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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used numerical modeling to investigate the stability of railway roadbed in areas with 

various underground cavities and rock conditions associated with mining activities. It compared 

combined loads from both passenger and freight trains with loads from only passenger trains. Stability 

was assessed with reference to the Korean government standards for railway subsidence allowance 

and railway warping repair. Sufficient stability regarding the railway subsidence allowance standard 

was not achieved when cavities were at depths of <5 m. The criteria for requiring railway warping 

repair were met when cavities were at depths of <15 m, depending on the rock fracture condition. This 

study provides the first report on systematic analysis land subsidence related to cavity size and rock 

fracture conditions associated with mining activities. We expect that this study could serve as an 

important reference for railway construction in mining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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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광산활동에 따른 철도지반 안정성 평가를 위해 채굴적의 심도, 규모 및 암반상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표준열차하중 조건 중 여객, 화물 혼용 구간과 여객전용선 용도에 따른 지반안정성 평가를 전

산해석을 통해 실시하였다. 안정성 평가는 철도설계기준 노반편에 따른 허용잔류 침하량과 선로유지관

리지침 뒤틀림 보수조건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채굴적의 규모 및 위치가 심도 5 m 이하일 경우 

침하의 발생이 암반상태에 따라 노반 침하허용 기준을 넘어서며, 뒤틀림 보수기준에는 심도 15 m 이하

의 공동일 경우 암반상태를 고려하여 지반보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반의 침하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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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만 고려할 경우 심도 5 m 이하의 공동에서 암반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의 규모와 암반조건에 따른 침하량이 체계적으로 변화

함을 지시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제시된 바가 없는 자료이다. 본 연구는 추후 철도건설이 광산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요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채굴적, 광산, 안정성 평가, 침하허용기준

���

철도는 국가의 기반시설로서 물류수송과 국민의 교통수단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개설

된 철도시설 이외에 추가적인 철도의 건설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그러나 기존에 인지되지 못한 지하 공동의 존재

에 따라 지반침하가 빈번히 발생하고, 이에 따라 추가적인 공사비와 사고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

다. 특히 많은 상하수도 및 지하시설이 존재하고, 지하로 시공이 되는 도시철도와 달리 지표에 시공되는 철도의 경우 도심

지역 뿐 아니라 산지와 노지 등 다양한 환경을 반영하여 건설된다. 이러한 철도의 경우, 지하에 존재하는 공동은 지하수 및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자연적인 공동과 과거 있었던 광산활동에 따른 광산 채굴적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러한 

공동들의 경우 지표에서 인지가 어렵고, 과거 광산활동의 경우 매우 오래전에 채광되어 채굴적의 존재 위치 및 규모에 대

한 정보획득이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을 인지하지 못하고 철도가 시공될 경우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다.

철도가 시공되기 위해서는 지반의 안정성평가가 필수적이며, 지하에 존재하는 공동의 규모와 암반의 조건에 따라 지반

안정도가 변화한다. 지반의 안정성평가에 따라 지반에 대한 처리의 필요여부가 결정되며, 따라서 암반조건과 공동의 규모

에 따른 지반안정도의 분석은 추후 철도시공에 있어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기존의 철도지반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철도하중에 따른 지반거동 특성(Um et al., 2001; Choi et al., 2006; Kim, 2016; Likitlersuang et al., 2018), 도

시철도 공동영향에 의한 노반 안정성 평가(Guerrero et al., 2008; Jeon et al., 2018), 철도건설 지반보강 및 안정화 기법

(Gong, 2009; Lee, 2017; Zhao and Liu, 2018; Kim and Kim, 2019; Lazorenko et al., 2019) 등의 연구가 수행된 바 있는 

반면, 지하공동의 조건과 암반특성에 따른 철도지반으로서의 안정성 평가는 이루어 진 바가 없다.

