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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소모형실험을 통한 편간 불일치 필라의 안정성 연구

김종관, 양형식*

Stability Analysis of the Inclined Pillars by Scaled Model Test

Jong-Gwan Kim, Hyung-Sik Yang*

Abstract In this study, we compared the stability of the pillars by using room and pillar mining method with the 

four models with different stiffness and pillar overlap ratio. The experimental models consist of two plaster models 

(overlap ratio 0%, 100%) and two cement models(overlap ratio 0%, 100%). The soft and hard rocks are modeled 

by plaster and cement models respectively. In these experiments, the model materials with strength values reflecting 

the calculated scaled factors not been used, so it is not a true scaled model test that reproduces in situ state in 

the laboratory. Experimental results show that the different overlap ratio pillars are one of the factors that can affect 

the stability of the mine.

Key words Pillar safety, Pillar overlap ratio, Scaled model test, Room and Pillar mining, Underground mine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필라의 강성도와 필라의 중첩률이 다른 4가지 모형에 대한 축소모형실험을 통하여 주방식 

채광 광주의 안정성을 비교하였다. 실험모델은 석고 모델 2개(필라 중첩률이 0%, 100%)와 시멘트 모델 2개(필라 

중첩률이 0%, 100%)이다. 필라의 강성도는 석고 모델은 연암, 시멘트 모델은 경암을 모델링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험은 계산된 축소율이 반영된 강도 값을 갖는 모형재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장상태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한 진정한 의미의 축소모형실험은 아니다. 실험을 통해 주방식 채광법을 적용한 광산에서 편간 

불일치 필라가 광산의 안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의 하나임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필라 안정성, 필라 중첩률, 축소모형실험, 주방식 채광, 지하광산

1. 서 론

석회석은 연간 생산량이 93,052 천톤(2015년 기준)에 

달하며, 국내 광산물 생산액의 71.3%를 차지하고 있는 대

표적인 비금속광물이다(KIGAM, 2016). 석회석은 광체

의 부존 형상에 따라 노천채광이나 지하채광 방식으로 개

발되며, 지하채광의 경우에는 주방식채광법(room and 

pillar mining method)이 주로 적용된다. 이 채광법은 개발

되는 갱도를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간격으로 필

라(pillar)를 남겨두고 광체를 채광하는 것으로 채광된 광

석의 비율이 다른 채광법에 비해 낮은 편이나, 갱도의 안정

성은 높은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현장조사를 기초로 한 채

광설계를 통해 갱도 규격, 필라의 폭, 필라의 간격 등을 정

한 후에 채광을 하게 된다. 그렇지만 채광 중의 지질학적 

조건 등 여러 요인에 의해 갱도 규격도 일정하지 못 하며, 

필라의 폭이나 간격도 설계 대비 달라질 수 있다. 특히 석

회석 광체는 불규칙적인 형상으로 부존하며, 보통 크라운 

필라를 사이에 두고 여러 개의 편으로 개발하게 된다. 광산 

전체적인 채광 시의 단면을 보게 되면, 위편의 필라와 바로 

하부의 아래 편의 필라 간의 배열이 일치하지 않고, 엇갈리

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채광 필라의 안정성을 정성적으

로 검토하기 위하여 축소모형실험(scaled model test)을 

실시하였다. 실험모델은 필라의 강성도와 중첩률이 서로 

다른 4가지 모형으로서, 석고 모델 2개(필라 중첩률 0%, 

100%)와 시멘트 모델 2개(필라 중첩률 0%, 1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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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model Scaled model

Fig. 1. Real model and Scaled model

Table 1. Assumed physical properties of rocks

Rock type Density (g/cm
3
) Compressive strength (MPa)

Soft rock 2.72 55

Hard rock 2.74 151

이 중에서 석고 모델은 필라의 강성도가 작은 경우로서 연

암을 모델링한 것이고, 시멘트 모델은 필라의 강성도가 큰 

경우로서 경암을 모델링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 실시한 실

험은 다소 부적절한 모형재료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현장

상태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한 축소모형실험은 아니

지만, 실험을 통해 주방식 채광법을 적용한 광산에서 발생

할 수 있는 편간 불일치 필라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모형

2.1 차원해석

현지암반의 변형거동을 연구하기 위하여 축소모형실험

을 실시할 때 현장성을 충분히 재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서는 현장의 모든 제반요소들에 대한 차원해석을 실시하

여 축소율을 산정하고 이에 따른 적합한 모형재료를 사용

하여 축소모형을 제작하여야 한다(Kim et al., 2004). 

