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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폐광산 지하 채굴갱도 기초형상 분석 및 개선된 

광산 지하공동 측정 · 분석 기술 연구

김수로*, 박성빈, 최병희, 윤중만, 정교철

A Study on the Basic Geometry Analysis of Abandoned Underground 

Mine Tunnels in Korea and Advanced Measuring-Analysis Technology 

for Underground Mine Cavities

Soo-Lo Kim*, Sung-Bin Park, Byung-Hee Choi, Jung-Mann Yun, Gyo-Cheol Jeong

Abstract The collapse of underground mine development void for mineral resources can cause the subsidence of 

ground surface. In order to prevent the subsidence of ground, data such as maps or pictures of past mining site 

is important information for current mine reclamation works. In particular, mine subsidence management was based 

on mining maps and pictures. The process of the mining area surveys, safety evaluation, and ground reinforcement 

are normally possible with information such as maps and pictures in past mining.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1960’s, a lot of mines were developed in Korea indiscriminately. However, mining information at that time 

is limited to use. In the future, mining information will become even more rare. MIRECO intends to establish a 

realistic alternative solution. In this study, the basic numerical information of developed mine tunnels in Korea is 

statistically reviewed, and advanced underground cavity measuring technology was studied. 4,473 mine tunnel opening 

data of 1,784 abandoned mines in korea were collected and sort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average value 

of small mine tunnel openings in Korea was 1.982 m in height and 1.959 m in width. The mean value of shape 

factor was analyzed as 0.485. The summary of these numerical mine data will be helpful for understanding and 

researching Korean abandoned mines. Therefore, the development of measurement technology for abandoned mine 

cavities and tunnels is expected to facilitate more effective mine subsidence management works in Korea.

Key words Subsidence of Ground, Mine Subsidence Management Works, Measurement Technology, Shape Factor, MIRECO

초  록 광물자원 채굴을 위한 지하 채굴공동의 붕괴는 인간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의 지반침하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지반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과거 광산지역에 대한 도면이나 사진 자료는 광해방지사업을 위하여 중요

한 정보가 되고 있다. 광산지역의 조사, 광산 안정성 평가, 보강공사 등 일련의 과정은 통상적으로 과거 폐광산의 

도면 및 사진정보에 근거하여 수행된다. 한국은 일제강점기 및 1960년대 광산 활황기에 수많은 광산이 무질서하

게 개발되었다. 그러나 광산 관련 정보는 사용에 제한적인 상황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더 희소해질 것으로 

본다. 한국광해관리공단은 현실적인 대안을 수립코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과거 광산개발 굴진에 관련한 대한 

기초정보를 통계적으로 검토하고, 진보된 폐광산 지하공동 측정기술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한국의 1,784개 폐광

산에 대한 4473개 갱도(갱구) 조사자료를 수집하여 정리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소규모 갱도(갱구) 평균 수치는 

높이 1.982 m이며, 폭 1.959 m로 분석되었다. 또한 형상계수(shape factor, S)의 평균값은 0.485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폐광산 수치 자료는 한국의 폐광산을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광산 지하공동 측정기

술의 발전은 미래의 광산 지반침하방지사업의 효율화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핵심어 지반침하, 지반침하방지사업, 측정기술, 형상계수, 한국광해관리공단

1. 서 론 

광산의 “지반침하”라 함은 지하광물의 채굴로 형성된 

지하 공동에 시간의 경과에 따라 붕락이 발생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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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diagram of Research & Development Environment in the mine subsidence prevention part by kim (2015)

붕락이 점차 상부로 발달되면서 지표까지 전이되어 발

생하는 지표 붕괴 및 지반의 균열을 의미한다. 한국에

는 전국적으로 5,396개 폐광산과 가행광산이 산재되어 

있으며, 광산 개발로 인한 지하공동의 존재가 예상되는 

광산은 2,137개로 추정된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14). 

