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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01 the ground stability analysis on the subsidence prone areas used 

to be performed through the conventional routine work which consist 01 a 

geological survey, a review 01 the ragged mining map, a trace-investigation 

on the surface subsidence, a coring job on the prone areas, a rock mass 

classi1ication , and a two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Through the 

above works, we could analyze the stability problems 01 a surfaæ 

structure and the tendency of a surface subsidence. 

However so many problems have been pointed out during the analysis 

01 the subsidence problem owing to the lack 01 quantitative data in 

geological survey, the unreliability 01 the input data for numerical analysis. 

Also new techniques for ground stability on subsidenæ area which can 

replace the conventional passive method are requested among the civil 

and mining engineers 10r the sa1ety control 01 the surface structure 

including the road and tunnel. 

In this study, the basic mechanism for the surfaæ subsidence was 

surveyed 1irst, and the proper input data 10r the two and three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was selected. And these results were applied to 

Si-Heung Mine. Ac∞rding to the two dimensional numerical analysis, 

there is no possibility of surface subsiden∞ even though tension failure 

was developed up to the region three times to the height of the cavity. 

Meanwhile the existing data for joints and the ground water was re

evaluated in order to analyze their effects on the subsidence. If we can 

re∞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patial data on them in the future, the 

effect of the joint and ground water on the subsidence can be found out 

more precisely through the ∞mbination with GIS. 

Finally a finite difference numerical method was applied to Si-Heung 

Mine in the three dimension. But it was revealed that there are some 

problems in the three dimensional technique. In other words, it is difficult 

to obtain the exact spatial coordinates of the cavity, and the researcher 

should have an excellent modelling techniques and a con∞pt for soil and 

rock mecha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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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I 1 장 서론 

져I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지금까지 국내의 지반침하 우려지역에 대한 안정성 평가는， 대부붐 지표지질조사 및 

지하채굴도면 분석， 지표에서 발생한 침하 흔적조시 및 주민들과의 대회 등을 통하여 지 

반침하 우려지역을 선정한 뒤， 이 지역에 대한 시추조시와 각종 암반평가 등 지반공학적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2차원적 전신해석을 수행함으로써， 지표시설물의 안정 

성 여부 및 지반침하의 발전가능성을 김토하는 형태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그러나， 지질조시 시의 정림적이고 객관적인 데이터의 부족과 지반공학적 제반 조사 

결과가 전산해석에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반침하 

가 발생한 후에야 조사작업이 착수되는 수동적 접근법을 탈피하고자， 새로운 지반안정성 

평가기법의 도출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와 같이 복잡한 지질조건을 갚는 지형적， 지질학적 특성상 기존으I 2 

차원적 해석만 실시활 경우， 탄충 또는 암질 경계기 위경시로 고려될 수도 있어 지반의 

거동을 정확히 규명하기가 곤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지역을 3차원 

적으로 정확히 구현힘으로써 해석의 정확성을 기힐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수치해석상의 시간 개념을 틸피하고， 실 시간적 개념을 전산해석에 도입힘으로 

써 지반거동규명의 신뢰도를 항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보다 공학적이고 정람적인 기법의 적용을 통하여 지반침하 발생가능지역을 

시전에 예측， 조치를 춰함으로써 지싱구조물 철도 및 도로 등 국가 기간시설을 안정적으 

로 유지하고， 국민소득 수준의 향상에 따라 날로 증가하고 있는 민원발생지역에 대하O~ 

합리적인 대책을 제공할 수 있는 능동적인 지반안정성 평가기법을 마련코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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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 절 연구의 범위와 내용 

상기 연구목적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전반적인 내용은 지반침하의 기본 메 

커니즘 분석과 이를 토대로 적절한 물성치의 산정. 2차원 및 3차원 전산해석에 의한 결과 

분석과 적용기법의 비교검토， 수치해석을 위한 가징 적합한 변수의 선정 등이며， 이들 연 

구걸과를 시흥광산에 대한 지반인정성 분석에 적용시킴으로써 그 타당성을 검증코자 한다. 

또한 절리 및 지하수가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항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지반조시 보 

고서를 이용하여 지하수 관측자료를 분석하고， 공간자료의 속성 파악을 실시， 실저|로 자료 

를 구촉해 봄으로써 향후 지반침하 분석 시 GIS와 연계될 수 있는 빌판을 마련코자 한다. 

(1 ) 지반침하의 발생 메커니즘 분석 

- 파쇄암의 체적팽창과 지반침하와의 관계 분석 

- 한계 평형 이론에 의한 채굴공동 힘몰 해석 

(2) 지반안정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기법 검토 

- 해석 프로그램의 선정 

- 유한 차분법 프로그램인 FLAC 의 특성 

- 해석 과정 검토 

(3) 시흥광산에 대한 지반안정성 분석 

- 지질 조사 

- 2차원 해석 및 3차원 해석 

(4) 절리 및 지하수 관측자료의 특성 분석과 전산화 작업 

- 기존의 국내 지반조사 보고서를 이용한 관측자료 분석 

- 공간자료의 속성 파악 

- 공간자료의 활용을 위한 소프트웨어의 선정 

- 소프트웨어의 특성 분석 및 활용 

- 자료구촉 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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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침하의 발생 메카니즘 분석 

저1 1 절서론 

일반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침하이론은 지층이 규칙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지형에서 발 

생될 수 있는 trough형 침하를 위주로 발전되어 왔다. 그런데 불규칙한 지층이 주를 이 

루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주로 힘몰형 침하기 빌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한국동력 

자원연구소 보고서， 1988). 따라서 기존의 침하발생 메카니즘을 설명하는 이론 중 힘몰 

형 침하 해석에 적합한 이론을 통하여 우리 나라의 침하 머카니즘을 이해해야 할 것이다 

다음절에서 소개히는 침하량 얘l측방법들로부터 우리 나라에서 발생되는 침하 현상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저12 절 암반의 처|적팽창과 지반침하 

공동 붕락으로 발생된 암반 파쇄대는 . 중간 지층을 거쳐 확대되어 지표에 이르면 시 

각적으로 침하가 확인된다 이 때 침하의 규모는 붕락 공동의 크기 뿐만 아니라 암반의 

체적 팽창률에도 죄우된다 파쇄된 암석들은 힘몰이 일어나면서 공동을 채우게 되며 공 

동이 파쇄암으로 모두 채워지면 자체 지지력으로 붕락이 중지하게 된다. 파쇄암의 체적 

팽징은 공극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렇게 증가된 공극의 층합은 심부에 채굴로 인하여 발생 

된 공동의 체적과 같다. 

1. 수평층 

Karfaski는 아치이론과 파쇄암의 체적 팽칭률을 기초로 발생힐 힘몰의 크기 및 침하 

발생 시 지표에 나타나는 침하의 범위와 그 크기를 계산힐 수 있는 식을 저l안하였다. 암 

반 붕락을 그림 2. 1 과 같이 단순히 각주 형태의 힘몰로 간주한다면 붕락 높이는 간단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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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체적 팽창률로부터 구할 수 있다. 

한편， 처|적 팽칭률은 다음 식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B=~f- V~ - ( V s+ V v ) - V~ _ Vι 
Vi Vs Vs 

여기서， B : 처|적팽창률， 

H 

A 

x 
v 

Vf : 붕괴후 최종 체적， 

V; : 붕괴전 체적， 

Vv : 처|굴 공동 처|적， 

Vs : 상반의 붕괴 체적. 

Vv 

<. 
w 

(a) before falling (b) after falling 

그림 2.1 힘몰형 붕릭에 따른 체적팽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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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힘몰 형태를 이상화시킨 모앙을 그림 2.2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그 형상에 

따른 체적 팽창률과 붕락고와의 관계는 (2.1 )식으로부터 표 2. 1 과 같이 유도될 수 있다. 

2. 경사층 

국내에서는 위경시에 의한 붕락식 채굴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채굴공동은 

불규칙하며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그림 2.3과 같이 경사를 가진 채굴 공동의 경무 체적 

팽창률을 이용하여 붕락고와 채굴고와의 관계를 유도하면 식 (2.2)와 같이 된다. 

H 1 
(1) -;=-;; t B 

(낀 건 =1 .5 
B 

￥앓 ￥題 ￥생￥싫￥챙 
직각기둥 왼통형 기둥 타원체 타원체 반구형 

(원형단연) (타원형단연) 

(3) 펀=즈 (4) 딘=즈 
B B 

￥확 T土THtLLF /i ι-I검\노 \f 、j I깥실 x싫싫X싫 l!--ù 1!).--~ 1 
t ~ t L r---."J7~ t 
T~ Tl- w -1 L TI- L •{ 

포물체 쐐기형 왼뿔영 사각빨형 삼각앨형 

H 
(5) -=-+- T B 3t 

I앞판각IH-r 천장。 
I 

T 

그림 2.2 붕락대 형상에 따른 체적 팽칭률과 붕릭고와의 관계 

(한국자원공학회.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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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 _--.W 격파!l 上 1 
t t 2 ’ Bcos8 (2.2) 

여기서 8 는 채굴공동의 경시이고， W는 채굴적의 길이이다 

식 (2.2)에서 붕락고는 공동 경사에 비례힘을 알 수 있다. 식 (2.2)를 이용하여 처|적 

팽칭률에 따른 붕락고를 알아보기 위하여 한 얘|로써， 채굴적의 길이와 높이의 비， 즉 W/t 

가 10으로 일정할 때 여러 경시에 대해 구한 값들을 그림 2.4어|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채굴공동의 경사가 클수록 붕락권이 증가힘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보다 

는 체적팽창률이 붕락권의 크기를 결정하는데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특히 체적팽창률이 30% 이하일 경우 붕락권이 매무 크게 증가하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론상 체적팽창률이 0 이라면 붕락고는 무한대가 되는데 이는 곧 붕락이 

발생된 채굴 공동의 높이에 해당되는 김이만큼 지표에서 침하가 일어남을 의미한다. 

표 2. 1 붕락권 형상에 따른 체적 팽칭률과 붕락고와의 관계식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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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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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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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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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통

-면
 
면
 

느
 기
 

직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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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쐐
 

H/t = 1/8 

H/t = 1.5/8 

포물체 

원뿔형 

사각뿔형 

삼각뿔형 

H/t = 2/8 

H/t = 318 

천장이 반구인 원통형 기둥 

• H 북락까. t : 채굴고 반경 

H/t = 1 /8 + r /3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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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표연 /1 

놀 

% 

4S 

40 

3S 

30 

20 

IS 

10 

5 

0 

Dip 
A x 0。

。 20"

口 40。

ι \ 
o 60。

ð 80。

0.0 0.1 0.2 0.3 0.4 O.S 0.6 0.7 0.8 0.9 1.0 

B 

w“= 10 

그림 2.3 경사 채굴공동을 단순화시킨 모앙 그림 2.4 채굴공동의 경시에 따른 채굴고 

와 붕락고와의 관계 

경시층의 경우 수평층인 경우와는 달리 파쇄암이 바닥에 쌓이는 것이 아니라 아래 

쪽으로 굴러 내려가기 때문에 처|적팽창률은 수평층에 대한 값보다 더 적어진다. 그런데 

체적팽창률이 낮을 경우 계산에 적용하는 값의 차에 대한 붕락고의 영항이 매우 크므로 

체적맹장률 값을 신중하거| 선택해야 한다. 불행히 펴|광 이후 경시충 채굴적 하부의 상황 

을 일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히기 때문에 체적팽창률을 구하기란 매무 어려운 일이다. 

만일 채굴 공동에서 빌생한 힘몰이 상부 지층으로 전파되면서 중지되지 않고 지표 

까지 도딜된다고 가정하였을 때， 지표에서 빌생되는 침하량을 얘|측할 수 있는 식을 체적 

팽칭률과 공극률로부터 구하는 식을 유도하면 다음 식과 같다-

주 =1 - ( 급죠 )(핀) = 1- B(핀)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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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n 체적 공극률(bulking porosity), 

H: 지표로부터 채굴공동까지의 심도 

B: 체적팽창률 

s ; 지표침하랑 

t : 채굴고 

석 (2.3)에 따르면 체적팽칭률이 20%이고 채굴적 심도가 60m, 채굴적의 높이가 5m 

라면 침하링은 O 이하가 되므로 이는 파쇄 암석의 체적 팽창으로 인해 채굴적이 완전히 

채워지게 되므로 지표에서는 침하가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또한 만일 체적 팽창률 

이 5%라면 지표에는 3m의 침하가 발생될 것으로 얘|측활 수 있다 

3. 체적팽창률의 산정 

채굴 공동 주위 지층이 파쇄될 때 암반의 체적팽창률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 

진 규정은 지금까지 보고된 비가 없다 현재 국내외에서 측정한 현지 체적팽창률이 사용 

가능하다. 이 값들을 표 2.2 및 표2.3 에 정리하였다. 그런데 국내에서 적용되고 있는 

체적팽창률은 화약빌파어| 의해 붕락된 암반의 체적증가율로서 채굴적 상황이 고려되지 않 

은 값들이기 때문에 폐광지역의 지반침하 해석에 사용하기 위해서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 가장 적합한 값들을 선택힐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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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체적맹칭률(건설표준품셈) 

풍화암(연암1) 30% 

연암(연암11) 40%(50%) 

보통암(중경암) 

경암(경암1) 

극경암(경암1 1) 

표 2.3 처|적팽칭률(대한석탄공사) 

사질셰일 

셔| 。|
E근 

석탄충 

60% 

70% 

100% 

50 - 100 % 

40-50% 

4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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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암，사암 

석회석， 다공질 인산암 

화강암，안산암 

규암， 각석 등 석영질 경암 

70 % 

40 % 

40 % 



져13 절 한계평형 이론 

채굴공동 상부의 암반블록이 갚고 있는 자중에 의해 얘|상 미끄러짐면을 따라 발생 

되는 전단 응력이 그 면이 동원할 수 있는 최대 전단 저항값을 넘어설 때 암반 블록이 

공동내부로 힘몰이 일어난다고 보는 이론이다. 이러한 현상은 주로 풍회암이나 연암에 

발생할 수 있다. 

한계평형 원리를 적용하기 적절한 침하는 보안 탄주기 힘몰하는 경우이다. 보인 탄 

주는 채탄시 채굴적 상부를 지지하고 채닫 후에 발생되는 채굴공동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채굴하지 않고 님겨둔 기둥이다. 이 보안 탄주는 히부에 공동이 발생힘으로서 상 

하반에 작용하는 수평응력에 따라 잠정 미끄러짐 면상에 전단응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 

러나 보안 탄주의 심도가 알을 경우 수평 응력의 코기가 작으므로 미끄러짐면에 작용하는 

전단 저항값이 작게 나타난다. 만일 탄주의 자중에 의한 전단력이 이 값보다 클 경무 탄 

주는 공동 안으로 붕괴될 것이다， 

그림 2.5와 같은 경시를 갖고 있는 보인 탄주의 전단 저항력이 탄주의 자중을 견딜 

수 있는 최소 심도를 한계평형 원리에 의해 구힐 수 있다. 이 때 지층 매질의 유효 수직 

응력은 심도에 따라 자중에 의해 구해지며 모든 수평응력은 같다고 가정한다 즉， 

ð zz = YZ. σ xx ð yy = K oZY 

여기서， γ : 딘위 중랑 z : 심도， Kb · 측압계수 

Mohr-Coulomb의 전단강도식에 경계면어| 작용하는 유효 수직응력을 적용하여 탄주의 

전딘저항력을 구하면 다음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R= Jn(c+ Yrz(K o sin 2a+ cos 2 a)t뼈)dA+ 

fη(c+ YrZ( K o sin 2a+ cos 2a )tantþ)+a Y csina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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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 

그림 2.5 보안 탄주의 규모 

여기서， 

a 보안탄주의 수평 두께 

z 탄주 수직 길이 

c 점착력 

γ 암반의 단위중량 

γc . 석탄의 단위중림 

φ : 석탄괴 암석 접촉면의 내부마칠각 

이 때 탄주가 미끄러지려는 힘은 탄주의 자중에 의하여 빌생하므로 석 (2.5)와 같이 

구할 수 있다. 

D = abh r c sin a (2.5) 

보인탄주가 파괴되지 않을 최소 연직 두께는 탄주의 전단저항력 R 이 미끄러지려는 

힘 D와 같을 때이므로 임계 심도는 식 (2.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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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Yca sin 2 a - 2c- a r c sin acos atan <p 

r c( K 0 sin 2 a+ cos 2 a)tan <p 
Z crit= 

또한 보인탄주의 힘몰하지 않을 인전율 F 는 보인닫주의 최대전단저힐력 R 과 미끄 

(2.7) 

COS 2 a)t뼈+짧용 

러지려는 힘 D 와의 비로써 나타낼 수 있으므로， 

F=용 
=_2으-?-+-주ζ쪽-( K n sin 2a+ 

a sm -a a sm -a 

와같다. 

