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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방 자유면의 암반 이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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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Movement of the Free Face During Bench Blasting
Ki-Keun Lee, Gab-Soo Kim, Kuk-Jung Yang, Dae-Woo Kang and Won-Ho Hur

Abstract Variables influencing the free face movement due to rock blasting include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in particular the discontinuity characteristics, explosive type, charge weight, burden, blast-hole spacing, 
delay time between blast-holes or rows, stemming conditions. These variables also affects the blast vibration, air 
blast and size of fragmentation. For the design of surface blasting, the priority is given to the safety of nearby 
buildings. Therefore, blast vibration has to be controlled by analyzing the free face movement at the surface blasting 
sites and also blasting operation needs to be optimized to improve the fragmentation size. High-speed digital image 
analysis enables the analyses of the initial movement of free face of rock, stemming optimality, fragment trajectory, 
face movement direction and velocity as well as the optimal detonator initiation system. Even though The high-speed 
image analysis technique has been widely used in foreign countries, its applications can hardly be found in Korea. 
This thesis aims at carrying out a fundamental study for optimizing the blast design and evaluation using the 
high-speed digital image analysis. A series of experimentation were performed at two large surface blasting sites 
with the rock type of shale and granite, respectively. Emulsion and ANFO were the explosives used for the study. 
Based on the digital images analysis, displacement and velocity of the free face were scrutinized along with the 
analysis fragment size distribution. In addition, AUTODYN, 2-D FEM model, was applied to simulate detonation 
pressure, detonation velocity, response time for the initiation of the free face movement and face movement shape. 
The result show that regardless of the rock type, due to the displacement and the movement velocity have the 
maximum near the center of charged section the free face becomes curved like a bow. Compared with ANFO, the 
cases with Emulsion result in larger detonation pressure and velocity and faster reaction for the displacement initiation.

Key words High-speed camera, High-speed digital image, Velocity, Free face movement

초  록 발파 시 자유면의 이동은 대상암반의 역학적 특성 및 발파조건, 특히 암반의 불연속면 특성과 폭약의 

종류, 장약량, 저항선, 공간격, 공간 또는 열간 기폭시차 및 전색상태 등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달라지며, 
이는 발파진동의 크기, 폭음 및 파쇄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현재 국내 노천발파 현장의 발파설계는 대부분 

인접 보안물건에 대한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나 대규모 발파가 이루어지는 노천현장에서는 발파 시 

자유면의 이동을 분석하여 진동을 제어하고 파쇄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최적 조건의 발파 설계를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고속 디지털 동영상 분석을 통하여 발파 후 최초 자유면 암반의 움직임, 전색의 적정성, 발파암의 

이동 궤적, 발파암의 이동방향과 속도, 최적의 기폭시스템 분석이 가능하다. 외국에서는 이와 같은 방법이 발파

설계 및 평가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그 연구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디지털 

고속 동영상 분석에 의한 최적 발파설계 및 평가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 셰일과 화강암으로 구성된 

대규모 노천 발파현장 2개소에서 Emulsion과 ANFO 두 종류 폭약에 대한 암반 파쇄과정을 촬영한 디지털 고속 

동영상을 분석하여 자유면 암반의 변위, 이동속도 등을 분석하고 2차원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UTODYN을 

사용하여 폭약의 폭굉압력, 폭굉 전달시간, 발파 후 최초로 암반에 변위가 발생되는 반응시간, 발파 후 자유면 

암반의 이동형상에 대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및 디지털 고속 동영상을 분석한 결과, 암반의 종류에 

관계없이 발파공 전면 자유면 암반의 이동형상은 주상 장약부의 중간 부근에서 변위 및 이동속도가 가장 크게 

발생되어 가운데 부분이 활처럼 휘어진 형상을 나타내었다. 폭약의 폭굉압력, 폭굉 전달시간, 발파 후 최초로 

자유면 암반에 변위가 발생되는 반응시간의 경우 Emulsion 폭약이 ANFO보다 폭굉압력 및 폭속이 크고 초기 

변위 반응시간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어 디지털 고속카메라, 고속촬영 동영상, 속도, 자유면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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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o-information of this study in shale