지하 채굴적으로 인한 지반침하는 광업이 발달한 선진

국에서도 50년 이상 경과한 후에도 다수 발생하고 있으

며, 심지어 100년이 경과한 후에도 발생되는 사례도 있

다. 국내에서도 그동안 채산성 위주로 진행되어 폐광지

역에서 발생되는 지반침하에 대한 대책 수립이 미흡했

기 때문에 가행 중 혹은 폐광 이후 지반침하로 인한 안

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높다(권현호 등, 2007). 

광산 채굴적의 경우, 반영구적인 사용을 목적으로 굴

착되는 토목 터널과는 달리 경제성 극대화를 위해 채광

작업 기간 동안의 자립만을 목적으로 굴착된다고 하였

다(Bieniawski, 1984). Lim 등(2000)은 광종별로 석탄

광산의 갱도는 협소하고, 갱도 주변 암석의 특성으로 인

하여 갱도 유지가 어려우며 금속광산의 경우, 갱도 주변

암반이 견고하여 일부를 제외하고는 유지되고 있으며, 

단면의 형태가 다양하다고 하였다. 또한 Choi 등(2005)

은 지반침하의 발생 및 그 영향범위에 대한 위험요소는 

①채굴적의 폭, ②지반 내 측압계수, ③채굴적의 심도, 

그리고 ④채굴적의 높이의 순으로 나열하였다. 이는 광

산 지하공동의 폭, 높이와 같은 기초 정보가 광산 지반

침하방지에 유용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광산 채굴 공동의 형상과 관련하여, 수리 반경(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수(shape factor, S)은 안전성 

검토의 일환으로 공동의 모양과 크기의 영향을 위해 도

입한 것으로 공동의 둘레에 대한 공동의 단면적의 비로 

정의된 바 있다(Potvin, 1988, Sunwoo, 2005, Sunwoo, 

2012)

 

 or 


×
 (1)

여기서, W는 공동의 폭, H는 공동의 높이 이다.

인간의 정주지역이 과거 광산지역으로 확대됨에 따라 

광해방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증가되고 있다. 인간의 

생활공간 인근에서 광산으로 인한 지반침하 관측 빈도

도 증가가 예상되며, 인명 및 재산 피해 동반 가능성 증

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사회적 변화 

및 고효율화 요구 등 연구 환경 변화에 대하여, 광산도

면의 부재 및 불명확, 지반침하 판단기준의 정립, 다양

한 광산 환경에 대한 대책마련, 사회적 변화 및 방재개

념의 필요성 등을 광산 지반침하방지 분야 외부 환경변

화의 요인으로 검토하였다(Kim et al., 2015). Fig. 1은 

이러한 외부요인을 도식화한 것이다. 

2. 한국의 폐광산 갱도(갱구) 형상 및 분석

2.1 조사 및 분석방법 개요

광산 지반침하방지 사업은 대상 현장 특성에 기초한 

연구가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나, 기초적 혹은 이론적 

개념연구를 위해서는 한국에서 과거에 개발되고 폐광

된 광산의 기초적인 수치에 대한 재검토도 중요한 의미

를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의 폐광산 소규모 단면 갱도(갱구) 형



터널과 지하공간 457

(a) A width survey example of abandoned mine tunnels

(b) A height survey example of abandoned mine tunnels 

Fig. 2. Survey examples of abandoned mine field survey

Table 1. Summary data of the abandoned mine tunnel

Item (unit) GW* GI* HN* CC* YN*
Basic statistics

Sum Average

Number of mine tunnel (n) 614 423 458 1,998 1,750 5,243 -

Number of mine data (n) 337 162 224 761 586 2,070 -

Average height (m) 2.208 2.274 1.863 3.200 2.079 - 2.518

 Average width (m) 2.161 2.197 1.852 2.304 1.937 - 2.117

*GW:Gangwon area, GI:Gyungin area, HN:HoNam area, CC:ChungChung area, YN:YoungNam area.

