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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업 활용을 위한 광산 폐갱도의 안정성 평가

선우춘*, 정소걸, 이윤수, 강상수, 강중석

Stability Assessment of Abandoned Gangway 
for Commercial Utilization of Services

Choon SUNWOO*, So-Keul CHUNG, Yun-Su LEE, Sang-Soo KANG, Jung-Seok KANG

Abstract The stability assessment of abandoned gangway for the purpose of services was performed. Among the 
many factors that affect the stability of openings, the span of the opening in a given rock mass condition provides 
an important element of design. In this paper, the stability of gangway was assessed by the critical span curves 
proposed by Lang, the modified Mathews’stability graph method and using support measures of the Q system. In 
the evaluation of stability as a whole the gangway is considered as stable. But the rockfalls of wedge-shaped blocks 
were expected in the area in which the horizontal joints of low angle appear. The support measures such as local 
rock bolts are required to use for commercial purposes of the abandoned gangway. And entrance section may require 
the particular attention as unstable section. Since there are so many spalling due to bad blasting in the roof and 
sidewall of gangway, the scaling operations should be followed primarily.

Key words Rock mass classification, Abandoned gangway, Stability of opening, Critical span curve, Mathews’stability 
graph

초  록 서비스업 목적을 위한 폐갱도에 대한 안정성 평가가 수행되었다. 공동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중 주어진 암반내의 공동폭이 하나의 중요한 설계요소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폐갱도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갱도의 크기에 대해 Lang이 제안한 한계 공동폭 기준, Mathews’stability graph method 그리고 수정 제안된 

한계 공동폭 기준과 Q 시스템의 지보대책을 이용하여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안정성평가에서 

안정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저각의 수평절리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쐐기형 블록의 낙석 위험이 예상된다. 또한 

상용목적으로 폐갱도를 활용할려면 구역에 따라서는 록볼트와 같은 지보대책이 필요하다. 출입구 구간은 불안정

구간으로 특히 주의가 필요한 구간이다. 과발파에 의한 갱도 천정 및 측벽에 많은 크고 작은 부석들이 존재하고 

있어 부석들에 대한 제거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핵심어 암반분류, 폐갱도, 공동의 안정성, 한계 갱도폭 곡선, Mathews의 안정도표

1. 서 론

본 논문은 서비스를 목적으로 활용하려는 폐갱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현재 상태의 갱도에 대한 안정성 

평가에 대한 방법과 결과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지
하공동의 불안정한 조건은 일반적으로 측벽이나 천반

으로부터의 낙석이 일어나면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는 

경우가 많다. 낙석의 크기와 양은 공동주위의 응력조건, 
암반의 강도 및 불연속면을 포함하는 암반의 상태 그리

고 공동의 규모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현재 

광산조건에 적합한 지반제어대책을 결정할 수 있는 일

반적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광산의 특수한 상황에 따라 

경험적으로 결정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하채굴 공동 

설계에 있어서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은 경험적

인 방법, 관찰적인 방법 그리고 해석적인 방법으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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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lan of the abandoned gangway and the areas for 
survey work

(a) pole diagram (b) rose diagram

Fig. 2. Orientation distribution of discontinuities in the surveyed cavern

별할 수 있다. 지하공동의 안정성은 생산성과 안전을 

확보해야 하는 광산의 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

사이기 때문에 이들 평가방법 중에 암반분류방법이 경

험적인 방법으로 광산 설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부분을 

구성하며 해석적인 방법과 함께 많이 사용되고 있다. 
또한 암반분류법의 주요 목적은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하여 암반의 성질을 정량화하는 것이다. 공동의 안정성

에 영향을 주는 많은 요소들 중에서 주어진 암반 조건

에서의 공동의 폭이 하나의 중요한 설계요소가 된다. 
이 논문에서는 폐갱도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갱도

의 크기에 대해서 Lang(1994)에 의해 제안된 한계 공

동폭 기준, Mathews stability graph method(Mathews et 
al., 1980) 그리고 수정 제안된 한계 공동폭 기준(Potvin 
et al., 1988)과 Q 시스템의 지보대책(Nickson, 1992)을 

이용하여 안정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2. 현장조사 및 시험

갱구 부근에서 관찰되는 지표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석회암이 대부분이며 일부는 변성작용을 받아 백색의 돌