Classification Value Remark

Density (g/cm3) 2.7

Compressive strength (kgf/cm2) 1,650

Young's modulus (kgf/cm2) 2.04×105

Bulk modulus (kgf/cm2) 1.2×105

Shear modulus (kgf/cm2) 0.8×105

Poisson's ratio (υ) 0.22

Table 2. Geo-information of this study in granite

Classification Value Remark

Density (g/cm3) 2.3

Compressive strength (kgf/cm2) 1,340

Young's modulus (kgf/cm2) 5.1×104

Bulk modulus (kgf/cm2) 3.5×104

Shear modulus (kgf/cm2) 2.0×104

Poisson's ratio (υ) 0.26

1. 서 론

발파작업을 할 때 전방 자유면에 있는 암반의 이동

은 대상암반의 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 특히 암반의 

불연속면 특성과 폭약의 종류, 장약량, 저항선, 공간

격, 공간 혹은 열간 기폭시차 및 전색상태 등 여러 가

지 변수들에 의해 달라질 수 있으며, 이는 발파진동의 

크기, 폭음 및 파쇄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김보

성,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파 시 전방 자유

면 암반의 이동은 여러 가지 발파 변수들이 결정하므

로 초고속 카메라 촬영을 통해 암반 이동의 정확한 데

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고속 촬영된 디지털 동

영상을 통해 발파암의 이동과 궤적을 분석하거나 기

폭시차, 전색상태 등을 분석할 수 있었다.

2. 실험개요
 

2.1 대상지역 암반특성

실험은 대규모 노천 발파가 이루어지고 있는 경상

남도 사천시 사천읍 금곡리 일원의 ○○채석장과 부

산광역시 강서구 녹산동 일원의 ○○지구 조성 공사 

현장에서 동일한 암반조건 및 발파패턴에 사용하는 

폭약만 달리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경남 사천시 사천읍 ○○채석장은 지질학적으로 함

안층 셰일, 이암, 신라역암층 및 충적층으로 되어있고, 
역학적 특성은 Table 1과 같다.

또한 부산광역시 녹산지역의 ○○지구 조성 공사 

현장은 지질학적으로 화강암층이며 역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상기와 같이 실험대상 암반은 대표적인 화성암 및 

퇴적암인 화강암과 셰일이며, 동일 발파패턴으로 

Emulsion과 ANFO 폭약에 의한 암반 파쇄과정을 디

지털 고속카메라로 촬영하여 시간대별 전방 자유면 

발파암의 변위, 시간에 따른 발파암의 이동속도, 자유

면 발파암의 궤적 등을 암종별, 폭약별로 비교 분석하

였다.

2.2 발파제원 및 패턴

초고속카메라에 의한 발파순간의 고속촬영은 전방 

자유면의 이동에 중점을 두었다. 따라서 이전 기폭공

이 후속공의 기폭에 의해 가려지지 않도록 전방 자유

면 방향에서 촬영하였으며, 동일 암반을 대상으로 

Emulsion과 ANFO 발파를 각각 반으로 나누어 동시

에 촬영하였다. 본 실험 시 적용된 발파패턴은 Fig. 1, 
Fig. 2와 같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폭약은 Emulsion 계열과 ANFO 
계열의 두 가지 폭약을 사용하였다. Emulsion은 폭속

이 5,700m/sec이고 ANFO는 3,300m/sec이다.
뇌관은 MS뇌관 20ms단차를 사용하였고, 천공깊이

는 9.0m, 천공경은 φ76mm, 저항선은 2.5m, 천공간격

은 2.8m이고, Emulsion의 경우에는 공당 13.6kg, 
ANFO의 경우에는 공당 21.8kg을 장전하여 각각 10
공씩 발파하였다. 

촬영된 동영상은 Motion Tracker Software를 사용

하여 분석하였다. Motion Tracker Software를 사용하

여 발파암의 위치, 이동거리, 속도, 가속도 등을 정확

히 분석하기 위해 실제거리를 알고 있는 동영상 이미

지 상에 두 점 또는 평면들을 이용하여 동영상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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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Type Blasting pattern

Shale

Fig. 1. The blasting pattern in shale(drilling and cross section).

Rock Type Blasting pattern

Granite

Fig. 2. The blasting pattern in granite(drilling and cross section).

