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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지반침하가 발생한 두 곳의 석회석 광산 지역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침하 원인과 향후 위험지역을 추

정하고자 하였으며, 해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암반공학적 해석을 수행하여 광산 개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자 하

였다. 연구지역은 점토와 모래질 토층의 석회석 광산 인근 지대(연구지역 1)와 석회석 광산과의 연관성이 예측되는 채굴

적 상부 지대(연구지역 2)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지역 1, 2의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침하 발생 위치 하부에서

각각 70 ~ 120 ohm-m, 20 ~ 50 ohm-m의 상대적으로 저비저항 이상대가 확인되었다. 연구지역 1은 2차원 전기비저항

단면을 파악하여 3차원 역산 해석을 통해 지반침하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연구지역 2는 침하가 발생하고 이상대가 관

찰된 측선 7번에 대하여 암반공학적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고, 침하의 원인과 향후 침하 발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지반침하, 석회암, 전기비저항 탐사, 안정성 해석, 광산

Abstract: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were conducted at two subsidence areas near and at limestone mine sites,

respectively, in order to estimate their causes of subsidence and the regions of potential occurrence. In addition, the

linkages of mine development with these subsidences were investigated by the rock engineering analysis. Two study areas

have different geological setting. One study site is the land subsidence area, which contains clay and sandy soil near

the limestone mine, The other study site is the land subsidence area located just above the mine, which is expected to

be relevant to the limestone mine. As results of two-dimensional (2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s at the sites 1 and 2,

low resistivity zones, which are 70 ~ 120 ohm-m and 20 ~ 50 ohm-m, respectively, were found under the subsidence

zones. For the study site 1, the possibility of subsidence was confirmed by using three-dimensional (3D) inversion

performed with 2D resistivity profiles. For the study site 2, the cause of the subsidence and the possibility of subsidence

occurrence were confirmed by rock engineering computation with regard to measurement line 7 in which low resistivity

accompanied by subsidence area was observed.

Keywords: Ground subsidence, Limeston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Stability analysis, Mine

서 론

지반침하는 석회암 지역에서 발생되는 자연공동 및 광산 채

굴의 인위적인 공동으로 인한 침하와 매립지 또는 간척지에서

발생되는 연약지반 침하로 분류된다. 이 중 지하공동에 의한

지반침하는 통상적으로 급속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재

산피해가 심각할 뿐만 아니라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다(Murck

et al., 1995; Keller, 1996). 반면에 석회암 지역의 지반침하는

석회암 자체의 붕괴에 의한 경우는 드물며 상부 토사가 점차

하부 공동으로의 이동에 따른 침하현상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

다(Shin et al., 2004). 따라서, 석회암 지대에 위치한 광산 및

주변 침하지에 대한 조사를 통해 공동 상부에서 발생될 수 있

는 침하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

지반침하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지하공동을 조사하기 위하

여 다양한 물리탐사 기술들이 적용되어 왔으며, 전기비저항 탐

사, GPR (Ground Penetrating Radar) 탐사, 고정밀 중력 탐사,

탄성파 탐사, 토모그래피 탐사, 물리 검층 등이 대표적이다

(Kim et al., 2006). 이들 탐사법 중에 지표부근의 공동탐지에

는 전기비저항 탐사(Mark and Eric, 1999; Roth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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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밀 중력 탐사(Yuhr et al., 1993; Dourado et al., 2001), 탄

성파 탐사(Park et al., 1999) 등이 이용되고 있으며, 물리탐사

기법 중 최고 분해능의 지하영상을 제공하는 GPR 탐사는 지

하 심도 수 m 내외의 천부에 분포하는 공동 탐지 및 이와 수

반되는 토양층 교란 조사 등에 응용되고 있다. 한편, 지표탐사

의 경우보다는 응용빈도가 낮으나 비교적 심부에 위치하는 공

동 탐지를 위하여 시추공 탄성파 토모그래피, 전기비저항 토모

그래피 및 레이다 토모그래피(Kim et al., 2004) 기술이 이용

되고 있다. 이와 같은 다양한 물리탐사기법이 석회암 지대의

공동탐지에 이용되고 있지만 주로 2차원 탐사 결과로부터 해

석하고 있어 공간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지하공동을 파악하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들어 3차원 탐사 및 해석기술

