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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stability of an underground mine was evaluated considering the hydro-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rockmass. Recently, mining methods have changed from open-pit mining to 

underground mining, which has led to an increase in environmental problems and civil complaints. 

The effects of rock engineering characteristics and hydrogeology factors on the drift and pillar 

stability were analyzed because the geological conditions, ore properties, in-situ stress, and hydraulic 

properties vary from mine to mine. When applied to stability analysis, changes in the level of factors, 

such as factors of safety, was analyzed. Factors with values above the significance level of the 

properties of discontinuities, in-situ stress, and drift dimensions influence factors of safety were 

analyzed in terms of fracture size, lateral pressure ratio, fracture aperture, fracture intensity, and drift 

dimension. In the case of pore-water pressure, the factors of safety showed 23% decrease on the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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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갱내 채광 광산을 대상으로 수리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갱도 안정성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국내의 노천 채광 광산은 민원 및 환경문제 등으로 갱내 채광으로 전환됨에 따라 갱도 안정성 

및 지하수 출수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광산마다 지질조건, 광체의 특성, 초기응력, 수리학적 특성 

등이 다양하기 때문에 암반 공학적 특성과 수리지질학적 인자들이 갱도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수치해석 하였다. 안정성 해석에 적용된 인자들의 수준이 변할 때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

였다. 불연속면 특성, 초기응력, 갱도 크기 중 안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수준 이상의 인자는 불연

속면 크기, 측압계수, 불연속면 간극, 불연속면 밀도, 갱도 크기이다. 간극수압을 적용한 경우 역학

해석과 비교하여 안전율은 평균 23% 감소를 유발하였다.

주요어 : 갱내 채광 광산, 안정성, 불연속면, 간극수압, 안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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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석회석 광산은 민원 및 환경문제로 노천 채광에서 

갱내 채광으로 전환되고 있다. 갱내 채광으로 전환하면서 

갱도와 채광장의 안전성과 지하수 출수문제 등 기술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데 대부분의 광산들은 영세하고 기술

적인 인력의 부족으로 이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

하고 있다. 현재 국내 석회석 광산의 갱내 채광법 설계는 

68%의 광산(15개소)이 자체의 기술로 그리고 32%(7개소)

의 광산은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KIGAM, 2004). 설계과정에서 조사의 불충분함은 기술진

이 절대 부족한 영세광산의 경우에는 더 심각한 상황이다

(KIGAM, 2004). 국내 석회석광상의 대부분은 절리가 발

달하고 있으며 단층 및 습곡과 같은 구조작용도 많이 받고 

있어, 짧은 거리 내에서도 암반의 변화가 복잡하게 일어나

는 경우가 많다(Sunwoo and Jung, 2006).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해서는 균열암반의 수리역학적 특성을 고려한 갱

도 안정성 해석이 필요하다.

광산 안정성을 주제로 국내에서 수행된 연구들은 석회석 

광산에 대해 암반분류법과 수치해석을 통해 갱도 안정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Shin et al., 1996; Lee, 2007; Koo et 

al., 2008; Jung et al., 2011), 주방식 석회석 광산의 적정 광

주 강도 산정 및 파쇄장의 광주 위치에 따른 안정성 연구로 

구분할 수 있다(Kim et al., 2010; Kim, 2013; Moon, 2013; 

Choi, 2020). 갱도 형상과 심도가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분

석(Kim, 2014)과 석회석 광산 갱내로 유입되는 지하수 예

측 및 갱도 주변 암반에서의 지하수 유동 특성 분석(Yoon, 

2011; Kim et al., 2013; Kim et al., 2018; Kim and Baek, 

2019) 등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국외의 경우 불연속면의 민

감도 분석을 통해 갱도 안정성을 평가한 연구가 다수 수행

되었다(Black and Aziz, 2008; Liang, 2008; Oraee et al., 

2016; Uddin and Reshid, 2020).

선행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국내 선행연구들은 2차

원 해석에 한정되어 있고 불연속면을 고려하지 않은 해석

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외는 불연속체 해석을 이용하여 갱

도 안정성 평가를 수행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하지만 불연

속 균열망 적용과 수리역학적 연계해석에 관한 연구는 미

흡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면 특성, 불연속면 물

성, 측압계수, 갱도 크기, 지하수 영향에 대한 민감도 분석

을 수행하여 갱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분석

하였다. 