정도로 작다고 가정했을 때 보안탄주의 최소 심도는 식 점착력이 무시할 수 있을 

그림 도시한 것이 구한 값들을 (2.6)으로부터 구해지는데 여러 각도의 탄층경사에 따라 

그림에서 보인닫주의 폭이나 경사가 클수록 임계 연직 두께가 증가하는 것을 알 2.601다. 

있는데 이는 탄주의 폭 또는 경시가 커지면 자중에 의해 미끄러지려는 힘도 커지기 ιι ..., 

때문이다. 한편 탄층폭이 같을 경우 탄층경사가 심힐수록 임계 연직 두께가 증가힘을 일 

이 걸과로부터 우리는 틴층 경시외 폭이 클수록 보안탄주를 많이 님겨 두어야 수 있다. 

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Dlp 

+ 30。

。 50。

。 70。

'v 90。

16 

12 

8 

4 

(
E
)버 
맹
 슛
 맨
 

o 
4 6 8 

닫충의 수평두께 (m) 

그림 2.6 경사에 따른 탄층의 수평두께와 임계심도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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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장 전산해석을 이용한 지반안정성 분석 

져1 1 절서론 

지반침하를 다루는 이론식들은 그것이 trough 형이건 힘몰형이든 간에 일정한 규칙 

성을 전저|하고 있기 때문에 불규칙한 채굴 공동으로 인한 지표 침하를 해석하는데는 한계 

가 있을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성을 극복하는데는 채굴 공동의 형상과 중간 지층 그 

리고 지표의 지형을 사실어| 가깝게 저|작할 수 있는 수치해석법이 유용한 도구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세계적으로 지반공학 문제를 다루는데 자주 사용되고 있는 FLAC 프로 

그램과 PFC 프로그램이 지하공동 채굴로 인한 지반침하 문제를 해석하는데 유용한 도구 

로 이용될 수 있는지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FLAC 은 연속체 매질을 다루는 유한 차분법 

프로그램의 일종이고， PFC는 최근에 개빌된 프로그램으로서 입자의 집합으로써 모델을 구 

성하는 개별 요소법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저12 절 유한차분법에 의한 전산해석 기법 

1. FLAC 프로그램의 특징 

FLAC은 운동방정식(Equation of motion)을 기초로 하는 유한차분법(Explicit Finite 

Difference Code)을 이용한 프로그램으로서， 토질이나 암반 등 지반공학 분야의 저| 문저|를 

해걸하기 위해 개빌되었다(Itasca， 1992). 이 프로그램은 지하 및 지상의 인공 구조물에 

의한 지반의 변형거동을 해석하는데 유용성이 입증된 바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 토목계에 

서도 널리 이용되면서 그 실용성과 정확도를 인정받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FLACOI 타 프로그램에 비하여 특별히 유용한 점은， 천째， explicit scheme을 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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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대변횡 모드(Iarge strain mode)를 취할 수 있다는 것이다. 대변형 모드를 사용 

하면 토질 및 연암 등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소섬유동을 해석할 수 있다. 둘째， 동적 

인 과정을 통하여 해석이 수행되므로 지압이 배저|된 상태에서 중력만에 의한 천반 붕락 

및 벽면 붕괴， 그리고 시면 붕락 등에 대한 안정성 검토가 용이하며， 셋째， 다앙한 구성 

방정식과 파괴론을 수용할 수 있어서 실저|에 가장 부합하는 모덜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외어|도 FLAC은 다른 수치해석기법， 즉 경계요소법 혹은 개별요소법 

등에 비해 유한차분법이 갖는 우월한 특징들을 모두 가지고 있다. 특히 Mohr-Coulomb 

파괴조건을 따르는 물체가 층을 이룸으로써 일련의 연약면을 가정하는 ubiquitous joint 

model(이빙성 소성 모델의 일종)을 사용하여 물질자처| 및 연약면의 물성， 응력조건， 그리 

고 연악면의 각도 등에 따라 물질의 항복이나 연약면을 따른 미끄러짐의 빌생 등을 해석 

힐수있다. 

반면 프로그램에 지빈공학적 제 문제를 다앙하게 해석할 수 있는 기능이 부여되어 

있다는 것은 필연적으로 시용자에게 역학에 대한 충분한 기초 지식과 복잡한 운용 기법을 

요구하기 때문에 프로그램의 사용이 까다롭다 또한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모델 

해석과정에서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에 따른 암반 및 토질의 반응을 검토하여 모델의 구조 

나 역학적 조건을 변경하거나 수정해야 하므로， 시용자에게 공학적이고도 합리적인 핀단이 

요구된다 이는 곧 프로그램 수행자의 지반공학적 지식과 판단이 해석걸과어| 중요한 변 

수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정적인 문저|의 해석을 위해서도 동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시간 추이과정을 거쳐m 하는 번거로움이 있고， 해석시간이 다소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2. 계산 과정 

일반적으로 유한차분법은 코게 implicit scheme과 explicit scheme으로 니누어진다. 

이 두 방법간의 큰 차이점은. implicit scheme은 유한요소법과 비슷하여 system matrix가 

구성되어 푸는 형석이고. explicit scheme은 초기조건과 경계조건 들로부터 각 점들의 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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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를 매 단계마다 계산하는 방식이다. 따라서 explicit scheme은 system matrix를 구성하 

지 않으므로 많은 수의 요소를 시용할 수 있으며， 비선형 및 대변형 모드 하에서의 계산 

에 저|약이 없다. 다만 계신의 안정성을 위해서는 계신 단계간의 시간 증분이 작아야 하 

므로 많은 계산 단계를 거친 후에m 원하는 답을 얻을 수 있다. 기본적인 계산과정은 그 

림 3. 1 과 같다. 

즉 초기조건과 경계조건으로부터 힘(응력) 또는 변우!(변형률)가 주어지면 운동방정식 

과 구성방정식을 이용하여 전처| 시스템에 대한 응력과 변위를 계산하는데 이 것이 한 단 

계의 계신 과정을 구성한다 한 단계의 계산이 끝나면 이어서 시간증분 만큼의 시간이 경 

과한 후의 응력 또는 변위를 계신한다 이러한 계산 과정은 필요한 만큼 또는 주어진 단 

계만큼 반복되어서 요구하는 결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비선형 물체의 해석에서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고， 대변형 모드에서는 매 딘계 계산이 끝나면 각 절점들은 계신된 

변위만큼 이동하므로 계신과정 중에서 발생한 geometry의 변화와 이에 수반되는 응력 및 

변형률의 변화가 모두 해석상에 고려된다. 

운동방정식 

γ--→ ι (평형방정섹 」~、

새로운속도 새로운 응력 
및 변위 계산 및 힘 계산 

"-- /응력→변형률 관겨 인 J 
(구성방정식) 

그림 3. 1 FLAC으| 단계별 계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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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과정 

FLAC을 이용한 해석과정은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된다. 즉. (1) 모델 설정 단계. (2) 

변화 단계 및 (3) 출력 단계이다. 해석 과정도는 그림 3.2와 같다 모델 설정 딘계는 타 

프로그램 시용 방식과 크게 다를 바 없으나， 해석 과정도에서 볼 수 있듯이 일반적인 유 

한요소법이나 경계요소법과는 달리 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해석을 수행하므로 충분히 계산 

단계를 진행시켜 평형에 도달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평형에 도달하였는지의 여부는 

사용자의 핀단에 따르나 일반적으로 불평형력(unbalanced force. 물처|가 평형 상태에 있으 

려면 물체 내부에 있는 임의의 한 점에 대하여 시방에서 작용하는 힘이 서로 평형을 이 

루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남는 힘)의 크기 및 물체 내부에서의 최대속도 등을 관잘하 

여， 이들 값이 일정 수준으로 수렴하는지를 관잘하여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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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etup 단계 : 

CD Grid를 만들어 원하는 형태의 Geometry를 구성 

@ 경계조건 및 초기조건 부과 

@ 적절한 구성 빙정식 선택 및 그에 따른 입력자료 공급 

Y 

중력을 가하여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신 단계 진행 

변화단계 . 

@ 물성조건 

@ 지진하중 조건 

다시 평형에 도달할 

때까지 계산 진행 

걸과검토 

걸괴 출력 

그림 3.2 FLAC으| 해석과정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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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 절 개별요소법에 의한 전산해석 기법 

1. PFC(Particle Flow Code)의 개요 

지반이나 구조물 등의 어떠한 대상을 수치해석 모델링힘에 있어， 유한요소법이나 

FLAC과 같은 유한차분법과는 달리 대상을 개별적인 입자들의 집합체로 모댈링하는 기법 

이 개별요소법이다 PFC(Particle Flow Code)는 이 개별요소법의 원리를 기본으로 하여 

개빌된 입자유동해석 프로그램으로서 정적 및 동적 거동 문저l를 해석할 수 있다 이 프 

로그램은 미국 Itasca Consulting Group, Inc.의 Cundall 등에 의해 개빌된 것이다. 

다른 개별요소프로그램인 UDECOI나 3DEC에서는 모델의 구성요소가 다각형인 점에 

비하여 PFC에서는 원형 입자로 구성되며， UDEC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천째， 원형입자간의 접촉여부 핀단이 다각형 요소일 경우보다 간단한데 이는 곧 해석 

을 수행힘에 있어 보다 효율적일 수 있다. 둘째， 기본적으로 변위의 크기에 제한이 없다. 

셋째， UDECOI나 FLAC 등에서는 모델이 불록 형태로 파괴 분리될 수가 없지만 PFCOl I서 

는 블록 형태로 파괴되는 모덜링이 가능하다 따라서 터널이나 지하 채굴적 천반의 부분 

적 파괴 및 붕락앙상 등을 시각적으로 모댈링힐 수가 있다. 

PFC는 다음과 같은 분0때 적용할 수가 있다. 

• 슈트， 파이프， 사일로 등을 통한 유동물질의 Bulk flow 

- 광산 케이빙 : 암석 블록의 파괴， 붕락， 유동 현상 

- 물체의 충격거동 dynamic breakage 

- 구조물의 selsmlc 응답 및 파괴 

• damage accumulation and fracture 등의 역학적 현상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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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FC의 기본 해석 원리 

PFC 프로그램에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가정 또는 설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 모델을 구성하는 개개의 입자요소의 형태는 원형이다. 

。 각 입자는 강성체이다. 

。 각 입자간의 접촉형EH는 극히 작은 면적 즉， 점으로 간주한다 

。 강성입자들은 접촉점에서 서로 어느 정도의 중칩이 허용된다. 

。 중칩량은 접촉력과 힘-변위 관계식에 의해 계산되며， 

그 앙은 입자크기에 비해 매우 작다 

。 접촉된 입자간의 파괴에 관련되는 걸합강도를 규정해 줄 수 있다. 

본 해석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계산 절차는 다음 그림 3.3과 같다- 계산과정은 시간단 

계별로 각 요소입자의 운동방정식과 각 요소입자간의 접촉점에서의 힘-변위관계식의 반복 

적인 적용으로 이루어진다. 

각 계산단계에서 먼저 기지의 입자요소(ball)와 벽요소(wall)의 위치 죄표값으로부터 접 

촉상태를 점검한다. 그런 다음 힘-변위 관계식으로부터 각 접촉점의 접촉력을 계신한다， 

문동방정식을 각 입자에 대해 적용하여 접촉력과 입자의 물체력으로부터 생기는 외력과 

모맨트로부터 각 입자의 속도외 위치를 계신한다. 그리고 벽요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벽요소의 속도로부터 위치가 계산된다 이러한 과정은 매 계산시간 단계마다 반복되어진 

다 

동적 거동은 이러한 timestepping 알고리즘에 의해 수치적으로 계산되는데， 각 시간단 

계내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는 일정한 것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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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PFC 해석의 기본 계신절차 

가. 힘-변위 관계석 

힘-변위 관계식은 두 요소간의 접촉점에서의 상대변위와 접촉력의 관계를 규정한다. 

상대변위는 두 요소의 중첩되는 거리이며， 접촉력은 이 상대변위와 요소의 강성도 

(sti什ness)로부터 계산되는데 법선 성분과 전딘성분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법선 방향은 두 

요소가 ball 요소(2차원적으로는 원)일 때는 두 중심을 잇는 선의 방향이고 두 요소기 벽 

(wall)과 ball일 때는 ball 중심과 wall 시이의 최단거리를 이루는 선의 빙항이다. 전단방항 

은 두 요소간의 접촉면(2차원적으로는 선)에 내포되며 법선 방향과 직각을 이루는 방향이 

다 

그림 3.4으I ball과 ball 접촉 시에 단위 법선 벡터， ηl 및 거리. d 는 다음과 같이 정 

의된다. 

x [Hl x{Al 
η 

d 

d = I x띠 -x센| ..; (x멘 _ x ,l Al)(X}Bl _ X}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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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및 그림 3.5에서 법선 방향으로의 상대적 접촉변위인 중칩람.lf'은 다음으로 

표현된다 

lf' R [ A l + R [ Bl - d for ball-ball 

un R [ Bl - d for ball-wall 

그리고 접촉력은 다음과 같이 법선 성분 및 전단성분으로 표현된다. 

F, F 7 + F~ . F 7 K n U’'n, ’ L1F~ - kS L1U~ 

여기서. Kn는 법선 강성도(normal st iffness)로서 총변우1-힘 관계에서의 할선계수이고. kS 

는 전딘 강성도(shear stiffness)로서 각 계산단계에 있어서 변위증분-힘 관계에서의 접선계 

수이다 총 전단력은 각 계산단계별 변위 증분치인 L1~ (0 1는 접촉요소의 전단방향속도 

와 시간증분의 곱으로 계산됨)로부터 위와 같이 계신된 전단력 증분이 단계마다 힐산되어 

얻어진다 

그림 3.4 Ball-ball 접촉시의 상호관계 및 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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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운동방정석 

b 

x깐 
--.---.. 

...-- d 

그림 3.5 8all-wall 접촉시의 상호관계 및 기호 

하나의 강성체 요소의 운동은 힘과 모맨트로 결정되는데 이는 요소의 이동 및 회전 

운동으로 나타넌다 이동은 요소의 위치， 속도， 가속도로 표현되고 회전은 각속도와 각가속 

도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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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M i 

m(강f-δt - gl) 

8Hi 

8t 
I3띤-'- + (Ij - Jk)ω ω δt '~ J ~ " 

(i추j추 k) 

윗 식에서 m은 요소의 질링， g i는 중력가속도， Hi는 각모맨트， J 는 관성모맨트， '-
ω;:: 

각속도이다， 요소형태가 2차원적인 디스코 또는 원일 경우는 회전측이 해석 평면에 직각 

인 방향 즉， i=3 일 때뿐이므로 ω1= ω2 =0 이다 따라서 모멘트는 다음과 같이 된다. 

M~ J~쩍 (0.5mR2)-띤응 
j 8t w.v".~. ， ðt 

해석상의 계산시간단계가 L1t 01면. 이동속도와 각속도는 :!: nL1t/2의 중간 간격에서 

계산되는데 반하여 위치， 가속도， 각가속도， 힘 및 모맨트는 t:!: ηL1t 으| 간격에서 계산된 

다 각 계산단계에서 8x ，/δt (1- L11ι ωJ/- d띠)， x f t ), F 1t ), MF )가 주어지면 

8x,/ ðt (1 + L1 1m , ωJt+ dt/2)가 계산된다 그리고 다음 단계의 F I(t+ a ), M，( t+ 4t)는 힘-변 

위 관계식으로부터 계산된다. 

다. 요소 결합형태 모델링 

PFC 해석에서는 요소의 거동 및 파괴 모덜로 contact bond model과 parallel bond 

model으| 두 종류가 이용된다， 

Contact bond model에서는 요소간의 접촉점에서 일정한 법선 및 전단 강성도를 갖는 

한 생의 스프링 거동으로 표현된다 이 한 생의 스프링은 주01진 전단 및 인장강도를 가 

진다. 접촉점에서 빌생하는 인장력이 규정된 법선 방항의 걸합강도 즉， 인장강도에 도달하 

면 결합은 깨어지고 법선 및 전단 접촉력은 O 으로 된다 전단접촉력이 규정된 전단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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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합강도 즉， 전단강도에 도달하면 결합은 깨어지나 접촉력은 그대로 존재한다. 01러 

한 변형 및 파괴거동은 그림 3.6과 같다. 그림에서 Fn은 법선 접촉력으로 Fη > 0 이 

면 인장을 의미한다.U"은 상대 법선변위로서 U" > 0 이면 두 요소가 중첩되는 것을 

의미한다. 

