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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사면의 절리빈도 특성에 따른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성 연구

김 신1), 이승중2), 최성웅3)*

A Study on Applicability of Pre-splitting Blasting Method According to 
Joint Frequency Characteristics in Rock Slope

Shin Kim, Seung-Joong Lee and Sung O. Choi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phenomenon that the blast damaged zone developed on rock slope surfaces 
can be affected by joint characteristics rather than by explosive power when the pre-splitting is applied to excavate 
a jointed rock slope. The characteristics of rock joints on a slope were investigated and categorized them into 4 
cases. Also an image processing system has been used for comparing the distribution pattern of rock blocks. From 
this investigation, it was found that the rock blocks bigger than 2,000 mm occupied 42% in the case of single 
joint set and it showed the well efficiency of pre-splitting blast. In cases of 2~3 parallel joint sets and 2~3 intersecting 
joint sets are developed on rock surfaces, the rock blocks in the range of 1,000~2,000 mm occupied 43.6% and 
35.8%, respectively, and it showed that the efficiency of pre-splitting was decreased. When more than 3 joint sets 
are randomly developed, however, the rock blocks in the range of 250~500 mm occupied 35% and there was no 
block bigger than 1,000 mm. This denotes that the blasting with pre-splitting was not effective. The numerical 
analysis using PFC2D showed that the blast damaged zone in a rock mass could be directly influenced by the 
pre-splitting. It is, therefore, required to investigate the discontinuity pattern on rock surfaces in advance, when 
the pre-splitting method is applied to excavate jointed rock slopes and to apply a flexible blating design with a 
consideration of the joint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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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암반사면형성 작업시 최종벽면에 적용된 프리스플리팅(pre-splitting) 발파공법의 발파효과

와 관련하여 발파 후 벽면의 암반손상이 장약된 폭약의 폭력 보다는 암반 내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발달 형태에 

따라 더 큰 영향을 보일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연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절리에 대한 조사를 

통해 발파 후 벽면 암반의 절리군 분포양상을 4가지 Case로 분류하고, 파쇄도 분석 영상처리시스템을 통해 벽면

에 나타나는 암반블록의 크기 빈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벽면의 암반손상도를 파악하였다. 절리군이 1개 이하로 

발달하는 경우, 분석된 블록의 크기 중 2,000mm 이상 되는 부분이 42%를 차지하여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효과를 뚜렷이 확인할 수 있었으며, 2~3개의 절리군이 일방향으로 발달하는 경우와 교차되면서 발달하는 경우, 
블록의 크기는 1,000~2,000mm 사이에 각각 43.6% 및 35.8%의 빈도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한 발파효율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3개 이상의 절리군이 불규칙하게 발달하는 

경우에는 블록의 크기가 250~500mm 사이에 35%의 빈도로 분포하고 1,000mm 이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한 발파 효과는 거의 없이 일반적

인 발파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었다. 또한 PFC2D에 의한 발파수치해석결과, 암반 내부로의 손상영역 발생은 

본 발파보다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향후 사면

형성을 위한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 지표지질조사를 시행하여 절리를 비롯한 불연속면

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진행에 따라 예상보다 많은 절리군이 나타날 경우에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설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 암반손상영역, 절리군, PFC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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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균열반경과 공간격 및 공내 작용압력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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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흙 또는 암반사면은 대개 원지반의 일부를 굴착하

여 일정한 경사각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형

성되는데, 이때 형성되는 비탈면은 시각적인 미려함

과 함께 원지반의 손상영역을 최소화함으로써 역학적

인 안정성도 유지하여야 한다. 특히 암반사면의 경우 

대부분 발파작업을 통하여 비탈면을 형성하게 되므로 

사면의 장기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어발파 등

의 적용을 통하여 암반의 손상영역 발생을 최소화하

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라인드릴링(line drilling), 스무스발

파(smooth blasting), 쿠션발파(cushion blasting) 및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으로 대별되는 제어발파공법 

중에서도, 암반사면발파에 적용성이 높은 것으로 알

려진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이 암반사면에 적용되었

을 경우, 발파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사면 표면에서

의 균열분포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암반 내에 분포하

는 기존 절리군의 양상과의 상관관계 해석을 통하여 

절리군의 분포특성에 따른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특성을 분석코자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암반절리조사를 통해 크게 4가지 