Table 3. Comparison of test blasting patterns

Specification Emulsion ANFO

Explosive NewMITE Plus ANFO Plus

Detonator MS(Electric) MS(Electric)

Delay time 20ms 20ms

Charge type Single Charge Single Charge

Inclination Vetical Vetical

Hole depth 9.0m 9.0m

Blasthole diameter ∅76mm ∅76mm

Burden 2.5m 2.5m

Spacing 2.8m 2.8m

Charge per hole 13.6kg 21.8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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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ale Granite

Fig. 3. Analysis schematic of high speed images. 

Table 4. Change of displacement in Shale (unit : m)

Division Point 0
ms

100
ms

200
ms

300
ms

400
ms

500
ms

600
ms

700
ms

800
ms

900
ms

1,000
ms

1,200
ms

1,400
ms

Emulsion

Top 0.00 0.48 1.02 1.70 2.33 2.94 3.60 4.24 4.81 5.51 6.22 6.90 7.82

Middle 0.00 0.83 1.59 2.34 3.29 4.28 5.41 6.68 7.89 9.05 10.25 　 　

Bottom 0.00 0.69 1.28 1.89 2.60 　 　 　 　 　 　 　 　

ANFO

Top 0.00 0.62 1.28 1.77 2.11 2.48 2.91 3.22 3.56 3.95 4.55 　 　

Middle 0.00 0.97 1.75 2.49 3.35 4.06 4.86 5.84 6.65 7.72 8.70 9.80 　

Bottom 0.00 0.48 0.89 1.28 1.76 2.21 2.69 3.17 3.82 　 　 　 　

를 실제 스케일로 보정하였다. 각 실험 현장에 대하여 

발파 전방 자유면 방향으로 10m 이격된 거리에 표시

를 하여 화면상으로 실별이 용이하게 하여 정확한 스

케일로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전체 발파공에 대한 궤적 추적에 어려움이 있어 폭

약의 종류에 따라 동일 조건의 특정 발파공을 선정하

여 전방 자유면상의 최상부(top), 중간부(middle), 공
저부(bottom)에 대하여 궤적을 추적하였다.

다음의 Fig. 3은 준비된 각 실험 벤치에 대하여 고

정된 영상으로부터 실제 스케일을 적용하고 발파암 

추적을 위한 임의 추적위치를 설정한 모습이다.

3. 실험결과
 

3.1 전방 자유면 변위

셰일(Shale)
Table 4는 셰일에서 발파 후 최초 자유면 이동을 기

점으로 발파 후 시간대별 변위를 나타낸 것으로 공란

은 발파 후 분진 또는 인접부 발파암에 의해 가려져 

추적이 불가능한 경우이다.
Fig. 4는 Table 4의 셰일에서의 에멀젼 계열 발파 

시의 결과를 최초 폭굉 후 시간이력에 따른 벤치높이

(y축)와 이동거리(x축)와의 관계를 도시화한 것이다. 
벤치의 최상부(top)를 지표면(0m)으로 가정하였으며, 
최상부(top)와 중앙부(middle)의 입자추적은 비교적 

수월하였으나 하부(bottom)의 입자추적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해 일정 시간 후 추적이 불가능하였다.
또한 Fig. 5는 Table 4의 셰일에서의 ANFO 계열 

발파 시의 결과를 최초 폭굉 후 시간이력에 따른 벤치

높이(y축)와 이동거리(x축)와의 관계를 도시화한 것

이다.
Emulsion 계열과 ANFO 계열의 발파 시 두 경우 

모두 동일하게 중앙부의 변위가 가장 크게 발생하였

으며 이는 일반적인 벤치의 파괴이론과 부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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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isplacement of face for Emulsion explosive in Shale.

Fig. 5. Displacement of face for ANFO explosive in Shale.

