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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데크 적용 시 발파공 내 압력변화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

강대우1)*, 허원호2)

A Numerical Study on Pressure Variation Characteristics 
in Blasthole by Air-Deck
Dae-Woo Kang and Won-Ho Hur

Abstract Air deck charge blasting method which has been generally used in a surface mine and large scale developing 
site is one of the improved techniques with blasting effectiveness.  Many studies and experiments have been tried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pressure distribution in a blasting hole and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air deck 
charge blasting method. In this study, changes of pressure occurred in sections of air deck installed in various 
ways was computed and also changes of pressure with the location and length of air deck was analyzed, using 
numerical analysis program. Basically, all the numerical analysis was 2-Dimensional analysis and equation of status 
of explosives was JWL-EOS. Only to evaluate the variations of pressure in blast hole, it was assumed that rock 
mass is homogeneous but rock mass has different density and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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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에어데크 공법은 노천광 및 대규모 발파현장에서 널리 쓰이는 대표적인 발파기술 중 하나이다. 에어데크 

공법의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그간 많은 연구와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공내에서 어떠한 압력 거동을 일으키는가

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에어데크 조건하에서 각 에어데크 구간이 어떠한 

압력의 차이를 일으키는가에 대해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고, 에어데크의 위치와 에어데크 구간의 길이에 대한 

압력변화를 알아보았다. 기본적으로 모든 수치해석은 JWL 상태방정식을 사용하였으며 2차원 평면상에서 진행

하였다. 순수한 압력의 변화만을 관찰하기 위해 암반의 밀도와 강도만을 달리하고 모든 암반은 균질한 상태로 

가정하였다.

핵심어 에어데크, 공내 압력, 수치해석, JWL 상태방정식

1. 서 론

발파로 인한 폭굉의 거동모사에 사용되는 수치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에어데크공법을 이용한 암 발파 

설계를 모델링하고 시뮬레이션 함으로서 에어데크공

법의 이론인 ‘빈 공에서의 가스 팽창압 유도’를 살펴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 다른 발파설계 패턴으로 

에어데크를 형성하여 최적의 에어데크 방법에 대해서

도 알아보았다. 대규모 광산의 경우 발파 패턴의 변경

은 생산성에 차질을 줄 수 있어 새로운 발파의 패턴을 

선정하여 시행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로서 보통 

6개월에서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보통이

다. 폭약이 발파공 내부에서 어떠한 압력(폭굉압, 가
스압)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측정이 불

가하므로 실제 적용을 되풀이하여 최적 공법 패턴을 

찾아내기 위해 많은 기간이 필요하다. 에어데크공법

도 마찬가지로써, 정확한 시공이 이루어질 경우 발파

효율이 증대되고 경제적인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정확한 패턴의 선정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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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워 망설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폭약의 거동모사를 수치해석하기 위하여 일반발파와 

에어데크공법을 모델링하고 해석하였다. 시뮬레이션 

상의 에어데크 구간에서 2차적인 가스압의 팽창이 발

생하는지를 관찰하였고 다양한 모델을 수치해석하여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에어데크 발파 

패턴을 연구하였다.

2. 에어데크 공법

2.1 기본이론

최초 발파공 상부의 주상장약장과 전색장 사이를 

마개로 막아 일차적으로 전색장을 줄이고 공내부 압

력을 증대시켜 벤치발파에서의 파쇄도를 높임으로서 

매달린 형태의 잔류석(blasting overhangs)을 방지하

고자 사용되었다. 1971년 러시아에서 공법의 효용성

이 학술적으로 제시(Melnikov & Marchenko, 1971)
되었으며 공 내부의 빈 공간에서 작용되는 압력에 대

해 정의(Melnikov et al., 1979)되었다.
Melinkov 와 Marchenko 의 이론에 의하면 1차 폭

굉에너지가 공내에서 발생하여 빈 공에서 상하 좌우

의 반복운동을 하며 상호 충돌하여 2차적인 폭굉파를 

생성하는데, 이러한 2차 폭굉파(secondary shock wave)
의 반복적인 생성이 공내부의 압력을 상승시켜 암석

의 발파에 필요한 폭발압력(after shock 로 표현되는 

압축파 형태의 에너지가 아닌 인장응력)을 증대시킨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최초 발생되는 압축파를 상

쇄, 감쇄 또는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운동에너지 

형태에서 공 벽에 대한 압력으로 변환시킴으로서 파

쇄도(fragmentation)의 증대를 도모한다고 서술하고 

있다. 이러한 에어데크차지 공법의 이론은 (1)식과 같

으며, 여기서 압력 P는 공당 장약량에 비례하고 압력

변위에는 반비례 한다(Kinney & Graham, 1985).




