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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 파쇄시설 구축을 위한 갱도 안정성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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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Analysis on the Crushing Facility Space in Mine Tunnel
Jong-Gwan Kim, Hyung-Sik Yang, Won-Beom Kim, Myoung-Hwan Jang, Tae-Wook Ha

Abstract In this study, a survey of structural geology and discontinuities were carried out on the space in a limestone 
mine where the construction of crushing facilities is in planning. The stability of the site was analyzed by rock 
mass classifications and numerical analysis. Through these analyses, it could be known that removal of pillars could 
make the stability problems in the mine and the supports for pillars must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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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파쇄시설의 갱내 구축을 검토 중인 석회석광산의 예정 부지에 대한 지질조사, 불연속면조사를 실시하고 

암반분류와 수치해석을 통해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공간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제거는 채굴 갱도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의 내압강도 증가를 위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수치해석, 파쇄시설, 안정성평가

1. 서 론

최근의 광산 개발은 과거와는 달리 환경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진행되고 있다. 광산개발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 이른바 광해의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사후 처리를 통해서 민원 인자를 해소함으로써 안정적

이고 지속적인 광산운영을 기대할 수 있게 된다. 한국

광물자원공사에서는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광물자원의 갱내개발을 유도하고 있으

며, 채광, 파·분쇄 및 분급장비, 운반, 제련시설 등의 갱

내 설치 전환 등을 포함하는 현대화 개발 사업을 시행

하고 있다. 
OO광산은 진동, 소음 및 분진 등이 발생되는 파쇄시

설의 갱내 구축을 검토 중에 있다. 대상 광산은 주방식 

채광법(room and pillar method)으로 개발 중이며, 파·
분쇄시설의 설치 예정 부지에는 크기와 형상이 다른 6

개의 광주(pillar)가 존재하고 있다. 현재 운반 갱으로 

활용되고 있어 대형 운반 장비의 운행으로 인해 갱도에 

피로하중이 누적되고 있으며 현장조사와 시추주상도 

분석 결과 갱도 천반에는 박리성 절리들이 다수 혼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채굴갱도 내 파쇄시설의 예정 부

지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분류를 실시

하고, FLAC2D 
수치해석을 통해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

였다.

2. 현장조사 및 암반분류

2.1 지질 및 지형

본 광산의 지질은 캠브리아기~오도비스기의 조선누

층군 대석회암층군에 속하는 풍촌층, 화절층, 동점규암

층, 두무동층 및 막동층이 분포하며 후기에 암맥들이 

관입하고 있다. 풍촌층은 본 역 최고기 암층으로 주로 

예미 1호의 동측부와 예미 2호의 남측부에 비교적 폭넓

게 분포한다. 본 암층은 치밀, 미립질의 백~유백, 회~담
회색의 석회암과 회~암회색의 백운암으로 구성되나 크

게 하부 회~암회색 석회암대, 중부 담회~회색 백운암대

와 상부의 유백~백색의 석회암대로 구분된다. 하부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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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광주 상황도

회암대는 미립 내지 세립의 괴상 또는 판상석회암으로 

구성된다. 상부의 유백~백색 석회암대는 화절층과 경계

를 이루며 연속적인 분포를 보이나 일부 단층으로 단절

되기도 한다. 본 광구 내에서 관찰되는 고품위대 중 화

절층 직하부에는 2~5 m 두께의 어란상 석회암이나 석

회암-백운암 또는 석회암-셰일의 호층대가 불순대로 협

재하는 곳도 있다. 본 층의 주향은 북동측에서는 N 주
향에 10°서경하며, 남부에서는 N25~70E 주향과 20~40NW 
경사가 우세하다. 화절층은 하부의 풍촌층과 정합적인 

