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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포화 석회석 채굴공동에서의 골재 충전 및 

임시배수시 발생하는 지하수 유동 평가

최우석*, 강병천, 김은섭, 신동춘

Evaluation of Groundwater Flow by Gravel-Filling and Temporary 

Drainage in Groundwater-saturated Limestone Mine Cavities

Woo-Seok Choi*, Byung-Chun Kang, Eun-Sup Kim, Dong-Choon Shin

Abstract Fluctuations in groundwater level are the major cause of ground subsidence in the abandoned limestone 

mine. In this study, evaluation of groundwater flow under three different cases of natural condition, aggregate-filling, 

temporary drainage in groundwater-saturated limestone mine cavities was executed by 3-dimensional analysis. In 

the case of aggregate-filling, although the water level both in the upper ground of mine cavities and an agricultural 

watershed was elevated, it was lower than the water level fluctuation of an agricultural water use and rainfall and 

the flow rate was similar to the flow rate of natural condition. In the case of temporary drainage, as the water 

level in the upper ground of mine cavities and an agricultural watershed decrease rapidly and the flow rate has 

increased by 25times, so the risk of ground subsidenc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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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하수위 변동은 석회석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의 주된 요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로 포화된 

석회석 채굴공동에서 발생하는 지하수 유동을 자연상태와 골재 충전, 임시배수로 구분하여 지반 안정성에 미칠 

영향을 3차원 지하수 유동 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골재 충전시 지반 및 소류지의 지하수위가 상승하

였지만 강우나 소류지 농업용수 사용으로 발생하는 수위차 보다 작고 유속 또한 자연상태의 유속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임시배수시에는 지반 및 소류지의 지하수위가 급격하게 하강하고 공동 내 유속이 최대 25배 이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반침하 위험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지하수 포화, 채굴공동, 지하수 유동해석, 골재충전, 임시배수

1. 서 론

국내 광산은 그동안 채산성 위주로 개발되어 폐광지

역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 대책 수립이 미흡했기 때문

에 폐광 이후 지반침하로 인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

가 높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16). 특히 석회석 광산의 

경우 주로 주방식 채광법을 적용하여 채굴적 규모가 상

당히 큰 편으로 트러프형 침하뿐만 아니라 대규모의 함

몰형 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15). 석회석 폐광산의 지반 침하요

인은 채굴 공동 외에도 석회암 용식 작용에 의한 용식 

공동이나 함몰지 등의 다양한 지형적인 특성과 차별 풍

화에 의한 불규칙한 기반암선 등이 원인이 될 수 있다 

(Wilson and Beck, 1988; Goodman, 1993; Beck and 

Pearson, 1995; Park. 1999; Waltman and Fookes, 

2003; Lee et al., 2015). 이러한 다양한 침하요인의 복

합적인 작용으로 인해 최근 국내의 충주, 삼척, 울진 소

재 석회석광산에서 대규모 함몰형 침하가 발생한 바 있

으며, 이에 따라 석회석 폐광산 침하에 대한 원인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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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ite status

계측 방법, 대책 등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

이다.

상기 언급된 석회석 폐광산에서의 지반침하 주요인인 

채굴 공동 및 용식 공동은 주변 지반 지하수의 주 이동

통로가 된다(Sun et al, 2010; Choi, et al, 2016). 만약 

농업용수 사용이나 지반 조사를 위한 임시배수로 인해 

채굴적 지반의 지하수위가 감소할 경우 채굴 공동이나 

용식 공동 내부에 작용하던 수압이 변하여 주변의 응력

장이 바뀔 수 있다. 이에 따른 절리의 발생 및 확장과 

침투 수압 변화에 의한 절리의 마찰저항력 감소 등과 

같은 암반의 강도 저하는 지반침하 위험성을 증가시키

는 주요인이 된다(Baek, 2011). 반대로 집중호우의 발

생이나 일반적인 침하 대책인 채굴적 충전으로 인해 채

굴적 지반의 지하수위가 자연 상태의 지하수위보다 상

승할 경우 또한 상부 암반에서의 용식공동 증가(Murck 

et al., 1997; Park, 1999)와 공동 내 토사층 유실 등의 

문제로 지반 안정성이 저하되어 침하 발생을 촉진 시킬 

수 있다. 관련하여 한계평형이론(Brady and Brown, 1985)