로마이트 또는 방해석으로 변질되었으며, 이후, 석영맥

이 관입되어 부분적으로 결정질 석영(수정)이 보이기도 

한다. 현재 활용하고자 하는 폐갱도는 석회석을 개발하

기 위해 굴착된 갱도로 규격은 폭 6-8 m, 높이 약 5 m 
정도로 갱도의 길이는 대략 65 m 전후가 된다(Fig. 1).
갱도내의 암반평가와 불연속면의 조사를 위해 Fig. 1

과 같이 갱도 막장부의 무대로부터 출입구 지역의 Room 
4까지 편의상 9개의 구역으로 나누어 작업을 실시하였다. 
현장조사를 통해 불연속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RMR, 
Q 및 GSI에 의한 암반평가와 안정성 도표를 이용하기 

위한 조사와 암반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지수이용 강

도시험(점하중시험과 슈미트 햄머시험)도 수행하였다. 

2.1 불연속면조사

불연속면의 조사는 갱도 벽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갱도에서 조사된 전체 불연속면의 방향성은 크게 4개 그

룹의 불연속면군이 분포한다(Fig. 2 및 Table 1).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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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Orientation of discontinuities in each sets of dis-
continuities

Discontinuity set dip direction dip remark
set 1 117 83 major discontinuities
set 2 178 88
set 3 082 77 orthogonal to set 2
set 4 268 07 subhorizontal joint

Table 2. Predominant discontinuity set observed in each 
survey area (see Table 1)

survey area set 1 set 2 set 3 set 4
stage ◎ ◎

1st stair ◎ ◎
2nd stair ◎ ◎ ◎
3rd stair ◎ ◎
4th stair ◎
Room 1 ◎ ◎ ◎
Room 2 ◎ ◎ ◎
Room 3 ◎ ◎ ◎
Room 4 ◎ ◎ ◎

Fig. 3. Vertical beddings in the sidewall of the gangway

(a) in the gangway (b) in the upper part of gangway

Fig. 4. Wedge block formed by the orthogonal joint sets and low-angle joint set in the gangway and in the outcrop of burden

사구역별로 갱도에서 관찰되는 불연속면들의 그룹들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Table 2와 같이 구역적으

로 4개 군이 모두 나타나는 경우는 없고 2개 또는 3개 

그룹의 불연속면군이 관찰된다. 참고로 갱도의 방향은 

막장쪽에서는 N020-200에서부터 출입구쪽으로 N050-230
까지 점차적으로 변하며 Room 4구역은 N070-250의 

방향을 나타낸다(Fig. 2.1). 
Table 1 및 Fig. 2와 같이 set 1의 불연속면군은 급경

사 층리들로서 N117/83(경사방향/경사)의 방향성을 가

지며 갱도방향과 평행하고 막장에서는 수직으로 보이

는 불연속면들이다. 이 불연속면군은 천정이나 막장에

서는 분리된 불연속면이 아니지만 공동의 굴착으로 벽

면에서 이 층리가 분리면이 된다(Fig. 3). 또한 이 불연

속면군들이 갱도의 방향과 평행하고 급경사를 나타냄

으로써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불

연속면이다. set 2의 불연속면군은 N178/88로 거의 동

서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수직에 가까운 급경사의 절리

들이다. set 3의 불연속면군은 N082/77로 남북방향의 

주향을 나타내는 급경사의 절리들로 set 2의 불연속면

과 직교하고 있다(Table 1 및 Fig. 2). 서로 직교하는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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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st stair (b) Room 2

Fig. 5. Low-angle joint set in the wall of gangway

(a) point load test (b) Schmidt hammer 

Fig. 6. Rock strength index test

2와 set 3 그리고 수평에 가까운 set 4의 절리에 의해서 

블록형의 쐐기가 형성되어 갱도 측벽에서 쐐기형으로 

빠진 형태의 벽면이 관찰된다(Fig. 4a). 그리고 이와 같

은 형태의 쐐기는 갱도 바로 상부의 암반에서도 관찰된

다(Fig. 4b). set 4의 불연속면군은 경사방향이 서향하

는 거의 수평에 가까운 저각의 절리면으로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에 갱도 전체에서 나타나지 않고 갱도의 1st 
계단과 Room 2에서 나타난다(Fig. 5). 또한 Fig. 4b와 

같이 갱도 바로 상부의 노두에서도 이 수평의 절리가 

관찰되며 간격이 매우 넓고 갱도안에서 관찰되는 것과 

거의 같은 경향을 나타낸다.
불연속면의 간격분포는 set 4의 절리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6∼20 cm 정도로 ISRM에 의한 간격 등급

은 조밀한 특성에 해당된다. 연속성이 높은 절리나 갱

도에 의해 절단되기 때문에 실제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

렵지만 수직의 절리나 층리 모두 연속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출입구부에서는 지하수가 관찰되고 있다. 이것은 출

입구부에서 관찰되는 복잡한 지질구조가 상부 피복암

반과 연계되어 불연속면을 따라 유입이 되는 지하수와 

지표수로 예상된다. 또한 이 구간에서 보이는 석영맥이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면, 상부에서 이루어졌던 석영채

굴에 의한 채굴적과 맥상으로 존재하는 작은 공동들을 

통한 지표수의 유입이 예상된다. 