본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일대에 분포하는 마장광산의 갱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지하 공동의 조건을 채굴

적의 위치, 규모 및 암반상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각 조건에 대해 철도의 용도에 따른 지반안정성 평가를 전산해석을 통

해 실시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지하공동 및 암반조건의 철도지반 안정성 임계치를 제시하고자 한다.

�����

본 연구는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에 마련리 일대에 위치한 마장광산의 공동과 암반 조건을 기본변수로 설정하여 지하

공동과 암반조건에 따른 지반침하 영향을 고찰하고, 철도건설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공동과 암반 조건의 임계치를 제시하

고자 한다. 연구지역은 지리 좌표상으로 북위 37°5'~ 45°0', 동경 127°46'~ 11°4' 사이에 해당된다(Fig. 1). 마장광산 일대

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이를 후기에 관입한 중생대 중기의 흑운모화강암과 암맥류로 구성된다(Fig. 1).

마장광산은 행정구역상으로는 충북 충주시 앙성면 마련리에 속하며 1938년 광업권이 설정된 후 수차례 걸쳐 이전되어 

오다가 1978년 현 광업권자 외 1명이 인수하여 1979년까지 본격적인 탐광과 채광이 실시되었으며, 일 처리 7톤 규모의 선

광장을 보유했던 광산이다. 마장광산은 주로 화강암내의 열극을 충전한 함중석 석영맥으로 광구내에는 수개 조의 평행맥

들이 발달되어 있다. 맥들의 대체적인 주향 및 경사는 N20~50W, 70~85NE이고 맥폭은 0.2~0.7 m, 품위는 WO3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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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마장광산은 수갱을 개설하여 약 45 m 굴하하였고, 수갱 입구로부터 20 m 지점에 하1갱을 개설하여 연맥으로 약 200 

m 정도 굴진하였다. 하1갱 하부에 하2갱이 개설되었으며, 1978년 시추 7개공 1,000 m 시공한 결과 모두 착맥되었음이 확

인되었다(Korea Resources Corporation, 1980). 또한 연구지역에 대해 시추를 해 본 결과 2갱의 위치는 1갱의 하부 5~10 

m에 위치하며, 2갱의 하부에 채굴적이 발견되어 3갱의 위치는 지표로부터 약 50 m로 사료되며 이를 바탕으로 지하공동

의 변수를 선정하였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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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하공동과 암반의 조건에 따른 철도건설의 안정성평가를 위해 마장광산의 갱도 및 채굴적 분포를 기본 조건

으로 하고, 채굴적의 규모와 암반상태를 다양한 조건으로 설정하여 철도의 용도에 따른 지하공동의 안정성 분석을 실시하

였다. 제시된 변수를 바탕으로, 각 조건에 대해 MIDAS-GTS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이용하여 철도의 용

도에 따른 지반안정성과 공동과 암반의 안전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유한요소법을 기본 이론으로 하여 2차

원 또는 3차원의 연속체를 해석하고, 단계별 해석, 내진해석, 침투해석 등의 다양한 해석유형을 제공한다. 본 연구는 토사 

및 암반의 거동특성을 비교적 잘 표현할 수 있는 탄소성 모델인 Mohr-Coulomb모델을 적용하여 각 조건에 따른 지반침하

를 모사하였다.

��������	
����

한반도에는 1만 577개의 등록광구가 있으며, 이중 66.6%에 달하는 7,023개소에 금-은 광상이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1982).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금-은 광상이 휴, 폐광 중이며 극히 일부 광상만이 

가행되고 있다. 한국의 금-은 광상은 성인적으로 대부분 화성광상에 해당된다. 남한의 금-은광상은 주로 취라기 대보화강

암 및 백악기 불국사화강암과 관련되어 형성된 것으로 모암의 분포는 화강암류와 화강편마암이 70% 이상을 차지한다

(Kim, 1970, 1986; Son and Cheong, 1971; Shin, 1974; Kim and Hwang, 1986). 따라서 본 연구는 화강암과 편마암 그리