이나 지반위험도 평가모델(한국광해관리공단, 2014)과 

같은 정량적 지반안정성 평가기법에서 침수조건에서의 

안전율이 지하수가 없는 조건보다 낮은 값으로 계산되

는 것은 지반 공학자들이 폐광산 채굴 공동지반에서 지

하수위 상승을 지반 안정성을 저하시키는 중요한 요소

로 보는 예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석회석 폐광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조건하의 지하수위 변동 예측은 

지반 침하를 예방하고 그 대책을 세움에 있어 필수적으

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채굴공동 및 상부 용식공동이 지하수

로 포화되어있는 충북 청주시 삼성석회석 광산을 대상

으로 과업구간의 지하수 유동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조건을 우기, 건기, 골재충전, 임시배수를 구분하

여 이에 따른 지하수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에 

앞서서는 경계조건을 선정하고 결과의 신뢰도를 높이

기 위해 현장조사와 유향·유속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해

석결과와 비교하였다. 최종적으로는 각 조건에서 지하

수 유동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향

후 석회석 폐광산 지반 보강 설계 및 시공과 지반 안정

성 검토의 근거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

적이 있다.

2. 수위 모니터링 및 유향·유속 측정시험

2.1 개요

본 과업구간은 채굴 중단 후 인근 소류지(금곡 1소류

지, 금곡 2소류지)의 물이 갱내로 유입되어 현재 노천채

굴적과 공동 상부의 붕적층 일부까지 지하수로 포화되

어 있다(Fig 1, Fig. 2). 소류지와 노천 채굴적간의 연결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추적자시험(한국지질자

원연구원, 2010)에 따르면 갱내 지하수의 약 53%는 소

류지에서 유입되었고, 약 47%는 외부 지하수에서 유입

되어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채굴 공동 및 

용식 공동 지반 지하수위에 영향을 끼치는 외부 수계는 

노천 채굴적과 소류지로 판단된다. 본 절에서는 소류지

와 노천 채굴적의 수위 모니터링과 유향･유속 측정 시

험을 통해 과업 구간의 지하수 유동을 개략적으로 판단

하고, 측정 결과를 지하수 유동해석의 경계조건으로 활

용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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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urrent groundwater level

             Groundwater level during mining

Fig. 2. Groundwater level of the site(한국광해관리공단, 2013)

(a) Location map of water level measurement (b) Water level measurement

Fig. 3. Location map of boring investigation

2.2 수위 모니터링

2.3.1 개요

과업지역의 수위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노천 채굴적

과 금곡 2소류지 2지점에 현장 수위측정계를 설치하였

다(Fig. 3). 금곡 1소류지와 금곡 2소류지는 지반 내 관

으로 연결되어 수위가 동일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금곡 

1소류지에는 수위측정을 실시하지 않았다. 

수위 측정기간은 약 2015년 10월에서 2017년 5월까

지 약 20개월이며, 매월 1회씩 현장을 방문하여 수위 

측정을 실시하였다. 수위측정 결과는 월 강수량 자료와 

비교하였으며, 월 강수량 자료는 청주 기상대의 기상청

자료를 수집 활용하였다.

2.3.2 모니터링 결과

금곡 2소류지와 노천 채굴적의 수위변화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수위 분석결과 노천 채굴적과 금곡 2소류

지의 모니터링 시기별 수위차는 약 0.5 m∼1.5 m로 나

타났으며, 전 시기에 걸쳐 노천 채굴적 수위가 높게 나

타나고 있다. 대부분 기간에서 강수량의 경향과 일치하

는 수위변화를 보이고 있지만 2016년 7월에서 2016년 

9월에는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많은 우기임에도 불구하

고 금곡 2소류지의 수위가 감소하였다. 현장탐문 결과 

이는 금곡 2소류지의 물이 농업용수로 사용됨에 따른 

일시적인 수위 감소로 확인되었다. 또한 금곡 2소류지 

수위 감소 후 생기는 수두차로 인하여 노천  채굴적에

서 금곡 2소류지로 채굴 공동 및 용식 공동을 통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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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Water level and rainfall of the state

(a) Mimetic diagram of flowmeter flow rate test (b) Flowmeter flow rate logging

Fig. 5. Flowmeter flow rate logging test 

하수 유동이 발생하였으며, 수위가 다시 수렴하는 기간

은 약 2개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2.3 유향･유속 측정시험

2.3.1 개요

유향･유속 측정은 2016년 4월에 실시하였으며, 채굴 

편별로 1개, 금곡 2소류지 주변 1개 총 4개의 시험공에

서 시험을 실시하였다(Fig. 5, Fig. 6). 

