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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발파효율을 나타내는 척도의 하나인 암석의 파쇄

도는 발파방법을 평가하는 주요 인자이다. 파쇄도는 

적재, 운반, 2차 분쇄작업에 큰 영향을 미치며, 암석

파쇄물의 적정파쇄입도는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

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발파 

후 파쇄되는 암석의 크기에 따라 2차 소할발파 및 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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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커 작업을 추가로 실시하는데 소할 작업에 따른 

추가 천공과 발파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암석파쇄물

의 적재와 운반 시 대형암괴를 분리시키는 작업이 추

가되어 작업 능률의 저하가 발생하여 경제적 손실을 

발생시킨다(최용근 외 2004, 진연호 외 2014).

본 연구는 인공절리가 암석의 파쇄도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기 위한 연구로써 갱내 암반에 대해 수

직 및 수평인공절리를 생성한 후 심발발파 실험을 

수행하였다. 발파 후 생성된 암석파쇄물을 2차원 영

상해석 프로그램인 split-desktop으로 분석하여 파쇄

입도 분포를 도출하였으며, 각 인공절리 조건의 

characteristic size()와 암석파쇄물의 평균크기(), 

uniformity index()을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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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the rock fragmentation by blasting can affect the subsequent processes including loading, 
hauling and secondary crushing, its control is essential for the assessment of blasting efficiency as well as 
production cost. In this study, we were analyzed the rock fragmentation by the direction of artificial joint. 
The underground blasting experiments were performed after forming the vertical and horizontal artificial 
joints. The blast fragmentation was conducted by the split-desktop which is a 2D image processing 
program.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the horizontal artificial joint was evaluated to have lower overall 
the size of muck pile than the vertical artificial joint and the distribution of the size of muck pile was 
varied. It is possible that the direction of artificial joint could suppress the occur of oversize muck pile 
and control to a certain size or less.

Key words Artificial joint, Fragmentation, Underground blasting, Split-desktop

초 록 발파에 의한 암석의 파쇄도는 적재, 운반과 2차 파쇄로 이어지는 후속공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파쇄도의 조절은 발파 효율성과 생산비용을 평가하는데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공절리의 방향에 따른 암석

의 파쇄도에 대해 분석하였다. 갱내 암반에 수직 및 수평인공절리를 생성한 후 발파실험을 수행하였다. 생성된 

암석파쇄물의 입도분포는 2차원 영상해석 프로그램인 split-desktop으로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수평인공절리가 수

직인공절리에 비해 전체적인 암석파쇄물의 크기가 작게 평가되었고, 다양한 크기로 암석파쇄물이 분포하였다. 인

공절리의 방향에 따라 대괴발생을 억제하고 암석파쇄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인공절리, 파쇄도, 갱내발파, 스프릿트-데스크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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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파쇄도 분석 프로그램

Split-desktop은 2차원 영상처리에 기반한 프로그램

으로, 입도분포 분석 전용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Split-desk의 분석과정은 다음

과 같다. 먼저 scaling 지표로 활용될 물체를 대상물 

주변에 배치하여 분석하고자 하는 대상의 대한 영상

을 취득한다. 프로그램에서 영상에 대한 scaling 과정

을 거친 후에 자동 필터링 기능에 의한 영상의 경계 

추출작업인 auto-delineation 작업을 수행한다. 이후 

manual-delineation 과정을 통하여 경계 수정 작업을 

거치고 최종적으로 암석파쇄물의 입도에 대한 해석자

료를 얻게 된다. 프로그램 수행 시 영상 중 작은 블

록이 큰 블록으로 흡수되어 경계가 추출되거나 반대

로 하나의 큰 블록이 여러 개의 작은 블록으로 나누어 

경계가 추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manual-delineation 

작업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한정훈 외 2011). 

Split-desktop에서 사용하는 입도 분포 분석 모델은 

Rosin-Rammler 모델로 식(1)과 같다.

               exp

 

 



           (1)

여기서, 는 크기의 체를 통과하는 비율, 

는 체(screen)크기, 는 characteristic size, 은 

uniformity index(균등계수)이다. 이때 파쇄입도 분석 

모델인 Kuznetov 경험식으로 구해진 암석파쇄물의 평

균크기()를 식(2)에 대입하면, 암석파쇄물의 평균

크기에 대해 는 0.5이므로, 는 식(2)와 같이 

얻을 수 있다.