고 이들 암석의 풍화도 및 경도를 기준으로 수치모델링의 암반조건을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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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의 광상 제5호와 광상 시추조사보고에 따르면 국내 금-은 광상은 대부분 열극충전형 함금석영

맥으로 구성된다(Lee et al., 2007). 이들 맥들의 일반적인 주향과 경사를 검토해 볼 때 맥폭은 0.2~4 m 정도이고 채광은 

2~3 m인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1편 갱도는 지표 하 20 m 내외에서 개설되었다(Korea Resources Corporation, 

1987). 따라서 지하 공동 변수의 설정에 있어 갱도의 분포는 마장광산의 분포를 대상으로 지하 20 m에 1갱, 하부 5 m에 

2갱, 2갱의 하부 25 m에 3갱이 분포하는 것으로 설정하였으며, 채굴적의 규모는 최소 2 m를 기준으로 확대하여 1갱 상부

의 지표로 2 m 간격으로 확대하여 다양한 규모의 공동을 설정하여 철도건설에 따른 공동규모에 따른 지반침하 모델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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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하였다. 그러나 3갱 상부에 존재하는 채굴적은 심도가 깊고 주변이 암반으로 구성되어 지반침하여 영향이 없다. 따라

서 본 연구는 갱도만 존재하는 경우(Fig. 3a), 2갱 상부에만 채굴적이 존재하는 경우(Fig. 3b), 2갱 상부의 채굴적과 1갱 상

부에 채굴적의 규모가 2, 4, 6, 8 m인 경우(Fig. 3c)와 각 규모에 따라 파쇄가 없는 암반, 일부파쇄 암반, 파쇄암반의 조건을 

전산해석의 변수로 설정하였다(Fig. 3).

���������

기존 광산활동의 특성을 반영하여 설정한 지하 공동과 암반의 조건에 대해 철도 하중에 따른 지반침하영향을 전산해석

으로 분석하기 위해 철도의 하중 조건을 철도시설공단이 제시한 설계기준 노반편(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7)

에 명시되어 있는 표준열차하중을 적용하였다. 표준열차 하중은 다시 여객, 화물 혼용 구간과 여객전용선으로 구분된다. 

KRL-2012 표준열차하중도에 따르면 혼용철도 구간의 하중은 80 kN/m, 여객전용구간의 하중은 혼용철도 구간 하중의 

75%에 해당되는 60 kN/m로 제시되었다(Fig. 4). 따라서 본 연구는 광산활동에 기인한 공동의 암반 조건과 규모에 상기의 

하중을 적용하여 침하량을 전산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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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어진 조건에 대한 침하량의 적정성 판단은 철도설계기준 노반편(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5)과 선로유지

관리지침(Korea National Railway, 2016)을 따라 설정하였다. 철도설계기준에 따른 국내 콘크리트궤도의 허용잔류 침하

량은 25 mm를 넘지 않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또한 선로유지관리지침에 따르면, 열차의 속도가 160 km/hr 초과 또는 230 

km/hr 이하일 경우 선로의 뒤틀림이 9 mm 이상일 경우 1개월 내에 보수를 하는 것을 지침으로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설

정된 지하공동의 조건에 열차의 하중조건을 적용하여 침하량을 계산하고 각 조건의 침하량에 따른 철도지반적정성 평가

를 위의 기준을 바탕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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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설정된 지하공동의 규모 및 암반의 상태에 따른 철도하중에 대한 지반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해 전산해석을 실

시하였다. 수치해석방법은 크게 지반을 연속체로 가정한 접근방법과 불연속체로 가정한 접근방법 및 이 두 가지 모델을 

조합한 방법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본 연구는 MIDAS-GTS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본 프로그램은 유한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을 기본 이론으로 하여 2차원 또는 3차원의 연속체를 해석하는 프로그램으로 단계별해석, 내진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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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투해석 등의 다양한 해석유형을 제공하는 범용성을 가지고 있다.

