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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key findings obtained from the numerical experiment investi-

gating into the use of the cylindrical cavity for rock splitting operations. The stress and 

strain path analyses were carried out in order to provide a better insight into the crack 

formation. The principal stress analysis carried out along the crack line us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se numerical analyses allowed the failure of the brittle 

material and the crack propagation to be investigated. This paper also suggested 

possible reasons for the change in crack direction observed during the rock splitting 

operations using the results obtained.

Keywords: Rock splitting operations, Free surface, Numerical analysis, Tunnel shaft

초 록

본 논문은 원형 자유면을 이용한 암반 파쇄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이다. 암반 파쇄시 

균열 발생에 대한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하여 수치해석을 통해 응력 및 변형율 경로를 

분석하였다.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균열선의 주응력 분석으로 최대 주응력을 산출하여 

취성 재료의 파괴와 균열 진전에 대하여 분석 규명하였다. 또한 본 연구결과를 통하여 

암반파쇄시 균열 진전 방향이 전환되는 거동 메커니즘을 제시하였다.

주요어:암반 파쇄(할암), 자유면, 수치해석, 터널 수직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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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공 ․ 발파 공법을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에 적용이 고려되는 대표적인 공법으로는 유압계(Hydraulic cell)에 

의해 부피가 확대 ․ 축소하도록 고안된 장치를 미리 시공된 구멍에 삽입하여 이용하는 공법이 있다(Fig. 1). 이렇

게 특수한 공법을 사용할 경우 소음 및 진동은 거의 없지만 유압 장치의 크기(길이) 및 한번에 투입할 수 있는 장치

의 개수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공사기간이 길어지므로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로 터널 및 

고속철도 터널 등과 같이 굴착 단면적이 충분히 큰 경우에는 백호와 같은 대형 장비에 이 유압계를 장착하여 사용

할 수 있지만, 전력구 터널 및 소규모 터파기 현장 등과 같이 굴착단면적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계 장비의 

도움 없이 인력이 직접 유압 장치를 운용하여야 하므로 효율이 더욱 떨어지게 된다. 소규모 현장에서는 주로 직경 

50~200 mm인 유압 장치와 길이 500~1,000 mm의 구멍을 사용하며(Table 1), 작업 속도는 경암(hard rock) 조건

을 가정할 경우 하루 6~8 m3이다. 이는 직경 8 m인 굴착 단면을 가정할 때 하루 굴진량 100~150 mm에 불과하다

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공사 효율 증진을 위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원형 자유면을 이용한 암반 

파쇄 공법에 대한 균열 발생 메커니즘의 이론 고찰과 이에 따른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파쇄공법에 따른 암반 균열 

거동에 대하여 규명하였다.

Fig. 1. A typical hydraulic cell used for rock splitting operations

Table 1. Field practice of small-scale rock splitting operations

Hole diameter Hole depth
Hole center-to-center 

spacing 

Hydraulic 

pressure

Typical daily 

excavation rate 

[mm] [mm] [mm] [bar] [m3/day]

Splitter 1 54 800

Splitter 2 85

Splitter 3 200 600 500~550 12,00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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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균열발생이론 및 분석 개요

2.1 기본이론

취성 파괴(Brittle failure) 거동을 보이는 암반의 특성을 재현하기 위해 제안된 대표적인 이론으로 고정 균열 이

론(Fixed crack model)과 회전 균열 이론(Rotating crack model)이 있다(Rots and Blaauwendraad, 1989). 두 이론 

모두 최대 인장 주응력(Maximum tensile principal stress)에 도달할 때 이 주응력 방향의 직각 방향으로 균열이 발

생한다는 가정에서 출발한다. 차이점은 고정 균열 이론에서는 모델이 균열 이력을 기억하여 한번 형성된 균열면은 

이후 응력 상태와 상관없이 동일한 방향으로 유지되며 이 면을 기준으로 모델의 균열 후 강성이 결정되지만, 회전 

균열 이론은 이력을 기억하지 못하여 균열면의 방향이 최대 인장 주응력의 변화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회전 균열 이론은 항상 등방성(Isotropy)을 가정하게 되며 따라서 형성되었던 균열이 닫히거나 또는 닫

