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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어발파설계에서 자승근 및 삼승근 환산거리 기법의 

적용한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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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ation on Limitations of Square and Cube Root Scaled 
Distances in Controled Blast Design

Byung-Hee Choi, Chang-Ha Ryu and Ju-Hwan Jeong

Abstract Blast design equations based on the concept of scaled distances can be obtained from the statistical analysis 
on measured peak particle velocity data of ground vibrations. These equations represents the minimum scale distance 
of various recommendations for safe blasting. Two types of scaled distance widely used in Korea are the square 
root scaled distance (SRSD) and cube root scaled distance (CRSD). Thus, the design equations have the forms 
of ≥30   and  ≥60   in the cases of SRSD and CRSD, respectively. With these 
equations and known distance , we can calculate the maximum charge weight per delay  that can assure the 
safety of nearby structures against ground vibrations. The maximum charge weights per delay, however, are in the 
orders of =() and =() for SRSD and CRSD, respectively. So, compared with SRSD, the maximum 
charge for CRSD increases without bound especially after the intersection point of these two charge functions despite 
of the similar goodness of fits. To prevent structural damage that may be caused by the excessive charge in the 
case of CRSD, we suggest that CRSD be used within a specified distance slightly beyond the intersection point. 
The exact limit is up to the point, beyond which the charge difference of SRSD and CRSD begins to exceed the 
maximum difference between the two within the intersection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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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측정된 지반진동의 최대입자속도 자료에 대한 통계분석을 통해 환산거리 개념에 기초한 제어발파 설계조

건식은 구할 수 있다. 이들 설계조건식들은 안전발파를 위한 다양한 허용기준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환산거리의 

최소값을 정의하는 형태로 되어 있다.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는 환산거리에는 자승근 환산거리(SRSD)와 삼승근 

환산거리(CRSD)의 두 가지가 있다. 따라서 SRSD와 CRSD의 설계조건식들은 각각 ≥30와 

 ≥60의 형태가 된다. 제어발파 설계 시에는 이들 조건식들과 이격거리 를 알고 있으므로 지반

진동에 대해 구조물의 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장약량 를 계산할 수 있다. 그러나 SRSD와 CRSD의 

최대 지발당장약량은 각각 =()와 =()의 차원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SRSD에 비해 CRSD의 장약량

은 두 회귀식의 유사한 적합도에도 불구하고 두 함수의 교점을 지나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CRSD의 지나치게 많은 장약량으로 인해 발생할 지도 모를 구조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CRSD
는 어떤 특정한 거리 이내에서만 사용하도록 제한한다. 그 정확한 한계는 SRSD와 CRSD의 장약량 차가 교점 

이내에서의 양자 간의 최대차를 초과하기 시작하는 점까지이다.

핵심어 환산거리, 발파설계, 최대입자속도, 지반진동, 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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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 지반진동의 수준을 예측하는 회귀모형들

이 많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들 가운데 국내외에서 가

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회귀모형으로는 자

승근 환산거리(square root scaled distance; SRSD)와 

삼승근 환산거리(cube root scaled distance; CRSD)
를 이용한 모형을 들 수 있다. 이들 두 모형은 오랫동

안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방법

들이기 때문에 이제는 사용상의 편리성이나 경향의 

가시성 외에 자료의 호환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

법이라 할 수 있겠다. 어떤 현장에서 지반진동의 전파

특성을 나타내는 진동수준 예측식은 SRSD와 CRSD 
개념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한 후, 그 중에서 적합도가 

높은 식을 선택한다. 예측식이 결정되면 발파작업의 

진행에 따라 나타나는 보안물건에 영향을 끼치는 않

는 수준에서 지반진동 허용수준을 결정한다. 그러면, 
결정된 예측식과 허용수준으로부터 안전한 발파를 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장약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제어발

파 설계조건을 구할 수 있다.
SRSD와 CRSD를 이용한 환산거리 기법에서 제어

발파의 설계는 거리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

장약량을 제한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이 계산

과정에서 SRSD와 CRSD의 장약량이 각각, 거리의 

제곱과 세제곱에 비례하는 다항식의 꼴이 됨으로써 

두 장약량 함수는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게 된다. 따라

서 이 교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쪽에서는 SRSD의 장

약량이 더 크게 설계되고, 먼 곳에서는 CRSD의 장약

량이 더 커지게 된다. 특히, 회귀분석 시의 적합도는 

두 기법들 간에 극히 근소한 차이를 보임에도 불구하

고, 발파장소와 보안물건 간의 이격거리가 교점거리

보다 더 멀어지면 CRSD의 장약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약량이 지나치게 증가

하면 안전문제가 발생하므로 CRSD로 구한 예측식을 

적용할 때에는 그 적용한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런 문제점을 상세히 고

찰하고, 실측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로부터 SRSD
와 CRSD에 의한 예측식의 적용한계를 명확히 하고

자 하였다.

