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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가행광산은 갱도 심부화 및 작업장 규모 증가로 인

해 과지압, 통기 및 운반효율 감소, 출수량 증가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지만(Choi et al., 2007; Lee, 2010; Kim et al., 

2014), 광산개발에 따른 출수량 예측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여기에서 출수량이란 갱내로 유입된 갱내수량

을 의미한다. 출수량 예측은 효율적인 배수 시스템 설계에 

활용이 가능하며, 지하수 유동에 따른 간극수압 분포 변화

를 파악하여 갱도와 채광장 안정성 평가에 연계할 수 있다. 

또한 폐광 이후 지하수 리바운드(Groundwater rebound)현

상 예측 시 결과의 신뢰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광산이 폐광

된 이후에는 펌핑 작업을 통해 갱내로 유입된 지하수를 광

산 외부로 배출시키지 않기 때문에 광산 내의 지하수위가 

다시 상승하는 현상이 발생하며 이를 지하수 리바운드라고 

한다(Choi et al., 2012).

채광활동에 의해 변화하는 출수량, 지하수 유동, 간극수

압의 분포 등을 적절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3차원 수리지

질모델 구축이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국외의 경우 캐나

다의 Diavik 광산, 칠레의 Escondida 광산, 인도네시아의 

Grasberg와 Batu Hijan 광산 등에서는 3차원 수리지질모

델을 개발하여 지하수 흐름을 예측하여 배수 설계에 활용

하는 한편, 간극수압 분포를 분석하여 안정성 해석의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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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Properties of fractured rock mass and groundwater inflow were investigated to construct a three-dimensional 
hydrogeologic model for an underground limestone mine. Hydrogeologic properties of rock mass were estimated from 
the literature review and field observation of rock discontinuities. An initial groundwater model was constructed from the 
records of the rainfall and groundwater level of the study area. This initial model was adopted to determine the 
groundwater level and hydrogeologic boundary conditions. The groundwater inflow into the mine drifts was periodically 
recorded for months, and was compared with the estimated values by the model. Also, the possible changes in the 
groundwater inflow induced by the further excavation were estimated using the constructed mode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groundwater inflow data estimated by the three-dimensional hydrogeologic model helps the design and 
optimization of a mine pump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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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갱내채광 광산의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구축하기 위하여 균열암반의 공학적 특성과 출수현황을 조사하였

다. 문헌자료와 불연속면 조사를 수행하여 암반의 수리지질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강우조건 및 지하수위 

자료를 활용하여 초기 예측모델을 설정하였다. 예측모델은 광산 지역의 지하수위 및 경계조건 설정에 적용하였고, 예
측된 출수량을 실제 출수량과 장기간 비교하여 최종적인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구축하였다. 또한, 구축된 3차원 수리

지질모델로부터 향후 갱도 굴진에 따른 갱내 출수량의 변화를 추정하였다. 이로부터 예측된 갱내 출수량은 배수 시스

템 설계에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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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활용하고 있으며(Read and Stacey, 2009), 해당 광

산의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지속적으로 보완함으로써 예

측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고 있다. 칠레에 위치한 Chuqui-

camata 광산에서도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활용하여 배수 

설계 및 안정성 평가에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

다(Ortuño et al., 2016). Morton et al.(2008)은 채광장 설계

에 간극수압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간극수압

을 측정하여 채광장 설계에 활용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국내에서는 가곡광산을 대상으로 갱내로 유입되는 지하수 

출수량을 파악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2차원 해석

에 국한되어있으며(Yoon, 2011), 3차원 균열망 기법을 활

용하여 석회석 광산 갱내로 유입되는 지하수를 예측한 연

구(Kim et al., 2013)는 해석영역이 광산 전체가 아닌 갱도 

일부분에 한정되었다는 한계를 가진다.

