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75

터널과 지하공간, 한국암반공학회지
제20권 제6호, 2010년 12월, pp. 475～490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0, No. 6, 2010, pp. 475-490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1)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에너지자원공학과 조교수
2)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 교신저자 : yhjang@kangwon.ac.kr
접수일 : 2010년 12월 10일
심사 완료일 : 2010년 12월 24일
게재 확정일 : 2010년 12월 24일

석회석 광산에서 폐석 적치장 사면의 안정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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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Assesment of the Slope at the Disposal Site 
of Waste Rock in Limestone Mine

Sang-eun Lee, Yoon-ho Jang

Abstract The analysis of slope stability was performed from seven sites among total eleven sites of waste rock 
which are divided into two objects (mullock-pile and rock mass) according to the location of dumping-dropping 
point in L limestone Mine. The analysis of circular failure using Bishop's simplified method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for mullock-pile slopes were adopted. For rock mass slopes, identification of failure modes on stereonet 
projection was determined, thereby limit equilibrium analysis was applied to obtain the safety factor of slopes and 
the finite element method was used to understand overall behavior of slope. Phi-c reduction method was used to 
calculate the safety factor of slopes through the finite element method. In mullock-pile slope of zone D and rock 
slopes of zone F and G, the assurance of slope stability was difficult, and the plans to assure the stability of slopes 
were  proposed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of slopes at disposal sites of waste rock. Therefore, the method of 
piling with waste rock by dozer pushing after dumping for mullock-pile slope of zone D is required, and the method 
of piling after moving to the place which has no fault zone for rock slope of zone F and G is recommended.

Key words Waste rock, Finite element method, Stereonet projection, Limit equilibrium, Safety factor, Phi-c reduction 
method

초  록 L 석회석 광산에서 폐석 덤핑 투하 지점이 놓인 위치에 따라 폐석층 또는 암반층에 따라 구분하고 총 

11개의 폐석 적치장중 7개소를 대상으로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하였다. 폐석층에 대해서는 Bishop 법을 이용한 

원호파괴 해석과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였으며, 암반층은 평사투영법에 의해 잠재적인 파괴 가능성을 분석하고 

한계평형법 해석에 의해 안전율을 산정하였다. 또한 암반사면의 전체적인 거동을 파악하기 위해 유한요소법을 

적용하였다. 이 때 유한요소법으로 사면의 안정성을 안전율로 표시하기 위하여 강도감소법을 이용하였다. 안정

해석결과 폐석층 사면은 D 지역에서, 그리고 암반층의 경우 F와 G 지역에서 사면의 안정성 확보가 곤란한 것으

로 평가되었으며, 아울러 폐석 적치장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즉, 
D 지역의 사면은 파괴 활동면을 벗어난 지역에서 덤핑 후 도져에 의해 Push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F와 G지역은 

단층대 발달이 없는 지역으로 덤핑-투하 지점을 이동하여 적치하는 방안을 추천하였다.

핵심어 폐석, 유한요소법, 평사투영, 한계평형, 안전율, 강도감소법

1. 서 론

석회석 노천광산에서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필연

적으로 암반의 절취가 동반되는데, 이 때 안정적인 굴

착작업과 효율적인 생산을 위해서 굴착 후 남게 되는 

암반 사면을 유지, 관리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
와 같이 암반 사면을 안정하게 굴착, 유지하기 위해서

는 암반 내 각종 지질적인 요소, 사면의 기하학적 형상, 
지하수 및 발파 등에 의한 영향 등을 세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1).
광석을 채굴하기 위해서 발생되는 암반 사면의 중요

성 외에도 광석채굴시 발생되는 표토 및 폐석 등을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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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 폐석 적치장에 대한 사면 역시 그 안정성 여부

도 중요한 광산작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부분

의 경우 폐석을 적치하기 위해서는 이전에 광석을 채굴

하였던 공간을 활용하게 되며, 현장 여건별로 다양한 

방법을 적용하고 있다. 국내 석회석 광산의 경우 폐석

의 적치방법은 채굴완료된 암반층 상부에서 직접 덤핑

으로 투하하는 방식과 덤핑 후 도져를 이용하여 다지면

서 상부로 적치하거나 측면으로 확장하는 방식으로 나

눌 수 있다. 이 중 후자의 방법은 사면의 안정성 측면에

서 대단히 유리한 방법이나 폐석 적치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유

리한 직접 덤핑 투하 방식을 선호하고 있는 실정이다. 
직접 덤핑 투하 방식은 고절취 사면의 특성상 중력의 

영향으로 주로 사면의 하부에서는 큰 암괴가 쌓이며 사

면 상부로 갈수록 작은 암괴와 암분 등이 쌓이는 분급

화 현상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다짐작용 없이 느슨하게 

폐석이 쌓이므로 폐석지반의 강도는 쌓인 심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즉 폐석 지반의 강도

는 사면 하부에서 크고 상부로 갈수록 작아지게 됨을 

의미한다. 또한 덤핑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채

굴완료된 암반 상부는 그 주변에서의 채굴발파로 인한 

발파진동, 폐석운반차량의 지속적인 충격진동, 지표수 

유입, 풍화진행 등에 의해 불연속면을 포함하는 암반의 

강도가 저하되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한편, 국내에서 제안하는 폐석 사면 적치방법은 수평층

상 퇴적법, 계단식 퇴적법, 투하 퇴적법으로 구분된다2). 
이 방법들은 사면 높이가 30 m 이상일 경우 사면의 경

사는 21～29o 정도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국내의 석회석 광산의 폐석 적치장에서 흔히 발생되

