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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의 지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

손민, 문현구*

A Numerical Study for Ground Stability Assessment in ○○Mine

Min Son, Hyun-Koo Moon*

Abstract This study is the numerical analysis for the ground stability assessment in ○○mine. The subsidence factors 

applied to the numerical analysis were as follows. First, the deterioration of the rock mass properties by excavation 

of the disturbed zone. Second, using the average lateral pressure coefficient of Korea. Third, a study of the mine 

history. Fourth, the excavating collapsed rock mass in numerical analysis based on the assumption that the rock 

mass around the goaf was collapsed due to the mining. The developed methods were applied to the cross section 

(5+10) of the actual subsidence in ○○mine. The feasibility of the numerical analysis methods was confirmed 

by providing the same results as those of the actual subsidence. Next, the developed methods were applied to the 

cross section (3+10) that had a high probability of subsidence and the ground stability was evaluated.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vertical displacement for the 5+10 cross section occurs at a maximum of 46 mm, whereas 

the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vertical displacement for the 3+10 cross section occurs at a maximum of 7 mm. 

Hence, it is concluded that the probability for subsidence is low.

Key words The ground stability assessment, The subsidence factors, The deterioration of the rock mass properties, 

Collapsed rock mass, Actual subsidenc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광산의 지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석에 고려된 

침하의 인자들은 다음과 같다. 첫 번째로 손상대에 의한 암반의 물성 열화, 두 번째로 현장계측자료에 의한 

국내 평균 측압계수 적용, 세 번째는 해당 광산의 실제 채광이력 조사, 네 번째는 채광 후 채굴적 주변 암반의 

붕락을 가정하여 붕락된 암반을 추가로 굴착하는 해석기법이다. ○○광산에서 실제 침하가 발생한 단면(5+10)을 

대상으로 이 기법들을 적용하고 그 적용성을 확인하였으며,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으나 침하가 우려되는 단면

(3+10)을 대상으로 이 기법들을 또한 적용하고 지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5+10 단면에서 추가 붕락을 통해 

지표 최대변위가 41 mm 증가하여 46 mm가 나타났으며 추가 붕락에 따라 최대변위 위치가 실제 침하범위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3+10 단면의 해석결과는 추가 붕락으로 5 mm 증가하여 7 mm의 지표 최대 변위가 

발생하고 파괴영역이 채굴적 천단부에서 지표로 이어지지 않아 침하 가능성이 낮게 판단되었다.

핵심어 지반 안정성 평가, 침하의 인자, 암반의 물성 열화, 암반의 붕락, 실제 침하

1. 서 론

국내 폐광산은 대부분 미복구된 상태로 전국에 산재

되어 있으며 과거 생산위주의 채광활동으로 인해 다양

한 형태의 지반침하를 발생시키고 있다. 이러한 지반침

하는 지표에 존재하는 시설물의 안정성뿐만 아니라 주

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충청북도 충주시에 위치한 ○○광산은 1954년부터 

1987년까지 약 200여 만 톤의 철을 생산하였다. 노천채

굴 개발 후 심부화 됨에 따라 갱내 개발로 전환하여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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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갱부터 그 하부 -110갱까지 갱도를 굴진하여 개발하

였다. 그러나 폐광 후 채굴공동 및 갱도의 방치로 지표

침하나 함몰로 인한 안정성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한국

광해관리공단, 2007). 과거 노천채굴 후 매립한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갱내 개발로 인한 채굴적이 지표

로부터 약 120 m 하부까지 존재하여 채굴적이 붕락된 

경우 지표침하의 우려가 대단히 높으며 원룸 및 가옥들

이 위치하고 있어 침하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수립이 

시급한 실정이다.

채광으로 인한 침하 안정성을 평가하고 보강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 수치해석기법은 유용한 도구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신뢰성 높은 수치

해석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그만큼 신뢰성 높은 입력정

보가 필요하다. 이러한 지질구조의 정보를 확보하는 데 

있어 자연 상태의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자원공학 분야

에서는 대상 재료의 성질을 비교적 자세하게 파악할 수 

있는 여타 공학 분야와는 달리 현장 조사와 시험을 통

해 항상 제한된 자료밖에 파악할 수 없는 특성을 가지

며 이는 결과적으로 수치해석 결과의 신빙성을 저해하

는 근본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기존의 수치해석을 이

용한 지반 안정성 평가 연구는 채굴적 상부의 지질구조 

및 주변 암반 조건에 대해 통합 물성을 적용하고 있으

며 침하의 근원이 되는 채굴적 주변 암반의 파괴/붕락 

이후 지표침하로 이어지는 과정에 대한 연구가 미흡하

며 채굴적 주변 소성영역을 해석하는 데 그치고 있다. 

