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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균열발생 원리에 대한 연구

윤지선1), 우택규2)*, 김민우2), 장영민2)

A Study on the Crack-propagation Mechanism of Pre-splitting 
Method with Consideration of Stress Field

Ji-Sun Yoon, Taek-Gyu Woo, Min-Woo Kim and Young-Min Jang

Abstract By investigating the stress redistribution caused by the preceding cut blasting when applying the pre-splitting 
method to tunnel round, an attempt was made to find conditions that were favorable for the propagation of cracks 
in contour holes. The investigation of the direction of minor principal stress in the numerical analysis revealed 
that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change of the direction was the loading condition, while the core shape, 
rock type, and tunnel depth seemed to be less important in determining the direction of minor principal stress. 
Moreover, the number of cracks tended to increase with the increase of deviatoric stress. Through the model test 
of pre-splitting, it is confirmed that the pre-splitting method taking the stress field into account can reduce the 
extent of yield zone and has advantage in controlling the direction of crack than the conventional one.

Key words Pre-splitting method, Stress field, Crack-propagation mechanism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플리팅 적용 시 심발 발파를 통해 먼저 자유면을 확보한 후 이에 따른 응력변화를 

관찰함으로서 최 외곽영역에서 균열형성을 함에 있어서의 유리함을 판단하고자 하며 균열형성이 용이한 조건을 

찾고자 한다. 수치해석에서는 터널 내 최소주응력 방향을 고려했으며 수치해석 결과 응력의 방향변화는 가압하

중의 크기변화에 큰 영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차응력이 증가할수록 균열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모형실험결과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공법 적용으로 기존 프리스플리팅 공법에 비해 균열 제어가 용이하

고, 이를 통해 이완영역 축소를 기대할 수 있으며 또한 새로운 개념의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적용성을 판단하였다.

핵심어 프리스플리팅 공법, 응력장, 균열발생 메커니즘

1. 서 론

우리나라의 발파기술은 해를 거듭할수록 발전해 가

고 있으며 특히 최근 들어 제어발파에 대한 연구에 관

심이 증가되고 있다. 터널 및 지하공간 확보를 위해 

발파작업을 진행할 경우 계획된 단면을 확보하는 것

은 시공 시 주변 암반의 안정성과 경제성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플리팅(pre-splitting) 
적용 시 심발 발파를 통해 먼저 자유면을 확보한 후 

막장면의 응력변화를 관찰하고, 이러한 응력변화가 

최외곽공에 설치된 프리스플리팅 발파로 인한 균열발

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이미 국내․외에서는 

제어발파시 균열전파 및 균열형성을 예측하기 위한 

수치해석적 검토가 있었고 보다 확실한 균열제어를 

얻기 위해 보조 공법(Notch, split-tube등)등을 연구한 

사례가 있었다(최성웅, 김재동, 2008).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수치해석 사례를 같은 조건에서 다시 수행하

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고 모형 기폭실험을 통하여 막

장면의 응력변화를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발파의 균열

발생 원리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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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inciple of pre-splitting method concidering stress 
field. Fig. 2. Principle of pre-splitting method.

2.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원리

2.1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원리

기존 프리스플리팅 공법에서는 본발파에 선행하여 프

리스플리팅 공의 발파가 이루어지는 반면,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에서는 심발부를 먼저 발파한 
후 확대공 발파 이전에 프리스플리팅 공을 발파한다.

기존 일반적인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경우 무자유면

의 발파이기 때문에 진동 및 소음이 크고, 선발파의 

영향으로 인한 본 발파의 컷오프(cut-off)현상이 발생

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새로 고안한 응력장을 고

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은 심발부 선 굴착으로 자유

면을 확보하여 2자유면 발파가 이루어짐으로 굴착 계

획단면의 발파시 현저하게 진동 및 소음을 줄이는 효

과를 얻을 수 있다(Fig. 1 참조). 또한 응력장을 고려

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은 이전 굴착단계로 인해 막장

면에 작용하는 응력장을 심발부 선굴착으로 강제 변경

시켜 프리스플리팅 공법이 적용되는 굴착 예정선에 

균열발생이 용이한 방향으로 응력장을 변형시킨 후 

발파가 이루어진다는 점이 특징이다(임수환, 2008).