이 발달하면서 지반구조의 3차원 영상화가 지반조사 분야뿐만

아니라 환경, 지질재해분야의 조사 및 유지관리 기술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두 곳의 석회석 광산 지

역에서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침하 원인과 향후 위험지

역을 추정하고자 하였으며, 해석의 한계성을 극복하기 위해 암

반공학적 해석을 수행하여 광산 개발과의 연계성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연구지역은 점토와 모래질 토층의 석회석 광산 인

근 지대(연구지역 1)와 석회석 광산 채굴적 상부(연구지역 2)

를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지역 1은 개발 중인 석회석 광산과

는 다소 거리가 떨어져 있어 지반침하 현상이 광산개발과 직

접적인 상관성은 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는 석회암 지대에서 발생하는 지반침하와 연관된 저비저항 이

상대를 기초로 3차원 영상화를 통해 지반침하 발생 가능성이

큰 위치를 제시하였다. 연구지역 2는 연구지역 1과 달리 석회

석 광산 채굴적 상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현상에 대해 그 원

인 및 연약대를 추정하기 위해 물리탐사를 이용한 지반조사를

수행하였다. 또한, 암반공학적 전산해석을 통해 연약대의 안정

성 평가를 실시하여, 광산 개발이 연약대에 미치는 영향을 파

악하였다.

연구지역

연구지역 지질

Fig. 1은 청원군 지역에 위치한 연구지역의 위치와 두 곳 연

구지역의 지질도로, 운교리층과 이를 후기 관입한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되어 있고 협재된 결정질석

회암으로 구성된다. 두 광산 모두 초기에는 지표에서 노천 채

굴 이 후 채광지역이 깊어지면서 갱내채광을 실시하고 있다.

석회암을 협재하고 있는 운교리층의 주향 및 경사는 연구지역

1에서 N30-40E, 60-80NW, 연구지역 2에서 N50E, 70-80NW

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지역 1에서 불연속면은 크게 3가

지로 N78E, 77°NW N73E, 10°NW, N48W, 89°NE의 방향성

을 나타내고 있으며 대부분 보통 풍화 상태를 보였다. 연구지

역 2의 불연속면도 크게 3가지로, N60E, 70°SE, N15W,

82°SW, N55W, 33SW의 방향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약한 풍화

상태를 보였다. Fig. 1(a)에서 제시된 석회암은 연구지역 2를

중심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연구지역 1 방향으로 진행되며 단

속적으로 연장 발달되어 있다.

Fig. 1. (a)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1 and 2. Yellow Line indicates the locations of the crystalline limestone. (b) Geologic map at a

study site: study site 1 (up) and study site 2 (down).



석회석 광산지역 지반침하 분석을 위한 물리탐사 기술 적용 연구 209

지반침하 사례

Fig. 2는 연구지역 1과 2에서 침하가 발생했던 지점을 제시

한 결과이다. 두 지역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의 경우 상부 토사

층에 따라서 분류할 수 있다(Waltham et al., 2005). 상부 토사

층이 사질토인 경우 하부 공동이 점차 붕락됨에 따라 그 영향

이 지표까지 전달되어 점성토에 비해 상대적으로 완만하고 서

서히 침하가 일어나는 경향을 보인다(Fig. 3(a)). 반면, 상부 토

사층이 점성토인 경우는 사질토에 비해 그 자체의 역학적 지

지력이 있으므로 하부 공동의 붕락 초기에는 그 영향이 지표

까지 바로 나타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된 후에 함몰형

태의 지표붕락이 발생하게 된다(Fig. 3(b)).