2.2 강도

암석의 강도는 현장에서 점하중 강도시험과 Schmidt 
hammer에 의한 시험을 통해 측정하였다. 점하중 강도

시험은 암석의 일축압축강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는 지

수를 구하는 시험으로 특히 시험편성형에 있어서 정밀

도를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비정형 암편시료도 측정이 

가능하고 시험의 간편함과 운반이 용이한 시험장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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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lcite (b) limestone (c) bedded limestone

Fig. 7. Specimen for Point load test

Table 3. Estimated compressive strength by the point load test

calcite
bedded limestone

limestone
vertical horizontal 

point load index 1.16 2.48 1.90 2.05

estimated strength (MPa) 27.8 59.5 45.5 49.3

서 쉽게 현장에서 암석의 강도를 측정할 수 있다. 시험

은 2점 사이에 암석시료를 끼우고 하중을 가해줌으로써 

시료를 파단시켜 그 때의 최대하중으로부터 점하중강

도를 산출하며, 구해진 점하중 강도지수(Is(50))로 일축

압축강도를 구하는데 이용된다(Fig. 6a). Schmidt hammer
는 미리 압축된 스프링에 축적된 힘을 해방시켜 햄머가 

암반의 표면에 부딪힐 때 그 반발력을 측정함으로써 암

석의 강도를 추정하고자 하는 장비이다. Sanyo Testing 
Machines사의 Schmidt Hammer Type GS를 이용하여 

강도를 측정하였다(Fig. 6b). 
현장에서 Fig. 7과 같이 방해석, 석회석 그리고 층리

가 발달하는 석회석에 대해 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7c
와 같이 층리가 조밀한 시료에 대해서는 층리에 수직인 

방향과 수평방향으로 강도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3과 같이 석회석은 약 50 MPa 전후로 보통암의 특성을 

나타내고, 방해석은 28 MPa 정도의 강도로 연암의 특성

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갱도 측벽에서 측정된 Schmidt 
Hammer 시험 측정치와 이 값에 의한 환산 강도값은 전

체적으로 30에서 100 MPa 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평균

값은 75 MPa 정도로 보통암의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3. 암반분류

광산 갱도 및 채굴적 안정성 평가와 설계는 주로 암

반분류와 같은 경험적 방법과 수치해석에 의해서 이루

어진다. Bieniawski(1973 및 1989)에 의해 제안된 RMR
분류법, 노르웨이의 Barton 외(1974) 및 Barton(2002)에 

의해 개발된 Q 분류법 및 GSI에 의한 현장의 암반평가

를 실시하였다. Hoek(1994), Hoek와 Brown(1997) 그리

고 Hoek et al.(1998)에 의해 제안된 GSI(Geological 
Strength Index)는 현지암반의 강도와 Hoek-Brown 상
수뿐만 아니라 절리암반의 탄성계수와 같은 암반의 역

학적 성질을 추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하는 것이다. 
GSI는 현장에서 육안관측으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실

용적인 시스템으로 크게 암반의 강도를 추정할 수 있는 

암반의 구조적인 형태와 절리의 거칠기와 변형정도로 

표시되는 불연속면의 표면적인 조건의 두 가지 요소로 

구성된다. 또한 암반내 불연속면들에 의한 구조적 불안

정성은 블록이론(Goodman and Shi, 1985)을 적용한 

쐐기해석을 통해 검토했다. 이번 조사의 경우는 복잡한 

광산 구조가 아니라 진입갱도인 폐갱도를 이용하는 공

간이기 때문에 수치해석적 방법보다는 광산에 적용하

기 위해서 개발된 안정성도표(Mathews et al., 1980, Potvin 
et al., 1988)나 Critical span graph(Lang, 1994)와 Q 
시스템을 사용하여 안전성을 판단하였다. 
갱도의 조사구역별(Fig. 1 참조) RMR 암반분류의 결