지반의 역학적 특성인 응력-변형 관계를 나타내는 구성모델에는 탄성모델, 탄소성 모델, 점탄성 및 점탄소성 모델 등이 

있는데 본 해석에서는 토사 및 암반의 거동특성을 비교적 잘 표현할 수 있는 탄소성 모델인 Mohr-Coulomb 모델을 적용하

여 해석하였다. 수치해석에서 해석영역의 크기는 공동의 형상, 크기, 지질 및 초기응력 상태 등에 의존하는데, 사전해석 단

계를 거쳐 채굴적 붕락에 따른 영향이 미치지 않는 영역을 대상으로 전산해석을 실시하였다.

지반안정성 평가를 위한 전산해석은 지반의 단위중량, 변형계수, 포아송비,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 등 물성치를 설계정수

로 활용하며, 지층을 토사층, 풍화암층, 연암층으로 구분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설계정수 설정 시 경험식과 문헌자료, 기존 

시험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하여 가장 합리적인 설정계수를 설정하고자 하였다(Table 1). 토사층의 단위중량, 점

착력 및 내부마찰각의 경우 도로설계요령(Korea Expressway Corporation, 1996a)과 기존 시험 결과에 근거하여 설정계수

를 산정하였으며, 변형계수와 포아송비의 경우 Braja M. Das 경험식에 의거하여 설정계수를 산정하였다(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2006). 풍화암층의 경우 단위중량, 변형계수, 포아송비 및 내부마찰각의 설정계수는 서

울시지반조사편람(Seoul Metropolitan City, 1996)을 기본으로 산정하였다. 풍화암층의 변형계수와 포아송비 설정계수 

산정에는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2006) 경험식을 함께 고려하였으며, 점착력 설정계수 산정

에는 Ohsaki에 의해 제시된 경험식을 참고하였다(Kwon et al., 2010). 연암층의 경우 일반 연암, 일부 파쇄 연암, 파쇄 연

암에 대하여 각각 설정계수를 다르게 산정하였으나, 단위중량, 포아송비 및 내부마찰각의 경우 모두 서울시지반조사편람

(Seoul Metropolitan City, 1996)에 근거하여 설정계수를 설정하였다. 일반 연암 및 일부 파쇄 연암층의 변형계수는 Civil 

Engineering Research Society(2003)에서 제시한 값을 사용하였으며, 점착력은 Korea Expressway Corporation(1996b)

에 근거하여 설정계수를 설정하였다. 파쇄 연암층의 경우 변형계수는 Seoul Metropolitan City(1996)에서 제시된 값을 사

용하였으며, 점착력은 Ohsaki에 의해 제시된 경험식을 참고하여 설정계수를 선정하였다(Kwon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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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of material
Unit weight

(kN/m3)

Modulus of deformation

(MPa)

Poisson’s

ratio

Cohesion

(kPa)

Friction angle

(°)

Soil 18 40 0.35 5 25

Weathered rock 20 150 0.33 20 30

Soft rock 23 800 0.28 100 36

Soft rock (partially fractured) 23 400 0.30 60 35

Soft rock (fractured) 23 200 0.32 30 33

Cavity 17 10 0.35 5 25

������

채굴적에 따른 공동이 존재하지 않고 갱도만 존재할 경우를 대상으로 전산해석을 실시한 결과, 여객 화물 혼용선의 열

차하중에 따른 지반침하는 연암일 경우 5.98 mm, 일부 파쇄연암의 경우 6.87 mm, 파쇄연암의 경우 7.63 mm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상대적으로 하중의 조건이 낮은 여객전용 하중조건의 경우, 침하량이 연암 4.74 mm, 일부 파쇄

연암 5.32 mm, 파쇄연암 6.28 mm로 혼용선의 하중 조건에 비해 지반침하량이 상대적으로 혼용선 대비 약 80% 내외의 침

하량을 보인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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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굴적이 2갱 상부에만 존재하는 경우 여객화물 혼용선의 열차하중에 따른 지반침하는 연암 7.65 mm, 일부파쇄 연암 

9.03 mm, 파쇄연암 10.96 mm로 갱도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높은 침하율을 보이며, 이는 여객전용 하중조건에서도 유사

한 양상으로 6.83 mm에서 8.92 mm의 침하율 범위를 보인다(Figs. 5 and 6).

