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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조쇄실의 진동 안정성 확보를 위한 발파지침 수립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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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Establishing a Blast Guideline for Securing an Underground 

Crusher Room from Ground Vibrations

Byung-Hee Choi, Chang-Ha Ryu, Hyun-Woo Kim, Myoung-Soo Kang

Abstract In general, blast vibrations could make underground cavern unstable by causing relative movements between 

the surrounding rock blocks that are divided by discontinuities such as joints and faults around the cavern. In the 

study, a blast guideline was established to obtain the stability of a large-scale cavern for underground crusher room 

in an open pit limestone mine in Korea. The guideline was suggested in the form of a standard calculation method 

of the maximum charge per delay for a safe blast. The allowable level of peak particle velocity for the cavern 

was determined based on the result of a numerical analysis using FLAC2D. The ground vibration data required 

for the study was obtained from field measurements.

Key words Blast vibration, Underground crusher room, Blast guideline, Open pit mine, Peak particle velocity, FLAC2D

초  록 일반적으로 발파진동은 지하공동 주벽의 절리나 단층 등의 불연속면에 작용하여 이들 불연속면들에 

의해 구분되는 암반블록들에 상대적인 운동을 유발함으로써 지하공동을 불안정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한 노천 석회석 광산에서 대규모 지하 조쇄실(crusher room; CR룸) 공동의 발파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파지침을 마련하였다. 이 지침은 안전한 발파가 되기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 

장약량을 계산할 수 있는 기준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대상 지하공동에 대한 허용 가능한 최대입자속도는 

FLAC2D를 이용한 수치해석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아울러 필요한 지반진동 자료들은 현장 계측을 통하여 

획득하였다.

핵심어 발파진동, 지하 조쇄실, 발파지침, 노천광산, 최대입자속도, FLAC2D

1. 서 론

국내 ․ 외의 대부분의 노천 석회석 광산은 벤치발파

를 통하여 채광을 하는 계단식 채광법을 채택하고 있

다. 지상에 파분쇄 시설이 존재할 경우 파분쇄 과정에

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분진으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반면, 지하에 파분쇄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지하공간이 갖는 차폐성을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크게 저감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국내 

노천 석회석 광산의 경우에도 소수의 석회석 광산에

서는 지하 파분쇄 시설을 갖추고 친환경적인 방법으

로 광산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채광작업이 계속됨

에 따라 지표의 채광장 바닥이 점차 낮아져서 지하 

CR룸 공동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워지게 되어 큰 발파

진동으로 인한 CR룸 공동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 채광장에서의 채광발파로부

터 발생되는 발파진동이 채광장 하부 지하암반 중에 

위치한 지하 CR룸 공동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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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1-3 지하 CR룸 부근의 단면도.

연구과정에서는 채광발파의 패턴과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권을 분석하고, 수치해석적인 방법과 경험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발파진동에 따른 CR룸 지하공동 주

변의 피해범위를 결정하였다. 또한 향후 채광장의 하

향화로 폭원과 지하 CR룸과의 이격거리가 더욱 가까

워짐으로써 야기될 수 있는 지하공동의 피해를 최소

화할 수 있도록 적절한 대책과 발파지침을 제시하였다.

2. 지하 CR룸에 대한 발파진동 영향 평가

2.1 개요

본 연구의 대상광산은 충청북도 단양에 위치한 A광

산으로서 노천에서 석회석을 채광하고 있다. A광산의 

채광장 바닥수준은 조사 당시 표고 365ML이었으며, 

지하 CR룸 천장의 수준은 257ML이다. 그림 1은 

#1-3 지하 CR룸 부근의 채광장 단면도이다. 그림에 

의하면 현재 채광이 이루어지고 있는 채광장 바닥면

의 수준은 표고 365ML이며, 표고 230ML의 CR룸과

는 표고차가 135m 밖에 되지 않는다. 지하 CR룸은 

석회석 채광장의 직하부에 위치하고 있어 향후 채굴

이 하향으로 계속 진행되면 가까운 시일 내에 폭원과

의 이격거리가 100m 이내로 접근할 수 있으며, 이는 

채광작업에서 발생되는 발파진동이 지하 CR룸의 안

정성에 큰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

2.2 발파진동의 예측방법

발파진동의 크기를 예측할 수 있는 식은 진동의 속

도 성분으로 표시할 때 일반적으로 장약량 및 폭원거

리를 주요 변수로 하여 다음 식과 같은 유형으로 표현

할 수 있다.

