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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치 발파공에 의한 파단면 제어 효과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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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ssment of Notch Effect on Fracture Plane Control
Kwang-Yeom Kim, Dong-Gyou Kim, Dong-Ho Jeong and Sang-Ho Cho

Abstract It has been proven that the pre-cracking notches in a blasting hole are applicable to control crack growth
along specific direction. This study compared the roughnesses of the fracture plane resulting from test blasts using
a regular charge hole and notched charge hole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notches of charge hole on the formation
of fracture plane. A notch bit system was used to drill the notched hole in the rock specimens. The surfaces of
the fracture planes were reconstructed as Digital Elevation Model (DEM) using digital photogrammetric method
and the roughnesses of the surfaces were estimated with Surface Roughness Profile Index (SRp).

Key words Notch, Roughness, DEM, Digital photogrammetry

초 록 발파에서 특정한 방향으로 균열 성장을 제어하는데 장약공 노치가 유효하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어

오고있다 본연구에서는장약공의노치가파단면형성에미치는영향을살펴보기위하여일반장약공과노치.
장약공에의한파단면의표면을비교하였다 암석시편에노치를형성하기위하여노치비트시스템이적용되었다. .
파단면의표면은디지털영상계측법을적용하여 모델로재구성하고 표면거칠기지수를사용하여파단면DEM ,
의 거칠기를 평가하였다.

핵심어 노치 거칠기 디지털 영상 계측, , DEM,

서 론1.

암반의 굴착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화약 발파시 주

변 암반의 손상을 최소화 시키고 매끄러운 파단면을

만드는 것은 발파로 인해 일반적으로 야기되는 문제

점을 상당히 개선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특.
히 터널 발파의 최외곽공과 같이 굴착대상의 최외곽,
부의 발파에 있어서 발파 균열의 제어는 굴착되는 영

역을 최적화 하여 여굴이나 미굴의 발생을 최소화 시

켜줄수있다 일반적으로발파공에서일어나는파괴.
메커니즘은 충격파에 의한 미세균열 생성과 자유면,

절리면 등에서 돌아온 반사파에 의해 미세균열 중 가

장 응력 집중이 되는 부분의 균열들이 선택적으로 확

장되며 이러한 확장된 균열을 통해 가스압이 팽창하

여 균열의 급속한 확장으로 파괴에 이르게 되는 것이

다 발파공에 노치 선균열을 주게 되면 응력 집중을.
선균열 쪽으로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원하는 파단

면 방향으로 노치 선균열을 생성시켜 발파가 가능하

다 그림 은일반천공과노치천공시발파공내에발. 1
생하는 폭굉 압력 전파를 나타낸 것이다.
암반의 발파를 통해 생성된 파단면은 이러한 균열

의 생성 및 확장 과정을 통해 생성되기 때문에 노치

선균열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파단면의 분석이 가

능하다 암반의불연속면에대한다양한특성중기하.
학적 특성 및 거칠기 와 같은 형상에 초점(roughness)
이맞추어진분석방법이다양하게시도되어왔다 표.
면 거칠기는 금속 표면과 같은 나노크기의 측정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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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현미경 측정법김종태 외 등과 같이 정밀한( , 2004)
측정법도 이용되고있으나 대상체의스케일의 제약이

있다 본연구에서는최근에급속도로발전이되고있.
는 디지털 영상 계측을 이용한 파단면의 모델DEM
을 생성하고 모델의 거칠기를 정량화 파라메터DEM
에 의해 수치화 하는 방법으로 노치 선균열의 효과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파단면 생성을 위한 시험편 시험발파2.