2. 환산거리를 이용한 지반진동 수준의 예측

2.1 자료처리를 위한 대표적인 회귀모형

발파로 발생되는 지반진동의 크기에 영향을 주는 

변수들을 대별하면, i) 화약의 종류와 장약량, 장약밀

도, ii) 폭원에서 측점까지의 거리, iii) 암반의 역학적, 
구조적 특성, iv) 천공패턴, 장약방법, 기폭시차 및 기

폭순서와 같은 발파방법 등이 있다. 즉, 지반진동은 

지역적인 특성과 발파조건에 따라 그 발생수준이 달

라지므로 대상지역별로 발파조건에 따라 지반진동을 

실측하여 그 전파특성을 파악하여야 한다. 하지만 수

없이 많은 영향변수들을 모두 고려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또한 발파로 발생되는 지반진동 측정자

료는 산포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지반진동의 수준을 

실무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통계적인 방법 가운데 

회귀분석이 주로 사용된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

이 다양한 경험식들을 회귀모형으로 제안하였다. Ghosh 
and Daemen(1983)과 Bhandari(1997)는 당시까지 제

안되었던 대표적인 경험식들을 보고한 바 있는데, 이
들을 다시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과 같이 지금까지 지반진동의 수준을 예측하는 

회귀모형들이 많이 제안되어 있지만 이들 가운데 국

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대표적인 것으로

는 자승근 환산거리와 삼승근 환산거리를 이용한 모

형을 들 수 있다. SRSD를 이용한 예측식은 과거 미광

무국(USBM)과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여러 연구자들

(Devine and Duvall, 1963; Duvall and Petkof, 1959; 
Nicholls et al, 1971; Siskind et al, 1980)이 제안하거

나 채택한 것으로 긴 봉상장약(cylindrical charge)을 

고려한 개념에서 비롯되었으며, CRSD 개념을 이용한 
예측식은 지반진동이 암반 중에서 구상으로(spherically) 
전파되는 기하학적 형태를 고려한 모형이다. 이들 두 

모형은 국내외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온 대표적인 

방법들이기 때문에 사용상의 편리성이나 경향의 가시

성 외에도 자료의 호환성의 측면에서도 유리한 방법

이라 할 수 있다.
SRSD와 CRSD는 각각 폭원거리()를 최대 지발

당장약량()의 자승근과 삼승근으로 환산한 형태로 

정의되며, 다음 식 (1)과 (2)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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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지반진동 수준의 예측을 위해 제안된 경험식들

제안자 진동수준 예측식 비고

Morris (1950)  : 입자변위, : 입지상수, : 장약량, : 폭원거리

Habberjam and
Whetton (1952) ∝ : 입자변위, : 장약량

Gustafsson (1973)   
: 입자속도, : 장약량, : 폭원거리,  : 상수(스웨덴 경암에서 약 400)
※ : 장약수준(charging level)으로서 Langefors and Kihlstrom(1963)이 

제안

Devine (1962);
Devine and 

Duvall (1963)
   

: 입자속도, : 폭원거리, : 장약량, : 상수(=1일 때 V-절편), 
 : 상수

※예측식의 적용: Nicholls et al(1971); Siskind et al(1980)

Ambraseys and
Hendron (1968);
Dowding (1971)

   
: 입자속도, : 폭원거리, : 장약량, : 상수(=1일 때 -절편), 
 : 상수

※CRSD 개념의 도입: Blair and Duvall(1954); Duvall and Petkof(1959)

Davies et al
(1964);

Attewell et al
(1965)

 

: 최대입자속도, : 최대 지발당장약량, : 폭원거리, , , : 입지상수 

(국부적인 지질조건, 폭약강도 관련 상수)
※   꼴의 이변수함수로 간주시 일반적인 식;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 요함

Ghosh and 
Daemen (1983)

     

     

: 입자속도, : 폭원거리, : 장약량, , : 상수, : 비탄성 감쇠계수

※환산거리 개념에 에너지 손실에 따른 비탄성 감쇠효과 반영; 다중회귀분석 

요함

Pal Roy (1991)     
: 입자속도, : 폭원거리, : 최대 지발당장약량, : 입지상수, : 설계

상수 (장약량, 폭원거리, 약경, 지발시간, 저항선, 공간격, 하부천공, 전색장),

  


(1)

  


(2)

환산거리는 ‘장약량에 대한 거리’로 정의되므로 환

산거리 값이 큰 곳은 장약량에 비해 거리가 먼 곳이

고, 따라서 이런 원거리에서는 진동의 크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다. SRSD와 CRSD 개념을 이용한 예측식

은 지반진동의 속도수준()이 환산거리( 또는 )

의 거듭제곱()에 따라 변화한다는 회귀모형이며, 다
음 식 (3)과 (4)로 각기 표현할 수 있다. 진동의 크기

는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감소하므로 지수  이 

된다. 이와 같은 SRSD와 CRSD를 이용한 예측식은 

로그-로그 좌표계에서는 직선이 되므로 측정자료들은 

직선에 적합되어 실무적으로 사용하기 편리하다.