  



 (1)

여기서, 는 최대진동속도 [mm/s 또는 cm/s], 는 

폭원거리[m], 는 지발당 최대장약량[kg],   는 

각각 자유면 상태, 화약의 성질, 암질, 발파방법 등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들을 나타낸다. 폭원거리를 장약

량으로 환산한 형태인 환산거리(scaled distance) 개념

을 사용하여 위의 일반식 (1)을 다시 정리하면 다음 

식들과 같이 된다(Siskind et al.,1980).

   

 


 (2)

   

 


 (3)

식 (2) 및 (3)에서 은 감쇠지수, 는 화약류의 특

성, 발파방법, 암반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식 (2)에서와 같이 거리를 장약량의 제곱근으로 환

산한 것을 제곱근 환산거리(root scaled distance)라 

하고, 식 (3)에서와 같이 세제곱근으로 환산한 것을 

세제곱근 환산거리(cube root scaled distance)라 한

다. 환산거리를 이용하면 대수방안지에서 환산거리, 

즉 장약량과 폭원거리에 따른 발파진동의 변화양상을 

쉽게 표시할 수 있다. 환산거리로서 제곱근과 세제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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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2지구 채광발파 패턴 (b) X-4지구 채광발파 패턴

(c) 바닥면 벤치 개발발파 패턴 (d) 바닥면 벤치 개설 발파 패턴

그림 2. 채광발파 작업에 사용되는 발파 패턴도.

근 가운데 어느 것을 사용할 것인가는 각각의 방식으

로 계측자료를 처리한 결과로부터 적합도가 높은 쪽

을 택하는 방식으로 결정된다. 경험적으로는 넓은 노

천발파 현장의 경우 제곱근 환산거리 기법을 많이 사

용하며, 진동영향 평가의 대상이 표고차가 있는 경우

에는 봉상장약 이론을 기반으로 하는 세제곱근 환산

거리 기법을 많이 사용한다.

2.3 채광발파 현황

대상 현장의 채광발파 작업은 벤치발파법(bench blasting 

method)에 의해 시행되고 있으며, 채광장 전역을 3개

의 지구로 구분하여 채광작업이 수행되고 있다. 그림 

2는 현장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벤치발파 패턴들을 

보여주고 있다. 발파공의 열(row) 수는 현장 조건에 

따라 1열부터 4열까지 다양한 패턴이 적용되며, 패턴

별로 저항선, 공간격, 천공 깊이, 장약량 및 뇌관 시차 

등이 약간씩 달라진다. 대부분의 발파에서는 공저부

분에 기폭약포를 넣고 20ms의 지발 뇌관을 사용하여 

역기폭 하며, 사용 폭약은 HiMEX와 ANFO를 각기 

또는 함께 사용하고 있다. 

2.4 발파진동 현장계측

측점의 선정 시에는 채광발파가 지하 CR룸에 미치

는 발파진동의 전파양상을 잘 분석할 수 있도록 측선

을 설치하고, 발파당 7~9개의 측점에서 계측을 수행

하였다. 진동의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캐나다 Instantel

사의 MiniMate Plus 모델과 우리나라 홍림사(Honglim)

의 HLS-01 모델을 사용하였다. 그림 3은 지형도에 계

측 시의 폭원과 측점들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폭원

과 계측기 사이의 이격거리는 고도계 정밀도와 오차 

분석이 가능한 GPS 장비를 사용하여 현장에서 직접 

기록하였으며, 최종 좌표는 디지털 지도를 통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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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폭원 및 측점의 위치.