Parallel bond model에서는 요소가 구 또는 실린더 형태로 간주되며 따라서 원 또는 

시각 딘면에서의 접촉 거동을 나타낸다. 그리고 앞으1 contact bond에서는 힘만이 전달되 

는데 반해 이 모델에서는 힘과 모맨트가 모두 전달된다 Parallel bond에서는 요소간의 접 

촉면 위에 존재하는 원 또는 사각 단면상에 권등하게 분포하는 탄성 스프링들의 집합으로 

새 거동을 나타낸다 그림 3.7은 parallel bond 요소 형태를 나타낸 것이다. 

라. 애너지 계산 

전체 해석 모델내의 에너지는 다음의 여섯 가지로 구분되어 계산된다. 이들 에너지는 

각 계산시간단계마다 계산되어 누적힘으로써 층 에너지가 얻어진다 

( 1) Body work 

시스텅 전체에 가해진 모든 물처|력(중력， 가해진 외력과 모멘트)에 의해 행해진 총 

일량은 다음으로 계산된다 

Eb • E b + 휩 [ (mgi+ F z) L1U,+ M3LUh ] 

여기서 N p • m. g i ’ F i' M 3' L1 Ui 및 L103 는 각각 요소입자 수， 질링， 중력가속도， 

가해진 외력， 가해진 모맨트， 계산된 변위 증분 및 계산된 회전각 증분이다. 각 계산시간 

딘계내에서는 중력기속도， 외력 및 모맨트는 일정하다. 이렇게 계산된 총 일량은 앙 또는 

음의 값을 가지는데， 물체력에 의해 ball 요소에 가한 일의 방향을 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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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nd 
breaks 

F" 
(tension) 

u" (overlap) 

(a) normal compollellt of cOlltactforce 

F J 

F;? 

‘10-
_______ _ 

-max 

낌 k ’ 

slip model 

when U">O 

bond 
breaks 

U‘ 

(b) slzear compollellt of cOlltact force 

그림 3.6 Contact bond 모델의 변형 파괴거동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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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Pararell bond 모델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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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ond energy 

Parallel bond 내에 축적된 총 strain energy는 다음과 같다. 

EÞb = 웅 ~ [ 1 Fi 1 2/ (Ak n ) + 1 F~ 1 2/( AkS
) + 1 찌 1 2/ (쩌) ] 

여기서. N Þb 는 parallel bond의 수이다. 단면적 A 및 관성모멘튿 I 는 접촉 걸합하는 단 

면이 원으로 가정한 경우에는 각각 πR2 및 πR‘1/401고， 시각형으로 가정한 경우는 각 

각 2Rt 및 2tR3/3이다(그림 3.7 침조). 

(3) Boundary work 

모든 wall메 의해 요소집합체에 가해진 층 일량은 다음과 같다‘ 

Ew • Ew - ￥ [ F ,"L1Ui + M3L1e3 ] 

여기서. N u- 는 wall의 수. F i 와 M3 는 현 계신단계 시작 시에 wall에 작용하는 힘과 모 

맨트. L1Ui 와 L1e3 는 현 계신단계동안 빌생하는 기해진 변위와 회전람이다 

(4) Frictional work 

모든 접촉면에서 마칠 미끄러짐에 의해 소모되는 총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Ef • Ef - ￥ [ <뀐 >(L1~ )shÞ ] 

여기서. Nc 는 접촉 수이고. <F~ >와 (L1 U~ ) sliÞ 는 각각 현 계산단계에서 접촉점에서 발 

생한 평균 전단력과 slip 변위 증분이다. Slip 변위 증분은 총 변위에서 탄성부분을 빼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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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f; ) slip Lllf; - ( Ll U: ) elas Lllf; + 

~Llt + 
(F : ) (t+ L1t) _ (F: ) t 

k s 

(LlF: ) elas 

k s 

여기서 ~ 접촉 속도의 전단성분이고 Llt 는 계산단계의 시간 증분이다. 

(5) Kinetic energy 

평행이동 및 회전운동에 의한 모든 입자들의 총 운동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여기서， 

Mi 와 Vi 는 각각 generalized된 질량과 속도이다. 

Ek 융힘흙Mi쩍 

(6) Strain energy 

선형 접촉-강성 모델에서 모든 접촉에 축적된 총 strain energy는 다음과 같다 

Ec 융 ￥ [ I F7 I 2/ kn + I F~ I 2/ ks ] 

여기서. Nc 는 접촉 수이고. I F i I 와 I F~ I 는 접촉력의 법선 및 전단 성분이다 kn 

와 k‘ 는 법선 및 전단 방향의 접촉 강성도이다 

이러한 기본 이론 및 계신 절차로 이루어진 본 PFC 프로그램의 해석 흐름도는 그림 

3.8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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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ET -UP 

1. Generate assembly of particles and compact 

2. Define contact behavior and material properties 

3. Specify boundary and initial conditions 

Step to initial equilibrium state 

Result 

unsatisfactory 

Examine the model response 

Model makes sense 

Yes 

PERFORM AL TERA TIONS 

. Change boundary conditions 

. Excavation. etc. 

Step to solution 

odel tes파 Examine the model response 

Acceptable result 

Parameter study needed ? 

그림 3.8 PFC 프로그램의 해석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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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용해석얘 

가.해석모델및해석조건 

본 PFC 프로그램의 현장 적용해석의 얘|로서 광신의 채굴적 형성에 따른 상반의 파 

괴， 붕락과정을 시율레이션 하였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PFC에서는 변위의 제한이 

없고 결합이 떨어진 입자 또는 블록들은 자유로이 이동하게 된다. 따라서 연속체 모덜링 

기법에서는 불가능한 갱도 또는 채굴적 천반의 부분적 파괴， 분리 및 이들 분리된 입자 

또는 블록들의 붕락 앙상을 시각적으로 표현활 수가 있다. 

기본 모덜은 그림 3.9와 같다 그림 3.9(a)는 절리를 고려하지 않은 모덜이며， 그림 

3.9(b)는 암반내에 절리가 분포하는 경우의 모델이다. 모델의 크기는 폭이 300m, 높이가 

300mOl며 ， 2 set의 절리군을 고려하였다. 절리군 1 으| 경우는 경시가 300 , 경시방향이 

900
’ 절리간격이 50m, 절리면의 마찰계수는 O 으로 하였고， 절리군 2의 경무는 경시가 00

’ 

경사방향이 90。’ 절리간격이 25m, 절리면의 마찰계수는 O 으로 하였다 

초기 지압은 모덜을 구성한 후 자중에 의한 compaction 과정을 통하여 주어지도록 

하였다. 모델의 하부에서는 80MPa기 되도록 하였고， 입자간의 결합력은 normal 방향으로 

는 1 OMPa, shear 방향으로는 100MPa로 하고 마칠계수는 0.7로 가정하였다. 그리고 절리 

면의 접촉면에시의 걸합력은 normal과 shear 방향 모두 O.OlMPa로 하였다 

나. 해석 결과 

절리가 존재하지 않는 모델에 있어서， 채굴후 시간 경과에 따른 구성입자간의 접촉력 

분포(응력분포에 해당) 및 천반의 파괴， 분리 앙상은 그림 3. 10~ 그림 3.13 과 같이 나타 

났다. 

그림 3. 10에서 파란색은 압축력을 나타내며 빨간색은 인장력을 나타낸다 그리고 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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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의 굵기는 상대적인 힘의 크기이다. 채굴적 중앙 천반부에서 일부 인징파쇄대가 발생 

하며 죄우 광주의 벽면부에서도 약간의 인장대가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다. 

그림 3.10 및 그림 3.11 에서 채굴적 천반부가 아래로 볼록하게 처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림 3.12 및 고림 3. 13은 시간이 더 경과한 후의 앙상이다. 채굴적 천반부에서 인 

징응력대가 커지고 일부 암석 블록이 파괴， 분리되어 아래고 떨어지는 앙상을 보인다 

절리가 존재하는 모댈에 있어서， 채굴후 시간 경과에 따른 천반의 파괴， 분리 앙상 

및 입자간 접촉력의 분포(응력분포에 해당)는 그림 3. 14~ 그림 3. 17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3.14 및 그림 3.15에서 절리의 영향으로 인해 천반의 암석 블록들이 분리되어 

하부로 이동하는 앙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좀 더 시간이 경과한 경우인 그림 

3.16 및 그림 3. 17에서 보면， 채굴적 천반부의 인장응력대가 상당한 상부까지 이어지고 있 

으며 절리에 의해 분리되어 있거나 파괴로 분리된 암석 블록들이 붕락되어 채굴적 바픽에 

쌓이기 시작하는 앙상을 보인다. 앞의 절리가 없는 경우에 비해 천반의 불안정한 블록들 

의 붕락이 잘 표현되고 있다. 

이상의 해석은 비교적 단순화한 채굴적 모덜에 대한 것과 절리모델의 경우에는 2개 

의 뚜렷한 절리군이 서로 규칙적으로 교차하는 것으로 모델링한 것이어서 천반의 붕락이 

과징되어 표현된 것일 수도 있다 그렇지만 PFC로 이러한 거동을 시율레이션할 수 있다 

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실제 해석대상 지역에 주어질 때 모델 설정과 절리분포나 지반 

물성 등에 대한 자셔|한 자료가 해석에 가해지면 보다 현실성 있는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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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2개 절리군이 존재하는 경우 

그림 3.9 절리군의 존재 여부에 따른 PFC 해석요소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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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0 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결합력(응력) 분포(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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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천반 파괴， 분리 앙상(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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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2 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걸합력(응력) 분포(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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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절리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 천반 파고1. 분리 앙상(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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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두 개의 교차 절리군이 존재하는 경우의 결합력(응력) 분포(1) 

PF C2D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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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두 개의 교차 절리군이 존재하는 경우의 천반 파고1 . 분리 앙상(1) 

-43-



PFC2D 1. 10 
SIep8αm 

t 6:5 1:4() Thu Nov 27 ’997 

SllOar and NOOnaI 
TQnSion Prosonl 
MaxirTUn • 1 .3갱e‘008 

그림 3.16 두 개의 교차 절리군이 존재하는 경우의 결합력(응력) 분포(11) 

PFC2D 1. 10 

Linesty‘e 

그림 3.17 두 개의 교차 절리군이 존재하는 경우의 천반 파괴， 빌리 앙상(1 1) 

-<<-



저14 장 지하수 관측자료를 이용한 

전산해석용 자료의 구측 

져I 1 절 지반침하와 지하수의 상호작용 

지하수와 관련된 지반침하의 대표적인 여|는， 상부가 Clay매질로 피복된 사질 대수층 

에셔 과대한 취수가 이루어졌을 경우이다 이때의 지반침하의 형태는 대체로 접시모앙의 

완만한 지반침하구역을 형성하게 되며， 침하의 빌딜 속도는 미미하나 넓은 범위에 걸쳐 

발생하게 된다. 

지하수와 관련된 지반침히의 주요 영향요소에는 해수의 범람， 지표 배수 구배의 변 

형， 케이싱의 손상， 지질매처|의 응력변형에 의한 구조적 변형 등이 있다(Waltham ， 1989) 

이러한 지반침하의 대표적인 얘|는 일본 동경의 교또지역으로 1920년이래 지하수위가 60m 

강하하여 지반침하기 수직으로 4m 가량 생긴 경우이며， 이와 유시한 형태가 일본의 40개 

지역(대부분 해안 가에 위치)에서 빌견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에도 18개 지역에서 유시한 

형태가 보고되고 있으며 주로 지질연렁이 젊은 지층대에서 빌견되고 있다 

또한， 건설현장에서도 지하수의 앙수에 의한 지반침하기 보고되고 있으나 규모면에서 

볼 때는 상기의 경우보다 훨씬 적은 형태이다. 

이 빅에도 석유의 개빌， 온천수 취수 등에 의해써도 침하가 일어나기도 하는데， 전세 

계적으로 지하수 취수에 의한 지반침하는 1950년에서 1970년 사이에 절정에 이르렀는데 

이는 도시회 및 산업화에 따른 개발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lay층과 같이 투수율이 낮은 층의 경우 주로 비탄성 및 비복원성( non-recoverable)의 

특성이 지반침하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이런 경무 침하는 아주 느리 

게 진행되므로 지하수위의 강하기 끝난 후에도 침하가 계속되는 경향이 있다， 미국의 사 

반나 지역에서는 지하수위 강하가 멈춘 두I 12년 동인 침하가 계속 발생했다는 보고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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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2 절 불연속면과 지하수의 상호작용 

지반침하의 또 다른 원인 중의 하나로 추정되고 있는 것은 절리 등과 같은 불연속면 

이 있는 지반에서 지하수의 유동과 관련되는 형태이다. 그러나， 이러한 형태의 지반침하 

메커니즘이 제대로 분석되지는 않고 있으며， 다만 미시적 관점에서 미세 균열과 지하수와 

의 상호 작용， 대규모 균열의 지하수 통로 작용 등이 간접적인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Hozler, 1984). 즉， 지하수(또는 지표수)는 단층， 균열， 층리면 등을 통해 지반침하 지역에 

서 효과적으로 이동하는 형태를 띄게 되며 이러한 지하수의 존재가 침하의 앙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그림 4.1 침조) 

지하수로 밀미암아 지반침하가 야기되는 사례 중에서， 상대적으로 지하수가 다량 존 

재하는 영국 및 네덜란드의 탄굉에서는 최대침하랑이 탄층 두께의 90~ 96% 까지 이르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거의 건조한 지반조건을 가지고 있는 Colorado 및 New Mexico지역 

의 경우 탄층으I 50~ 70%에 이르는 최대침하량만이 관잘되었다. 

그림 4.1 탄굉지역의 지반침하와 관련된 지질구조 및 지하수의 

영향범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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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13 절 관측자료를 이용한 수치해석 기초자료의 구축 

1. 지반침하관련 자료의 속성 

지하수를 고려한 절리의 거동 및 이에 따른 지반침하의 경우 대상지반의 구성암석 

또는 토시의 종류， 지하수위의 변동상황， 암석의 풍화상E~. 불연속의 분포 및 밀도 등이 

원인요소로 추정될 수 있다. 이러한 자료들은 모두 그 크기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간 

상의 위치분포를 기준으로 하는 앙으로 반드시 기준이 되는 지리정보를 필요로 하고 있 

다. 여|를 들어 수위변동의 경우 변화수치 및 시간상의 변화앙상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으 

로 공간상의 위치가 가장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2. 수치해석을 위한 공간분포자료 

항후의 지반침하 수치해석 모덜링을 위해서는 공간적인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고 이 

를 위해서는 공간상의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상기 변수들을 지리정보 상으로 정리하여 관 

리할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러한 지리정보 상의 자료는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시스텀과는 

공간적인 분포로 인한 근본적인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효과적인 자료관리와 이 

용을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텀을 이용한 전산관리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공간상의 위치를 관리할 수 있는 전산프로그램이 필요하며 이와 연계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텀이 또한 필요하게 된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시스텀은， 속 

성이 상이한 지반침하 자료들을 하나의 처|계 아래 보관할 수 있는 형태이어야 한다. 

3. 공간자료의 전산화과정 

공간자료의 전산화 과정 중. 1 단계는 기본 지형도의 입력으로 이는 미국 Clark Lab 

으I TOSCA v.2.12를 통해 디지타이징 작업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침하발생의 중요한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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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대상의 하니인 도로망 등도 힘께 입력될 수 있다. 지형도의 정보는 고도와 같은 정보 

도 힘께 입력되어 지하수의 유동방향을 간접적으로 추정하는 자료를 저|공한다. 

2딘계에서는 디지타이징된 자료를 지리정보시스텀 프로그램의 하나인 IDRISI v.2.0을 

사용하O~ 화면이나 프린터로 출력힐 수 있다. 이상의 작업으로 공간자료의 가장 기본이 

되는 8ase map은 왼성된다. 

3단계에서는 지반조사 보고서를 통한 각종 물성치의 입력 및 자료의 링크작업으로서， 

SiteView v.l .O 등이 사용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TSV format으로 구성된 각종 물성치 

등을 Import하여 3차원 공간상의 자료 도식 및 통계적 내삽화 추정이 가능한 프로그램으 

로 특히 지반침하와 같은 다앙한 형태의 자료가 힘께 고려되는 문저|에 매우 적합한 프로 

그램이다. 