는 파괴원인을 살펴보면, 광산 운영시는 덤핑 투하 지

점이 폐석층인 경우와 암반층인 경우로 구분되는데, 폐
석층인 경우는 대부분 사면 상부 선단에서의 국부적인 

파괴가 발생하게 된다. 그 원인으로는 덤핑시 폐석의 

분급화 현상에 의해 상부 폐석지반의 약화, 동결융해에 

따른 지반의 강도저하로 폐석 지반의 침하, 운반차량을 

이용한 덤핑시 과도한 속력에 의한 Crest 파괴, 차량의 

브레이크 고장에 의한 이탈, 폐석층 내로 우수 및 지하

수 침투로 인한 간극수압의 증가로 전단강도의 감소 등

을 들 수 있다. 덤핑 투하 지점이 암반층인 경우는 불연

속면의 경사방향과 두 불연속면의 교선방향이 암반사

면의 경사방향과 동일하게 발달하였을 때 사면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광산 복구시는 폐석 사면내로 우수 및 

지하수 침투에 의해 폐석이 유실되거나 간극수압의 증

가로 인해 종종 붕괴에 이르기도 한다.
사면의 안정해석시 그 안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은 안전율로 정의되는데, 절취사면의 경우 건설교통부 도

로공사 설계적용기준에서는 건기시 1.5, 우기시 1.1～
1.2로 정하고 있고3), 미국의 해병공병단은 시공직후, 하
중조건, 구조물기초 및 지진 등을 고려하여 1.15～2.0, 
영국의 국립석탄공사(National Coal Board)에서는 포

화된 사질토의 경우 1.35～1.5, 비압밀비배수조건의 전

단시험에서 최대전단응력을 적용하는 경우 1.25～1.5, 
압밀배수조건의 시험에서 잔류전단응력을 적용하는 경

우 1.15～1.35의 안전율을 적용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

는 항만협회, 도로공단, 건설성 등에 따라 1.1～1.5의 

안전율이 적용되고 있다. 성토사면의 경우 국내의 건교

부 및 한국도로공사는 건기시 1.5, 그리고 측정한 지하

수위 또는 침투해석을 통한 지하수위 이용시는 1.3, 항
만협회는 1.5를 적용하고 있으며, 일본 건설성은 표준

적인 계획 안전율로 1.1～1.3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채굴이 완료된 후 광산을 복구할 때 적용하는 

안전율 기준은 영구적인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하므로, 
폐석 적치장 사면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건기시는 1.5, 
침투해석 및 지하수위를 고려하여 해석하는 경우는 안

전율 기준인 1.3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광산 운영시 

발생되는 폐석 적치장 사면의 경우는 폐석이 계속 앞으

로 전진하면서 쌓이게 되는 사면의 특성상 영구적인 안

정성을 확보하는 안전율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산 운영시 지속

적인 폐석 덤핑 투하에 따른 폐석 적치장 사면은 임시

적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성토사면의 최소 안전율 기

준인 1.1을 적용하였다. 반면에 덤핑 투하 지점이 암반

인 경우는 폐석 적치를 위해 한 지점에서 오랜 기간 동

안 덤핑작업이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영구적인 절

취사면 안전율 기준으로 건기시 1.5, 우기시는 1.2를 적

용하였다.
본 연구는 L사의 석회석 노천 광산에서 운영중에 발

생되는 광폐석 적치장 사면에 대하여 사면 안정성 평가

를 수행하고, 폐석 적치장 사면 및 운반차량의 안정성

을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

2. 지질특성 및 사면 현황

2.1 지질

연구대상 지역은 태백산 지구의 일부에 해당된다. 태
백산 지구의 기반암인 변성암류를 전기 및 후기 원생대 

화가암질이 변성암류를 관입하였고, 고생대 캠브리아기

의 쇄설성 토적암류들이 선캠브리아기의 암층들위에 난

정합 또는 경사 부정합으로 퇴적되었다. 쇄설성 퇴적암

의 상부는 주로 탄산염으로 구성되는 캠브로-오도비스



터널과 지하공간 477

그림 1. 채굴 및 폐석 적치장 현황

기의 조선누층군을 이룬다. 조선누층군은 고생대 석탄

기에서 중생대 트리아스기에 퇴적된 대부분 육성층인 

평안누층군과 부정합관계를 이룬다. 옥계면 주변부에는 

관입압류인 평상화강암, 우백질화강암, 안인화강암 및 

임계화강암이 분포한다4). 
이 일대에는 고생대 퇴적암류가 주로 분포하며, 고생

대 퇴적암류는 조선누층군의 풍촌층, 원평층, 석병산층

과 평안누층군의 홍점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층들은 

대체로 N20o～30oE의 주향을 나타낸다. 풍촌층은 주로 

유백색, 암회색의 층리 발달이 미약한 괴상의 석회암으

로 그 두께는 250～300 m로 시멘트용 석회석을 개발하

는 층이다. 전반적으로 화강암류의 관입과 이에 따른 

암맥이 불규칙하게 관입하였으며 엷은 흑색～적흑색 셰

일이 협재되어 있다. 원평층은 풍촌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인 층으로 암회색, 담회색, 암적색을 띤 사질 내지 석

회질 슬레이트가 주를 이루고, 특징적으로 충식상을 나

타내며 그 두께는 50～70 m이다. 원평층 상부에는 부

정합 관계로 추정되는 석병산 석회암층이 이 일대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 석병산 석회암층은 담회색, 청회색

의 석회암이 주를 이루며, 이회암의 박층이 협재하기도 

한다. 암질에 따라 층상 또는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된 

하부 석회암 우세대, 돌로스톤과 회색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는 중부 돌로스톤-석회암 호층대, 상부 돌로스톤 

우세대 및 점토광물류와 협재된 저급 석회암대로 구분

할 수 있다. 홍점층은 평안누층군의 하부의 붉은 색이 

우세한 지층에 대하여 사용되어 온 지층명으로서, 주로 

역암, 사암, 사질셰일, 셰일 및 석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질구조는 단층과 습곡구조로서 중생대의 송림

조산운동과 대보조산운동 및 신생대 3기의 동서방향의 

축을 갖는 압축응력에 의하여 지배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단층들은 N20o～55oW 및 N10o～30oE이 주향

을 나타내지만 주단층은 N20oE 및 N55oW이다.