경우로 분류된 절리군 분포양상을 토대로, 영상분석

시스템의 일종인 Split-Desktop®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발파후 사면 표면에서의 균열분포양상을 규명코자 

한다. 본 연구는 전남 영암군 “○○절개공사” 현장에

서 약 7개월간 실시된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결과

를 토대로 하며,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암반의 절리분

포특성에 따라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의 장약량 조절이

나 디커플링 지수(decoupling index; DI)의 조정 등 

능동적인 발파설계의 적용기법이 제안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2.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

2.1 원리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은 법면의 보호 및 원활한 

벽면 형성을 위해 계획법면의 선상에 미리 불연속면

을 만드는 제어발파공법의 일종인데(그림 1), 공경에 

비해 작은 직경의 폭약을 장전함으로써 폭약과 장약

공 사이의 공간에 의해 폭발충격압이 감쇠되도록 하

는 원리를 적용하여 공벽에 작용하는 충격압 및 가스

압에 의한 벽면의 손상영역 발생을 최소화하면서 공

과 공 사이에 균열을 발생시키게 된다(윤과 윤, 1998), 
이때 공내에서 발생하는 폭발압력은 암반의 인장강

도보다는 크고 압축강도보다는 작은 범위이어야 하

며, 특히 공과 공 사이에 발생하는 균열의 선단부에서

의 압력은 암반의 인장강도보다 약간 큰 값이 길게 지

속되는 조건이 필요하다. 폭발에 의한 공내 작용압력

은 Abel-Nobel의 상태방정식에 의해 다음의 식(1)과 

같이 제안될 수 있다.

 


 









 (1)

여기서, 는 공내 작용압력(kgf/cm2),  는 화약량

( ·kgf/cm2/kg), (=)는 코볼륨, 
는 폭약의 가비중(kg/)이다. 또한 는 천공경(mm), 

는 약경(mm)인데, 특히   는 디커플링 지수

이다.
따라서 그림 1에서와 같이 폭발에 의한 공내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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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생대 제4기 매립지

~~~ 부정합 ~~~

중생대

백악기
유운암질

응회암

쥬라기
흑운모

화강암

~~~ 부정합 ~~~

선캠브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

그림 2. 조사 대상 지역 주변의 지질도.

압력과 각 장약공을 연결하는 가상의 선상에서 발생

하게 될 균열선단에서의 응력집중 현상으로 균열이 

발전되어 가도록 하는 것인데, 이때의 균열반경( )

에 대해서는 사례분석을 바탕으로 다음의 식 (2)가 제

안되고 있다(기와 김, 1999).

  






 



 (2)

여기서, 는 균열반경(cm), 는 천공경(cm), 는 

공내 작용압력(kgf/cm2),  는 암반의 인장강도(kgf/cm2)

이며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간격, S는 에 

해당한다.

2.2 설계에서의 특징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은 일반적으로 스무스 발파

공법에 비해 균열수의 발생을 적게 하고 비석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므로 폭약 에너지가 근접

공과 연결되면서 균열의 생성 및 발전에 소비되는 효

율이 높으며 1공당 장약량은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 

특징이다. 일반적인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서의 장

약량은 다음의 식(3)과 같이 계산될 수 있다(김정진, 
1998). 

⋅⋅  (3)

여기서, 는 1공당 장약량(kg), 는 발파계수, 

는 공간격(m), 은 천공길이(m)이다.
일반적으로 공간격의 결정은 근접공 간에 발생한 

상호폭발압력에 의한 균열의 발전 길이를 통하여 결

정하게 되는데, 먼저 천공경의 10~12배 정도를 표준 

공간격으로 한 뒤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서 사용되

는 폭약의 종류와 디커플링 지수 및 균열반경의 관계, 
그리고 암반상태 등을 고려하여 공간격을 조정하게 

된다. 
또한 두 개의 평행한 프리스플리팅 라인 사이가 4m 

이내일 경우 동시기폭은 피해야 하며, 평행한 프리스

플리팅 라인 간의 시차는 최소 50ms 이상 이어야 한

다. 그리고 한쪽 라인의 기폭은 점화 흩어짐이 없는 

상태로 제발시키는 쪽이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효

과가 높기 때문에 순발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것이 좋

으며, 특히 프리스플리팅 라인이 길 경우 몇 개의 부

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지연되도록 하되 지연 시간

이 17ms 를 초과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연구대상 현장 조사

3.1 현장 개요

본 연구에서는 전라남도 영암군 삼호읍 용당리에 

위치하는 “○○절개공사”의 비탈면 절개지를 연구대

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본 절개지는 경제성과 안정

성이 보장된 비탈면 시공을 위해 2009년 2월부터 

2009년 8월까지 약 7개월간에 걸쳐 굴착작업이 실시

되었는데, 특히 본 연구에서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

법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전 지표지질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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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1