 (1)

여기서, M : 공당 장약량(kg), n : 내부기체의 몰수, 
R : 일반기체상수, T : 내부가스의 온도, S : displacement 
of the pressure front, C1 ,C2 : empirical constants 이다.

1993년 오늘날 사용하는 형태인 장약장 중간지점에 

대한 에어데크 공법이 제시(Moxon et al., 1993) 되었

다. 이것은 상부의 장약과 하부의 장약이 동시에 기폭

하여 발생되는 운동에너지가 공 중간에 형성된 빈공

에서 유체를 압축시켜 폭굉압에 합산됨으로서 기존의 

일반발파 공법보다 이론상 10~100배의 공내 압력상

승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 공내 폭발압력의 산정

일반적으로 폭약이 발파공 내에서 폭발하게 되면, 
급격한 화학반응이 일어나게 되며 그 일부는 고온의 

가스로 전환된다. 이러한 화학적 반응은 응력파와 가

스압의 형태로 발파공을 가압하게 되는데, 최근의 연

구결과에 의하면 발파공의 파쇄 및 발파공 주변으로

의 균열 발생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응력

파이며, 발생한 균열의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가

스압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발파효과를 실

제규모로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

요되기 때문에 수치해석에 의한 시뮬레이션이 적용되

고 있으나, 이 역시 발파대상 매질을 연속체 또는 불

연속체로 고려함에 따른 여러 가지 변수들의 적용이 

용이하지 않거나 응력파와 가스압의 하중 적용이 용

이하지 않아 매우 복잡한 해석과정을 거쳐야하는 불

편함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굉압이 발파공 내부에서 작용하는 

모습을 관찰하기 위하여 JWL-EOS(Jones-Wilkins-Lee 
equation of state)에 기초하여 폭발압력을 산정하였

다. JWL-EOS는 폭굉 물질과 관련된 압력-부피의 관

계를 모사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경험적 수식으로 폭

약이 기폭되어 압력이 약 1kbar 까지 떨어지는 동안

의 폭약 거동묘사에 주로 사용된다. 이 상태방정식은 

정상 압력, 기체밀도 조건에서의 화학 반응 직후의 고

압, 고밀도 조건에서 팽창하는 물질의 상태를 계산하

며 특히 등엔트로피 조건의 JWL-EOS는 다음 식과 

같다.

 exp

exp


 (2)

여기서, P : 상대 비용에 대한 압력, A, B, C :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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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y of explosives

Constant
(Unit)

C1
(kPa)

C2
(kPa) R1 R2 ω ρ

(g/cm3)
Vc

(m/sec)
Erosion
Strain

NewMITE Plus 2.140×108 1.820×105 4.2 0.9 0.36 1.25 5500 2.0

ANFO 4.946×107 1.891×106 3.9 1.1 0.33 0.93 4160 2.0

Fig. 1. Influence of decoupling index(D.I).

계수,  R1, R2 : 고유치, ω : 상수 이다. (2)식은 비체적

(relative specific volume) V=v/v0 에 대한 압력 P를 

표현한 것이다. v0은 폭약의 초기밀도에 대한 역수이

며 독립변수이다. 또한 A, B 및 C는 압력 계수이며 

R1, R2는 고유치 그리고 ω는 상수이다. 따라서 발파공

에 장약된 폭약이 기폭 시, 화학 반응 직후 발파공 벽

면에 작용하는 최대 가스압은 위 식의 상대 비용에 디

커플링 지수(D. I)와의 관계식으로 계산된 값을 대입

함으로서 아래 Fig.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 수치해석

3.1 물성치

폭약 특성

폭약의 경우 기본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에멀젼 

계열을 사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각 장약은 공내

부에 밀장전된 것으로 가정하였고 폭약의 상태방정식

으로는 앞서 언급한 JWL-EOS를 사용하였다. 또한 

폭약의 경우 강성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다만 급격한 

요소의 팽창 및 속도증가로 인해 요소가 너무 심하게 

왜곡되거나 Degenerate 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요소의 순간적인 변형량을 적절히 기준하여 과도한 