2.2 발파에 의한 균열발생 원리

발파에 의한 균열발생 원리는 Yamaguchi(1969)가 

일본 공업 화약 협회지를 통해 발표한 논문에 의하면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W.I.Duvall과 

R.S.Paine의 이론으로 응력파의 갑섭효과에 의한 균

열 발생이고, 다른 하나는 C.H.Jonhansson과 U.Langefors
의 준 정적인 가스압 효과에 의한 균열 발생이다. 그
러나 이들의 주장은 확실히 균열발생의 원리를 설명

하기 어려워 현재 이론상으론 위의 2가지 원리의 복

합적인 작용에 의한 균열발생을 설명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라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위의 2가지 발

파에 의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에 덧붙여 현장 암반의 

초기지압을 통해 응력장을 파악하고 응력장에 의한 

균열발생 원리를 확인하였다.

응력파의 간섭에 의한 균열 발생

이 이론은 두개 발파공이 동시에 기폭하면 응력파

가 생성되며 발파공으로부터 원주방향으로 전달되며 

이 응력파가 서로 만나 중첩되면 응력의 세기는 더욱 

강화되고 그 수준이 암석이 가진 인장강도를 넘어서

면 균열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동시에 기폭 되

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단차라도 기폭오차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만족시키는 것이 어려우며 

발파공 사이의 공간격은 수십 cm 가 되므로 인접하는 

발파공에서 생성되는 인장응력파가 발파공 연장선사

이에서 서로 만나게 하는 것도 실현하기 어렵다. 따라

서 이 이론만으로 파단면 형성을 설명하는 것은 무리

가 있다(윤병식, 1997).
응력파의 간섭에 의해 발파균열이 형성되는 원리는 

Fig. 2와 같다. 이 원리에 따르면, 2개의 발파공 내부

에 발생한 압력으로 인해 발파공 사이에는 인장응력

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균열이 발생한다.
2개의 발파공 주위에 압력으로 인해 발생한 응력장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준 정적인 가스압 효과에 의한 균열발생

이 이론은 폭약의 폭굉에 의해서 발생한 가스에 의

해 발파공 내부에는 고압이 형성되고, 이 고압기체가 

발파공 내부에 준정적인 압력을 작용하여 발파균열이 

발생한다는 이론이다. 즉, 인접한 발파공이 기폭한 후 

발생한 가스가 발파공 내부에서 비교적 긴 시간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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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stress direction.

고압상태로 잔류하여 발파충격으로 발생한 발파공 주

위의 균열에 압입되면서 균열을 벌리고 이 균열이 주

위의 잠재크랙과 연결되어 파단면이 형성된다는 이론

이다.

응력파의 간섭과 발생가스압에 의한 복합적인 효과

상술한 두 가지 이론의 관점은 전자는 충격파의 동

적인 작용을 강조하고 응력파의 중첩을 고려하여, 균
열이 두 발파공 중간에서 시작된다고 여기는 것이다. 
후자는 폭발후 생성되는 기체의 준 정적인 고압작용

을 강조하는 것이다. 그러나 상술한 이론은 모두 일정

한 한계성이 존재한다. 첫째로 응력파 중첩이론은 일

렬 발파공의 동시기폭을 요구하나 이는 실제 매우 어

려운 것으로 특히, 뇌관 자체도 어느 정도 기폭시차의 

오차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많은 동적 광탄성 실험 

자료들은 균열의 발생이 발파공 벽으로부터 시작되

고, 공과 공을 잇는 선을 따라 발파공 중간을 향해 전

진하는 것이 관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로 준 정

적인 가스압 작용이론은 응력파의 영향을 무시하나 

균열의 형성과정은 어느 한가지 관점에서 설명하기 

보다는 두 요소의 복합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타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발파공 간격이 적정할 때 발파공