2.2 폐석 적치장 사면 현황

현재 석회석을 채굴한 현황사진 및 폐석 적치장 위치

를 나타내면 그림 1과 같다. 평면상으로 볼 때, 폭 200～
750 m, 길이 3.5 km에 이르는 북동방향으로 긴 채굴형

상을 보이며 총 채굴면적은 1.7 km2 정도이다. 현재 석

회석 광석 채굴은 A 지역의 북쪽방향과 D 지역과 300 
m 정도 떨어진 좌측부에서 진행되고 있으며, 폐석을 적

치하고 있는 지역은 A～K로 총 11개소이다. 그림에서 A
와 I지역은 사면의 하부에서 폐석을 적치하여 상부로 쌓

아 올라가는 곳이고, B, C, D, J 지역은 채굴 완료된 암

반 사면위에서 폐석 덤핑작업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로, 
현재는 암반 사면 위로 폐석 및 광석이 쌓여 있어 덤핑 

투하 작업은 폐석 및 광석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

나 F, G, K 지역은 현재 굴착 완료된 암반 사면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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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면의 현황 및 특성

지역 해석대상 사면경사 사면높이 현      황

B 광석
1 : 1.348

(36.6o) 20 광석을 적치하고 그 하부에서 필요시 재채굴

C 폐석
1 : 1.509

(33.5o) 40 폐석더미 위에서 지속적인 폐석 덤핑

D 폐석
1 : 1.171

(40.5o) 195 지속적인 덤핑작업으로 고경사의 폐석사면 발생

F 암반
1 : 0.535

(61.9o) 145 고경사의 암반절취 사면위에서 덤핑작업

G 암반
1 : 0.626

(58.0o) 84 고경사의 암반절취 사면위에서 덤핑작업

J 폐석
1 : 1.202～1.482

(39.8o～34.0o) 103 광석 및 폐석 운반차량의 이동통로로 사용

K 암반
1 : 0.667

(56.3o) 103 고경사의 암반절취 사면위에서 덤핑작업

그림 2. 사면 안정성 해석의 수행절차

덤핑 투하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E와 H 지역은 B 지
역과 거의 동일한 사면 경사와 높이를 갖는 지역이다. 

광석을 채굴할 때 발생하는 표토, 돌로마이트, 저품위 

석회석 등의 폐석을 적치하는 장소는 총 11개소이나 적

치장 현황을 조사한 결과 사면 안정성 해석이 필요한 

지역은 7개소로서 그 사면의 형태 및 특성을 나타내면 

표 1과 같다. B, C, D, J 지역은 덤핑작업이 이루어지는 

폐석 및 원석을 대상으로 사면 안정성 검토가 필요하며, 
F, G, K 지역은 암반을 대상으로 하는 사면의 안정성 

검토가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3. 사면의 안정해석방법

광산 운영중인 폐석 적치장의 해석대상이 폐석층 및 

암반층에 대하여 사면안정해석을 수행한 절차는 그림 2
와 같다. 광산 현장으로부터 지질도 및 채광도, 현장 지

질조사 자료를 토대로 계획을 수립하고 지표지질조사자

료 및 암석시험으로부터 지질공학적 평가를 수행한 후 

사면안정해석을 실시하여 사면 및 덤프트럭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이때 폐석층 사면은 캐나다의 Geo-slope 사
에서 개발, 상용화한 SLOPE/W 프로그램과 네덜란드 

PLAXIS 사에서 개발한 2차원 지반공학 전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PLAXIS를 이용하였다. PLAXIS에서

는 안전율을 구하기 위하여 강도감소법(phi-c reduction 
method)을 이용하며, 안전율은 식 (1)과 같다.

안전율(Safe Factor) =
 
   

 (1)

여기서, S는 전단강도이며, 실제 전단강도와 평형상

태를 유지할 수 있는 계산에 의한 최소강도와의 비를 

안전율로 사용한다. Mohr-Coulomb 식의 형태로 바꾸

면 식 (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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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율(Safe Factor) =
  
  

 (2)

여기서, c와 는 입력변수이고 σn은 실제 수직응력이다. 
cr과 r은 평형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한계내에서 감소

된 변수들이다. c와 tan는 식 (3)과 같은 상관관계로 

동일한 비율로 감소시키며, 전단강도 감소에 대한 변수

는  에 의해 제어된다. 이 변수는 파괴가 발생할 

때까지 단계별 과정을 통해 증가된다. 따라서 안전율은 

 의 값으로 정의된다.



 


   (3)

한편, 유한요소해석에 대한 초기조건으로 측압계수(K)
는 폐석층의 경우 정적토압계수인 K=1-sin로 하였으

며 암반층의 경우는 K=1.0으로 설정하였고, 지하수위

는 성토사면임을 감안하여 적용하지 않았다.

