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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드릴링공법의 유효제원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

윤지선1), 이지훈2)*, 손성훈2)

A Numerical Study on the Effective Dimension in Slot-drilling Method
Ji-Sun Yoon, Jee-Hoon Lee and Sung-Hoon Son

Abstract This study explores the slot-drilling method that has not yet enough been studied in Korea and intends 
to provide a theoretical framework for putting the method into practice in a construction site. The possible reduction 
of ground vibration by implementing slot-drilling methods is addressed. Two main subjects dealt with include the 
variation of vibration velocity that is based on the distance between the slot-drilling and the epicenter of blasting 
and the analysis of appropriate effective dimension of slot-drilling width and height to control blasting vibration. 
This study shows that effect of vibration reduction decreases when distance of the slot-drilling and the epicenter 
of blasting is getting larger and also reveals that there is a correlation between the slot size and the vibration velocity 
at any point.

Key words Slot-drilling method, Blasting vibration velocity, Control blasting

초  록 본 연구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한 분야인 슬롯드릴링 공법에 대해 분석한 것이며  

슬롯드릴링 공법을 공사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이론적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슬롯드릴링 

공법을 통해 진동저감의 가능성을 제안한다. 수치해석을 통해 슬롯드릴링의 유효제원 관해 크게 두 가지를 분석

하였다. 하나는 슬롯과 진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의 변화를 분석이며 다른 하나는 진동제어를 위한 

적절한 크기의 슬롯너비와 슬롯높이를 찾고자 하였다. 결론적으로 진원과 슬롯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동저

감 효과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슬롯제원의 변화에 따른 임의의 계측지점에서의 진동속도에 대한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슬롯드릴링공법, 발파진동속도, 조절발파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재개발 및 초고층건물공사 등 도

심지에서의 건설현장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여러 가지 문제점도 증가하고 있다. 여러 가지 문제점 

중에서도 발파작업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이 심각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지반

에서 몇 m 만 굴착하여도 암반층이 존재하기 때문에 

공사현장에서는 암반층을 굴착하기 위해서는 발파작

업이 항상 병행이 되어야하는 실정이다(윤지선, 1992; 
윤과 박, 2003). 이러한 발파작업은 신도시건설이나 

새로운 지역에 기반시설을 구축하는 상황에서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도심지에서의 발파작업은 주변으

로부터의 여러 가지 한계를 동반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진동과 소음으로 인한 민원발생이나 공사현장 주변의 

기존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요구 등의 문제들이 원활

한 공사 진행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이러한 문제로 

인하여 공기가 지연되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연구

로 생산력의 일부를 소비함으로써 공기가 지연되고 

시공성이 저하되어 경제적인 피해를 볼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김학문,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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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NewMITE PlusⅡ의 성능

평균폭발속도

(m/sec)
평균탄동구포

(%)
가비중

(g/cc)
폭발열

(kcal/kg)
가스량

(l/kg)
낙추감도

(cm)
내한성

(℃)

5,700 135 1.2~1.3 1,100 736 100 -20

모    델     링

↓

고 유 치  해 석

↓

발 진동 동해석

↓

결  과   처  리

그림 1. 발파진동 동해석의 과정.

본 연구는 이러한 배경에서 발파작업으로부터 발생

하는 진동과 소음을 저감하게 하는 조절발파공법의 

일종인 슬롯드릴링공법에 대한 적절한 유효제원을 검

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되었다(과학기술부, 2000).
먼저 슬롯제원별 진동속도 변화를 분석하고 2차원

으로 분석한 진동속도 분포의 형태를 검토한다. 그리

고 슬롯제원에 따른 각각의 진동속도가 어떻게 나타

나는 지 확인한다. 연구의 목적은 슬롯드릴링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분석하여 현장 적용 시 가장 적절한 유