4. 전산화작업의 사례 

이상과 같은 작업과정을 거쳐 체계적인 지반침하의 분석자료기 관리될 수 있는데， 아 

직까지 국내의 지반침하 사례연구가 체계적인 자료를 모두 제공하고 있지는 못하므로 여 

기서는 국내의 대규모 건설공사 지반보고서의 자료를 여|제로 사용하여 출력물을 도출하였 

다 

즉， 그림 4.2늠 디지타이징 과정을 거친 후 Idrisi에서 출력된 자료로서. ;::1형의 고도， 

4차선 도로밍 및 주요건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질도 역시 이와 유사한 형태로 표현 

될 수 있다 또한 그림 4.3은 SiteView에서 관리되는 도로망， 주요 건물 위치 및 시추공 

의 위치 (검은 색 점으로 표시) 등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림 4.4는 SiteView에서 3차원상 

태의 시추공상의 암상분포 및 지하수위면의 등고선도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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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지형 및 도로밍， 건물위치 자료 

--- 도로 

i t 

、
、
、

• 시추공 

그림 4.3 도로망 및 시추공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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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암싱분포 및 지하수위 분포도 

저14 절 져|안 

이상에서와 같이 지하수와 관련된 지반침하는 주로 Clay층의 다짐과 관련되지만. 지 

반 내의 절리외 지히수의 상호작용으로 인한 지반침하의 경우는 이직까지 정확한 메커니 

즘이 저|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변수들의 속성이 아주 

디앙히고 상호작용에 관한 공간적인 특성이 제대로 평가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 

되는 바， 지반침하에 관련된 각종 지반자료들의 효율적인 관리， 수치해석 모델에의 응용， 

Pre-Processing 자료로의 활용 등을 위해서는 지리정보시스텅의 도입이 필수적일 것으로 

핀딘된다. 

즉， 전산화 작업의 힌 예에서 살펴본 비와 같이. Idrisi. SiteView 등의 싱용 프로그램 

을 사용하여 지반침하관련 정보를 간딘히 구성한 결과 지하수를 고려한 절리거동 특성 파 

익 및 지반침하 평기 모델링에 직접적인 입력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결과물을 앙신한 

것으로 보더라도 더더욱 지리정보시스텀의 적극적인 활용이 있어야 할 것으로 핀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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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시흥광산에 대한 지반 안정성 분석 

저I 1 절 지질조사 

1. 위치 및 지형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 경기도 시흥군 서면을 중심으로， 동군 수암면의 북부 일부와 

동군 안앙읍의 서북부 일부， 동도 부천군 소래면의 동부 일부가 포함된다. 좌표상으로는 

동경 126 0 51 ' 에서 126 0 54 ' 까지와 북위 3r 24 ' 에서 3r 27 ' 까지의 범위가 된다. 

시흥광산은 경기도 시홍군 서면에 소재하며 시홍역 서남방 3Km대| 위치한다(그림 5.1 ). 

본 지역은 5만 분지 1 안앙도폭의 중심부근에 해당하며， 전반적인 주 능선과 주 수 

계는 님북 방향으로 발달한다 본 지역의 최고봉은 운산 (해빌242m)이며， 석회규산염암 지 

역이 비교적 급경시의 능선괴 산정을 이룬다 지역 수준은 해빌 20m 정도로서 비교적 넓 

은 충적충 분포를 이룬다， 

o 5 10 20km 
낱.1iÌ늘커 

그림 5.1 조사지역의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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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이 지역의 지층은 선 캠던리아기의 결정편암계인 연천계로 이루어져 있다. 연천계 

지층에 대해서는 하부로부터 탄평리 편암층， 도덕산 라임실리케이트암 및 안앙 규암층으로 

3분된다. 

닫평리 편입층은 부분적으로는 변질도에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하부로부터 흑운모 

및 흑연편암， 주입편마암， 견운모 편마암으로 구분되며， 이 상부에 정합으로 덮이는 도덕 

신 라임실리케이트암층은 하부의 석류석대와 상부의 각섬석대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광 

화작용과 관계되는 스키른광물의 대상분포에 기인된다고 인정된다. 

이 상부암층이 안앙 규암층이며， 과거의 조시에서는 하부층과 부정합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라임실리케이트층내에 협재된 이와 동일한 암상의 규암층은 상부층인 안앙 규암층 

이 구조적으로 잔존되어 노출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진다. 본 암층은 주성분광물이 석 

영으로서 백운모 석영편암， 견운모 석영편암， 규암 등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들은 점이적인 

호층을 이루고 있다. 탄평리 편암층 상부에는 0.5 ~ 2 m 폭의 규암이， 그리고 라임실리 

케이트암중에는 걸정질 석회암이 렌즈상으로 협재한다 이는 메타소마틱 변질을 받지 않고 

님아있는 부분이며 이 라임실리케이트임과 탄평리 펀암층과의 경계부분은 상호 overlapping 

어| 의한 협층들이 불연속적으로 협재한다 

본 지역의 회성암은 그 시기는 불명하나 전기한 지층들을 후기에 관입하고 있으며， 

극히 작은 규모로 노출된다. 01들은 화강섬록힘， 석영반암， 반암맥들이며， 화강섬록암은 

극히 적은 Stock 상이나 완정질이며， 등립조립질로서， 본 지역 심부 기반(저반)을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보며， 광화작용에 직접 관계되는 화성암으로 인정된다(그림 5.2). 

3. 지질구조 

본 지역의 변성퇴적암의 편리는 N50~ 350E의 주향과 300~500SE의 경시로 큰 변화 

가 없으며， 각 암층간의 경계면은 대체로 NS 방향의 주항에 300~600E의 경사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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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본 지역의 변성퇴적암은 퇴적면과 편리면을 달리하고 있다. 이는 후기의 광역변 

질작용의 횡압력이 북서서 방향과 남동동 방향에 작용하였던 것을 추정케 하며， 이에 따 

른 등시습곡의 측도 이 편리빙항과 일치힘을 볼 수 있다. 한편 주입편마암중에 형성된 

drag fold기 개빌중인 갱내에서 보여지는데， 이들의 축방향도 대체로 편리방향과 일치하고 

있다. 

본 지역에서 등시습곡의 빌딜을 인정하게 된 것은， 광회대가 있는 중심부(라임실리 

케이트와 편암의 경계부)에서 동측과 서측에 두 개의 라임실리케이트의 band가 노출되기 

때문이며， 이를 딘층에 의한 반복으로 보기에는 뒷받침이 될 확증이 전혀 없다 즉 야외 

에서 딘층의 증거관칠이 불가능하여， 반복되는 리임실리케이트의 노출 층후가 큰 차이를 

보인다. 또한 중심부의 라일실리케이트층과 서측의 층이， 본 지역의 도덕산 부근에서 합 

치되는 것으로 보아 촉이 정북방향으로 plunging 하는 등시습곡임을 암시한다. 또한 이 

지역은 주항 연장상과 경시 연장상에 요콕(warping)을 많이 이루며， 이에 의한 왼만한 

dome과 trough가 이루어진다 단층과 권열은 특히 라임실리케이트암 중에서 잘 관잘된 

다. 광상생성 이전의 단층이나 균열은 대체로 N400~ 800W으| 주항에 700~ 900SW으| 경사 

로 빌딜됨이 루세하며， 단층의 낙차가 수m 내외에서 불과한 소단층들로서 주항경시의 연 

장규모가 작다(50~ 150m으| 연장) 이들 구조들은 편리방향에 직교하거나 또는 약간 사교 

하는 방향으로서， 광역 변질작용 시에 생성된 tension fracture로 인정된다. 광상 생성후의 

단층들은 비교적 큰 낙차를 보여주며 ( N30o~ 40oW 방항과 N300~ 400티 방항의 두 계열 

이 있는데， 특히 북서빙항의 단층은 계단 단층을 이루고 있다 한편 굉상 생성후의 단층 

은 그 낙차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편리면에 따른 schistosity-slip-fault를 볼 수 있으며， 

strike-slip. dip-slip. oblique-slip등 활동의 방항은 다앙하다， 

4. 지층각론 

본 지역의 암석을 간락히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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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탄평리 편암층 

본 조사지역의 중심부에서 북서쪽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며 정합적인 접촉면의 연속 

성은 없으나， 하부로부터 흑운모편암흑연편암.주입편마암.견운모편암으로 구분됨은 기술한 

바01다 

a. 흑운모편암 argillaceous rocks의 광역변질작용에 의한 암석으로시. N 1 00
", 200E의 편리 

가 잘 발달되어 있고. 주성분 조암광물은 흑운모 석영 시장석 그리고 소량의 백운모와 정장 

석으로 이루어져 있다 흑운모는 중립~조립이 많으며， 풍회에 의해 견운모화되어 있는 

것이 표토 부근에 2차적으로 생성되어 있다 석영은 suture boundary를 이루며 파상소광 

을 한다. 장석은 대부분이 조장석에 가까운 것이며 2차적으로 재걸정된 앙상을 띤다. 

b. 흑연편암 : 조사 지역 내에서 본 암석은 엄밀히 얘기해서 힘흑연 흑운모 편암이라 해 

야 힐 것이다 물론 부분적으로 흑연이 밀집되어 가행대상이 될 수 있는 곳도 있으나， 

그 분포가 협소하며， 대부분이 극히 저품위인 인상흑연을 힘유하고 있다- 인편의 크기는， 

직경이 대체로 0.5'" 1.5mmOI며 편리면에 따라 배열한다. 흑문모편암에 비해 견운모가 

다량 포함되며 석영과 장석의 량이 적다 흑운모편암과는 점이적인 관계를 이룬다. 

c 주입핀마암 : 흑운모편마암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혹운모편암의 펀리방향에 따라 석영 

이 주입하여 호상을 보여주는 lit-par-lit 구조를 이루며， 우 흑질부는 대부분 만구상 편마암 

을 이루고 있다. 안구형의 크기는 1'" 4cm(직경)01며， 희소하게는 장석이 안구를 이루기도 

한다 이 주입편마암은 대체로 상부층인 석회 규산염암에 접근해시 분포하며， 상부에는 

연립성이 적은 규암층(1 '" 5m 폭)을 협재하며， 석회신연암과의 인접부에는 석류석이 변성 

변정으로 다량 배E~한다. 

d 견운모편암 : 본 암은 주로 석회규산염암층과의 접촉부에 빌달하며， 광화작용 시의 모 

암 변질작용인 견운모화 작용으로 생성된 것이리 보며， 충후는 2~ 10mOl다. 

조암광물은 대부분이 견운모이고， 석영과 소링의 백운모， 장석(시장석)들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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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리임실리케이트층 

탄평리층의 상부에 오는 것으로， 이 둘 시이어|는 정합적인 관계가 이다. 결정질 석 

탄암이 폭 l ~ lOm로서 렌즈축으로(동력변질시의 재결정으로 인정됨) 잔류하고， 그대부분 

은 후기의 굉화작용이 기인되는 화성활동시의 열변성작용에 의해， 많은 스카른광물을 생성 

하였다. 2차적 변성굉물로는 석류석(하부 쪽에 많음).각섬석(상부 쪽에 많음).hedenbergite . 

투휘석 . 녹럼석 녹니석 . 투각섬석， 그리고 극히 희소하게 전기석이 있다. 주조암광물은 

석영.방해석과 소량의 회질 시장석이 있다. 전체적으로는 회록색을 띠며， 거의 규화되어 

있어 풍회어| 강하다 

다 규암(안앙규암) 

전술한 바와 같이 본 규암은， 순수한 규암과 견운모석영편암， 백운모 석영편암등으로 

구분되며. 01는 편리면에 따라 집중적으로 백운모가 배열하던가， 또는 견운모가 배열하던 

가의 차이에 의해 구별이 되는 것이며， 상호간에는 점이적으로 이화되거나 호층을 이루기 

도 한다 비교적 순수한 규암은 희소한 편이며， 견운모편암이 앙적으로 루세하다. 견운 

모나 백문모는 세립~중립이며， 석영은 균일하지는 않으나 suture boundary를 가지며， 편 

리방향에 따라 거의 전부가 신연되어 있고 경하에서는 대부분 파상소광을 한다. 

리 회성암류 

본 지역의 화성암은 개략적으로 전술한 바이며， 이들이 변성퇴적암을 관입한 것은 

확실하나， 이들 상호간의 선후관계는 미지이다 

a. 화강심록암 조사 지역 내에서는 1 개소(시흥동광 서향 악 1.5km 지점)에 stock 상으로 

노출규모도 극히 소규모이기 때문에 도면상에 표시힐 수 없을 정도이다 주조암광물은 

석영 정장석 미시장석 . 규장석(oligoclase~ andesine). 흑운모등이며， 거의 전부가 조립 

등립질로서 입간은 interlocking의 접촉을 갚는 것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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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석영반암 : 소규모의 암주로 1 개소에 노출되며， 육안적으로는 규장석과 같이 보인다. 

반정은 드물게 나타나는데 석영과 정장석으로 이루어졌으며， 석기는 aphanitic으로서 현미 

경하어|서 식별이 가능한 것으로는 석영.정장석.규장석(albite~ oligoclase) 미사장석과， 소량 

의 유색광물(흑운모?)로 되어 있다 

c. 염기성암맥 본 암은 지표에서 뚜렷이 확인되는 일이 희소하고， 시흥광산 갱내에서 

많이 발견된다 sheet 상은 이니지만 맥의 경사는 100~ 35。로서 비교적 완경시의 관입암 

맥으로 나타나며， 주항도 N500W에서 N700E어| 이르기까지 다앙하다. 그리고 뚜렷한 구조 

선을 따라 관입앙상은 보이지 않는다. 암색은 회록색 또는 담록색을 띠며， 반상석리를 보 

이고， 반정으로는 불규칙하게 신재하는 침상의 각섬석이 있으며， 석기는 경히에서도 식별 

이 불가능하나 유색광물이 많으며 규장질인 것이 확실하다 

5. 광 상 

본 연구 조사지역 내에서는 1917년후부터 개빌되어온 시흥광상이 소재하며， 이 광산 

을 기점으로 하여 남북으로 비교적 연장성이 있는 광화대가 빌달되어 있음도 이미 알려져 

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단편적인 조사보고서도 수편을 허|아린다. 

시흥광산은 본 갱도수준에서 하부로 270m 까지 2중 시갱으로 개빌되어 있으며 하 

루 250톤의 원굉석을 부유선광으로 처리하였다， 

가 부존 형EH 

시흥광신의 광체는， 석회규산염암충(라임실리케이튿층)으| 최하부(전술한 석류석대)에 

서 큰 규모의 광화대를 형성하며， 그 인접 하부 층인 편암층중에서는 극히 미약하거나 EH 

무한 상태이다， 

또한 광체는， 편암층 및 리임실시케이트층의 경계면(NS-300~ 50띤)과 서북방항의 권 

열이 이루는 교선에 따라 형성되는데， 그 형태는 pocket나 층상광체를 이루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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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pe 상일 때의 광체의 장촉방향은 전술한 교선과 마찬가지로 S300~ 450E의 trend에 25 

。~50。의 plunge를 나타낸다 이러한 광체들은 수평적으로는 상기 두 지층의 경계선을 

따라 남북방향으로 배열하며. 12개의 굉체가 확인되어 있다. 

나 광석광물 

본 광신은 유화금속굉산으로 동. 연. 아연의 정광을 생산하고 있다. 원광석은 Pb 

1 .8~ 2.5%. Zn 1.4~ 2.0%. Cu 0.3%. Ag 60gft 정도의 품위를 가지며. 광석광물중 동광석으 

로서는 횡동석 반동석 휘동석 . 코벨라이트등이며 이중에서도 특히 황동석이 우세하다. 

연굉석으로서는 빙연석이 대부분인데， 지표부근에서 희소하게 유산연석과 백연석이 산출되 

나 채굉장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아연굉석으로는 섬아연석이 있으며， 그대부분이 철 

섬 아연석(marmatite)으로 되어 있다. 기타의 유화광물로서 횡칠석과 자류철석이 다람 수 

반되는데， 이들이 전기한 금속광물과 공생치 않고 딘독으로 배태되는 경우도 많다. 은은 

전술한 유화굉울에 자연은으로 수반되는 것으로 인정되나 육안 또는 경하에서의 확인이 

불능하였으며， 다만 유화철은굉인 sternbergite의 입을 현미경히에서 볼 수 있었다‘ 

맥석굉물로는 석영 방해석괴 skarn광물(주로 각섬석류와 석류석 epidote.diopside 녹니 

석)등이 많고， 흑운모 장석 건문모 등이 극히 미량으로 힘유된다. 