국내 ․ 외 연구 동향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외에서는 

노천 및 갱내채광 광산에 대하여 다양한 소프트웨어를 활

용하여 해당 광산의 적합한 수리지질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 이와 관련된 연구가 미흡하

다. 따라서 국내광산을 대상으로 광산 전체 규모의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구축하여, 출수량 관리 및 안정성 문제에 

좀 더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연구가 수행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test bed 광산은 현재 개발 중인 갱도에서 출수

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 향후 효율적인 개발 계획 수

립을 위해 출수량 예측이 필요한 실정이다. 문헌 및 현장조

사, 계측자료를 바탕으로 Itasca 社의 MINEDW를 이용하

여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구축하였고, 이를 통해 강수량 변

화 및 추가 갱도 개설에 따른 갱내 출수량 변화에 대하여 분

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지역 지질구조 및 개발현황

연구지역은 충북 제천시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으로서 지

질은 영월형 조선누층군에 해당하는 영흥층 및 문곡층(삼

태산층)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평안누층군의 갑산층 및 

후기에 관입한 암맥류 및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문곡층(삼태산층)은 연구지역의 최하위 지층으로 동부와 

서부에 배사습곡구조의 축부를 따라 2회 반복되어 분포한

다. 연구지역의 전체적인 주향/경사는 대체로 N30W/75~90

SW를 갖고 주향을 따라 분포하며 북서방향으로 침강된 습

곡축을 갖는 습곡구조에 의해 측방으로 수회 반복되는 특

징을 나타낸다(KORES, 2012).

Test bed 광산은 중단채광법(Sub-level stoping)을 적용

하여 채광을 진행하고 있으며, 갱도의 규격은 높이 10 m, 폭 

7 m이다. 하1~4단까지는 채광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하5

단에서 채광이 진행 중이다. 배수는 각 편별로 저수조를 개

설하여 수중 펌프(30마력 2대) 및 다단 펌프(100마력 1대, 

50마력 2대)를 이용하여 갱내수를 갱외로 배수하고 있다.

현장조사

갱내조사

3차원 수리지질모델 구축을 위해 필요한 단층 현황, 갱내수 

출수지점 파악 및 출수량 측정, 집수정의 위치 파악 등을 위해 

갱내조사를 수행하였다. 갱내 측벽 및 상반은 주로 석회암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돌로마이트와 셰일이 혼재한

다. 하2단에서 5단까지 유사한 방향성을 갖는 대규모 단층이 

존재하였으며 대부분의 갱내수가 이 단층을 통해 출수되고 있

었다. Fig. 1은 갱내조사 위치 표시 및 단면도를 나타낸 것이

다. 갱내수가 출수되는 2개의 단층을 확인하였는데, 특히 A, 

B, C지점을 지나가는 단층에서는 건기나 우기에 관계없이 가

장 많은 갱내수가 출수되었고, D, E, F, G지점에서 관찰된 단

층에서는 간헐적으로 갱내수가 출수되고 있었다. Table 1은 

각 위치에서 측정된 단층의 방향성을 정리한 것이다.

Test bed 광산 배수 시스템

Fig. 2는 test bed 광산의 배수 시스템을 도식화한 것이다. 

Test bed 광산의 배수 시스템은 30, 50, 100마력 펌프를 이

용하여 갱외로 갱내수를 배수시킨다. 하1단과 하2단의 갱

도는 약 0.5°경사로 하향 굴진되어 있어 갱내수가 자연적으

로 하3단에 위치하는 주집수정으로 모이게 된다. 하5단에

서 출수되는 갱내수는 30마력 펌프를 통해 하4단에 위치하

는 집수정으로 이동되고 여기서 다시 50마력 펌프를 통해 

Fig. 1. Locations of field survey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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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3단에 위치하는 주집수정으로 이동된다. 하3단에 위치

한 주집수정에서는 수위센서가 장착되어 있어 평상시에는 

일정 수위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100마력 펌프를 통해 갱외

의 저장탱크로 갱내수를 이동시킨다. 또한 강수량이 증가

하는 7, 8월에는 50마력 예비 펌프를 두어 100마력 펌프와 

50마력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시켜 24시간 동안 갱내수를 

배수시킨다.