혔다가 다시 열리는 경우에 적용할 때에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Willam et al., 1987).  본 논문에서는 고

정 균열 이론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나 암반과 같은 취성 재료의 균열 거동 파악을 위해 제안된 범용 해석 프로그램

을 사용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균열 발생에 따른 강도 저하(Strength degradation)의 정도가 균열이 발생한 지점에

서의 변형율의 크기와 관계가 있다고 가정하에, 인장강도 저하(Tension softening)는 균열면 법선 방향 변형율의 

함수로 정의되었으며, 전단강도 저하(Shear softening)는 균열면 법선, 접선, 및 전단 변형율의 함수로 정의되었다.

우리나라 지하 공사 현장에서 빈번하게 만나게 되는 경암 및 극경암 조건(Table 2)을 가정하여 탄성계수 74 

GPa, Poisson’s ratio 0.22, 단위 중량 2.69를 각각 사용하였다(Stowe, 1969; Farmer, 1983). 경암이나 극경암으

로 간주되는 암반의 인장 강도(Tensile strength)는 암종, 지역, 및 실험 방법에 따라 차이가 나긴 하지만(Perras 

and Diederichs, 2014), 12~15 MPa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Stowe, 196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암반을 균열에 

이르게 하여 강도 저하가 시작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응력으로 정의되는 균열 응력(Cracking stress)을 9.0 MPa로 

설정하였다. 참고로,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균열 응력으로 3~6 MPa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Scotta et al., 

2001). 또한 균열 발생 이후 강도 저하가 이어지다가 변형율이 0.001에 이르면 더 이상 하중을 받지 못하도록 설

정하였다. 

Table 2. Rock properties used for the current investigation

Young’s modulus Poisson’s ratio Specific gravity Cracking stress Strain at failure

[GPa] - [MPa] -

74.0 0.22 2.69 9.0 0.001

2.2 단일요소 모델 검토

앞에 언급한 설정이 타당한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단일 요소만으로 구성된 모델(Single element model)을 구축

하여 1축 방향으로만 하중을 받을 때의 거동을 검토하였다. 변위의 형태로 재하된 하중은 모델을 총 7회 동안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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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하여 인장-압축시키며 0.035초 간 지속되었으며, 크기는 인장이 0.08~1.50 mm이었으며, 압축이 0.05 mm이었

다(Fig. 2(a)). 첫 번째 인장 하중(t = 0~0.005초)은 모델을 설정된 균열응력에 도달시킬 정도로 크기 않았기 때문

에 강도 저하를 보이지 않았지만, 이를 제외한 이후의 나머지 하중(t = 0.005~0.035초)은 충분히 컸기 때문에 모

델이 균열응력에 도달하여 강도 저하로 이어졌다(Fig. 2(b)). 이 결과로부터, 하중이 클수록 강도 저하 정도가 컸

으며 설정된 파괴 변형율의 이르면 강도를 상실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a)

(b)

Fig. 2. Calibration using single-cell model (a) Loading scheme used, (b) a typical stress-strain curve showing the 

strength degradation

또한 1축 방향의 하중뿐만이 아니라, 수평, 수직, 및 전단 하중을 동시에 받을 때의 거동도 살펴보았다. Fig. 3(a)

는 수평방향 변형 속도(Horizontal displacement rate)가 인장을 주는 방향으로 0.1 m/s일 때 각 수직방향 변형 속

도에 따른 발생된 전단 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Fig. 3(b)는 Fig. 3(a)를 포함하여 여러 가지 하중 조건을 가지고 각

기 수행된 수치 해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각 조건에서 발생된 최대 전단 응력(Maximum shear stress)을 나타