표 1. 노천 채광발파에 대한 갱외에서의 발파진동 계측 결과 

계측기 거리(m) 장약(kg) PPV(mm/s) 계측기 거리(m) 장약(kg) PPV(mm/s)

11985 73 100.00 69.10 5207 275 74.30 1.25 

5150 105 100.00 11.80 5151 148 25.80 4.57 

10663 137 100.00 8.84 11985 177 25.80 0.75 

5151 170 100.00 5.43 5207 234 25.80 1.52 

5207 210 100.00 5.18 11985 470 88.90 1.14 

10490 269 100.00 2.37 5207 499 88.90 1.98 

5283 89 53.33 22.10 5150 644 88.90 0.60 

5151 273 53.33 2.41 5151 84 94.60 7.49 

5150 420 53.33 1.24 11985 150 94.60 17.10 

10490 508 53.33 1.13 10490 238 94.60 1.68 

11985 521 53.33 1.13 5283 299 94.60 3.18 

10490 573 106.60 0.57 101250 446 94.60 0.68 

5150 83 91.40 20.20 101249 604 94.60 0.51 

10490 139 91.40 6.33 10490 45 5.40 5.33 

5151 173 91.40 4.57 5283 311 5.40 3.75 

11985 306 91.40 1.86 101249 518 5.40 1.37 

5283 315 91.40 1.59 101250 670 5.40 0.93 

5283 40 74.30 27.40 10490 273 94.60 1.40 

11985 83 74.30 14.20 5207 277 94.60 6.60 

5150 140 74.30 3.92 

하였다.

표 1은 갱외에 설치한 계측기의 이격거리, 장약량, 

측정된 PPV(peak particle velocity; 최대입자속도)이

며, 표 2는 갱내에서의 계측결과이다.



최병희ㆍ류창하ㆍ김현우ㆍ강명수 19

표 2. 노천 채광발파에 대한 갱내에서의 발파진동 계측 결과

계측기 거리(m) 장약(kg) PPV(mm/s) 계측기 거리(m) 장약(kg) PPV(mm/s)

10663 310 91.40 0.60 5207 221 50.00 0.91 

5207 298 91.40 0.68 10663 240 50.00 1.00 

10490 287 74.30 0.54 11985 309 50.00 0.65 

10663 283 74.30 0.62 5151 124 75.90 4.95 

5151 295 74.30 0.57 5283 148 75.90 3.43 

10490 164 25.80 0.75 10490 154 75.90 2.41 

10663 185 25.80 0.73 101249 222 75.90 2.17 

5283 188 25.80 0.95 101250 309 75.90 0.76 

10490 323 88.90 0.56 10663 125 84.40 7.99 

10663 359 88.90 0.64 11985 163 84.40 4.13 

5207 139 94.60 3.24 5150 220 84.40 2.44 

5150 174 94.60 3.51 5207 301 84.40 1.60 

10663 175 94.60 2.13 5151 604 77.00 0.81 

11985 180 5.40 0.76 5283 574 77.00 0.70 

10663 182 5.40 0.51 10490 736 77.00 0.67 

11985 301 94.60 1.14 101249 830 77.00 0.95 

10663 312 94.60 0.67 

(a) 제곱근 환산거리 (b) 세제곱근 환산거리

그림 4. 최대입자속도(PPV)와 회귀식.

2.5 계측 결과

그림 4의 (a)는 현장계측으로부터 측정된 지반진동

의 최대입자속도를 제곱근 환산거리에 따라 처리한 

결과 그래프로서 자료의 95% 및 50%를 포함하는 단

측 회귀선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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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발파진동이 터널과 지하공동에 미치는 영향연구 사례(암질평가 있음)

연구자 진동수준(mm/s) 관찰 결과 / 적용 조건 천반 암질 평가 결과

Tunstall(1997)

46 경미한 손상 RMR – 49

175 양호한 암반에서 손상 없음 RMR – 85

379 불량한 암반에서 심각한 손상 RMR – 49

Singh et al.(1999)

100 인도 광산에서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수준 RMR – 45

125 천반과 광주에서 석탄이 판상으로 떨어지는 현상 관찰 RMR – 45

297 천반에 큰 균열 발생 RMR – 50

Singh(2002)
100

지하 갱내 작업장에 손상 관찰되지 않음
RMR – 50

120 RMR – 60

그림 4의 (b)는 현장계측으로부터 측정된 지반진동

의 최대입자속도를 세제곱근 환산거리에 따라 처리한 

결과 그래프로서 자료의 95% 및 50%를 포함하는 단

측 회귀선식은 각각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다.