현장에서 착정된 시험공 내에서 GeoFlo 200(미국 KVA)

의 Heat Pulse방식의 장비를 이용하였다. Heat Pulse방

식의 장비는 시험공 내 삽입된 Submersible Probe(Φ44 

mm)의 중앙에 열원이 있고, 주위에 온도 감지센서 4쌍

이 각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어 이들의 상대적인 열적 

팽창차이를 측정한 후 전산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토사 내 지하수의 유동방향과 유동속도를 측정하는 장

비이다.

2.3.2 유향･유속 측정결과

유향･유속 측정결과를 Fig. 6과 Fig 7에 각각 평면도

와 단면도로 도시하였다. 평면도에서는 유향·유속을 표

시하였으며, 단면도에는 심도별 유속을 나타내었다.

지하수의 유향은 306.4∼356.2°로서 전반적으로 NW

∼N방향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천 채굴적에서 금곡 1

소류지와 금곡 2소류지방향으로 볼 수 있다. 참고로 광

산의 채굴방향은 NE방향으로 지하수 유향의 주 흐름방

향(NW∼N)과 상관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유향 특성은 채굴적 상부에 분포하고 있는 석회암 자연 

용식공동간의 연결성 및 지형구배와 관련성이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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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 of flowmeter flow rate logging test - a sectional plan of the site

Fig. 7. The result of flowmeter flow rate logging test - a cross section of the site

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유속은 39.6 cm/day∼277.4 cm/day로 각 시

추공의 높이에 따라 유속이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지하수 유동 특성은 연결된 개구성 불연속면인 

용식공동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며, 나머지 구

간에 대하여는 불연속면들의 연속성이 떨어지거나 용

식 공동 충진물로 인해 비교적 낮은 유속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채굴적 공동구간의 유향은 NW∼N로 채굴방향 NE와 

상이하고 유속은 SH-1에서 103.6 cm/day, SH-2에서 

45.7 cm/day로 일반적인 지하수의 평균유속(50 cm/day

∼100 cm/day)과 유사하며, 채굴적 폭이 작은(B=11.0 

m, H=7.0 m) SH-1은 유속이 비교적 빠르고, 채굴적 폭

이 큰(B=30.0 m, H=15.0 m) SH-2에서는 느리게 나타

났다.

지하수 유동방향 검토결과 노천 채굴적에서 금곡 1, 

2 소류지 방향으로 지하수가 흐르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는 수위 모니터링에서 노천 채굴적의 수위가 더 

높았던 결과와 일치한다.

3. 3차원 지하수 유동 해석

3.1 개요

일반적으로 저수지 제체의 안정성, 파이핑 안전율 계

산 등 에서 주로 쓰이는 지하수 유동해석은 2차원으로 

실시되며, 경계조건이 단순하고 해석 대상을 평면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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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Numerical model of the site (b) Numerical model of mine cavities

Fig. 8. Numerical model of 3-dimensional groundwater flow analysis

Table 1. Conditions for numerical analysis in each case

No. Content Boundary condition

Case-1 Rainy period - Water level on July 2016, Rainfall intensity is 13 mm/hr*(2 days)

Case-2 Dry period - Water level on March 2016

Case-3 Aggregate-Filling - Increasing of water level of strip mining goaf to 136.6 m for 12 months

Case-4 Temporary drainage - Decreasing of water level of strip mining goaf to 0 m for 30 days

*Rainfall intensity : IDF(Intensity Duration Frequency) curve of Chungcheongbuk-do (Park, 2013) 

Table 2. Calculation of the increment of water level according to aggregate-filling

Submerged area of 

strip mining goaf 

(A)

Volume of goaf 

(B)

Porosity of 

Aggregates (C)

Increment of 

volume (D)

Increment of 

water level (E)

Final water 

level (F)

=B×(1-C) =D/A =132+E

8,473 m
2

64,500 m
3

40% 38,700 m
3

4.6 m 136.6 m

조건(plane strain)으로 인식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

만 본 과업현장과 같은 경우 공동의 형상이 복잡하고 

공동 내 지하수 유동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수계가 다

양하기 때문에 이를 모두 반영한 3차원 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하수 유동해석에 쓰인 프로그램은 Visual FEA로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기본 이론으로 

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연속체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

램이다.