다 광물의 공생관계 

상기한 광석광물들은 동일굉체내에 혼재되어 배E~되는데， 이들의 여러 가지 공존상 

태는 생성순서와 생성환경등 여러 가지의 차별적 관계를 보여준다. 

천째， 광화작용시. 기존의 방해석과 석영은 방해석(2차) 횡동석 반동석 섬아연석 등으로 

교대되었으며， 굉액의 성분으로 힘유되었다기 후기에 생성한 석영과 방해석은 이들 광물 

입긴을 충전한 앙태를 보여준다. 또한 이들 굉회작용시에 생성한 석영과 빙해석은 모두 

유화금속광물에 의한 교대되기도 한다. 그리고 유화금속굉물 상호간에도 복잡한 선후관계 

를 보여 주는데 대체로 횡동석.빙연석섬of연석들은 거의 동시생성으로 보여지는 직선상 

접촉을 많이 보여 주고 있으나， 후기생성으로 보여지는 섬이연석은 횡동석 빙해석내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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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하는 구조를 보이는 것이 있다. 또한 방해석을 관통하는 맥석은 섬아연석이 교대한 모 

앙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의 대부분은 방연석이 섬아연석을 교대하거나 섬아연석을 관통 

하는 맥석을 후기의 방해석이 교대한 조직이 보이기도 하며， 황동석을 교대한 휘동석과 

방연석이 동시생성할 대의 unmixing 에 의한 불규칙한 문상연정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반동석과 횡동석은 동시생성이거나 또는 반동석이 황동석을 교대한 상태를 보이며， 

휘동석과 코벨라이트는 전기한 두 동광석 보다는 후기이지만 초생광물로시도 나타나며， 반 

동석 방연석 섬O땐석과 연정을 이루기도 한다. 그러나 이들 두 광물은 2차적인 생성이 많 

은 것 같다， 즉 이들은 황동석의 주변을 따라 평행하게 나타난다. sternbergite는 타광물 

과의 관계를 알수는 없으나， 기지의 정출온도로 보아서 타광물보다 후기생성으로 보여 진 

다， 이상의 광물생성의 공생관계에서 이 지역의 광화작용은 그 기간이 상딩히 오랫동안 

에 걸쳐 이루어 졌거나， 그렇지 않으면 적어도 2회 이상의 광회작용이 있었던 것이 확실 

시된다. 

리. 성 인 

시흥굉신은 유화금속의 혼합광산으로서 심열수교대광열광상형이다. 즈 디아으 저수 -, ...l.- C그L....! 2근 

한 라임실리케이트암이며， 운광암은 지질도상대|도 표현이 불가능할 만큼 극히 적은 규모로 

노출된 화강섬록암으로 인정된다 이 밖의 화성암인 석영반임이나 빈암들은， 광체생성후 

에 굉처|를 단절관입한 앙상을 갱내 수개처에서 보여주고 있어， 굉체생성후의 관입임이 뚜 

렷하다. 광화작용의 방항은 탄평리편암층과 라임실리케이트암층의 경계선에 따른 남북방향 

이며， 이는 이들 두 암층의 경계면이 이지역의 주광맥통로역활을 이루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개개의 굉체는 부존형태에서 기술한바와 같이 광통상을 이루는데. 01는 N400~ 80'W 

500~ 800SW 계열으I fracture들이 저1 2의 굉회규저l구조를 이루기 때문이다. 즉 이러한 딘 

열들(fracture. j이nt 또는 minor fa미t로 됨)과 전기한 두 암층의 두 경계선이 교차하는 선이 

광통의 장축빙항이 되는 것이다 이는 본 광화대내의 주 ore shoot 방향이며， 후술히는 

단열성 구조에서 자세히 설명코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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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적인 굉처|부존은 편리방향에 따라 규제되기도 하며， 이러한 결과는 개개광처|의 

형태를 렌즈상으로 만들기도 한다. 또한 라임실리케이트중대I inter-bed로 협재되는 

argilaceous part(biotite schist 또는 sericite schist)의 주변에 따라 고품위로 농집되기도 하 

며， 부분적이고 협소하기는 하나 광물립들이 편리방향에 따라 배열하는 경무도 많다. 

개개인의 광체들은 두 암층의 경계면에서 상부 리임실리케이트쪽 20m 이내에 한정 

하여 부존되며， 광체부존부 상하반에는 특히 석류석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광화되지 않은 

부분에 비해 각섬석.녹렴석.녹니석등 스카론굉물의 생성밀도가 높다. 

횡동석.방연석섬아연석등 유화금속굉물의 개개의 입도는 세립으로 광체내에 분신되 

어 있으며， 개개굉체의 하반측 중심부가 가장 농집된 고품위를 이루기도 하고， 전기한 교 

선을 이루는 fracture면의 하반측에 밀집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는 광체의 중심부에서 주 

변부를 향해 점이적으로 저품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황회대의 최상부에서는， 미량의 방연 

석을 힘유한 섬아연석만의 핀상굉체가， 특정한 결정질석회암층(폭 O.5~ l .5m)을 교대하여 

부존되고 있는데 이는 밀기의 광화작용의 결과인 것으로 시료된다. 

운굉임으로 인정되는 화강섬록암은 노출이 거의 되어 있지 않으나， 인접된 서울부근 

과 부천군부근에 광대한 화강암류의 저반이 분포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본지역의 하부 

에 광범위한 crypto-batholith를 이루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운광암은 넓은 범위 

에 걸진 석회암층에 대한 규신염화작용과 편마암중의 lit-par-lit 구조 및 남북방향으로 2km 

이상에 걸진 굉회대(이는 지표에 생성된 gossan를 따라 추적된다)등을 형성시킨 원인으로 

추리된다 따라서 굉체부존부와는 거리가 멀다 그리고 그 관입시기에 대한 인접지역의 

기조시보고에 의하면， 중생대 백악기(불국사통로 인정된다 

이상 전술한 저|현상으로 미루어 볼 때， 본굉상은 Lindgren의 광상성인분류중의 

pyrometasomatism어| 의한 생성에 해당하며， 광물의 공생관겨I( chalcopyrite와 sphalerite 

3500~ 400t 에 생성， bornite와 chalcocite 1750 ~ 225t 에 생성， chalcocite와 covellite 

700~ 75t 어| 생성)로 볼 때에는 광화작용이 심얼수에서 천열수에 걸친 열수교대작용에 의 

한 것임이 확실하다. 이는 또한 모암의 변성굉물이 고온성인 석류석에서부터 저온성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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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리석. 견운모메 이르기까지 다앙하다는 것으로도 뒷받침되어 있다 그리고 부분적으로 

는 2차 유화부화작용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지표부근에서 생성된 유산연굉이나 또는 황동 

석을 coating한 코벨라이트등으로 확인되고 있다. 

마 광상의 구조규제 

광처|부존형태에서 전술한 바와 같이 개개광체의 부존위치와 외형， 그리고 광체내의 

품위 변화등이 구조적으로 규제되고 있음이 확실하다. 

천째， 가장 큰 규저|구조선은 탄평리편암층과 리임실리케이트층시이의 경계선이다. 이 

것이 지표에서는 gossan으| 빌딜방향이 되며 개개광체의 배열방항， 즉 :t NS 300 ~ 600E의 

주향 경시를 갖는다. 

둘째， 개개굉체의 배열선 전체가 연속해서 광화작용을 받은 것이 아니고， 단속적으로 

불규칙하게 광체가 점재하는데， 이런 부존위치는 전술한 바 교선의 위치에 일치하며， 교선 

은 S300 ~ 800E 250 ~ 550 plunging하는 권열선에 지배된다 이 권열선은 단순한 열호이거 

나 소딘층들이다 

셋째， 각 광체내에서의 품위분포는 전기한 교선의 중심부에서 고품위를 보이고 주변 

부일수록 저품위를 이룬다‘ 그러나 때로는， 전기한 구조선이외의 딘소한 별도의 불규칙구 

열(NE방향)01나 편리면에 따라 고품위기 배태되기도 하며， 라임실리케이트의 층리에 따라 

고품위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는 본지역의 광화작용이 광역변질작용의 이후어| 이루어진 

것임을 의미하며， 북동항의 균열이나 편리 또는 퇴적면(모암의 물리학적 성질에 따른 선택 

교대)등이 저12으| 규제구조임을 입증한다 

6. 시흥광산 개발현황 

시홍광산은 1964년부터 생산을 시작하여 ’64년에 원광 35.530 톤 , ’ 65년에 54,980 

톤 , ’66년에서부터 75.000톤을 생산하고 ’72년도에 생산을 중단하였다 1968년 당시 종 

업원은 악 400명 이었으며 1 일 250톤의 원광석과 정굉 16톤( Pb 60% 8 ton . Zn 49%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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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n . Cu 18% 2 ton)을 생산하였다. 

선광 용링은 350 ton/day 이며 채굉 작업은 주로 저11 구에서 실시되었고 팀광 지역 

은 저12.3.4구 3개소였다. 

원광석의 품위는 대락 Pb 1.2-10% . Cu 0.3-5% . Zn 1 .2-6% 이며 급광 품위는 대체 

로 Pb 2.5% . Cu 0.6% . Zn 1.25% 01다. 

굉체의 빌딜 상태는 주항 방향으로 10-70M 간격으로 부존되며 주항은 N 40 0 -7 

0 0 w . 경사는 35 0 -45 0 NE 이다. 맥폰은 7-15M 주향 방향으로 5-40M . 경사 방향으로 

40-300M 가 관잘된다. 

개발방식은 시갱 개방방식에의해 개빌하였으며 저11 사갱의 경사는 - 32 。 이고 -6번 

항 까지 개발하였으며 -5번갱에서 저12시갱을 굴하하여 -7번갱까지 개발하였다 저11 샤갱의 

시거리는 약 350M 이며 저12사갱 시거리는 악 100M 0 1다. 

주 생산구역인 저11 구역 갱내도는 그림 5.3 과 같고 제 1시갱을 중심으로한 갱내 단 

면도는 그림 5.4와 같다. 

7. 지질조사 결과 및 검토 

광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흥광신의 광체는， 석회규산염암층(라임실리케이트충)으| 

최하부(전술한 석류석대)에서 큰 규모의 광화대를 형성하며， 그 인접하부층인 편암층중에 

서는 극히 미약하거나 태무한 상태로 나타닌다 

따라서 시홍광산 광처|의 모암은 석회규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광체 주위가 대단 

히 굳은 암석으로 둘러싸여 있다. 갱내 채굴적도와 정밀 지질도를 검토하고 지표 답사를 

실시한 결과 1 개소의 Landsliding 개소가 발견되었으나 지표면 침하흔적은 발견할 수가 없 

었으며 구갱도를 이용하여 식품저장 개소를 빌견 힐 수 있었다. 또한 채굴적 상부에 시설 

물은 전무한 상태이며 인접부에 에비군 훈련장과 군부대가 위치하고 있고 과거 광신 굉리 

장에는 대규모 안앙시 쓰레기 소각징이 건설 중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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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 절 2차원 전산해석 

1. 해석 모델 

2차원 해석에서는 먼저 대상지역 전체의 입체적 형상을 잘 관칠하여， 해석 목적으로 

하는 주요 영역을 잘 나타내고 되도록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단면을 설정하는 것이 중 

요하다 또한 해석 영역의 코기도 모덜 경계의 영항이 내부의 주요 관심 영역에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넓게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해석 대상인 시흥광산은 굉체가 비교 

적 planar 、형태로 부존하고 있으므로 굉체 빌딜 주항에 직각인 단면을 해석 대상으로 설 

정하였다. 

설정된 해석 모델은 그림 5.5 및 그림 5.6과 같다. 

그림 5.5는 광체가 부존해 있는 초기 상태를 나타낸 것이며， 그림 5.6은 채광이 이루 

어진 후의 모습으로서 갱도와 채굴적이 잘 보이도록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체 해석 요소망의 폭은 1260m. 갚이는 500m로 비교적 넓게 설정하여 해석상의 경 

계 영향을 가능한 배제힐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이 영역을 약 15.000개의 요소로 분 

힐하였는데， 주요 관심 영역에 대한 해석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광체 및 인접 영역에 

서는 요소의 크기를 2mx 4m의 샤각형으로 하였으며， 주변으로 멀어질수록 거리에 비례히 

여 점차 크게 하였다. 

지충조건은 시추자료에 의거하여 지표부터 토사층， 광미 매립층， 풍화암， 연암， 경암으 

로 모델링하고 시흥광산의 기존 자료를 침고로 하여 광체 및 채굴적을 모델링하였다. 

해석 모델의 경계조건으로는 모델 최하부에서는 횡방향 및 종방항에 대하O~ 변위를 

허용하지 않도록 하였으며， 모델의 죄우 경계는 횡방향 변위만 구속하여 종방향으로의 변 

위는 허용하였다 

해석절차를 보면， 먼저 그림 5.5으| 채굉이전의 모델에 대하여 중력만이 작용하는 상 

태에서 계산을 진행시켜 중력에 의한 하중이 모든 요소에 전달되어 불평형력이 일정한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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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수렴되도록 하여 지반의 초기 안정화 과정을 거친 후， 필요시 초기지압조건을 변 

화시킨 후 다시 초기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 이렇게 채광전의 지반 및 지압상태가 얻어지 

면 그림 5.6의 채굉 조건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그리고 점진적인 파괴 앙상을 보 

다 정확히 표현하기 위해 계산과정에서 대변형 모드를 설정하였다. 

한핀， 그림 5.6으| 조건에 대한 해석걸과와 비교를 위하여 채굴적이 충진되어 있는 경 

우에 대해서도 해석을 해 보았다 그림 5.701 채굴적이 충진되어 있는 해석 모델이디 

2. 현지 지반의 물성자료 

현지 지반은 상부 지표로부터 도시층， 광미 매립층， 풍화암， 연암， 경암으로 구분된다. 

일반적으로 전신해석의 입력자료로 쓰이는 지반물성치는 토사충 또는 풍회토층에 대해서 

는 실험실내 토질시험 및 시추시의 표준관입시험으로 얻어지는 N값을 기존의 물성산정 

제안 식어| 적용하여 계신한다. 

FiÂC (Versiψn 3.22) 

UX:END 

11 /23/1997 11:47 
step 20000 

-3.000E+Ð2 <x< 7 .000E+Ð2 
-5.000E+Ð2 <y< 5 .000E+Ð2 

μμ~“μμμμ.UJ 

o 2E 2 

그림 5.5 시흥굉산 지역의 채광 전 초기 해석 모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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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 (Version 3.22) 

J...EX;El'ID 

11 /23/1997 11 :50 
mp 20000 

-2 .000E+02 <x< 5.500 E-Hl2 
-3.000E-Hl2 <y< 4.500E+02 

J)en'li ty 
1.230E+OO 
1.600E+03 
2.000E+O:) 
2.200E+03 
2.:>00E+03 
2.700 E+0 3 
3.000 E+0:) 

쁘쁘쁘표.E!약 

o 2E 2 

그림 5.6 채광 후 채굴적이 형성된 조건의 해석 모델 

JOB πTIE : S\abilit v Anah.,.;" of sm언1IlJ! Mine Aroo 

FLAC (Version 3.22) 

J..I'X;E!‘D 

11/23/ 1997 11 ::J3 
:rtep 20000 

- 2.000E+02 <x< 5.500 E-Hl2 
-3.000E+02 <y< 4.500E.w2 

ll<;nsity 
1.230 E+00 
1.600E+03 
2.000E+03 
2.200[+03 
2.500E+03 
2.700E+03 
2.800E+03 
3.000E+03 

쁘브뜨프묘.E!으E 

o 2E 2 

/ / 
/ ,., 

., -t 
4 

- 1..000 .000 ’.... ...애:0.000 ‘ .DOO ':'.000 
t"J O""'Z) 

그림 5.7 채굴적이 충진되어 있는 조건의 해석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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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층에 대해서는 실험실시험 및 시츠코아 관잘 등을 토대로 현지암반평가지수(RMR)를 

신정하여 Hoek & Brown괴 Serafim & Pereira 에 의해 제안된 현지암반의 강도 및 변형성 

에 대한 추정식을 이용하여 신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반징수의 정수방법을 세부적으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가. 토사층 및 광미 매립층의 물성 

본 지역의 지층 구분은 대상부지에 대한 현잠 시추 주상도에 의거하였다. 이에 의하 

면 토시층 또는 풍화토층은 표준관입시험에서 30cm 관입에 대한 타격수 N치는 10 이하 

였으며 여기서는 평균치인 8로 하였다. 이로부터 지반정수 추정 제인 식에서 내부마칠각 

은 Dunham의 제안 식을 이용하였고 영률은 Schmertman의 저|안식을 이용하였는데， 안전 

적인 측면을 고려하여 저|안식의 범위에서 하한식들을 이용하였다. 