시험 절차2.1

노치공 발파에 의한 암석 파단면의 생성 및 평가를

위해 총 개의 시험편포천화강암을제작하였다 천5 ( ) .
공은 점보드릴을 사용하였으며 노치공 결과의 비교,
를 위해 일반공을 동일 조건하에 시험발파를 수행하

였다 본 시험발파에 사용된 시험편은 포천 화강암으.
로 정육면체 형태이며 개의 시험편을(1m×1m×1m) 5
제작하였다 제작된 화강암 시험편은 육안으로 절리.
나 균열이 관찰되지 않는 무결한 암석을 사용하였다.
시험편 천공은 점보드릴을 이용하여 그림 와 같이2

점보드릴의비트와시험편의 천공면이수직이 되도록

위치시키고 시험편의 정중앙을 의 깊이로 천공70 cm
하였다 천공에 사용된 비트는 일반적으로 터널현장.
에서 사용하는 직경 의 원형비트와 선 균열을45mm

일반 발파공(a) 노치 발파공(b)
그림 1. 발파공벽면에 발생되는 폭굉압력 형상.

일반천공(a) 노치천공(b)
그림 2. 시험편 천공.

원형비트(a) 노치비트(b)
그림 3. 천공에 사용된 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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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킬 수 있는 노치비트를 이용하였다정동호 외( ,
노치천공은 원형비트에 노치비트가 추가로 결2007).

합되어 원형비트가원형굴착을하면서노치비트가장

착된 부분에서 선 균열을 발생시킨다. 그림 는 점4(a)
보드릴에 노치비트를 장착한 모식도이며 그림 는4(b)
노치비트가 장착된 모습이다 총 개의 시험편에 대. 5
하여 개의 시험편은 원형비트를 사용하여 그림2 5(a)
와 같은 발파공의 형상이 원형이 되도록 천공하였고,
다른 개의 시험편은 노치비트를 사용하여 발파공의3
형상이 그림 과 같은 노치홈 형상의 발파공이 되5(b)
도록 천공을 수행하였다.

시험편 발파2.2

시험편발파는표 과같이 개의원형발파공시험1 2
편과 개의 노치 발파공 시험편에 대해 에멀젼과 정3
밀폭약으로 서로 다른 장약량을 사용하여 시험편 발

파를 수행하였다 번 시험편은 파단면 생성을 위한. 2
적정 장약량을 산정을 위한 시험편으로 자유면 시험,
편 부피 강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에멀젼 과 정, 250g
밀폭약 을 장전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다 그100g .
림 은 발파전 후의 모습을 나타낸 것으로 시험편의6 ･
형상이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시험편의 파괴가 발생

하였다 에멀젼의 폭발력으로 인한 시험편 완파로 인.

모식도(a) 노치비트 장착(b)

그림 4. 유압착암기에 장착된 노치 비트 시스템.

일반 발파공(a) 노치 발파공(b)
그림 5. 천공이 완료된 시험편 형상.

표 1. 시험편 발파에 사용된 장약 및 장약량

시험편 번호 발파공 형상 장약 장약량

1 노치 정밀폭약 정밀폭약 개4/5 (80g)

2 노치 에멀젼 정밀폭약, 에멀젼 개 정밀폭약 개1/2 (250g)+ 1 (100g)

3 원형 정밀폭약 정밀폭약 개1 (100g)

4 노치 정밀폭약 정밀폭약 개1 (100g)

5 원형 정밀폭약 정밀폭약 개4/5 (80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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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파단면 형성이 힘든 것으로 판단되어 번과 번3 4
시험편은 정밀폭약 을 사용하여 발파를 수행하100g
였다 발파 결과는. 그림 과 에서 나타나는 것처럼7 8
노치공이 천공된 시험편과 일반 천공된 시험편 모두

발파공에서 가장 가까운 자유면 방향으로 이등분 되

어파단면이형성되었다 장약량을조금더줄여정밀.

폭약 을 사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하였으며 그림80g ,
와 에서 알수 있듯이 원형천공에 의한 발파는 시9 10
험편 상부에 최단 자유면 방향으로 약간의 균열만을

발생시키고파괴가일어나지 않았지만노치공 시험편

의 경우 앞서 정밀폭약 개를 사용한 경우와 마찬가1
지로 노치방향으로 시험편이 이등분 되었다.

발파 전(a) 발파 후(b)
그림 6. 번 시험편의 발파 전 후 결과2 .･

그림 7. 번 시험편의 발파 후 결과4 .