안정성 해석 모델링

현지 암반은 다양하고 복잡한 구조를 갖는 불연속면이 

내재되어있다. 실제 암반에 존재하는 절리, 층리, 단층과 같

은 불연속면은 암반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 불연속면은 

암반의 강도, 탄성계수를 저하시키는 주요 요인으로서 불

연속면의 발달 정도 및 특성에 따라 암반에 위치한 구조물

의 역학적 안정성은 영향을 받게 된다(Park, 2002). 안정성 

해석 모델링인 수치해석은 암반 불연속면의 거동 특성을 

규명하고 모사 및 분석에 활용할 수 있는 도구이다. 본 연구

에서 활용한 Itasca Inc.의3DEC(3dimensional Distinct Element 

Code)은 불연속체 해석을 위한 개별요소법(Discrete Element 

Method)에 기초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으로 정적 혹은 동적 

하중에 놓여있는 절리 암반과 같은 불연속 매질의 반응을 

모델링하는데 최적화되어있다(Itasca, 2017).

Mohr-Coulomb 파괴기준에 의한 파괴접근도

Mohr-Coulomb 파괴기준은 일반적으로 암반의 파괴 이

론에 적용되고 있으며 전단응력과 전단강도 비교에 의하여 

지반의 전단파괴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다(Lee et al., 2016). 

Mohr-Coulomb 파괴접근도 방법은 암반의 응력원이 파괴

포락선에 어느 정도 접근하였는가에 따라 파괴 및 파괴 가

능성을 판단할 수 있으며, 이는 식 (1)과 같이 파괴접근도

(R)로 표현할 수 있다(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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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효응력, 압축, 인장영역의 파괴포락

선까지 거리를 나타내는 접근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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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응력원에서 

포락선까지의 거리를 나타내는 파괴여유도이다(Fig. 1).

암반이 최고로 안정한 상태는 파괴접근도 이 1.0으로 

정수압 상태일 때이고, 파괴접근도 이 0이면 완전 파쇄암

을 나타낸다(Melosh and Williams, 1989). 식 (2)와 같은 안

전율(

) 개념으로도 표현할 수 있으며, 안전율이 1.0 이하

이면 암반이 파괴되기 쉬운 불안전한 상태로 간주한다

(Melosh and Williams, 1989).

본 연구에서는 광주의 측정 지점에서 발생하는 최대 및 

최소주응력을 측정한 후 Mohr-Coulomb 파괴기준에 의한 

파괴접근도 방법으로 안전율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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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cept of failure proximity by Mohr-Coulomb failure criteria (Melosh and Williams, 1989).

Fig. 2. Construction of numerical analysis model.

Fig. 3. Factors of safety measurement point.

불연속 균열망(Discrete Fracture Network, DFN)

불연속 균열망은 실제 불연속 암반을 최대한 근접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획득한 균열 크기(fracture size), 

균열 밀도(fracture intensity), 균열 방향(fracture orientation), 

균열 간극(fracture aperture) 등의 균열 특성에 대한 통계적

인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불연속 암반을 모사하는 추계학

적(stochastic)인 모델링 기법을 말한다(Park et al., 2019).

갱도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암반에 존재하는 수많은 절리, 단층 등과 같은 불연속면

은 갱도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주요 인자로 불연속면의 특

성을 어떻게 반영시키는 가에 따라 갱도 안정성 해석 결과

는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Park, 2002). 불연속면 이외에

도 간극수압과 암반의 초기응력 역시 갱도 안정성에 영향

을 주는 주요 인자이다. 영향 인자 분석 방법은 암반의 파괴 

근접도를 표현하는 개념인 안전율(factors of safety)을 이

용하였다. 불연속면의 특성 및 물성, 갱도 크기, 초기응력 

수준이 변할 때 발생하는 안전율을 무결암(intact rock) 상

태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인자별 영향을 검토하였다. 