과는 Table 4와 같다. 조사 갱도는 암반의 상태가 비슷

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RMR 값이 69의 값을 갖는데 

비해 Room 3와 Room 4는 갱도출입구부로 지하수의 

영향과 충전물의 영향으로 RMR 값이 59와 56의 값을 

나타낸다. 각 조사구역별 갱도 방향과 불연속면의 방향

과의 관계를 보정하여 산출한 총 RMR 값은 Room 4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수직의 층리가 갱도방향에 매우 

불리하게 작용하여 57 정도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암반 

등급이 보통인 III 등급으로 떨어지게 된다. 암반 등급

이 II인 경우는 갱도폭 10 m가 1년 정도의 무지보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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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Value of RMR, Q and GSI measured in gangway

area basic RMR adjustment total RMR Q GSI

Stage 69 very unfavorable -12 57 40.0 65-80

1st stairs 69 very unfavorable -12 57 40.0 65-80

2nd stairs 67 very unfavorable -12 55 26.7 60-80

3rd stairs 69 very unfavorable -12 57 53.3 60-80

4th stairs 69 very unfavorable -12 57 40.0 60-80

Room 1 69 very unfavorable -12 57 17.8 55-80

Room 2 69 very unfavorable -12 57 13.3 60-80

Room 3 59 very unfavorable -12 47 26.7 55-80

Room 4 56 fair -5 51 11.7 50-80

Fig. 8. Measured GSI values in gangway

시간을 갖게 되지만, III 등급은 5 m 폭의 갱도가 무지

보로는 1주일 정도 밖에 견디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

다(Bieniawski, 1989). 
조사구역별 암반의 GSI 값은 Fig. 8과 같다. 전체 암

반에서 GSI는 55∼80의 값을 가지며 평균 70정도의 값

을 갖는다. GSI 값과 RMR 값의 관계에 대해 Hoek and 
Brown(1997)는 식 (1)과 같은 관계식을 제시하고 있다.

       (1)

식 (1)에 따르면 조사갱도의 암반은 RMR 값은 60에
서 85정도의 값을 갖지만 측정된 RMR값과 차이를 나

타낸다. 그 이유는 실제에 있어서 수직에 가까운 층리

들은 천정이나 막장에서 원암반의 경우 분리면이 아니

지만, 과장약에 의한 굴착작업으로 노출된 갱도벽면에

서는 이들 층리가 분리면으로서의 불연속면이 된다. 이
러한 이유로 불연속면의 간격이 조밀하게 평가됨으로

써 RMR 평가에서 낮은 값으로 평가 되고 또한 갱도 

방향과의 관계에서도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되지 

않을 수 있다. GSI 측정값에 의한 RMR 추정값과 RMR 
측정값과의 차이는 갱도 굴착에 있어서 과발파에 의한 

표면의 손상으로 나타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사갱도 암반의 측정 Q 값은 Table 4와 같으며, Q 

값은 11.7∼53.3 범위를 가진다. 갱도의 막장쪽은 매우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내는 반면에 출입구 구간들은 

양호한 암반상태로 갱구 막장쪽보다는 등급이 낮게 나

타나고 있다. Q 값도 마찬가지로 RMR과의 등급차이는 

앞에서 설명한 이유와 같은 과발파에 의한 표면의 손상

으로 판단된다. 전체적인 면에서 본래 원 암반은 분류 

등급이 II 등급에 해당될 수 있는 부분이다. 따라서 이

러한 것들이 갱도 재활용을 위해서 갱도벽면의 부석제

거작업을 잘 수행했어야 하는 부분과 관련된다.

4. 안정성 평가

암반의 불안정성은 절리나 단층과 같은 암반구조에 

의한 불안정성과 과도한 응력에 의한 불안정성으로 크

게 분류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폐갱도의 천정과 벽

면에서 형성될 수 있는 쐐기형 블록에 의한 낙석에 대

한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Keyblock(키블록)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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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erties of discontinuity

cohesion c (MPa) 0.05

internal friction angle   (°) 36

Table 6. Analysis result of key blocks formed in the gangway

combination 
of joint set

gangway direction

N020-200 N030-210 N050-230 N070-250

case 1 1, 2, 3 4 wedge (Fs=1.4) 4 wedge (Fs=1.45) stable stable

case 2 1, 2, 4 6 wedge (Fs=0.44) 6 wedge (Fs=0.45) 6 wedge (Fs=0.66) 6 wedge (Fs=0.80)

case 3 1, 3, 4 8 wedge (Fs=0) 8 wedge (Fs=0) 8 wedge (Fs=0) 8 wedge (Fs=0)

case 4 2, 3, 4 8 wedge (Fs=0) 8 wedge (Fs=0) 8 wedge (Fs=0) 8 wedge (Fs=0)

- case 2 of Table 6
- gangway direction : N020-200
- wedge shaped block formed by set 1, 

set 2 set and set 4
- wedge volume : 15.7 m3

- F=0.44

Fig. 9. Wedge shaped blocks related to the low angle joint (set 4)

수행하였다.