Test bed 광산 내의 출수량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하3단의 주집수정에서 갱외로 배출되는 배수관에 유량계

(단위: m3)를 설치하였다(Fig. 3). 측정기간은 16년 6월에

서 17년 7월까지이며, 16년 12월부터 17년 2월까지는 유량

계가 동파되어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Table 2는 측정이 불

가능한 기간을 제외한 월 평균 출수량을 정리한 것이다. 16년 

7월에 출수량이 가장 많았으며, 16년 11월에 출수량이 가

장 적었다. 집중 강수가 발생한 16년 7월에는 일 평균 1,223 

m3/day의 갱내수가 출수되었고 낮은 강수량을 기록한 16

년 11월에는 일 평균 198 m3/day의 갱내수가 출수되었다. 

또한 약 11개월 간 측정된 일 평균 출수량은 654 m3/day이다.

소프트웨어

 3차원 수리지질모델 구축을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소

프트웨어는 Itasca 社에서 개발한 MINEDW이다. MINEDW는 

갱내 및 노천광산의 3차원 배수 시뮬레이션에 특화된 소프

트웨어이며, 유한요소법에 기반을 두고 있다. 개발된 이후 

여러 광산의 3차원 수리지질모델에 활용되어 적용성이 검

증되었으며, 단층 등 지하수 유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질

구조, 광산 및 주변 지형을 유연하게 모델링 할 수 있고 발파

에 의한 이완영역을 고려한 모델링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또한 구축된 모델을 이용하여 채광단계에 따른 지하수 유

입량 예측 및 간극수압 분포 분석이 가능하고 이 결과를 역

학해석 소프트웨어의 입력 변수로 활용이 가능하다(Itasca, 

2012). 

경험적 방법에 의한 투수계수의 추정

암반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위해 실시하는 lugeon test

와 같은 현장 시험법은 비교적 신뢰성이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시험 자체의 적용 가능성과 시간에 대한 문제 및 

시험비용이 크게 드는 단점이 있다. 그동안의 연구들을 살

펴보면 주로 심도가 증가할수록 암반의 투수계수는 감소할 

것이라는 개념을 기반으로 암반의 투수계수를 추정하는 방

법이 제안되었고 비교적 쉽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특징

을 갖는다(Snow, 1969; Wei et al., 1995). 그러나 암반의 투

수계수를 예측하는 것과 관련해 심도만이 유일한 인자는 

Table 1. Result of field survey in study area

Locations Fault

A N50E/90

B N55E/90

C N30E/90, N70E/90

D N80E/90

E N70E/90

F N80E/90, N45E/90

G N60E/90

Table 2. Measured amount of groundwater inflow

Date
Amount of groundwater 

inflow (m3/day)

Jun-16 599

Jul-16 1,223

Aug-16 940

Sep-16 811

Oct-16 341

Nov-16 198

Mar-17 562

Apr-17 693

May-17 536

Jun-17 581

Jul-17 707

Fig. 2. Drainage system of the mine.

Fig. 3. Installation of flow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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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기 때문에 다소 신뢰성이 낮을 수 있는 단점이 있다. 암

반의 수리적 특성은 지반의 응력조건, 불연속면의 방향성 

및 경사각, 균열의 비연속성, 충진물질, 균열면의 특징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신뢰성 및 적용

성이 높은 암반의 투수계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인자들이 고려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HC-system

본 연구에서는 현장 시험을 통해 투수계수를 직접 측정

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HC-system을 이용하여 현장 암반

의 투수계수를 예측하였다. HC-system은 Hsu et al.(2011)

에 의해 제안된 경험적 방법으로 암질 지수(RQD), 심도 지

수(DI), 단층점토 함량 지수(GCD), 암종에 따른 투수 지수

(LPI)로 구성된 네 가지 인자를 기반으로 암반의 투수계수

를 추정한다. RQD, DI, GCD, LPI 값이 결정되면 식 (1)을 

이용해 HC 값을 구할 수 있고 식 (2)를 통해 투수계수를 예

측할 수 있다.

   



 ∙∙∙ (1)

   ×   ×  (2)

RQD

RQD는 전체 시추 코어 길이(RS)에 대한 10 cm 이상의 코

어 길이의 합(RT)의 비를 백분율로 표시한 것으로 식(3)으

로 계산된다. 