낸 것이다. 하중으로 사용된 수평방향 변형 속도는 인장을 주는 방향으로 0.025~0.100 m/s이었으며, 수직방향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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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속도(Vertical displacement rate)는 인장을 주는 방향으로 0.05~0.30 m/s이었다. 또한 전단 변형 속도(Shear 

displacement rate)는 0.20 m/s로서, 수평 및 수직 변형 속도가 전단 변형 속도의 1/8~1/2및 1/4~3/2 수준으로 재

하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 결과를 통하여 하중 재하 속도가 빠를수록 발생되는 전단 응력은 작았으며, 2축 모두에 

하중을 줄 때 발생되는 전단 응력은 작아짐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구속압(Confining pressure)의 크기

와 암반 강도 저하가 반비례 관계에 있다는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거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Bahrani and Kaiser, 2017; Ganne and Vervoot, 2006; Kaiser et al., 2001).

(a)

(b)

Fig. 3. Calibration using single-cell model (a) A plot of shear stress with the average normal stress, (b)A plot of 

the shear strength with loading schemes applied showing strength degradation associated with crack formation

2.3 현장적용 검토

현장의 적용 공법에 대하여 두가지 대표 사례(Case 1, Case 2)를 통하여 검토하고 결과를 비교하였다. Case 1

은 4면 중 1면 전체가 자유면(Free surface)인 경우이며, Case 2는 4면이 모두 구속되어 가운데 원형 자유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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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lindrical cavity)을 시공한 경우였다(Fig. 4). Case 1은 노지에 돌출된 암반의 경우에 해당하며, Case 2는 터널

이나 수직구 공사와 같이 자유면이 전혀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

Case 1의 경우, 구멍에서 자유면까지의 최단 거리는 0.3 m이었으며, 수평 경계면까지의 거리는 2.0 m (구명 직

경의 10배) 이었다. Case 2의 경우도 구멍에서 원형 자유면까지의 거리는 0.3 m로 동일하였다. 또한 수평 경계면

까지의 거리도 2.0 m로 동일하였다. Case 1, Case 2 모두 유압 장치가 삽입되는 구멍의 직경은 0.2 m이었다. Case 

2에서 원형 자유면의 직경은 0.6 m이었다. 

Fig. 4. Configurations for Case 1 (left) and the Case 2 (right)

3. 결 과

균열 발생 모델을 이용하여 현장적용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3.1 균열선

Figs. 5~6은 시간에 따른 균열 진전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Case 1의 경우, 처음 균열이 0.1530초에 구멍의 어

께부에서 생성되었으며(Fig. 5(a)), 이 균열이 약 0.02초 만에 약 2.0 m 전파되어 모델의 경계면 가까이까지 도달

하였다. 특히, 어깨부를 지나 측면으로 전파되면서 진전 속도가 더욱 빨라진 것으로 보인다(Fig. 5(b)~(e)). 마지

막(t = 0.1555초)에 관찰된 균열 방향 변화는 경계면 영향인 것으로 보이며(Fig. 5(f)), 모델의 윗부분이 0.1560초

경에 완전히 분리되었다.  Case 2의 경우, 처음 균열이 Case 1보다 약 0.02초 느린 0.1720초경에 생성되었으며, 

생성된 균열의 길이는 약 0.75 m 로서 Case 1의 1/3 수준이었다. 처음 균열이 생성된 위치는 구멍의 어께부로 

Case 1과 유사하였다. Case 2의 균열은 생성 이후 처음 균열 방향을 따라 측면으로 약 0.1초 진전되다가(Fig. 

6(b)) 원형 자유면쪽으로 방향을 전환한 후 약 0.2초 동안 진전되었으며(Fig. 6(c)~(d)), 이후에 다시 방향을 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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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면을 향하여 진전되었다(Fig. 6(e)~(i)). 원형자유면을 향하여 방향을 전환할 무렵부터 진전 속도가 절반 정도

로 떨어졌다. 전체 균열선은 ‘계단’모양이었다.