벽상의 응력이 집중하는 곳에서 먼저 인장균열이 발

생하고 후에 가스압의 작용으로 균열은 연장선을 따

라 확대되어 최후에 일정한 폭을 갖춘 파단면을 형성

한다. 응력파는 초기 균열의 유도 작용을 일으키고 폭

발기체가 형성하는 고압의 준 정적인 작용이 파단면

을 형성하는 동력이 된다는 것이다. 즉, 균열과 파단

면의 형성은 응력파와 가스압의 공동 작용의 결과이

며 균열 형성에 대한 두 요소의 영향은 장약 방법과 

암석특성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2.3 응력장을 고려한 균열 발생 원리

균열은 최소주응력방향에 수직한 평면에서 확대된

다. 따라서 초기지압의 방향을 알면 이 위험을 회피하

도록 공동의 방향과 배치를 선정할 수 있다(Fig. 3 참
조). 대규모 굴착에서 프리스플리팅 공법을 사용할 경

우 최소주응력방향에 수직한 방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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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alysis Model.

굴착하면 경제적이다.
이와 같이 초기 지압 또는 터널 굴착 후 막장면에 

발생하는 이차 응력장의 크기와 방향을 안다면 균열 

발생이 용이한 방향을 알게 되고 그 방향성과 앞에서 

서술한 2가지 발파에 의한 균열 발생이 더해져 좀 더 

확실하고 깨끗한 파단면을 얻을 수 있다.
즉, 지압에 의한 균열전파 방향의 변화 원리와 발파

에 의한 균열 발생의 장점을 합친다면 좀 더 확실한 

균열 및 파단면의 획득뿐만 아니라 응력장의 방향을 

통하여 형성되는 균열의 방향을 제어 할 수 있다.
단층이나 절리, 습곡과 같은 지각운동 역시 마찬가

지로 응력장의 크기와 방향에 의해 일어남으로 지반

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범위의 터널 내의 응력 재분

배가 형성된다면 막장면의 균열 형성 및 방향 제어가 

가능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발파의 의

한 2가지 균열발생 원리, 즉, 응력파의 간섭에 의한 균

열발생 방법과 준 정적인 가스압 효과에 의한 균열 발

생 방법을 임의의 응력장을 가한 경우와 응력장을 가

하지 않은 경우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이를 통해 새로

운 개념의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균열발생 원리를 확

인하였다.

3. 수치해석을 통한 타당성 검토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연속체 해석이 가능하고, 
유한요소법을 사용하는 MIDASIT 사의 지반해석프

로그램인 GTS를 사용하였다. 지반의 파괴조건은 Mohr 
coulomb을 적용하여 탄소성 해석을 실시하였고, 터널 

굴착 단면의 최대 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의 방향성과 

크기를 알아보기 위하여 터널의 직경은 13.6m, 높이

는 10m로 설정하였으며 2차원 해석을 실시하였다(Fig. 
4 참조). 해석영역은 터널을 중심으로 각각 좌․우로 약 

3.5D(D=터널직경), 측면으로는 100m 길이로 설정하

였으며 하부 경계는 약 3.5D, 토피고는 100m를 설정

하여 전단면 굴착과 심발부 선 굴착에 따른 굴착 예정

선의 최대 주응력 방향과 최소 주응력 방향을 비교하

는 방법으로 해석을 실시하여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

스플리팅 공법의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응력장을 고려한 상황에서의 발파공 기폭에 

따른 균열 양상을 확인하기 위한 모형 아크릴 기폭 실

험에 앞서 수치해석적 검토를 통하여 임의의 2차원 

응력장을 구현 하였을 때 균열 발생 방향을 예상하였

다. 해석은 2차원으로 실시하였으며 해석영역은 발파

공을 중심으로 각각 상․하․좌․우로 약 3～5D로 공경의 

크기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 거리는 약 5D로 발파공

간의 영향면을 최소화 하였다. 