Table 5. Change of displacement in Granite (unit : m)

Division Point 0
ms

100
ms

200
ms

300
ms

400
ms

500
ms

600
ms

700
ms

800
ms

900
ms

1,000
ms

1,200
ms

1,400
ms

Emulsion

Top 0.00 0.51 1.04 1.51 1.95 2.27 2.73 3.09 3.31 3.66 4.09 4.78 6.04

Middle 0.00 0.60 1.25 2.00 2.76 3.46 4.40 5.38 6.56 8.12 9.81 　 　

Bottom 0.00 0.48 0.89 1.45 2.17 2.93 　 　 　 　 　 　 　

ANFO

Top 0.00 0.43 1.04 1.65 2.17 2.63 3.00 3.43 3.79 4.17 4.93 5.86 6.92

Middle 0.00 0.53 1.29 1.92 2.63 3.59 4.50 5.43 6.35 7.70 9.10 　 　

Bottom 0.00 0.44 0.96 1.55 2.12 　 　 　 　 　 　 　 　

화강암(Granite)
Table 5는 화강암에서 발파 후 최초 자유면 이동을 

기점으로 발파 후 시간대별 자유면 암반의 변위를 나

타낸 것이다.
아래 Fig. 6과 7은 각각 Table 5의 화강암 지층에서

의 에멀젼 계열과 ANFO 계열 발파 시의 결과를 최초 

폭굉 후 시간이력에 따른 벤치높이(y축)와 이동거리(x
축)와의 관계를 도시화한 것이다.

각각의 발파결과와 비교할 때 에멀젼 계열의 발파

작업 시 셰일에서의 변위가 더 크게 발생하였고 ANFO 
계열의 발파작업 시 화강암에서의 변위가 더 크게 발

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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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placement of face for Emulsion explosive in Granite.

Fig. 7. Displacement of face for ANFO explosive in Granite.

Table 6. Change of velocity in Shale (m/sec)

Division Point 0
ms

100
ms

200
ms

300
ms

400
ms

500
ms

600
ms

700
ms

800
ms

900
ms

1,000
ms

1,200
ms

14,00
ms

Emulsion

Top 0.00 4.82 5.11 5.66 5.82 5.89 5.99 6.06 6.01 6.12 6.22 5.75 5.59

Middle 0.00 8.33 7.95 7.80 8.23 8.56 9.02 9.54 9.86 10.05 10.25 　 　

Bottom 0.00 6.89 6.40 6.29 6.50 　 　 　 　 　 　 　 　

ANFO

Top 0.00 6.23 6.40 5.90 5.29 4.96 4.86 4.61 4.45 4.39 4.55 　 　

Middle 0.00 9.67 8.77 8.30 8.38 8.12 8.11 8.34 8.31 8.57 8.70 8.17 　

Bottom 0.00 4.78 4.44 4.27 4.39 4.41 4.48 4.52 4.78 　 　 　 　

3.2 전방 자유면 이동속도

셰일(Shale)
Table 6은 셰일에 대한 발파 후 최초 자유면 이동을 

기점으로 발파 후 시간대별 자유면 암반의 이동속도

를 나타낸 것이다.
Fig. 8은 Table 6의 셰일에서 에멀젼 계열 발파작업 

시, 각 시간대별(100ms) 입자들의 속도 변화를 도시

화한 것이다.
Fig. 9는 Table 6의 셰일에서 ANFO 계열 발파작업 

시, 각 시간대별(100ms) 입자들의 속도 변화를 도시

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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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Displacement of face for Emulsion explosive in Granite.

Fig. 9. Velocity of face movement for ANFO explosive in Shale.

Table 7. Change of velocity in Granite (m/sec)

Division Point 0
ms

100
ms

200
ms

300
ms

400
ms

500
ms

600
ms

700
ms

800
ms

900
ms

1,000
ms

1,200
ms

1,400
ms

Emulsion

Top 0.00 5.08 5.21 5.03 4.88 4.54 4.56 4.42 4.14 4.07 4.09 3.98 4.32

Middle 0.00 6.01 6.24 6.68 6.89 6.93 7.34 7.69 8.20 9.02 9.81 　 　

Bottom 0.00 4.76 4.45 4.83 5.43 5.86 　 　 　 　 　 　 　

ANFO

Top 0.00 4.30 5.21 5.49 5.42 5.26 5.00 4.89 4.74 4.63 4.93 4.88 4.94

Middle 0.00 5.31 6.44 6.40 6.56 7.18 7.50 7.75 7.94 8.55 9.10 　 　

Bottom 0.00 4.43 4.80 5.16 5.29 　 　 　 　 　 　 　 　

화강암(Granite)
Table 7은 화강암에 대한 발파 후 최초 자유면 이동

을 기점으로 발파 후 시간대별 자유면 이동속도를 나

타낸 것이다.
Fig. 10과 11은 각각 Table 7의 화강암에서 에멀젼 

계열과 ANFO 계열 발파작업 시, 각 시간대별(100ms) 

입자들의 속도 변화를 도시화한 것이다.