상의 기초 연구를 위하여 한국광해관리공단의 ‘11년 전

국 단위로 실시된 광해 실태조사 자료 중 지반분야 목

측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후속 연구 등을 

위하여 수치적으로 한국의 폐광산 갱도(갱구) 형상 특

성을 수치적으로 검토코자 하였다. 폐광산에 대한 조사

자의 갱도(갱구) 정보는 각 대상 단면의 폭과 높이 수치

를 광종별, 지역별로 분류하고 그 수치의 통계적 의미

를 검토하였다.

2.2 한국의 소규모 단면 갱도(갱구) 단면 수치 조사 

및 필터링

한국광해관리공단의 폐광산 실태조사 자료 중 갱도

(갱구)의 단면크기가 목측 조사된 2,070개 광산, 5,243

개 자료를 추출하고, 한국의 폐광산에 대한 소규모 단

면 갱도(갱구) 수치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폐광산

에 대한 소규모 단면 갱도(갱구)조사 사례는 Fig. 2와 

같으며, 활용된 폐광산 실태조사 자료의 수치를 요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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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iltered summary data of the abandoned mine tunnels by region

Item (unit) GW* GI* HN* CC* YN*
Basic statistics

Sum Average

Number of mine tunnel (n) 490 342 373 1,674 1,594 4,473 -

Number of mine data (n) 276 132 186 659 531 1,784 -

Average height (m) 2.184 1.866 1.892 2.053 1.892 - 1.982

 Average width (m) 2.171 1.891 1.929 2.016 1.856 - 1.959

*GW:Gangwon area, GI:Gyungin area, HN:HoNam area, CC:ChungChung area, YN:YoungNam area.

(a) Total data (n=4,473) (b) Gangwon area data (n=490) (c) Gyungin area data (n=342)

(d) HoNam area data (n=373) (e) ChungChung area data (n=1,674) (f) YoungNam area data (n=1,594)

Fig. 3. Data distribution of the abandoned mine tunnels by region

면 Table 1과 같다. 그러나, 조사자료 중 소규모 단면 

갱도(갱구)에 대한 목측 오류 가능성 및 소규모 단면 갱

도(갱구) 검토라는 연구 부합성 문제로 1 m 미만의 수

치 및 4 m를 초과하는 수치를 포함하는 자료는 삭제처

리(필터링) 하였다. Table 2는 삭제(필터링)된 자료를 

제외한 1,784개 광산, 4,473개 갱도(갱구) 정보에 대한 

요약 자료이며, Fig. 3은 4,473개 갱도(갱구)정보와 이

를 지역별로 분류하여 도시한 것이다. Table 3은 4,473

개 갱도(갱구) 정보를 광종별로 분류한 자료이며, Fig. 

4는 4,473개 갱도(갱구) 정보를 광종별로 분류하여 도

시한 것이다. 

해당 자료는 한국 광산에 대한 실사조사를 통하여 조

사된 결과로서, 한국의 과거 폐광산 기초 연구 혹은 개

념 연구 목적으로 충분한 신뢰도를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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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iltered Summary data of abandoned mine tunnel by the type of mine

Item (unit) Metal mine Non metal mine Coal mine
Basic statistics

Sum Average

Number of mine tunnel (n) 3,348 573 552 4,473 -

Number of mine data (n) 1,333 303 148 1,636 -

Average height (m) 1.960 2.047 2.047 - 1.982

 Average width (m) 1.947 1.996 1.995 - 1.959

(a) Metal mine data (n=3,348) (b) Non metal mine data (n=573) (c) Coal mine data (n=552)

Fig. 4. data of abandoned mine tunnels by mine type

(a) Frequency data of abandoned mine tunnels size (b)  Frequency data of abandoned mine tunnels height/width ratio

Fig. 5. Numerical analysis of abandoned mine tunnel data distribution and aspect ratio

2.3 한국의 소규모 채굴적(갱도) 단면 수치 분석

전국적 자료인 1,784개 광산, 4,473개 자료를 정리하

고, 수치화하기 위하여 기초통계량 수치를 활용하였다. 

광산의 지역별, 광종별 특성 등 현황을 파악하고 대안 

수립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기초통계량 검토에는 

Microsoft사의 Excel 2007이 사용되었다.