연구지역 1(Fig. 2(a))에서 발생된 침하는 갱내 채굴적과 115

~ 150 m 떨어진 채굴적 인근 하천수로 및 공터와 370 ~ 550

m 떨어진 농경지에서 발생하였고, 현재 모든 침하지는 ○○광

산측에서 매립하여 흔적을 확인할 수 없었다. 연구지역 2(Fig.

2(b))에서 보이는 전기비저항 탐사 측선 1, 2번에 위치한 침하

지점은 갱내 채굴적에서 150 m 떨어진 곳에서 발생하였으며

측선 3 ~ 6번에 위치한 침하는 채굴적 상부에서 발생했다. 이

지역 역시 모든 침하지점은 △△광산측에서 매립하였지만, 측

선 1, 2번에 위치한 침하의 주변에서 소규모 함몰형 침하를 포

함하여 일부 균열발달로 인한 침하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연구지역 1에서 나타난 지반침하는 갱내

채굴적과 거리가 멀고 점토와 실트크기 입자들을 함유한 모래

질 토층으로 Fig. 3(b)에 속하며, 연구지역 2의 경우에는 갱내

채굴적 상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광산과의 직접적인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비저항 탐사

전기비저항 탐사 장비는 스웨덴 ABEM사의 Terrameter-LS

를 사용하였다. 탐사 측선 배열은 두 연구지역 모두 운교리층

이 북동 방향으로 분포하는 것을 고려하였다(Fig. 1). 연구지역

1은 지반침하 이력이 있는 경작지 및 농경지의 넓은 영역을 대

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지역 2는 지반침하가 채굴적 상부에 위

Fig. 2. Location of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lines considering

subsidence areas at the study site: (a) study site 1 and (b) study site 2.

Fig. 3. Schematic view of subsidence shapes by soils characteristic of the upside cavities (Waltha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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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굴진방향(북동)을 고려한 측선을 계

획하였다.

전극 간격은 연구지역 1에서 10 m, 연구지역 2에서는 지형

조건을 고려하여 4, 5, 10 m를 대상으로 쌍극자배열 2차원 전

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였다(Table 1).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는 DIPROfWin (Kim, 2001)을 사용하여 역산을 실시하였다.

역산은 유한 요소법(FEM)을 모델링 알고리듬으로 사용하며,

2차 미분 평활화 제한을 가한 반복적 최소자승 역산법을 사용

하였다.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Fig. 4는 연구지역 1에서의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펜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사전 문헌에 나와 있는

Table 1. Description of the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lines using

dipole-dipole array in study site 1, 2.

Site number Line number Length Spacing

1

1 and 6 160 m 10 m

2, 3, 4 and 5 180 m 10 m

7 and 8 150 m 10 m

9 100 m 10 m

10 200 m 10 m

2

1 and 2 200 m 10 m

3 and 7 100 m 5 m

4 70 m 5 m

5 and 6 72 m 4 m

Fig. 4. Resistivity distributions of the fence diagram based on two-

dimensional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t the study site 1 with

locations of subsidence.

Fig. 5. Fence diagram based on the resistivity structures of line 3, 4 and 5 with locations of subsidence and resistivity distribution in the

survey line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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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조사 결과 연구지역의 지표는 점토와 실트 입자들을 함유

한 모래질 토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 토층이 점성토인 경

우, 석회암 공동이 점토로 충전되어 있고 지하수의 영향이 있

을 경우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비저항 특성(50 ohm-m 이하)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Park et al., 2006).

전반적으로 나타나는 표토의 고비저항은 탐사가 수행된 1월

의 낮은 기온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또한, 측선 1 ~ 8번과

측선 10번이 교차하는 지점 근처의 표토는 상대적으로 고비저

항을 나타내었다. 이는 측선 10번과 평행하게 위치한 수로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심도 10 ~ 30 m 사

이의 저비저항은 운교리층의 협재된 결정질 석회암의 공동에

점토성분이 충전되어 있고 지하수위가 지표 근처에 형성되어

나타나는 영향으로 해석된다.