3.2 해석 조건

3.2.2 해석 영역

3차원 지하수 유동해석의 해석영역은 채굴적 및 공동 

내 지하수에 영향을 끼치는 주변 수계(금곡 1소류지, 금

곡 2소류지, 노천 채굴적)를 포함한 범위(200 m×300 m)

로 설정하였다. 경계 조건은 소류지 및 노천 채굴적의 

수위이며, 금곡 1소류지와 금곡 2소류지는 지하 매설관

으로 서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동일 수두조건을 적용

하였다. 전체 해석영역은 Fig. 8(a)와 같으며, 해석영역 

내 공동에 대한 메쉬는 Fig. 8(b)와 같다.

3.2.3 해석 Case

해석 Case는 우기, 건기, 채굴적 충전시 및 임시배수 

4가지 Case로 구분하였으며, 상세한 조건 및 산정방법

은 Table 1, Table 2와 같다. 우기 및 건기의 Case는 

농업용수 사용 및 강우외의 경계조건 변동요인이 없는 

상태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지하수 유동을 확인하고 현

장 조사 결과와 비교하고자 하였다. 채굴 공동 충전 

Case의 경우 가장 일반적으로 쓰이는 폐광산 채굴 공동 

보강방법이며, 충전에 따라 발생하는 수위증가량은 지

하수 포화 석회석 채굴공동 충전효율화 방안 연구(한국

광해관리공단, 2016)에서 조사한 노천 채굴적 면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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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efficient of permeability for stratums

Stratum Classification Coefficient of permeability (m/sec)

Colluvium Gravel with slit 1.01 E-5

Bedrock Limestone 4.54 E-6

Goaf Cavities 2.0 E-3*

Aggregate Coarse aggregates 2.0 E-4

*Refer to the result of flowmeter flow rate logging test (v=ki=1.0 E-5 m/s, i=△h/L=0.006)

(a) Contou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b) Vecto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c) Contour of water head (d) Groundwater level

Fig. 9. The results of 3-dimensional groundwater flow analysis in Case-1 (Rainy period)

굴 공동 부피, 인근 굵은 골재의 공극률에 의해 계산하

였다. 이때 골재에 의해서만 노천 채굴적 수위가 증가

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실제로는 계산된 수위 증가

가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적으므로 경계조건을 안전측

으로 보았다고 할 수 있다. 임시배수의 경우 지하수가 

포화되어 있을 때 적용공법의 제약이 많으므로 대상지

의 지반보강을 위해 쓸 수 있는 방편으로 판단되어 해

석 Case로 결정하였다. 

3.2.4 물성치

적용된 지반의 물성치는 투수계수로 지반의 투수계수

는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 실시한 정밀조사(한국광해관

리공단, 2013) 결과를 참고하여 산정하였으며, 채굴적

의 투수계수는 유향·유속 시험결과를 바탕으로 역산하

여 적용하였다(Table 3). 부정류 해석 시 적용되는 비저

유율(Specific storage)은 지반 조건에 따라 자동으로 계

산된 값이 적용되었다.

3.3 해석 결과

3.3.1 우기시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우기시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를 Fig. 9에 도시하였다. 

공동 내 유속은 0.3 m/day∼1.0 m/day로 유향유속 시

험결과인 0.4 m/day∼1.0 m/day와 유사한 범위이며, 

유속 벡터로 나타난 유향 또한 유향유속 시험결과와 일

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위는 노천 채굴적, 채굴적, 

소류지 모두 선형적으로 감소하여 수렴하는 경향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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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ou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b) Vecto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c) Contour of water head (d) Groundwater level

Fig. 10. The results of 3-dimensional groundwater flow analysis in Case-2 (Dry period)

이는 지하수위 모니터링 결과와 유사함이 확인되었다. 