세 가지 기본 차원을 길이[L], 시간[T], 질량[M]이라고 할 

때 축소율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우선 길이에 대한 축소율을 

결정하고 나서 이를 이용하여 시간, 밀도, 질량, 강도 등의 축

소율을 산정하게 된다(Hobbs, 1969). 특정한 실험목적에 의

해 1 : 1 또는 특정한 축소율을 고려하여 상사법칙을 유도

해야 한다. 일반적인 상사법칙은 질량 기준의 상사법칙, 

시간 기준의 상사법칙이 있으며, 물리량을 기준으로 가속

도 기준의 상사법칙이 있다(Kumar et al., 1997). 축소율을 

결정하는 Hobbs의 이론은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가속도

는 언제나 일정하게 작용한다는 가정 하에 중력가속도의 

축소율을 1로 하고 시간의 축소율을 산정하였다.

Fig. 1은 본 연구에서 고려된 석회석 광산의 주방식 채광장

의 모식도로 갱도의 폭과 높이는 각각 10 m로 하였는데, 이는 

국내 석회석 광산의 갱도 폭(10 m)과 높이(5~15 m)를 고

려한 것이다. 축소모형에서의 갱도 폭과 높이를 각각 5 

cm로 하였다. 이와 같이 본 실험에서 길이[L]에 대한 축소

율은 1/200로 하였다. 다음으로 중력가속도[LT
-2

]는 현

장과 실험실에서 모두 같으므로 시간[T]의 축소율은 

1/14.14가 된다. 

국내 석회암의 물성은 Table 1과 같이 밀도 2.72~2.74 

g/cm
3
이며, 강도 55~151 MPa이다(Korean Geotechnical 

Society, 2009). 국내 석회암의 강도는 이와 같이 넓은 범위

를 가지므로, 석회암은 경우에 따라 연암 또는 경암으로 존

재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연암 및 경암 지반을 

각각 모델링하였다. 모형재료는 석고와 시멘트를 이용하

였고, 석고는 연암, 시멘트는 경암을 모델링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모형재료의 밀도는 석고 

1.40 g/cm
3
, 시멘트 2.13 g/cm

3
이므로 밀도[ML

-3
]에 대한 

축소율은 각각 1/1.94, 1/1.29이며, 이로부터 질량[M]의 

축소율을 산정하였다. 이와 같이 산정된 길이[L], 시간[T], 

질량[M]의 축소율을 근거로 하여 암반의 강도[ML
-1

T
-2

]

에 대한 축소율을 구하면 연암모델 1/388, 경암모델 1/258

이다. 연암모델과 경암모델의 길이, 시간, 질량, 밀도, 강도

에 대한 축소율은 Table 2와 같다. 

 

2.2 모형재료 선정

축소모형실험을 할 때 사용되는 모형재료는 실제 지반

의 물리적인 특성을 충분하게 대변할 수 있는 것으로 선정

해야 한다(Kim et al., 2004). 강도와 변형계수를 모두 고

려하여 모형재료를 선정하여야 하나, 실제 암반의 변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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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cale factors of models

Physical properties Dimension Soft rock Hard rock

Length [L] 1/200 1/200

Time [T] 1/14.14 1/14.14

Mass [M] 1/(3.10×10
9
) 1/(2.06×10

9
)

Density [ML
-3

] 1/1.94 1/1.29

Strength [ML
-1

T
-2

] 1/388 1/258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plaster for various mixing ratios

No. Sand : Plaster : Water Plaster/Water
Compressive strength 

(MPa)
Reference

1 3.0 : 1.0 : 2.0 0.5 0.28 Kim et al. (2004)

2 3.3 : 0.7 : 2.0 0.35 0.18 〃

3 3.1 : 0.9 : 2.0 0.45 0.35 〃

4 1.0 : 1.0 : 3.0 0.33 0.10 Ahn et al. (2011)

5 3.0 : 1.0 : 2.0 0.5 0.31 〃

6 1.0 : 1.0 : 2.5 0.4 0.28 Ahn et al. (2008)

