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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석 광산 지역의 지반침하 원인 규명을 위한 현장조사와 

지반 안정성 분석 사례

이승중, 김병렬, 최성웅*, 오석훈

A Case Study of Site Investigation and Ground Stability Analysis 

for Diagnosis of Subsidence Occurrence in Limestone Mine

Seung-Joong Lee, Byung-Ryeol Kim, Sung-Oong Choi*, Seok-Hoon Oh

Abstract Ground subsidence occurring in mine area can cause an enormous damage of  loss of lives and properties, 

and a systematic survey should be conducted a series of field investigation and ground stability analysis in subsidence 

area. This study describes the results from field investigation and ground stability analysis in a limestone mine 

located in Cheongwon-gun, Chungcheongbuk-do, Korea. Rock mechanical measurements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are applied to obtain the characteristics of in-situ rock masses and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subsurface 

weak zone, and their results are extrapolated in numerical analysis. From the field investigation and stability analysis, 

it is concluded that the subsidence occurrence in this limestone mine is caused mainly by subsurface limestone 

cavities.

Key words Subsidence, Limestone cavity, Resistivity survey, Numerical analysis

초  록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는 인명과 지표시설물에 막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으므로 지반침

하 발생지역에 대한 일련의 현장조사와 지반안정성 분석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청북

도 청원군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의 일부 지점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지반

안정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조사지역 암반의 공학적 특성을 조사하고,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지표 부근 연약대의 분포양상을 파악하였으며, 이 결과들을 토대로 침하원인 규명을 위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

다. 해석결과, 본 광산지역에서 발생된 지반침하는 석회암층에서 발달된 용식공동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지반침하, 용식공동, 전기비저항 탐사, 전산해석

1. 서 론

국내에서 지금까지 발생한 지반침하의 대부분은 석탄

을 채굴하던 폐광지역에서 발생되었으며 이에 대한 정

밀조사와 대책수립 등 지속적인 광해복구사업이 진행

되고 있다(Kim et al., 2004, Choi et al., 2005, Jung 

et al., 2008, Lee et al., 2008, Kim et al., 2013). 이에 

비하여 석회암지대에서 발생되는 지반침하는 그 사례

가 적고, 탄광지역에서 발생한 침하보다 규모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심각성이 작게 인식되어 왔다. 

그러나 근래에 들어 용식공동에 의한 지반침하가 새로

운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기법의 개발 및 대책수립 등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

되고 있다(Sunwoo et al., 2006, Han et al., 2007, Park 

et al., 2013).

석회암 분포지역 내에는 다른 종류의 암석과는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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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ubsidence occurrence points in research site.

용식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하 공동(limestone cave)이

나 함몰지(doline) 등의 다양한 지형적인 특성과 차별 

풍화에 의한 불규칙한 기반암선 등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용식 지형은 도로, 주택 등 상부 구조물의 손상

과 지하수원의 오염 및 고갈 등의 각종 재해를 유발시

키는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한다(Wilson and Beck, 1988, 

Goodman, 1993, Beck, 1996, Waltman and Fookes, 

2003).

국내에서 고품질의 석회석 광상은 강원도 중부와 남

부 및 충청북도 북부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상 광산은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석

회석 광산으로서, 2005년도 노천채광에서 갱내채광으

로 전환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채광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는 가행광산이다. 

지반침하 안정성 분석을 위해서는 석회암 내부에 발

달하는 공동의 분포 및 그에 수반되는 연약대의 분포 

형태를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이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

여 조사지역의 지반 상태를 파악하였다. 또한, 안정성 

평가를 위해 암반의 공학적 특성을 조사하였고, 침하원

인 규명을 위한 전산해석을 수행하였다.

2. 현장조사

조사 대상 광산은 충청북도 청원군에 위치한 ◌◌광

산으로서 백시멘트 용도의 고품위 석회석을 대상으로 

노천채광을 시행하다가 2005년 갱내채광으로 전환하여 

주방식 채광법으로 채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행 

광산이다. 본 광산은 가공공장의 원광석 수요에 따라 

연간 약 150,000 ton의 광물을 생산하고 있다. 현재 1편

은 채굴이 완료되었으며, 2편은 약 420 m, 3편은 약 

100 m 까지 굴진 중이다. 2편의 보안광주는 48개이고 

최대 높이는 15 m이며, 3편은 높이 6～7 m 의 보안광

주가 13개 형성되어 있다.

본 광산 지역에서 관찰되는 침하 유형은 소규모 함몰

형 침하로서, 2006년부터 지금까지 채굴적 상부 7개소

와 광체 발달 방향에 2개소의 침하가 발생되었으며, 현

재는 되메움 작업과 콘크리트 보강작업으로 복구가 완

료된 상태이다(Fig. 1). 침하발생 당시 정밀 조사가 수

행되지 않아 정확한 침하규모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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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orientations of joint sets in the site.