변형시 탈락시키는 instantaneous geometric strain을 

erosion strain의 기준으로 사용하여 200% 적용하였

다. Table 1은 해석에 사용된 폭약의 물성치이다.

암반 특성

최근의 암석물리학은 탄성자료의 AVO(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나 감쇠, 통계학적인 방법, 지
질학적인 정보의 정량적 결합 등 그 응용영역을 넓혀

가고 있지만 암석의 속도와 물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

구를 가장 근간으로 한다. 암석의 속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에 대해 살펴보면, Fig. 2는 

암석의 속도가 압력의 변화에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래프이다 압력이 커질수록 암석

의 속도는 일반적으로 증가하는데 여기서 압력의 변

화는 근사적으로 암석 내부의 밀도가 된다. 암석의 종

류에 따라 이러한 변화는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그림

에서와 같이 압력이 증가하는 초기에는 그 속도가 상

대적으로 빠르게 증가하며 일정 압력 이상에서는 그 

속도의 증가가 감소하고 하나의 값으로 점근하는 경

향을 보인다. 압력 하에서 속도의 변화가 발생하는 일

차적인 이유는 대부분의 암석이 공극을 가지고 있고 

이러한 공극의 분포가 다양하기 때문이며, 이 암석에 

압력을 가하면 공극은 외부의 압력변화에 매우 민감

하게 변형되어 공극이 쉽게 닫히게 되어 없어지게 된
다. 이 경우에 암석의 속도는 다시 일정한 속도를 유

지하여 수렴하게 된다. 
위의 이론에 의거하여 암반의 경우 압력과 밀도의 

관계를 나타내는 상태방정식으로 공극(pore)의 붕괴

로 인한 비가역적 변형을 모델링 할 수 있는 Porous 
EOS를 사용하였다. Fig. 3에서 보여지듯이 어느 순간

의 소성변화는 초기의 음파 속도(porous sound speed)
와 완전히 압축된 상태에서의 음파 속도사이의 값을 

적절히 보간하여 입력한다. 기공의 붕괴에 따른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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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 of velocity and porosity(Mavkov et al., 1998). Fig. 3. Influences of pressure and density in Porous EOS.

Table 2. Properties of rocks(Limestone mine, Dan-yang, Korea)

Division
(Unit)

ρref
(g/cm3)

Hydro
(Pa)

Gf
(j/m2)

Shear Mod.
(Pa) ν Vsolid

(m/sec)
Vporous
(m/sec)

Erosion
strain

Soil - - - - - - - -

Weathered 2.20 -1.58×101 1.50×102 7.259×104 0.35 1.800×103 1.525×103 2.0

Soft rock 2.45 -9.34×102 2.50×102 3.270×105 0.20 2.306×103 2.001×103 2.0

Hard rock 2.60 -3.48×104 6.00×102 4.290×106 0.18 4.526×103 4.021×103 2.0

의 변화는 밀도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입력하여야 하

며 최고 10개의 중간값을 적용할 수 있다. 또한 탄성 

압밀(elastic compaction)을 정의하는 부분은 단속적

으로 연결된 선형의 선도를 사용한다. 아래 Table 2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암반 물성치이다.