 







×   (3)

DI

암반의 투수계수에 대한 심도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한 

DI는 식 (4)로 계산된다. 여기서, LT는 보어홀 전체의 길이

이고, LC는 암반투수시험 시 보어홀 내에 패커(Packer)가 

위치한 깊이이다. DI 값은 항상 0보다 크고 1보다 작으며 암

반의 투수계수가 높을수록 그 값은 증가한다.

   







 (4)

Table 3. Description and ratings for lithology permeability index 

Lithology LPI

Sandstone 1.00

Silty Sandstone 0.95

Dolomite 0.70

Limestone 0.70

Shale 0.50

Sandy Shale 0.60

Granite 0.15

Basalt 0.15

Argillaceous Sandstone 0.85

S.S. interbedded with some Sh. 0.75

Alternations of S.S & Sh. 0.65

Sh. interbedded with some S.S. 0.60

Alternations of S.S & Mudstone 0.55

Siltstone 0.30

Sandy Siltstone 0.40

Argillaceous Siltstone 0.20

Claystone 0.30

Mudstone 0.20

Sandy Mudstone 0.40

Silty Mudstone 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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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CD

GCD는 식 (5)로 계산된다. RG는 단층점토가 포함된 코

어의 두께를 나타내며 RT는 전체 코어 길이, RS는 전체 코

어 중 10 cm 이상인 코어 길이의 합이다. GCD 값은 항상 1

보다는 작고 0보다는 크다. GCD 값이 클수록 단층점토 함

량이 높음을 나타내기 때문에, GCD 값이 클수록 전체 코어

에 대한 투수계수는 감소한다. 

 



 






 (5)

LPI

일반적으로 암석은 그 종류에 따라 구성성분, 입도, 조직, 

색 등의 고유한 특성을 갖는다. 예를 들어, 퇴적암의 경우 

굵은 입도를 갖으며 잘 분급된 것일수록 실트나 점토와 같

은 작은 크기로 구성된 퇴적암과 비교했을 때 더 높은 투수

계수를 가질 것이다. 따라서 암석의 종류는 암반의 투수계

수를 평가할 수 있는 하나의 인자로 고려될 수 있다. Table 

3은 Hsu et al.(2011)이 제안한 다양한 암종에 따른 LPI 값

을 나타낸다. 

투수계수 추정

본 연구에서는 시추조사가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Palmstorm(1982)이 제안한 식 (6)을 이용하여 RQD를 산

정하였다.

    

 (6)

여기서, JV는 체적절리계수를 의미한다. Fig. 1의 A, B, C를 

BH-1, D, E, F, G를 BH-2, H, I, J, K를 BH-3으로 그룹을 나

누어 현장조사를 통해 체적절리계수(JV)를 구하고 Palmstorm

(1982)에 의해 고안된 식 (6)을 이용해 RQD 값을 산출하였

다. 또한 DI와 관련된 변수인 LT 값은 각 그룹별로 지표로부

터 최하단에 위치한 C, G, K의 바닥면 심도까지의 깊이로 

정하였고, LC 값은 각 그룹별로 지표로부터 현장조사를 수

행한 각 위치의 벽면 중심부의 심도까지의 깊이로 정하였

다. 각 현장조사 위치별 GCD 값의 경우 균열 틈새에 존재

하는 단층점토가 보이지 않아 0으로 가정하였고, LPI 값은 

Table 3을 통해 0.7로 정하였다.

Test bed 광산 3차원 수리지질모델 구축

해석모델 설정

해석영역은 test bed 광산을 중심으로 가로(1,500 m) × 

세로(1,500 m) 크기로 설정하였다(Fig. 4). 해석을 위한 격

자망(mesh) 구성은 주 관심영역인 갱도가 위치하는 지점

(Fig. 4a)에는 격자크기를 50 m2, 갱도 주변 지역(Fig. 4b)에

는 격자크기를 500 m2, 하천(Fig. 4c)과 그 외 지역은(Fig. 