Joint set Dip direction Dip angle

Set 1 259±15 70±14

Set 2 82±8 69±7

(a) Pole diagram (b) Site investigation in a mine stope

Fig. 2. Results of joint distribution patterns in the site.

Table 2. Rock mass classification by RMR.

Value Rating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84 MPa 7

RQD 78 % 17

Joint spacing 70 cm 15

Joint condition

Persistence 4 m 2

Aperture < 1 mm 4

Roughness  Rough 5

Gouge Soft filling < 5 mm 2

Weathering Slightly weathered 5

Ground water Wet 7

Total rating - 64

RMR grade - II (Good)

않지만, 당시 촬영된 현장사진과 탐문조사 결과, 침하지 

9개소에서 발생된 침하규모는 반경 약 2～5 m, 깊이 약 

1～3 m 정도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침하

가 발생된 위치를 중심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

였으며, 침하지 하부의 암반평가를 위해 갱내 조사를 

수행하였다.

2.1 암반공학적 특성 조사

갱도는 66 ML에 본갱이 개설되었으며, 현재 2편

(22.37 ML)과 3편(8.57 ML)에서 채광작업이 이루어지

고 있다. 절리군 분포 특성 조사 및 암반평가를 위한 현

장조사는 채광작업이 완료된 1편에서 수행하고자 하였

으나 낙반 등의 안정성 문제로 인하여 2편에서 수행되

었다. 절리군 조사 결과, 두 개조의 주절리군의 경사방

향은 서로 180° 정도의 위상차를 갖고 있으며, 경사각

은 약 70°로 거의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및 

Fig. 2).

암반을 평가하기 위해 RMR 분류법을 이용하였으며, 

각 평가항목을 기준으로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평가

항목별 측정치와 평점은 Table 2와 같으며, 총점은 64

점으로 RMR 분류등급 중 II 등급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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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map of resistivity survey lines in the site.

2.2 용식동굴 확인을 위한 전기비저항 탐사

지구물리탐사 기술은 지반침하원인 규명 뿐만 아니라 

지반침하 지역에 대한 지반보강 또는 지반개량 이후 시

공 효과에 대한 평가를 위하여 응용됨으로써 지반침하

의 사전 감시, 조사 및 평가, 보강 이후 보강상태 검측 

등의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지 폭넓게 응용되고 있다

(Kim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물리탐사 기법의 이점을 이용

하여 채굴적 상부 및 광산 인근 지역에서 발생된 침하

지를 중심으로 용식공동의 존재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 

침하지 중 대부분은 침하발생 당시 되메움 작업으로 

복구가 완료되었으나, 지표 하부 즉 채굴적 방향으로 

용식공동의 연장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 침하지 중심

으로 조사측선을 설정하였다. Fig. 3에 도시된 바와 같

이 채굴적 상부의 침하지 인근에 5 개의 조사측선(line 

3～line 7)과 굴착 진행 방향에서 발생된 침하지 인근에 

2 개의 조사측선(line 1～line 2)을 설정하였다. 자료 취

득 시 전극배열은 쌍극자 배열(dipole-dipole array)을 

적용하였고, 전극 간격은 각 조사측선 상의 지형적 특성

을 고려하여 4 m, 5 m, 10 m로 전극을 설치하였으며, 

최대 심도 약 50 m 까지 전기비저항 자료를 취득하였

다. 취득된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DIPROfWin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으며, 역해석 과정

을 거쳐 2차원 전기비저항 영상을 도출하였다(Fig. 4).

탐사 영역의 하부 지반의 전체적인 전기비저항 분포

를 조사하기 위하여 Fig. 4에 나타낸 2차원 전기비저항 

영상을 Fig. 5와 같이 펜스다이어그램(fence diagram)

으로 나타내었다. Fig. 4와 Fig. 5로부터 확인 할 수 있

듯이 고비저항대가 분포하는 심도는 지표 하부 약 20 

～30 m 이며, 이 영역은 기반암 즉, 석회 암반으로 추정

된다. 저비저항대는 조사측선 1～7번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NE 방향으로 연장되는 양상을 나타내고 있

으며, 국부적으로 지하 심부까지 연장되는 형태를 보인

다. 한편, 시추조사와 물리탐사 결과를 비교한 선행 연

구(Kim et al., 2006)에 의하면, 대부분의 용식공동은 

지표 근처에 형성되어 있지만, 석회 암반 내에 지하 공

동이 분포하고 있을 경우 고립된 형태의 저비저항대가 

지표 또는 암반 상부에서부터 하부의 임의 심도까지 분

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이는 조사측선 2번과 7

번의 저비저항대의 분포 양상과 부합하는 결과로서, 두 

측선 하부에 용식공동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또

한, 지질도 확인 결과, 조사지역의 광체의 주향 방향은 

NE 방향으로서, 침하지의 분포 양상과 저비저항대의 

연장 방향이 광체의 주향 방향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확인되었다.