경계조건부여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모든 요소는 2차원 

평면상에 모델링하였다. 또한 순간적인 요소 왜곡이 

심한 폭약에 대하여 re-meshing이 가능한 ALE Solver
를 적용하여 매 계산 시 요소의 재정립이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재배치(re-meshing)의 기준은 equally spaced 
-IJ 조건을 부여하였다. 무한히 넓은 암석면을 수학적

으로 묘사하기 위하여 압력전달의 경계조건이 적용되

었고 좌우측 및 하단의 암반에 이 조건을 적용함으로

써 충격파가 반사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실제, 암석의 

종류에 따라 밀도와 충격파의 전달 속도가 서로 다르

므로 이 조건은 암석의 종류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

하여야 하나 여기서는 동일한 조건으로 구속하였다. 
또한 폭약과 암반의 경계는 라그랑쥐 결합(Lagrange- 
Lagrange contact)을 부여하여 압력의 전달과 상호 입

자간 운동이 발생하도록 하였다.

발파해석의 경우 폭약에 의한 발파하중 외에는 별

도의 작용 하중이 없으므로, 폭약에 기폭지점과 기폭

시간만 지정하면 하중은 자동으로 발생하게 된다. 본 

해석에서 폭약의 기폭시간은 해석이 시작되는 시점으

로 설정하였으며, 그 위치는 폭약의 하부 1/3 지점을 

기준으로 단일기폭 또는 상하부 이중기폭으로 하였

다. 이 기폭지점의 설정은 S 양회 ○○광산에서의 실

제 에어데크 차지하여 실험한 자료를 바탕으로 하였

으며 실제 분산장약을 통한 에어데크  발파의 실제 제

원은 Fig. 4와 같다.

3.2 해석 모델링

각 게이지(gauge)는 설정된 위치에서 속도, 압력, 
에너지, 에너지 유입 상황 등 에너지의 발생으로 인한 

모든 데이터를 시간이력에 따라 저장하며 본 연구에

서는 최초 공벽에 작용하는 압력값을 알아보기 위하

여 기폭지점에 인근한 공벽에 게이지를 고정하였고 

나머지 각 게이지는 격자(grid)가 팽창함에 따라 요소

와 함께 이동하도록 설정하였다. 투사면적 범위에 해

당하지 않는 벤치 상단부에 게이지를 설치하여 각 조

건별 발파 진행 시 별도의 시간이력을 산출하도록 하

였고 기본적인 일반발파와 에어데크차지 발파시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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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폭약 : HIMEX 
(Emulsion+ANFO)

기폭약 : Initiate 
NewMITE Φ50mm

에어데크 : Air deck(Air tube) 
1.5m length 1.0m
diameter : 80mm  unit 2

장약장 증가 : Stemming zone decrease 1.0m
Increase charge length 13m

Fig. 4. Detail design of normal and double dispersion air deck.

Fig. 5. Charging and install gauge.

부 전석에 대한 폭굉압 도달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장약장 상부지점에도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일반적인 발파작업 시 발파 투사면적은 암석의 내

부마찰각에 크게 기인하고 저항선 및 전색상태에 따

라 달라지나 에어데크를 이용할 경우 전색장을 소폭 

감소시키는 것이 가능하므로 수치해석 상에도 전색장

을 감소하였다.
초기 기폭시간을 0.0에서 시작하도록 하였고 최소 

최대 time step은 0.0ms에서 최대 1.7×10-4ms 사이의 

값을 변형정도에 따라 자동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저
항선을 5.0m로 설정하였기 때문에 일반적인 발파일 