(a) t = 0.1530 s (b) t = 0.1535 s (c) t = 0.1540 s

(d) t = 0.1545 s (e) t = 0.1550 s (f) t = 0.1555 s

Fig. 5. A series of images showing the finite element mesh with the crack formed at selected time steps for the 

free surface model (Case 1)

(a) t = 0.1720 s (b) t = 0.2885 s (c) t = 0.3885 s

(d) t = 0.4885 s (e) t = 0.5885 s (f) t = 0.6885 s

Fig. 6. A series of images showing the finite element mesh with the crack formed at selected time steps for the 

cylindrical cavity model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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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t = 0.7885 s (h) t = 0.8885 s (i) t = 1.0000 s

Fig. 6. A series of images showing the finite element mesh with the crack formed at selected time steps for the 

cylindrical cavity model (Case 2) (continue)

3.2 하중과 변형율 에너지

강도 저하를 거쳐 파괴에 도달한 개별 암반 입자의 거동을 파악하여 균열의 형성 및 진전과 관련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하여 응력 및 변형율 경로 분석 등 여러 가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Case 1에서는 구멍의 어께부를 시작

으로 균열선을 따라 총 10개 지점에서 거동을 검토하였으며(FS1~FS10, Fig. 7(a)), 좀더 복잡한 거동을 보일 것으

로 예상되었던 Case 2에서는 균열선을 따라 총 15개의 지점에서 검토하였다(H1~H15, Fig. 7(b)). 거동 특성에 따

라 전체 균열선을 여러 개의 구역(e.g. Shoulder, Near field 등)으로 분할하고 각 구역에서 대표성을 띠는 지점의 

거동을 검토하였다(Table 3).

(a) Case 1 (b) Case 2

Fig. 7. Images showing the positions of the selected spots where stress and strain path analyses were carried 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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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 summary of the results showing the shear strength mobilized and the direction of the peak major 

principal stress

Positions
Distance from the 

hole center

Max. shear stress 

(time)

Direction of peak 

major principal stress 
Remarks

[mm] [MPa] [ ° ]

Case 1

(free surface)

FS1 104 4.36 (0.143s) 59.2 Shoulder

FS2 112 3.85 (0.152s) 59.6 Shoulder

FS3 121 2.58 (0.152s) 59.4 Shoulder

FS4 130 2.09 (0.152s) 60.7 Shoulder

FS5 139 1.59 (0.152s) 61.4 Shoulder

FS6 185 1.24 (0.153s) 76.9

FS7 283 0.88 (0.153s) 129.3

FS8 362 0.56 (0.153s) 125.8

FS9 498 0.29 (0.153s) 116.2

FS10 649 0.06 (0.153s) 106.5

Case 2

(cylindrical 

cavity)

H1 104 4.33 (0.158s) 52.9 Shoulder

H2 113 3.84 (0.170s) 54.4 Shoulder

H3 122 2.48 (0.170s) 53.0 Shoulder

H4 130 1.89 (0.170s) 55.9 Shoulder

H5 139 1.46 (0.170s) 56.9 Shoulder

H6 185 1.90 (0.172s) 49.6 Shoulder

H7 369 2.73 (0.220s) 61.1 Near field

H8 379 2.71 (0.225s) 61.1 Near field

H9 389 2.79 (0.230s) 60.5 Near field

H10 508 1.26 (0.328s) 122.3 Far field

H11 514 1.43 (0.365s) 114.9 Far field

H12 519 1.86 (0.365s) 115.9 Far field

H13 634 1.85 (0.585s) 71.4 Farther field

H14 644 1.79 (0.602s) 72.2 Farther field

H15 653 1.75 (0.620s) 73.1 Farther field

Fig. 8(a)는 Case 1에 사용된 하중의 크기 및 균열선을 따라 위치한 여러 지점에서 시간에 따른 탄성 변형율 에

너지 밀도(Elastic strain energy density)를 보여주고 있다. 하중 작용점 및 위치는 구멍의 12시 방향이었으며(Fig. 