3.1 해석 방법 및 조건

이 해석에서는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을 적

용하기 위한 최적의 최소주응력 뱡향을 확인하기 위

해 터널의 위치는 100m로 가정하고 지반 물성치는 

보통암 이상을 기준으로 터널 표준 지보패턴 Type-II
를 기준으로 지반의 물성치와 측압계수를 고정변수로 

설정하였다.
균열 확장과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모형실험의 

수치해석은 모형을 모델링을 하고 모형의 고유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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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s for model property(Type-II)

탄성계수 (kPa) 3,000 점착력 (kPa) 53.9

포아송비 0.22 마찰각 (∅) 39.9

단위중량 (N/m3) 255 RMR 70.1

Table 2. Determination method for input data

포아송비
 Tsuchiya(1984) 
 ν = 0.3―(Y―1.28) / 95,  단, Y = (logE―2.25) / 0.35

단위중량

 Tsuchiya(1984)
       × 
     

점착력 및 마찰각

 Bieniawski (1989)
･=     
･=   ×   (KPa)

탄성계수
 최근 국내 도로터널에서 적용된 탄성계수 범위의 하한치

 적용범위 : 800,000 ~ 3,000,000

(a) 전단면굴착 (b) 심발부 선굴착

Fig. 5. Vector direction of minimal principal stress(full face/centre cut).

또한 터널해석의 물성치와 동일하게 하여 시간이력에 

사용되는 감쇠행렬을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해석을 실

시한 후 발파동하중을 입력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굴착예정선

의 응력장 크기와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한 기본 해석 

조건은 Table 1과 같다.
해석에 사용된 각 항목은 Table 2에 있는 식에 의해 

결정하였다.
동해석을 수행해야하는 모형 기폭 해석에서는 발파

하중 산정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일반적인 발파

탄성해석에서 발파압력은 공벽에 수직한 방향으로 가

해지도록 하고 이때 작용하는 하중을 미국 National 
Highway Institute에서 제시한 공식을 적용한다.

3.2 수치해석 결과

굴착예정선 응력장 형성별 해석 결과 

심발부 선굴착으로 인한 막장면의 응력재분배와 응

력재분배 이후 굴착예정선에 작용하는 응력장의 크기 

및 방향성을 알아보기 위해 일반적인 전단면 발파와 

심발부 선굴착을 나누어 비교하여 해석을 실행하였

다. 해석 시 심발의 모양은 사각형으로 결정하였으며 

동일 암반에 기타 사항은 일정하게 하여 Case별 최대

주응력의 크기와 방향성, 최소주응력의 크기와 방향

성을 관찰하였다. 해석결과는 Fig. 5 와 같다. 전단면 

발파시 최대주응력 및 최소 주응력은 굴착예정선 상

하부에 응력 집중 현상을 보이며 두 주응력 모두 굴착 

진행 방향과 45°의 방향성을 보여 응력장을 고려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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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소구경 단일공 기폭 디커플링 지수 

D.I=1.2
(b) 대구경 단일공 기폭 디커플링 지수 

D.I=2.4 (c) 병렬공 동시 기폭

Fig. 6. Cases for numerical analysis(Unloading).

(a) 소구경 단일공 기폭 디커플링 지수 

D.I=1.2
(b) 대구경 단일공 기폭 디커플링 지수 

D.I=2.4 (c) 병렬공 동시 기폭

Fig. 7. Cases for numerical analysis(Loading 20MPa).

프리스플리팅 공법을 적용하여 매끄러운 파단면을 형

성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면에 심발

부 선 굴착시에는 최대주응력은 진행방향의 굴착예정

선과 동일한 방향성을 보였고 최소 주응력의 방향은 

굴착예정선과 약80°~90°의 방향으로 나타나 ‘균열은 

최소주응력방향에 수직한 평면에서 확대된다.’는 원

리와 부합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을 적용하기에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다.

