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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k-Brown 강도기준식 및 암질강도지수를 이용한 

고압 유체 지하저장 공동의 융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

김형목*

Stability Analysis for Ground Uplift in Underground Storage Caverns 
for High Pressurized Gas using Hoek-Brown Strength Criterion 

and Geological Strength Index (GSI)
Hyung-Mok Kim*

Abstract A simple analytical approach for stability assessment of underground storage caverns against ground uplift 
of overburden rock above the rock caverns for high pressurized fluid such as 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CAES) 
and compressed natural gas (CNG) was developed. In the developed approach, we assumed that failure plane of 
the overburden is straight upward to ground surface, and factor of safety can be calculated from a limit equilibrium 
analysis in terms of this cylindrical shape failure model. The frictional resisting force on the failure plane was 
estimated by Hoek-Brown strength criterion which replaces with Mohr-Coulomb criterion such that both intact rock 
strength and rock mass conditions can be considered in the current approach. We carried out a parametric sensitivity 
analysis of strength parameters under various rock mass conditions and demonstrated that the factor of safety againt 
ground uplift was more sensitive to Mohr-Coulomb strength criterion rather than Hoek-Brown criterion.

Key words Underground storage, Ground uplift, Limit equilibrium analysis, Hoek-Brown strength criterion, Mohr-Coulomb 
strength criterion, Factor of safety

초  록 압축공기에너지 및 고압 천연가스 등의 고압 유체의 지하저장을 위한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정성 검토를 위한 간이해석기법을 개발하고 그 적용사례를 소개하였다. 본 해석기법은 저장공동 상부에 원통형

의 파괴모델을 가정하고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융기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한다. 원통형 파괴면에 작용하

는 마찰저항력 계산에는 Mohr-Coulomb 강도기준식을 대신하여 Hoek-Brown 강도기준식을 적용함으로써 무결암

의 강도특성 뿐만 아니라 암반 상태도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양한 암반 조건에서의 적용사례 및 암반 강도 

정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는 Mohr-Coulomb 강도기준식에 보다 민감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지하저장, 지반융기, 한계평형해석, Hoek-Brown 강도기준식, Mohr-Coulomb 강도기준식, 안전율

1. 서 론

최근 전력저장용 압축공기에너지(compressed air energy 

storage, CAES) 및 고압 천연가스(compressed natural 
gas, CNG) 지하저장 등 고압 유체의 지하저장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암반 굴착공동을 이용한 이들 

고압 유체의 지하저장은 대용량 저장에 따른 경제성 향

상, 고압의 물질을 지상과 격리된 지하공간에 위치시킴

으로써 얻는 위험도 저감 뿐만 아니라 지상 공간의 지

속적 활용이라는 장점이 있다.
국내에서는 압축공기에너지 발전을 위한 지하저장 시설 

실증시설이 구축되어 운영된 바 있고(KIGAM, 2011), 스웨

덴에서는 고압 천연가스 지하저장을 위한 실증시험이 보

고된 바 있다(Glamheden and Curtis, 2006). 이들 지하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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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alysis model for ground uplift above the silo-shape 
underground storage cavern for pressurized gas

장 공동은 비교적 얕은 심도(지표로부터 100 m 내외)에 복

공식(lined rock cavern, LRC)으로 건설되어 기밀성(gas 
tightness) 및 안전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고압 유체 지하저장 공동의 성공적인 건설 및 운영을 

위해서는 압축공기 및 천연가스 등 저장유체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기밀내조시스템(containment system)의 

구축과 높은 압력의 내압 작용으로 인한 공동의 역학적 

안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고압 유체저장으로 인한 지

하저장 공동의 역학적 안정성 검토 요소 중 하나로 지

하저장 공동 상부의 융기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Kim 
et al., 2012; Park et al., 2013). 