발파 전(a) 발파 후(b)
그림 8. 번 시험편의 발파 전 후 결과3 .･

발파 전(a) 발파 후(b)
그림 9. 번 시험편의 발파 전 후 결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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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공과 노치공의 파단면 생성 결과2.3

일반 및 노치공 발파에서 동일조건 하에 파단면이

동시에 생성된 번과 번 시험편을 대상으로 파단면3 4
의 상태를 분석하였다 그림 에서 일반 및 노치공. 11

발파 전(a) 발파 후(b)
그림 10. 번 시험편의 발파 전 후 결과5 .･

정면 방향

발파공 방향

발파공 반대 방향

측면 방향

일반공(a) 노치공(b)
그림 11. 일반공 발파와 노치공 발파 파단면 형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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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에 의해 생성된 두 면의 거칠기는 육안으로 관찰

시 노치공 발파에 의한 파괴면의 표면이 더 매끈하고

파괴면 요철의 기복이 작음을 알 수 있었다.

발파 파단면의 생성3. DEM

대상면의 차원 모델을 생성하기 위해서는3 DEM
두 방향에서 획득한 동일 대상체의 이미지를 통해 정

합점을 찾고 카메라의 외부 표정(external orientation)
인자가 결정하여 차원공간좌표계에 정합점을위치3
시키게 된다. 그림 12는 한 쌍의 이미지의 정합점을

차원 좌표로 변환시키는 원리를 기하학적으로 나타3
내고있다 두개의선인. ′과 ″은정합점 ′, ″으로

부터시작하여카메라의투영중심인 ′과 ″을통과

한 선이다 공간상의 두선. ′과 ″의 교차점이 로 3
차원 공간상에 위치하게 된다 두 선이 정확히 한 점.
에서 일치하지 않는 것은 카메라 외부표정과 이미지

측정에서생기는오차에기인하게된다 이럴경우두.
선의 가장 가까운 거리의 중심점을 최종 차원 공간3
상의 점으로 재구성 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디지털 이미지 획득을 통해 생성된

의DEM 정밀도는 대상물의 크기와 화소수에 따라 정

밀도가결정되므로화소수가큰카메라를선정하는것

이유리하다 본시험에서는(Gaich, 2000). Nikon D2X
기종을 사용하였다 는 유효 화소수. Nikon D2X 1,240

만 화소 셔터스피드 초 의, 30 1/8,000 , ISO 100~800∼
제원을 가지고 있으며 사용렌즈 니콘, AF-S DX ED

는초점거리 렌즈밝기17-55mm F2.8G(IF) 17-55mm,
필터구경 이다 이미지의정합점F/2.8, 77mm . (matching
을가능한정확하게측정하기위해 포인트클라point)

우더 를 이용하였다 포인트 클라우더(point-clouder) .
는 촬영 카메라와 유무선으로 동조되어 촬영시 플래/
쉬의 작동과 동시에 대상물에 타겟을 투사하며 레이,
저로 천공된 슬라이드 를 사용하여 약(point slide)

개의 원형 타겟을 시험편파단면위에 생성시킬20,000
수 있도록 하였다그림( 13).

생성을위한대상파단면의디지털이미지획DEM
득시 측정 대상이 커질수록 이미지상에 표현이 안되

는 면 이 발생할 수있다 본 실험에서(hidden surface) .
는 이러한 면을 최소화 하기 위해 대상시험편을 그림

와 같이 등분하여 각각에 대한 차원 을 생14 4 3 DEM
성하고 생성된 개의 을 합성하는 방법을 사용4 DEM
하였다 그림 는 분할 구역 개의 생성 결과. 15 4 DEM
와 최종적으로 개의 을 중첩시켜 하나의 모델4 DEM
로 구성된 시험편의 파단면 을 나타내고 있다DEM .

파단면 거칠기 분석 결과4. DEM

일반적으로 표면의 거칠기 파라미터로는 통계적 파

라미터와 프랙탈 차원 등이 사용된(fractal dimension)
다 통계적 파라미터로는 높이에 대(Lee et al., 1997).
한 평균값 과 평균 자승값(centerline average value)
(mean 거칠기 단면제곱의 평방평균값square value),
(root 거칠기 형상지수mean square value, RMS),
(roughness 등 다양한 방법들이 다수의profile index)
연구에서 시도되었다 이러한 통계적인 변수들 중에.