과거 지반침하 인접한 위치에 있는 측선 3, 4, 5, 10번을 이

용하여 침하지에서의 전기비저항 분포 범위를 파악하고자 하

였다. Fig. 5는 측선 3, 4, 5번의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를 펜스 다이어그램으로 나타내고 측선 10번의 결과 단면을

제시하였다. 측선 3, 4, 5번의 수직인 측선 10번과 교차하는 위

치와 동일하게 상대적으로 저비저항(70 ~ 120 ohm-m)이 연속

적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사전 문헌에 나와 있는 현장조사

결과 지반침하가 발생한 이후에 공동을 매립한 지역이기 때문

에 다소 높은 저비저항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된다. 측선 10번

(Fig. 5)은 상대적으로 고비저항이 심도 30 m 이상에서 일정하

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비저항은 측선 3, 5번의 일

부 심도에서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측선 4번에서는 고비저항

이 나타나지 않고 저비저항이 심부로 연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하부의 연약대가 존재할 것으로 해석된다.

Fig. 6은 연구지역 2에서의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펜스 다이어그램으로 제시한 결과이다. 측선 1, 2번은 채굴적

으로부터 약 150 m 떨어져 있는 측선이다. 심도 30 m까지 상

대적으로 저비저항이 나타나며 심도가 깊어질수록 1000 ohm-

m 이상의 고비저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측선 3 ~ 7

번은 채굴적 상부에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고 저비저항과 고

비저항이 나타나는 위치가 북동방향으로 연결성이 있을 것으

로 생각된다.

Fig. 7은 연구지역 2에서 지반침하가 많이 발생한 측선 7번

의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를 제시한 결과이다. 측선 7번

의 전극 12 ~ 14번(x = 55 ~ 65 m)에서 지표 하부 약 10 m

부근에 20 ~ 50 ohm-m의 저비저항이 나타나며 심부로 연결

되는 특징을 보인다. 측선 7번 서쪽에 위치한 지반침하 하부

는 그라우팅에 의해 보강되었다. 일반적으로 그라우트가 주입

되면 비저항이 상대적으로 낮아진다(Song et al., 2002). 하지

만, 이 지역의 연약대는 대체적으로 비저항이 낮아 그라우팅

보강을 한 지역이라도 그라우트가 안정화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비저항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쪽에 위치한

지반침하는 상대적으로 저비저항을 보이며 과거 지반침하가

발생하여 연약대로 해석된다. 또한, 저비저항 양상이 심부로의

연결성을 가질 것으로 해석된다. 이 침하지는 현재 복구 작업

이 완료된 상태이나 과거 지반침하의 이력을 가지고 있다. 지

표하부 약 60 m 부근에서 채광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Fig. 6. Resistivity distributions of the fence diagram based on two-dimensional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t the study site 2. The land

subsidence areas were located above the mine (line 3 ~ 7) and far from the limestone mine (line 1 and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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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하수위 강하나 집중호우 등의 요인으로 지반침하가 재발

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석회석 광산 주변 지반침하 지역

3차원 해석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침하지와 인접한 3, 4, 5, 10번

측선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70 ~ 120 ohm-m의 전기비저항 범

위가 나타나는데, 이는 지반침하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지반침하와 연관된 저비저항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하여 3차원 해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역산은 측선 10번과 연결되지 않고 측선 8번과 상대

적으로 거리가 멀어 측선 9번을 제외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역

산 과정은 Geotomo Software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

Res3Dinv (Loke and Barker, 1996)를 이용하였다. 3차원 결과

의 해석은 2차원 해석에서 나타나는 저비저항의 공간적인 분

포 양상을 파악하는데 주안점을 두고자 하였다.