관계를 가지며 지표상에서 가장 넓은 분포면적을 가지

며, 구성암석은 석회질셰일, 석회암, 슬레이트로서 이들

이 호층을 이루나 하부는 슬레이트, 상부는 석회암의 

분포가 우세하다. 
지형은 NW방향의 계곡부에 위치한 429번 지방도로

를 경계로 동측부는 예미 1호 광구 북측 경계부의 952.4 
mL 고지와 거칠현치를 거쳐 동남측 예미 2호 광구의 

903.1 mL 고지를 잇는 NW-SE 주능과 이곳에서 분지

되는 NE-EW방향의 능선들이 주요 산계를 형성한다. 
도로 서측부는 예미 22, 23호 광구 경계부에 위치한 백

이산(971.5 mL)을 중심으로 한 NW방향의 주능선과 

이로부터 분지되는 EW능선 및 NE능선이 주요 산계를 

형성한다. 이들 일련의 능선들은 대부분 20~30°의 급경

사를 이루는 장년기 지형의 특징을 보여준다. 조사지역 

일대는 대부분 풍화에 강한 석회암 지대로 전반적으로 

NE방향의 지층구조를 보여 지형이 지질의 규제를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한국광물자원공사, 2009).

2.2 현장조사 및 물성실험

그림 1과 그림 2의 갱도 채굴지역과 채굴광주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해당 구간의 1번 광주와 2번 

광주 사이는 운반갱도로 활용되고 있어 덤프트럭과 같

은 중장비의 통행이 잦은 상태이다. 1번 광주와 2번 광

주사이의 운반갱도는 8~9°정도의 경사를 가지고 있어 

경사 상향으로 이동을 위해 운반 장비는 가속을 하게 

되고 하향 운행 시 경사에 의한 자연가속으로 인한 교

통하중으로 광주에 피로하중이 누적되고 있다. 
현장조사 결과 갱도의 높이가 높고 광주의 상부에서 

상부지압에 인장균열이 다수 발생되어 있다. 광주별 현

장조사 내용은 표 1과 같으며 5번 광주의 상부는 공동

의 안정성에 중요한 부분이나 현재 폐석으로 충전 되어

져 있어 조사가 어려운 상태이다.
암석의 역학적 특성은 갱도설계에 필요한 기본 자료

로서 암반의 굴착과 갱도의 변형거동을 분석하는데 이

용되는 중요한 자료이다. 현장시료의 물리‧역학적 특성



터널과 지하공간 147

표 1. 현장조사

광주 조사 내용

1 · 두개의 절리군 (N80W, 30NE), (N75W, 60NE) 존재.
· 1번, 2번 광주 사이의 수평광주에 낙석이 예상되고 있음.

2
· 두개의 절리군(N35E, 80SE), (N20W, 75SW) 존재.
· 2번 광주와 측벽 사이 지하수의 유입.
· 2, 3번 광주와 1, 2번 광주 경계면 상부는 많은 하중을 받고 있음.

3
· 두 개의 절리군(N25E, 85SE), (N30W, 75SW) 존재.
· 발파로 인한 균열들이 다수 존재.
· 절리군이 지면에서 상부까지 연속성을 가지고 있음.

4 · 한 개의 절리군(N30E, 60NW) 존재.
· 4, 5번 광주 사이 곳곳에 낙석이 확인됨.

5 · 광주 상부는 지압에 의해 일부 인장성 파괴가 진행됨.

6 · 두개의 절리군(N20W, 60NE), (N89E, 80NW) 존재.
· 측벽 상부 중단에 직경 70 cm, 깊이 30 cm 가량의 홈이 발견됨.

측벽

· 측벽 상부에 절리로 보이는 검은색의 돌로마이트가 대상으로 존재.
· 층상의 불연속면이 다수 존재.
· 중심부의 광주와 달리 일부 점토가 충전된 것으로 보임.

(a) 광주 1 (b) 광주 2 (c) 광주 3

(d) 광주 4 (e) 광주 5 (f) 광주 6

그림 2. 현장조사

표 2. 실내실험결과

(kN/㎥)  (m/sec)  (MPa) (MPa) E(GPa) 

2.72 5,216 6.5 73 32 0.22

을 파악하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단위중량, 탄성파속

도, 일축압축강도, 인장강도, 탄성계수 등을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는 표 2와 같다. 본 광산 석회석의 압축강도

는 평균 73 MPa 정도로 건설표준품셈의 내압강도로 볼 

때 연암으로 판정된다.

