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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산업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사회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을 위한 지하 공간 사용이 급격히 

증가되면서 터널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친환경적인 광산 개발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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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recent industrial developments and economic development nationally, there has been a 
rapidly increasing demand for the use of underground space as locations for establishing social 
infrastructure and various convenience facilities. In this study, a mist-control system was developed to 
reduce the generation of dust in underground blasting. To enhance the dust-reduction effect, a guiding 
device was developed which is capable of adjusting the direction of the spray toward’s the blasting face of 
mine or tunnel. A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by using the AUTODYN software, and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ose published in basic experiments. To verify the mist-diffusion effect according to the 
position of explosives in a water bag, numerical analyses were conducted for the following cases: 
Explosives were set in the middle, and in the bottom of the water bag. The optimum condition was 
external detonation and center charge. The mist particle size from the result was suitable for the reduction 
of dust after blasting in underground mine and tunnel.

Key words Water bag, Mist guider, Reducing dust, Detonating cord, Mist particle size

초 록 국가 산업발달과 경제발전으로 사회 기반시설 및 각종 편의시설 등에 대한 지하 공간 사용이 급격히 증가

되면서 터널과 같은 지하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 공간 발파 시 발생되는 분진

저감을 위해 분무 제어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분진저감 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해 분무 방향을 막장 방향으로 제어

할 수 있는 분무 가이더를 고안하였다. AUTODYN 프로그램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초실험

과 비교하였다. 워터 백 내부 도폭선 위치에 따른 분무 확산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중앙장약, 하단장약에 대한 수

치해석을 하고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최적 조건은 뇌관 외부 기폭과 워터 백 내 도폭선 중앙장약이었으며, 그 

결과로 인한 분무 입경은 광산 및 터널에서 발파 후 분진 저감에 적합하였다.

핵심어 워터 백, 분무 가이더, 분진 저감, 도폭선, 분무 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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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요구로 인해 채광이 노천채광에서 갱내채광으

로 전환되고 있다. 이러한 지하 공간 개발은 공기단

축, 예산절감 등의 이유로 발파를 이용하여 진행된다. 

지하구조물 굴착 시 발파작업에 의한 환경위해 요

인으로는 소음, 진동, 분진 등으로 대변할 수 있으며, 

이중 분진은 작업자의 호흡질환 유발 및 작업 cycle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지하구조물 발파현장에 있어

서 발생되는 분진은 타 산업에서의 발생 분진보다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소량이지만, 폐쇄적인 환경 때문

에 작업자의 건강 및 작업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치고 

지하구조물 내 작업 환경에 중요한 요소로 취급되고 

있다. 

공사 중인 터널 내에서 발생되는 분진은 발파, 천

공, 버럭 처리, 덤프 운행 등 많은 요인이 있지만 그 

중 발파에 따른 분진 발생이 가장 크게 나타난다. 

NATM 공법을 사용하는 터널굴착 2개 현장에서 질량

중위입경(MMAD) 조사를 실시한 결과 4.27㎛와 

3.58㎛로 나타났으며 평균 3.90㎛으로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에서 정의한 호흡성분진의 중위입경(50% 

cut-off size)인 4.0㎛과 유사하게 나타났다(류장진 외, 

2003).

터널, 광산 등 지하구조물 발파 시 발생되는 유해 

분진 저감을 위해 국내⋅외에서 통기 수갱, 팬(fan), 

air filtration, fogger spray, water cartridge 등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었고, 최근엔 분무시스템을 이용한 분

진 저감 기술들이 제안되고 있다. Wang et al.(2018)과 

Beck et al.(2018)은 분무 시스템을 이용하여 석탄광산 

내 분진을 제거하는 연구를 제안한바 있으며, 고영훈

(2016)은 분무 확산을 이용한 발파해체 분진 저감 연

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광산 등의 지하 발파 시 발생

되는 분진 저감을 위해 워터 백(water bag)과 도폭선

을 이용한 분무 시스템 및 분무 방향성, 분사 효율 증

대를 위한 분무 가이더(mist guider)를 제안하고, 도폭

선 위치에 따른 분사 성능을 비교하였다.