3.1 폐석층 사면의 안정해석법

사면안정 검토시 해석방법은 Bishop의 간편법5)을 적

용하였다. 이 방법은 정역학적으로 해를 얻기 위해 설

정한 조건 때문에 정해가 될 수 없으나, 구해진 안전율

은 거의 정확치에 근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본 

사면의 안정해석에 이용하였다.

3.2 암반층 사면의 안정해석법 

사면의 붕괴현상은 자연적인 원인과 인위적인 행위에 

의해 일어나며, 이와 같은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되

어 붕괴형태는 대단히 복잡하다. 암반 사면내에서는 사

면내에 발달하고 있는 불연속면의 특성, 주향 및 경사

에 따라 주로 파괴형태가 결정된다.
암반사면의 안정성은 주로 암석자체의 전단강도 특성

보다는 암반내에 분포하는 불연속면의 특성에 의하여 

크게 좌우되므로 불연속면의 주향과 경사, 내부마찰각 

및 절취사면의 경사방향과 경사를 이용하여 암반사면

의 안정성을 신속하게 개략적으로 판정하는 방법이다. 
이와 같은 방법을 평사투영법이라고 한다. 평사투영법 

해석에 의해 사면파괴 가능성 잠재시에는 한계평형식

에 의한 사면안정해석인 2차 분석을 실시하여야 한다. 
한계평형법을 이용한 해석방법은 평사투영법을 이용

하여 암반사면에서의 개략적인 평가를 한 후에 조사된 

암반사면에서 파괴형태를 알아보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잠재적인 파괴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불연속면에 대하여 

사면의 안전율 계산을 한다. 이때 암반의 파괴형태, 즉 

평면파괴, 쐐기파괴 및 전도파괴에 대하여 안전율을 계

산할 수 있는 파괴형태는 평면파괴와 쐐기파괴이다. 불
연속면, 즉 활동면에서의 전단강도는     에 

관계된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에 의해서 정의되며, 평면

파괴 및 쐐기파괴 해석시 안전율은 불연속면의 활동력

에 대한 전단저항력의 비로서 정의되며6), 평면파괴 해

석시 지하수위는 인장균열 깊이의 1/2로 가정하였다. 

4. 강도정수의 결정

4.1 폐석층의 강도정수

다양한 암괴와 파분쇄된 암석 조각 및 암분 등이 혼

합된 폐석의 특성상 실험실 시험이나 현장 시험에 의해 

폐석의 강도정수를 구하기란 거의 불가능하므로, 본 연

구에서는 기존 문헌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기로 한다.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에 의하면 자갈이나 자갈섞인 모

래의 경우 단위중량은 20～21 kN/m3, 내부마찰각 35～
40o, 점착력은 0으로 제시되어 있고7), 상동광산의 광물

찌꺼기에 대한 전단시험결과는 단위중량 1.811～2.207 
tf/m3, 마찰각은 23～33.2o, 점착력은 0.03～0.28 tf/m2

이었다. 붓든 광산의 폐석 적치장은 단위중량이 1.7 tf/m3, 
점착력은 0, 마찰각은 30o를 적용하였으며, 그 외 여러 

광산에서 광미장의 경우 단위중량은 1.9 tf/m3, 점착력

은 1.0 tf/m2, 마찰각은 29o를 적용한 바 있다8). 기존 문

헌자료를 종합하면, 단위중량은 17～22 kN/m3, 점착력

은 0～10 kN/m2, 마찰각은 23～40o의 범위를 보이고 

있으나, 폐석층은 자갈섞인 모래에 근접하는 것으로 판

단되어 이 연구에서는 단위중량 20 kN/m3, 점착력 0.5 
kN/m2, 마찰각은 40o를 적용하였다.

그리고 폐석의 탄성계수와 포아송비는 구조물 기초 

설계기준 해설의 모래 및 자갈을 참조하여 그 중간값인 

125.5 MPa, 0.25를 적용하였다.

4.2 암반층의 강도정수

암반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불연속면의 

상태 및 특성을 분석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반 사

면은 주로 취약한 불연속면을 따라 거동하게 되므로 대

상사면의 불연속면의 공학적인 특성에 많은 영향을 받

게 되는데 절리면의 전단강도에 주로 좌우된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암반분류를 통한 이 조사지역의 개략적인 

암반 특성을 파악한 후, 현장에서 조사된 지표지질조사, 
암석의 일축압축강도 및 관련문헌 등을 비교분석하여 

적절한 암반의 전단강도를 산정하였다.
연구대상 지역에 분포하는 암종은 석회석, 돌로마이트,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실험실 기본물성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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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본물성 실험결과

구  분
단위중량
(kN/m3)

흡수율
(%)

탄성파속도(m/sec) 인장강도
(MPa)

일축압축강도
(MPa)

탄성계수
(GPa) 포아송비

P파 S파

화강암 26.32 0.424 2940 1950 20  67 22.40 0.332

석회암 27.24 0.271 4550 2840 11  69 43.17 0.221

돌로마이트 27.57 0.134 4330 2690  8 128 57.41 0.314

표 3. 불연속면에 대한 전단시험결과

구  분 최대마찰각(o) 잔류마찰각(o) 겉보기점착력(MPa) JRC

화강암 36.6 32.7 0.09 6 - 8

석회암
층리 27.2 24.4 0.05 2 - 4

절리 35.9 33.2 0.08 4 - 6

돌로마이트
층리 28.0 25.6 0.07 4 - 6

절리 31.9 28.3 0.07 4 - 6

험과 불연속면, 즉 절리 및 층리에 대한 전단시험결과는 

각각 표 2 및 표 3과 같다. 그리고 현장에서 Schmidt 해
머를 이용하여 측정한 압축강도는 석회암의 경우 45～
90 MPa, 돌로마이트 55～95 MPa, 화강암 80～130 MPa
이었다. 불연속면의 JRC는 2～8의 분포를 보이며, 최대

마찰각은 27.2o～36.6o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암반사면에 대한 RMR 분류 결과, 그 점수는 F 지역

에서의 석회암은 75, 돌로마이트는 68 이었으며, K 지
역은 석회암 70, 돌로마이트 64, G 지역의 화강암은 59
이다. 화강암의 경우는 비교적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석회암이나 돌로마이트 보다 낮은 값을 보

이고 있다.
암반에 대한 강도정수인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은 크게 

경험식에 의한 방법, RMR 등급에 따른 값, Hoek-Brown 
식에 의한 방법으로 구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3가
지의 암종이 분포하기 때문에 식 (4)와 같이 일반화된 

Hoek-Brown 식을 이용하였다. 