  
   

 


(3)

  
   

 


(4)

위 식 (3)과 (4)에서 : 지반진동의 최대입자속도

(peak particle velocity), : 감쇠지수, : 화약특성, 
발파방법, 암반특성 등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2.2 지반진동 예측식의 선택

앞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

는 현장이 아니라면 지반진동 측정자료를 통계처리 

하기 위해서 더 이상의 새로운 모형을 개발하기보다

는 이 두 가지 모형만을 사용하더라도 자료의 획득과

정에서 정확성과 정밀성을 향상시킨다면 원하는 만큼

의 신뢰도를 충분히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표 

1에 보인 기존 경험식들의 적합성에 대해 전문가들 

사이에 서로 다른 견해를 보이기도 하지만, 예측식의 

선택문제와 관련하여 Siskind(2000)는 지반진동의 수

준을 실무적으로 예측하는 데에는 SRSD나 CRSD 어
느 쪽을 사용해도 무방하다고 보았으며, Snodgrass 
and Siskind(1974)는 특정 현장에 적합한 것이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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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RSD에 의한 예측식의 그래프 (허용수준이 일 

때의 환산거리 값이 인 경우)

그림 2. SRSD에 의한 제어발파 설계조건에 따라 거리()
별로 사용가능한 최대 지발당장약량()을 도시한 

그래프 (=50인 경우)

이들 두 가지 방법 외에 어떠한 예측식을 사용하여도 

좋은 것으로 보았다. 따라서 수식을 사용하여 진동수

준을 예측하는 문제는 어떠한 예측식을 사용하느냐의 

문제라기보다는 주어진 예측식을 사용했을 때 나타나

는 결과의 산포도, 곧 적합도가 얼마나 높으냐의 문제

라 할 수 있다(Siskind, 2000).
어떤 현장에서 지반진동의 전파특성을 나타내는 진

동수준 예측식은 계측된 진동자료를 최대입자속도 대 

환산거리의 로그-로그 좌표계 상에 도시하고, 회귀분

석을 수행한 다음 SRSD와 CRSD 중에서 적합도, 즉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가 높은 식을 

선택하면 된다. 본래 자연암반의 발파로 발생되는 지

반진동 측정자료는 산포되는 특성을 보이기 마련이

다. 따라서 제어발파 설계 시에는 향후에 발생할 지반

진동이 회귀선을 벗어나 산포될 가능성이 있음을 감

안하여 측정자료의 중위수준에 대한 회귀식보다는 

95%나 100%의 측정자료를 아래로 포함하는 예측구

간(prediction interval)의 상한에 해당하는 식을 예측

식으로 많이 선택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택된 예측

식의  값은 회귀식의 경우보다 더 커지게 된다. 그
러면 동일한 환산거리에서도  값의 증가에 따라 더 

큰 진동수준을 예측하게 됨으로써 어떤 현장에서 발

생 가능한 지반진동의 최대수준까지 고려한 발파설계

를 할 수 있다.

3. 환산거리에 의한 제어발파 설계조건

3.1 자승근 환산거리 기법

어떤 현장에서 시험발파로 얻은 자료를 처리하여 

SRSD에 의한 예측식을 도출하고, 또 인근 보안물건

에 영향을 끼치는 않는 지반진동 허용수준이 결정되

었다면 결정된 예측식과 허용수준으로부터 안전발파

가 가능한 최대 지발당장약량을 산출할 수 있는 제어

발파 설계조건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어, SRSD를 

사용하여 도출된 예측식의 그래프가 그림 1과 같다고 

하자. 그림 1에서 는 보안물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반진동 허용수준이며, 허용수준 =일 때의 

환산거리 =이다. 따라서 환산거리 가 보다 

큰 구역, 즉 ≥인 먼 곳에서는 진동수준 ≤
가 성립하여 허용수준을 넘지 않으므로 안전하게 된

다. 따라서 이 경우의 제어발파 설계조건은 다음 식 

(5)와 같이 된다.
제어발파 설계조건식 (5)를 이용하면 보안물건까지

의 거리 에 따라 발파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

당장약량 을 계산할 수 있다. 즉, 식 (5)를 에 대

해 풀면 식 (6)이 되고, 식 (6)에서 장약량 를 거리 

에 따라 도시하면 그림 2와 같아진다. 그림 2를 보

면 보안물건까지의 거리가 일 때 사용할 수 있는 최

대 지발당장약량이 그래프 아래가 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 그림 2에서 상수 =50으로 가정하였다.