때
 
μ/
 

-? 

% 

,,,‘ 

llIl 

「
ι

g ，

κ
 

+ 

( 떠
 
m 

---



φ
 

E 

그리고 단위중량， 점착력， 인장강도 등은 실험실시험 결과 및 츠정에 의하여 결정하 

였다- 굉미 매립층의 경우도 도시층과 유시하므로 같은 물성을 적용하였고 다만 동(Cu) 광 

석이 포힘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단위중량을 토사층보다 약 10% 더 크게 하였다. 

나. 암반층 및 광채의 물성 

현재까지 비교적 신뢰도를 기지고 널리 통용되고 있는 현지 암반의 물성 추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Serafim & Pereira 및 Bieniawski에 의하면 RMR로부터 현지암반의 변형계수는 다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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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추정된다‘ 

Em 2 . RMR - 100 for RMR~ 55 

」렌얻二N 

Em 10 40 for RMR드 55 

그리고， 탄성이론 및 Hoek & Brown어| 의하면 현지암반의 단축압촉강도( qm)' 인징강 

도( St); 점착력( Cm )은 다음식으로부터 추정된다. 

qm Sc' rs 

St 융 Sc .[m- Vm꽤s] 

C q ,,, 1 
m 2 tan(45 0 + φ/2) 

여기서， Sc는 실험실 단촉압축강도， φ는 내부마칠각이다， 그리고 m 및 S값은 RMR값과 

이에 의해 분류된 암반조건에 따라 정해지는 암반강도지수이다 

여기서는 실험실시험자료나 코어분석자료 등이 없는 관계로 통상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암 분류 및 이전의 여러 해석자료에 나타나 있는 지층별 물성입력자료 등을 침고로 하여 

풍회암， 연암， 경암의 물성을 가정하였다. 한편， 광체의 경우는 경암의 물성자료를 적용하 

였고 단지 광체가 동(C미인 것을 고려하여 딘위중량을 경암보다 악 10% 정도 콘 것으로 

하였다. 

한편， 지히수위는 지표로부터 5~15m 하부어| 위치하는 것으로 하였고， 채굴적 인접 

주위에서는 공극수압이 저하되는 것을 고려하여 채굴적에 인접한 요소 중에서 해석이 진 

행되는 과정에서 인장피괴가 빌생하면 따라서 공극수압이 001 되도록 하였다 

이상으로부터 얻어진 지반의 물성 입력자료는 표 5.1 에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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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해석에 사용된 지반 및 광체의 물성자료 

단위중랑 1.800 2.000 2.200 2.500 2.700 3.000 

(kg/m3) 

처|적팽창계수 9.411 9.41 1 15.55 X 10시 2.78X 1O'j I 5.55X 10~ I 5.55X 1O~ 
(MPa) 

전딘계수 3.609 3.609 14.17X 10사 2.o9X 10~ I 4.17 X 10서 4.17 X 10~ 
(MPa) 

내부마칠각 30 30 35 40 45 45 

(degree) 

점착강도 0.01 0.01 0.175 0.875 1.75 1.75 

(MPa) 

인장강도 
(MPa) 

O 0 0.04 0.2 0.4 0.4 

3. 해석 결과 

가. 체광 후 채굴적이 형성되어 있는 조건 

먼저 채광이 이루어지기 전인 초기 상태의 지압조건은 그림 5.8과 같다 

본 해석에서 심도별 수직응력은 지반의 자중에 의해 계산되었으며， 심도별 수평응력 

분포는 측압계수(K)를 1 .0으로 가정하여 수직응력과 같게 재 배치하였다. 광처|는 산 정상 

에서 심도 약 90m에서 260m 시이에 존재하며 이 영역의 초기지압은 2"' 6 MPa의 범위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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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 (y，밍히on 3.22) 

μ깥닫!!1.. 

11/23/1997 11:46 
step 20000 

-2.000&‘{)2 <x< 5.500E+02 
-3.000B애2 <y< 4.500B애2 

XX-slr용;s conlours 
-1.00E+O ï 
-O .OOE+06 
-6 .00 E+0 6 
-4.00E+06 
-2.00E+06 
O.OOE+O O 

Conwllr interrnl= 2 .00E+06 

그림 5.8(a) 채광전의 초기 수평응력 분포 

FLAC (Version 3.22) 

UX;E!잉， 

11 /23/1997 11:49 
.lep 20000 

-2.000E+02 <x< 5.500E+02 
-3.000E+02 <y< 4.500E+02 

、'Y-slress conlours 
-1.00E+07 
-6.00E+06 
-6 .00E+06 
-4.00 E+06 
-2‘00깐.06 

O.OOE+O O 

Conlo‘11. inlervn.l= 2.00E+06 

그림 5.8(b) 채광전의 초기 수직응력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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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응력 분포 

채굉이 이루어져 채굴적이 형성되고 각 level별로 pillar가 설치된 후에 해석결과 나타 

난 응력 재분포 결과는 그림 5.9와 같다. 

채굴적 천반과 바틴부에서는 채굴적 내부로의 변형으로 응력 이완이 빌생하고 pillar 

부에서는 응력집중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Pillar에서의 최대 수직응력 집중은 악 15 

MPa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응력집중은 심부 채굴적으로 갈수록 뚜렷하며 pillar 부에서의 응력집중 영향 

은 채굴적 높이으I 1 배 거리까지 나타나고 있고 채굴적 천반과 바닥부에서의 응력 이왼은 

채굴적 높이의 2~3배 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응력 재분포 영항권이 

지표까지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응력분포만을 가지고는 지반의 안정 여 

부를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뒤의 소성영역 분포걸과에서 다시 김토하였다-

(2) 변위 분포 

채광이 되어 채굴적이 형성된 상태에서 채굴적 주변 및 지반내의 변위 봄포는 그림 

5.10과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죄측 하부쪽으로 경시져 있는 채굴적을 기준으로 상반은 채굴적 

쪽으로 하향 변위기 빌생하며 하반 쪽은 채굴적 쪽으로 악간의 상항 변위가 발생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채굴적 천반부에서 변위량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천빈부에서는 인장파괴가 

빌생하고 이러한 요소들이 채굴적 내부로 하항 변형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3) 소성 영역 

그림 5.11 은 채굴적 주위의 소성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채굴적 천반부에서 많은 인장 

파괴기 발생하고 있으며 바닥부에서도 일부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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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 (VI앙히on 3.22) 

UI;END 

11/23/1997 11 :51 
하.ep 25000 
-2.000E+02 <x< 5.500E+02 
-3.000E+02 <y< 4.500E+02 

XX-øtress conlow’ 
- 1.00 E+07 
-6.00E+06 
-6.00 E+06 
- 4.00E+06 
-2.00ε+06 
O.OO E+O O 

Conloul' i띠εr、18l= 2 .OO Il+06 

그림 5.9(a) 채광후의 수평응력 분포 앙상 

FLAC (Version 3.22) 

UI;END 

11 /23/1997 11 :52 
;!I.ep 25000 
-2.000E+02 <x< 5 .500E에2 
-3.000E+02 <y< ‘ .500E+02 

yy• tress ∞ntour.o 
-1.75E+07 
-1.50&H>7 
-1.25E+07 
-1.00E+07 
-7.50E+06 
-5.00E+06 
-2.50E+06 
O.OOE.애O 

Coutour inlerval= 2.50 t!+06 

그림 5.9(b) 채광후의 수직응력 분포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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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 (Ver훌03.22) 

1m멍애o 

11123/1997 11 ::53 
lIteP 25000 

-2.oooßt.02 <x< 5.500ßt.02 
-3.oooßt.OZ <y< 4.500ßt.OZ 

Conlður inteM1Ù= 2.50E-Q l 

그림 5.10(a) 채굉후의 수평변위 분포 앙상 

FlAC (Ver훌)0 3 .221 

w;a애D 

11강3/1997 11 ::55 
lIteP 25000 
-2.oooßt.02 <x< 5.500ßt.02 
-3.oooB애.2 <y< 4.500B에2 

Contour inteM1Ù= l.OOE+OO 

그림 5.1 이비 채광후의 수직변위 분포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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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 (Ver영on 3.22) 

IÆEND 

11 /23/1997 11 :56 
step 25000 

-3.000E+-O l <>:< 3.200E+-02 
-1.000E+-02 <y< 2.500E+-02 

Plasticily Ind;color 

( J I lJ ll.“ wl t ‘’nswll rmlun‘ 

$i gt‘Iwm l t f' h .!:tlon r;‘ ílun ‘ 
쁘쁘브뾰E약 

L... 
0 11< 2 

빼ne Aree 

。

.000 ~ t .ooo I ..JOO e.ooo ~ “ 00 
t-l0""t) 

그림 5.11 채광후의 소성영역 분포(1) 

JOB1πtE: S\.abilitv AnabsÍIl ot 

FlAC (VeJ:영.on 3.22) 

lÆEI'/D 

11/23/ 1997 11 :56 
허.ep 25000 

-3.000E+-O 1 <>:< 3.200E+-02 
-1.000E+-02 <y< 2.500E+-02 

Velocily"""'" 영 
Max Veclor = 2.945E-Q 3 

! I 

o 5E - 3 

쁘뾰브온보잉으느 

o IE ~ 

Mine Aree 

~、\

織ζ

, .\離

.MO .HO J .000 1.!íOO z.ooo :..n.oo s.oao 
‘.'"1 a~’ 

그림 5.12 채광후의 채굴적 천반의 변위 진행(1) 

-75-

1"1 . ... ’ 

... ‘@ 

..... 

. -
.... 

-
-.... 

1"1 .... ) 

~ 

’.MO 

' .000 

..soo 

... 。

-.$0‘ 



이러한 인장파괴 영역은 pillar 간격이 넓은 채굴적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특히 상부에 

있는 큰 채굴적 천반에서는 인징파괴 영역이 상당히 김게 형성되고 있다 Pillar 부분과 채 

굴적 상부 지표에서 일부 소성영역에 들어간 요소들이 보이지만 이것이 파괴까지 이르렀 

다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 

그림 5. 12는 각 요소들의 변위 속도를 나타낸 것으로 채굴적 천반부가 채굴적 내부 

로 밀려들어오는 것을 시각적으로 볼 수가 있다 채굴적이 초기 상태에 비해 많이 축소되 

었음을 알 수가 있다. 

그림 5.13 및 5. 14는 해석상의 계산과정이 더 진행된 후의 소성영역 및 변위속도의 

분포앙상을 나타낸 것이다. 일부 폭이 넓은 채굴적에서는 천반이 바픽까지 처졌음을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그림은 전신해석상의 표현01며 실제의 경무에는 천반의 파괴된 

암석 블록들이 채굴적 내부로 떨어져 내힐 것이다 

(4) 채굴적 및 갱도 천반의 거동 

광주로 구분되어 있는 각 채굴적의 중앙 천반부의 수직변위 앙상 및 채굴적 하부의 

킥 level 별 수평 갱도 천반부의 수직변위 앙상을 그림 5.15 및 그림 5. 16에 나타내었다 

채굴적 천반은 채굴후 지속적으로 처짐이 발생하여 일부 채굴적 폭이 넓은 곳에서는 바틱 

에 접하는 현상을 보이기도 하였다， 실제 현상으로는 이러한 부분은 파괴， 분리되어 바닥 

으로 붕락되는 것으로 볼 수가 있다. 채굴적 하부 갱도의 천반 수직변위량은 최상부 level 

의 갱도를 저|외하고는 l-2cm 01내로서 ( +) 값을 보였는데 이는 곧 채굴적 방향으로 이동 

하였음을 나타내는 것이다- 최상부 level 갱도는 2mm 이내의 변위가 히부로 빌생한 것으 

로나타났다 

한편， 상부에는 갱구로 연결되는 주 갱도가 있다. 채굴적 하부 갱도는 채굴적과 평행 

하므로 단면으로 나타나지만， 상부 주갱도는 해석단면과 평행하게 존재하므로 2차원 해석 

에서 이 자체를 그대로 내부가 굴칙된 갱도로 모델링힐 수는 없다 따라서 상부 주갱도의 

경우의 모델링에서는 갱도 내부를 비교적 연약한 물성을 갖는 요소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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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Iπ11: : 않a버Iil 

FLAC (Ver뼈n 3.22) 

u;x:;mm 

11 /23/1997 12:02 
otep 28550 
-3.000~1 <x< 3 .200~2 

-1.000&애2 <y< 2 .50Ô~2 

Plast.icily Ind‘~lor 

” ‘mÎaxlal tC l\sion fa니Uf(' 

N general lCllSlon faiJu("i> 

쁘브쁘딴X낀ol 

o lE 2 

” ’ 

그림 5.13 

JOB mu: : Stabilil 

FLAC (Ver밍on 3 .2 2) 

LfX;!Ml 

11/23/ 1997 12:02 
step 28550 
-3.000~1 <.x< 3 .200~2 
- 1.000E‘.02 <y< 2.500Ea.Q2 

V찌locity ... 야01갱 

llax Veclor = 3.665E-03 

o lE-2 

Boundary plol 

o 1 E 2 

” ’ 

ιne Area 

j斷
/J、*녔 

.... 1.000 

꺼 
~ 강') V'o 

1.>00 
(η ..... 1 

.... 。

채굉후의 소성영역 분포(1 1) 

Mine Areo 

t.MO 

ζJo 

J강懶ν 
ρf爛강1 

.J 'trJO 

.... J .ooO ..... ..... ..... 
‘η0τl 

그림 5.14 채굉후의 채굴적 천반의 변위 진행(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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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D 'ITI'IE ; Sl.abilily AnalyoÌII ot SüJeuna ‘ine Area 
’ ’ F'LAC (뻐하on 3.22) 

、( lao 1 ~ 
I.ÆEND 

11/27 / 1997 15:47 -.200 
야.ep 28550 

HL'mlRY PllJT 
Y-axiH ’ -.400 

Y 뺨lacement( 33, 07) 

r 믿땐~'(.>I'l‘씬! :I효. 효7L 
- .600 

Y 이splacement.( 59. 56) 
Y dìsplllC{'menU 09. 551 
't ch"'PW f'mc'nt( 7 1i. ,C,!'d -.800 
、 -1 1 、F’끼rι rnr 'n ’ ‘ H ~( . • ~I"/ ， 

Yd뺏lκ:enlenlj 97. 57) 
、‘‘Y 띠!!Jl싸cment.( 103. 571 - 1.000 

X-axi't : 、‘
Number o( “:lepø 

-1.200 \-
21 22 23 24 25 26 27 28 

‘.ao3 v 

그림 5.15 채굴적 천반의 수직변위 앙상 

JOB πI1E: Slabllil 

FLAC (Version 3.22) 

μine A.re6 

I.ÆEND 
~ l n02 ‘ v 

11/23/1997 11 :56 
.tep 25000 1.600 -

( 

l ‘ 200 
~ 

/ // 

x-...... : 
Number or 하.epe 

뼈
 

씨
 
… …”

‘” 

삐
-…


빼
 꾀
 때


…… 
낀
 센


샌
 

L“-u
야
 
LE 

파
- 400 

000 

20 21 2 1 22 22 23 23 24 24 

~ lao3 \) 

그림 5.16 채굴적 하부 갱도 천반의 수직변위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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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요소의 물성으로 딘위중람은 작용하지 않도록 하고 처|적팽칭계수와 전단계수를 

적절히 저하시키되 이 주 갱도와 가장 인접한 채굴적 하부 갱도 단면의 변위를 잠고로 

하여 비교적 유사한 변위앙상을 보이도록 전단계수를 조정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 결과， 

천반 변위를 비슷한 위치의 최상부 level의 갱도 천반변위와 비교할 때 비슷한 앙상을 보 

였다 즉. 2차원 해석에서 축방향 딘면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는 갱도 등에 대해서는 적절 

한 물성 특히 전단계수의 조정으로 어느 정도 모델링이 가능휠 것으로 보인다. 

나. 체광 후 채굴적이 충진되어 있는 조건 

실저| 채굉이 이루어 진 후 채굴적븐 안전을 위하여 인위적으로 충진을 히거나 또는 

채굴적 천반부의 암석들이 일부 파고1. 붕락되어 채적 팽창이 되면서 채굴적을 일부분 채 

우게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의 가능성을 고려하여 채굴적이 충진되어 있는 조건에 대 

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충진물은 파괴된 암석일 것이므로 물성은 풍화암의 물성을 적용 

하였고 다만 동(Cu) 굉석이 포힘되어 있을 것이므로 주변 모암의 단위중량보다 5% 정도 

크게 설정하였다. 