가로 50 m, 세로 50 m, 높이 50 m의 해석영역에 폭 5 m, 

높이 5 m의 갱도 4개를 모델 중심에 위치시켜 모델을 구축

하였다(Fig. 2). 해석 단면은 해석영역의 중심 단면을 추출

하여 안정성이 가장 취약하게 나타나는 하부 갱도 천정부

를 기준으로 안전율을 분석하였다(Fig. 3). 해석에 적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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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terial properties used in numerical analysis (Shin et al., 1996)

Rockmass

Density (kg/m
3
) Bulk modulus (GPa) Shear modulus (GPa) Friction angle (degree) Cohesion (MPa)

2,700 23 11 44 7

Discontinuities

Normal stiffness (GPa/m) Shear stiffness (GPa/m) Friction angle (degree) Cohesion (MPa)

6 7 37 0.1

Table 2. Hydraulic parameters for discontinuities (Shin, 2001)

azero (mm) ares (mm) Permeability (Pa
-1

·sec
-1

)

0.1 0.001 80

Fig. 4. Influence of fracture intensity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Fig. 5. Influence of fracture size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구성모델은 암반의 경우 Mohr-Coulomb 파괴식을, 불연속

면은 Coulomb slip 모델을 적용하였다. 수치해석의 입력변

수로 국내 석회암 물성치를 적용하였으며(Table 1), 갱도는 

지표하 100 m에 위치하는 것으로 설정하여 초기응력이 각 

방향에서 동일하게 작용하도록 하였다. 모델 내에 모사되

는 불연속면은 P32(불연속면 면적/전체 체적)방법을 적용

하였다. 불연속면 형태는 원형이며 방향성은 Fisher 분포, 

불연속면 길이(크기)는 로그 정규 분포를 따른다. 수직응력

이 0인 상태에서의 절리 틈새인 초기절리틈새(joint aperture 

at zero normal stress: azero), 수직응력이 가장 크게 작용할 

때 더 이상 줄어들지 않는 절리 틈새인 잔류절리틈새(joint 

residual aperture: ares), 불연속면 내에 지하수가 얼마나 통

과하는 지를 나타내는 절리의 투과율을 설정하여 불연속면

을 통한 지하수의 흐름을 유도하였다(Table 2). 수치해석 

경계조건은 수평방향과 바닥면의 변위를 구속하고 중력만 

작용하도록 설정하였다. 지하수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 

세 가지 조건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조건은 지하

수를 고려하지 않은 역학해석으로써 불연속면이 발달한 암

반에 갱도를 굴착할 때 지하수를 배제하여 역학해석만을 

수행한 경우이다. 두 번째 조건은 지하수와 불연속면을 고려

한 수리역학적 연계해석(fully coupled mechanical-hydraulic)

을 실시하는 방법으로써 구축된 모델의 바닥부를 기준으로 

지하수위가 50 m 상부에 존재하여 0.5 MPa의 간극수압을 

적용한 경우와 100 m 상부에서 1.0 MPa의 간극수압이 작

용하는 경우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불연속면 상태

불연속면 밀도 0.05 m
-1
을 기준으로 2, 4, 6, 8배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불연속면 방향성, 위치는 모델 내에 랜

덤하게 분포시키고 직경 3 m 크기의 불연속면을 발생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4는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

를 기준으로 불연속면 밀도 변화에 따라 발생한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석만 수행한 경우 무결암과 비교

해 불연속면 밀도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은 25%, 48%, 54%, 

68%, 73%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극수압이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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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fluence of fracture aperture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bwt: below water table, zn: joint 

aperture at zero normal stress and rn: joint residual aperture).

Fig. 7. Influence of normal stiffness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Fig. 8. Influence of shear stiffness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Fig. 9. Influence of friction angle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MPa 작용할 경우 역학해석과 비교해 평균 20%, 1.0 MPa

의 간극수압이 작용할 경우 안전율은 평균 30%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연속면 크기를 1 m에서 5 m까지 증가시켜 해석을 수

행하였다. 불연속면 방향성, 위치는 모델 내에 랜덤하게 발

생시키고 각각의 해석조건과 일치하도록 직경을 변화시켜 

불연속면을 발생시켰다. Fig. 5는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

율: 7.35)를 기준으로 불연속면 크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안

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석만 수행한 경우 무결암

과 비교해 크기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은 48%, 41%, 26%, 

15%, 12%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극수압이 0.5 MPa 

작용할 경우 평균 15%, 1.0 MPa의 간극수압이 작용할 경

우 평균 20% 감소하였다.