이러한 한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실제 현장여건에 

부합하는 수치해석 절차 및 기법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2010년에 실시한 

“○○광산 지반보강공사 실시설계보고서”의 지반안정

성 검토 용역의 일환으로 수행되었으며, 실제 침하가 

발생한 ○○광산 현장에 대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침하지를 포함하는 단면에 대해 수치해석 결과가 실제 

침하를 발생하도록 다양한 수치해석 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였으며 동일한 기법을 침하지를 포함하지 않은 

단면에 적용하여 지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수치해석 절차 및 침하인자

지반 안정성 수치해석 과정은 우선 모사하고자 하는 

지반 조건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과 지반의 특성을 반영

하기 위한 지반모델링, 각 지반모델에 해당하는 공학적 

물성, 외력 및 초기조건 등의 입력변수 결정, 경계조건 

결정 등의 개념적 모델링 과정이 필요하다. 또한 수치

해석 모델이 최대한 현장조건에 부합하기 위한 합리적

이고 논리적인 수치해석 기법의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연구를 통해 총 4가지의 인자를 고려하

여 수치해석에 적용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2.1 암반 손상대

굴착과 채광이 진행되면서 발파충격이나 굴착 후 응

력 재분배에 의해 채굴적 주변 암반에 손상대가 발생하

여 이로 인해 물성의 열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러

한 손상대의 발생이 암반 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는 연구는 구조물의 장기적 안정성 측면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권상기와 조원진, 2007). Backblom and Martin 

(1999)은 손상영역에 대해 failed zone, damaged zone, 

disturbed zone으로 세분화 하였으며 각각의 영역의 범

위에 대해 failed zone과 damaged zone은 터널 직경의 

1배 이하, disturbed zone은 터널 직경의 2-4배를 갖는

다고 제안하였다. 한편 국내의 연구사례로 이창수 등

(2006, 2011)은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연구시설의 

건설로 인해 발생된 굴착손상영역에 대해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로 1.1-2.4 m의 굴착손상영역의 

범위와 암반 물성의 경우 P파 속도, S파 속도, 탄성계수 

그리고 일축압축강도가 약 11-37% 감소하여 나타났음

을 확인하였다. 또한 김진수 등(2014)은 암반사면에 손

상대를 고려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통해 강도감소법에 

의해 계산된 안전율이 최대 49.4% 감소하여 암반사면

의 설계 및 시공 시 손상대 고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

으며 권민혁 등(2016)은 채수율 향상을 위한 주방식 하

이브리드 채광법이 적용된 석회석 광산에 대해 불연속

체 해석을 수행하여 굴착손상영역의 제어가 필요하다

고 판단하였다. 이렇듯 다양한 연구에서 굴착과 채광에 

의한 손상대의 영향성이 확인되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손상대 발생으로 인한 채굴적 주변 암반의 물성 

열화 현상을 고려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2.2 초기 응력

초기 응력 조건은 지표하부에 암반이 암반자체의 자

중과 지질학적 요인들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영향을 

받아 응력의 평형상태가 유지되어 있는 상태이다. 초기 

응력 성분에서 연직응력성분은 단위중량과 심도(m)의 

곱으로 표현할 수 있고, 수평응력 성분은 측압계수(K)

와 연직응력의 곱으로 나타낸다.



  (1)



 


 (2)

여기서 

는 연직응력,  는 단위중량, z는 심도(m), 



는 수평응력, K는 측압계수를 나타낸다.  