Kim et al., (2012)은 압축공기에너지 지하저장을 위

한 실증연구(KIGAM, 2011)를 위해 지하저장 공동 상

부 암반의 파괴형상을 직선형태로 단순화한 모델을 이

용한 한계평형해석(limit equilibrium analysis, Atkinson, 
2007)을 실시하고 융기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할 수 있

는 기법을 제안하였다. Park et al., (2013)은 강도감소

법을 적용한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고압 천연가스 

지하저장 공동의 거동을 분석하고 제반 설계변수가 융

기에 대한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바 있다.
기존 연구결과는 융기에 대한 안전율 계산에 필요한 

마찰저항력 계산을 위해 전단마찰력이 수직응력에 대한 

선형함수로 표현되는 Mohr-Coulomb 강도기준식을 일

반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그러나, Hoek-Brown(1980)은 

다수의 암석 및 암반의 실내시험으로부터 비선형강도기

준에 관한 경험식을 발표하였으며, 수차례의 수정 보완

을 통해 현장 암반 분류 결과를 손쉽게 반영할 수 있도록 

발전시켜 왔다 (Hoek et al, 2013). Hoek-Brown 강도기

준식은 일반적으로 최소주응력()과 최대주응력()으
로 표시하는 반면 Mohr-Coulomb 강도기준식은 내부마

찰각과 점착력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Hoek-Brown 기준식으

로부터 Mohr-Coulomb 기준식에 등가한 내부마찰각 및 

점착력을 유도하기 위한 연구가 다수 보고되어 왔다 

(Hoek et al., 2002; Lee and Choi, 2012; Lee, 2013).
본 연구에서는 Hoek-Brown 강도기준식을 이용하여 

지하저장 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정성을 검토

하기 위한 간이해석기법을 개발하고 민감도 분석을 수

행함으로써 강도정수(strength parameter)가 안전율 계

산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2. 지하저장 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정성 
평가 기법

2.1 원통형 파괴모델을 이용한 한계평형해석

지하저장 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한계평형 해

석모델로는 강성콘 모델(rigid cone) 및 대수나선모델

(log-spiral model) 등이 제안되어 왔다(Brandshaug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Kim et al. (2012)가 사용한 

원통형 파괴모델을 이용하여 모델형상을 단순화하고 강

도정수의 영향을 검토하였다(Fig. 1). 원통형 파괴모델

은 강성콘 모델에서의 콘각도가 없는 지표면까지의 직

선 파괴면 모델에 해당하므로 저장 공동 상부의 암반 

부피 및 이에 비례하는 융기에 대한 저항력이 과소평가

되어 보수적인 안전성 평가 결과를 얻게 된다 (Park et 
al., 2013).

융기에 대한 안전율은 융기를 유발시키는 힘과 이에 

저항하는 힘의 비로 정의된다. 융기를 유발시키는 힘

(driving force, Fd)은 상부 암반에 상승력을 발생시키는 

힘으로 저장 유체 압력이 상부 암반을 밀어 올리는 힘 

및 부력에 의해 저장공동 및 상부 암반이 상승하는 힘

의 합으로 아래 식 (1)와 같이 계산된다.

 저장압력에의한양력
    공동 주변지하수에의한부력          (1)

융기에 저항하는 힘(resisting force, Fr)은 상부 암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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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arameters and equations for calculating factor of safety against ground uplift

Parameters Unit Remarks
Storage pressure (P) MPa

Design parametersCavern radius (r) m
Cavern length (l) m

Cavern volume ()  

     

Cavern perimeter () m   

Projected area of cavern ()  

Lifting force by storage pressure () MN ×
Buoyant force by cavern () MN  × 
Thickness of overburden rock ( ) m Design parameters
Unit weight of rock ()  Site characteristics
Unit weight of groundwater () 

Vertical in-situ stress ()  

Weight of overburden rock () MN  × 

Buoyant force by overburden rock () MN × ×
Total buoyant force () MN   
Cohesion (c) MPa

Site characteristicsFriction angle ( ) °
In-situ stress ratio () -
Confining force on failure plane () MN  ×  ×× 

Cohesive force () MN  ×  × 

Frictional force by friction angle () MN × tan
Total frictional force () MN   
Total resisting force against uplift () MN  
Total driving force of uplift () MN   
Factor of safety against uplift () -

에 의한 자중 및 파괴면에서의 마찰저항력의 합으로 파

괴면에서의 마찰저항력 계산에는 Mohr-Coulomb 강도

기준식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상부암반자중
     파괴면에서의전단저항력             (2)