   









 



 (4)

여기서, mb와 s는 절리암반에 대한 강도정수이다. 일반

화된 H-B 식에서는 기존의 지수 0.5가 새로운 강도정

수 a로 대체됨으로써 보다 다양한 암반상태에 대한 적

용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새로운 암반분류지수인 

GSI(Geological Strength Index)를 도입하여 강도정수

들을 추정하는 방법이 함께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 

GSI 값을 RMR 분류결과로부터 GSI=RMR89-5로 계산

하여 적용하였다9). 

사면안정해석을 포함한 다양한 암반공학 문제점을 분

석하기 위하여 주응력보다 전단응력()과 수직응력()
으로 암반의 강도식이 표시되는 것이 편리하다. 일반화

된 Hoek -Brown 식에 대응되는 Mohr 포락선은 Balmer
에 의해 유도된 식 (6)을 이용하여 작도할 수 있다. 

   
  

  
,       (5)

이 식에서 필요한 는 식 (6)과 같이 구해진다.



  










 



 (6)

Mohr 포락선을 직선으로 근사시킨 Mohr-Coulomb 
식이 사면공학을 포함한 암반공학 분야에서 광범위하

게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Mohr 포락선을 적절

한 방법으로 근사시킬 필요가 있다. Balmer 방법으로 

구한 Mohr 포락선의 접선에 해당하는 내부마찰각과 점

착력을 사용하여 안정성 해석을 수행하면 너무 낙관적

인 해석결과를 얻게 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대신에 Hoek 
등은      범위에서 파괴포락선을 평균

적으로 근사하는 직선 (  ) 관계로 표현된 Mohr- 

Coulomb 식을 구하고 이로부터 식 (7) 및 식 (8)과 같

이 내부마찰각( )과 점착강도(c)를 구하여 사용하는 것

을 제안하였다. 이 근사 직선식은 그림 3에 나타낸 것처

럼 Mohr-Coulomb 직선식과 Hoek-Brown 식으로 둘러

쌓인 상하면적이 동일하게 되는 조건을 적용하여 유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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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Hoek-Brown 파괴식의 Mohr-Coulomb 근사식(Hoek 
등, 2002)

표 4. 암반 강도정수의 산정결과

구  분
단위중량
(kN/m3)

점착력(c)
(kPa)

내부마찰각( )
(o)

변형계수(Erm)
(MPa) 포아송비

F
석회암 27.24 1310 42.4 6960 0.221

돌로마이트 27.57 1000 37.2 4640 0.314

K
석회암 27.24 901 42.2 4520 0.221

돌로마이트 27.57 721 37.4 3650 0.314

G 화강암 26.32 779 49.5 3700 0.332

표 5. 사면안정 해석용 대표단면 현황

지  역 단   면 사면의 높이(m) 법면의 길이(m) 사면경사 구성지반

B A - A' 19.57 32.86 1 : 1.348 원석+발파암

C B - B' 41.61 75.91 1 : 1.509 폐석+발파암

D C - C' 194.11 392.53 1 : 1.171 폐석+발파암

F D - D' 144.82 170.30 1 : 0.535 발파암

G E - E' 83.69 101.83 1 : 0.626 발파암

J F - F' 103.30 235.45 1 : 1.202～1.482 원석+발파암

K G - G' 103.45 149.33 1 : 0.667 발파암

   
  



           
   (7)

 
            

  

                   
 

  (8)

여기서    이다. 

암반의 변형계수(Erm) 산정에 관하여 다양한 식 들이 

발표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H-B 식에서 적용한 GSI
를 이용하는 Hoek & Diederichs에 의해 2006년 발표

된 식 (9)을 이용하였다10).

  






   
    

 (9)

위에서 검토한 실내시험, RMR 등급 및 H-B 식에 의

하여 구한 암반의 강도정수 결과는 표 4와 같다. 산정결

과 점착력은 721～1310 kPa, 내부마찰각은 37.2o～49.5o, 
암반 변형계수는 3650～6960 MPa의 범위를 갖는다.

한편, 암반층내에 발달한 절리 및 층리에 대한 강도정

수는 실험실 전단시험 결과를 이용하였으며, 단층면에 

대한 강도정수는 기존문헌자료를 참조하여 화강암내에 있

는 점토로 충진된 단층은 마찰각 25o, 점착력은 50 kPa, 
석회암 및 돌로마이트층의 경우 마찰각은 17o, 점착력은 

100 kPa로 산정하였다6). 