통계적으로 한국의 소규모 갱도(갱구) 평균 수치는 

높이 1.982 m이며, 폭 1.959 m로서, 유사한 값을 가지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높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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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tatistical review of abandoned mine survey results (mine type)

Total data Metal mine Non metal mine Coal mine

H(m)* W(m)* H(m)* W(m)* H(m)* W(m)* H(m)* W(m)*

N* 4,473 4,473 3,348 3,348 573 573 552 552

Max* 4 4 4 4 4 4 4 4

Min* 1 1 1 1 1 1 1 1

Ave* 1.982 1.959 1.960 1.947 2.047 1.996 2.049 1.995

Med* 2 2 2 2 2 2 2 2

Mod* 2 2 2 2 2 2 1.8 1.8

Std* 0.601 0.594 0.607 0.607 0.592 0.586 0.561 0.515

*H(m) : Height(m), W(m) : Width(m), N : Number of data, Max : Maximum, Min : Minimum, Ave : Average, Med : Median, 

Mod : Mode, Std : standard deviation.

Table 5. Statistical review of abandoned mine survey results (regional area)

GW* GI* HN* CC* YN*

H(m)* W(m)* H(m)* W(m)* H(m)* W(m)* H(m)* W(m)* H(m)* W(m)*

N* 490 490 342 342 373 373 1,674 1,674 1,594 1,594

Max* 4 4 4 4 4 4 4 4 4 4

Min* 1 1 1 1 1 1 1 1 1 1

Ave* 2.184 2.171 1.866 1.891 1.892 1.929 2.053 2.016 1.892 1.856

Med* 2 2 2 2 1.8 1.8 2 2 1.8 1.8

Mod* 2 2 2 2 1.8 1.8 2 2 1.8 1.8

Std* 0.696 0.707 0.676 0.702 0.545 0.572 0.594 0.592 0.544 0.508

*GW:Gangwon area, GI:Gyungin area, HN:HoNam area, CC:ChungChung area, YN:YoungNam area, N :Number of data, 

Max : Maximum, Min : Minimum, Ave : Average, Med : Median, Mod : Mode, Std : standard deviation.

2.000～1.965 m이며, 단면의 폭에 대한 95% 신뢰구간

은 1.977～1.942 m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폐광산 

소규모 갱도 단면에 대한 평균적 규모는 약 2 m(폭)×2 m

(높이)이며, 그 종횡비를 1로 가정하는 것은 합리적인 

추정으로 판단된다(Fig. 5). 

광종별로 조사수치를 살펴보면, 소규모 갱도(갱구) 단

면의 높이는 금속광산, 비금속광산, 석탄광으로 분류된 

광종에 따라 통곗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소규모 갱도

(갱구) 단면의 폭도 금속광산, 석탄광산, 비금속광산의 

순서로 광종에 따라 통곗값의 차이를 나타내었다(Table 

4), 광종별 특성에 따른 분류는 큰 의미를 가지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역별로 조사수치를 살펴보면, 소규모 갱도(갱구) 단

면의 높이는 강원, 충청, 호남, 영남 및 경인의 순서로 

나타났으며, 소규모 갱도(갱구) 단면의 폭은 강원, 충청, 

호남, 경인, 영남의 순서로 나타났다(Table 5). 

전체 통계자료에 근거할 때 소규모 갱도(갱구) 높이 

및 폭의 최빈값은 각각 2.0 m로서 평균값에 근사된 값

을 가지며, 최소 채굴적 단면에 대한 95% 신뢰구간의 

하한선은 높이 1.965 m, 폭 1.942 m로 검토되었다.