J2

J3

J1

J1

J2

J3

J1

(a) 평면 및 전도파괴해석 (b) 쐐기파괴해석

그림 3. 평사투영해석에 의한 사면안정성 분석.

실시함으로써 시공 후 나타날 법면부에 대한 암반의 

성질 및 절리의 특성을 미리 파악하였으며 이를 토대

로 사면 안정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3.2 지형 및 지질

본 지역은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해안지대로서 

대부분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한 낮은 구릉지가 형성

되어 있다. 갈마산 일대는 화학적 풍화에 강한 화산암

으로 이루어진 해발 113m의 산지로서 주변의 평지에 

비해 고지를 형성하고 있다. 갈마산은 상부 토층의 심

도가 얕고 암반노두의 출현빈도가 높은 암산으로 구

성되어 있다.
이 지역에 주로 분포하는 암석은 시대미상의 편마

암류를 기반암으로 고생대말기의 편암류, 백악기 화

산암류, 심성암류 등이다. 편마암류는 편암류와 전이

적인 관계를 가지며, 이들의 상위에 부정합적인 관계

로 화산암류가 분출하고 있다. 화산암류는 퇴적암의 

퇴적과 동시에 분출하였으며, 응회암류와 용암류가 

반복적으로 분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또한 편마암류 

및 화산암류는 화강암류와 맥암류로 관입되어 나타난

다.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지역을 구성하는 

대표적인 암은 응회암으로서, 성분상 유문암질 응회

암이며 암의 풍화정도는 일부 지하수 세굴부를 제외

하고는 대부분 약간풍화의 양상을 보인다.

3.3 사면안정성 분석 및 절리군 분포현황

사면안정성 분석

현장에서 조사된 불연속면 중 대표적인 절리자료 

150여개를 토대로 본 시공사면 전체에 대해 평사투영

해석을 실시한 결과, N63°W/63°SW 방향의 사면에

서 J1, J2, J3의 주절리군 분포가 확인되었으며 그림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각의 J1 및 J2와 저각의 J3에 

의해 평면 및 쐐기파괴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

되나, 고각의 절리군에 의한 전도파괴의 가능성은 존

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절리군 분포 특성

본 조사지역의 지질은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

어 괴상의 경암 형태로 나타나며, 시공된 사면은 1:0.5
의 기울기로 경사 및 경사방향은 63/207 이며 대표적

인 절리군은 서로 직교하며 발달하고 고각을 이루는 

J1 (80~90/050) 및 J2 (80~90/150)이고, 이와 함께 저

각의 절리군인 J3 (5~20/240) 절리군이 거의 수평으

로 발달함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육면체 형태를 이루

고 있다. 절리간격은 2~5m로 보통 내지 넓은 편이며, 
암질 특성상 잠재절리 형태로 발달하여 지하수의 영

향은 적은 편이다.
주절리군 J1의 주향 및 경사는 N40°W/80~90°NE

로서 절개사면의 방향( N63°W/63°SW)과 유사한 방

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나, 법면의 경사방향에 대해 역

방향으로 경사져 있어 안정성이 양호하며 절리간격은 

2~5m로 보통 내지 넓은 편을 나타내고 있다. 주절리

군 J2의 주향 및 경사는 N60°E/80~90°SE로 절개사

면의 경사방향에 대해 고각으로 직교하는 절리군으로 

법면에서 선으로 나타나며 안정성은 양호하다. 절리

간격은 국부적으로 좁은 곳이 있으나 대부분 5~10m
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또한 주절리군 J3의 주향 및 

경사는 N40°W/5~20°SW로 절개사면의 경사방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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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을 위한 천공 패턴.
(a) 주절리군 J1

(b) 주절리군 J2

(c) 주절리군 J3

그림 4. 주절리군의 분포 양상.