5. 페석 적치장 사면안정 해석 

5.1 검토단면의 선정

폐석 적치장 중 사면의 안정성 검토가 요구되는 덤핑지

점은 총 7개 소로, 그 중 4개 소는 폐석더미 위에서 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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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A' 단면(B 지역) (b) B-B' 단면(C 지역)

(c) C-C' 단면(D 지역) (d) D-D' 단면(F 지역)

(e) E-E' 단면(G 지역) (f) F-F' 단면(J 지역)

(g) G-G' 단면(K 지역)

그림 4. 페석 적치장의 대표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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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상재하중 없음 (b) 상재하중 작용시

그림 5. B 지역의 SLOPE/W에 의한 해석결과

그림 6. 요소망과 경계조건

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고, 나머지 3개 소는 절취된 암

반사면위에서 그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총 7개 소의 

덤핑지점중 사면의 안정성 해석에 필요한 대표적인 단

면은 가장 사면고가 높고 경사진 곳을 선택하였으며, 
이를 나타내면 표 5 및 그림 4와 같다.

5.2 폐석층 사면 안정해석

본 검토에서는 덤핑 투하지점이 폐석층 위에 있는 경

우로 B, C, D, J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해석시 덤핑하

는 65톤 용량의 덤프트럭이 폐석적재를 고려하면 130
톤이 되나, 차량의 이동이나 정지시 충격 등을 감안하

여 안전율 2.0으로 계상할 때 상재하중은 260톤을 적용

하였다. 이때 덤핑 투하시 폐석의 무게가 차량 뒤쪽으로 

쏠리는 현상을 고려하여 앞바퀴에는 차량 적재하중의 

1/3인 86.7톤, 뒷바퀴에는 2/3인 173.3톤을 적용하였다. 
또한 직접 덤핑 투하를 하기 위해서는 차량 뒷바퀴가 사

면 상부 선단에서 2 m까지 접근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상부하중 적용시 바퀴 위치와 동일한 지점에 집중하중

을 작용시켰다. B, C, D, J 검토대상 지역 중 여기서는 

B와 D 지역의 해석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하기로 한다. 

가. B 지역 해석결과

SLOPE/W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5와 같다. 이때 안전율은 앞에서 언급한 Bishop법
을 이용한 해석에서 구하였다. 운반차량의 상재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와 작용할 경우 안전율은 각각 1.363
과 1.215로 나타나 그 차이는 12% 정도이며, 기준 안전

율을 만족하므로 덤핑에 따른 폐석 적치장 사면의 안정

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PLAXIS 유한요소해석을 위한 요소망과 경계조

건을 나타내면 그림 6과 같다. 이때 하나의 요소(element)
에서 절점(nodal point)의 수는 15개이며, 경계조건은 좌

우측면은 수평방향의 변위를 구속시켰고, 하부는 수평 

및 수직방향의 변위를 구속하였다.
여기서 상재하중을 작용할 경우 변형된 요소망, 변위, 

소성역 분포 및 예상되는 파괴 활동면도를 나타내면 그

림 7과 같다. 해석결과 총변위는 상재하중이 작용하지 

않을 경우와 작용할 경우 각각 폐석사면 상단에서 최대 

7.54 mm, 13.54 mm가 발생하였다. 그리고 소성역은 

폐석층 사면 상부에서 암반층으로 발달하거나 폐석층 

표면에서 관찰되지만, 폐석층 내의 활동면에 따라 나타

나지 않으므로 사면의 파괴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강도감소법에 의해 계산된 사면의 

안전율  는 각각 1.122와 1.108로 나타나 그 차이

는 1.3% 정도로 아주 미미하며, 덤핑 투하 작업에 따른 

사면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 

나. D 지역 해석결과

SLOPE/W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석결과는 그림 8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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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변형된 요소망 (b) 변위 결과

(c) 소성역 분포도 (d) 예상 파괴활동면도

그림 7. B 지역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a) 상재하중 없음 (b) 상재하중 작용시

그림 8. D 지역의 SLOPE/W 해석결과

같다. 상재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와 작용하는 경우 

안전율은 각각 1.077 및 1.072로 나타나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PLAXIS 유한요소해석 결과를 나타내면 그림 9와 

같다. 총 변위는 폐석사면 상단으 바로 아래에서 688.21 
mm가 발생하였으며, 소성역은 폐석층내 전부분에 걸

쳐 발생하고 있고, 그 폐석층 상부에서 하부까지 광범

한 범위에 걸쳐 연결되어 있으므로 사면의 안정성 확보

는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예상 파괴활동면도는 사면 

상부에서 하부까지 크게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해석대상 B, C, D, J 폐석층 사면에 대한 해석결과를 

요약하면 표 6과 같다. D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폐석 

적치장 지역은 기준 안전율보다 큰 안전율이 도출되어 

사면의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상재하

중 작용의 유무와 관련하여 사면고가 낮은 B 지역의 

SLOPE/W 해석을 제외하고는 두 해석 모두 미미한 차

이를 보이고 있으므로, 사면 안정성 측면에서 폐석 운

반차량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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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폐석 적치장 사면의 안정성 해석결과 요약

구 분

안전율(Safe Factor)

SLOPE/W PLAXIS

상재하중 없음 (a) 상재하중 있음 (b) (a/b) 상재하중 없음 (a) 상재하중 있음 (b) (a/b)

B 1.363 1.215 1.122 1.122 1.108 1.013

C 1.608 1.577 1.020 1.233 1.215 1.015

D 1.077 1.072 1.005 - - -

J 1.900 1.887 1.007 1.165 1.143 1.019

(a) 변위 결과

(b) 소성역 분포도

(c) 예상 파괴 활동면도

그림 9. D 지역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5.2 암반층 사면 안정해석

덤핑 투하 지점이 암반층 위에 있는 경우로 F, G, K 

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3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암반

층 사면의 해석은 평사투영법, 한계평형법, 유한요소해

석법을 이용하였다. 
평사투영법은 DIPS 5.03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현장에서 측정한 각종 불연속면의 방위와 불연속면 시