효제원의 기준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Slot-drilling 공법의 원리

발파작업 시 일반적으로 발파굴착면에 여굴이나 미

굴(혹)이 생기는데 이와 같은 결함을 적게 하기 위한 

것이 조절발파공법이다. 슬롯드릴링 공법은 이러한 

조절발파의 한 종류로서 조절발파의 기본이 되는 공

법이며 굴착계획선에 따라 무장약 공열을 설치하여 

인공적인 파단면을 만들어 폭파시에 공열선보다 깊게 

응력, 진동, 균열이 전해지지 않게 하는 공법이다. 그
리고 슬롯드릴링 공법을 통해 매끈한 굴착면을 얻을 

수 있으며 암반의 손상이 적은 장점이 있다. 현장 적

용시 균일한 조건의 암반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특징

이다.
본 연구의 취지는 진원으로부터 발생되는 발파하중

을 인접한 건물이나 위치에 바로 전달시키지 않고 슬

롯드릴링을 통해 발파하중의 우회 및 완화의 효과를 

수치해석적으로 검증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대
한주택공사, 1992; 기와 김, 2002). 

슬롯드릴링공법은 대부분의 갱외굴착에 적용한다. 
슬롯드릴링의 개념은 인접발파에 의해 깨뜨려질 수 

있도록 굴착 경계선을 따라 적은 공경으로 조밀하게 

천공하여 약한 부분을 만들어 놓은 것이다. 슬롯드릴

링 공들은 공경이 75mm 이상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

고, 공간격은 공경의 2~4배 이어야 한다. 공경이 커지

면 비용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천공의 정밀은 좋은 

결과를 얻기 위해서 중요하다.

3. 수치해석 

3.1 수치해석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수치해석은 일반적으로 기계적

인 시스템을 사용하여 해석을 위한 일정한 모델을 설

계하고 그러한 조건에서의 결과를 프로그램 차원에서 

도출하여 실제현장에서의 결과를 비교ㆍ검토할 수 있

는 방법이며 어떤 이론을 검증하거나 새로운 이론을 

도출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방법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수치해석 프로그램은 MIDAS IT사의 지반해

석 프로그램인 GTS를 사용하였다. 수치해석의 개괄

적인 흐름은 다음과 같다.
그림 1과 같이 먼저 현장지반을 모델링을 하고 지

반의 고유특성을 알고 시간이력에 사용되는 감쇠행렬

을 결정하기 위해 고유치해석을 실시한 후 발파동하

중을 입력하여 해석을 실시한다. 수치해석에서 적용

한 발파하중의 값은 발파 시 발생하는 가스압으로 적

용하였으며 가스압 산정에는 표 1에서와 같이 (주)OO
의 NewMITE PlusⅡ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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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각 연구 과정의 수치해석 모델링의 제원크기와 지반물성치

구분 제원 크기 지반 물성치

2차원으로 분석한 

진동속도 분포

- 모 델 링 : 평면도 (가로 12m × 세로 12m)
            단면도 (너비 12m × 높이 12m)
- 장 약 장 : 1m , 장약공경 : 0.075m

- 암반종류 : 경암

- 탄성계수 : 600000 [tonf/m2]
- 포아송비 : 0.2
- 단위중량 : 2.6 [tonf/m3]
- 인장강도 : 300 [tonf/m2]

슬롯의 위치에 따른 

진동속도 변화

- 모 델 링 : 가로 60m × 세로 100m × 높이 60m
- 슬    롯 : 너비 10m × 폭 0.075m × 깊이 10m
- 발파영역 : 가로 5m × 세로 5m × 깊이 5m

슬롯제원별 진동속도 

변화 분석

- 모 델 링 : 가로 12m × 세로 12m × 높이 12m
- 슬롯제원 : 깊이 0.5~2.5m × 너비 5~10m
             (슬롯폭 : 0.075m)
- 장 약 장 : 1m , 장약공경 : 0.075m

※ 본 연구에서 슬롯 내부는 특정한 매질(채움재) 없이 굴착된 빈 공간을 의미한다. 굴착된 면에서는 진동이 우회되거나 전달되지 

않기 때문에 슬롯을 진동속도 저감을 위한 차단막으로 사용하였다.