  


≥  (5)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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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RSD에 의한 예측식의 그래프 (허용수준이 일 

때의 환산거리 값이 인 경우)

그림 4. CRSD에 의한 제어발파 설계조건에 따라 거리()
별로 사용가능한 최대 지발당장약량()을 도시한 

그래프 (=100인 경우)

(a) 거리범위 =0∼800

(b) 확대도 (거리범위 =0∼500)

그림 5. SRSD 및 CRSD에 의한 제어발파 설계조건에 따라 

거리()별로 사용가능한 최대 지발당장약량()을 

비교하여 도시한 그래프 (=50, =100인 경우)

3.2 삼승근 환산거리 기법

앞 절과 동일한 가정 하에서 CRSD에 의한 예측식

의 그래프는 그림 3과 같다. 그림 3에서 는 SRSD

의 경우와 같은 크기의 지반진동 허용수준으로서 =
이지만, 이때의 환산거리는 =가 되어 그 값이 

SRSD의 경우와는 달라질 것이다. 따라서 ≥를 

만족하는 먼 곳에서는 진동수준이 ≤가 되어 허

용수준 을 넘지 않을 것이므로 안전한 발파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의 제어발파 설계조건은 다음

의 식 (7)과 같이 된다.
이제 앞 절의 SRSD와 동일한 과정을 거쳐 CRSD

의 제어발파 설계조건식 (7)로부터 식 (8)을 유도하고, 
장약량 를 거리 에 따라 도시하면 그림 4를 얻는

다. 그림 4를 보면 보안물건까지의 거리가 일 때 사

용할 수 있는 지발당장약량은 그래프 아래의 값이 되

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단, 그림 4에서 상수 =100으
로 가정하였다.

  


≥  (7)

 ≤
 



 
  (8)

4. SRSD와 CRSD 예측식에 대한 적용기준의 제안

4.1 교차점 분석

그림 2와 4에 보인 결과는 각기 SRSD와 CRSD의 

예측식을 채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

장약량을 보여주고 있는데, 두 그래프를 함께 도시하

면 그림 5(a)와 같다. 그림 5(a)를 보면, 거리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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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 그래프에서 계수 와 의 상대적인 크기에 

따라 교차점의 위치가 증가하는 양상 (=20

이고, 값은 =40, =60, =80로 증가하

는 경우)

일 때 SRSD의 경우에는 사용가능한 장약량 =250
인데 반해, CRSD의 경우에는 =500 정도로서 대략 

2배까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경우(=50, 
=100)에 회귀모형을 SRSD 대신 CRSD를 채택하면 

거리 =800에서는 장약량을 2배까지 사용해도 무방

하다는 결론이 나온다. 물론, 거리가 이보다 더 멀어

지면 두 모형 사이의 장약량 차가 더욱 크게 증가할 

것이다. 그림 5의 (b)는 (a)의 확대도인데, =400에
서 두 그래프는 서로 교차하며, ≤400인 가까운 곳

에서는 SRSD의 경우가 사용가능한 장약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400인 먼 곳에서는 CRSD의 장약량이 

더 크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결과가 소위 ‘교차점 분석’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런 현상은 SRSD의 경우 최대 지발당장약

량 와 거리 의 함수관계가 ‘대문자-O' 표기법으

로 =로서 차수(order)가 2이고, CRSD의 경

우에는 =으로서 차수가 3이기 때문에 나타

난다. 따라서 계수인 와 의 크기에 상관없이 이 두 

그래프는 항상 하나의 교점에서 만나며, 이 교점을 기

준으로 가까운 쪽에서는 SRSD의 장약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먼 곳에서는 CRSD의 장약량이 더 크게 나

타난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거리가 점차 멀어지면 

CRSD의 장약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제이

다. 이러한 문제 때문에 통계적으로 구한 예측식을 적

용할 때에는 그 적용한계에 대한 지침이 필요하게 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이 점을 고려하여 실측자료

를 분석한 결과로부터 SRSD와 CRSD 예측식의 적용

한계를 제안하고자 하였다.
그림 5를 보면 SRSD와 CRSD의 최대장약량 그래

프는 안전발파의 한계를 표시하는 환산거리 값인 와 

의 크기에 따라 교점의 위치가 변화함을 알 수 있다. 
즉, - 그래프의 계수들인 와 에 의해 교점의 위

치가 결정되는데, 교점의 좌표 (,  )는 앞의 식 (6)
과 (8)을 연립으로 풀면 얻을 수 있다.