3.3 전방 자유면 이동 궤적

발파에 의한 자유면 암반의 이동형상 분석은 발파

에 의한 파쇄암의 이동을 이해하는데 유용한 방법으

로 암석이동은 암석의 물리적, 지질공학적 성질에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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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Velocity of face movement for Emulsion explosive in Granite.

Fig. 11. Velocity of face movement for ANFO explosive in Granite.

Emusion explosives ANFO

Fig. 12. Trojectory of face movement in Shale.

향을 받는다. Fig. 12와 13은 노천 발파현장의 수직 

벤치면에서의 발파암의 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론

적으로 무결암의 매우 견고한 암반은 주상 장약부 전

면이 동일 속도로 규칙적으로 이동하고, 석탄이나 퇴

적암 등 연하고 불연속면이 발달된 암반은 벤치 전면

이 자유면 방향으로 활모양으로 휘어져 이동한다

(Chiappetta & Mammele, 1987).

3.4 수치해석

본 연구에서는 AUTODYN 2D를 사용하여 벤치발

파 시의 자유면 전방이동에 대한 해석을 진행하였으

며 Table 8은 해석 재료별 적용 모델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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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sion explosives ANFO

Fig. 13. Trojectory of face movement in Granite.

Table 8. Material modelling the numerical analysis

Division EOS model Strength Model Failure Model Erosion Model
Explosive JWL None None Geometric Strain

Rock Linear Drunker Prager Hydro Geometric Strain

Table 9. JWL Parameters of Emulsion and ANFO explosives

Parameter Emulsion ANFO
Reference density (g/cm3) 1.25 0.95
Parameter A (Kpa) 2.14E+08 2.29E+08
Parameter B (Kpa) 1.82E+05 5.50E+05
Parameter R1 4.2 6.5
Parameter R2 0.9 1
Parameter W 0.36 0.35
C-J Dentonation velocity (m/s) 5500 3900
C-J Energy/Unit volume (kJ/m3) 2.84E+06 1.43E+06
C-J Pressure (Kpa) 1.04E+07 3.98E+06

Table 10. Input parameters for the rock in the numerical analysis

Parameter
Input value

Remark
Shale Granite

Density (g/cm3) 2.7 2.3
Compressive strength (kpa) 1.6E+05 1.3E+05
Tensile strength (kpa) 1.08E+04 7.3E+03
Bulk modulus (kpa) 1.18E+07 3.4E+06
Shear modulus (kpa) 7.84E+06 1.96E+06
Poisson's ratio (υ) 0.22 0.26

동일 암반조건에서 발파 시 발파암의 이동을 서로 

비교해 보기 위해 두 종류의 화약인 에멀젼와 ANFO
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해석에 사용된 Emulsion 폭약 및 ANFO 폭약의 

JWL 매개변수는 Table 9와 같다.

암반의 경우 Drucker-Prager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Stassi Press Hardening Type을 적용하였다. 파괴 모

델로서 Hydro Tensile Limit Model을 사용하였고 

Rehealing Option을 적용하여 파괴 후의 재료는 다시 

압축 및 인장의 정수압을 받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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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ulsion - 2.7ms ANFO - 3.0ms

Fig. 14. Response time in Shale.

Emulsion - 3.0ms ANFO - 2.8ms

Fig. 15. Response time in Granite.

3.5 수치해석 결과

반응시간(Response Time)
고속촬영 영상을 분석할 때 카메라가 멈춰진 시간

을 0 시간(Time Zero)으로 가정하면 발파에 따른 암

반의 반응시간()은 폭약의 폭굉 후 자유면 방향으

로 암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 )과 발파

공 내 폭약의 기폭시간()의 차로 나타낼 수 있다

(P. Segarra et al., 2003).