초기절리틈새 25 µm, 잔류절리틈새 0.25 µm를 기준으로 

2, 4, 6, 8배 증가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 불연속면 방향성, 

위치는 모델 내에 랜덤하게 분포시키고 직경 3 m 크기의 불

연속면을 발생시켰다. Fig. 6은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불연속면 간극 크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석만 수행한 경우 무결

암과 비교해 안전율은 30% 감소하였고 간극 크기 변화에 

따라 안전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0.5 MPa과 1.0 

MPa의 간극수압이 작용할 경우 안전율은 역학해석과 비

교해 각각 평균 41%, 54% 감소하였다.

불연속면 물성

쿨롬 슬립 절리모델의 입력인자인 수직강성, 전단강성, 

마찰각, 점착력의 수준이 변할 때 안전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불연속면의 경사, 경사방향, 위치는 모델 내에 

랜덤하게 분포시키고 직경 3 m 크기의 불연속면을 발생시

켰다.

Fig. 7은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수

직강성의 변화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

석의 경우 26%, 간극수압이 0.5 MPa 작용한 경우 37%, 간

극수압이 1.0 MPa 조건에서는 41%의 안전율 감소가 발생

하였다. 역학해석과 간극수압을 적용한 결과 모두 수직강

성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김동휘 · 김범준 · 백환조

한국자원공학회지

80

Fig. 10. Influence of cohesion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a)                                                   (b)                                                      (c) 

                            (d)                                                   (e) 

Fig. 11. Conditions of lateral pressure ratio: (a) 0.5, (b) 0.8, (c) 1.0, (d) 1.5 and (e) 2.

Fig. 8은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전

단강성의 변화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

석의 경우 27%, 간극수압이 0.5 MPa 작용한 경우 37%, 간

극수압이 1.0 MPa 조건에서는 41%의 안전율 감소가 발생

하였다. 역학해석과 간극수압을 적용한 결과 모두 전단강

성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Fig. 9는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마

찰각의 변화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석

의 경우 26%, 간극수압이 0.5 MPa 작용한 경우 37%, 간극

수압이 1.0 MPa 조건에서는 41%의 안전율 감소가 발생하

였다. 역학해석과 간극수압을 적용한 결과 모두 마찰각 변

화에 따른 안전율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Fig. 10은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점

착력의 변화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무결암 해

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점착력의 변화에 따른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역학해석의 경우 26%, 간극수

압이 0.5 MPa 작용한 경우 37%, 간극수압이 1.0 MPa 조건

에서는 41%의 안전율 감소가 발생하였다. 역학해석과 간

극수압을 적용한 결과 모두 점착력 변화에 따른 안전율 변

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초기응력

갱도 안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대상 암반에 대한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가능한 정확히 파악할 필요가 있다. 그 중에

서도 특히 암반의 초기응력을 파악하는 것은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검토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KAERI, 1999). 

초기응력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평응력과 수직응력

의 비인 측압계수(lateral pressure ratio)를 0.5, 0.8, 1.0, 1.5, 

2.0의 범위로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였다(Fig. 11). 불연

속면의 경사, 경사방향, 위치는 모델 내에 랜덤하게 분포시



갱내 채광 광산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제58권 제1호

81

Fig. 12. Influence of lateral pressure ratio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a)                              (b)                            (c)

                              (d)                            (e)

Fig. 13. Conditions of drift dimension: (a) 3 m × 3 m, (b) 4 m × 

4 m, (c) 5 m × 5 m, (d) 6 m × 6 m and (e) 7 m × 7 m.

Fig. 14. Influence of drift dimension (FS: factors of safety, FSI: 

factors of safety of intact rock and bwt: below water table).

키고 직경 3 m 크기의 불연속면을 발생시켰다. 

Fig. 12는 측압계수 1이 적용된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측압계수 변화에 따라 발생한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측압계수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은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무결암 해석 조건과 동일한 1.0의 측