  

 

  (9)

그러면 와 의 크기에 따른 교점의 변화를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 =20으로 고정하고, =40∼
80으로 변화시킬 때의 교점의 추이를 그림 6

에 도시하였다. 그림 6에서 값이 =40, =60, 
=80으로 증가함에 따라 교점의 좌표 는 

160, 540, 1280m로 이동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SRSD와 CRSD의 최대 지발당장약량 그래

프 간의 교점은 상수 와 의 상대적인 크기뿐만 아

니라 절대적인 크기에 의해서도 달라지는데, 이를 살

펴보기 위해 와  값의 변화에 따른 교점의  값의 

변화양상을 표 2에 보였다. 즉, 동일한 회귀분석 결과

라 하더라도 허용수준 를 얼마로 설정하느냐에 따

라 상수 와 의 값이 달라지므로, 이에 따라 교점의 

 값도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어떤 분석결과에 대해 

교점이 어떤 범위에 위치한다고 일괄적으로 말할 수

는 없다. 다만, 통상적인 측정자료에서 와  값의 크

기 비는 일정하게 나타나므로 =2로 가정하고, 

=10∼200로 변화시키면 교점 =80∼1600m
까지 선형적으로 변화함을 볼 수 있다. 이 결과는 표 

2에서 우측하방의 대각선을 따라 나타나며, 표 2를 확

장하면 이런 경향이 와 의 비가 일정할 때는 모든 

와  값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안전발파의 한계로서의 환산거리 값들인 와 

에 대해서는,  ≥ 1인 경우에는 ≤의 관계가 성

립하고,  < 1인 경우에는  가 성립한다. 예를 

들어, 지발당 장약량 8kg으로 발파를 하였을 때 100m 
떨어진 곳에서 관측된 지반진동의 수준을 10mm/s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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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 그래프에서 계수 와 의 크기변화에 따른 교점의  좌표의 변화양상

, m
, 

20 40 60 80 100 200 400

,


10 80 640 2,160 5,120 10,000 80,000 640,000

20 20 160 540 1,280 2,500 20,000 160,000

30 9 71 240 569 1,111 8,889 71,111

40 5 40 135 320 625 5,000 40,000

50 3 26 86 205 400 3,200 25,600

100 0.8 6 22 51 100 800 6,400

200 0.2 2 5 13 25 200 1,600

고 하자. 그러면 이 측정자료에 대하여 SRSD에서는 

== = =35가 되고, CRSD

에서는 ==
  =  =50가 되

므로 ≤가 성립한다. 마찬가지로, 지발당 장약량 

0.6kg으로 발파를 하였을 때 10m 떨어진 곳에서 관

측된 지반진동의 수준을 5mm/s라고 가정하자. 그러

면 이 측정자료에 대하여 SRSD에서는 ==

= =13가 되고, CRSD에서는 =
=  =  =12가 되므로  가 

성립한다.

4.2 실측자료

환산거리 개념을 이용한 예측식의 올바른 적용기준

을 도출하기 위하여 와 의 크기비는 어떤 의미를 

지니고 있는지, 또 실제 자료에서는 어느 정도로 나타

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속도수준 

또는 허용수준이 ==10mm/s일 때 =10, 

=20이라면, SRSD의 경우에는 장약량 1kg
일 때 거리 10m에서 속도 10mm/s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며, CRSD의 경우에는 장약량 1kg일 때 거리 

20m에서 속도 10mm/s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셈

이다. 따라서 이러한 예측은 일반적인 경우라 할 수 

있다. 하지만 다른 예로, 허용수준이 ==10mm/s

일 때 =10으로 같지만 =100으로 

매우 큰 값이라면, SRSD의 경우에는 장약량 1kg일 

때 거리 10m에서 속도 10mm/s가 발생할 것으로 예

측하며, CRSD의 경우에는 장약량 1kg일 때 거리 100m
에서 속도 10mm/s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셈이다. 
따라서 두 번째 예에서는 동일한 속도 10mm/s가 10m

와 100m 거리에서 관측될 것이라고 각기 예측하는 

것이므로 둘 중 하나는 잘못된 예측을 하고 있다고 보

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와 의 크기비는 수 배 내일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현장에서 실측된 자료를 바탕으로 SRSD 및 CRSD 