2. 워터 백(Water bag) 및 분무 가이더(Mist 

guider) 설계

2.1 액적(Water droplets)을 통한 분진제거

유동 기류상태에서 액적에 의한 분진제거는 분진과 

액적과의 충돌을 필요로 한다. 이를 세정집진 이론에

서는 관성충돌 및 직접차단이라 한다. 세정집진에서는 

생성된 액적과 분진과의 접촉에 의하여 먼지의 분리

가 이어지며, 먼지의 크기가 1 ㎛이상일 때는 관성충

돌이 가장 지배적인 집진 기작이라 할 수 있다. 유선

을 따라 이동하는 입자는 액적의 관성력에 의해 유선

을 벗어나, 액적에 충돌하여 제거되며, 액적에 충돌한 

입자는 다음 충돌계수에 지배되는데 식 (1)과 같이 나

타낸다(Cooper and Alley, 2002). Fig 1은 액적주변의 

난류발생영역과 액적과 분진과의 충돌 과정을 나타내

는 모식도이다. 

Fig. 1. The turbulent areas around a water drop impacts and dust collide(McDonel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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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p : 충돌계수 (dimensionless)  

Cc : 커닝햄 보정계수(dimensionless)

dp : 입자직경(cm)        : 입자 밀도(g/cm³)

V : 입자속도 (cm/sec)   dd : 액적 직경(cm)

 : 유체 점성계수(1.81 × 10-5 Ns/m2) 

2.2 워터 백 및 분무가이더

지하 공간 굴착 시 발생분진 저감을 위하여 분무 

발생 워터 백과 분무 방향 제어를 위한 분무 가이더

를 개발하였다. 워터 백은 Fig. 2와 같이 직경 200mm, 

도폭선 주입구는 도폭선 20g/m 직경과 동일한 6mm로 

제작하였다. 도폭선 위치가 중앙과 바닥에 위치할 수 

있도록 도폭선 주입구를 워터 백 양 사이드 중앙과 

바닥에 부착하였다. 상부에는 신속한 물 주입을 위해 

18mm 주입구를 설치하고 물 주입구 양쪽에 공기를 

배출할 수 있도록 공기 배출구 두 개를 부착하였다. 

워터 백 재질은 폴리에틸렌(PE)이며, 도폭선 삽입구, 

물 주입구 및 공기 배출구 재질은 고무이다. 

지하 공간 굴착은 노천과 상이하게 폐쇄적인 공간

에서 발파를 실시하기 때문에 분진은 풍압에 의해 막

장 정면 방향으로 일방향 확산 특성을 가진다. 지하 

공간에서 분진 저감의 효율성을 위해 Fig. 3과 같이 

분무의 방향성을 제어하고 분사 속도를 증대시킬 수 

있는 분무 가이더를 개발하였다.

Fig. 2. The detonating cord in Water bag.

  

Fig. 3. Mist guider.

External Detonate Internal Detonate

Fig. 4. The detonate location i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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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뇌관 위치에 따른 워터 백 성능 기초실험

액적에 의한 분진제거는 분진과 액적의 충돌로 인

해 발생된다. 분진의 효율적 흡착은 분무 직경과 관계

있으며 분무 직경은 분사 초기속도에 따라 비례하여 

작아진다(Liu, 2011). Fig. 4와 같이 뇌관 위치를 워터 

백 내⋅외부로 구분하고, 이에 따른 분무 경향과 분사

속도를 확인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 촬영을 하였다

(Fig. 5). 뇌관 위치에 따른 실험 결과 외부 기폭 시 

높이 방향의 초기속도는 159.2m/s, 폭 방향은 133.2m/s

로 나타났으며, 내부 기폭 시 높이 방향의 초기속도는 

156.8m/s, 폭 방향은 85.6m/s로 평가되었다. 높이 방향

은 뇌관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고 폭 방향은 

외부 기폭 시 우세하게 나타났다(Table 2).

4. AUTODYN 수치해석

4.1 개요 및 모델링

도폭선 위치에 따른 주입수 확산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AUTODYN 프로그램을 이용한 SPH(Smooth 

Particle Hydrodynamic) 해석을 실시하였다. SPH 해석

은 Lagrange Solver를 기반으로 하는 입자완화 유체동

역학 해석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워터 백은 지름 200mm이고 도폭선은 20g/m을 사

용하였다. 또한, 분무 가이더는 고정시켰고, 도폭선은 

중심(center charge)(Fig. 6 ①)과 가이더 내부(bottom 

charge)(Fig. 6 ②)에서 기폭 되도록 하였다(Fig. 6). 재

료의 입력 물성은 워터 백 Polyethylene, 도폭선 

PENT, 주입수 Polynomial water, 분무 가이더 Steel 

(a) 0ms (b) 25ms

(c) 50ms (d) 75ms

(e) 100ms (f) 125ms

External Detonator

(a) 0ms (b) 25ms

(c) 50ms (d) 75ms

(e) 100ms (f) 125ms

Internal Detonator

Fig. 5. The performance experiment of water bag with different detonation locations.