Fig. 8은 연구지역 1의 3차원 역산 결과로부터 얻어진 전기

비저항 분포(x = 200 m, y = 180 m, z = 50 m)에서 지반침

하로 예상되는 저비저항(70 ~ 120 ohm-m)부분을 영상화 한

것이다. 전반적인 저비저항은 결정질 석회암의 방향과 일치하

는 북동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어 공간적인 분포 양상이 잘 나

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의 저비저항 양상은 2차

원 전기비저항 탐사 단면으로부터 얻은 저비저항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A 지역에서는 지반침하가 발생한 지표 하부

의 이상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2차원 전기비저항 탐

사 결과와 마찬가지로 분포 양상이 지표에서 심도방향으로 연

결되는 것으로 보이며 공간적인 연약대의 형태를 확인하였다.

B 지역에서는 측선 4번과 마찬가지로 저비저항이 심부로 연

결되는 특징이 나타남에 따라, 측선 6, 7, 8번에서 나타나는 것

과 유사한 결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포 양상은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지표 하부의 이상대와 유사하며 지반침하 발생 가능

성이 있는 연약대로 판단된다.

Fig. 8에서 나타나는 저비저항 분포도를 통해 침하가 일어났

던 지표 하부의 이상대가 다른 공간에서도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이러한 공간적인 형태들은 잠재적

으로 지반침하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으로 판단된다.

채굴적 상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 지역

앞선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로부터 지반침하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는 측선 7번의 저비저항 분포 양상 및 지반 침하

이력을 이용하여 암반공학적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였다.

암반공학적 안정성 해석

전산해석은 이 지역의 주절리군이 70° 이상의 고경사각을

갖고 있어 현장 절리군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Itasca사의

UDEC 2D (Itasca Consulting Group, 2004)를 이용하였다. 일

반적으로 석회암 지대에서 용식동굴 내에 점토질이나 지하수

가 충전되어 있을 경우 저비저항의 특성이 나타나지만, 전산해

석 상에서는 이를 실제와 동일하게 구현하기 어려워 저비저항

Fig. 7. Calculated resistivity distribution for the survey line 7. A possibility of subsidence occurrence was identified along the line 7 because

low resistivity region coincides to subsidence area.

Fig. 8. Low resistivity imaging from three-dimensional resistivity

distribution at the study site1. A and B zone indicate the anomaly

zone in the present subsidence locations and the expected

subsidence reg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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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공동형태로 가정하였다.

전산해석에 이용된 입력 물성치는 Table 2와 같다. 석회암층

과 표토 사이에 존재하는 암반은 시추조사나 현장조사가 불가

능하므로, 석회암층보다 풍화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으

로 추정하여 보통 수준의 암반으로 가정하였다. 또한, 단위중

량은 실내시험이 수행되지 못하여 Bieniawski (1989)에 의해

제안된 RMR (Rock Mass Rating) 암반등급을 기초자료로 이

용하여 산정하였다. 탄성계수, 점착력, 내부마찰각 등은 RMR

을 적용한 경험식(Kim, 1993)에 의한 값과 실내시험값을 비교

하여 결정하였다. 암반의 포아송비는 평균 실험값을 이용하였

다. 해당 지역에 분포하는 주절리군은 두 조로서, Bandis et al.

(1983)의 제안식을 이용하여 값을 산정하였다.

Fig. 9는 측선 7번에서 확인된 저비저항 위치를 용식동굴로

가정하여 2차원 단면으로 모델링한 것이다.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에 근거하여 해석에 사용된 지층은 하부로부터 석회암층,

상부 암반, 표토층의 세 분류로 구분하였다. 갱내도에 근거하

여 채굴적은 각각 약 17 m, 13 ~ 20 m의 폭과 6 m, 8 m의

높이로 설정하였다. 용식동굴은 지표 하부 10 m 부근의 존재

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지표침하 원인 규명을 위하여 기본 모델에서 용식동굴이 존