예측식의 적용기준을 고찰하기 위하여 표 3에 파시르 

탄광의 대규모 노천발파로부터 획득한 지반진동 자료

를 정리하였다(최병희 외, 2007). 표 3에서 측점거리

는 폭원에서 측점까지의 직선거리(m)이고, 최대 지발

당장약량은 계측이 이루어진 당해 발파에서 최대진폭

을 기록한 최대 지발당장약량(kg/delay)을 의미한다. 
Long, Trans 및 Vert는 각각 당해 발파에서 계측된 

지반진동의 폭원방향 성분, 폭원방향과 직교하는 수

평방향 성분, 폭원방향과 직교하는 연직방향 성분의 

최대치를 속도단위인 mm/s로 표시한 것이며, PPV
(peak particle velocity)는 이들 세 성분들 가운데 최

대치를 말하며, PVS(peak vector sum)은 Long, Trans, 
Vert 세 성분들을 실시간(real-time)으로 합성한 벡터

합(vector sum) 성분의 최대치를 나타낸다. 그림 7과 

8은 표 3의 파시르 탄광에서 측정된 자료를 각각 SRSD 
및 CRSD 기법에 따라 회귀분석한 그래프를 보여주

고 있다. 각각의 그래프에서 50%로 표시된 선은 자료

의 회귀선이며, 95%로 표시된 선은 측정자료의 95%
를 아래로 포함하는 예측구간의 상한선이다. 다음 식 

(10a)와 (10b)는 SRSD로 처리한 예측식들이며, 식의 

결정계수는 =0.72로 나타났다. 식 (11a)와 (11b)는 

CRSD로 처리한 예측식들이며, 식의 결정계수는 

=0.74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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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이암 및 사암층으로 이루어진 파시르 탄광의 대규모 노천발파에서 측정된 지반진동 속도수준

측점거리

(m)

지발당

장약량

(kg/delay)

Long Trans Vert PPV PVS

(mm/s) (mm/s) (mm/s) (mm/s) (mm/s)

398 100 5.46 6.86 6.0 6.86 8.13 

400 100 5.08 6.60 6.10 6.60 8.42 

1234 100 0.51 0.38 1.02 1.02 1.09 

1040 186 1.79 0.98 1.02 1.79 1.94 

307 100 3.03 4.52 5.81 5.81 5.94 

395 98 5.59 3.68 3.17 5.59 5.77 

750 98 3.70 3.97 3.17 3.97 4.61 

210 113 11.40 17.00 9.64 17.00 19.80 

313 113 7.03 9.89 6.14 9.89 10.40 

200 176 8.46 12.10 8.68 12.10 12.90 

310 176 7.65 6.86 6.57 7.65 8.92 

540 210 7.37 3.84 2.30 7.37 7.92 

612 210 2.51 2.37 1.54 2.51 2.95 

220 83 18.50 13.70 21.40 21.40 22.90 

300 135 18.00 13.00 7.54 18.00 23.00 

200 196 5.97 4.51 6.46 6.46 8.10 

140 196 6.13 8.73 9.75 9.75 10.80 

305 100 4.67 4.41 3.60 4.67 5.74

550 100 3.35 2.52 2.86 3.35 3.36

550 100 3.30 2.56 2.65 3.30 3.41

126 100 32.40 25.00 27.40 32.40 36.50

305 100 12.70 10.90 5.95 12.70 14.40

550 100 4.43 4.32 4.98 4.98 5.90

550 100 4.24 4.57 5.08 5.08 6.08

126 100 56.50 25.10 53.30 56.50 60.60

237 125 4.35 4.48 6.02 6.02 6.16

117 125 12.40 5.71 9.52 12.40 13.20

237 125 10.70 9.05 13.00 13.00 15.70

117 125 26.00 14.00 22.10 26.00 31.00

484 100 2.52 4.49 2.24 4.49 4.88

905 100 0.97 1.59 1.75 1.75 1.78

905 100 0.95 1.70 1.56 1.70 1.83

484 100 2.46 4.64 3.33 4.64 4.88

905 100 1.16 1.73 2.10 2.10 2.37

905 100 1.51 1.56 1.95 1.95 2.12

148 100 13.10 7.24 14.10 14.10 16.50

345 100 12.50 8.68 3.87 12.50 13.10

345 100 11.60 8.51 3.64 11.60 12.40

255 100 9.52 7.11 8.51 8.51 12.80

388 100 5.91 7.52 6.08 7.52 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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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파시르 탄광의 대규모 노천발파에 의한 PPV 측정자

료에 대한 CRSD 회귀분석 그래프
그림 7. 파시르 탄광의 대규모 노천발파에 의한 PPV 측정자

료에 대한 SRSD 회귀분석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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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허용수준에 따른 SRSD와 CRSD의 설계조건의 변화

지반진동 허용수준 10mm/s의 경우

만일 파시르 탄광의 채광장 사면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지반진동 허용수준을 =10mm/s로 잡는다