표 3. 평면도와 단면도 상에서의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의 분포

구분 평면도 단면도

수치해석

결과그림

진동속도

그래프

3.2 수치해석 모델링 크기 및 지반 물성치

수치해석을 위해서는 모델링과정에서 모델링의 형

태와 지반 물성치를 설정해야 한다. 표 2는 본 연구에

서 진행된 각 수치해석 과정의 모델링 제원의 크기와 

지반물성치를 나타낸 것이다. 지반조건은 경암으로 

하고 완전탄성체로 가정한 뒤 수치해석를 시행하였다.

3.3 수치해석 결과분석

수치해석을 통하여 진동속도의 변화결과를 크게 3
가지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2차원해석에서는 평면과 

단면에서 각각 거리에 따른 최대진동속도를 분석하였

고 3차원해석을 통하여 슬롯위치별 그리고 슬롯제원

별로 진동속도를 분석하였으며 슬롯제원별 결과는 



윤지선ㆍ이지훈ㆍ손성훈 53

그림 2. 주요지점 개요도 및 위치별 3차원 상의 슬롯위치별 수치해석결과.

표 4. 위치별 진동속도 및 진동속도비 결과값

발파원과 

슬롯간 거리

진동속도

(cm/sec)
진동속도비

(%)
발파원과 

슬롯간 거리

진동속도

(cm/sec)
진동속도비

(%)

슬롯없음 8.719 
8.719

× 100 = 100 7m 4.632 
4.632

× 100 = 53.12 
8.719 8.719

2m 1.397 
1.397

× 100 = 16.02 8m 5.082 
5.082 

× 100 = 58.29 
8.719 8.719

3m 1.808 
1.808 

× 100 = 20.73 9m 5.532 
5.532 

× 100 = 63.45 
8.719 8.719

4m 2.944 
2.944

× 100 = 33.77 10m 5.982 
5.982

× 100 = 68.61 
8.719 8.719

5m 3.563 
3.563 

× 100 = 40.87 11m 6.432 
6.432 

× 100 = 73.78 
8.719 8.719

6m 4.182 
4.182

× 100 = 47.96 12m 6.883 
6.883 

× 100 = 78.94 
8.719 8.719

180개 이상의 수치해석 데이터를 도출하여 분석하였다.

2차원으로 분석한 진동속도 분포

진동속도가 진원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감소한다

는 기본가정에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지반 속에 

슬롯이 존재하지 않는 무결한 상태에서는 진동속도가 

어떻게 분포하는지를 알고자 하였다. 표 3은 평면도

와 단면도 상에서의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의 분포 결

과이다.
정사각형 모델의 가운데를 진원으로 하여 2차원 평

면도 상에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를 분석해 보았다. 수
치해석을 통하여 1m 간격으로 진동속도를 측정한 결

과를 표 3의 평면도 진동속도 그래프에서 나타내었다.
상단 가운데를 진원으로 하여 연직방향으로 어떻게 

진동속도가 분포하는지 단면도 상에서 분석해 보았

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를 측정

한 결과를 표 3의 단면도 진동속도 그래프에서 나타

내었다.

슬롯의 위치에 따른 진동속도 변화

본 연구에서 의미하는 진동속도비는 슬롯이 없을 

때 특정지점의 진동속도를 기준으로하여 다른 지점의 

진동속도와의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을 의미한

다. 본 해석에서에서는 슬롯위치별 각각의 진동속도

와 진동속도비의 변화를 분석해보았다. 특히 진동속

도비의 분석을 통해 슬롯의 위치에 따른 진동속도의 

무차원적 변화 양상을 확인하였다. 측정지점은 진원

으로부터 14m 떨어진 지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진

원과 슬롯 사이의 거리는 2~12m의 범위이며 범위 내

에서 1m 단위로 진동속도를 측정하였다. 슬롯위치는 

진원과 슬롯과의 이격거리를 의미한다.
그림 2는 주요지점 개요도 와 3차원 상의 슬롯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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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속도 그래프 진동속도비 그래프

그림 3. 위치별 진동속도 및 진동속도비 그래프.