7 1.0 : 1.0 : 1.0 1.0 2.19 Chae (2004)

8 1.1 : 0.9 : 1.0 0.9 1.64 〃

9 1.2 : 0.8 : 1.0 0.8 1.28 〃

10 1.3 : 0.7 : 1.0 0.7 1.03 〃

11 1.4 : 0.6 : 1.0 0.6 0.91 〃

12 1.5 : 0.5 : 1.0 0.5 0.53 〃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for various mixing ratios (O et al., 2000)

No. Sand : Cement : Water Water/Cement (%) Compressive strength (MPa)

1 1.0 : 1.0 : 0.25 25 80.2~97.1

2 1.3 : 1.0 : 0.30 30 71.1~76.0

3 1.5 : 1.0 : 0.35 35 61.2~67.9

4 1.6 : 1.0 : 0.40 40 54.5~55.4

5 2.5 : 1.0 : 0.50 50 34.6~37.0

6 3.2 : 1.0 : 0.60 60 22.9~24.5

7 3.5 : 1.0 : 0.70 70 14.5~18.3

수를 축소율로 환산할 경우에는 그 값이 매우 작아지게 되

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경우에는 모형의 저항력이 너무 

작아 축소모형실험 조건별로 저항력이 큰 차이가 나지 않

기 때문에 모형실험의 정확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대상의 압축강도는 Table 1과 같이 연암 55 MPa, 

경암 151 MPa이며, 연암과 경암의 강도 축소율인 1/388, 

1/258을 각각 적용하면, 모형재료의 강도는 연암모형은 

0.11 MPa, 경암모형은 0.16 MPa이다. 

모래 : 석고 : 물의 배합비에 따른 석고모형의 강도는 Table 3

과 같이 0.18~2.19 MPa로, 축소율에 따라 계산된 연암 및 

경암모형의 강도는 석고를 이용하여 충분히 구현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반면에 모래 : 시멘트 : 물의 배합비

에 따른 시멘트모형의 강도는 Table 4와 같이 14.5~97.1 

MPa로 석고에 비해 매우 큰 값을 보여주었다. 

연암모형과의 대비를 위한 경암모형의 계산된 강도 축소율

이 적용된 값을 갖는 재료는 석고이며, 시멘트로는 경암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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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hysical properties for modelling materials

Rock type Modelling materials
Mixing ratio

(sand:material:water)

Density

(g/cm
3
)

Compressive 

strength (MPa)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Soft rock Plaster 1.0 : 1.0 : 3.0 1.39 3.3 2.5 0.24

Hard rock Cement 3.5 : 1.0 : 0.7 2.13 20.5 14.2 0.20

(a) Overlap ratio 100% (b) Overlap ratio 0%

Fig. 2. Scaled models with two different overlap ratios

의 강도인 0.16 MPa을 구현하는 것이 불가능함을 문헌을 통

해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채굴공동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된 변수 중의 하나가 필라의 강

성도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연암모형의 강도와 차이가 

크게 나는 시멘트를 경암모형의 재료로 이용하여 강성에 

따른 실험모형의 거동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축소모형 제작

3.1 모형재료의 물성실험

모형재료와 배합비에 따른 모형지반의 적합성과 일정

한 강도 특성을 보이는지 검증하기 위해서 공시체를 제작

하여 물성실험을 실시하였다. 석고 공시체의 배합비는 

Table 3에서 압축강도가 0.10 MPa일 때의 1 : 1 : 3을 사용

하였다. 배합비에 따라 모래 8 kg, 석고 8 kg, 물 8 kg을 혼

합하여 Φ100 mm × 200 mm 크기의 몰드에서 양생하여 

단위중량이 1.40 g/cm
3
이 될 때 압축실험을 실시하였다. 

시멘트 공시체는 Table 4에서 물/시멘트비가 가장 낮은 

70%일 경우의 배합비 3.5 : 1.0 : 0.70을 적용하여 모래 14 

kg, 시멘트 4 kg, 물 2.8 kg을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래는 K.S.L 5100 규격품으로 주문진 표준사, 석

고는 도자기 형재용으로 사용되는 K.S.L. 9001 규격품, 시

멘트는 국내에서 생산되는 ㈜유니온의 초속경시멘트를 사

용하였다.