      (1)

저항선이 2.5m 일 때 최초 기폭 후 폭약의 폭굉압

력이 작용하여 전방 자유면상 암반이 움직이기 시작

하는 시간은 셰일의 경우 Emulsion은 약 2.7ms, ANFO
는 약 3.0ms로 분석되었다.

화강암의 경우 최초 기폭 후 폭약의 폭굉압력이 작

용하여 전방 3.3 전방 자유면 이동 궤적자유면상 암반

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간은 Emulsion은 약 2.8ms, 
ANFO는 약 3.1ms로 분석되었다.

암반이동 현상

실제 현장암반은 많은 불연속면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수치해석에 의한 자유면 암반의 이동 현상은 

실제 발파현장의 모습과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지만 

주상장약 중간부에서 가장 큰 변위가 발생되고 최상

부나 공저부의 변위는 작아 장약부의 가운데 부분이 

활처럼 휘어진 형태로 자유면 전방으로 이동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다. 
벤치면 최상부, 중간부, 공저부 분석지점 모두 최초 

지점에서 약간 상향으로 이동 후 다시 아래방향으로 

이동하는 포물선 형태의 운동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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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cycle 10,000 cycle

20,000 cycle 30,000 cycle

Fig. 16. Face movement of Emulsion explosive in Shale. 

5,000 cycle 10,000 cycle

20,000 cycle 30,000 cycle

Fig. 17. Face movement of ANFO explosive in S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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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 cycle 10,000 cycle

20,000 cycle 30,000 cycle

Fig. 18. Face movement of Emulsion explosive in Granite.

5,000 cycle 10,000 cycle

20,000 cycle 30,000 cycle

Fig. 19. Face movement of ANFO explosive in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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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셰일과 화강암으로 구성된 대규모 

노천 발파현장 2개소의 발파과정을 촬영한 디지털 고

속 동영상을 분석하여 Emulsion과 ANFO 두 종류 폭

약에 대한 자유면 암반의 변위, 이동속도, 파쇄입도 

등을 분석하고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치해석을 통해 폭약의 폭굉 후 전방 자유면상 

암반에 최초로 변위가 발생되는 반응시간을 분석

한 결과, 저항선이 2.5m일 때 셰일에서는 Emulsion 
발파 시 약 2.7ms, ANFO 발파 시 약 3.0ms, 반면 

화강암에서는 Emulsion 발파시 약 2.8ms, ANFO 
발파 시 약 3.1ms 로 분석되었다.

2) 수치해석 및 고속촬영 영상을 분석 결과, 발파공 

전면 자유면 상의 최상부, 중간, 공저부에서의 이

동형상은 주상 장약부 중간 부근에서 변위가 가장 

크고 최상부 및 공저부분은 변위가 작게 발생되어 

전체적인 발파암의 이동은 가운데 부분이 활처럼 

굴곡된 형상으로 나타난다.
3) 고속촬영의 동영상을 Motion Tracker로 분석하여 

시간이력별 입자의 변위를 수치화 하였고 그 결과, 
셰일 발파 시에는 주상 장약부 중간부 근처의 자

유면 암반의 이동속도는 Emulsion 폭약 적용 시 

7.95～10.25m/s, ANFO 폭약 적용 시 8.11～9.67m/s
로 나타났으며, 화강암 발파시에서는 Emulsion 폭
약 적용 시 6.01～9.81m/s, ANFO 폭약 적용 시 5.31 
～9.10m/s로 나타나 폭굉속도가 빠른 Emulsion 
폭약이 ANFO에 비해 암반을 이동시키는 속도도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4) 폭굉압력이 크게 발생되는 Emulsion 폭약을 적용

한 발파는 ANFO폭약을 적용할 때보다 자유면 암

반의 변위가 전반적으로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Emulsion 폭약의 폭속이 상대적으로 더 빠르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와 같

이 모든 발파의 초기변위(0ms～500ms)보다 후기

변위(500ms 이상)에서 입자가 가속화되는 현상이 

발견되었고 이는 ANFO를 사용한 발파결과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결과는 가스압에 의해 발

파 파쇄암이 가속되어진 것으로 추측되며 향후 이

에 대한 보완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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