2.4 폐광산 갱도 형상개수 검토

한국의 폐광산 지하 채굴공동 기초 형상의 수치화를 

위하여 수리 반경(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

수(shape factor, S)의 개념을 활용하였다. 수리 반경

(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수(shape factor, S)

는 광산 채굴 공동의 안전성 검토의 일부로 활용되는 

값으로서, 공동의 모양과 크기의 영향을 도입한 것으로 

공동의 둘레에 대한 공동의 단면적의 비로 제시된 바 

있다(Potvin, 1988; Sunwoo, 2005; Sunwoo, 2012). 전

국적으로 조사된 1,784개광산, 4,473개 자료의 갱도 단

면의 폭, 높이 정보를 활용하여, 광종별, 지역별 형상계

수를 검토하였다.

검토에 활용된 수리 반경(hydraulic radius, HR) 혹은 

형상 계수(shape factor, S)에 대한 기초통곗값은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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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tatistical review of abandoned mine tunnel hydraulic radius or shape factor

Total data
Regional Area Mine Type

GW* GI* HN* CC* YN* Metal Non Metal Coal

N* 4,473 490 342 373 1,674 1,594 3,348 573 552

Max* 1.000 1.000 1.000 1.000 1.000 0.933 1.000 1.000 1.000

Min*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0.250

Ave* 0.485 0.537 0.458 0.469 0.502 0.461 0.480 0.498 0.501

Med* 0.474 0.500 0.429 0.450 0.500 0.450 0.469 0.495 0.485

Mod* 0.500 0.500 0.500 0.450 0.500 0.450 0.500 0.450 0.450

Std* 0.132 0.161 0.149 0.120 0.133 0.113 0.134 0.130 0.122

*GW:Gangwon area, GI:Gyungin area, HN:HoNam area, CC:ChungChung area, YN:YoungNam area, Metal : , Non Meta: 

Coal: , N : Number of data, Max : Maximum, Min : Minimum, Ave : Average, Med : Median, Mod : Mode, Std : standard 

deviation

Fig. 6. Hydraulic radius or shape factor of abandoned mine 

tunnels

과 같으며, 이의 분포는 Fig. 6과 같다. 전체 4,473개 자

료에 대한 형상계수 평균값은 0.485, 중간값(median)은 

0.474 그리고 최빈값(Mode)은 0.500으로 나타났다. 대

푯값으로서 평균값은 광종 및 지역별 평균값과 비교하

여 수치적으로 다소의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최

댓값 및 최솟값의 경우, 0.250～1.000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금번 연구자료의 삭제(필터링) 적용과 관련성

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산의 수리반경 혹은 형상계수는 과거 광산개발을 

위하여 지하 채굴공동을 개설하였던 방식 및 형태를 1

개의 수치로 표현한 것이라고 사료되며, 통계적으로 충

분한 수의 자료에 근거하므로 유의한 수치로 판단된다. 

Table 6의 통곗값은 과거에 개발되어 정보가 없는 광산

에 대하여 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시행 이전에 타

당성 검토 혹은 연구 등 사업 기획 단계 등에서 추정 

등 기초자료로 적절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세부적으로 지역별 혹은 광종별 차등 값과 그 원인

은 향후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3. 지하공동 수치화, 형상화 기술 소개

한국광해관리공단은 사회적 변화 및 고효율화 요구 

등 연구 환경 변화와 광산도면의 부재 및 불명확, 지반

침하 판단기준의 정립, 다양한 광산 환경의 대책마련, 

사회적 변화 및 방재개념의 필요성 등 사업 환경 변화

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하여 실용화 연구를 단계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지하공동 수치화, 형상화 기술”은 2.3절에 언급하였

던 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지) 조사를 목적으로 개발

된 기술이며, 광산개발로 인하여 발생된 지하공동에 대

하여 시추공에 삽입하여 지하공동 형상을 실측하는 기

술이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15). 해당기술의 범위는 

지하공동에 대한 정밀 수치 및 영상정보를 생산하는 장

비로서 운용방법까지를 포함하며, 타 산업분야의 지반

조사 등으로 활용이 기대되는 기술이다. 