공시체를 각각 3개씩 제작하여 물성 실험을 하였고, 각 

물성의 평균값은 Table 5와 같다. 일축압축실험 결과 석고

의 강도는 평균 3.3 MPa, 시멘트는 20.5 MPa로 Table 3과 

Table 4에서 기존 연구자들이 제시한 배합비에 따른 압축

강도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물성실험을 

하기 위한 공시체의 개수가 제한적이고, 석고와 시멘트 양

생과정에서 양생시간, 양생온도, 재료의 종류 등이 동일하

지 않기 때문에 재현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2004)은 축소 모형재료를 개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모형실험 분야의 중요한 연구과제로서 향후 이

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요망된다고 하였으며, Jeon et 

al.(2003)은 이론적인 축소율에 따른 목표 강도 값이 작게 

나와 실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목표 강도 값을 임의로 높

게 설정한 경우도 있었다. 또한 석고와 시멘트의 배합비에 

따른 강도 값을 추정하기 위해 물과 석고 또는 시멘트의 비

에 따른 압축강도의 상관관계식을 통해 적합한 물과 석고 

또는 시멘트의 비를 산정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Table 3

에서 1, 5, 12번은 석고와 물의 비율이 0.5로 동일하나, 압



축소모형실험을 통한 편간 불일치 필라의 안정성 연구512

Table 6. Experimental cases

Experiment Case Case A Case B Case C Case D

Rock type Soft rock Soft rock Hard rock Hard rock

Pillar overlap ratio (%) 100 0 100 0

(Before) (After)

(a) Case A

(b) Case B

(c) Case C

(d) Case D

Fig. 3. Experimental results

축강도는 각각 0.28, 0.31, 0.53으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O et al.(2000)의 물/시멘트(%)에 따른 압축강도는 

범위 값으로 특정한 압축강도 값을 재현하는 것이 쉽지 않

음을 알 수 있다(Table 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모형재료의 강

도 값이 계산된 축소율에 따른 값이 아니므로 현장상태를 

그대로 실험실에서 재현한 진정한 의미의 축소모형실험

은 아니지만, 실험을 통해 필라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3.2 축소모형 제작

축소모형실험에 이용된 모형지반은 35 cm(가로) × 25 

cm(세로) × 5 cm(두께)의 크기로 Fig. 2와 Table 6과 같이 

재료의 강성도와 필라의 중첩률을 달리하여 총 4가지 모

형을 제작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검토

실험방법은 제작된 축소모형에 변형률게이지(strain gauge)

를 부착하여 압축시험기에서 일정한 하중을 가하면서 하중 

재하에 따른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변형률게이지는 Fig. 2와 

같이 필라(A 지점), 크라운 필라(B 지점), 필라와 크라운 필

라의 교차점(C 지점)의 3곳에 부착을 하였으나,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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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oft rock (b) Hard rock

Fig. 4. Stress-strain curve

Fig. 5. Stress on pillars

(a) Case A (b) Case B (c) Case C (d) Case D

Fig. 6. Numerical analysis

서는 필라의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필라에서 측정한 변형

률을 결과 분석에 이용하였다. 

실험결과는 하중 재하에 따라 육안으로 관찰되는 파괴

양상과 측정된 변형률로부터 필라에 가해지는 응력집중

도를 산출하여 각 케이스를 비교하였다. 축소모형의 상부

에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균열발생 양상을 조사

하였다(Fig. 3). Case A는 하중이 증가할수록 크라운 필라 

부분에 수직 방향으로 발생하였던 미세 균열이 점점 확장

되어 파괴되었고, 최종 파괴 직전에 하부의 중앙 필라를 기

준으로 좌, 우측으로 수직방향의 균열이 발생하였다. Case 

B는 중앙 필라를 기준으로 위, 아래 룸 방향으로 균열이 발

생하였고, 이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균열이 확장되었다. 

최종 파괴 직전에 우측면 부근에 큰 균열이 발생하면서 파

괴되었다. Case C는 하중이 증가할수록 처음 균열이 발생

하였던 크라운 필라 부분의 균열이 미세하게 확장하면서 

파괴되었고, Case D는 필라를 기준으로 위, 아래 룸 방향

으로 발생하였던 균열이 계속적으로 확장하면서 큰 파괴 

양상이 나타났다.