재하고 굴착한 이후의 지반거동을 분석하였다. Fig. 10(a)의 변

위 벡터 분포도 분석 결과, 용식동굴 상부 지표면에서는 최대

약 2 m 정도의 변위가 발생한 반면, 채굴적 주변 암반에서는

소규모 변위가 발생하였다. 응력텐서 분포도(Fig. 10(b))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채굴적 주변에는 굴착 이후 응력재분배에

의해 응력아치가 형성되어 채굴적 붕괴는 발생하지 않은 것으

로 확인된다. 소성영역 분포도 분석 결과(Fig. 10(c))에서는 용

식동굴 상부 암반에서 붕괴가 시작되어 토사층의 인장균열과

소성항복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지표침

하가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토사층의 붕괴로 인해 용

식동굴을 좌측 40 m 지표면 부근에서 인장파괴가 발생한 것

으로 확인된다. 전산해석을 실시한 결과, 본 지역에서 과거 발

생한 지반침하는 채굴적 붕괴에 의한 지반침하보다는 용식동

굴에 의해 발생한 지반침하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회암 지대의 지반침하(연구지역 1)와 석회

석 광산 채굴적 상부에서 발생한 지반침하(연구지역 2) 지역을

연구지역으로 선정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실시하였다. 전기

비저항 탐사를 통하여 지반침하와 연관된 이상대를 영상화하

여 해석에 용이함을 확인하고, 지구물리탐사뿐만 아니라 암반

공학적 안정성 해석을 실시하여 지반침하의 원인을 규명하였

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역 1에서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결과, 측선 3, 4,

10번의 지반침하가 발생한 위치에서 심도 10 ~ 30 m 사이에

Table 2. Physical properties used in the computational analysis.

Type
Unit weight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ree)

Tensile strength
(MPa)

Limestone 2,700 41.72 0.23 5.63 45.13 7.00

Overburden rock 2,500 10.29 0.23 1.14 40.13 5.00

Surface soil 1,600 0.01 0.25 0.00 32.00 0.00

Type
Vertical strength 

(MPa/mm)
Shear strength

(MPa/mm)
Cohesive strength

(MPa)
Friction angle

(degree)

Joint 1 8.36 1.53 0.10
0.10

35.5
35.5Joint 2 10.14 0.34

Fig. 9. Computational analysis section based on two-dimensional resistivity survey line 7 was classified as limestone and overburden rock,

and surface soil from the botto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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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저비저항 이상대가 70 ~ 120 ohm-m로 관찰되었다. 지반침

하와 연관된 이상대의 공간적인 분포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3차원 해석을 실시하였다. 3차원 해석 결과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단면으로부터 얻은 심도별 전기비저항 분포도와 유사하

며 일부 영역이 지표에서 심도방향으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이러한 양상을 보이는 이상대는 잠재적으로 지반침하를

발생시킬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2. 연구지역 2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의 측선 7번이 채굴적

상부에 위치하고 과거 지반침하가 발생했던 영역에서 전기비

저항 분포가 저비저항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전산해석을 실

시할 때 용식동굴로 가정하였다. 지반거동을 분석한 결과, 용

식동굴 상부 지표면에서는 최대 약 2 m 정도의 변위가 발생

하였고 채굴적 주변 암반에는 소규모 변위가 발생하였다. 또한

굴착 이후, 채굴적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용식동굴 상부

암반에서 붕괴가 시작되어 인장균열과 소성항복이 발생한 것

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측선 7번에 위치한 조사지역의 과거

지반침하는 채굴적 붕괴에 의한 것보다 용식동굴에 의한 지반

침하로 인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한 지반침하 이상대의

공간적인 분포 파악뿐만 아니라 지반침하의 원인 규명이 가능

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기비저항 탐사를 통해 지반침하 발

생 가능성을 확인하더라도,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하여 공동

의 형성으로 인한 물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어야 할 것

으로 판단된다. 이와 더불어 시추조사를 통해 전기비저항 탐사

에서 나타나는 연약대의 암반 특성을 파악하면, 보다 더 신뢰

성 있는 결과를 얻을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건설기술연

구사업의 연구비지원(15SCIP-B065985-03)에 의해 수행되었

습니다.