2갱 상부와 1갱 상부에 모두 채굴적이 존재하는 경우 침하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1갱 상부에 2 m의 채

굴적이 있는 경우 혼용선에서는 연암 10.64 mm, 일부파쇄연암 12.06 mm, 파쇄연암 14.02 mm에서 8 m 채굴적이 있는 경

우 연암 23.10 mm, 일부파쇄연암 24.45 mm, 파쇄연암 26.78 mm로 두 배 이상의 침하량을 보인다. 1갱 상부 전체가 채굴

적인 경우는 연암 51.74 mm, 일부파쇄연암 52.04 mm, 파쇄연암 52.21 mm로 암반조건에 상관없이 침하가 극심하게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 여객전용 하중 조건의 경우, 2 m의 채굴적에서 연암 7.92 mm, 일부파쇄연암 8.97 mm, 

파쇄연암 10.43 mm, 8 m 채굴적에서 연암 13.40 mm, 일부파쇄연암 15.81 mm, 파쇄연암 18.06 mm로 두 배 가까운 침하

량의 증가양상이 보인다. 1갱 상부 전체가 채굴적인 경우는 연암 38.00 mm, 일부파쇄연암 38.52 mm, 파쇄연암 38.73 

mm로 암반조건에 상관없이 침하량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된다(Fig. 6).

이들 공동의 규모를 지표로부터 공동의 심도와 암반조건에 따라 분류하고 침하량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 1갱 상부 

전체가 채굴적일 경우 공동의 심도는 2 m이고, 채굴적의 규모가 8 m에서 2 m로 줄어듦에 따라 공동의 심도는 11 m까지 

깊어진다. 2갱의 채굴적만 있는 경우 공동의 심도는 15 m, 갱도만 있는 경우 심도 20 m로 설정하였다(Fig. 7). 분석결과, 

갱도만 존재하는 경우는 지반의 침하량이 모든 암반에서 뒤틀림보수기준 9 mm 미만으로 발생하여, 모든 종류의 열차하

중에 적정한 침하량을 보인다. 따라서 철도용도의 지반침하에 영향을 주는 광산활동은 채굴적에 의한 공동의 발달이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지하 15 m에 채굴적이 존재하는 경우 표준열차하중 침하허용범

위를 넘지 않는 침하가 발생하나, 암반의 상태에 따라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한다. 연암암반의 

경우 모든 하중조건에서 9 mm 이하의 침하가 발생하나, 약간파쇄연암 및 파쇄연암에서는 표준열차하중이 적용되었을 때 

9 mm 이상의 침하가 발생하여 뒤틀림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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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갱위에 다양한 규모의 채굴적이 존재하는 경우, 채굴적의 규모에 따라 침하량이 노반의 침하허용범위와 뒤틀림보수

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이 변화한다. 2 m 규모의 공동이 존재하는 11 m 공동심도에서 연암과 약간파쇄연암의 암반조건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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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여객전용하중이 적용되었을 때 침하허용범위와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나, 그 외의 경우에서는 뒤틀림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Fig. 7). 채굴적의 규모가 4 m일 경우 연암암반의 여객하중조건만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고 나머지

는 모두 뒤틀림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침하량이 노반의 침하허용범위보다는 낮았다. 채굴적의 규모가 6 m 이

상일 경우 침하량이 모든 하중과 암반조건에서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채굴적의 규모가 8 m일 경우 암반

조건이 파쇄연암이면 표준열차하중 조건에서 노반의 침하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한다. 1갱 상부 전체가 채굴적