Fig. 4는 Fig. 2 A지점(필라)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도시

한 것이다. 여기서 필라 중첩률이 100%인 경우는 0%인 

경우에 비하여 동일 응력수준에서의 변형률이 작게 나타

났으며, 경암 모형은 연암 모형에 비하여 파괴 강도가 크게 

나타났다. 따라서 필라 중첩률과 강성도는 주방식 채굴공

동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판단된다.

필라 중첩률에 따라 필라 지점에 가해지는 응력집중도

를 계산하였다. 응력집중도는 Fig. 5와 같이 모형에 작용

하는 전체 하중(Ptotal)에서 A-A'단면의 필라부에 작용하는 

하중 값으로부터 계산된 응력 값과 동일 지점에서 측정된 

변형률과 축소모형의 변형계수를 통해 구해진 응력 값을 

대비하는 것이다. 이 때 Fig. 5의 오른쪽 그림처럼 빨간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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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Stress concentration

Experimental 
case

Scaled model test Numerical analysis
Stress 

concentration
(A/B)

Young’s 
modulus

(GPa)

Strain 
at failure

Stress 
at failure

(MPa) (A)

Failure
load (N)

Area
(m

2
)

Stress
at failure

(MPa) (B)

Case A 2.5 952 2.38 36.12 0.025 1.32 1.81

Case B 2.5 1,550 3.88 22.14 0.025 0.81 4.79

Case C 14.2 1,024 14.54 235.71 0.025 8.61 1.69

Case D 14.2 1,830 25.99 223.78 0.025 8.20 3.17

으로 표시된 지점에 작용하는 PTotal의 분력은 수치해석을 

통해 확인된 값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FLAC 2D로 입력물성과 

수치모델 제원은 Table 5와 Table 6의 값을 이용하였으며, 

Fig. 3의 실험모델과 동일한 수치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입력물성에서 점착력(c)과 내부마찰각()은 Korean Geotechnical 

Society(2009)를 참고하여 연암과 경암모델에 대해 1.45 

MPa, 3.09 MPa, 38.1°, 54.1°을 각각 적용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는 Fig. 6과 같이 수직방향의 응력분포이며, 필라부에 

작용하는 응력 값을 Table 7에 반영하였다.

Table 7의 응력집중도는, 석고 축소모형의 중첩률 100%

인 경우는 1.81, 중첩률 0%인 경우는 4.79로 중첩률 0%일 

때 필라에 가해지는 응력집중도가 2.98 높게 나타났다. 시

멘트 축소모형의 중첩률 100%인 경우는 1.69, 중첩률 0%

인 경우는 3.17로 중첩률 0%일 때 필라에 가해지는 응력 

집중도가 1.48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실험모델과 횟수

가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필라 중첩률과 강성도가 안정성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임을 확인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주방식 채광장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

해 4개의 실험모델을 제작하여 축소모형실험을 실시하였

다. 주방식 채광법의 설계인자 중 필라 강성도와 중첩률에 

따른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강성도는 모형재료를 달리하

여 적용하였고, 중첩률은 필라의 배열이 일치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로 비교하였다. 필라 중첩률과 필라 강성

도에 따른 전체 모형지반의 정량적 및 정성적인 거동 특성

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수행하였으며, 실험모델에 가해지

는 하중에 따라 필라부의 응력집중도를 산출하여 필라의 

중첩률 변화에 따른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제작된 모델에 하중을 가하여 필라 지점에서의 응력-

변형률 선도를 도출하였고, 동일 응력수준에서 변형률

은 중첩률이 100%인 경우에 낮은 값을 나타내어 필라 

중첩률이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 중의 하나

임을 보여주었다.  

2. 필라부의 응력집중도는 중첩률 0%인 Case B, D의 값

이 4.79, 3.17로 중첩률이 100%인 Case A, C에 비해 

각각 2.98, 1.48 크게 나타났다. 절댓값은 아니지만, 필

라의 배열이 어긋난 경우에 더욱 많은 응력이 필라부에 

집중됨을 알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강성도가 낮은 석

고를 모형재료로 사용한 경우에 응력이 집중되는 정도

가 높음을 알 수 있다. 

3. 이를 통해 필라 중첩률과 강성도가 안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들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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