여기서    , 는 암반의 단위중량(kN/m3)이
다. 또한,    이고 =점착력에 의한 전단저항

력, =내부마찰각에 의한 전단저항력이다.
따라서,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전율

(FS)은 식 (3)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3)

Table 1은 융기에 대한 안전율 계산을 위한 파라미터 

및 수식을 나타낸다. 파라미터 및 기호에 대한 설명은 

Fig. 1에 표시하였다.
Kim et al., (2012)에서는 지하수면 위치에 따른 부력 

및 수평방향의 응력 크기에 따른 응력이방성의 영향을 

고려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면

은 지표면과 일치하고 수평응력은 수직응력과 동일한 

것으로 (  ) 가정하여 단순화함으로써 강도변수 및 

주변 암반의 지질조건에 따른 영향만을 집중적으로 검

토하였다.

2.2 Hoek-Brown 강도기준식을 이용한 융기에 대한 

한계평형해석

본 연구에서는 일반화된 Hoek-Brown 강도기준식으

로부터 파괴면에서의 전단저항을 정의하기 위한 Mohr- 
Coulomb 강도기준식의 등가마찰각 및 점착력을 계산

하고 2.1절에서 소개한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함으로써 

융기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Hoek-Brown 강도기준식은 무결암 및 암반의 비선형

적 파괴거동을 고려하여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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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odified GSI as a function of joint condition and 
RQD (Hoek et al., 2013) 

여기서, 는 무결암의 일축압축강도, , s, a는 대

상 암반의 특징을 나타내는 상수로 암질강도지수(GSI)
를 이용하여 아래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5)

여기서 D는 발파 굴착시의 암반 손상정도를 나타내

는 지수로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고 손상이 없을 경우 

0에 해당한다. 
상기 식으로부터 무결암에 대한  ,   및 GSI 암반

분류 결과의 세 가지 변수를 이용하여 Hoek-Brown 강
도기준식을 정의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시추코어를 이용한 실내실험을 통해   및 를 결

정하는 방법은 Hoek & Brown (1997)에 소개되어 있

으며, 암반 절리면 상태(JCond89, Bieniaswki, 1989) 및 

암질지수(RQD, Rock Quality Designation, Deere, 
1963)를 이용하여 최근에 수정 보완된 GSI 분류기준은 

Fig. 2와 같다 (Hoek et al., 2013). 암반 절리면 상태 

및 RQD는 지표노두조사 및 시추조사로부터 얻을 수 

있다.

Hoek-Brown 강도기준식으로부터 Mohr-Coulomb 강
도기준식에서의 등가마찰각 및 점착력을 유도하는 방법

은 Hoek-Brown(1980) 이후로 여러 연구자(Hoek et 
al., 1992; Hoek et al., 2002, Lee & Choi, 2012; Lee, 
2014)들에 의해 수정 보완이 이루어져 왔다. 본 연구에

서는 Hoek et al.(2002)에서 제안된 방식을 이용하여 

안전율 계산에 필요한 등가마찰각 및 점착력을 식 (6)
과 같이 계산하였다.

  sin



   



   
 



 
     

           


 

(6)

여기서   max  이고, 암반의 압축 강도에 해당

하는  

  
 

 (MPa), 

인장강도   (MPa)와 같다. 
위에서 구한 등가마찰각 및 점착력은   max

의 범위에서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터널의 경

우, 근사식으로부터 적용 가능범위는 

max


 
 

와 같이 계산된다. 여기서, 는 암반의 단위중량 (kN/m3), 
는 지표면으로부터의 터널 심도(m)이다.

3. 해석사례 및 결과분석

본 연구에서는 스웨덴 압축천연가스 저장 실증실험에 

적용한 저장공동 사양 및 운전조건(Glamheden & Curtis, 
2006)을 대상으로 지하저장 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고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최대저장압력은 20 MPa, 저장공동 형상은 사일로(silo) 
형태로 직경 및 축방향 길이는 각각 36 m 및 52 m, 저
장공동 위치심도는 지표면으로부터 115 m, 주변 암반

의 단위중량은 27 kN/m3
에 해당한다.