해당기술에 대한 개념도는 Fig. 7과 같으며, 상업적 

장비 명칭은 “MIRECO EYE” 시리즈로 개선되고 있

다. 현재 V3.1 장비가 개발 및 검증 수행중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폐광산 지하 채굴공동의 형상과 관련하여, 

개선된 측정기술 및 정밀 분석사례를 간략하게 소개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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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cept diagram of “MIRECO EYE” (b) “MIRECO EYE V3.0” systems

Fig. 7. Overview of “MIRECO EYE” system 

Fig. 8. Abandoned mine area near the residential area in this 

study (SB-3 hole point)

4. 개선된 광산 지하공동 수치 ‧형상 조사 및 분석 

사례

4.1 조사개요

본 조사 대상지역은 폐금속 광산으로서 충남 예산군 

광시면에 소재하고 있다(Fig. 8). 조사 당시, 해당 지역

은 주거지에 인접하여 광산 지반안정성 정밀조사를 조

속히 시행코자 하였으나, 도면 정보가 없고, 입갱이 불

가능한 현장 여건으로서 지반침하방지사업의 추진이 

난해한 지역이었다. 지하공동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은 

지하공동이 확인된 시추공(SB-3)에 “지하공동 수치화 

및 형상화 장비(MIRECO EYE)”를 투입하여 내부 상

세 정보를 생산하였다. 해당 조사는 광산 실측 정보의 

생산 및 공유를 통해 원활한 광해방지사업(지반침하방

지사업)을 위하여 수행되었다.

4.2 조사 결과 분석

지표고를 기준점으로 지하공동의 수직적 분포심도는 

(-)2.84∼(-)6.94 mL로 측정되었다. “지하공동 수치화 

및 형상화 장비”를 활용하여 시추공(SB-3) 지표고를 기

준점으로 시추공을 따라 지하공동 내부를 수직방향으

로 이동하면서 지하공동 측벽 측정값을 수치화하였다. 

지하공동 내부 실측 수치는 Table 7과 같다. 측정거

리 값 정보는 8.73 m@(-)4.34 mL이며, 최대 단면적 값

은 17.23 m
2
@(-)4.44 mL로 나타났다. 또한, 총괄 공동 

체적 측정량은 35.566 m
3
(측정 수치 중앙평균법 산정)

으로서, 빈 공동 측정량은 24.378 m
3
, 수중 공동 측정량

은 11.188 m
3
으로 분석되었다. 

다수의 지하공동 측정 자료로부터 보다 정밀한 분기 

갱도의 정보(심도 구간 및 방향성 등) 도출을 위하여 측

정 자료를 심도 및 방향성에 따라 도시하여 검토하였다

(Fig. 9). Fig. 9(a)의 분기 심도 구간 검토는 심도별 측

정된 공동 내부 최대 측정값 및 최소 측정 값을 도시하

여 검토하였으며, 분기갱도의 심도 범위를 보다 명확하

게 규정할 수 있었다. 또한, Fig. 9(b)는 분기 심도 구간 

내 공동 내부 측정을 방향성에 따라 도시한 것이며, 분

기 갱도의 방향성 정보 도출에 효과적인 방법으로 사료

된다. 

주거지역에 인접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하여 분기 갱

도의 높이는 1.30 m 수준으로서 (-)3.64～(-)4.94 mL에 

분포하였다. 2장에서 서술한 한국의 평균적인 갱도 규

모와 비교할 때 매우 소규모 단면으로 개발된 광산으로 

평가되었다. 해당 심도 구간 내 분기 갱도 방향성 정보

는 127.7/00(선주향/선경사)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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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asic numerical data of this survey area

Depth

(mL)

Measuring data Area of 

section(㎡)

Volume of 

section(㎥)Min(m) Max(m)