대해 훨씬 저각으로 수평으로 형성되어 있어 수평의 

선으로 나타나며 안정성은 양호하며 절리간격은 국부

적으로 좁은 곳이 있으나 대부분 5~6m로 넓게 분포

하고 있다(그림 4).

3.4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 현황

천공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성패는 공간격과 최소저

항선의 길이에 의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현장실험

사례에 따르면 일반적인 공간격은 0.45~0.7m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현장에서는 0.5m를 기준으

로 천공하였으며(그림 5), 또한 천공각도는 법면의 설

계경사가 1:0.5로 되어 있으므로 63°를 기준으로 천

공하였다. 천공기는 Hurukawa 9-DS를 사용하였으며, 
1회당 천공장은 약 9m로서 벤치높이 8m를 기준으로 

하였다.

장약 및 결선

장약을 위한 폭약 연결방법은 도폭선에 폭약을 매

달아 이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이 방법의 장점

으로는 천공 길이만큼 도폭선을 사용하여 디커플링 

효과를 이용하고 중간 중간 일정 간격으로 일반폭약

을 연결하여 폭력을 증가시키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

이다. 단점으로는 도폭선에 일정간격으로 폭약을 매

달아야 하므로 작업이 번거롭다. 사용폭약은 에멀젼 

계열인 뉴마이트 플러스로 공저에는 발파효과를 높이

기 위해 ∅50mm를 연결하고 매 1m마다 ∅32mm를 

1/2개씩 연결하였다. 장약방법은 기제작된 약포를 공

에 밀어 넣고, 상단부분 약 1m 정도를 전색한다. 결선 

및 기폭방식은 공과 공 사이는 도폭선을 테이핑하여 

연결하였으며, 본발파부와 함께 비전기뇌관을 이용하

였고, 지발발파를 적용하여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을 

선발파한 후, 본발파부를 발파하여 발파효과를 증대

시켰다. 테이핑으로 노출된 도폭선 부분은 안전을 위

해 전색재로 덮어 놓았다(그림 6).

발파결과

발파결과는 그림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암반절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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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장약 (b) 결선

그림 6.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을 위한 장약 및 결선.

Case-1
(절리간격이 넓어 절리군이 1개 정도 나타남)

Case-2 
(절리군이 2~3개 정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남)

Case-3
(절리군이 2~3개 정도 교차하는 형태로 나타남)

Case-4
(절리군이 여러개의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남)

그림 7. 암반절리군의 분포특성에 따른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 결과.

의 발달 상태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는데,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본래 목적인 장약량과 디커

플링 효과를 이용한 암반 손상 최소화 보다는 암반절

리군의 발달 상태에 따라 균열의 크기가 다르고, 절리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해 벽면 내부로 깊숙이 떨어져 

나간 형태로도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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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동 외곽선망 (b) 보정된 외곽선망

그림 8. 정밀 외곽선 추출을 위한 영상처리 단계.

따라서 본 연구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을 시행할 

때, 암반 내에 발달된 대표적인 불연속면인 절리군의 

발달 형태에 따른 암반손상 정도가, 발파에 사용된 폭

약의 위력이나 디커플링 효과에 의한 암반손상 정도 

보다 더 크다고 판단되어 절리군의 발달 형태를 4가
지 Case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

의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4.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효과 규명을 위한 
암반절리군 분석

4.1 영상처리 시스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영상처리 시스템은 Split-Desktp 
으로서, 이는 발파나 기타의 수단에 의해 파쇄된 암석

의 파쇄도 분석이나 입도분석을 통해 파쇄된 입자의 

크기 빈도를 분석하여 발파의 효율을 결정하는 데 주

로 사용되고 있다(선우춘 외, 2001).
따라서 이러한 장비의 특성을 이용하여, 절리군이 

발달한 암반에서의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 이

후에 형성된 암반의 벽면 상태를 영상처리하여 암반

블록의 형태로 나타나는 균열면의 분포양상을 통해 

암반손상 효과를 파악코자 한다(그림 8). 