슬롯이 없음 슬롯너비가 5m 

슬롯너비가 7m 슬롯너비가 9m

그림 4. 슬롯너비의 변화에 따른 진동속도 결과.

별 수치해석결과이다. 가운데 슬롯을 경계로 하여 진

동이 차단되거나 우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각 위치에 따른 진동속도

와 진동속도의 결과를 확인해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림 3에서는 표 4의 진동속도와 진동속도비의 데이터

를 그래프 상에 선형 추세선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진원과 슬롯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진동저감효과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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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깊이 0m 슬롯깊이 0.5m

슬롯깊이 1m 슬롯깊이 1.5m

슬롯깊이 2m 슬롯깊이 2.5m

그림 5. 슬롯너비 10m일 때 슬롯깊이의 변화에 따른 진동속도 결과.

슬롯제원별 진동속도 변화 분석

슬롯제원별에 따른 특정 지점에서의 진동속도의 변

화를 분석하였으며 진동속도의 계측은 슬롯으부터 

1~6m 떨어진 범위 내에서 1m 간격으로 계측하였다. 
슬롯제원은 5~10m의 슬롯너비, 0.5m~2.5m의 슬롯깊

이의 범위에서 크기를 변화시켰다. 슬롯너비와 계측

거리를 각각 1m단위로 분석하고 슬롯깊이는 0.5m 단
위로 분석하여 각각의 진동속도의 결과를 측정하였

다. 각 계측지점에서 모든 시간에 따른 진동속도를 측

정하여 그 중 최대값을 그 지점에서의 진동속도로 정

의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슬롯의 제원별로 그리고 계측지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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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롯폭 5m 슬롯폭 6m 슬롯폭 7m

슬롯폭 8m 슬롯폭 9m 슬롯폭 10m

그림 6. 슬롯폭과 슬롯깊이별 진동속도비 결과 그래프.

표 5. 제원별 진동속도비의 평균값

계측지점

슬롯깊이　
1 m 2 m 3 m 4 m 5 m 6 m

1 m 100 86.56 70.41 48.09 44.77 29.18 

1.5 m 100 87.68 71.20 53.04 35.89 20.57 

2 m 100 87.55 70.15 51.99  35.61 20.43 

2.5 m 100 84.46 67.39 47.79 31.37 17.39 

총 평균값 100 86.56 69.79 50.23 36.91 21.89 

로 각각의 진동속도와 진동속도비의 변화를 분석해보

았다. 진동속도비의 기준이 되는 지점은 슬롯으로부

터 1m 떨어진 계측지점으로 하였다. 슬롯너비의 범위

는 5~10m, 슬롯깊이의 범위는 0.5~2.5m, 계측지점은 

1~6m로 하여 각각의 결과를 그래프 상에 표시하고 

최종적으로 계측지점에 따른 평균진동속도비를 분석

하였다. 
총 몇 번의 수치해석 180개 데이터(슬롯너비6개×

슬롯깊이5개× 계측위치6개)의 결과를 통해 진동속

도와 진동속도비 데이터의 결과를 해석하였다. 그림 4
는 슬롯너비의 변화에 따른 진동속도의 분포도 그림

이다.
그림 5는 5~10m의 슬롯너비 범위에서 10m일 때의 

슬롯깊이의 변화에 따른 진동속도 결과이며 각 너비

마다 그림 5와 같이 깊이에 따른 6개의 결과가 있다. 
그림 5. 슬롯너비 10m일 때 슬롯깊이의 변화에 따

른 진동속도 결과

진원의 깊이 1m 보다 얕은 깊이에 있는 슬롯은 그

림 6과 같이 포물선형태로 거동하여 진동저감의 효과

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표 5에서 슬롯깊

이 0.5m에서의 진동속도비 결과는 포함시키지 않았다.
표 5와 그림 7은 슬롯너비 5~10m의 범위에서 1m 

간격으로 도출한 진동속도비의 값들을 슬롯제원별로 

산술평균한 결과값과 그래프이다. 
본 해석을 통해 진원의 깊이 1m를 경계로 하여 진

원의 깊이보다 얕은 깊이의 슬롯에서는 진동속도비가 

포물선으로 나타나게 되어 계측지점에 따른 진동속도

를 제어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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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계측지점에 따른 진동속도비의 총 평균값 그래프. 그림 8. 슬롯으로부터 6m 떨어진 지점에서의 진동속도비의 

변화 그래프.