4.1 Keyblock(키블록) 해석

갱도나 터널과 같은 지하구조물에서 불연속면의 교차

에 의해 생성되는 블록의 형상이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키블록 해석이다. 공동의 형상, 불연속

면의 분포 및 역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지하공동내 블록

의 낙반가능성을 분석할 수 있는 프로그램인 Rocscience
사의 UNWEDGE(Rocscience, 2008)를 사용하여 키블

록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위한 불연속면의 물성특

성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연구(선우춘 외, 
2003, 2004)의 현장조사 및 실험에서 구한 자료를 입력

자료로 사용하였다(Table 5). 주어진 갱도 방향에 대해 

Table 1에서 언급된 4개의 불연속면군에 대해 안전율을 

1.5로 설정하여 안전성을 검토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모든 갱도에서 불연속면군들 중 set 1, set 2 및 set 
3와 관련된 블록(Table 6의 case 1)은 갱도의 방향이 

N20-200과 N30-210의 경우 안전율(F)이 1.4와 1.45로 

크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다. 반면에 모든 갱도에서 불

연속면군들 중 저각의 수평절리와 관련된 블록형성들

이 공동에서의 불안정과 관련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Table 6의 case 2, case 3 및 case 4). Table 6의 case 
2의 경우는 안전율이 1이하이고, Table 6의 case 3과 

case 4는 안전율이 0으로 공동 굴착시 바로 낙석이 발

생하는 경우이다. Fig. 9에서와 같이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가 블록의 규모가 큰 case 2로 불연속면 set 
1, set 2 및 set 4에 의한 쐐기블럭 형성이다. 조사 구간

에서 set 4의 수평절리는 드물게 나타나며 간격도 매우 

넓게 분포하고 있다(Fig. 6 및 7). 그렇지만 갱내에서는 

Room 1에서 Room 4까지 모두 관찰되고 있으며 특히 

갱도의 출입구 구역에 해당하며, 지하수가 나타나는 구

역으로 특히 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들이다.

4.2 Q 분류법에 의한 안정성 고찰

지하공동의 지보선정은 경험적인 방법과 암반분류법에 

근거하여 선택하는 방법이 주로 사용된다. Q 시스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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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Values of Excavation Support Ratio (ESR) (Barton et al., 1974)

Excavation category ESR

- Temporary mine openings 3 - 5

- Permanent mine openings, water tunnel, pilot tunnel, drift, and heading for large excavation 1.6

- Storage caverns, water treatment plants, minor highway and railroad tunnels, surge chamber, access tunnel 1.3

- Power stations, major high way or road tunnels, civil defence chambers, portals, intersection 1.0

- Underground nuclear power station, railroad stations, factories 0.8

Table 8. Equivalent dimension of excavation (De) according to the Q value and  ESR

Q value De 

min. max.
ESR=1.3 ESR=0.8

min. width of 
gangway (6 m)

max. width of 
gangway (8 m)

min. width of 
gangway (6 m)

max. width of 
gangway (8 m)

11.7 53.3 4.61 6.15 7.5 10.0

(a) ESR=1.3 (b) ESR=0.8

Fig. 10. Support measures according to the Q value and De for ESR = 1.3 and 0.8

경우 체계적인 지보선정을 할 수 있도록 도표(Nickson, 
1992)가 제공되기 때문에 본 검토에서는 이 도표를 사

용하였다(Fig. 10). 갱도 암반에서 측정한 Q값 최소 11.7
과 최대 53.3을 기초로 하여(Table 4) 갱도의 사용목적

에 따른 ESR(Table 7)과 현재의 갱도의 폭(6∼8 m)이 

무지보 상태로 안전할 수 있는 가에 대해 검토하였다.
조사갱도의 경우는 광산에서 운반을 위한 영구갱도

(ESR=1.6) 목적으로 굴착되었지만, 현재는 상용목적으

로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공동공간이 된다. 따라서 2가
지의 경우에 대해 비교 검토하였다. 하나는 비축공동으