경우 약 20ms 후 자유면으로 압력이 완전히 터져 나

오는 것을 고려하여 사이클 한계(cycle limit) 10000
에서 약 20ms정도에 도달하도록 time step을 적절히 

조절하였다. 에멀젼 폭약의 경우 폭굉시의 폭속이 

5500m/sec 이므로 저항선을 약 4.0m로 설정한 본 해

석 모델에서는 초기 압축파는 약 7.2×10-4sec 후 자유

면에 도달하여 방출(flow-out) 된다. 또한 나머지 팽

창압도 약 20ms 내에 암석의 파괴와 함께 자유면에 

도달하므로 계산시간의 단축을 위해 25ms 이후에 수

동 차단 후 시간이력을 도출하였다. ANFO의 경우에

는 프로그램내의 라이브러리에 저장된 폭속이 비교적 

빠른 편이므로 에멀젼 폭약과 동일한 time step으로 

진행하였다.
모든 모델은 벤치 높이 20m에 15m 천공하였다. 천

공경은 φ102mm 이며  기폭지점 설정을 제공하므로 

별도의 기폭제는 사용하지 않는다. 위 발파 제원은 앞

서 언급한 대로 국내 S양회의 00광산에서 현재 사용

되고 있는 대규모 발파의 발파패턴으로 2010년 00월 

경 본 연구와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실시된 시험발파

의 제원이다. 해당 현장에서 실험발파를 진행하여 이

중분산 에어데크차지 공법의 결과는 미리 알고 있으

며 수치해석상의 모델링은 에어데크차지 공법의 공내 

압력 거동만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벤치 내부의 절

리, 균질상태는 고려하지 않았다. Fig. 5 는 공저부에

서부터 상부쪽으로 가상게이지의 위치를 나타낸 그림

으로 공저부 #1을 시작점으로 하여 #15까지 총 15개
의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에어데크 적용 시 발파공 내 압력변화 특성에 대한 수치해석6

Fig. 6. Simulation of normal blasting. Fig. 9. pressure-time histories in single air Pdeck blasting.

Fig. 7. Pressure-time histories in normal blasting. Fig. 10. Simulation of double dispersion air deck blasting.

Fig. 8. Simulation of single air deck blasting. Fig. 11. Pressure-time histories in double dispersion air 
deck blasting.

벤치의 영역 좌측 및 상단으로 자유면을 가정하였

다. 이 경우 압력 및 요소가 경계면 바깥으로 자유롭

게 유동하도록 방출을 설정하였고 암반은 무한 동일

매질에 연속체로 가정하여 연속체 방향으로 압력만이 

투사되고 요소는 고정되도록 압력전달을 설정시켜 기

본 모델링하였다.
비교를 위하여 에어데크를 하지 않은 일반 발파를 

먼저 모델링하였으며 하부기폭하여 진행된 이력은 다

음과 같다. 일반발파 할 때 공벽을 따라 측정된 압력

은 5ms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더 이상 주목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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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essure-time histories (normal ; 15m hole depth, 10m charging, 5m stemming)

No. 1 2 3 4 5

Position
hole inner side

bottom of hole bottom 3.0m bottom 6.0 m bottom 7.5 m bottom 9.0 m
Pressure  (MPa)

Tim
e

(ms)

0 0 0 0 0 0
1 512 754 590 395 636
2 363 423 380 216 395
3 185 126 237 213 288
4 192 283 126 207 175
5 170 177 149 225 160
6 165 206 152 176 155
7 183 160 127 153 148
8 127 109 163 150 113
9 123 116 130 128 173

10 102 30 170 145 119

0

200

400

600

800

1000

0 2 4 6 8 10

bottom in hole

bottom 3.0m

bottom 6.0m

bottom 7.5m

bottom 9.0m

압력의 변화가 없었으나, 에어데크 공법의 경우 압축

파가 모두 지나간 뒤의 시점인 5ms 이후에도 압력의 

상승이 발생하였다. 특히 Fig 7, 9 및 11에서 보여지

는 것과 같이 각 게이지 이력 중 에어데크 구간에 설치

된 각각의 게이지는 5ms 를 지나는 시점부터 400MPa 
이상 반등하다 다시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특히 초기 기폭시점에서의 압력은 약 800~1000MPa 
이상으로 나타났다. Fig. 6, 8, 10에는 각 경우에 대한 

해석 결과가 표시되어 있다. 시간이력에 따른 각 게이

지별 압력거동은 다음 Table 3 과 4에 각각 표시하였다.