3.1 암반조건에 따른 안전율 계산 및 적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원통형 파괴모델을 이용한 융

기에 대한 한계평형해석은 저장공동 사양 및 운전조건 

등의 제반 설계조건을 대상으로 부지 선정을 위한 기초

검토 단계에서 가장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일례로 

Table 2는 Hoek et al.(1995)가 제시한 다양한 암반 조

건의 Hoek-Brown 강도기준식 파라미터값을 이용하여 

괴상의 경암 암반(무결암의 압축강도   , 강
도기준식 파라미터   ) 조건에서 융기에 대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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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alculated factor of safety (FS) for various rock mass conditions

Surface Conditions VERY GOOD GOOD FAIR POOR VERY POOR

BLOCKY mb/mi 0.60 mb/mi 0.40 mb/mi 0.26 mb/mi 0.16 mb/mi 0.08
s 0.190 s 0.062 s 0.015 s 0.003 s 0.0004
a 0.5 a 0.5 a 0.5 a 0.5 a 0.5

GSI 85 GSI 75 GSI 62 GSI 48 GSI 34
FS 5.3 FS 3.7 FS 2.8 FS 2.2 FS 1.8

VERY BLOCKY mb/mi 0.40 mb/mi 0.29 mb/mi 0.16 mb/mi 0.11 mb/mi 0.07
s 0.062 s 0.021 s 0.003 s 0.001 s 0
a 0.5 a 0.5 a 0.5 a 0.5 a 0.53

GSI 75 GSI 65 GSI 48 GSI 38 GSI 25
FS 3.7 FS 2.9 FS 2.2 FS 2.0 FS 1.6

BLOCKY/
DISTURBED

mb/mi 0.24 mb/mi 0.17 mb/mi 0.12 mb/mi 0.08 mb/mi 0.06
s 0.012 s 0.004 s 0.001 s 0 s 0
a 0.5 a 0.5 a 0.5 a 0.5 a 0.55

GSI 60 GSI 50 GSI 40 GSI 30 GSI 20
FS 2.7 FS 2.3 FS 2.0 FS 1.8 FS 1.5

CRUSHED/
DISINTEGRATED

mb/mi 0.17 mb/mi 0.12 mb/mi 0.08 mb/mi 0.06 mb/mi 0.04

s 0.004 s 0.001 s 0 s 0 s 0

a 0.5 a 0.5 a 0.5 a 0.55 a 0.60

GSI 50 GSI 40 GSI 30 GSI 20 GSI 10

FS 2.3 FS 2.0 FS 1.8 FS 1.5 FS 1.1

(     

Table 3.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of HB stregnth parameters

Input Variables
Range of Input Variables Calculated FS Sensitivity

Lower 
Bound Base Case Upper 

Bound Low Base High  

GSI 49 65 81 1.49 1.81 2.37 0.89 

Intact Rock Strength () 22.5 30 37.5 1.66 1.81 1.94 0.28 

Intact Rock 
HB constant (mi) 11.7 15.6 19.5 1.71 1.81 1.90 0.19 

전율을 계산한 결과이다. 설계 안전율을 1.5 이상으로 설

정할 경우, 암반 절리면의 풍화정도가 불량(poor)하거나 

아주 불량(very poor)하고 암반의 파쇄도가 심한(disin-
tegrated) 조건에서는 저장공동 사양 및 운영조건의 조정

하여 융기에 대한 안전율 향상이 필요한 결과를 보였다.