4) 크기는 최대 약 1,000 KN (t = 0.1560 s)에 이르렀다. 하중 재하와 함께 에너지가 증가하다가 파괴에 도달한 순

간(t = 0.15초경) 모든 지점(FS1~FS10)에서 순간적으로 소산되었다. 구멍에서 멀어질수록 축적된 에너지의 양

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구멍에서 약 500 mm 떨어진 지점(FS9)에서 0에 수렴하였다.

Case 2의 경우에도 Case 1과 동일한 작용점과 방향으로 하중이 재하되었으며(Fig. 4) 크기는 약 6,000 KN으로 

Case 1에서 사용한 하중의 6배에 이르렀다(Fig. 8(b)). 구멍의 어께부에 있는 지점들(H1~H5)의 경우에는 하중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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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에너지가 축적되다가 균열을 거쳐 파괴에 도달하면서 빠르게 소산하여 Case 1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한

편, 구멍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있는 나머지 요소들(H8, H11, H14)은 떨어진 거리만큼 시간 차이를 두며 파괴에 도

달한 것으로 보였으며, 멀리 있는 지점(H11, H14)에서는 어께부(H1)만큼 큰 에너지가 축적된 후 소산되었다. 

(a) Case 1

(b) Case 2

Fig. 8. Loading schemes and the elastic strain energy densities

3.3 응력-변형율 

Figs. 9~11는 선정된 지점에 대한 응력 및 변형율 경로를 보여주고 있다.  Case 1의 경우, 구멍에서 가장 가까운 

어께부(FS1)가 가장 먼저 균열응력에 도달(t = 0.143초)하였다. 이후에 인근 지점들(FS2~FS5)이 거의 동시에 균

열응력에 도달하였으며(t = 0.152초), 단 0.001초 후에 모두 함께 파괴에 도달하였다(t = 0.153초). 구멍에서 약간 

떨어진 지점(FS6)의 경우, 나머지 지점(FS2~FS5)보다 0.001초 늦게 균열에 이르렀으며 이후 파괴되었다. 어께

부 및 인접 지점(FS1, FS2)의 경우, 최대 주응력이 설정된 균열 응력인 9 MPa (Table 2)에 도달한 이후에 강도를 

잃기 시작했지만, 나머지 지점들(FS3~FS10)에서는 균열응력에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강도 저하가 시작되었

는데(Fig. 9(a)), 이것은 이들 지점에서의 변형율 상태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설정된 대로 높은 균열 응력을 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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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께부(FS1~FS2)의 경우, 균열에 이르기 이전 압축 변형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Fig. 9(b)). 한편, 멀리 떨어진 지점일수록 최대 전단 응력이 작았는데, 가장 멀리 위치한 지점(FS10)의 경우 0.06 

MPa에 불과하였다(Table 3).

(a)

(b)

Fig. 9. Stress and strain path of the selected spots for Case 1

Case 2의 경우, 균열에 이르는 시점이 Case 1 보다 0.15~0.20초 느렸지만 구멍에 인접한 지점들 (H1~H6)에서

는 대체로 Case 1과 유사한 거동을 보였다(Fig. 10). 한편, 구멍에서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는 지점들(H7~H9)

의 경우, Case 1에서는 FS8이 인근의 지점(FS6, FS7)과 거의 동시에 균열에 도달한 후 파괴에 이른 것에 비해, 

H7~H9은 0.005초의 시간 차이를 두고 균열에 이르렀으며, 최대 전단 응력도 2.7~2.8 MPa로 Case 1의 경우(0.56 

MPa)보다 5배 정도나 컸다(Fig. 9(a)). 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들(H10~H12)의 경우, 마찬가지로 0.037초의 시

간 차이를 두고 균열에 이르렀으며 최대 전단 응력은 1.2~1.9 MPa에 도달하였는데(Table 3), 주목할만한 점은 구

멍에서 멀어질수록 응력원이 후퇴하면서 최대 전단 응력이 미소하게나마 증가하였다는 점이다(Fig. 11). 가장 멀

리 떨어져 있는 지점들(H13~H15)의 경우, 0.035초의 시간 차이를 두고 균열에 이르렀으며 최대 전단 응력은 

1.7~1.9 MPa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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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0. Stress and strain path of the selected spots at the Shoulder and the Near field for Case 2