○○광산의 지반 안정성 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486

Fig. 1. Condition of initial rock stress state

기존 수치해석 연구에서는 측압계수에 대해 일괄적으

로 1이나 포아송비로 계산되는 값을 적용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수압파쇄법에 의해서 계측된 현장계측자료를 

기초로 하여 한반도 전체의 평균 측압계수 값을 선정하

였다. 현장계측자료의 최대수평주응력의 작용방향은 평

균적으로 N77°E의 방위각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고, 

최대수평주응력에 대한 평균 측압계수(


)는 2.44, 최

소수평주응력에 대한 평균 측압계수(

)는 1.84로 분

석되었다(배성호, 2005, 임성범, 2011). Fig. 1에서 단

면 3+10과 단면 5+10은 본 수치해석을 위해 설정한 해

석단면이다. 단면 3+10, 단면 5+10의 주향 방향은 

N40°W(  °)이며 주향 방향을 고려하여 계산하면 

단면 3+10, 단면 5+10에 작용하는 측압계수는 1.96으

로 계산되었다. 단면에 작용하는 측압 계수는 다음의 

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cos (3)

여기서 

는 최대수평주응력에 대한 측압계수, 



는 최소수평주응력에 대한 측압계수, 는 현장계측자료

의 최대수평주응력의 작용방향과 단면의 주향 방향이 

이루는 각도를 나타낸다.

2.3 채광 이력

○○광산은 복잡한 채광이력을 갖고 있으며 수치해석

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광해관리공단(2009)의 ○

○광산 정밀 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실제 채광이력을 

조사하여 수치해석의 순서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채광 

후 발파로 인한 손상대를 고려하여 광체주변모암의 물

성 열화 현상을 적용하였다. 해석순서는 다음과 같다.

1) 노천채광

2) 기간갱 굴착 후 상부 3단계 분할 채광 (단면 5+10

은 전면 채광)

3) -20갱 굴착 후 상부 3단계 분할 채광, 광체주변모

암의 물성열화는 기간갱 상부 채굴적 주위의 암반

등급을 RMR Ⅲ등급에서 RMR Ⅳ+등급으로, 보

안광주 암반등급을 RMR Ⅱ등급에서 RMR Ⅱ-등

급으로 변화

4) -50갱 굴착 후 상부 3단계 분할채광, 광체주변모암

의 물성열화는 -20갱 상부 채굴적 주위의 암반등

급을 RMR Ⅱ등급에서 RMR Ⅱ-등급으로, 보안광

주 암반등급을 RMR Ⅱ등급에서 RMR Ⅱ-등급으

로 변화

5) -80갱 굴착 후 상부 3단계 분할채광, 광체주변모암

의 물성열화는 -50갱 상부 채굴적 주위의 암반등

급을 RMR Ⅰ등급에서 RMR Ⅰ-등급으로, 보완광

주 암반등급을 RMR Ⅱ등급에서 RMR Ⅱ-등급으

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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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ross sections for numerical analysis

Fig. 3. Numerical model of 5+10 cross section Fig. 4. Numerical model of 3+10 cross section

6) -110갱 굴착, 광체주변모암의 물성열화는 -80갱 

상부 채굴적 주위의 암반등급을 RMR Ⅰ등급에서 

RMR Ⅰ-등급으로 변화

7) 노천 채광한 지역을 매립

2.4 추가 붕락

지반침하는 채광 후 채굴적 주변 암반의 파괴·붕락 

이후 그 파괴영역이 지표까지 연결되어 발생하는 현상

이다. 채굴적 천반부에 위치한 파괴영역은 채광 후 중

력에 의해 자유낙하하여 공동으로 붕락할 수 있으며 파

괴영역 채굴적의 경사각이 암반 파괴면의 각도보다 높

아 미끄럼 파괴가 발생하여 공동으로 붕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채굴적 천반부에 추가적인 

굴착이 발생하게 되며 추가적인 파괴영역이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채광이력에 의한 수치해석 수행 

후 파괴영역이 공동으로 붕락하는 것을 가정하여 해석

을 수행하였으며 붕락 후 수치해석 결과의 파괴영역을 

분석하여 추가 붕락 여부를 결정하였다.

3. 수치해석 단면 및 모델 설정

3.1 단면 및 해석모델

수치해석을 위해 2차원 유한차분 프로그램인 FLAC

을 사용하였다. 2차원 해석의 경우 특정 해석단면을 결

정해야 하며 Fig. 2와 같이 과거 침하지를 포함하는 단

면(5+10)과 포함하지 않는 단면(3+10)을 선정하였다. 