로 간주하여 굴착지보지수 ESR을 1.3로, 다른 경우는 

인원이 상주하기 때문에 ESR을 0.8에 해당하는 경우에 

대해 검토하였다(Table 7). 갱도의 최대 및 최소폭이 8 
m와 6 m이므로 ESR=1.3인 경우에는 등가굴착크기 De
는 각각 6.15와 4.6이 되고, ESR=0.8인 경우에는 등가

굴착크기 De는 각 각 10.0과 7.5가 된다(Table 8 참조). 
ESR=1.3인 경우 앞의 등가굴착크기와 Q 값을 이용하

여 Fig. 10과 같이 도표에 작도하면 두 개의 De 값과 

최대 및 최소의 Q 값에 의해 사각형 지보영역이 생긴

다. 이 지보영역이 Fig. 10a의 경우 지보대책 ①의 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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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riginal Mathews' stability graph 
(After Stewart & Forsyth, 1995)

(b) Potvin's modified Mathews' stability graph 

Fig. 11. Mathews' stability graphs

구간에 놓이게 되어 갱도가 무지보로 유지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ESR=0.8인 경우에는 Fig. 10b와 같

이 지보영역은 Q값에 따라 ①②③ 지보구간에 놓이게 

되어, 앞의 경우와는 달리 갱도가 유지되기 위해서 Q값
과 갱도폭에 따라 체계적인 록 볼팅이나 또는 Q 값이 

높은 경우는 국부적인 록볼팅에 의한 지보대책을 제안

하고 있다.

4.3 Stability graph method에 의한 갱도 안정성 평가

광산과 관련된 최초의 암반분류법은 Laubscher(1977)
가 RMR법에 발파와 채광에 따른 절리의 방향, 풍화정

도, 유도응력 그리고 응력의 변화 등을 고려한 암반분

류법인 MRMR(Mining Rock Mass Rating)이며, 후에 

Laubscher(1984)는 이 MRMR를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구한 일축압축강도와 관련하여 설계 암반강도 개념을 

도입하였다. 채광 공동설계를 위한 stability graph 법을 

Mathews 외(1981)가 처음으로 제안하였지만, 초기의  
stability graph법은 북미지역 광산의 깊은 심도의 경암 

암반의 급경사 채광공동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자료

들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후에 많은 학자들에 의해 자

료가 확대되면서 수정보완 되었다(Povin et al., 1988, 
Nickson, 1992, Steward & Forsyth, 1995, Sunwoo & 
Jung, 2005). 이 방법은 안전한 채광공동의 규격을 결

정하기 위하여 Q 시스템을 보완하여 사용하며, Q 시스

템의 4개 요소(RQD, Ja, Jn, Jr)는 그대로 사용하고 지

하수저감요소(Jw)와 응력저감계수(SRF)를 1로 정의하

여 구한 값인 Q'를 사용한다. 이 stability graph는 안정

성 계수(stability number)와 수리반경(hydraulic radius) 
또는 형상계수(shape factor)로 도식화 되며 Fig. 11a와 같

이 안정지역(stable zone), 잠재적 불안정지역(potentially 
unstable zone), 잠재적 붕락지역(potentially caving zone)
으로 구분하였다.  

Mathews 외(1981)에 의해 제안된 안정성 계수(stability 
number) N은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Q'는 Q값 중에서 응력저감계수(SRF)와 지하

수저감계수(Jw)는 1.  
- 요소 A는 응력계수로서 암반의 안정성을 감소시키

는 높은 응력의 영향을 고려하는 것이다. A 값은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 값을 공동 표면에 평행하게 

유도되는 최대 응력치로 나눈 값으로 정의된다. 무
결암의 일축압축강도가 유도응력의 10배 이상이거

나 응력의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1이 적용되지만,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가 유도응력의 2배 이하이

거나 응력이 공동의 안정성을 상당히 감소시킬 수 

있는 경우에는 0.1이 적용된다(Fig. 12a). 
- 요소 B는 절리방향보정계수로서 대상 공동의 표면

과 불연속면의 방향성이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것으

로 표면에 90°인 불연속면은 안정성에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1의 값이 주어진다. 표면에 대해 20°이
내의 경사를 가지는 불연속면은 공동내에서 전도될 

수 있기 때문에 안정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고려하

는 것이다(Fig. 12b). 
- 요소 C는 지표면 방향계수로서 분석대상 표면의 방

향과 관련된다. 공동의 수직벽에는 8의 값이 그리

고 수평의 천정에 대해서는 1의 값이 주어진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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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actor ‘A’

(b) factor ‘B’(c) factor ‘C’

Fig. 12. Adjustment factors for determination of Mathews' stability number (After Mathews et al., 1980)