인 경우에는 침하량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여 모든 조건에서 노반의 침하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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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 status
Depth form 

surface
Load conditions Upper rock status Subsidence

Satisfaction of 

criteria

Mine shaft only 20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5.98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6.87 mm ○

Fractured soft rock   7.63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4.74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5.32 mm ○

Fractured soft rock   6.28 mm ○

Mine shaft and 

cavity above level 2
15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7.65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9.03 mm ☓

Fractured soft rock 10.96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6.83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7.72 mm ○

Fractured soft rock   8.92 mm ○

Mine shaft and 

cavity, and cavity 

above level 1 shaft

(cavity size: 2 m)

11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10.64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12.06 mm ☓

Fractured soft rock 14.02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7.92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8.97 mm ○

Fractured soft rock 10.43 mm ☓

Mine shaft and 

cavity, and cavity 

above level 1 shaft

(cavity size: 4 m)

9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11.84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13.72 mm ☓

Fractured soft rock 16.21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8.81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10.15 mm ☓

Fractured soft rock 12.00 mm ☓

Mine shaft and 

cavity, and cavity 

above level 1 shaft

(cavity size: 6 m)

7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14.31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16.80 mm ☓

Fractured soft rock 19.87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10.56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12.33 mm ☓

Fractured soft rock 14.65 m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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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vity status
Depth form 

surface
Load conditions Upper rock status Subsidence

Satisfaction of 

criteria

Mine shaft and 

cavity, and cavity 

above level 1 shaft

(cavity size: 8 m)

5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23.10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24.45 mm ☓

Fractured soft rock 26.78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13.40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15.81 mm ☓

Fractured soft rock 18.06 mm ☓

Mine shaft and 

cavity, and cavity 

above level 1 shaft

(cavity size: 11 m)

2 m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freight train 

combined railway (80 kN/m)

Soft rock 51.74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52.04 mm ☓

Fractured soft rock 52.21 mm ☓

Load of railway condition for 

passenger train only railway 

(60 kN/m)

Soft rock 38.00 mm ☓

Partially fractured soft rock 38.52 mm ☓

Fractured soft rock 38.73 mm ☓

이를 종합해보면 채굴적의 규모 및 위치가 지표에 가까울수록 침하의 발생이 노반 침하허용 범위에 가까워지며 뒤틀림 

보수기준에는 심도 15 m 이하의 공동일 경우 암반상태를 고려하여 지반보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반

의 침하허용 범위만 고려할 경우 심도 5 m 이하의 공동에서 암반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의 규모와 암반조건에 

따른 침하량이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지시하며, 이러한 연구결과는 기존에 제시된 바가 없는 자료이다. 도심철도의 공동분

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공동의 규모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철도와의 이격 거리도 지반침하의 

중요한 요소로 제시된 바 있다(Jeon et al., 2018).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기준으로 다양한 암반조건과 공동의 규모에 열

차하중을 공동 상부에 위치시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철도와 공동과의 이격 거리에 따른 지반 침하 안정성 평가

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다양한 암반조건과 공동의 조건에 

따른 철도지반의 침하량을 고찰한 바가 없어, 본 연구는 추후 철도건설이 광산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본 연구는 마장광산의 갱도를 기본 자료로 활용하여 지하 공동의 조건을 채굴적의 위치, 규모 및 암반상태를 다양하게 

설정하고, 표준열차하중 조건 중 여객, 화물 혼용 구간과 여객전용선 용도에 따른 지반안정성 평가를 전산해석을 통해 실

시하였다. 기존 한국에 분포하는 광산들의 특징을 미루어볼 때 대부분 1편 갱도는 지표 하 20 m 내외에서 개설되으며, 채

굴폭은 평균적으로 3 m 정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20 m, 25 m, 50 m에 갱도를 설정하고 각 갱도위에 채굴적이 분포하

는 경우와 지표 부근 채굴적의 규모를 0, 2, 4, 6, 8 m인 경우로 공동의 규보를 설정하고, 암반 조건을 파쇄가 없는 연암, 일

부파쇄 연암, 파쇄연암으로 설정하여 MIDAS-GTS프로그램을 통해 지반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안정성 평가는 철도설계

기준 노반편에 따른 허용잔류 침하량과 선로유지관리지침 뒤틀림 보수조건을 기준으로 실시되었다.