Fig. 3과 4는 각각 선정된 2개의 단면에 대한 해석 모델

이다. 경계조건은 변위경계조건으로 좌우측 경계는 x축 

방향, 하부경계는 y축 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고, 지표

면은 자유면 이다. 해석영역은 외곽경계가 수치해석 결

괏값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굴착영역의 크기를 고

려하여 설정해야 한다. 따라서 좌우 외곽경계는 채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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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ock mass properties of ○○ gold mine

Rock
Unit weight

(kN/m
3
)

Elastic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

RMR Ⅰ 26.0 32 0.21 26.8 50

RMR Ⅰ- 25.5 24 0.23 12 47.5

RMR Ⅱ 25.0 16 0.24 5.4 45

RMR Ⅱ- 24.5 8 0.255 2.4 42.5

RMR Ⅲ 24.0 4 0.27 1.1 40

RMR Ⅳ+ 23.5 0.85 0.30 0.3 36.25

RMR Ⅳ 23.0 0.5 0.30 0.2 35

RMR Ⅴ 22.0 0.4 0.33 0.04 30

Fig. 5. Failure zone of the reclamation stage (5+10) Fig. 6. Failure zone of the 1st collapse stage (5+10)

길이의 2배로 설정하였다.

3.2 입력 물성

수치해석에 적용된 암반의 공학적 물성값은 암반등급

에 따른 경험식을 토대로 산출한 결과와 실내실험 결과

를 반영시켜 결정하였다. ○○광산 지표 침하지 주변에

서 수행한 시추조사로부터 나온 RQD 값 및 지하수위, 

암석코어 실내 시험으로 나온 일축압축강도를 통해 분

류한 RMR 등급을 활용하였으며 모델링을 단순화하기 

위해 모델링 구간을 분할하여 각 분할 구역에 대한 

RMR 등급을 적용하였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09, 한

국광해관리공단, 2010). 암반등급별 입력물성은 Table 1 

같다.

4. 수치해석 결과

4.1 5+10 단면

5+10 단면의 경우 실제 침하지역을 포함하는 단면이

다. Fig. 5는 채광이력의 마지막 단계인 노천채광 지역 

매립 후 해석 결과이다. 채굴적 천단부와 보안광주에 

파괴영역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고 채굴적 천단부에

서부터 실제 침하가 발생한 위치의 지표까지 이어지는 

파괴영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Fig. 5에서 지표 

최대 침하는 약 5 mm가 발생하여 실제 침하가 일어난 

현장을 모사하는 해석단면이라고 하기에 무리가 있다. 

따라서 파괴영역이 공동으로 붕락되었다고 가정하고 

추가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12차까지의 추가 굴착 

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각각의 추가 굴착은 전 단계 

해석결과의 파괴영역을 분석하여 추가 굴착 여부를 결

정하였다. Fig. 6, 7, 8, 9, 10은 각각 1차, 5차, 8차, 10

차, 12차 추가 굴착 후 해석을 수행한 파괴영역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계속하여 채굴적 천반부에서 지표에 이

르는 파괴영역을 보이며 실제 침하가 발생한 위치로 파

괴영역이 진행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현재 지표 

침하의 양상을 대변하는 것이라 판단된다. Fig. 11은 연

직방향으로의 변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10차 추가 붕

락 후 지표 최대 변위는 20 mm로 Fig. 5에서 발생한 

3 mm보다 17 mm 증가하였으며 최대 변위의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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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ilure zone of the 5th collapse stage (5+10) Fig. 8. Failure zone of the 8th collapse stage (5+10)

Fig. 9. Failure zone of the 10th collapse stage (5+10) Fig. 10. Failure zone of the 12th collapse stage (5+10)

아직 실제 침하지역의 범위 안에 포함되지 못했다. 12차 

추가 붕락 후 최대변위는 26 mm 증가하여 46 mm로 

나타났으며 최대 변위의 위치 또한 실제 침하지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연속체 해석모델로 인해 단지 