그림 13. 파단면에 정합점 생성을 위한 포인트 클라우드.그림 12. 차원 모델생성을위한디지털영상처리원리3 DEM .



김광염 김동규 정동호 조상호ㆍ ㆍ ㆍ 63

서 거칠기를 정량화 하는데 어떤 것이 유용한가를 평

가하는 것은 어렵다.
본연구에서사용된시험편파단면 의거칠기파DEM

라미터는거칠기형상지수 를(Roughness Profile Index)
응용한면거칠기형상지수(Surface Roughness Profile

를이용하였다 는대상표면의총면Index, SRp) . SRp

적을 투영된 평면 면적으로 나눈 무차원량으로 정의

하였다 값이 클수록 면의 굴곡이 크다는 것을. SRp
의미한다.
그림 은 디지털 영상 계측을 통해 구성한 노치공16

발파와 일반공 발파에 의한 시험편 파단면의 을DEM
그리드형태로표현한것이다 그림 과같이발파공. 17

그림 14. 시험편 파단면의 생성을 위한 구역 분할 및 이미지 획득을 위한 카메라 위치DEM .

그림 15. 대상체의 구역별 모델 구성 및 파단면 전체DEM DEM.

노치공 발파에 의해 생성된 파단면(a) DEM 일반공 발파에 의해 생성된 파단면(b) DEM

그림 16. 노치공과 일반공 발파에 의해 생성된 파단면의 비교DE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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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파단면 형성 메커니즘을 고려하여 발파공과

가까운 부분부터 점차 멀어지는 영역으로 파단면 영

역을 구분하여 각각의 거칠기를 측정하였다 대상 파.
단면의 투영면을 일정 크기의 직사각형 격자로 나눈

다음원하는영역의표면적을계산하고 그영역의격,

자수를계산하여각영역별 를계산하였다 각영SRp .
역별로 재구성된발파공파단면의 이그림 과DEM 18
그림 에나타나있다 계산된결과는표 에나타나19 . 2
있다.
각 영역별 모델의 분석을 통해 얻어진 노치DEM

발파공과 일반 발파공의파단면의 거칠기를살펴보면

전체적으로 노치 발파공에 의한 파단면의 값이SRp
더 작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각 영역별로 세부적으.
로 살펴보면 전체의 전체 평균적인 는, A, B, C SRp
일반 발파공 보다 노치 발파공 파단면이 모든 영역에

서 더 작게 나타났다 즉 노치 발파공이 일반 발파공. ,
에 비해 파단면을 보다 완만하게 형성시켰다 이러한.
이유는 발파공 주변의 충격파에 의해 생성된 무수한

미세 균열보다 발파공에 형성된 노치에서의 응력 집

중 효과가 매우 크게 나타나며 천공에 의해 생성된,
노치가 충격파에의해 생성된미세균열보다공벽면에

서의 선형성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세부 구역별 거칠기 비교에서 보면 의 구역별A3~A6

는일반발파공파단면에서더작게나타났다 발SRp .

그림 17. 시험편 파단면의 거칠기 측정 영역 구분.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B5 B6

그림 18. 노치 발파공 파단면의 영역별 DEM.

A1 A2 A3 A4 A5 A6

B1 B2 B3 B4 B5 B6

그림 19. 일반 발파공 파단면의 영역별 D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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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공 인접구역인 과 영역에서는 노치 발파공A1 A2
파단면이 일반발파공에 비해 값이 작게 나타났SRp
음에도 불구하고 영역에서의 거칠기가 일반A3~A6
발파공 파단면에서 오히려 더 완만하게 나타난 것은

노치 균열이 발파 초기에 응력 집중을 유도함으로써

균열 전파 방향에 대한 조절 효과는 뛰어나지만 충격

파의 반사파가 균열을 확장시킨 후 가스압에 의해 균

열이 자유면까지 전파되는 시점에서는 암반 내의 미

세균열 광물입자분포및크기 등다양한 간섭요인,
이 균열전파 방향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부 구간에서 일반공 발파 파단면이 노치.
발파공 파단면에 비해 다소 완만한 거칠기를 나타냈