험결과를 토대로 해석한 결과를 나타내면 표 7과 같다.
해석결과 F와 G 지역은 그림 10과 같이 폐석 덤핑 투

하지점 상부에 있는 사면에 점토로 충진된 단층과 다수의 

절리군이 있어 평면파괴와 쐐기파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반면 K 지역은 층리면과 1개 절리군이 전

도파괴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덤핑 투하 지점 

바로 아래 소단까지의 사면 경사는 1 : 0.871(49o)로 완

만하여 전도파괴는 발생치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평사투영법에 의하여 사면의 잠재적인 파괴 가능성을 

평가한 후 한계평형법에 의해 평면파괴 및 쐐기파괴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F
와 G 지역의 평면파괴 해석에 대한 안전율은 각각 0.464
와 0.618로 나타나 암반 사면의 안전율을 만족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 지역의 쐐기파괴 해석결과는 

건기시는 1.590으로 기준 안전율 1.5를 만족하나 우기

시는 기준 안전율 1.2보다 작으므로 우기시 사면의 안

정성 확보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전체적인 사면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F 

지역과 K 지역에 대하여 유한요소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각각 그림 11 및 12와 같다. F 지역의 총변위

는 덤핑 투하 지점 선단에서 최대 160.16 mm, K 지역은 

사면 하부에서 위로 2번째 소단 지점에서 최대 39.28 
mm가 발생하였다. 두 사면의 소성역은 Tension Cutoff
에 의해 사면 정상부 주위에서 발달하고 있으나, 이것

은 사면의 굴착에 의해 지표면의 지반이 이완되어 나타

난 현상으로 예상파괴 활동면과는 연관성이 없으므로 

사면의 안정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다. 강도감소법에 의해 안전율 계산결과 각각 2.150 및 

3.338로 나타나 전체적인 사면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F 지역은 폐석운반차량 상부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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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암반층의 평사투영 해석결과

검토 지역 적용 경사 평면, 전도파괴 검토 쐐기파괴 검토

F 1:0.535

파괴 가능성 평가
• 덤핑지점 상부에 있는 단층대와 돌로마이트층내

에 있는 절리가 평면파괴의 가능성 있음. 
• 전도파괴 가능성 없음.

• 덤핑지점 상부에 있는 단층대 50/107과 돌로마이
층내에 있는 절리 60/130 사이에 쐐기파괴 가능
성 있음.

G 1:0.667

파괴 가능성 평가
• 사면내에 있는 단층대와 1개의 절리군이 평면파

괴의 가능성 있음. 
• 전도파괴 가능성 없음.

• 1개의 단층대와 3개의 절리군 사이에 쐐기파괴의 
가능성 있음.

K 1:0.626

파괴 가능성 평가
• 평면파괴 가능성 없음. 
• 층리면과 1개의 절리군이 전도파괴 가능성 있음.

• 쐐기파괴 가능성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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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 지역 (b) G 지역

그림 10. F와 G 지역의 사면 및 단층면 전경

표 8. 한계평형 해석에 의한 안전율 계산결과

구   분

한계평형 해석에 의한 안전율

평면파괴* 쐐기파괴

건기시 우기시 건기시 우기시

F 0.534 0.464 - -

G 0.681 0.618 1.590 0.631

K - - - -

* 단층면에 대한 평면파괴 해석임.

(a) 변형된 요소망 (b) 변위 결과

(c) 소성역 분포도 (d) 예상 파괴 활동면도

그림 11. F 지역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석회석 광산에서 폐석 적치장 사면의 안정성 평가488

(a) 변형된 요소망 (b) 변위 결과

(c) 소성역 분포도 (d) 예상 파괴 활동면도

그림 12. K 지역의 유한요소해석 결과

단층면의 영향으로 평면파괴에 대한 안전율이 확보되

지 않으므로 단층면이 발달하지 않은 지역으로 폐석 덤

핑 투하 지점의 이동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6. 안정성 확보 방안에 대한 제안

폐석 덤핑 투하 지점이 폐석층과 암반층에 따라 사면

의 안정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이 때 폐석층의 안전율

은 점진적으로 덤핑 투하가 이루어지면서 앞으로 전진

해나가는 점을 고려하여 최소안전율 1.1을 적용하였으

며, 암반층인 경우는 한 곳에서 집중적으로 오랜 시간

동안 덤핑 투하가 이루어지므로 연구적인 사면의 기준

안전율로서 건기시는 1.5, 우기시는 1.2를 적용하였다.
해석결과 폐석층에 대한 안전율은 Bishop 법을 이용

하는 SLOPE/W와 강도감소법을 이용한 유한요소해석

인 PLAXIS 해석에서 D 지역을 제외하고는 모두 허용 

안전율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반층 G 지역의 

경우 덤핑지점 상부에 있는 단층대는 허용 안전율을 만

족하지 않으므로 덤핑작업하는 폐석운반차량의 안정성 

확보는 곤란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사면의 전체적

인 거동에 대한 PLAXIS 해석결과 그 안전율은 2.150

으로 대규모 사면의 붕괴는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

다. J 지역은 단층대 및 절리가 평면파괴에 대하여 허용 

안전율 이하로 나타났으며, 쐐기파괴에 대한 결과는 건

기시 1.590으로 허용 안전율을 만족하나, 우기시는 0.631
로서 허용 안전율 이하고 나타나므로 사면은 불안정한 

것으로 평가된다. K 지역의 경우는 층리 및 1개 절리군

이 전도파괴 가능성이 있으나, 덤핑지점 바로 아래 사

면의 경사가 완만하여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면의 대책공법은 크게 안전율을 유지하는 공