   

 


  (6)

   

 


  (7)

회귀분석 결과 진동속도와 환산거리 사이의 적합도

()는 제곱근 및 세제곱근 환산거리식에서 서로 비슷

한 수준으로 나타나 상호간에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지하 

CR룸은 채광작업이 진행되는 기간을 통해 반영구적

으로 유지해야 할 지하구조물이라는 점에서 큰 중요

성이 있다. 따라서 대상구조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

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하 CR룸의 안정성 확

보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가급적 보수

적인 적용기준을 설정하였다(최병희 외, 2010). 

3. 지하 CR룸의 동적 안정성 평가

3.1 개요 

지하 CR룸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수준을 결정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사례들을 조사함과 더불어 2차원 유

한차분해석 코드인 FLAC2D(Itasca, 2005)를 이용하

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과정에서는 노천채광 시 

발파압력으로 인해 지하 CR룸에 진동이 발생되는 상

활을 모델링하고, 천장부 및 바닥부에서 측정되는 발

파진동이 어느 수준을 초과할 때 공동의 구조적 안정

성이 영향을 받는지 분석하였다.

3.2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한 평가

대상 현장과 유사한 형태를 채택하고 있는 일본의 

여러 석회석 광산들의 경우, 발파작업에 대한 지하 

CR룸의 안정성 문제를 다루고 있는 자료들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지하 CR룸에 작업원이 상주하지 않고 

원격제어로 관리되기 때문에 인명 피해가 없어서 공

식적인 보고가 되지 않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동

일한 조건은 아니지만 유사한 문제로서 지하 또는 노

천 발파가 인접 터널이나 광산 갱도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 평가 문제를 다루고 있는 사례들은 다수 보고

되고 있다. 표 3은 터널과 지하공동에 미치는 발파진

동의 영향에 관한 연구 사례들 가운데 암질평가가 포

함된 조사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로부터 지하 

갱도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발파진동의 수준을 일반화

하여 하나의 값으로 제시하기 어렵지만, 지상 구조물

에 대해 설정하고 있는 허용수준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값임을 알 수 있다. 대상 현장의 지하 CR룸 지

역의 암반은 점하중 시험(point load test)에 의한 일

축압축강도(uniaxial compressive strength)가 64~100 

MPa, 슈미트 해머(Schmidt hammer) 측정값으로부터 

환산한 일축압축강도 추정치는 30~120MPa의 범위로

서 보통암에 해당하고, RMR 값은 3조의 불연속면군

에 대해서는 평균 67로서 양호한 암반으로 분류되며, 

단층 파쇄대의 경우 RMR 값이 25로서 매우 불량한 

암반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공창 외, 2000).

주변 암반에 대한 평가가 명기되어 있는 비교적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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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적 안정성 해석 위치 (b) 동적 안정성 해석 단면

그림 5. 동적 안정성 해석 개요도.

표 4. 동적 안정성 해석에 적용한 암반 물성

구분 적용값

단위중량(tonf/m
3
) 2.72

변형계수(MPa)
정적 26,000

동적 35,360

포아송비
정적 0.19

동적 0.26

점착력(MPa) 1.90

내부마찰각(°) 38.0

인장강도(MPa) 0.80

근의 연구 사례로서 석탄광산에서 관찰한 결과를 보

면(Singh, 2002), RMR 값 50~60 정도의 암질에서 진

동의 수준이 100~120mm/s일 때는 갱내 작업장에 손

상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RMR 45로 평

가되는 암반에서 천반과 광주에서 석탄이 판상으로 

떨어지는 정도의 손상은 진동 수준 125mm/s에서 관

찰되었으며, 큰 균열이 발생하는 수준은 297mm/s 정

도였다(Singh et al., 1999). 인도의 광산에서 지하 갱

내 작업장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허용 진

동수준은 100mm/s이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A광산 지하 CR룸의 경우, 