침하량이 최대 46 mm 정도로 나타났지만 추가 붕락에 

따른 최대 변위의 크기와 위치의 변화 양상을 통해 본 

수치해석 기법의 적용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3+10 단면

3+10 단면의 경우 실제 침하지를 포함하고 있지 않

다. 다만 약 25 m 떨어진 위치에 실제 침하지가 위치하

고 지표침하를 예상하는 지역이며 실제 침하지와 동일

한 x축 좌표의 위치를 다음 해석결과에 표시하였다. 본 

단면에 대해 5+10 단면에 적용한 수치해석 기법들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Fig. 12는 채광이력의 마지막 단계인 노천채광 지역 

매립 후 해석 결과이다. 채굴적 측벽부와 보안광주에 

파괴영역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고 채굴적 천단부에

서부터 지표까지 이어지는 파괴영역이 나타나지 않았

다. Fig. 12에서 지표 최대 침하는 약 2 mm가 발생하였

으며 채굴적 천반부, 측벽부, 그리고 보완광주에 대해 

추가 붕락을 가정하고 추가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총 4

차까지의 추가 굴착 후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Fig. 13, 

14, 15는 각각 1차, 2차, 4차 추가 굴착 후 해석을 수행

한 파괴영역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2차 추가 붕락 해석 

후 채굴적 천반부의 파괴영역이 근소하며 주로 측벽으

로 파괴가 진행되어 추가적인 해석을 종료해야 할 것으

로 판단되었으나 침하가 예상되는 지역이기에 4차 붕락 

단계까지 추가로 해석을 진행하였다. Fig. 16은 연직방

향으로의 변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4차 추가 붕락 후 

지표 최대 변위는 7 mm로 Fig. 12에서 발생한 2 mm보

다 5 mm 증가하였으며 최대 변위의 위치는 25 m 떨어

진 실제 침하지역 범위 안에 포함되어 나타났다. 따라

서 채굴적 주변 파괴영역의 추가 붕락으로 지표침하가 

발생한다면 위치는 x축 180 m 지점으로 예상되나 그 

가능성은 5+10 단면과 비교하여 현저히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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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vertical ground displacement and the location of the actual subsidence (5+10)

Fig. 12. Failure zone of the reclamation stage (3+10) Fig. 13. Failure zone of the 1st collapse stage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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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Failure zone of the 2nd collapse stage (3+10) Fig. 15. Failure zone of the 4th collapse stage (3+10)

Fig. 16. The vertical ground displacement and the location of the actual subsidence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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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제 침하가 발생한 ○○광산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가 실제 침하를 발생시키도록 현실적으

로 모사하기 위한 합리적인 수치해석 기법을 연구하고 

적용하였다. 또한 침하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그 침하가 

우려되는 지역을 선정하여 동일한 기법을 적용하고 그 

안정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실제 침하가 발생한 5+10 단면에 대해 손상대에 의한 

암반 물성 열화, 현장계측자료에 의한 국내 평균 측압

계수, 철저한 사전 문헌조사를 통한 채광이력, 붕락을 

가정한 추가 굴착 해석의 기법을 적용하여 실제 침하위

치에 근접한 위치에 침하가 나타나는 수치해석을 수행

하여 본 수치해석 기법들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추가 

붕락 전 5 mm에서 추가 붕락 후 46 mm까지 지표 최대 

변위가 증가하였으며 추가적인 붕락해석에 따라 지표

최대변위의 위치가 실제 침하범위로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침하가 우려되는 3+10 단면에 대해 5+10 단면에 적

용한 수치해석 기법들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4차 추가 붕락까지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추가 붕락 전 

2 mm에서 추가 붕락 후 7 mm까지 지표 최대 변위가 

증가하였다. 채굴적 천반부의 파괴영역이 근소하며 주

로 측벽으로 파괴가 진행되어 지표침하의 가능성은 

5+10 단면과 비교하여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수치해석에서는 붕락을 가정하고 채굴적 주변 암

반의 파괴영역을 추가로 굴착을 해석을 수행하였다. 하

지만 체적팽창이 적용된 붕락 파쇄암이 채굴적으로 쌓

이는 현상을 해석에 고려하지 않아 실제 현장을 모사하

는 데 있어 그 한계가 있다. 따라서 붕락 파쇄암의 채굴

적 쌓임을 적용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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