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에어데크 위치별 압력거동

일반발파 시 공벽을 따라 측정된 압력은 5ms 이후 

급격히 감소하여 더 이상 압력의 반등 및 증가가 없었

으나, 에어데크의 경우 5ms 이후에 압력의 반등이 발

생하였다. 특히 Table 4에서 보여지는 각 게이지 이력 

중 에어데크 구간에 설치된 게이지는 5ms를 지나는 

시점부터 400MPa 이상 반등하다 서서히 낮아지는 경

향을 보였으며 모든 에어데크 발파에서 에어데크 주

변의 게이지(No. 7, 8 및 9)는 위와 같이 5ms를 전후

하여 400MPa 이상 반등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상

부에 에어데크를 설치하고 단일장약한 경우를 모사하

여 해석을 진행한 결과 5ms 이후 주목할 만한 압력의 

변화는 발생하지 않았다. 발파공 중간에 에어데크를 

설치하고 분산장약한 기본 에어데크에 비해 전체적인 

압력이 낮으며 일반발파에 비해서도 5ms 후 압력의 

감소가 커지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고유한 속도를 가

지는 가스의 팽창이 빈 공에서 충돌하여 공내 압력 상

승을 유도한 것으로 판단된다.

4.2 에어데크 비율에 따른 압력거동

4.0 m를 에어데크로 대체한 경우 천공장이 15.0m
인 것을 고려할 때 총 천공장의 약 26%를 빈 공으로 

대체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경우 발파공 주변암

석에 대한 압력분포는 Fig. 11과 같이 나타났다. 에어

데크 중앙부(게이지 # 3; black)에서 5ms 후 소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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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ssure-time histories at different gauges (air deck ; equal drilling pattern, 5.0~7.5m Air deck)

No. 1 2 3 4 5

Position
hole inner side

bottom of hole bottom 3.0m bottom 6.0m bottom 7.5m bottom 9.0m
Pressure  (MPa)

Time
(ms)

0 0 0 0 0 0
1 778 583 787 774 831
2 583 380 592 206 337
3 482 487 477 596 420
4 183 213 203 365 86
5 227 298 435 476 400
6 76 203 410 207 194
7 135 359 201 236 14
8 182 220 193 202 88
9 176 172 123 188 80

10 99 113 107 130 36

0
200
400
600
800

1000

0 2 4 6 8 10

bottom in hole

bottom 3.0m

bottom 6.0m

bottom 7.5m

bottom 9.0m

압력 증가가 발생하였으나 약 200MPa 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6.0m(40%) 구간을 에어데

크한 경우에는 초기 폭굉압이 1GPa 이상으로 대단히 

높게 나왔으나 4ms 이후의 폭굉압력이 급격히 감소

하는 양상을 보였다. 에어데크 구간을 상부 전색장 아

래에 위치시킨 경우 일반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빈 공

에서의 압력 증가는 2중 분산장약하여 장약장 중간에 

에어데크를 설치한 경우에 비해 압력 증가율이 크게 

줄어들었다. 따라서 일반적인 노천 현장에서 사용되

어지는 전색장 바로 아래에 에어데크를 설치하는 공

법은 폭굉압 등에 있어서 큰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고 판단된다.

5. 결 론

1) 에어데크의 발파공 내 압력 상승은 에어데크 공법

을 이용한 발파를 모델링하여 수치해석한 결과 에

어데크공법의 이론과 동일한 ‘빈 공에서의 압력이 

상승하는 효과’ 가 나타났다. 이러한 압축파 후에 

생성되는 2차적인 폭압의 상승은 발파효과에 큰 

이익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수치적으로 해석하였

을 시 각각의 속도를 가지는 입자간의 충돌로 인

하여 장약장 중간의 빈공에서 압력의 상승이 일어

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2) 에어데크차지 구간의 위치별 압력 변화는 에어데

크 구간을 장약 사이에 시공하여 상ㆍ하부 분산장

약하고 각각 동일시차 기폭하였을 시 공내 압력 

상승 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3) 천공장 대비 에어데크 구간의 길이는 15.0m 천공

장에 대하여 각각 13%(천공장 대비 길이 ; 2.0m), 
26%(4.0m), 40%(6.0m)의 에어데킹 구간을 형성

하여 수치해석 한 결과 13%에서는 일반 발파에 

비해 2차 공내압력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였고, 26%의 경우에는 약 10%내외의 압력상승이 

발생한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 결과로 판단할 때 

에어데크 구간의 비율은 장약장 대비 13% 수준이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었으며 향후 3차원 수치해

석으로 그 비율을 다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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