(1) 응력 분포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해석결과 나타난 응력 재분포 결과는 그림 5. 17과 같다. 해 

석에서는 채굴적이 권질하게 충진되어 있는 것으로 가정하는 관계로 응력분포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부 갱도기 있기는 하지만 단면이 작아서 큰 영향은 미치지 

못하였다 

(2) 변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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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 및 수직변위 분포 앙상은 그림 5.18과 같다. 변위분포에서도 뚜렷한 이상대가 

나타나지는 않으며 채굴적 상부의 지표에서 일부 10cm 내외의 수직변위를 보이는 곳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안정적이다. 

(3) 소성 영역 

그림 5. 19는 충진된 채굴적 주위의 소성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채굴적 상부 지표에서 

극히 일부 소성영역에 들어간 요소들이 보이지만 파괴까지 연결된 것은 아니어서 문저|가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0은 충진된 채굴적 천반 중앙부의 수직 변위앙상인데 처짐량이 매우 작게 

나타나서 초기 상태에 비해서 채굴적이 크게 축소 변형된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이상에서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에는 응력분포， 침하량， 소성영역분포 등에서 불안전한 

앙상을 보이는 것은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해석상에서 채굴적 전체가 균질하게 충진되어 

있는 것으로 모덜림하였기 때문이다. 실제 상황은 앞의 채굴적이 전혀 충진되어 있지 않 

은 경우외 전체가 권질하게 충진되어 있는 경우의 사이에 있을 것이다. 단지 인위적으로 

충진하지 않았다면 채굴적 천반부에서 인장파괴가 발생하고 이러한 일부 파괴된 암석들이 

떨어지고 또 채적 팽창으로 채굴적을 어느 정도 채우게 된다 따라서 채굴적 규모나 pillar 

의 간격 듬어| 따라 차이는 있지만 채굴적 천반부에는 인장파쇄대가 존재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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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AC (Ve빠on 3.22) 

W::EMl 

11/23/ 11197 11:40 
SI.eP 35000 
-2.000E+Ø2 <x< 5.500E+Ø2 
-3.000E+Ø2 <y< 4.5 00E+Ø2 

xx-엉lresa con lours 
-1.00E+07 
-6.00E+06 
~.OO E+06 

-4.00E+06 
-Z.OOE+06 
O.OOE+OO 

Conlour inlerval= 2 .00E+06 

그림 5.17(a)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수평응력 분포 앙상 

FLAC (Version 3 .22) 

W::EMl 

11 /23/ 1997 11:41 
SI.eP 35000 
-2.000Efll2 <x< 5 .500E+U2 
-3‘ OOOE+Ø2 <y< 4.500E+02 

YY -sl ...... COlltours 
-1 ‘ OOE+07 
-6.00E+06 
-6.00E+06 
-4.00E+06 
-2.00E+06 
O.OOE+O O 

Contour inlerval= 2 .00E+06 

그림 5.17(b)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수직응력 분포 앙상 

-81-

에’ ... ) 

‘ ... 

3.000 

I'lrt! 

‘-

~ 



FLAC(Ver혀ψ.n 3.22) 

w:m애D 

11 /23/1997 11:43 
SUP 35000 
-2.000훌+02 <:l< 5.500E+Ð2 
-3.000E+Ð2 <1< 4.500&얘2 

X-;<lio'꺼acemenl conlours 
O.OO E+OO 
2 .00E-02 
4.00E-02 
6 .00타~2 
6.00E-02 
1.00E-o I 
1.20&애 l 

Conlour Inle l'V1Ù;: 2.00E-Q2 

그림 5.18(a)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수평변위 분포 앙상 

FLAC (Version 3.22) 

프E맡얻E 

11 /23/1997 11:44 
SUP 35000 
-2.000E+Ð2 <x< 5.500E+02 
-3.000E+Ð2 <1< 4.500E+Ð2 

Conlour inlerπ1;: I.OO Il-Q2 

그림 5.18(b)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수직변위 분포 앙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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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B πItE : 않abllily Anal."is of 않lIeUn，[ Iline Aroo (-t O-Z) 

FLAC (VerBÌOn 3 .22) 

u:GDiD 

l=====三(、、、、
..... 

11/23/1997 11 :45 
8lep 35000 

-3.000E+O l <x< 3.200 E+02 ..... 
- 1.000E+02 <y< 2.5 00E+02 

pιslicity Lndicalor 

o twiaxlill ten.':>i on ra ù un‘ 
.‘ ν -

• .000 

&un'g~ 

, ‘ l 、ι

0 IE 2 
。 .... 

。 -
、〉

o -.... 

‘K찌 .>00 “”。
1.>0。 uoo ..... 3.000 ‘.u .... Z)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소성영역 분포 그림 5.19 

Iline Are8 JOB ’1TI1E : Stabilitv Anal 

-'~ 
/" 

/ 

•. ---
/ 

/ 

‘ ‘ ν 

t l ll04 

FLAC (Version 3.22) 

u:GDiD 

2.000 

000 

-:.!.OOO 

- 4.000 

-6.000 

11/27 / 1997 16:01 
:rt.ep 35000 

헤一떼
엠
때
……
 -
…센-꾀
 

꽉
찌앨
때←끼씨
표뼈
 

% 

빠
 땐삐
 뻗뼈

 
m 

삐
 뾰때
 싸 

뼈
뼈
뺑
헬
빼쩌
뺑빼빼
뼈
 

26 30 32 34 

‘{lð03 

? 

20 24 
? 

?“ 

v 

채굴적이 충진된 경우의 채굴적 형태 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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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종합 검토 

채굉이 이루어져 채굴적이 형성된 경우의 해석 결과. pillar부에서는 응력집중이 심부 

채굴적으로 갈수록 뚜렷하며， 채굴적 천반과 바닥부에서는 채굴적 내부로의 변형으로 응력 

이완이 발생하는데 채굴적 높이으1 2 ~ 3배 거리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채굴적 천반부 

에서 많은 인장파괴가 빌생하고 있는데， 인징파괴 영역은 pillar 간격이 넓은 채굴적 특히 

상부에 있는 큰 채굴적 천반에서는 인장파괴 영역이 채굴적 높이의 악 3배 거리까지 갚 

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파괴영역이 지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니타났다. 

채굴적이 완전히 충진된 경우의 해석 결과에서는 응력집중이나 소성영역 분포에서 

불안전한 앙상을 보이지 않았다. 실저|로는 채굴적 천반에서 발생한 파쇄암석들에 의해 일 

부가 충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채굴적의 규모나 pillar 간격에 따라 다르지 

만 천반부의 인장파쇄대 범위는 채굴적이 형성되어 있는 경무의 해석 결과로써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천반의 처짐 또는 채굴적의 측소변형은 채굴적이 왼전히 형성되어 있는 해 

석 결과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다. 

이상으12차원 전신해석은 터널이나 planar 형태의 광체와 같이 어느 한 방향이 긴 해 

석 대상의 단면 모델링대| 비교적 신뢰성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다 이러한 2차원 해석 단 

면의 실제 대상에 대한 대표성뿐만 아니라η 본 해석에서는 실측자료가 없는 관계로 지압 

조건이나 암반층의 물성자료를 주로 경험과 통상적인 자료를 침고로 하여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입력자료의 타당성도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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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 절 3차원 해석 

1. 3차원 모델 져|작 

2차원 해석에서는 입체적인 채굴 공동과 지형을 평면상에 투영시킨 딘면내에 채굴 

적과 갱도를 표현해야하므로 실저|와는 다른 지반의 거동을 얻을 수사 있다. 이러한 단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3차원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3차원 모델은 그 구조가 복잡해지 

면 많은 요소를 생성시켜야 하기 때문에 현재의 컴퓨터 연산 능력으로는 이를 감당히기에 

는 역부족이며， 비록 이것이 가능하더라도 막대한 계신 시간으로 인하여 결과의 획득이 

용이치 않다. 따라서 3차원 모델을 제작힐 때는 문제의 요점을 파악해서 필요한 부분에 

요소 수를 조밀하게 제작하고 이를 둘러싸는 매질의 요소는 가급적 크게 제작하여야 한 

다. 또한 주된 구조울과 지형의 기하학적 형상을 기능한 한 단순화시켜서 문제의 복잡성 

을 피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이러한 개념 하에서 시흥굉신의 지반침하를 해석하기 위한 3차원 모델을 저|작하였 

다. 모덜의 저|작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이루어졌다 천째는 시갱과 수평 갱도 그리고 광체 

를 포힘하는 주층이고， 둘째는 그 하부의 바닥층， 그리고 셋째는 주층의 상부에서 지상에 

이르는 지표층이다. 시흥 광신에 대한 3차원 모델을 제작하기 위하여 전처| 모댈을 위와 

같이 세 구역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층을 별도로 제작한 다음 이들 세 부분 모덜을 걸합 

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가주충 

갱도와 채굴적이 들어설 주층을 저|작하는데는 그림 5.2의 갱내도와 그림 5.3의 채굉 

장 단면도가 이용되었다 불행히도 이 두 도면 외에는 지하의 채굴 상횡을 상세히 파악힐 

수 있는 도면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모덜을 제작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설사 

보다 상세한 도면이 있더라도 실재대로 채굴적과 그 공동을 3차원 모델상에서 표현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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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사갱과 수평갱도 그리고 채굴적을 극히 단순화시켜서 주층 

을 제작하였다. 

그림 5.3으로부터 시갱은 수평면과 30도의 각도를 이루며， 수평거리 52m마다 수평 

갱도가 나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수평갱도는 110ML어| 위치한 갱구로부터 

30ML 간격으로 여섯 개를 설치하였다. 그리고 사갱으로부터 좌우로 100m 되는 거리에 

수갱과 나란히게 광체가 부존하는 것으로 간주하였으며 그 두께는 수평방향으로는 30m. 

수직방향으로는 10m인 것으로 간주하였다. 

이와 같이 제작된 주층의 3차원 모덜을 그림 5.21 에 나타내었다. 그림5.2 1 .a는 주층 

의 요소망 구조를 보여주고 있는데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붐이 광체를 표시한다 그리고 

그림 5.2 1.b는 광체와 힘께 단순회시킨 갱도구조를 보여준다. 모델의 크기는 사갱의 최하 

딘 점을 기준으로 할 때 죄우의 경계면은 300m인 곳， 즉 굉체 끝으로부터 160m 떨어진 

곳이며， 전후방 경계면은 각각 100m외 500m인 곳에 위치한다. 

나바닥충 

바닥층은 주층의 하부 지층을 구성하는 부분이므로 채굴 공동의 붕락과 그에 따른 

지표 침하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간주힐 수 있다. 딘지 그 경계면이 채굴 

공동 주위의 응력 분포어|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아야 하므로 이들 영역과 충분히 먼 

거리를 유지힐 수 있도록 경계면을 설정하였다 평면상의 경께는 주층과 같도록 설정하였 

으며 하부 경계면은 사갱 최하딘 심도로부터 200m 더 내려간 심도로 설정하였다 

그림 5.22에서 바닥층으로 저|작된 모델 요소망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 

듯이 바닥층은 관심의 대상이 아니므로 요소의 크기가 주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며 특히 

심부로 내려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요소의 숫자를 최대한 줄임으로 

써 불필요한 계신 시간을 단축시켜서 보다 신속한 결과를 얻고자하기 위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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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갱도와 광체의 구조 

그림 5.21 갱도외 굉처|를 포힘하는 주층의 모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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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 비픽층의 모댈 구조 

지반 공학 모댈링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문제의 기하학적 형태에 가장 적합한 요 

소망을 제작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서 3차원 모델링에서 더욱 어려운 것은 불규칙한 지 

표의 지형을 모델화하는 작업일 것이다. 가능한 한 실저|와 가까운 지형 윤곽을 표현하고 

자 하면 너무 과다한 숫자의 요소가 필요하여 계산 속도의 저히를 초래한다.01는 효과적 

인 모델링 방법이리고 말할 수 없다. 

시흥굉산이 위치한 곳의 지표는 등고선의 요철이 어느 정도 빌딜되어 있는 신악 지 

역이어서 이를 정밀하게 표현하는 것 보다 지형을 단순화시키는 것이 모덜링 목적에 더욱 

부합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도상에 기본적으로 가로 세로 100m의 grid를 

짜서 이를 기준으로 모델의 표고를 정하였다. 물론 정밀한 계신이 요구되는 곳에서는 보 

다 세밀한 요소망을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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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각기 저|작된 세 부분의 모델을 결합시킴으로써 하나의 모델을 구성하게 되 

는데 그 완성된 모덜이 그림 5.23에 나타나 있다. 그런데 각 층을 구성하는 요소들간의 

크기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를 그대로 결합시킨다면 경계상에 계산상의 불연속성이 빌 

생할 수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서는 attach 명령에 의해 크기가 다른 요소들을 결합시켜 

줌으로써 이들 샤이의 역학적 거동이 부드럽게 전달되도록 해주어야 한다. 

FLAC3D 1.10 
51ep 20283 Perspective 
16:04‘48 Thu Nov 27 ’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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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 지표의 불규칙한 지형을 실제에 가깝게 표현해 주고 있는 

3차원 모덜 

이와 같이 아무리 주의를 기울여시 모덜을 제작하였다 하더라도 물성이 서로 다른 

지층의 경계를 정하고 채굴 공동의 형태를 실제외 가깝게 표현하는 문제는 해결하기가 용 

이치 않다 더욱이 지하수가 개입될 때 문제는 더욱 어려워진다. 따리서 본 모델링 작업은 

실저| 시흥 광산지역에서 일어나는 지반침하 현상을 파의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지반침 

하 문제를 3차원 전산 해석적 방법으로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이는데 그 목적을 두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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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층 구성과 물성 자료 

2차원 해석에서는 모덜을 토시층， 광미층， 굉체 그리고 풍회정도가 다른 세 종류의 

암반층등 매우 상세하게 구분하고 또한 지하수의 영항도 고려하였으나 3차원 해석에서는 

이를 모두 표현힐 수 있을 정도의 지충자료가 없을 뿐더러 설샤 이러한 자료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를 모덜에 반영하기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층은 경암과 굉체로 구성되 

어 있다고 가정하였다. 경암과 광체에 적용된 물성값은 2차원 해석에 사용된 값들과 동일 

하다(표 5.1 침조). 

3. 초기지압 

지반~I 초기지압은 채굴공동의 형성으로 인한 응력 교란이 발생하지 않은 상태의 

응력 상태를 구해야 하므로 채굴이 이루어지기 전의 지층을 이용한다 모덜의 경계면상에 

서 면에 평행한 방항의 변위는 허용되나 연직방향 변위는 구속시킨 후 매질의 자중에 의 

해 형성되는 응력을 구한다. 이렇게 얻어지는 수평응력은 수직응력에 비해 상담히 작은 

값을 보이게 된다 그러나 현지응력 측정에 의해 얻은 측압계수는 1 대| 가까우므로 수평응 

력의 코기를 수직응력과 같은 값으로 재 실정한 후 다시 힘이 평형 상태에 이르도록 한 

후 얻어지는 응력 상태를 모덜의 초기응력 값으로 설정하였다. 

이렇게 얻은 초기지압을 광처|와 나란한 면상에 나타낸 그림이 그림 5.24이다‘ 그림 

5.24.a 와 b는 각각 수직응력과 수평응력 분포도이다. 그림에서 가운데 격자형으로 표시된 

파란색 띠가 광체를 나타낸다. 광체의 단위 무게가 주변 암반보다 크지만 응력분포는 이 

보다는 지형적 영향을 더욱 크게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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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 광처| 주위의 초기응력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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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결과 

이후에 채굴이 진행되었을 때 지반의 변형 거동을 소성 모델을 이용하여 채굴로 인 

한 지반의 소성 영역 빌달 상황과 공동 주위 및 지표상의 변위 거동을 분석하였다. 

가. 소성영역 

채굴공동이 충진되지 않았을 때 공동 주변의 소성영역을 표시해주는 그림이 그림 

5.2501다. 그림 상에서 요소망이 조밀히게 나 있는 부분이 공동부를 나타낸다. 파란색 부 

분은 소성대기 전혀 빌달되어 있지 않은 것이고 붉은 색 부분이 계산 초기 단계에 인징 

파괴가 일어난 곳을 가리킨다. 공동의 바닥에 인장파괴대가 일부 빌생했다가 시라진 흔적 

이 있으나 이것은 물리적인 의미에서는 파괴가 일어난 것은 아니다. 

