.38) + 1.08

그림 12. 재령에 따른 물성 및 급결그라우트와 뒤채움재료 주입량 파악을 위한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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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도식법과 수치해석을 통한 주입량 파악 결과

Inclination of mine cavity (°) Volume of grout dam (㎥) Graphical method (ton) Numerical method (ton) 

15 3.47 455 548

30 4.84 321 347

45 5.81 267 242

60 6.37 237 210

(a) 채굴적 경사 15° (b) 채굴적 경사 30°

(c) 채굴적 경사 45° (d) 채굴적 경사 60°

그림 13. 수치해석 모델

는 거칠기가 낮고 갱내수가 존재하지 않는 조건의 재령 

3시간에 대한 물성치를 활용하였다. 파괴조건은 도식법

과 마찬가지로 Mohr-Coulomb 조건을 적용하였다. 수
치해석은 각 해석 대상에 대해 작용하중을 점차 증가시

켰을 때 그라우트댐 체(體)에 최초의 변위가 발생하는 

시점에서의 하중을 한계 평형상태의 하중으로 판단하

였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모델의 경우 개별 블록의 

변형이 무시될 수 없는 상황으로서, 강체로 가정하지 

않았으며 변형가능요소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따라서 

모델의 내부를 유한차분 삼각형 요소로 분할하여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이와 같이 수행한 실험에서도 본 결

과와 같이 완전소성거동을 나타내었다.
도식해법과 수치해석을 통하여 파악된 주입량 수치는 

표 7에 정리하고 그림 14에 도시하였다. 경사에 따른 

주입량 결과는 두 방법 모두 고경사일수록 뒷채움 주입

략이 감소하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경향을 보였다. 비교

적 낮은 경사각인 15°와 30°에서는 수치해석에 의한 결

과가 조금 크게 나타났으며 45°와 60°의 고각에서는 도

식해법의 경우가 약간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점착력과 

마찰각만을 변수로 계산되는 도식법에 비해 마찰각,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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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도식법 및 수치해석 주입량 파악 결과 비교

착력, 전단강성, 수직강성, 팽창각 등의 다양한 물성이 

종합적으로 해석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광

해관리공단, 2008). 

6. 결 론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공기중 및 수중 성형 조건에 대한 물성시험결과 일

축압축강도, 탄성계수의 물성은 재령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재령이 약 7일 경과 후 

수렴하는 양상을 나타냈다. 그라우트-암석 직접전단

시험 결과 역시 공기중 및 수중 성형 조건에서 재령 

경과에 따라 마찰각, 점착력 및 전단강성이 증가하

였다. 일축압축시험 및 직접전단시험 결과는 시간을 

변수로 하는 지수함수형태로 회귀하였다.
2) 주입량 판단을 위한 축소모형 시험결과 채굴적 경사

가 급경사일수록 그라우트 댐의 차오름 각도가 작아

지는 반면, 부착면적과 그라우트 주입량은 증가하였

다. 시험과정 중 A성분과 B성분의 재료가 표준배합

비로 교반되어 주입되지 않는 경우 급결특성이 저하

되어 급경사의 경우 재료의 유실 문제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주입시 표준배합비의 유지가 보강효과 발현

에 중요한 변수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에서는 급결그라우트 댐의 주입부피, 접착면

적 및 댐의 후면으로 주입 가능한 최대 뒤채움량의 

계산을 위하여 도식법을 제안하였으며, 후속 연구를 

통해 폭이 넓은 채굴적인 경우 원기둥 형태의 급결

그라우트 댐 형성의 고려 및 실제 시공을 통한 댐 

형태의 비교 분석을 통해 도식법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도식법에 재령별 물성

변화를 고려한 회귀식을 도입하여 보강공법 적용 시 

뒤채움량을 결정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프로그램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도식법과 동

일한 조건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도식해법과 

수치해석결과가 비교적 잘 부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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