3. 지반안정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용식공동이 존재할 것으로 추

정되는 측선은 7번으로서, 과거 침하가 발생한 구역이

다. 침하발생 당시 되메움 작업으로 현재는 복구가 완

료된 상태이나 Fig. 4(g)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지표 하

부 약 10 m 부근에 20～50 ohm-m의 저비저항대가 상

대적으로 뚜렷하게 나타나며 심부로 연결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 구역의 지표 하부 60 m 부근에서 채광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침하의 원인이 채굴적

에 의한 것인지 또는 지표 부근에 존재하는 용식동굴에 

국한된 것인지 명확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 향후 지하

수위 강하 또는 집중호우 등의 요인으로 지하수 유동채

널의 변화 및 용식공동의 확장이 발생된다면, 지반침하

가 재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구역에 대한 지반

안정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광산지역에 분포하는 주절리군은 70° 정도의 급경

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현장 절리군의 특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Itasca사의 UDEC 2D(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 2D)을 해석 프로그램으로 선정하였다.

3.1 입력물성 산정

갱내 현장조사 결과, 채굴적이 존재하는 석회암층은 

RMR-II 등급에 해당하는 암반이다. 석회암층과 표토 

사이에 존재하는 암반은 전기비저항 탐사결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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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rvey line 1 (b) Survey line 2

(c) Survey line 3 (d) Survey line 4

(e) Survey line 5 (f) Survey line 6

(g) Survey line 7

Fig. 4. 2D resistivity images of each survey lines.

Fig. 5. Fence diagram of the 2D resistivity images.

확인할 수 있듯이 비교적 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석회암층보다 풍화를 많이 받았을 것으로 추정하여 

RMR-III 등급의 암반으로 가정하였다.

석회암층의 입력물성 산정을 위해 갱내에서 채취한 

암석시료를 대상으로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암반의 

입력물성은 일축압축시험과 삼축압축시험의 결과값을 

적용하였고, 절리의 입력물성은 절리면 전단시험으로부

터 산정된 결과와 Bandis et al.(1983)가 제안한 식으로 

보정하여 입력물성을 결정하였다. 석회암층의 상부 암

반 즉, 풍화된 석회암층의 입력물성은 과거 수행된 시

추자료가 현재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시추코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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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intact rock used in numerical analysis.

Rock type
Unit weight

()

Young’s modulus

(GPa)
Poissi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ree)

Tensile strength

(MPa)

Limestone 2,700 41.72 0.23 5.63 45.13 7.00

Weathered 

limestone
2,500 10.29 0.23 1.14 40.13 5.00

Soil 1,600  0.01 0.25 0.00 32.00 0.00

Table 4.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joints used in numerical analysis.

Joint set
Normal stiffness

(MPa/mm)

Shear stiffness

(MPa/mm)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ree)

Set 1  8.36 1.53
0.10 35.5

Set 2 10.14 0.34

Fig. 6. Generation of numerical model for survey line 7.

시험이 불가하여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RMR-III 등급

의 암반으로 가정하였으며, RMR-III 등급의 평균값과 

Kim et al.(1993)가 제안한 RMR 경험식을 이용하여 

입력물성을 산정하였다(Table 3과 4).

3.2 해석모델

전산해석을 위해 지형도와 갱내도를 이용하여 조사측

선 7번에 해당하는 단면을 생성하였으며, 전기비저항 

탐사결과로부터 해석단면의 지층을 Fig. 6과 같이 석회

암층, 풍화된 석회암층, 표토층으로 구분하였다.

갱내도 분석결과, 1편의 채굴적은 약 17 m의 폭과 약 

6 m의 높이로 채광되었고, 2편의 채굴적은 약 13～20 

m의 폭과 8 m의 높이로 채광되었으며, 이를 해석단면

에 직접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전기비저항 탐사결과

부터 지표 하부 10 m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는 

용식공동은 직경 10 m의 규모로 표현하였다.

일반적으로 석회암지대에서 용식공동 내에 점토질이

나 지하수가 충전되어 있을 경우 저비저항의 특성을 나

타내지만, 전산해석 상에서는 이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

현하기 어렵기 때문에 저비저항대를 공동 형태로 가정

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3.3 해석결과

지반침하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해석모델에서 채굴적

과 용식동굴을 굴착한 이후의 지반거동을 분석하였다. 