일부 단층 파쇄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RMR 값이 

67인 양호한 암반으로 평가되며, 또한 작업원이 상주

하고 있는 공간이 아니므로 RMR 50 정도의 암질에

서도 손상이 관찰되지 않은 100mm/s의 발파진동 수준

이면 평소의 관리수준으로 충분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수치해석을 통한 평가 

그림 5는 동적 안정성 평가를 위한 해석위치와 해

석단면을 보여주고 있다. 해석 단면은 지하 CR룸의 

배치 방향과 기존의 안정성 평가 보고서(한공창 외, 

2000)를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모델의 중심부에 지하 

CR룸이 있고, 상부에 그리즐리룸이 있는 경우를 모사

하였으며, 단층대가 CR룸의 측벽부를 지나도록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보수적인 평가를 위하여 기존

의 안정성 평가 보고서의 적용 물성을 바탕으로 안전

율을 계산하여 동적 안정성 해석에 적용할 물성을 평

가하였다. 표 4는 동적 안정성 해석에 적용한 암반 물

성들이다. 여기서, 석회암의 동탄성계수 및 동포아송

비는 석회암에 대한 USBR(US Bureau of Reclamation)

의 자료를 참고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6은 발파압력 작용 시 지하 CR룸 주변의 소성

영역에 대한 해석결과를 보여준다. 해석결과를 살펴

보면, 발파압력이 작을 때 소성영역이 형성되지 않거

나 그리즐리룸 하부 CR룸 천장부에 국부적으로 소성

영역이 형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CR룸의 규모

가 크고 폭이 상대적으로 넓으며 우측 상부에 공동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리즐리룸보다 먼저 주변에 소성영

역이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발파압력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소성영역(전단 및 인장파괴)은 점차 확대

되어 30~50MPa에 이르렀을 때 큰 영역을 형성하였

다. 한편, 구조물의 천장 및 바닥부에서 측정한 수직 

및 수평방향 최대진동속도를 각 발파압력별로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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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MPa (b) 20MPa

(c) 30MPa (d) 50MPa

그림 6. 발파압력 작용시 CR룸 주변 소성영역 해석결과.

표 5. 발파압력별 최대진동속도 해석결과

발파압력 

(MPa)

CR룸 그리즐리룸

천장부 바닥부 천장부 바닥부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수평 수직

2 10 7 2 2 14 7 5 4

4 20 14 5 3 29 15 11 8

6 29 23 7 5 40 24 16 12

8 39 24 9 6 48 35 21 19

10 47 26 12 7 57 43 26 25

20 81 57 19 12 81 129 46 50

30 105 120 25 20 92 203 60 68

40 128 229 31 28 112 264 69 89

50 133 303 35 35 129 328 78 104

면 표 5와 같다. 표에서 그리즐리룸 주변에 소성영역

이 형성될 때(20MPa 작용) 천장부 최대 수직방향 속

도가 129mm/s이며, CR룸 주변 소성영역이 확대되기 

시작할 때(30MPa 작용) 천장부의 수평 및 수직방향 

속도가 각각 105mm/s, 120mm/s인 점을 감안할 때 

지하 CR룸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진동 허용수준은 

이 진동수준 이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지하 CR룸의 발파진동 관리기준

4.1 개요

국내외의 사례조사 결과와 FLAC2D를 활용한 수치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CR룸에 대한 진동 허용

수준을 분석한 결과, 지하 CR룸의 구조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하 CR룸이 위치한 암반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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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발파진동 관리수준 100mm/s일 때 이격거리별로 허용

되는 지발당 최대장약량

이격거리
지발당 최대장약량

[제곱근]

지발당 최대장약량

[세제곱근]

30m (76kg) 46kg

40m (135kg) 109kg

49.5m(교차점) 206.8kg 206.8kg

50m 211kg (213kg)

60m 304kg (368kg)

70m 413kg (584kg)

80m 540kg (872kg)

90m 683kg (1242kg)

100m 844kg (1704kg)

120m 1215kg (2945kg)

140m 1654kg (4677kg)

160m 2160kg (6982kg)

180m 2734kg (9941kg)

200m 3376kg (13637kg)

250m 5275kg (26635kg)

300m 7596kg (46026kg)

*괄호 속은 참고치.