면 그림 7의 SRSD 회귀식(50% 중위수준)으로부터 

대략 =25, 그림 8의 CRSD 회귀식으로부터 

=50를 얻는다. 따라서 표 2에서 이에 해당

하는 교점의  값을 찾아보면 대략 160∼240m의 중

간쯤이 되며, 식 (9)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

/=200m가 된다. 또, 주어진 조건으로 - 그
래프를 그리면 그림 9와 같고, 교점까지의 거리는 

=200m 임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자료를 가지고 이제 파시르 탄광에서 제어발파

를 설계한다. 그러면 광산에서의 지반진동 예측식은 

앞의 식 (11b)가 선택될 수 있다. 왜냐하면, CRSD의 

결정계수가 =0.74로서 SRSD의 =0.72에 비해 약

간 더 높기 때문이다. 물론 안전율을 더 높이기 위하

여 CRSD 95% 예측식을 선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는 중위수준을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따라서 제어발

파 설계조건식은 앞의 식 (7)과 같이 되어 =
 

≥50이 된다. 만일 현재 발파장소에서 파괴

가 우려되는 사면까지의 거리가 =500m라면, 이 경

우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장약량은 설계조건식

이나 그림 9로부터 약 1000kg이 됨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발생한다. 즉, 똑같

은 측정자료(표 3)에 대해 SRSD와 CRSD로 처리하

여 얻은 예측식의 적합도는 각각 =0.72와 0.74였다. 
이 값은 암반발파에서 고유하게 나타나는 산포도를 

고려한다면 극히 미미한 차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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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파시르 탄광사면의 지반진동 허용수준을 =10mm/s
로 설정했을 때의 - 그래프

그림 10. 파시르 탄광사면의 지반진동 허용수준을 =3mm/s
로 설정했을 때의 - 그래프

수 있다. 따라서 만일, CRSD가 아니고 SRSD의 회귀

분석 결과를 예측식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다면 거리 

=500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장약량은 

그림 9로부터 400kg이 한도가 된다. 이와 같이, 예측

식의 적합도는 3% 이내의 근소한 차이를 보이는데 

반해 사용할 수 있는 지발당 장약량은 400kg에서 1000kg
으로 150%나 더 증가하게 된다. 이는 거리 가 500m 
이상이 되면 더 큰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SRSD와 

CRSD가 국내외에서 사용되는 대표적인 자료처리 방

법이라면 두 방법 사이에 너무 큰 차이가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지반진동 허용수준 3mm/s의 경우

이제 파시르 탄광 사면의 지반진동 허용수준을 

=3mm/s로 변화시킨다면 그림 7의 SRSD 회귀식으로

부터 대략 =70, 그림 8의 CRSD 회귀식으

로부터 =140을 얻는다. 따라서 표 2에서 이

에 해당하는 교점의  값을 찾아보면 대략 400∼800m 

중간쯤이 되며, 식 (9)를 사용하여 계산하면 =/

=/=560m가 된다. 또, 주어진 조건으로 - 
그래프를 그리면 그림 10과 같고, 이로부터 교점까지

의 거리는 =560m 임을 알 수 있다. 앞에서와 같이 

제어발파를 설계하면, 설계조건식은 =
 ≥

140이 된다. 이 경우에는 교점거리 =560m
이기 때문에 사면거리가 500m인 곳에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지발당장약량은 SRSD와 CRSD가 서로 비

슷하지만, 500m를 넘어서게 되면 두 방법 사이에 장

약량의 차이가 현격하게 증가할 것이다.

4.4 예측식에 대한 적용기준의 제안

앞 절에서 보인 바와 같이, 동일한 자료에 대한 회

귀분석 결과라도 지반진동 허용수준을 다르게 설정하

면 SRSD와 CRSD에 의한 - 그래프들이 만나는 

교점이 움직이게 된다. 따라서 허용수준에 따라 결정

되는 교점의  값을 넘어서는 거리에서는 CRSD를 

채택한 경우 SRSD에 비해 사용가능한 장약량이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환산거리를 이용하여 제어

발파를 설계할 때 SRSD와 CRSD의 회귀선의 적합도

는 대개 근소한 차이만을 보인다. 그런데, 이 근소한 

차이 때문에 CRSD를 선택했다 하더라도 SRSD에 비

해 너무 많은 장약량을 사용하게 되어 지반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초래하게 될 위험성이 있다. 따라서 

CRSD의 경우, 절대거리에 따른 어떤 제약조건을 부

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노천채광청(OSM)의 규제기준은 다음 세 가지 

방법 중의 하나를 택하게 함으로써 지반진동을 보다 

유연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Atlas Power Company, 1987):
(i) 절대거리별 최대입자속도(PPV) 규제수준에 의