변위 벡터 분석결과, 용식공동 상부 지표면에서는 최대 

약 2 m 정도의 변위가 발생한 반면, 용식공동 직하부 

채굴적의 천반에서는 약 0.8 cm 의 소규모 변위가 발생

하였다(Fig. 7). 채굴적 천반에서 발생한 변위는 일반적

으로 터널굴착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지표침하에 의한 영향으로 볼 수 없다. 응력 텐서 분포

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채굴적 주위 암반에서는 굴

착 이후 응력재분배 현상으로 응력아치가 형성되었기 

때문에 채굴적의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Fig. 8).

지반침하는 Fig. 9로 확인할 수 있듯이 용식동굴 천반

에서 붕괴가 시작되어 토사층의 인장균열과 소성항복

이 발생하면서 공동 내부로 침하가 발생되었다. 또한 

토사층의 붕괴로 인해 용식공동을 기준으로 좌측 40 m 

지표면 부근에서 인장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이는 수치해석상에서 토사층은 지층이 모두 연결된 

단일 지층으로 표현되었기 때문에, 용식동굴의 함몰과 

함께 좌측 40 m 부근에 인장파괴가 발생된 것으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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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placement vector occurring in numerical analysis 

for survey line 7.

Fig. 8. Principal stresses distribution in numerical analysis 

for survey line 7.

Fig. 9. Failure distribution in numerical analysis for survey 

line 7.

석되었지만, 일반적으로 침하지역에서는 지표함몰로 인

한 지반 이완현상으로 함몰지의 지표 인근에 인장균열

이 발생되기도 한다.

본 해석에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산해석의 특

성상 저비저항대를 용식동굴로 표현하였지만, 실제로 

지하수나 점토로 충전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향후 지하수위 변화나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 지지력이 

상실된다면, 본 해석결과와 같이 지반침하가 재발할 가

능성이 높으며, 이로 인해 인장균열에 의한 취약대가 

함몰지 인근에 형성될 수도 있다. 따라서 본 지역의 지

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저비저항대 구간에 대

한 정밀조사와 그에 따른 지반보강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상의 해석결과를 종합해보면, 본 지역에

서 과거 발생되었던 지반침하는 채굴적의 붕괴보다는 

용식동굴의 붕괴가 직접적인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

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 광산지역의 침하원인 규명을 

위해 암반의 공학적 특성조사와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

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반안정성 분석을 수행하

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지역의 암반의 공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RMR 암반분류법에 의한 암반평가와 절리군의 분포

특성을 조사하였다. 갱내 보안광주에 대한 암반평가 

결과, RMR 분류평점은 총 64점으로 RMR-II 등급

에 해당하는 “우수” 한 암반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해당 지역에서는 약 70° 정도의 급경사를 갖는 2개

조의 절리군이 조사되었으며, 두 절리군의 경사방향

은 259°와 82°로서 약 180° 정도의 위상차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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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2. 지표 인근에 존재하는 용식공동과 같은 연약대를 파

악하기 위해 침하지를 중심으로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 총 9개의 조사측선을 설정하여 탐사를 

수행한 결과, 연약대로 추정되는 저비저항대는 지표 

하부 10 m 부근에서 관찰되었으며, 광체의 주향방

향 즉, NE 방향으로 연장되는 특성을 나타냈다. 또

한, 조사측선 2번과 7번에서는 저비저항대가 심부로 

연장되는 특성을 보였다. 

3. 조사측선 중 저비저항대의 분포가 뚜렷한 7번 측선

은 과거 지반침하가 발생된 지역이며, 지표 하부 60 

m 부근에서 채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

반안정성 분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산해석 단

면으로 선정하였다. 전산해석 결과, 용식공동 상부 

지표면에 최대 약 2 m 정도의 침하가 발생한 반면, 

채굴적 주변 암반에서는 소규모 변위 발생과 채굴적 

주변에 응력아치가 형성되어 지반이 안정화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과거 발생된 지반침하는 채굴적

의 붕괴에 의한 침하보다는 지표 하부에 존재하는 용

식동굴의 붕괴에 의해 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본 광산지역에서 발생되고 

있는 지반침하는 용식공동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며, 

용식공동의 붕괴를 촉진시키는 요인 즉, 집중호우와 

같은 자연적인 요인과 광산개발에 따른 지하수위 변

화로 인해 지하수의 유동 및 용식작용이 활발해져 

지반침하가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

본 광산지역과 같은 석회암 지대의 지반침하를 방지

하기 위해서는 지표 인근에 발달되어 있는 용식동굴과 

이를 통해 유동하는 지하수의 유동 경로를 파악하여 이

에 대한 보강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절에 

따른 지하수 수위 변화를 파악하고 시추조사 등 정밀조

사를 통해 지반안정화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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