4.2 암반절리군 분석

절리가 발달한 암반 내에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 이후에 형성된 암반벽면의 파쇄 상태가, 암반 자

체에 발달하고 있는 절리들의 영향을 받아 균열이 나

타나고, 그 파쇄상태가 일반 발파시 파쇄되어 쌓여있

는 암석조각들과 비슷하고, 각 블록크기별로 영상처

리하면 블록의 크기를 빈도별로 파악하는 것이 가능

하므로, 발파 후 드러난 벽면을 사진으로 찍고, 사진 

내의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의 천공흔적을 같은 크기의 

스케일로 규격화하고 사진크기를 동일하게 하는 방법

으로 벽면의 평면크기를 맞추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총 60장의 사진을 샘플링하여 

사진 속에 나타나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의 천공흔적

과는 별개로 암반벽면에 나타나는 불연속면 중 대표

적인 절리군을 그 발달형태에 따라 크게 4가지 Case
로 구분하고, Split-Deskt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영

상처리한 뒤, 암석블록의 크기빈도를 분석하여 절리

군 형태에 따른 암반손상 효과를 파악하였다. 

① Case-1 : 절리간격이 넓어 벽면상에 절리선이 1
개 정도 명확하게 나타나고 그 외는 

잠재절리 형태로 보이는 형태 (16개 

표본)
② Case-2 : 벽면상에 절리군이 2~3개 정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그 외는 잠재절리 

형태로 보이는 형태 (13개 표본)
③ Case-3 : 벽면상에 절리군이 2~3개 정도 교차

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그 외는 잠재절

리 형태로 보이는 형태 (16개 표본)
④ Case-4 : 벽면상에 절리군이 여러개의 불규칙

한 형태로 나타나고 그 외는 잠재절리 

형태로 보이는 형태 (15개 표본)
각각의 사진에 대한 영상처리 분석결과는 사이즈별 

분급 중에서 선형 히스토그램의 결과를 기준으로 하

였으며, 사이즈의 크기는 250mm이하, 250~50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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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plit-Desktop 영상처리에 의한 블록의 크기 분포 (Case-1) (unit : %)

Size (mm)
No. < 250 250-500 500-750 750-1,000 1,000-2,000 2,000 <

1-1 3.1 14.1 15.6 13.6 46.4 7.2 

1-2 0.0 0.2 0.7 1.6 14.6 82.9 

1-3 0.5 4.9 7.9 4.6 42.3 39.8 

1-4 2.2 4.6 6.2 6.5 20.6 59.9 

1-5 2.6 9.0 9.4 12.2 51.7 15.1 

1-6 18.0 1.8 9.8 17.1 42.6 10.7 

1-7 0.5 1.7 2.7 4.0 34.9 56.2 

1-8 1.2 3.3 7.0 12.1 60.2 16.2 

1-9 1.6 6.4 13.0 11.8 30.3 36.9 

1-10 0.2 0.6 2.0 3.7 20.3 73.2 

1-11 0.0 0.8 2.2 2.7 3.2 91.1 

1-12 0.7 3.6 9.8 14.1 55.9 15.9 

1-13 3.3 7.2 13.1 20.1 56.3 0.0 

1-14 0.7 1.6 2.4 2.8 24.3 68.2 

1-15 0.6 3.0 5.8 11.1 67.4 12.1 

1-16 0.4 0.7 1.3 2.2 8.2 87.2 

Avg. 2.2 4.0 6.8 8.8 36.2 42.0 

500~750mm, 750~1000mm, 1000~2000mm, 2000mm 
이상 등 6가지로 분류하여 이에 속하는 크기의 %로 

빈도를 파악하였다. 또한 각 Case의 평균값으로 Case
별 크기를 비교하고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을 적용한 

후, 절리형태에 따른 파쇄의 암반손상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각 Case 별 영상분석

각 Case 별 영상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Case-1의 경우, 대부분 절리간격이 넓어 벽면상

에 절리군이 1개 정도 나타나는 표본을 영상처

리 하였으므로, 벽면에 나타나는 블록의 크기는 

대부분 1,000mm이상의 크기를 나타내었다(표 1 
및 그림 9). 또한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은 벽면에 

대한 암반손상이 거의 없이 천공경의 1/2 정도만 

파괴되어 나타났다.
2) 표 2 및 그림 10은 Case-2의 경우에 대한 결과

로서, 벽면상에 절리군이 2~3개 정도 같은 방향

으로 나타나는 경우에 대한 영상처리 결과이므

로 벽면에 나타나는 블록의 크기는 대부분 1,000 

~2,000mm 사이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구

성되어 있다. Case-1과 유사하게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은 벽면에 대한 암반손상이 거의 없이 천