Initial velocity

Vertical(m/s) Horizontal(m/s)

External 

Detonator
159.2 133.2

Internal Detonator 156.8 85.6

Table 1. Results of detonator loc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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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을 적용하였다(Table 2).

Water bag Detonating Water Guider

Material 

properties
Polyethylene PENT

Polyno

mial 

water

Steel 

1006

Table 2. Materials comprising the components of the 
experiment

4.2 내부 기폭 위치에 따른 거동분석

수치해석 결과 Fig. 7과 같이 워터 백 내부 중앙기

폭의 경우 내부에서 폭발 반응에 의해 가스로 변환된 

폭약은 충격파 발생(Fig. 7-Center charge(a)) 후 고압 

가스구체를 형성하며(Fig. 7-Center charge(b)) 고압 버

블은 주위 수압과의 불평형으로 워터 백 외피의 개방

이 완전히 이루어질 때까지 주기적인 팽창과 수축의 

맥동운동을 하였다(Fig. 7-Center charge(c)∼(e))(고영

훈, 2016). 이후 분무 가이더가 개방되어 있는 구역 양

쪽 가장자리에서 워터 백이 찢어지면서(tearing) 분무 

가이더의 개방된 곳으로 분사되었다(Fig. 7-Center 

charge(f)). 그러나 바닥 기폭의 경우 워터 백과 도폭

선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워 맥동운동이 발생되기 전에 

내부에서 찢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 그 결과 

중앙 기폭 시 분사지점에서의 최대속도는 193.9m/s로 

바닥기폭93.4m/s 보다 2배 이상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 

압력도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Table 3).

Center charge Bottom charge

Peak 

Velocity(m/s)
193.9 93.4

Peak 

Pressure(MPa)
133.4 71.2

Table 3. Peak velocity and pressure results of detonation 
cord location analysis

5. 워터 백 분사 성능 실험

5.1 도폭선 위치에 따른 분사 성능 비교실험

워터 백 내 도폭선 위치에 따른 분무 성능을 비교

하기 위해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분무 성능실험을 

하였다. Fig. 9는 워터 백 내 도폭선 중앙 기폭과 바

닥 기폭 시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 분석이다. 

도폭선 위치에 따른 분무 성능실험 결과 중앙 기폭

Fig. 6. Detonation cord location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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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ms

 

(b) 0.15ms

(c) 0.20ms

 

(d) 0.25ms

(e) 0.30ms

 

(f) 0.35ms

(a) 0.10ms

 

(b) 0.15ms

(c) 0.20ms

 

(d) 0.25ms

(e) 0.30ms

 

(f) 0.35ms

Center charge Bottom charge

Fig. 7. Absolute velocity magnitude plotting by AUTODYN.

Fig. 8. Tearing inside water bag (bottom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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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분무 가이더 개방 구역을 중심으로 분사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바닥 기폭은 분무 가

이더 내부에서 워터 백이 먼저 찢어지면서 가이더 양

쪽에 분무 손실이 발생하였고 분무 입경도 중앙 기폭

과 비교 시 크게 나타났다(Fig. 9-bottom charge(e)). 

분사 성능분석 결과 중앙 기폭은 분사 높이 6.09m, 

분사 거리 6.34m로 측정되었지만 바닥 기폭은 분사 

높이 5.75m, 분사 거리 5.27m로 중앙 기폭보다 낮게 

나타났다. 높이의 경우 도폭선 기폭 후 100ms까지 급

격하게 증가한 뒤 이 후 분사 속도의 감쇠하는 경향

을 나타냈으며, 사거리는 초기속도가 비슷하지만 

150ms 이후 바닥 기폭의 분사속도에서 더 큰 감쇠가 

일어났다(Fig. 10).