(a)

Fig. 11. Stress and strain paths of the selected spots at the Far and the Farther fields (2.5~3.0D away)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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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11. Stress and strain paths of the selected spots at the Far and the Farther fields (2.5~3.0D away) for Case 2 

(continue)

3.4 최대 주응력

Figs. 12~13 및 Table 3에서는 선정된 지점(Fig. 7)에서 시간에 따른 최대 주응력의 방향 및 크기 변화를 보여주

고 있다. Case 1의 경우, 구멍에 인접한 지점들(FS1~FS6)에서는 하중이 재하되는 시점부터 균열을 거쳐 파괴에 

이를 때까지 약 60°로 일정하게 유지되었으며(Fig. 12(a), Table 3), 나머지 지점들(FS7~FS10)에서도 105~130°로 

(a)

(b)

Fig. 12. A plot in polar coordination showing the direction of the major principal stress of the selected spots (a) 

for Cases 1, and (b) for the Shoulder and the Near field for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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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Case 2의 구멍에 인접한 지점들(H1~H6)에서도, Case 1과 마찬가지로, 균열을 거쳐 

파괴에 이를 때까지 53~57°로 큰 편차도 변화도 없이 일정한 방향을 유지하였다(Fig. 12(b), Table 3). 구멍에서 어

느 정도 떨어져 있는 지점들(H7~H9)의 경우, 시간에 따른 변화가 있었는데 균열이 다가옴에 따라 45~55°에서 반

시계방향으로 10~55° 회전하여, 약 60°에서 균열에 도달하여 60~75°에서 파괴에 이르렀다(Fig. 12(b)). 좀더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들(H10~H12)은 다소 복잡한 양상을 보였지만, 약 120°에서 균열에 도달한 후 시계방향으로 점

진적으로 회전하면서 90~120°에서 파괴에 이르렀다(Fig. 13(a)).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점들(H13~H15)은 약 

70°에서 균열에 도달하였으며 이후 반시계방향으로 최대 약120°까지 회전하면서 파괴에 이르렀다(Fig. 13(b)).

(a)

(b)

Fig. 13. A plot in polar coordination showing the direction of the major principal stress of the selected spots (a) 

for the Far field (2.5D away) for Case 2, and (b) for the Farther field (3.0D away) for Case 2

4. 결과분석

Case 2에서, 구멍에서 가장 먼 거리에 있는 지점(H15)에 균열에 도달한 이후(t = 0.620초), 약 0.380초 동안 이

전 대비 최대 1.7배에 이르는 하중이 재하 되었지만(Fig. 8) 균열은 약 100 mm 진전되는데 그쳤다(Fig. 6).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균열에 도달한 후 파괴에 이를 때까지 시간 동안 주응력의 방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였다. 구멍에서 가장 먼 거리에 위치한 지점(H13~H15)에서는 최대 주응력의 방향이 70°에서 부터 120°쪽으로 

시계방향 회전을 하면서 파괴에 이르렀는데(Fig. 13(b)), 이 지점에서 이 방향으로의 회전은 원형 자유면의 접선 

방향에 접근하는 것이므로 균열의 진전이 더디어진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6(f)~(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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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균열선이, Case 1과 같이 곧장 측면으로 진행되지 않고, 원형 자유면을 따라 방향을 바꾸면서 ‘계단’모양

을 형성하는 것도 주응력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해 보였다. 2번째로 균열선 진전 방향이 

급격하게 변화하기 직전(t = 0.370초경 이후) 시점에 해당 지점(H10~H12)의 상황을 보면, 최대 주응력 방향이 

90~120°로 유지되고 있었는데(Fig. 13(a)), 이는 이 시점에서 균열선의 진전 방향과 거의 일치하는 것이었다. 서두

에 언급한 바와 같이 균열은 최대 인장 주응력과 직교하는 방향으로 진전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또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모델의 성질이므로, 이후 균열선의 방향이 전환되어 측면을 향하게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Fig. 6(c)~(e)).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유압 장비를 이용한 암반파쇄 공법에 대한 수치해석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수직구 공사와 같이 자유면이 없어 원형 자유면을 사용하는 경우(Case 2) 1면이 개방되어 있는 경우 대비

(Case 1) 6배 이상의 하중을 가하더라도 굴착이 가능할 정도의 균열 진전을 이루지 못하였다.