공경의 1/2 정도만 파괴되어 나타났으나, 국부적

으로 벽면에 보이는 절리선을 따라 암반벽면이 

깨지면서 벽면내부로 암반 손상이 과도한 경우

도 발생하였다. 
3) Case-3은 벽면상에 절리군이 2~3개 정도 교차

하는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벽면에 나타나

는 블록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1,000~ 
2,000mm 사이의 크기가 36% 정도의 빈도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질에 따라서는 2,000 
mm이상 크기의 블록도 나타나 평균 15% 정도

의 빈도를 나타내기도 하였다. 국부적으로 절리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해 쐐기의 형태로 암반면

이 탈락되면서 벽면내부로 암반 손상이 과도한 

경우도 발생하였다(표 3 및 그림 11).
4) Case-4는 벽면상에 절리군이 여러 개의 불규칙 

한 형태로 나타나는 경우로서 벽면에 나타나는 

블록의 크기는 다양하지만 평균적으로 25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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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촬영된 영상 (b) 영상처리를 거친 이미지

(c) 누적 곡선그래프 (선형 히스토그램)

그림 9. Split-Desktop 에 의한 영상처리 결과 (Case-1-10).

표 2. Split-Desktop 영상처리에 의한 블록의 크기 분포 (Case-2) (unit : %)

Size (mm)
No. < 250 250-500 500-750 750-1,000 1,000-2,000 2,000 <

2-1 3.8 10.5 16.1 22.9 46.7 0.0 

2-2 26.7 48.8 22.3 2.2 0.0 0.0 

2-3 0.4 3.2 8.4 16.3 69.1 2.6 

2-4 0.4 1.2 2.0 4.1 49.3 43.0 

2-5 6.2 19.1 28.5 23.8 22.4 0.0 

2-6 5.6 15.3 8.8 2.1 29.6 38.6 

2-7 1.1 2.1 4.3 6.5 32.5 53.5 

2-8 1.6 4.9 10.2 15.2 55.3 12.8 

2-9 0.4 1.1 2.6 4.8 48.2 42.9 

2-10 1.7 4.2 6.9 9.1 53.9 24.2 

2-11 1.1 3.6 7.7 11.3 53.0 23.3 

2-12 1.3 5.7 8.3 13.7 64.1 6.9 

2-13 5.9 13.1 15.8 18.1 42.7 4.4 

Avg. 4.3 10.2 10.9 11.5 43.6 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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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촬영된 영상 (b) 영상처리를 거친 이미지

(c) 누적 곡선그래프 (선형 히스토그램)

그림 10. Split-Desktop 에 의한 영상처리 결과 (Case-2-1).

표 3. Split-Desktop 영상처리에 의한 블록의 크기 분포 (Case-3) (unit : %)

Size (mm)
No. < 250 250-500 500-750 750-1,000 1,000-2,000 2,000 <

3-1 14.8 38.1 21.5 14.3 11.3 0.0 
3-2 17.6 41.9 31.6 8.3 0.6 0.0 
3-3 6.8 20.4 27.7 21.4 23.7 0.0 
3-4 22.0 38.3 14.4 10.2 15.1 0.0 
3-5 22.0 38.3 14.4 10.2 15.1 0.0 
3-6 0.9 3.8 6.8 8.0 35.7 44.8 
3-7 2.2 4.5 7.4 8.6 56.0 21.3 
3-8 0.7 3.6 9.8 14.1 55.9 15.9 
3-9 3.9 14.4 22.7 25.2 33.8 0.0 

3-10 2.8 9.8 15.5 14.9 47.8 9.2 
3-11 1.4 5.2 10.6 13.2 45.7 23.9 
3-12 3.1 13.7 19.5 12.2 40.5 11.0 
3-13 0.7 2.7 8.4 14.2 56.4 17.6 
3-14 1.9 6.5 13.6 17.1 54.1 6.8 
3-15 1.7 5.0 11.2 14.6 57.4 10.1 
3-16 0.6 0.9 1.8 2.9 23.1 70.7 
Avg. 6.4 15.4 14.8 13.1 35.8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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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촬영된 영상 (b) 영상처리를 거친 이미지

(c) 누적 곡선그래프 (선형 히스토그램)

그림 11. Split-Desktop 에 의한 영상처리 결과 (Case-3-14).