법과 안전율을 증가시키는 공법으로 나눌 수 있다. 안
전율을 유지하는 공법은 사면의 배수공을 설치하거나 

네트, 매트, 식생, 숏크리트, 돌붙임, 콘크리트 피복, 낙
석방지공 등 표면보호공을 이용하는 방법이며, 안전율

을 증대시키는 공법은 사면경사완화공법, 누름성토공법, 
옹벽공법, 보강토공법, 억지말뚝공법, 앵커, 록볼트 및 

소일 네일링 공법 등이 있다.
본 연구대상 지역은 현장에서 덤핑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폐석 적치장의 광산사면 특성상 위에 열거

한 안전율을 증대시키는 공법의 적용은 한계가 있기 때

문에 현장에서의 작업여건을 감안한 방안을 제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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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하며, 이 연구에서는 위의 해석결과를 토대로 

그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사면 중 B 지역은 석회석 광석을 덤핑 투하로 적치하

고 필요시 형성된 사면의 하부에서 재채굴하여 사용하

는 곳이다. 해석결과 안정한 것으로 평가되었지만, 사면

의 하단부에서 광석을 재채굴시는 급경사가 형성되므

로 광석운반차량의 덤핑 투하시 안전율 확보가 곤란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지역은 적치된 광석을 재

채굴시에는 덤핑작업은 금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즉, 덤
핑작업과 재채굴작업의 병행이 이루어지지 않아야 한

다는 것을 의미한다. D 지역은 폐석 사면의 안정성 확

보가 곤란하므로 사면의 경사를 완화시키는 작업이 이

루어져야 하며, 폐석 사면 상단부에서의 직접적인 덤핑 

투하는 금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사면경사를 완화시키

고, 파괴 활동면을 벗어난 지역에서 덤핑 후 도져에 의

해 Push하여 적치장을 형성하는 방안을 추천한다. 
B, C, D, J 지역의 사면에 대하여 공통적으로 집중호

우나 태풍 등에 의한 강우시는 물이 사면 내로 침투함

으로서 안전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으므로 가능한 사면 

상단부에서의 직접적인 덤핑 투하는 지양하는 것이 필

요하다. 또한 직접 덤핑 투하시는 선단에서 국부적인 

파괴가능성이 잠재하므로 현장에서 균열조사나 침하 

등 사면 상부 선단의 안정성 점검을 철저히 하여야 한

다. 또한 동결융해에 따라 폐석층 지반의 이완과 강도 

저하로 침하에 따른 국부적인 파괴위험이 있으므로, 해
빙기시는 사면내로 물이 흘러나오는지를 면밀히 검토․
분석한 후 작업하는 것이 중요하다.

암반층 사면의 경우 F와 G 지역은 단층대 발달이 없

는 지역으로 덤핑 투하 지점을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하

여야 한다. 또한 F, G, K 지역은 그 주변의 광석채굴로 

인한 발파진동 및 폐석운반차량의 충격하중 등에 의해 

지반의 이완과 손상 등이 발생되어 사면 상부 선단의 국

부적인 파괴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암반의 Scaling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주기적으로 균열조사나 국

부적인 흘러내림 등의 관찰과 조사가 필요하고, 폐석층

과 마찬가지로 해빙기 시에는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G 지
역은 단층대가 발달되어 있지 않은 지역으로 덤핑 투하

지점을 옮기더라도 우기시 쐐기파괴에 대하여 안정성

이 확보되지 않으므로 세심한 주의와 관찰이 요구된다.

7. 결 론

노천 석회석 광산의 폐석 적치장을 대상으로 총 7개
소 사면에 대하여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광산 현

장으로부터 제공받은 채굴도면, 단면도 및 지질도 등의 

검토와 지표지질조사 및 암석시험, 암반분류 등을 실시

하였으며, 사면안정해석을 위해 폐석층 및 암반층에 대

한 강도정수를 구하였다. 폐석층 사면에 대해서는 지속

적으로 성토되어 진행되므로, 임시사면을 감안하여 사

면의 안전율은 건기시 조건으로 최소안전율 1.1로 결정

하였으며, 암반층 사면은 한 지점에서 지속적인 덤핑작

업이 이루어지므로 영구적인 안전율인 건기시 1.5, 우
기시 1.2로 선정하였다.

해석결과 폐석층 사면중 B, C, J 지역은 그 안전율이 

1.108～1.900로서 안정성 확보가 가능한 사면으로, D 
지역은 그 안전율이 1.072이고 유한요소해석결과 폐석

층 전반에 걸쳐 소성역이 분포하므로 불안정한 사면으

로 평가되었다. 암반층 사면중 F 지역은 덤핑 작업로 상

부의 단층면에 의해 평면파괴가 예상되고, G 지역은 단

층 및 절리 불연속면 들에 의해 평면파괴 및 쐐기파괴

가 예상되었다. 한계평형해석결과 평면파괴에 대한 안

전율은 0.464～0.681이고 우기시 쐐기파괴에 대한 안

전율은 0.631로서 기준 안전율을 만족하지 못하므로, 현
재 운영되고 있는 F와 G 지역의 덤핑지점은 불연속면 

발달이 양호한 지역으로 이동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집중호우나 태풍시에는 물이 사면내로 침투함

으로서 안전율이 저하되므로, B, C, D 지역과 같이 폐

석층 사면 위에서의 덤핑작업은 가능한 배제하여야 하며, 
새로운 지점으로 이동한 F 지역이나 K 지역과 같이 암반

층 사면 위에서의 덤핑 투하작업을 추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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