모형별 기폭 시 균열 발생 양상 해석 결과 

발파공별 기폭시 균열 발생 및 전파관계를 알아보

기 위하여 고강도 아크릴 모형 시험에 앞서 그타당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총 3가지 

Case를 만들어 앞서 해석한 터널의 지반 조건과 동일

한 물성치 일때 발파공에 따른 균열 형성 과정을 알아

보는 과정으로 수행하였다.

총 3가지 Case는 ① 단일공 소구경 발파공, ②단일

공 대구경 발파공, ③ 병렬 동시 기폭의 종류로 구분

하였고 공당 장약량은 실제 기폭 실험에서는 뇌관 기

폭을 실시하지만 암반기폭으로 모델링 하였으므로 

0.75kg으로 설정하여 발파하중을 산정하였다. 이때 

발파공당 발생하는 압력파는 약5MPa 정도가 되며 임

의의 응력장을 구현하기 위한 상재하중은 20MPa로 

설정하였으며 다른 쪽 방향에 대해서는 비반사경계

(non-reflecting boundary) 조건을 적용하였다. 해석 결

과 발파에 의한 균열 전파 방향은 최대수평주응력 방

향으로 전파하고 있으며, 그 차응력의 크기가 클수록 

뚜렷함을 보인다는 최성웅(2008)의 연구와 같은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해석 결과는 Fig. 6, Fig. 7과 같다.
무재하시 즉, 응력장을 형성하지 않은 상태의 3가지 

Case에서는 모두 방사형의 변형성 또는 시편의 전단

파괴 형상인 약45°의 기울기 방향의 변형성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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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시체(아크릴) (b) 가압판(강철) (c) 전기뇌관 발파기 (d) 순발전기뇌관

Fig. 9. Photograph of equipment.

Fig. 10. Trial procedure.

기존방법으로의 모형 기폭실험

(순발전기 뇌관 9회)
⇩

응력장을 고려한 방법으로의 모형 기폭실험

(순발전기 뇌관 9회)
⇩

기존 방법과 시험발파와의 비교․분석
⇩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분석

Fig. 8. Test Flow Chart.

반면 상부를 20MPa로 재하 하여 임의의 2축상태의 

응력장을 구현한 3가지 Case에서는 최대주응력 방향 

즉, 최소주응력의 직각방향으로 변형성이 일괄된 방

향성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모형실험을 통한 균열전파 실험

4.1 실험 개요

본 실험에서는 고강도 아크릴 모형 제작을 통해 기

존뇌관(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를 실시한 후 기존 개

념의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균열 발생 원리와 응력장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균열발생 원리를 서로 비

교, 검토하여 이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공시체 재료의 탄성계수가 2366MPa인 고

강도 아크릴를 공장 제작하여 공경별, 공 배열 별로 

구분하고 이것을 상재하중을 가한 Case와 무재하 Case
로 나누어 발파에 의한 균열 발생 양상과 방향성 제어

를 확인해 보기 위한 방법으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한 실험에 앞서 수행한 수치해석적 결과와의 비교를 

통하여 응력장(지압)을 고려한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적합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찾기 위한 실험으로 진

행하였다.
화약류를 직접 사용하는 실험으로서 모형실험임에

도 부득이하게 실외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장

소는 경남 거제도 00조선소 신 도크 조성현장에서 진

행 하였고 아크릴 모형을 가압한 상부 가압물은 100kg의 
강철을 중장비를 이용하여 아크릴 모형을 가압하였다.

4.2 실험 절차

본 실험은 수치해석과 동일하게 총 3가지의 Case에 

대해 각각 3번의 실험으로 총 18개의 아크릴 공시체

를 이용하여 실험의 정확성을 높였다.
모형 발파실험은 Fig. 8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장비는 Fig. 9와 같으며 공장 제

작한 아크릴 모형을 이용한 실험 과정은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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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specification of cases.