표 4. Split-Desktop 영상처리에 의한 블록의 크기 분포 (Case-4) (unit : %)

Size (mm)
No. < 250 250-500 500-750 750-1,000 1,000-2,000 2,000 <

4-1 29.1 35.7 23.4 10.1 1.7 0.0 
4-2 40.1 48.6 10.1 1.2 0.0 0.0 
4-3 11.6 23.0 20.6 18.7 26.1 0.0 
4-4 26.2 43.7 24.9 5.2 0.0 0.0 
4-5 27.7 36.5 16.3 8.2 11.3 0.0 
4-6 22.9 38.3 22.9 10.7 5.2 0.0 
4-7 5.9 27.0 27.0 19.6 20.5 0.0 
4-8 22.7 45.9 25.4 6.0 0.0 0.0 
4-9 19.7 29.4 23.9 14.6 12.4 0.0 

4-10 19.7 33.4 20.0 15.9 11.0 0.0 
4-11 15.9 41.6 29.0 11.9 1.6 0.0 
4-12 12.4 23.3 27.5 21.0 15.8 0.0 
4-13 24.7 44.1 19.8 6.4 5.0 0.0 
4-14 9.0 31.1 33.2 14.2 12.5 0.0 
4-15 12.0 23.6 24.0 19.9 20.5 0.0 
Avg. 20.0 35.0 23.2 12.2 9.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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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절리군의 분포특성에 따른 암반블록의 크기 빈도.

(a) 촬영된 영상 (b) 영상처리를 거친 이미지

(c) 누적 곡선그래프 (선형 히스토그램)

그림 12. Split-Desktop 에 의한 영상처리 결과 (Case-4-3).

mm 사이의 크기가 35% 정도로 가장 많은 빈도

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이 750mm
이하 크기의 블록으로 나타났으며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의 흔적도 거의 남지 않았다. 또한 절리 

상호간의 작용으로 인해 벽면 내부로 깊숙이 암

반면이 탈락되면서 벽면암반 손상이 과도하게 발

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표 4 및 그림 12).

영상분석 결과

4가지 Case로 나타나는 절리빈도 특성에 따른 파쇄

암반의 손상도를 블록크기의 빈도 비율로 정리하면 

표 5 및 그림 13과 같다.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

이, Case-1의 경우, 대부분의 블록 크기 빈도는 1,000 
mm 이상의 블록크기에 68% 정도로 높게 나타나며,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은 벽면에 대한 암반손상이 거의 

없이 천공경의 1/2 정도만 파괴되어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벽면의 손상양상은 절리군이 불리한 조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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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각 Case 별 암반블록의 평균크기빈도 (unit : %)

Size (mm)
Case < 250 250-500 500-750 750-1000 1,000-2,000 2,000 <

Case-1 
Average 2.2 4.0 6.8 8.8 36.2 42.0 

Case-2 
Average 4.3 10.2 10.9 11.5 43.6 19.4 

Case-3 
Average 6.4 15.4 14.8 13.1 35.8 14.5 

Case-4 
Average 20.0 35.0 23.2 12.2 9.6 0.0 

갈수록, 즉 Case-4로 갈수록 작은 크기의 암반블록 형

성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여러 개의 절리군의 영향으로 인해 프리스플리

팅 발파공법의 폭력에 의한 균열형성 파괴 보다는 절

리군의 교차에 의한 암괴의 탈락 현상 및 과도한 암반 

벽면 손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을 의미하

고 있다.

5. 암반손상영역 분석을 위한 수치해석

5.1 해석기법 및 해석모델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에 따라 암반벽면에

서 나타나는 각종 불연속면의 분포양상을 영상처리 

시스템을 통해 크기분포 해석을 실시하여 암반절리면

이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미치는 영향을 현장조사

를 통해 살펴본 결과, 2차원적 분석이 갖는 한계에 의

해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 이후 남아 있게 될 

암반의 내부에 발생할 수 있는 발파손상영역에 대해

서는 충분한 규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프리

스플리팅 발파공법의 효과와 본발파의 영향 등을 암

반벽면 내부 영역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2차원 동

적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본 해석에서 사용된 프로그램은 개별요소해석 프로

그램의 일종인 PFC2D로서 미국 Itasca Consulting 
Group에 의해 개발된 상용 해석프로그램이다. 해석모

델은 독립적인 각각의 볼 요소로 구성되는데 본 해석

에서는 발파공의 직경을 고려하여 50mm를 볼의 최

소 직경으로 구성하였다. 천공 발파과정을 모사하기 

위하여 볼 요소로 구성된 사면에서 천와 동일하게 일

련의 볼들을 제거하였으며, 제거된 요소의 인접 볼들

에 대해 현장에서와 동일한 폭력을여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 및 본발파를 수치적으로 표현하였다.
그림 14는 해석에 사용된 PFC2D 모델의 기본 형태