한 방법

(ii) 절대거리별 PPV 규제수준에 따라 결정되는 환

산거리 식에 의한 방법

(iii) 주파수에 따라 PPV 규제수준을 도시한 도표에 

의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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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미국 노천채광청(OSM)의 규제기준(Atlas Power Company, 
1987)

측점거리

계측이 있는 현장에서 

허용 가능한 

최대입자속도(PPV)

계측이 없는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환산거리 기준

0∼300ft
(0∼91m)

1.25in./sec
(31.75mm/s)

50 

(23 )

301∼5,000ft
(92∼1524m)

1.00in./sec
(25.40mm/s)

55 

(25 )

5,001ft∼
(1525m∼)

0.75in./sec
(19.05mm/s)

65 

(30 )

사실상 노천채광청의 규제기준은 사실상 지금까지 

언급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절대거리별로 환산거리(노천채광청에

서는 SRSD만 취급함)를 달리 설정하여 발파설계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노천채광청에서는 계측기

로 측정을 할 수 있는 현장에서는 표 4와 같이 절대거

리별로 허용할 수 있는 PPV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허용수준을 낮게 설정한 것은 

원거리에서는 진동이 저주파로 나타나서 건물에 대한 

손상위험이 커지기 때문이다. 계측을 할 수 없는 현장

에서는 표 4에 보인 바와 같이 절대거리별로 정해진 

환산거리 값을 기준으로 제어발파를 설계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환산거

리에 의한 설계기준값이 증가하는 셈이 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무엇보다 자료의 측정 시

에 환산거리 상의 넓은 영역에 걸치는 자료들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만 = 선과 

회귀선이 만나는 점 전후에 충분히 많은 자료점들이 

존재하게 되고, ≥ 또는 ≥인 영역에서는 

≤라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시

험발파 시에는 다양한 장약량과 거리에 걸쳐 계측을 

수행하여야 한다. 일단, 이렇게 해서 자료가 획득되면 

SRSD와 CRSD로 회귀분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 적

합도(결정계수)가 높은 식을 당해현장의 예측식으로 

선택한다. 만일 SRSD 식이 예측식으로 선택된 경우

에는 허용수준 에 따라 결정되는 제어발파 설계조

건식 (5)와 (6)에 따라 최대 지발당장약량 를 결정

하면 된다. 이때, 발파장소와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 

가 자료획득 시에 적용된 절대거리 범위를 벗어나

지 않도록 해야 한다.
CRSD 식이 예측식으로 선택된 경우에도 일단 허

용수준 에 따라 결정되는 제어발파 설계조건식 (7)

과 (8)에 따라 최대 지발당장약량 를 결정한다. 다
만, 이때에는 예측식의 적용범위, 즉 발파장소와 보안

물건과의 이격거리가 - 그래프 상에서 SRSD와

의 교점의  값을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교점을 넘어서는 경우에는, 교점거리 이내에서의 

SRSD와 CRSD의 장약량 차의 최대값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한다. 이 범위를 넘어서는 이격거

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SRSD에 의한 기준을 채택하

는 것이 안전측면에서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물
론, CRSD가 예측식으로 선택된 경우에도 발파장소

와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 가 자료획득 시에 적용

된 절대거리 범위는 벗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결 론

SRSD와 CRSD 개념을 이용한 예측식과 제어발파 

설계기준으로부터 도출되는 SRSD의 최대 지발당장

약량은 = , CRSD는 =의 차원이어

서 계수인 와 의 크기에 상관없이 - 좌표계 상

에서 둘의 그래프는 항상 하나의 교점 (, )=(, 

)에서 만난다. 이 교점을 기준으로 가까운 쪽에

서는 SRSD의 장약량이 더 크게 나타나고, 먼 곳에서

는 CRSD의 장약량이 더 크게 나타나는데, 특히 발파

설계가 이루어지는 대상거리가 교점거리보다 더 멀어

지면 CRSD의 장약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문

제가 발생한다. 이는 안전발파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SRSD가 예측식으로 선택

된 경우에는 기존의 방식대로 제어발파를 설계하고, 
CRSD가 선택되면 예측식의 적용범위를 - 그래

프 상에서 SRSD와의 교점의  값을 가급적 넘지 않

도록 제안하였다. 부득이 교점을 넘어가는 경우에는, 
교점거리 이내에서의 SRSD와 CRSD 간의 장약량 차

의 최대값을 넘지 않도록 하였으며, 이 범위를 넘어서

는 이격거리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SRSD에 의한 설계

기준을 적용할 것을 권고함으로써 안전발파를 설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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