압계수가 적용된 경우 역학해석만 수행한 경우 26%, 간극

수압이 0.5 MPa 작용할 경우 37%, 간극수압이 1.0 MPa 작

용하는 경우 41%의 안전율 감소가 나타났다. 측압계수 크

기에 따라 갱도 주변의 안전율은 상이하게 나타나므로 반

드시 지반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갱도 및 광주의 크기

갱내 광산을 대상으로 더 많은 채산성 확보를 위해 제한

된 영역에서 갱도 및 광주의 크기를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

하였다. 3 m × 3 m의 갱도를 기준으로 7 m × 7 m까지 갱도 

폭은 1 m씩 증가시키고 광주는 1 m씩 감소시켜 해석을 수

행하였다(Fig. 13). 불연속면의 경사, 경사방향, 위치는 모

델 내에 랜덤하게 분포시키고 직경 3 m 크기의 불연속면을 

발생시켰다. Fig. 14는 폭 5 m, 높이 5 m의 갱도 크기를 적

용한 무결암 해석 결과(안전율: 7.35)를 기준으로 갱도 크

기 변화에 따라 발생한 안전율을 비교한 결과이다. 갱도 크

기가 증가할수록 안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무

결암 해석 조건과 동일한 갱도 크기인 폭 5 m, 높이 5 m의 

경우 역학해석만 수행한 경우 26%, 간극수압이 0.5 MPa 

작용한 경우 35%, 간극수압이 1.0 MPa 작용하는 경우 40%

의 안전율 감소가 발생하였다. 갱도 크기가 증가할수록 갱

도 주변 암반에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안전율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향 인자 분석 결과

불연속면 상태(밀도, 크기, 간극), 불연속면 물성(수직강

성, 전단강성, 마찰각, 점착력), 측압계수, 갱도 크기 중 안

전율에 유의수준(significance level) 이상의 영향을 미치는 

인자를 분석하였다. 분석 방법은 인자와 결과 변화의 유의

수준을 검토하고 두 변수 사이의 관련성을 분석하는 피어

슨 상관계수(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 활용하

였다. 상관계수 0.8 이상을 영향 인자 평가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상관계수가 0.8 이상인 인자는 불연속면 밀도, 불연속면 

크기, 불연속면 간극, 갱도 크기, 측압계수로 도출되었다

(Fig. 15). Table 3은 해석 조건에 따라 도출된 안전율 상관

계수 결과이다. 역학해석의 경우 불연속면 크기, 측압계수, 

불연속면 밀도, 갱도 크기 순서로 분석되었다. 간극수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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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Factors above significance level as a result of factors of safety

Mechanics analysis 

of rockmass

Fracture

size

Lateral

pressure ratio

Fracture

intensity

Dimension 

of drift

0.98 0.98 0.94 0.89

0.5 MPa 

pore water pressure 

applied

Fracture 

size

Lateral

pressure ratio

Fracture

intensity

Fracture

aperture

Dimension 

of drift

0.98 0.98 0.96 0.95 0.92

1.0 MPa 

pore water pressure 

applied

Fracture

size

Fracture

aperture

Lateral

pressure ratio

Fracture

intensity

Dimension 

of drift

0.98 0.98 0.98 0.97 0.91

Fig. 15. Results of influence factors analysis (bwt: below water 

table).

0.5 MPa 작용한 경우 불연속면 크기, 측압계수, 불연속면 

밀도, 불연속면 간극, 갱도 크기 순서이고, 1.0 MPa의 간극

수압 조건에서는 불연속면 크기, 불연속면 간극, 측압계수, 

불연속면 밀도, 갱도 크기 순서로 분석되었다. 균열암반의 

안전율은 불연속면의 물성보다는 불연속면 상태, 측압계

수, 갱도 크기가 큰 영향을 주는 인자임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영향 인자 분석 결과는 불연속면의 민감도 분석을 

통해 균열암반의 안정성을 평가한 국외 연구(Thareja, 

2016; Varma et al., 2019; Uddin and Reshid, 2020)와 유사

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불연속 균열망 모델을 적용한 3차원 불연

속체 해석을 통해 불연속면 특성, 불연속면 물성, 초기응력, 

갱도 크기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상의 연구

로부터 도출된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불연속면 상태, 불연속면 물성, 초기응력, 갱도 크기의 인

자들 중 안전율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수준 이상의 인자는 

불연속면 크기, 측압계수, 불연속면 간극, 불연속면 밀도, 

갱도 크기이다. 변위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수준 이상의 인

자는 측압계수, 불연속면 크기, 불연속면 간극, 불연속면 밀

도, 갱도 크기, 수직강성으로 분석되었다.

간극수압을 적용한 경우 역학해석과 비교하여 안전율은 

평균 23% 감소를 유발하여 불연속면 유효응력 및 전단강

도의 중요 영향 인자로 파악할 수 있다.

객관적인 설계기준과 자료가 결여된 상태에서 기술자의 

경험과 상황에 따라 채광장 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영세

광산의 경우, 본 연구에서 제시한 영향 인자 분석 결과를 참

고한다면 실무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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