3.2 Hoek-Brown 강도기준식 파라미터의 영향 분석

본 절에서는 Hoek-Brown 강도기준식을 정의하는 무

결암에 대한  ,   및 암질강도지수 GSI 의 3개의 파

라미터가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영향도 분석은 각 파라미터

의 기준값(base case)으로부터 ±25%값을 각각 상한

(upper bound) 및 하한(lower bound)으로 설정하고 이

들 파라미터 변동(perturbation)에 따른 안전율 변화를 

계산하였다. 영향도 분석에는 Microsoft Excel과 연동하

여 입력변수가 결과 변수에 미치는 영향력의 크기, 즉 민

감한 정도를 분석할 수 있는 SensIt(http://www.treeplan. 
com/sensit.htm)을 이용하였다. 계산된 안전율 및 민감

도 결과는 Table 3과 같다. 파라미터의 변동 범위 내에

서 계산된 안전율의 최대값 및 최소값의 차이가 클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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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sults of the sensitivity analysis of both HB strength constants and storage cavern design parameters 

Fig. 4. Comparison of parameter sensitivity between Hoek- 
Brown and Mohr-Coulomb strength criterion

해당 변수의 영향도가 큼을 의미한다. 따라서, GSI,  , 
의 순으로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한편, 최대저장압력(P) 및 저장공동 설치심도(z)와 같

은 저장공동 설계변수를 포함한 민감도 분석에서는 이

들 강도정수보다 설계변수가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큰 결과를 보였을 뿐만 아니라 설치심도가 

낮을 경우 설계 안전율 1.5을 밑도는 사례가 다수 발생

하였다(Fig. 3).

3.3 Hoek-Brown 및 Mohr-Coulomb 강도기준식의 민

감도 비교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전율에 미치는 

강도기준식의 민감도 비교를 위해 Hoek-Brown 및 Mohr- 
Coulomb 강도기준식의 파라미터에 대한 영향도 분석

을 실시하였다. Hoek-Brown 강도기준식 파라미터로는 

무결암에 대한  ,   및 암반상태를 나타내는 GSI를, 
Mohr-Coulomb 강도기준식 파라미터로는 암반의 마찰

각 및 점착력을 대상으로 하였다.
Fig. 4는 각 파라미터의 변동에 대한 안전율 계산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 직선(혹은 곡선)의 기울기가 클수

록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기
울기가 수평인 경우 영향이 없음을 의미한다. Hoek-Brown 
강도기준식의 무결암에 대한 파라미터   및   그리

고 Mohr-Coulomb 강도기준식의 점착력(c)가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융기에 대한 

안전율은 Hoek-Brown 강도기준식의 암반상태값 GSI
보다 Mohr-Coulomb 강도를 정의하는 내부마찰각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주어진 저

장공동 설계변수를 이용하여 주변 암반 및 부지적합성 

검토과정에서 Mohr-Coulomb 강도기준식을 이용할 경

우 실내실험을 통한 마찰각 선정에 신중해야 한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최근의 압축공기에너지 및 고압 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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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의 지하저장을 목적으로 건설되는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안정성 검토기법 및 그 적용결과를 

소개하였다. 개발된 간이해석기법은 저장공동 상부 암

반의 파괴양상을 원통형으로 가정하고 한계평형해석을 

실시하여 안전율을 계산함으로써 융기에 대한 위험성

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안전율 계산에 필요한 

원통형 파괴면에서의 저항력 계산을 위해서 기존의 Mohr- 
Coulomb 강도기준식을 대신하여 Hoek-Brown 강도기

준식을 적용함으로써 무결암의 강도 특성 및 주변 암반

상태의 부지조사 결과를 비교적 손쉽게 고려할 수 있도

록 보완하였다.
개발된 해석기법을 적용한 암반 강도정수의 민감도 

분석 결과, 저장공동 상부 융기에 대한 안전율은 Hoek- 
Brown 강도기준식보다 Mohr-Coulomb 강도기준식에 

민감하게 변화하는 결과를 보였다.
개발된 해석기법은 저장공동 상부 파괴면을 지표면까

지 연결된 직선형태로 가정하고 파괴과정에서의 부피

팽창(dilation)에 따른 파괴면에서의 구속압 증가 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안전율을 과소평가하게 된다. 
따라서, 정밀 안정성 검토과정에서는 서론에서 소개한 

수치해석기법을 병행한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다.
다만, 이러한 간이해석기법은 대상부지의 기초부지조

사 및 GSI 암반분류 결과만을 이용하여 저장공동 상부 

암반의 융기에 대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고압 유체 지하저장 공동 건설을 위한 기초설계 및 부

지적합성 검토 등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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