Fig. 13. Assessment of stability for surveyed unsupported 
cavern based on Potvin's modified Mathews' stability 
graph (Potvin et al., 1988)

12c). 이 계수는 근본적으로 수평의 천정에 비해 수

직벽이 더 안정하다는 것을 반영하는 것으로 요소 

C는 수평인 천정의 N 값에 비해 수직벽의 N 값이 

8배까지 증가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수리 반경(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수(shape 
factor, S)는 안정성 평가를 위해 객관적이며 보다 더 정

확성을 높이기 위해 공동의 모양과 크기의 영향을 도입

한 것으로 공동의 둘레에 대한 공동의 단면적의 비로 

정의되며 식 (3)과 같다.

 or  
×  (3)

여기서, W는 공동의 폭, H는 공동의 높이를 나타낸다.

Potvin 외(1988)는 stability Graph법의 평점 보정요

소들을 재정의하여 수정 stability Graph법을 제안하였

고, Fig. 12b와 같이 수리반경과 수정 안정성 계수로 도

식화 하여 좁은 폭의 전이지역, 안정 및 붕락지역으로 

구분하였다. 측정한 Q 값을 이용하여 stability graph에 

의한 무지보 공동 안정성에 대해 평가를 실시한 결과는 

Fig. 13과 같다. 갱도에서 측정한 갱도의 폭과 높이를 

이용하여 수리반경을 구하였고, 갱도의 천정과 벽면에 대

해 안정성평가를 실시하였다. Fig. 13의 삼각점은 갱도의 

천정을 나타내고, 마름모점은 갱도 벽면에서의 값을 나타

낸다. 두 경우 모두 안정지역에 속해 있어, 현재의 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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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ssessment of stability for surveyed unsupported 
cavern based on critical span graph (after Lang et 
al., 1991)

보 공동이 안정함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4.4 Critical span design method에 의한 갱도 안정성 

평가

Fig. 14와 같이 Lang et al.(1991)은 cut and fill 채광

법의 갱도를 위해 RMR과 한계 무지보 공동폭으로 도

식화하여 한계 공동폭의 설계방법(critical span design 
method)을 개발하였다. 한계 공동폭은 노출된 공동내

에서 그릴 수 있는 최대원의 직경을 나타낸다. 여기서 

공동의 한계 너비는 바로 노출된 공간에서 공동이 안정

조건에 도달하기 위한 주변 암반과 관계된다. 이와 같

이 한계 공동폭의 설계방법은 공동의 설계에 있어 무지

보 최대 공동폭을 결정할 수 있는 간단한 보조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절리방향요소는 사용하지 않았고, 절리

의 경사가 30°이하이면 RMR값에서 10점을 감점 높은 

응력이나 rock burst의 경향이 있는 암반조건에서는 20
점을 감점시킨다. 
조사갱도에서 측정한 RMR값으로 critical span design 

method에 의한 무지보의 한계 공동폭을 평가함으로써 

조사갱도의 안정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는 Fig. 14와 같다. RMR값의 보정에 있어서 이 조사갱

도에서는 저각의 절리들이 분포하기 때문에 본래의 RMR
값과 10점을 감점시킨 보정된 RMR값에 대해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Fig. 14의 마름모점이 보정된 RMR값에 

대한 것이고, 사각점이 본래의 RMR값에 대한 것을 나

타낸다. 전체적으로 공동의 한계폭내에 위치하여 안정

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원내의 마름모점은 불안정한 구

역에 속하게 된다. 이 점은 출입구쪽 구역에 속하는 것

이고 또한 보정되지 않은 RMR값에 대해서도 안정구간

의 경계선에 위치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는 구간이다.

5. 결과 검토 

가. 현장조사

갱도내 불연속면 조사에서는 4개의 불연속면군이 관

찰되고 있으며, 가장 우세한 불연속면군은 층리들로 거

의 수직으로 갱도방향과 평행하게 분포한다. 이 층리들

은 천정과 막장에서는 분리된 불연속면이 아니지만 과

발파의 영향으로 벽면에서는 분리면으로 나타나고 있

다. 따라서 이 층리들은 갱도 굴착시 갱도의 방향과 평

행하고 급경사를 나타냄으로써 RMR 평가나 안정성에 

있어서 가장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갱도 및 갱도 

외부에서도 관찰되는 저각의 절리들은 키블록 분석에

서 다른 절리군과의 조합으로 갱도의 천정부에서 불안

정한 쐐기블럭들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 점하중

강도시험결과 석회석의 강도는 약 50 MPa 전후로 보통

암의 특성을 방해석의 강도는 28 MPa 정도로 연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갱도 측벽에서 측정된 Schmidt 
Hammer 시험에 의한 강도측정치는 30∼100 MPa 그
리고 평균값은 75 MPa 정도로 보통암의 강도를 나타내

고 있다.