2.3 현지암반의 공학적 분류

본 광산의 갱도에 파쇄시설을 구축하기 위하여 그림 

1의 채굴지역과 광주에 대한 암반의 공학적 분류를 실

시하였다. 파쇄시설 구축을 위한 구갱도의 광주와 채굴

지에 대한 분석결과 RMR은 평균 60으로 암반의 공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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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암반분류결과

위치 1-광주 2-광주 3-광주 4-광주 6-광주 평균

RMR 58 62 68 60 52 60

5 2 1

그림 3. 해석모델

표 4. 수치해석 입력자료

(kN/㎥) E(GPa)  c(MPa)  (MPa) (°)

2.72 19 0.22 4.95 2.2 34.9 그림 4. 응력측정지점

적 특성은 보통~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Q값은 

13으로 1, 2, 3번 광주는 매우양호, 4번 광주, 6번 광주

는 불량으로 조사되었다(표 3).

3. 모델링

3.1 모델 구조

해석 단면은 시설부지 공간 중 광주사이의 최대스팬 

구간(1, 2, 5번 광주 교차 단면)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3). 이러한 해석단면은 5번 광주, 2번 광주 등의 

응력분포에 따른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함이다. 갱도에 

의한 암반 이완의 영향을 고려하여 해석단면의 크기를 

335 m×200 m로 설정하였다. 광주의 크기는 1번(19 m×20 
m), 2번(10 m×20 m), 5번(24 m×20 m)이다.

3.2 입력자료 산정

실험과 현장조사 결과를 가지고 현지암반의 특성치들

을 보정함으로서 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를 결정하였다. 
탄성계수(Em)는 Bieniawski(1978)가 제안한 식 (1)을, 
점착력(cm)과 내부마찰각( )은 Truman(1988)이 제안

한 식 (2)와 식 (3)을, 인장강도()는 Hoek와 Brown(1980)
이 제안한 식 (4)를 이용하였으며, 밀도와 포아송비는 

실내실험 결과를 적용하였다(표 4).

  (GPa) (1)

   (MPa) (2)

   (°) (3)

  


 (MPa) (4)

대상 광산은 강원도 정선지역에 위치하며, 석회석 광

산이어서 인접한 상동지구의 풍촌층에 대한 초기지압 

계수 0.9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수직응력은 심도 평균 

150 m, 단위중량 2.7을 이용하여 4 MPa, 수평응력은 3.6 
MPa로 산정되었다. 

3.3 안정성 해석

FLAC2D
를 이용하여 채굴 갱도 내 파쇄시설 구축을 

위하여 대상 부지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해석순서는 

굴착 후 무지보 상태 (1단계), 록볼트와 1차 숏크리트 

타설 (2단계) 및 2차 숏크리트 타설 (3단계) 시기로 나

누어 해석하였다. 천반과 좌우 측벽 및 광주의 좌우 측

벽 등 그림 4와 같이 9개의 지점에서 응력 및 변위분포

를 검토하여 보았다. 
수치해석은 응력-변형률 관계를 표현하는 구성방정식

의 타당성에 해석결과가 크게 좌우되며 구성모델에 따

라 적용 특성치를 산정하여야 하므로 본 해석에서는 탄

소성 모델인 Mohr-Coulomb 항복기준을 사용하였다. 2
차원 해석에서의 암반의 거동은 시공 시 막장으로부터 

떨어진 거리와 관계없이 갱도 축과 직각방향으로 지반

의 아칭현상이 발생하며 갱도 축과 평행한 방향으로 발

생한다. 두개 이상의 평면 안에 발생하는 아칭상태는 

하중을 3차원으로 분산시키며 이러한 3차원 아칭효과

를 2차원으로 단순화 시키는 과정을 적용하기 위해 표 

5와 같이 하중분담율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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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xx-stress yy-stress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5. 응력상태

표 5. 하중분담율

구분 굴착 R/B+연한 S/C 강한 S/C

외력 100 100 100

하중분배율 -50 -25 0

실제 작용력 50 75 100

표 6. 3단계 보강 후 응력상태

측점  (MPa)  (MPa)

① 0.05 2.62

② 0.75 0.0004

③ 0.04 2.58

④ 0.99 0.001

⑤ 0.06 2.62

⑥ 0.37 0.002

⑦ 0.01 2.47

⑧ 0.17 0.003

⑨ 0.02 0.83

그림 5는 1~3단계 X, Y축 방향 응력상태로 굴착 이

후 각 단계별 응력 분포는 갱도 및 광주의 좌우측 측벽

을 중심으로 다소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특히 1단계인 무지보 상태에서는 일부지점에서 불안전