4d) 5,000 m2으로 구성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MINEDW

에서는 해석영역의 지형변화를 고려하기 위해 등고선을 이

용하여 만들어진 surface 모델을 사용한다. Fig. 5a는 test 

bed 광산 지역의 수치지형도의 등고선을 추출하여 만들어

진 surface 모델을 나타낸다. 고도가 가장 높은 지점인 586 

m로부터 0 m까지 수직방향으로 풍화토, 풍화암, 석회암 순

서로 레이어를 설정한 뒤(Fig. 5b), 단층, 갱도를 모델에 삽

입하여 수리해석을 위한 기본 해석모델을 완성하였다. 

수리인자

모델에 적용된 수리인자는 Table 5와 같다. 풍화토, 풍화

암의 수리인자는 참고문헌(Hahn, 2015)을 통해 적용하였

고, 단층의 경우 풍화암의 수리인자와 동일하게 적용한 사

례(Yoo, 2011)가 있어 풍화암과 동일한 수리인자를 적용

하였다. Limestone(1)은 참고문헌(Goodman, 1989)을 통

해 적용하였고, Limestone(2)는 Table 4의 A, B, D, H, I, 

Limestone(3)은 C, E, J, Limestone(4)는 F, G, K의 투수계

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또한, 비저류계수와 비저유율은 

참고문헌(Zghibi et al., 2011; Heath, 1983)을 통해 적용 하

였으며, test bed가 위치한 지역의 강수자료(KMA, 2017)

를 참고하여 Table 6과 같이 월별 일 평균 강수량을 적용하

였다.

수리해석

Test bed 광산 주변에 존재하는 제천 고암 관측소와 영월 

관측소에서 측정된 지하수위 기록(GIMS, 2017)을 참고하

여 초기 지하수위 예측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를 토대로 수

리지질모델의 측면 경계조건과, 하천경계, 초기 지하수위

를 설정하였다(Fig. 6). 모델영역 내에 갱내 출수가 발생하

는 지점에 drain point를 설정하였다. 또한 총 해석시간은 

16년 6월부터 17년 12월까지이며, 한 달 간격으로 해석 결

과를 기록하였다.

해석 결과, 평균 출수량이 690 m3/day로 현장에서 측정

된 평균 출수량 654 m3/day에 비해 약 5.5 % 가량 높게 나타

났다. 현장에서 유량계를 통해 측정된 출수량은 하3단의 주

집수정에 모인 갱내수를 펌프를 통해 갱외로 배출하는 양

이다. 하지만, 갱내에서 출수되는 지하수가 모두 하3단의 

주집수정에 모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 갱내 출수량

은 654 m3/day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현장에서 측정된 출수량과 수리지질모델에서 

예측된 출수량을 나타낸다. 예측된 출수량은 측정된 출수

량과 증가 폭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비슷한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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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alculated results for HC-system

Locations 



 DI 1-GCD LPI HC

Hydraulic conductivity 
(m/sec)

A 0.2 0.352 1 0.7 0.049 4.60 × 10-8

B 0.25 0.197 1 0.7 0.035 2.82 × 10-8

C 0.2 0.023 1 0.7 0.003 1.07 × 10-9

D 0.2 0.345 1 0.7 0.048 4.48 × 10-8

E 0.2 0.228 1 0.7 0.032 1.98 × 10-8

F 0.2 0.104 1 0.7 0.015 8.55 × 10-9

G 0.35 0.015 1 0.7 0.004 1.34 × 10-9

H 0.6 0.374 1 0.7 0.157 2.28 × 10-7

I 0.55 0.204 1 0.7 0.078 8.73 × 10-8

J 0.35 0.082 1 0.7 0.020 1.80 × 10-9

K 0.35 0.008 1 0.7 0.002 5.31 × 10-10

Fig. 4. Construction of test bed mine model.