전체적으로 소성파괴가 일어닐 만큼 춰약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반이 힘 

몰되는 틈의 파괴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FLAC3D 1.10 
Slep 2:잊엉 PeISκldíVe 
11 :51 :49 Thu Nov V 1997 

Rooation: 
X: O.OO 
Y: O.oo 
Z: 9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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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 oist: 3.018‘’‘003 

Normal 
X: ’.00 
Y:O.OO 
Z: 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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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0002.’혀4e‘@찌 

그림 5.25 공동이 충진되지 않았을 때의 소성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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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모델에서는 요소수의 한계성으로 인해 공동 상부의 매질에 충분한 숫자 

의 요소밍을 구성힐 수 없었으며 서로 다른 물성을 갖는 여러 지층을 모두 표현하지 못 

하였기 때문에 실제의 역학적인 거동을 추적하지 못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공동 주위의 변위 

공동주위의 변위 앙상을 그림 5.26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악간 들어가 보이 

는 부분이 충진이 되지 않은 공동을 나타내며 채굴적 사이에서 안전을 위해 보존해둔 

pillar를 볼 수 있다. 공동 내부의 변위는 얘|상 할 수 있등이 중앙부에서 가징 크게 나타나 

는데 바닥의 변위기 천반의 변위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향도 광처| 경사 

방향으로 나 있응을 알 수 있다 이는 굉체 경시가 지형 경사와 나란히게 부존해 있으므 

로 매질이 상부 물질의 하중보다는 수직응력에 버금가는 횡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일 것이 

다. 

다. 지표상의 변위 

지하 채굴 공동의 형성이 지표면상에 미치는 영항을 알아보기 위하여 지표상에 나 

타나는 수직 변위를 조사하였다. 그림 5.27이 지표상의 수직 변위 분포도인데 그림에서 멀 

리 보이는 쪽에 본 광신의 갱구가 위치하고 있고 앞쪽 가운데 지역의 하부어| 채굴 공동 

이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그 상부의 지표상에는 담연히 주변지역에서보다 더 큰 수직변 

위가 빌생힘을 볼 수 있다 그러나 그 크기는 lcm 미만이므로 본 모델상에서는 지반침하 

로 인한 문제가 없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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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6 채굴공동 주변의 변위 방향과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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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7 지하 채굴로 인해 지표상에 나타나는 수직 변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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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공동이 지표면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채굴공동의 직 

상부 지표면을 따라 그림 5.28.a와 같이 관측점을 정하고 이 곳에서의 수직변위 값들을 

추적하였다 관측점은 채굴방향상에서 채굴적의 바깥쪽에 한 곳(그림에서 1 으| 곳)과 직상 

부에 4곳(그림에서 2부터 5까지)， 그리고 채굴적의 연직방향으로 한곳(그림에서 6으| 곳)을 

잡았다. 

이들 여섯 점에서 관측한 수직 변위를 도시한 것이 그림 5.28.bOI다 그림에서 왼쪽 

범려| 칸에 나온 선들이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 에서 6번 위치를 나타내 주며 오른 쪽 곡 

선은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1, 2, 6, 3, 5, 4인 곳의 수직변위를 나타낸다 1 번과 2번 위치 

는 경사 채굴층의 바깥쪽과 바로 위쪽인 곳으로 약간의 융기가 빌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 

데 이는 지표침하의 외곽 언저리에서는 지표의 융기가 일어닐 수 있다는 침하이론과도 잘 

부합한다 

한편 채굴공동의 직상부점들인 3에서 5번과 위치에서는 침하가 빌생하였는데 공동 

의 심도가 커질수록 그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채굴적 방향과 연직 

으로 떨어져 있는 6번 위치에서 측정된 침하량은 공동의 직상부에서 측정된 값보다는 작 

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를 실펴볼 때 지하 채굴공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공동 

의 직상부라는 사실이 3차원 전산 해석을 통해서 잘 입증되었다 그러나 침하의 절대람은 

무시할 징도로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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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 절 종합분석및고찰 

시흥광산 저11 구역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반안정성 해석의 일환으로 2차원 및 3차원 

전산해석이 실시되었다. 

채굴적의 현재 상태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없으며， 또한 현실적으로 채굴적의 앙상 

을 새로이 조사활 수도 없기 때문에.2차원 전산해석에서는 채굉이 이루어진 뒤 채굴적이 

완전히 비어있는 채로 형성되어 있는 경우와 기타의 매질로 채워져 있는 경무를 극단적으 

로 가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 결과， 채광이 이루어져 채굴적이 형성된 경우 pillar부에서는 응력집중이 심부 

채굴적으로 갈수록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채굴적 천반과 바닥부에서는 채굴적 내부로 

의 변형으로 응력 이왼이 발생하는데 채굴적 높이의 2~3배 거리까지 이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채굴적 천반부에서 많은 인장파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인장 

파괴 영역은 pillar 간격이 넓은 채굴적， 특히 상부에 있는 큰 채굴적 천반에서는 인장파괴 

영역이 채굴적 높이의 약 3배 거리까지 갚게 형성되고는 있으나 파괴영역이 지표까지 연 

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채굴적이 완전히 충진된 경우의 해석 결과에서는 응력집중이나 소성영역 분포 

에서 어떠한 불안전한 앙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실제로는 채굴적 천반에서 발생한 파쇄암석들에 의해 일부가 충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채굴적의 규모나 pillar 간격에 따라 다르지만 전반부의 인장파쇄대 범 

위는 채굴적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의 해석 걸과로써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천반의 처짐 

또는 채굴적의 촉소변형은 채굴적이 왼전히 형성되어 있는 해석 결과보다 다소 완화될 것 

01다. 

3차원 전산해석결과， 채굴공동이 층진되지 않았을 때에도 소성파괴가 일어날 만큼 취 

약한 부분이 발견되지 않았으므로 지반이 힘몰되는 등의 파괴현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 

로 해석될 수 있다 그러나 3차원 전신해석에 있어서의 요소수의 한계성으로 인해 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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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의 매질에 충분한 숫자의 요소망을 구성힐 수 없었으며 서로 다른 물성을 갖는 여러 

지층을 모두 표현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실저|의 역학적인 거동을 정확히 추적하지 못했을 

것으로 핀단된다. 

공동주위의 변위 앙상을 살펴보면， 공동 내부의 변위는 예상할 수 있등이 중앙부에 

셔 가장 크게 나타나고 바닥의 변위가 천반의 변위보디 오히려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방향도 광체 경시방향으로 나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광체 경시가 지형 경시와 나란하 

게 부존해 있으므로 매질이 상부 물질의 하중보다는 수직응력에 버금가는 횡압의 지배를 

받기 때문일 것으로 핀단할 수 있으며， 지표상의 변위 앙상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부의 

지표상에는 당연히 주변지역에서보다 더 큰 수직변위가 발생하나， 그 크기는 lcm 미만이 

므로 본 모덜상에서는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가 없을 것으로 핀탄되었다. 

채굴공동이 지표면상에 미치는 영향을 더욱 자세히 분석하기 위하여 채굴공동의 직 

상부 지표면을 따라 관측점을 정하고 이 곳에서의 수직변위 값들을 츠적한 결과， 경사 채 

굴층의 바깥쪽과 바로 위쪽인 곳으로 약간의 융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지 

표침하의 외곽 언저리에서는 지표의 융기가 일어닐 수 있다는 침하이론과도 잘 부합힘을 

알 수 있었다. 한편 채굴공동의 직상부 점들에서 침하기 발생하고는 있으나， 공동의 심도 

가 커질수록 그 크기가 작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채굴적 방향과 연직으로 

떨어져 있는 위치에서 측정된 침하량은 공동의 직상부에서 측정된 값보다는 작게 나왔는 

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지하 채굴공동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곳은 공동의 직상부라 

는 사실이 3차원 전산 해석을 통해서 잘 입증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침 

하의 절대량은 무시힐 정도로 작게 나타났다. 

-98-



저16 장 결론 

침하 우려 지역에 대한 인정성 평가를 위해서는 지표 지질 조사와 지하 채굴 도면의 

분석， 그리고 지표에서 발생한 침하 흔적을 조사하는 작업이 수행되어야한다. 이에 덧붙 

여서 우려 지역에서 시츠공에 의한 암반 평가를 실시힘으로써 지반 공학적 조사를 해야만 

올바른 침하 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러나， 지질조사시의 정량적， 객관적 데이터의 부족과 전산해석 시 지반 공학적 제 

반 조사결과가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점들이 대두되고 있으며， 또한 지반침하가 

발생한 후에야 조사작업이 착수되는 수동적 접근법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정확한 지반침하 

분석이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불충분한 침하 분석 기법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새 

로운 지빈안정성 평가기법의 도입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형적， 지질학적으로 복잡한 지질조건을 갖는 우리 나라의 

침하우려 지역에 대한 지반의 거동을 정확히 규명힐 수 있는 분석 기법을 개발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은 연구를 수행하였다. 

- 지반침하의 빌생 메커니즘 분석 

- 절리 및 지하수 관측자료의 특성 분석과 전신화 작업 

- 지반안정성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기법 김토 

- 전산해석 기법의 적용 시흥광산 지반침하 

이상의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우리 나라와 같이 불규칙하게 부존되어 있는 굉체의 채굴로 인한 불규칙한 채굴에 

수반되는 지반의 붕락은 주로 힘몰형태를 취하기 때문에 규칙적인 채굴 상황을 가정 

하여 빌전된 외국의 침하 이론을 그대로 우리 나라에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걸과를 

얻을 수 있다 합몰형 침하 머키니즘을 해석하는데는 반드시 파쇄암반의 체적팽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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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해m 하며 수평층 채굴인 경우와 경시층 채굴인 경우를 달리 해석해야 한다. 한 

계평형 원리에 의한 침하 해석법은 단순한 구조를 갖는 채굴적에 적힐한 계산법이 

될수 있다. 

2 지반침하 모덜 해석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될 수 있는 기법들 중 유한 차분법 프로 

그램인 FLAC과 개별 요소법 프로그램인 PFC를 검토하였다. FLAC은 천반의 붕락과 

같은 대변위 거동을 추적하고 소성 유동을 해석할 수 있으며， 동적인 과정을 통하여 

지압이 배저|된 상태에서 중력만에 의한 붕락 등을 구현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PFC는 모델이 원형 입자로 구성되기 때문에 매질의 파괴에 따른 블록의 분리가 가 

능하여 터널이나 지하 채굴적 천반의 부분적 파괴 및 붕락 앙상 등을 시각적으로 

모덜링할 수 있다 

3 기존의 국내지반조시 보고서를 이용하O~ 지하수 관측자료를 분석하고， 공간자료의 

속성을 파악한 후 이들 자료를 database화하여， 향후 지반침하 분석 시 GIS와 연계 

시킨다면 절리 및 지하수가 지반침하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중요한 도구로 이 

용할 수 있을 것이다 

4. FLAC 2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시흥광산 채굴적에 대하여 지반 거동을 해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었다. 

- pillar부에서는 응력집중이 심부 채굴적으로 갈수록 뚜렷하며， 채굴적 천반과 바닥부 

에서는 응력 이왼이 발생한다. 그리고 채굴적 천반부에서 많은 인장파괴가 발생하 

고 있는데， 인장파괴 영역은 pillar 간격이 넓은 채굴적 천반에시는 인장파괴 영역 

이 채굴적 높이의 막 3배 거리까지 깊게 형성되고 있다. 그렇지만 파괴영역이 지 

표까지 연결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채굴적이 왼전히 충진된 경우의 해석 결과에서는 응력집중이나 소성영역 분포에서 

불안전한 앙상을 보이지 않있다. 실저|로는 채굴적 천반에서 발생한 파쇄암석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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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일부가 충진되어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경우 채굴적의 규모나 pillar 간격 

에 따라 다르지만 천반부의 인장파쇄대 범위는 채굴적이 형성되O~ 있는 경우의 해 

석 결과로써 유추할 수 있을 것이며， 천반의 처짐 또는 채굴적의 축소변형은 채굴 

적이 왼전히 형성되어 있는 해석 결과보다 다소 완화될 것이다. 

- 2차원 전산해석은 터널이나 planar 형태의 굉체와같이 어느 한 방항이 긴 해석 대 

상의 딘면 모덜링에 비교적 신뢰성을 가지고 적용활 수 있다 이러한 2차원 해석 

단면의 실저| 대상에 대한 대표성뿐만 아니라， 본 해석에서는 실측자료가 없는 관 

계로 지압조건이나 암반층의 물성 자료를 주로 경험과 통상적인 자료를 침고로 하 

여 가정하였는데 이러한 입력자료의 타당성도 해석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매우 중 

요하다， 

5. FLAC 3D 에서는 입체적인 공동과 불규칙한 지형으로 이루어진 실제 지반 구조를 

세 부분으로 구분한 후， 지반 거동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구역에 따라 요소의 밀도를 

달리하는 3차원 모델을 제작하였다. 해석 결과 지하 채굴 공동으로 인한 지반의 불 

안정은 모델의 전반에 걸쳐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채굴적의 직상부 

지표상에 채굴공동으로 인한 수직 변위가 빌생하였는데 그 크기는 우려할 만한 정도 

는 아니나， 그 앙상이 전형적인 침하 곡성 형태를 띄고 있다는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지반 침하 문제에 3차원 모델링을 적용 

힘에 있어서 여러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천째， 지하 채굴적의 

정확한 공간좌표를 획득하기 어렵다 둘째. 2차원 해석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고도의 모델 제작 능력과 지반 공학적인 개념이 사용자에게 요구된다. 셋째， 복잡한 

채굴적 형태를 모덜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많은 수의 요소기 필요하고 따리서 막대한 

앙의 계산이 수행되어야하므로 현재보다 성능이 훨씬 우수한 컴퓨터기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101-



참고문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보고서. KR-87-2. 1987. 지반침하방지 대잭 연구 11. pp 51-76 

한국동력자원연구소 연구보고서. KR-88-5D. 1988. 지반침하방지 대잭 연구11 1. pp 85-159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기술총서 95-이 . 1995. 지하채굴에 따른 지반안정성 평가 및 대잭 

연구. 298p. 

한국자원공학회. 1997. 폐광지역 지반침하메카니즘 및 침하방지 공법에 관한 연구. 69p. 

Waltham. A.C.. 1989. Ground subsidence. Blackie. 202p.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1984. Man-induced land subsidence. Ed. T.L.Holzer. 221 p 

Clark Lab.. 1997. User's Manual for Idrisi for Windows (V. 2.0). 

-102-



m:究報告 KR-97(C)-33 

지반침하 우려지역의 안정성 평가기법 및 대책연구 

1997년 12월 일 인 쇄 

1997년 12월 일 발행 

발행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동 30 

재단법인 한 국 자 원 연 구 소 

발행인 : 이 경 운 

인 쇄: 경 사 




	1536-0000
	1536-0001
	1536-0003
	1536-0004
	1536-0005
	1536-0006
	1536-0007
	1536-0008
	1536-0009
	1536-0010
	1536-0011
	1536-0012
	1536-0013
	1536-0014
	1536-0015
	1536-0016
	1536-0017
	1536-0018
	1536-0019
	1536-0020
	1536-0021
	1536-0022
	1536-0023
	1536-0024
	1536-0025
	1536-0026
	1536-0027
	1536-0028
	1536-0029
	1536-0030
	1536-0031
	1536-0032
	1536-0033
	1536-0034
	1536-0035
	1536-0036
	1536-0037
	1536-0038
	1536-0039
	1536-0040
	1536-0041
	1536-0042
	1536-0043
	1536-0044
	1536-0045
	1536-0046
	1536-0047
	1536-0048
	1536-0049
	1536-0050
	1536-0051
	1536-0052
	1536-0053
	1536-0054
	1536-0055
	1536-0056
	1536-0057
	1536-0058
	1536-0059
	1536-0060
	1536-0061
	1536-0062
	1536-0063
	1536-0064
	1536-0065
	1536-0066
	1536-0067
	1536-0068
	1536-0069
	1536-0070
	1536-0071
	1536-0072
	1536-0073
	1536-0074
	1536-0075
	1536-0076
	1536-0077
	1536-0078
	1536-0079
	1536-0080
	1536-0081
	1536-0082
	1536-0083
	1536-0084
	1536-0085
	1536-0086
	1536-0087
	1536-0088
	1536-0089
	1536-0090
	1536-0091
	1536-0092
	1536-0093
	1536-0094
	1536-0095
	1536-0096
	1536-0097
	1536-0098
	1536-0099
	1536-0100
	1536-0101
	1536-0102
	1536-0103
	1536-0104
	1536-0105
	1536-9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