나. 암반분류 및  안정성 평가

전체적으로 RMR 값이 69인데 비해 갱도 출입구부는 

지하수와 충전물의 영향으로 RMR 값은 56과 59를 나

타낸다. 갱도와 불연속면의 방향을 보정한 총 RMR 값
은 수직의 층리가 매우 불리한 조건으로 작용하여 57 
정도의 값을 나타냄으로써 암반 등급이 보통인 III 등급

이 된다. 조사구역별 GSI값은 55∼80의 값으로 평균 70
정도의 값을 나타내며, Q 값은 11.7∼53.3 범위를 나타

낸다. 전체적으로 갱도 막장쪽의 암반평가가 출입구 구

간들의 암반평가 보다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다. GSI와 

RMR 값의 관계식에서 구한 RMR 값은 60에서 85정도

로 측정된 RMR값과 차이를 나타내고, 마찬가지로 Q 
값도 RMR과의 등급차이를 나타낸다. 이러한 차이는 

수직의 층리들이 본래 분리된 불연속면이 아니지만 굴

착 시 과발파의 영향으로 노출된 벽면에서 분리면으로

서 평가되어 암반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갱도 재활용을 위해서 갱도벽면의 부석제거작

업을 잘 수행했어야 한다.
Key block 해석에서 저각의 수평절리(set 4)와 관련

된 블록형성들이 공동에서의 불안정과 관련된다. 가장 

상황이 좋지 않은 경우는 불연속면 set 1, set 2 set 및 

set 4에 의한 쐐기블럭 형성이다. 수평절리는 드물게 나

타나며 간격도 매우 넓게 분포하지만 갱내에서는 특히 

출입구부분에 분포하고, 지하수가 나타나는 구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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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안정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구간들이다.
조사갱도는 광산의 운반갱도 목적으로 굴착되었지만 

현재는 상용목적으로 사람이 항상 상주하는 공동 공간 

즉 식당과 카페로 사용하기 때문에 손님과 종업원이 상

주하게 된다. 따라서 Q 분류법에 의한 고찰에서 ESR 
= 0.8 인 경우 Q값과 갱도폭에 따라 체계적인 록볼팅이 

필요하며 높은 Q값의 경우는 국부적인 록볼팅이 필요

하다. stability graph에 의한 평가결과에서 현재의 조사

갱도가 안정함을 나타내고 있지만, 같은 Q값을 이용하

는 stability graph에 의한 안정성 평가결과와 Q 값에 

의한 지보대책의 결과가 서로 다르다. 이것은 stability 
graph는 광산의 영구갱도에 대한 평가이고 Q 값에 의

한 평가는 인원의 출입 공간에 대한 평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Q 값에 의한 지보 대책에서도 영구갱도를 목적

으로 할 경우는 stability graph에 의한 안정성평가와 같

은 결과를 나타낸다. critical span design method에 의

한 평가에서는 전체적으로 공동의 한계폭내에 들어 안

정한 상태를 나타내지만 출입구쪽의 경우는 불안정한 

구역에 속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다. 결과 고찰

일부 암반분류 및 안정성평가에서 대체적으로 안정하

다는 판정으로 나타내지만, Keyblock(키블록)의 분석

에서와 같이 저각의 수평절리가 나타나는 구간에서는 

낙석위험이 예상된다. Q 시스템 지보대책에 의한 평가

에서는 상용목적에 부합하려면 구역에 따라 록볼트와 

같은 지보대책이 필요하다. 저각의 수평절리가 분포하

는 출입구 구간은 critical span design method에 의한 

평가에서도 불안정구간으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특히 이 구간은 지하수가 떨어지는 곳으로 입구부 상부 

피복암반의 복잡한 지질구조로 인해 불연속면을 따라 

지하수와 지표수의 유입이 예상된다. 출입구간에 나타

나는 석영맥이 상부와 연결되어 있다면, 상부에서 이루

어졌던 석영채굴에 의한 채굴적과 암맥에 존재하는 작

은 공동들을 통한 지표수 유입에 대한 조사도 필요하다. 
전체적으로 과발파에 의한 갱도 천정 및 측벽에 많은 

크고 작은 부석들이 존재하고 있어, 부석 제거작업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낙석위험이 상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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