한 양상을 나타내었다(표 6).
표 7은 그림 6의 굴착단계별 주응력의 변화를 정리한 

것이다. 응력해석을 위하여 주요지점에서 얻어진 주응

력 값을 이용하여 Mohr-Coulomb 파괴포락선의 () 
좌표계의 식 (5)를 주응력 좌표계 ( )의 식 (6)으
로 변환하여 굴착 후 일반적인 지반거동과 같이 변위수

렴 과정을 거쳐 안전율을 평가하였다(양형식, 장명환, 
2002).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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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최대주응력 최소주응력

1단계

2단계

3단계

그림 6. 주응력상태

표 7. 3단계 보강 후 주응력상태 및 안전율

측점   (MPa)   (MPa) M-C 응력 안전율

① 2.62 0.05 2.63 1.01 

② 0.75 0.0004 2.51 3.35 

③ 2.58 0.04 2.61 1.01 

④ 1.00 0.0007 2.51 2.51 

⑤ 2.62 0.06 2.66 1.01 

⑥ 0.37 0.0005 2.51 6.79 

⑦ 2.47 0.01 2.54 1.03 

⑧ 0.17 0.003 2.52 14.81 

⑨ 0.83 0.02 2.56 3.08 

각 단계별로 갱도의 좌우 측벽 모서리부와 각 필라 

모서리부에 일부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지보재 보강이후 응력 및 변위상태가 점진적으로 수렴

하여 안정화된 양상을 보여 주었다. 각 지점에 대한 안

전율 평가 결과 측점위치 ①, ③, ⑤, ⑦의 안전율이 1정

도로 저하되었는데, 이는 천정부분은 록볼트와 숏크리

트 등으로 보강이 이루어지나 광주부분은 보강이 이루

어 지지 않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파쇄장 확장

을 위한 광주의 제거는 본 채굴공동의 안전성을 저하시

킬 것으로 판단되며, 광주의 내압강도를 위하여 광주부

분에 대한 록볼트 시공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림 7은 1~3단계 갱도 천단부의 수직방향 변위양상

을 분석한 결과이다. 굴착 후 무지보 상태에서 우측 갱

도부 천단에 다소 변위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이 나타나

지만, 지보재 보강 이후 변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으며, 터널 수치해석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안

정성평가 기준치보다 낮은 범위 값으로 수렴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 광산을 대상으로 채굴 갱도 내 

갱내 파쇄시설 구축을 위하여 현장조사와 수치해석을 

이용하여 채굴 갱도의 안정성 평가를 수행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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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단계 굴착 후 (b) 2단계 보강 후 (c) 3단계 보강 후

그림 7. 수직변위

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현장조사와 실내실험을 통해 압축강도는 평균 73 

MPa 정도로 건설표준품셈의 내압강도로 볼 때 연암으

로 판정되고, 갱도의 광주와 채굴적에 대한 암반분류 

결과 암반의 공학적 특성은 보통~양호한 것으로 분석되

었으며, RMR은 59.7, Q는 13.4로 일부 광주는 불량으

로 조사되었다. 또한 일정한 주향을 가진 우세한 절리

가 다수 존재하고 천정부에 박리성 절리가 있어 일부 

구간에서는 케이블볼트 시공도 병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수치해석에 의한 안정성 평가 결과, 굴착, 1차 보강, 

2차 보강 단계별로 갱도의 좌우 측벽 모서리부와 각 광

주 모서리부에 일부 응력이 집중되는 현상이 나타났으

며 지보재 보강 이후 응력 및 변위상태가 점진적으로 

수렴하여 안정화된 양상을 보여주었다. 광주 부분은 보

강이 되지 않아 낮은 안전율을 보였는데, 공간 확보를 

위한 광주의 제거는 채굴 갱도의 안정성을 저하시킬 것

으로 판단되며 광주의 내압강도 증가를 위한 보강도 고

려할 필요가 있다. 파쇄시설 구축을 위한 공간 확보를 

위해서는 공동 활용에 대한 레이아웃과 함께 안정성 평

가 결과를 검토하여 세부적인 보강영역을 재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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