그 결과, 채굴적에 따른 공동이 존재하지 않고 갱도만 존재할 경우, 혼용선의 열차하중에 따른 침하가 여객전용 열차하

중에 비해 높은 침하량을 보이지만, 모든 암반조건에서 안정성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철도용도의 지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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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하에 영향을 주는 광산활동은 채굴적에 의한 공동의 발달이 아닌 경우 상대적으로 영향이 미미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

러나 지하 15 m에 채굴적이 존재하는 경우 침하허용범위를 넘지 않는 침하가 발생하나, 약간파쇄연암 및 파쇄연암에서는 

표준열차하중이 적용되었을 때 뒤틀림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1갱위에 다양한 규모의 채굴적이 존재하는 경우, 

채굴적의 규모에 따라 침하량이 노반의 침하허용범위와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는 조건이 변화한다. 11 m 공동심도에

서 연암과 약간파쇄연암의 암반조건 하에 여객전용하중이 적용되었을 때 침하량이 침하허용범위와 뒤틀림보수기준을 만

족하나, 그 외의 경우에서는 뒤틀림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다. 채굴적의 규모가 4 m일 경우 연암암반의 여객하중조

건만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고 나머지는 모두 뒤틀림보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침하량이 노반의 침하허용범위

보다는 낮았다. 채굴적의 규모가 6 m 이상일 경우 침하량이 모든 하중과 암반조건에서 뒤틀림보수기준을 만족하지 못하

였다. 채굴적의 규모가 8 m일 경우 암반조건이 파쇄연암이면 표준열차하중 조건에서 노반의 침하허용범위를 초과하는 

침하가 발생한다. 1갱 상부 전체가 채굴적인 경우에는 침하량의 급격한 증가가 발생하여 모든 조건에서 노반의 침하허용 

범위를 만족하지 못하였다.

종합해보면 채굴적의 규모 및 위치가 지표에 가까울수록 침하의 발생이 노반 침하허용 범위에 가까워지며 뒤틀림 보수

기준에는 심도 15 m 이하의 공동일 경우 암반상태를 고려하여 지반보강 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반의 침

하허용 범위만 고려할 경우 심도 5 m 이하의 공동에서 암반상태가 고려되어야 한다. 이는 공동의 규모와 암반조건에 따른 

침하량이 체계적으로 변화함을 지시한다.

본 연구는 하나의 사례를 기준으로 다양한 암반조건과 공동의 규모에 열차하중을 공동 상부에 위치시켜 안정성 평가를 

실시한 것으로, 철도와 공동과의 이격 거리에 따른 지반 침하 안정성 평가는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기존연구에서는 본 연구와 같은 다양한 암반조건과 공동의 조건에 따른 철도지반의 침하량을 고찰한 바가 없어, 

본 연구는 추후 철도건설이 광산지역에서 이루어질 경우 중요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

Choi, J.S., Jo, M.S., Lee, J.M., 2006, Running safety analysis of railway vehicle systems for ground vibration, Tunnel and 

Underground Space, 16(4), 288-295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ivil Engineering Research Society, 2003, Evaluation of soft rock, Changwo, 468p (in Korean).

Gong, B.K., 2009, Study on track bed stabilization for railroad construction, Master’s Thesis, Woosong University, 73p.

Guerrero, J., Gutiérrez, F., Bonachea, J., Lucha, P., 2008, A sinkhole susceptibility zonation based on paleokarst analysis 

along a stretch of the Madrid-Barcelona high-speed railway built over gypsum- and salt-bearing evaporites (NE Spain), 

Engineering Geology, 102(1-2), 62-73.