(a) Surface model (b) Geological model

Fig. 5. Construction of hydrogeologic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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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량계가 동파된 기간 동

안 예측된 출수량도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추가 갱도 개발 시 갱내 출수량 예측

Test bed 광산은 현재 하1~4단까지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하5단은 개발 중에 있다. 그러나 하5단을 굴착하는 

과정에서 갱내 출수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

다. 따라서 구축된 test bed 광산의 수리지질모델을 활용하

여 향후 개발 예정인 추가 갱도가 굴착 되었을 때, 발생하는 

출수량을 예측해 보았다. 이를 위해 Fig. 8과 같이 실제 채

광 계획과 동일하게 하4단 바닥 레벨을 기준으로 8 m 간격

으로 하5단, 하6단, 하7단을 순차적으로 모델 내에 적용하

였고 수리인자, 해석시간, 강수량은 앞서 수행한 수리해석

과 동일 조건으로 설정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결과, 평균 출수량은 각기 877 m3/day, 1,145 m3/day, 

1,549 m3/day로 나타나 하1~4단의 평균 출수량 690 m3/day에 

비해 1.27, 1.66, 2.24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현재 test bed 광산은 강수량이 증가하는 7, 8월에는 100

마력 펌프와 50마력 예비 펌프를 수동으로 전환시켜 24시

간 동안 배수를 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16년 7, 8월, 17년 7

월 현장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해 계측된 갱내 출수량은 

1,223, 940, 707 m3/day로 추가 갱도 개발 시 예측된 평균 

출수량들과 비슷하거나 낮은 수준이다. 따라서, 추가 갱도 

Table 5. Hydraulic parameters for test bed mine model 

Hydraulic conductivity (m/sec)
Specific storage Specific yield

KX KY KZ

Weathered soil 10-4 10-4 10-4 0.001 0.005
Weathered rock 5-6 5-6 5-6 0.001 0.005

Limestone

1 10-6 10-6 10-6 0.0016 0.18
2 8.9-8 8.9-8 8.9-8 0.0016 0.18
3 7.6-9 7.6-9 7.6-9 0.0016 0.18
4 2.3-9 2.3-9 2.3-9 0.0016 0.18

Fault 5-6 5-6 5-6 0.001 0.005

Table 6. Amount of precipitation in study area 

Date Amount of precipitation (mm/day)

Jun-16 1.4

Jul-16 15.0

Aug-16 3.7

Sep-16 1.5

Oct-16 3.5

Nov-16 0.7

Dec-16 1.9

Jan-17 0.3

Feb-17 1.1

Mar-17 0.8

Apr-17 2.3

May-17 0.4

Jun-17 2.3

Jul-17 15.0

Aug-17 8.6

Sep-17 1.4

Oct-17 0.7

Nov-1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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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Selected constant head boundary condition.

Fig. 7. Measured and simulated groundwater inflow to underground mine.

Fig. 8. Three-dimensional implementation of additional mine drifts (level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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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시 예측된 결과를 토대로 본다면 현재 배수 시스템으

로는 심부로 개발을 진행할수록 급속하게 증가하는 출수량

을 감당하기 다소 어려워 보이며 이를 대처할 수 있도록 추

가 집수정 및 펌프 증설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강수조건에 따른 갱내 출수량 예측

Test bed 광산이 위치하는 지역에 발생하는 강수량은 하

절기 중 장마철에 약 70 % 이상이 집중되어 갱내 출수량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강수량의 변화가 test bed 

광산의 갱내 출수량에 미치는 영향을 구축된 수리지질모델

을 통해 예측해 보았다. Fig. 9는 최근 30년간 연구지역의 7, 

8월 강수량 중 가장 비가 많이 내린 월의 일 평균 강수량을 

나타내며 최대 36 mm/day, 평균 15 mm/day의 강수량을 보

였다. 앞서 수행한 추가 갱도 개발 시 갱내 출수량 예측과 동

일한 해석조건에서 7, 8월의 일 평균 강수량을 36 mm/day

를 적용한 경우와 비록 현실적이지는 않지만 극한의 조건

일 때 출수량을 살펴보기 위해 최대 일 평균 강수량을 50 % 

증가한 54 mm/day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강수량 변화에 따른 갱내 출수량을 나타낸다. 