와 함께,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이 실시되는 순간을 

가정하여 발파균열의 발생양상 및 볼 요소들의 변위

발생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공경에 비해 작은 

직경의 폭약을 장전함으로써 폭약과 장약공 사이의 

공간에 의해 폭발충격압이 감쇠되도록 하는 원리를 

적용하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임에도 불구하고 발

파에 의한 암반균열이 암반벽면 내부로도 일부 발전

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한편 그림 15는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이 수행된 

이후 본 발파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모사한 결과인데, 
여기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파에 의해 발생하

는 균열의 발전양상은,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

해 파단된 면을 통과하여 암반내부로의 더 이상의 발

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

의 효과가 충분히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것이다.
본 해석에서 수행된 PFC2D 해석은 암반의 절리면

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행되긴 하였으

나, 이러한 동적 수치해석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발파에 의한 암반손상영역의 발생 여부는 프리

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해 주로 좌우되는 것이며, 따
라서 암반의 손상영역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프

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시 암반절리군에 대한 충

분한 사전조사를 통해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의 장약량 

조절 및 디커플링 지수의 변화 등을 통해 폭력을 조절

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함을 나타내는 결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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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적용에 따른 발파균열의 발생양상.

그림 15.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과 본발파의 상호 작용.



김 신ㆍ이승중ㆍ최성웅 15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면형성 작업시 최종벽면에 적용된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의 발파효과와 관련하여, 장약

된 폭약의 폭력 보다는 암반 내에 발달된 불연속면의 

발달 형태에 따라 발파 후 벽면의 암반손상이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를 위하여 불연

속면을 대표할 수 있는 절리에 대해 집중적으로 조사

를 실시하여 발파 후 벽면 암반의 절리군 분포양상을 

4가지 Case로 분류하고, 파쇄도 분석 영상처리시스템

을 통해 벽면에 나타나는 암반블록의 크기 빈도를 비

교 분석함으로써 벽면의 암반손상도를 파악하였다.
절리간격이 넓어 벽면상에 절리군이 1개 정도 나타

나는 표본인 Case-1의 경우, 영상처리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블록의 크기 중 2,000mm이상 되는 부분이 

42%의 빈도를 차지하여 암반손상을 최소화하는 프리

스플리팅 발파공법의 본래 목적에 근접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벽면상에 절리군이 2~3개 정도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는 표본인 Case-2와 교차되면서 

나타나는 표본인 Case-3의 경우, 영상처리시스템에 

의해 분석된 블록의 크기가 1,000~2,000mm 사이에 

43.6% 및 35.8%의 빈도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한 발파효과는 Case-1에 

비해 다소 떨어지는 양상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벽면상에 절리군이 여러 개의 불규칙한 형태로 나

타나는 표본인 Case-4의 경우, 영상처리시스템에 의

해 분석된 블록의 크기가 250~500mm 사이에 35%의 

빈도를 분포하고 1,000mm 이상의 크기에 대해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양상을 보이므로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에 의한 암반손상 최소화 효과 보다는 암반 

내에 잠재된 절리상태가 폭력에 의해 파쇄되어 균열

이 확산 되었다고 할 수 있었다.
또한 PFC2D에 의한 동적 수치해석결과 암반벽면 

내부로의 손상영역 발생은 프리스플리팅 발파공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으므로 향후 사면형성을 위한 프

리스플리팅 발파공법을 적용할 경우에는 사전 지표지

질조사를 시행하여 절리를 비롯한 불연속면과 관련된 

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시공진행에 따

라 예상보다 많은 절리군이 나타날 경우에는 설계시

에 적용된 프리스플리팅 발파공의 장약량을 줄이거나 

디커플링 지수의 값을 더 크게 하는 등의 변화를 통하

여 폭력을 감소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며, 벽면파

쇄가 심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정밀폭약을 장약하여 

본발파와 같이 발파하는 스무스 발파공법의 적용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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