D.I=1.2일때 

수량(ea)
D.I=2.4일때 

수량(ea)
병렬구조 일때

수량(ea)
하중 가압여부

(kg)

가압조건 3 3 3 ◯ (100kg)

무재하조건 3 3 3 ☓

Fig. 11. Comparison of the Blasting photograph(small caliber).

공시체는 일반 터널의 천공경과 약경의 비를 고려

하여 사용 뇌관의 직경과 디커플링 지수(Decoupling 
Index ; D.I) 1.2와 2.4를 기준으로 제작하였다(제작수

량은 Table 3 참조). 뇌관 장전은 그림에서 보이는 것

과 마찬가지로 공 중앙에 위치시키도록 고정하였고 

동일한 조건하에서 가압판을 올려 하중으로 가압하여 

2축상태의 응력장을 형성하여 기폭한 조건(Case-1)과 

하중을 가하지 않은(Case-2) 2가지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디커플링 지수(Decoupling Index ; D.I) 1.2와 2.4

를 기준으로 모형을 제작한 이유는 일반적인 터널의 

공당 천공경은 ∅45mm이고 터널에 사용되는 일반적

인 약경이 ∅32mm로 디커플링 지수가 약 1.6 정도이

나 모형 제작의 제약으로 디커플링 지수 1.2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또 최 외각부나 불안정한 암반에서 정밀

폭약을 사용하는 경우 정밀폭약의 약경이 ∅17mm이

므로 디커플링 지수가 약2.6정도가 되어 상술한 이유

로 2.4로 맞추어 제작을 하여 디커플링 효과를 확인하

는 과정으로 실험하였다.

본 실험의 경우 상재 하중을 가함으로서 임의의 2
축상태의 응력장을 형성하고 평면응력조건 하에서 발

파공을 중심으로 각각 상․하․좌․우로 약 3~5D로 공경

의 크기별로 설정하였으며, 공간 거리는 약 5D로 발

파공간의 영향면 최소화 하여 파쇄 및 균열 형상을 확

인하였다.

4.3 모형실험 결과

소구경 모형 기폭에 따른 균열 형성 비교

Fig 11은 디커플링 지수(D.I)를 1.2로 제한하여 일

반적인 발파현장과 흡사한 발파환경을 조성한 경우의 

발파결과이다. 무재하 실험(Case-1)의 경우 실험 초반

에 뇌관의 위력(뇌관 관체 끝부분 약1.5cm에 폭약이 

위치하여 기폭됨.)을 확실히 알지 못해 정기폭으로 실

험한 결과 아크릴 모형의 완전 파쇄로 균열의 형상과 

방향성을 확인하지 못했다. 2번, 3번 공시체는 뇌관 

삽입에 있어 역기폭 방법을 체택하여 아크릴 모형의 

균열 확산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재하 실험

(Case-1)의 경우 균열 전파 형상이 어느 한방향의 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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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Comparison of the Blasting photograph(large caliber).

성이 없이 방사형 형태로 확산되는 모습을 확인하였다.
Case-2도 디커플링 지수(D.I)를 1.2로 제한하였고 

Case-1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100kg의 강철 가압판을 

공시체 상부에서 지속적으로 가압하여 2축 상태의 응

력장을 조성하여 기폭하는 방법으로 실험하였다. 
Case-2의 결과는 발파공 근접 영역은 Case-1과 동일

하게 방사형 전파를 보였지만 가압판을 통해 가압된 

방향인 최대 주응력 방향으로 균열이 확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대구경 모형 기폭에 따른 균열 형성 비교

두 번째 실험은 첫 번째 실험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발파공의 직경을 두배 늘려 디커플링 지수(D.I)를 2.4
로 제한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일반적으로 제어발