Fig. 9(d)에서 확인된 채굴적 공동 지반에서 발생하는 

수위변화는 10일 동안 1 m 내외로 수위의 급상승 및 

급강하로 판단하기에는 변화폭과 기간이 기존의 지하

수위 변동으로 인한 석회암 지대 침하 사례(Lee et al., 

2016)에 비하여 낮은 값으로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대상지역의 채굴 공동 지반에서 2012년 대규모 침

하가 발생한바 있다. 해석에서 나타난 수위변화 폭으로 

미루어볼 때 2012년 발생한 침하는 수위변화가 아니라 

집중호우 이후 강우침투로 인한 상부 토사층 하중의 증

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되고, 이는 기존 대상지에 

대한 침하원인을 밝히기 위한 조사 및 원인 검토에 대

한 연구(Choi et al., 2015)의 결론과 일치한다. 

3.3.2 건기시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건기에 대한 지하수 유동 해석결과는 Fig. 10과 같다. 

건기시 수위는 외부 유입량을 0로 보았기 때문에 계속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 건기시 공동 내 유속은 0.3 

m/day∼1.0 m/day로 우기시 유속과 마찬가지로 유향유

속 결과와 유사한 범위로 나타났다. 우기시 공동 내 유

속과 건기시 공동 내 유속의 차이가 미미한 이유는 건

기에 비하여 우기시 증가한 수두차(△h)에 비하여 노천 

채굴적과 소류지 사이의 연장(L)가 상대적으로 더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장에 대한 수두차의 비로 계산되는 

동수경사(i) 값의 차이가 작고, 결과적으로 계산되는 유

속(v=ki)의 차이도 매우 미미하게 된 것이 원인으로 볼 

수 있다.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우기 및 건기

에 대한 해석결과, 유속 및 수위는 지하수위 모니터링

결과와 유향유속 시험의 실측값 범위로 확인되었으며 

실제 대상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상을 신뢰성 있게 

예측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석결과로 미루어볼 때 

대상지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건기나 우기, 

혹은 인위적인 소류지 수위감소는 지하수위나 유속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판단되며, 지반안정

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3.3 골재 충전시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골재 충전에 의해 노천 채굴적 수위가 일정하게 증가

하는 것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골재 충전시 발생하

는 지하수 유동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결과

는 Fig. 11과 같다. 노천 채굴적 수위가 증가함에 따라 

나타나는 지하수 유동에 의해 채굴적 수위 및 소류지 

수위 또한 증가하나 증가폭은 노천 채굴적 수위 변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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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ou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b) Vecto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c) Contour of water head (d) Groundwater level

Fig. 11. The results of 3-dimensional groundwater flow analysis in Case-3 (Aggregate-Filling)

1/2∼3/4 수준이며, 수위 차이 또한 강우나 농업용수 사

용시 나타나는 최대 수위차인 2 m보다 작은 0.5 m 내

외로 나타났다. 공동 내 유속의 범위는 0.3 m/day∼1.0 

m/day로 유속의 분포에서 차이가 생기고 유속의 크기

는 자연 상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기 결과는 골재 충전에 따른 노천 채굴적 수위증가

로 인해 경계조건 간의 수두차가 증가하였지만 투수성

이 높은 골재를 충전하였기 때문에 공동 내 유속의 변

화가 적었고, 이에 따라 충전 전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지하수 유동의 변화 또한 미미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

된다. 결과적으로 골재 충전시 주변 지반의 유효 응력

변화나 유속변화에 의한 용식공동의 증가와 같은 지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류

지의 수위가 높아져 범람 하는 것과 같은 주변 수계의 

악영향 또한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3.4 노천 채굴적 임시배수시 지하수 유동 해석 결과

배수에 따라 노천 채굴적 수위가 0으로 일정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임시배수시 지하

수 유동에 대한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12

과 같다. 공동 내 유속은 1.0 m/day∼8.0 m/day로 자연 

상태의 유속보다 최대 25배 이상 증가하고 유향 또한 

소류지에서 노천 채굴적 방향으로 바뀌었으며, 채굴적 

수위는 14 m, 소류지 수위는 6 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Fig. 12(d)의 수위감소 경향이 계단식으