5.2 워터 백 초기속도 검증 실험

워터 백 도폭선 중앙 기폭 시 분사 최대 속도에 대

한 수치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 1,000 frame 초고

속 카메라를 이용한 분사 초기속도를 측정하였다. 초

기속도는 워터 백 중앙에서 5ms 시점까지 분사 거리

로 산출하였다. 

분사거리 측정은 분무 가이더 중심에서 분사 끝 지

점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했으며, 분사시간은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1ms 단위로 분석하였다(Fig. 11). 

5ms 시점에 분사거리는 1.53m로 측정되었으며, 분무 

가이더를 이용한 워터 백 분사 초기속도는 306m/s로 

나타났다. 수치해석보다 검증실험에서의 초기속도가 

크게 나타난 이유는 분무 가이더 제작 시 분무 가이

(a) 0ms

(b) 150ms

(c) 300ms

(d) 0ms

(e) 150ms

(f) 300ms

Center charge Bottom charge

Fig. 9. Detonating cord location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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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양쪽 끝 부분에서 워터 백이 찢어지는 문제에 대

해 보강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분무 시스템을 이용한 분진저감 시 중요한 인자 중 

하나는 분무의 입경이다. Liu(2011)의 연구에 따르면 

분사속도에 따른 분무 입경은 Table 4와 같다.

Liu(2011)의 연구에서 나타난 액적과 분사속도와의 

관계를 인용하면 분사 속도 306m/s일 때 분무 입경은 

6㎛를 나타낸다. 액적을 통한 분진제거 이론에서 

Cooper and Alley(2002)의 액적에 충돌한 입자의 충돌

계수 식(1)에 의하면 액적의 직경이 작을수록 분진흡

착 효율이 높게 나타난다. Bello et. al(2002)는 터널건

설현장에서 발생하는 분진은 일반적인 건설작업에서 

발생하는 분진과 달리 호흡성 분진의 비율이 높기 때

문에 분진의 흡착효율을 높일 필요가 있다. 따라서 액적

(a) 0ms

 

(b) 1ms

 

(c) 2ms

(d) 3ms

 

(e) 4ms (f) 5ms

Fig. 11. Initial velocity experiment by high speed camera.

Droplet(㎛) 5,000 1,000 500 300 100 50

Diffusing velocity (m/s) 10.6 23.6 33.4 43.1 74.7 105.65

Table 4. Relation between droplet diameter and diffusion velocity(Liu, 2011)

Height Distance 

Fig. 10. The result of water jet performanc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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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직경을 6㎛까지 낮출 수 있는 본 연구의 실험결과는 

터널건설현장에서 적용하기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하굴착 시 발생되는 분진 저감을 

위해 워터 백과 분사 성능 증대를 위한 분무 가이더

를 설계하였다. 이러한 설계를 검증하기 위해 뇌관의 

위치에 따른 워터 백 성능 비교 실험과 분무 가이더 

적용 시 도폭선 위치에 따른 분사 성능 수치해석 및 

검증실험을 하였으며 최적 조건 시 분사 초기속도 검

증을 통해 현장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뇌관의 위치에 따른 워터 백 성능 비교 결과 높

이 방향은 뇌관의 위치에 따라 큰 차이는 없었

고 폭 방향은 외부 기폭 시 우세하게 나타났다.

2. AUTODYN 해석 결과 도폭선이 워터 백 중앙 

기폭 시 분무 가이더가 개방되어 있는 구역 양

쪽 가장자리에서 워터 백이 찢어지면서 분사되

었고, 바닥 기폭의 경우는 워터 백과 도폭선과의 

이격거리가 가까워 맥동운동이 발생되기 전에 

내부에서 찢어짐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중앙 기

폭이 바닥 기폭보다 2배 이상 분사속도를 나타

내었다.

3. 도폭선 위치에 따른 현장 실험결과 바닥 기폭 

시 분무 가이더 내부에서 워터 백이 먼저 찢어

지면서 분무 손실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바닥 기폭보다 중앙 기폭의 경우가 분사 높이 

및 거리가 크게 나타났다

4. 워터 백 초기속도 검증 실험 결과 초기속도가 

306m/s로 측정되었으며, 분무 가이더를 사용하

지 않는 경우보다 190% 이상 높게 나타났다. 이

는 호흡성 분진 발생 비율이 높은 터널 및 광산

현장에서 본 기술을 적용하기 적절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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