(-)2.84 0.02 0.38 0.06 0.012

(-)3.04 0.22 1.9 2.45 0.490

(-)3.24 0.41 2.10 3.55 0.710

(-)3.44 0.63 2.40 5.18 1.036

(-)3.64 0.52 2.65 6.81 1.362

(-)3.74 0.83 3.49 9.46 0.946

(-)3.84 0.81 4.20 13.46 1.346

(-)3.94 1.05 5.85 12.45 1.245

(-)4.04 1.00 6.20 14.88 1.488

(-)4.14 1.04 6.00 17.22 1.721

(-)4.24 1.06 8.73 15.8 1.580

(-)4.34 0.87 8.73 17.0 1.699

(-)4.44 1.02 8.63 17.23 1.723

(-)4.54 1.06 4.66 11.72 1.172

(-)4.64 1.03 4.66 11.16 1.116

(-)4.74 1.04 3.40 10.37 1.037

(-)4.84 1.05 3.36 10.03 1.003

(-)4.94 0.99 2.52 8.75 0.875

(-)5.04 0.96 2.50 9.45 0.944

(-)5.14 0.73 2.21 9.27 0.926

(-)5.24 0.72 2.34 7.41 0.741

(-)5.34 0.56 2.29 5.98 0.597

(-)5.44 0.51 2.22 6.09 0.609

(-)5.94 0.25 2.95 4.79 2.395

(-)6.14 0.25 3.46 8.60 1.719

(-)6.34 0.25 3.37 7.60 1.520

(-)6.54 0.25 3.26 7.64 1.528

(-)6.74 0.25 3.14 10.23 2.046

(-)6.94 0.25 3.20 9.09 1.980

sum 33.586

(a) Results of depth survey

(b) Results of directional survey

Fig. 9. Reviews of analysis using precisional survey data

분기 갱도의 규모는 수치적으로 1.3 m×1.5 m×8.73 m 

(높이×폭×길이)로 분석되었다. 내부 분기 편갱도 정보, 

정밀 체적정보 등은 향후 광해방지사업의 추진을 위하

여 주요한 사업근거가 되며, 조속하고 원활한 사업 추

진을 가능케 한다. 따라서, “지하공동 수치화･형상화 기

술”의 측정 성과는 도면 부재 광산에 대한 대안 정보로

서 유용한 정보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산 개발로 인한 지반침하방지 수단

으로서의 한국의 폐광산 지하채굴공동의 기초형상과 

개선된 지하공동 측정 및 분석기술에 대하여 논하였다.

공단의 실태조사 자료 중 갱도(갱구) 목측 자료 2,070

개 광산, 5,243개 기초자료를 근거로 1,784개 광산 4,473

개 갱도(갱구) 자료를 지역별, 광종별로 분류하고 수치

적 통계 및 의미를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한국의 소규

모 갱도(갱구)의 평균 수치는 높이 1.982 m이며,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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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59 m로 검토되었다. 높이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2.000∼1.965 m이며, 폭에 대한 95% 신뢰구간은 1.977

∼1.942 m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폐광산 소규모 갱

도 단면은 평균 약 2 m(폭)×2 m(높이) 규모이며, 그 종

횡비가 1에 가까운 형상으로 검토되었다. 형상계수(Shape 

Factor, S) 평균값(Average)은 0.485, 중간값(Median)

은 0.474 그리고 최빈값(Mode)은 0.500으로 나타났다. 

각 통곗값은 광종 및 지역별 평균값과 다소의 수치적 

차이를 확인하였다. 세부 지역별 광종별에 따른 수치와 

그 차이에 대하여 세부적인 검토를 수행할 예정이다. 

이러한 폐광산 갱도의 수치 및 형상 정보는 한국의 폐

광산 갱도(갱구) 형상 관련 후속 연구 및 조사 등에 활

용이 기대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폐광산 지하채굴공동의 형상과 

연계하여, 개선된 측정기술의 활용 및 정밀 분석사례를 

소개하였다. “지하공동 수치화, 형상화 기술”은 광산개

발로 인하여 발생된 지하공동에 대하여 시추공에 삽입

하여 지하공동 형상을 실측하는 기술이다. 도면이 없고 

입갱이 불가능한 여건의 광산에 대하여 정밀수치정보

를 획득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지하공동에 대한 정밀 

측정, 분석 사례이다. 다수의 광산 적용성 연구를 통해 

신뢰도 확보가 이루어진다면 해당 기술은 광해방지사

업의 품질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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