로 나타난 것은 노천 채굴적 수위가 일정시간마다 일정

량 감소하도록 조건이 적용되었기 때문으로 이러한 경

향은 30일 경과시점에 결과 값에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공동 내 유속증가는 소류지 외의 외부 수계에

서 오는 지하수 유입량 또한 증가함을 의미하며 임시 

배수 후에도 지속적으로 공동 내에 지하수 유입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굴적 수위가 급격하게 감소하

여 암반 유효응력이 증가하고 유속증가로 인한 용식공

동이 확대됨에 따른 지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

다. 지하수위 하강에 따른 지반 안정성 문제 외에도 소

류지의 경우 과거 광산 채굴 중단 후 소류지 물이 노천 

채굴적으로 빠져나감에 따른 소류지 수위의 급격히 감

소로 인해 농업용수 사용이 제한되어 당시 주민들이 불

편을 겪은 것으로 조사된바 있기 때문에(Choi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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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tou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b) Vector of velocity in mine cavities

(c) Contour of water head (d) Groundwater level

Fig. 12. The results of 3-dimensional groundwater flow analysis in Case-4 (Temporary drainage)

2015), 임시 배수로 인한 소류지 수위감소는 주민 민원

에 주된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한 대책수립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채굴공동 및 상부 용식공동이 지하수

로 포화되어있는 석회석 폐광산에서 지하수 유동에 영

향을 끼칠 수 있는 외부 조건을 우기, 건기, 골재충전, 

임시배수를 구분하여 이에 따른 지하수 유동해석을 실

시하였다. 해석결과로부터 각 조건에서 지하수 유동에 

따라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였으며,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지에서 약 20개월간 수위모니터링을 실시한 결

과 전 시기에 걸쳐 소류지에 비해 노천 채굴적 수위

가 높게 나타나고 수위차는 약 0.5 m∼1.5 m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유향·유속 측정시험 결과에서는 유

향은 노천 채굴적에서 소류지방향, 유속은 39.6 cm/day 

∼277.4 cm/day범위이며, 시추공의 높이에 따라 유

속이 큰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보았을 때 대상지 채

굴 공동 상부지반에 다수의 용식공동이 분포함을 유

추할 수 있었다. 

2. 수위 모니터링 및 유향·유속 결과를 기초로 하여 3

차원 지하수 유동해석을 실시하였다. 자연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조건인 우기 및 건기에 대한 해석결

과에서는 유속 및 수위는 지하수위 모니터링결과 및 

유향유속 시험의 실측값 범위로 확인되었으며, 대상

지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 발생하는 건기나 우기, 혹

은 인위적인 소류지 수위감소는 지하수위나 유속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여 지반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또한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우기시 채굴적 공동 지반에서 발생하는 수위변화는 

10일 동안 1 m 내외로 수위의 급상승 및 급강하로 

판단하기에는 변화폭과 기간이 기존 석회암 지대 침

하 사례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다. 그러나 대상지역

의 채굴 공동 지반에서 2012년 대규모 침하가 발생

한바 있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대상지의 침하 원인

은 지하 수위변화보다는 집중호우 이후 강우침투로 

인한 상부 토사층 하중의 증가가 원인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4. 채굴 공동에 골재 충전시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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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변화 및 수위 변화폭은 자연 상태에서 지하수 유

동해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골재 충전에 따른 수위증가가 지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판단되며, 소류지의 수위가 

높아져 범람 하는 것과 같은 주변 수계의 악역향 또

한 거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5. 임시 배수시 지하수 유동해석 결과 자연 상태의 유속

보다 최대 25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채굴적 수위는 

14 m, 소류지 수위는 6 m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채굴적 수위가 급격하게 감소하여 암반 

유효응력이 증가하고 유속증가로 인한 용식공동 확

대됨에 따른 지반 안정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류지의 수위 감소는 농업용수 

감소를 야기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민 민원이 발생

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6. 본 연구의 연구 방법 및 연구 결과는 대상지 혹은 대

상지와 유사한 조건의 석회석 폐광산 지반 보강 설

계 및 시공과 지반 안정성 검토에 있어서 근거자료

로 활용할 수 있으며, 해석 결과 나타난 문제에 대한 

대책은 각 현장상황에 맞게 수립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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