References

Bandis, S. C., Lumsden, A. C., and Barton, N. R., 1983, Funda-

mentals of rock joint deformation, In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and Mining Sciences and Geomechanics

Abstracts, 20(66), 249-268.

Bieniawski, Z. T., 1989, Engineering rock mass classifications,

Wiley, NewYork.

Dourado, J. C., Filho, W. M., Braga, A. C. O., and Nava, N.,

2001, Detection of cavities in sandstone using gravity,

resistivity and GPR methods, Brazilian Journal of Geophysics,

19, 19-32.

Itasca Consulting Group, Inc, 2004, 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 2D, Itasca Consulting Group, Minnesota, USA.

Keller, E. A., 1996, Environmental Geology. Prentice Hall, NJ,

USA, 562.

Kim, C. R., Kim, J. H., Park, S. G., Park, Y. S., Yi, M. J., Son,

J. S., and Rim, H. R., 2006, Application of Geophysical

Methods to Cavity Detection at the Ground Subsidence Area

in Karst,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

physicists, 4, 271-278.

Kim, K. W., 1993, Revaluation of geomechanics classifications

of rock masses,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Fig. 10. Stability analysis of subsidence: (a) distribution of

displacement vector, (b) distribution of stress tensor and (c)

distribution of plastic zone.



석회석 광산지역 지반침하 분석을 위한 물리탐사 기술 적용 연구 215

33-40.

Kim, J. H., 2001, Dipro for windows V. 4.0.

Kim, J. H., Cho, S. J., and Yi, M. J., 2004, Borehole radar

survey to explore limestion cavities for the construction of a

highway bridge, Exploration Geophysics, 35, 80-87.

Loke, M. H., and Barker, R. D., 1996, Practical techniques for

3D resistivity surveys and data inversion, Geophysical Pro-

specting, 44(3), 499-523.

Mark, H. D., and Eric, R., 1999, Two-dimensional resistivity

profiling; geophysical weapon of choice in karst terrain for

engineering applications, Hydrogeology and engineering geology

of sinkholes and karst, Balkema, Rotterdam, 219-224.

Murck, B. W., Skinner, B. J., and Porter, S. C., 1995, Environ-

mental Geology. John Wiley & Sons, New York, USA, 154.

Park, C. B., Miller, R. D., and Xia, J., 1999, Detection of near-

surface voids using surface wave, In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the Application of Geophysics to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roblems (SAGEEP 1999), Oakland, CA,

14-18.

Park, S. G., Kim, C. R., Son, J. S., Kim, J. H., Yi, M. J., and

Cho, S. J., 2006, Detection of limesilicate cavities by 3-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39(5), 597-608.

Roth, M. J. S., Mackey, J. R., Mackey, C., and Nyquist, J. E.,

1999, A case study of the reliability of multi-electrode earth

resistivity testing for geotechnical investigations in karst

terrains, Hydrogeology and engineering geology sinkholes

and karst, Balkema, Rotterdam, 247-252.

Shin, J. H., Park, C., Song, W. K., Han, K. C., and Kim, J. H.,

2004, Stability evaluation of subsidence of limestone zone

exiting shallow subsurfac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159-170.

Song, S. H., Jang, E. W., Kim, J. H., Kim, J. S., and Kim, J. C.,

2002,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or evaluation of reinforced

region by cement grouting in dike, Engineering Geology,

12(1), 63-74.

Waltham, T., Bell, F. G., and Culshaw, M., 2005, Sinkholes and

subsidence: Karst and cavernous Rocks in engineering and

construction, Environmental and Engineering Geoscience,

11(2), 180.

Yuhr, L., Bension, R. C., and Butler, D., 1993, Characterization

of karst features using electromagnetics and microgravity: a

strategic approach, Proceedings of the Symposium on the

Application of Geophysics to Engineering and Environmental

Problems, San Diego, California, USA, 209-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