지만 구간별 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노치공의SRp
파단면거칠기편차가훨씬작게나타남을알수있다

그림( 20). 발파 대상 암반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파

단면 거칠기 영향 인자들은 인위적으로 조절하기 어

렵지만 노치 형상 길이 등을 조절함으로써 응력집중,
효과를 더욱 크게 할 수 있다면 보다 완만한 파단면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결 론5.

본 연구에서는 노치공 발파에 의한 파단면 형성효

과를확인하기 위하여 시험편시험발파를 수행하였으

며 파단면의 디지털 이미지 측정을 통한 을 생DEM
성하고 생성된 차원 모델의 표면 거칠기의 정3 DEM
량적평가를수행하였다 결과의비교를위해동일조.
건하에 일반 원형발파공 천공에 의해 생성된 파단면

그림 20. 노치 발파공과 일반 발파공의 구간별 거칠기 파라

미터 비교.

표 2. 발파 파단면의 면 거칠기 형상지수 비교

거칠기 측정 영역

면 거칠기 형상지수, SRp
노치 발파공 일반 발파공

표면적 투영적 SRp 표면적 투영적 SRp

A

section 1 25.4557 21.9139 1.0247 25.0539 22.0985 1.1337

section 2 67.0751 65.7438 1.0203 68.7346 66.2954 1.0368

section 3 67.0240 65.7445 1.0195 67.2424 66.2940 1.0143

section 4 67.1154 65.7438 1.0209 67.1835 66.2954 1.0134

section 5 66.8343 65.7445 1.0166 67.1857 66.2954 1.0134

section 6 59.3665 58.4391 1.0159 59.7053 58.9293 1.0132

total 352.871 343.330 1.0191 355.1054 346.208 1.0257

B

section 1 7.5037 7.3046 1.0273 7.6135 7.3655 1.0337

section 2 67.0177 65.7438 1.0194 68.3681 66.2961 1.0313

section 3 67.0513 65.7445 1.0199 72.5624 66.2954 1.0945

section 4 66.8810 65.7438 1.0173 72.0536 66.2954 1.0869

section 5 66.8250 65.7445 1.0164 68.4321 66.2954 1.0322

section 6 59.4706 58.4391 1.0177 60.5553 58.9293 1.0276

total 334.749 328.720 1.0183 349.585 331.477 1.0546

C

section 1 177.533 174.445 1.0177 179.321 175.909 1.0194

section 2 173.463 170.957 1.0147 175.118 172.391 1.0158

total 350.996 345.402 1.0162 354.439 348.300 1.0176

전체 1038.616 1017.452 1.0208 1059.123 1025.985 1.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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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대하여같은분석을수행하였다 본연구에서얻어.
진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동일한 장약량 조건에서 일반 원형발파공에 비해

노치 발파공의 균열 확장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

에 상대적으로 적은 장약량을 통해 노치 발파공의

파단면 형성이 가능하였다 이러한 노치공 원리를.
이용할 경우 터널 발파의 최외곽공과 같은 조절발

파가 필요한 경우 적은 장약량을 사용하여 발파로

인한 암반 손상영역을 최소화 하면서 원하는 방향

의 파단면 형성이 가능하다.
2) 디지털 영상 계측원리를이용하여 파단면의 차원3

모델을 생성하였다 일반적으로 암반면의DEM .
거칠기 측정에 이용되는 다른 측정방법에 비해 시

간이 적게 소요되고 비교적 정밀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노치공과일반발파공에의해생성된파단면 DEM

의 거칠기를 면 거칠기 형상 지수 를 이용하(SRp)
여비교하였다 일반공보다노치공에의해생성된.
파단면의거칠기가상대적으로완만하게나타났으

며 특히 노치공에 의해 생성된 파단면의 영역별,

거칠기 지수 편차가 일반공에 의한 파단면 보다

훨씬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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