파(controlled blasting)에서는 천공경에 비해 현저히 

작은 약경의 폭약을 사용하여 그 위력을 저감시켜 파

쇄가 아닌 균열만을 형성하기위해 디커플링 효과를 

사용함으로 본 실험에서도 디커플링 효과를 사용 하

여 균열 발생 양상을 확인하였다.
Fig. 12은 무재하 실험(Case-3)의 경우로 Case-1과 

마찬가지로 방사형으로 균열이 전파된 것으로 확인되

었다.
Case-4은 가압판 재하 실험으로 Case-2의 경우와 

같이 발파공 근접 영역은 방사형으로 전파하는 양상

을 보였지만 주 균열선이 가압이 전달되는 최대주응

력 즉, 최소주응력의 직각되는 방향으로 전파되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수치해석 결과와 같이 Case-2
와 Case-4의 균열 확장선이 미비한 이유는 하중을 가

하는 가압판의 하중이 적어 최대․최소주응력의 차응

력의 크기가 작았기 때문이라고 예상된다. 또한 뇌관

의 기폭 시 위력이 강하기 때문에 뇌관 관체의 끝과 

공구부분이 같은 위치라 발파의 영향을 크게 받은 이

유라고 예상된다.

병렬구조 모형 기폭에 따른 균열 형성 비교

세 번째 실험은 프리스플리팅 공법의 균열 혹은 파

단면 연결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실험이다. 병렬구조

의 두 개의 발파공을 같은 초시를 사용하여 동시기폭 

후 균열의 방향성과 연결 가능성을 앞 실험과 같은 방

법인 하중을 가하여 임의의 응력장을 형성한 Case-6
과 무재하 상태인 Case-5를 비교해 보았다.

앞선 실험에서 뇌관의 위력이 큰 관계로 균열 전파

의 형상을 확연히 찾을 수 없었던 이유로 뇌관 장전의 

방법을 수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뇌관은 기폭시의 안전성을 고려

하여 뇌관 관체의 끝부분 1.5cm부근에 첨장약과 기폭

제가 위치하여 기폭 시 가장위력이 강한 부분이다.
앞선 실험에선 모형에 뇌관을 역기폭 방법으로 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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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Comparison of the Blasting photograph(parallel).

입하여 뇌관의 끝과 모형의 공구부근을 일치시켜 기

폭 시킨 반면에 세 번째 실험에선 뇌관의 끝을 모형의 

공구 바깥쪽으로 약 0.5cm나오게 설치하여 모형이 받

는 기폭의 위력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일반적으로 터널 굴착 시 터널 직경의 3배까

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모형 제작 시에

도 상․하․좌․우 발파공 직경의 3~5배 만큼을 설정하였

다. 공과 공사이는 6D로 할 경우에 그 영향권의 중첩

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어 기폭으로 인한 약간

의 발파영향을 중첩시키기 위하여 5D로 설정하였다. 
Case-5에서는 앞선 실험과 같이 균열 생성에 있어 주

된 방향성 찾기 힘들고 방사 형태로 전파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3 참조).
Case-6는 공과 공 사이에 균열의 연결성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방향은 철제 가압판으로 하중을 가한 축 

방향 이었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치해석을 통해 균열이 발달하기에 유

리한 응력상태에 영향을 주는 조건을 알고자 하였으

며 모형실험을 통해 새로운 개념의 프리스플리팅 공

법의 유효성과 적합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을 찾고자 

하였다.

1) 수치해석 결과 막장면에 작용하는 응력의 방향변

화는 심발부의 선 굴착 시 굴착예정선 형상과 80
∼90° 방향으로 최소주응력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2)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굴착 예정선에 작용

하는 응력장의 최대 수평 주응력과 최소주응력의 

차이가 클수록 균열 전파는 확실해 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모형실험 적용 결과 기존 프리스플리팅 공법 적용 

시의 발파에 의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 보다 확연

히 균열의 방향성 제어가 가능해 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수치해석 및 모형실험을 통해 응력장을 이용한 발

파균열 제어가 확인된 만큼 차후 현장 적용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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