표 6. 슬롯으로부터 6m 떨어진 지점에서의 진동속도비의 변화 

슬롯깊이(X축)
진동속도비(Y축) 0m 0.5m 1m 1.5m 2m 2.5m

슬롯너비 5m일 때 100 105.1 91.0 69.3 53.1 52.1

슬롯너비 6m일 때 100 106.4 89.5 65.0 49.9 48.6

슬롯너비 7m일 때 100 107.0 87.4 61.4 46.6 45.2

슬롯너비 8m일 때 100 108.5 85.6 57.6 43.4 41.8

슬롯너비 9m일 때 100 109.3 83.8 53.8 40.2 38.4

슬롯너비 10m일 때 100 110.2 82.4 50.4 37.7 35.3

(단위 : %)

롯의 깊이는 최소한 진원의 깊이보다는 깊어야하며 

계측지점이 슬롯으로부터 1m 떨어진 지점에서의 진

동속도를 기준한 진동속도비는 계측거리가 커짐에 따

라 선형적으로 감소됨을 알 수 있다.
표 6의 슬롯제원별 진동속도 변화의 그래프를 통하

여 슬롯깊이별 그리고 슬롯너비별 진동속도의 값을 

추정할 수 있다. 여기서는 계측지점을 슬롯으로부터 

6m 떨어진 지점으로 고정하였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듯 결론적으로 발파진원의 

깊이보다는 슬롯의 깊이가 깊어야 효과가 있고 슬롯

깊이가 깊어질수록 슬롯너비가 넓어질수록 진동속도

가 저감되는 효과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다. 여기서는 

슬롯깊이의 범위 0~2.5m, 슬롯너비의 범위 5~10m에

서의 진동속도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8은 표 

6에 나타난 결과값들을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진
원의 깊이보다 슬롯의 깊이가 더 깊은 범위에서는 슬

롯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진동속도는 일정하게 감소하

다가 슬롯의 깊이가 진원의 깊이 보다 약 2배 정도 되

는 지점에서 일정한 값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도심지 발파에서 심각한 발파공

해인 진동을 저감하기 위한 슬롯드릴링공법의 적절한 

유효제원을 검토하였다. 지반조건은 경암으로 하고 

완전탄성체로 가정한 뒤 수치해석을 시행하였으며 정

방형의 모델링 형태에서 2차원 상의 수치해석을 통하

여 진동속도의 분포를 평면도와 단면도 상에서 분석

하였다. 슬롯의 위치나 제원에 따른 진동속도의 영향

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진원과 진동계측지점 사이의 거리를 일정하

게 하고 슬롯과 진원 사이의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진원과 슬롯사이의 거리가 멀어

질수록 진동저감효과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슬롯깊이의 범위 0~2.5m, 슬롯너비의 범위 

5~10m에서 진동속도를 해석하여 슬롯제원에 따른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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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속도비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슬롯으로부터 

계측지점이 멀어질수록 진동속도가 어떻게 감소하고 

그리고 슬롯제원의 변화에 따른 임의의 계측지점에서

의 진동속도에 대한 영향도 확인할 수 있었다. 슬롯의 

깊이는 최소한 진원의 깊이보다 깊을 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롯의 깊이가 깊어질수록 진동속

도비는 감소하다가 약 2배 정도 되는 지점에서 일정

한 값으로 수렴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를 통해 향후 슬롯드릴링의 적

절한 유효제원을 연구하기 위한 현장실험의 이론적인 

기반 확립에 도움이 되고자 하였으며 해당 연구 분야

는 아직 국내에서 연구가 미비하므로 지속적으로 발

전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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