Jeon, S.S., Park, Y.K., Eum, K.Y., 2018, Stability assessment of roadbed affected by ground subsidence adjacent to urban 

railways, Natural Hazards and Earth System Sciences, 18(8), 2261-2271.

Kim, D.S., Kim, U.J., 2019, Evaluation of applicability of deep cement mixing method as soft-ground improvement for 

reinforced subgrade for railway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Hazard Mitigation, 19(5), 237-24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J.P., 2016, Geotechnical behavior and dynamic resonance characteristics by railway load of modified underpinning 

method, Ph.D. Dissert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94-9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im, O.J., 1970, Reply to the article “On the geological age of the Ogcheon group” by C.M. Son, Economic and Environ-

mental Geology, 3(3), 187-19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306 ∙ 장경환ㆍ이동원ㆍ민경남ㆍ정찬묵ㆍ유재형ㆍ이계승

Kim, S.E., Hwang, D.H., 1986, Metallogenesis in Korea -Explanation of the Metallogenic Map of Ko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19, 73-94.

Kim, W.J., 1986, Metallogeny on gold-silver in South Ko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19(4), 243-264.

Korea Authority of Land and Infrastructure Safety, 2006, The standards of constructing slopes established by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47p (in Korea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1996a, Road design manual, part 2, earthwork and drainage, 40p (in Korean).

Korea Expressway Corporation, 1996b, Road design manual handbook, 306p (in Korean).

Korea Institute of Energy Research, 1982, Maintenance of gold mine brochure, 606p (in Korean).

Korea National Railway, 2016, Track maintenance guidelines, 74p (in Korean).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5, Design standards for railway structures and commentary (roadbed volume), 14p (in 

Korean).

Korea Rail Network Authority, 2017, Design standards for railway structures and commentary (roadbed volume), 162p (in 

Korean).

Korea Resources Corporation, 1980, Proscpecting excavation, Vol. 5, 361p (in Korean).

Korea Resources Corporation, 1987, Ore deposit of Korea, No. 10, Gold and Silver, RISS, 1013p (in Korean).

Kwon, H.J., Park, J.B., Song, Y.W., 2010, Soil mechanics, Gumi Library, 557p (in Korean).

Lazorenko, G., Kasprzhitskii, A., Khakiev, Z., Yavna, V., 2019, Dynamic behavior and stability of soil foundation in heavy 

haul railway tracks: A review, Construction and Building Materials, 205, 111-136.

Lee, H.K., Moon, H.S., Oh, M.S., 2007, Economics mineral deposits in Korea, RISS, 762p (in Korean).

Lee, O.H., 2017, A study on the application of geosynthetic reinforced soil retaining wall for Saemangeum New Port 

Railroad construction on soft ground, Ph.D. Dissertation, Kunsan National University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ikitlersuang, S., Pholkainuwatra, P., Chompoorat, T., Keawsawasvong, S., 2018, Numerical modelling of railway embank-

ments for high-speed train constructed on soft soil, Journal of GeoEngineering, 13(3), 149-159.

Park, B.S., Yeo, S.C., 1971, Geologic map of Korea (1:50,000) Mokgye with instruction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4p (in Korean).

Seoul Metropolitan City, 1996, Handbook of seoul city ground survey, 10p (in Korean).

Shin, B.W., 1974, Geotectonic movements and metal ore deposits in South Ko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7(1), 1-2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Son, C.M., Cheong, J.G., 1971, Geology of the northwestern part of Pyeongchang district, Gangweon-do,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7(3), 143-15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Um, K.Y., Shin, M.H., Kim, J.H., 2001, The analysis of ground behavior on the crossing construction under railroad using 

field measurement, Proceedings of the KSR Conference, 546-551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Zhao, Y., Liu, Z., 2018, Study of material composition effects on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oil-rock mixtures, Advances 

in Civil Engineering, 20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