값의 증감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유사하게 나타났

다. 하1~4단의 경우(Fig. 10a) 강수량이 36, 54 mm/day로 

증가함에 따라 발생되는 평균 출수량은 925, 1,295 m3/day

로 하1~4단의 평균 출수량 690 m3/day에 비해 1.33, 1.87배

로 증가하였다. 하1~5단의 경우(Fig. 10b) 강수량이 증가

함에 따라 발생되는 평균 출수량은 1,221, 1,592 m3/day로 

하1~5단의 평균 출수량 877 m3/day에 비해 1.39, 1.82배 증

가하였다. 하1~6단의 경우(Fig. 10c) 출수량은 1,598, 2,182 

m3/day로 하1~6단의 평균 출수량 1,145 m3/day에 비해 

1.4, 1.91배 증가하였으며, 하1~7단의 경우(Fig. 10d) 출수

량은 2,234, 3,382 m3/day로 하1~7단의 평균 출수량 1,549 

m3/day에 비해 1.44, 2.18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를 통해 집중 강수에 따라 증가하는 갱내 출수량은 적게는 

1.33배, 많을 때는 2.18배의 증가가 발생하는 것으로 예측

되었다.

실제 test bed 광산에서는 17년 7월 일 평균 강수량 15 

mm/day가 발생하였을 때, 출수되는 갱내수를 감당하지 못

해 하2단에 임시적으로 추가 집수정을 만들고 50마력 펌프

를 설치하여 배수를 실시한 사례가 있다. 이때 발생한 강수

량은 최근 30년간 연구지역의 7, 8월 일 평균 강수량과 동일

한 수준으로 매년 강수량이 증가하는 7, 8월에는 추가 집수

정 및 펌프 설치가 불가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생산 활

동을 지연시켜 광산의 채광효율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돌발적인 출수량

을 대처할 수 있도록 추가 배수 시스템 설계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장조사 및 계측을 통해 3차원 수리지질

모델링을 수행하여 test bed 광산의 갱내 출수량을 예측하

Fig. 9. The average amount of precipitation per day in July and August during 30 years at the target area. 



김동휘 · 김경만 · 김대훈 · 정승주 · 백환조

한국자원공학회지

392

(a) Level 1~4

(b) Level 1~5

(c) Level 1~6

(d) Level 1~7

Fig. 10. Amount of groundwater inflow estimated by 3d model with various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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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강수량 변화 및 추가 갱도 개설에 따른 갱내 출수

량 변화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갱내 평균 출수량 분석 결과, 690 m3/day로 현장에서 

측정된 출수량 654 m3/day에 비해 약 5.5 % 가량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현장에서 유량계를 통해 측정된 출

수량 데이터는 오직 하3단의 주집수정에서 펌프를 통

해 갱외로 배출되는 양이기 때문에 654 m3/day보다는 

다소 많을 것으로 사료되어 예측된 출수량은 어느 정

도 신뢰성을 갖는다고 판단된다. 

2. 하5단, 하6단, 하7단이 순차적으로 개발이 진행될 경

우 발생하는 출수량 분석 결과, 평균 출수량은 각기 

877 m3/day, 1,145 m3/day, 1,549 m3/day로 하1~4단

에 비해 1.27, 1.66, 2.24배로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

었다.

3. 30년간 test bed 지역의 7, 8월 일 평균 강수량 15 

mm/day, 최대 일 평균 강수량 36 mm/day, 최대 일 평

균 강수량을 50 % 증가한 54 mm/day를 적용하여 출수

량을 분석한 결과, 갱내 출수량은 적게는 1.33배, 많을 

때는 2.18배의 증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4. 지속 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현재 test bed 광산

의 배수 시스템으로는 채광작업이 유지되기가 어려워 

보이며 심부로 개발을 진행할수록 급속하게 증가하는 

출수량과 계절적인 영향으로 인한 돌발적인 출수량을 

대처할 수 있는 추가 집수정 및 펌프 증설이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 구축된 3차원 수리지질모델을 통해 광산

개발이 진행되는 동안에 보다 현실적이고 유연한 배수 

설계 및 채광계획 수립을 위한 유용한 자료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광산 주변에 대한 추가적인 

지질조사 자료 확보와 장기적인 현장 출수량 모니터링

을 통해 주기적으로 모델 보정이 이루어진다면, 출수

량 예측에 대한 신뢰도를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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