에서 측정되는 발파진동 수준이 100mm/s를 초과해서

는 안 된다는 결론을 얻었다. 이 결과에 따라 본 연구

에서는 대상 A광산의 지하 CR룸에 대한 발파진동 관

리수준을 100mm/s로 설정하였다.

4.2 진동영향 평가식의 설정

지하 CR룸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지하 CR룸의 안정성 확보를 최우선적으

로 고려한다는 원칙하에 가급적 보수적인 적용기준을 

설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의 대상이 되

는 지하 CR룸은 광산에서 반영구적으로 유지하여야 

할 중요 구조물인 까닭에 이를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

는 견지에서 소위 “교차점 분석” 기법을 채택하였다

(최병희, 2010). 측정 자료에 대한 교차점 분석 결과 

교차점 거리는 46m로 계산되었다. 따라서 이 교차점 

거리 이상에서는 제곱근 환산거리를 적용하고, 이내

에서는 세제곱근 환산거리를 적용하였다.

결론적으로 이격거리 46m 이상의 원거리에서는 제

곱근 환산거리로 처리한 회귀식 가운데 PPV 성분의 

95% 자료를 포함하는 단측 예측식을 대상지역에서의 

진동영향 평가식으로 결정하였다. 따라서 이격거리가 

46m 이상인 경우 식 (4)로부터 지하 CR룸에 대한 발

파진동 관리기준( 수준) 100mm/s를 만족시키기 

위한 이격거리() 및 장약량() 조건을 환산거리

()를 이용하여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된다.

 



  (8)

반면, 폭원거리  = 46m 이하인 경우 이격거리 및 

장약량 조건을 환산거리로 표현하면 앞의 식 (6)로부

터 다음과 같이 된다.

 
 


  (9)

표 6은 폭원거리에 따른 이격거리 및 장약량 조건

을 환산거리에 맞춰 계산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 의하

면 지하 CR룸의 발파진동 관리기준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지하 CR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30m 떨어

진 장소에서 발파를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는 지발당 

최대장약량의 한도는 46kg이며, 이격거리가 50m일 

때는 211kg, 이격거리가 100m일 때는 844kg, 이격거

리가 200m일 때는 3376kg을 한도로 해야 함을 나타

내고 있다. 이 결과를 역으로 표현하면, 발파패턴의 

지발당 장약량이 46kg 이내라면 지하 CR룸에 대한 

발파진동 영향권은 30m 이내에 국한된다고 할 수 있

으며, 지발당 장약량이 211kg일 경우 진동 영향권은 

50m, 지발당 장약량이 844kg일 경우 진동 영향권은 

100m, 지발당 장약량이 3376kg일 경우 진동 영향권

은 200m 등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5. 결 언

본 연구에서는 A광산의 지하 CR룸을 보다 엄격히 

관리한다는 보수적인 견지에서 폭원거리 46 m 이상

의 원거리에서는 제곱근 환산거리로 처리한 단측 회

귀식 가운데 PPV 성분의 95% 자료를 포함하는 예측

식을 대상지역에서의 진동영향 평가식으로 결정하였

다. 아울러 폭원거리가 46m 이내로 접근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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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곱근 환산거리로 처리한 단측 회귀식 가운데 PPV 

성분의 95% 자료를 포함하는 예측식을 대상지역에서의 

진동영향 평가식으로 결정하였다. 이 결과로부터 지하 

CR룸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수준 PPV=100mm/s를 

만족시킬 수 있는 채광발파 지침을 환산거리 조건식

으로 제시하되, 보수적인 견지에서 이격거리 46m(교

차점 거리)를 기준으로 원거리와 근거리를 구분하고 

각 경우에 대해 별도의 환산거리 조건식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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