2. 유압이 가해지는 자유면 방향 약 45°지점(어께부)에 처음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 때 최대 주응력의 방향은 

이 지점에서 구멍의 접선 방향에 근접하였다. 또한, 구멍 벽면에서부터 약 0.2D (D는 구멍 직경)까지는 하중이 

재하되는 순간부터 균열을 거쳐 파괴에 이르기까지 편차 없이 거의 일정한 주응력 방향을 유지하였다.

3. 어께부에서 시작한 균열선은 Case 1의 경우 측면으로 지체 없이 거의 곧장 뻗어나간 반면, Case 2에서는 균열

선이 약 2D 지점에서부터 방향을 급격하게 전환하며 ‘계단’ 형상으로 진행되었다. 균열선 방향 전환은 균열응

력에 도달하여 강도 저하가 시작된 시점에서 해당 지점의 최대 주응력 방향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Case 1, Case 2 모두 구멍 벽면에서부터 약 0.2D까지 유사한 균열 및 파괴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 범위에서는 

벽면에 근접할수록 큰 강도를 보였으며 멀어질수록 작아졌다. Case 1의 경우, 0.2D 이후에도 강도가 지속적으

로 감소하여 구멍에서 3D 이상 떨어진 지점에서의 강도는 벽면 강도의 1~2% 에 불과하였다. Case 2의 경우, 

약 0.2D 까지는 강도가 감소하다가 이후 균열선이 방향을 전환하면서 벽면 강도의 40% 수준에 수렴하였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의 국토교통기술사업화지원사업(17TBIP-C126507-01)의 지원으로 수행

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니다.

References

1. Bahrani, N., Kaiser, P.K. (2017), “Estimation of confined peak strength of crack-damaged rocks”,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Vol. 50, No. 2, pp. 309-326.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Sung Kwon Ahn

1028

2. Farmer, I.W. (1983), Engineering Behaviour of Rocks, Chapman and Hall Ltd, 2nd edition, pp. 1-32.

3. Ganne, P., Vervoort, A. (2006), “Characterisation of tensile damage in rock samples induced by different 

stress paths”, Pure and Applied Geophysics, Vol. 163, No. 10, pp. 2153-2170.

4. Kaiser, P.K., Yazici, S., Maloney S. (2001), “Mining-induced stress change and consequences of stress 

path on excavation stability - a case study”, International Journal of Rock Mechanics & Mining Sciences, 

Vol. 38, pp. 167-180.

5. Perras, M.A., Diederichs, M.S. (2014), “A review of the tensile strength of rocks”, Geotechnical and 

Geological Engineering, Vol. 32, No. 2, pp. 525-546.

6. Rots, J.G., Blaauwendraad, J. (1989), “Crack model for concrete: discrete or smeard? Fixed, multi- 

directional or rotating?”, Heron, Vol. 34, No. 1, pp.1-40.

7. Scotta, R., Vitaliani, R., Saetta, A., Onate, E., Hanganu, A. (2001), “A scalar damage model with a shear 

retention factor for the analysi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theory and validation”, Computers and 

Structures, Vol. 79, No. 7, pp. 737-755.

8. Stowe, R.L. (1969), “Strength and deformation properties of granite, basalt, limestone and tuff at various 

loading rates”, US Army Engineering Waterways Experiment Station, CORPS of Engineers, Vicksburg, 

Mississippi, pp. 38-66.

9. Willam, K., Pramono, E., Sture, S. (1987), “Fundamental issues of smeared crack models”, SEM/RILEM 

International Conference on Fracture of Concrete and Rock, Houston, Texas, Shah & Swarts (Editors), 

142-15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