                  

                  (2)

Rosin-Rammler 입도 분포 곡선은 2개의 파라미터

만을 이용하여 발파에 의한 암석파쇄물의 크기 분포

를 표현하고 평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 두 개의 

파라미터는 암석파쇄물의 63.2%가 통과하는 체의 크

기를 가리키는 characteristic size()와 분포 곡선의 

형태를 결정짓는 uniformity index()이다. 의 증가

는 암석파쇄물의 크기가 전체적으로 큰 쪽으로 치우

쳐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 이 작은 경우는 암석파

쇄물의 입도가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분포하고 있

음을 가리키며, 반대의 경우는 파쇄도의 입도가 일정

한 크기에 집중되어 있는 것을 가리킨다(최용근 외 

2004).

3. 인공절리 심발발파

3.1 인공절리 설계 패턴

인공절리에 의한 파쇄도를 분석하기 위해 갱내에 

4개의 발파공을 65°의 경사를 주어 V-cut으로 심빼기 

구간을 생성하였다. 생성된 V-cut의 발파공은 50mm 

이며, 공간격은 1,600mm, 저항선은 500mm, 천공장은 

1,700mm이다. 장약량에 따른 파쇄도를 비교하기 위

해 인공절리가 없는 심빼기 구간으로 일반 심발발파 

1(Normal Cut 1 이하 N.C-1)과 일반 심발발파 

2(Normal Cut 2 이하 N.C-2)를 생성하였다. 인공절리

는 막장면을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인공절리로 생성

하였다. 수직인공절리는 심빼기 내⋅외부 구간에 

150mm와 102mm의 인공절리 생성공을 천공한 후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가이드 풀리 및 지그장치와 연

결하여 절삭대상물의 앞면에서부터 절단하는 역타공

법을 이용하여 형성하였다. 수직인공절리는 인공절리 

수에 따라 수직인공절리 1(Vertical Artificial Joint 1 

이하 V.A.J-1), 수직인공절리 2(Vertical Artificial Joint 

2 이하 V.A.J-2)로 생성하였다. 수평인공절리는 심빼

기 내⋅외부 구간에 50mm의 인공절리 생성공을 천

공한 후 다이아몬드 와이어를 절삭 대상물에 감싼 

후 절삭 대상물의 뒷면에서부터 절단하는 감쌈공법

을 적용하여 형성하였다. 수평인공절리의 경우 인공

절리 생성공의 천공 각도에 따라 수평인공절리 

60°(Horizontal Artificial Joint 60°이하 H.A.J-60°), 수

평인공절리 90°(Horizontal Artificial Joint 90°이하 

H.A.J-90°)로 생성하여 총 6회 심발발파를 수행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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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ormation of pattern-N.C-1 (b) Site photo-N.C-1

(c) Formation of pattern-N.C-2 (d) Site photo-N.C-2

(e) Formation of pattern-V.A.J-1 (f) Site photo-V.A.J-1

(g) Formation of pattern-V.A.J-2 (h) Site photo-V.A.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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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Formation of pattern-H.A.J-60° (j) Site photo-H.A.J-60°

(k) Formation of pattern-H.A.J-90° (l) Site photo-H.A.J-90°

Fig. 1. Design pattern of artificial joint in underground.

(a) N.C-1 (b) N.C-2

(c) V.A.J-1 (d) V.A.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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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H.A.J-60° (f) H.A.J-90°

Fig. 2. Distribution status of muck pile.

3.2 심발발파

본 발파에서 사용된 폭약은 뉴마이트 32mm를 사

용하였다. 모든 심발발파에 적용한 장약량은 공당 

750g으로 총 3kg이며, 약량에 따른 파쇄도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일반 심발발파 2번에는 공당 500g, 총 

2kg을 사용하였다. 모래를 이용하여 전색하였고, 순발

뇌관을 직렬로 결선하여 역기폭으로 발파를 수행하였

다. Fig. 2는 발파 후 암석파쇄물의 모습이다. 

3.3 심발발파 파쇄도 분석

발파 후 암석파쇄물이 넓게 분포하여 막장면으로

부터 5m 간격으로 파쇄도 평가구간을 나누었다. 각 

심발발파 별 암석파쇄물의 분포에 따라 3∼4장의 사진

을 촬영하였다. 분할되어 촬영한 영상은 split-desktop 

프로그램에서 취합하여 평가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스케일은 직경 170mm인 스티로폼 볼 2개를 적용하였

고, 스티로폼 볼 사이의 간격은 1∼2m로 설정하였다. 

발파 후 파쇄도 평가 결과는 Table 1과 Fig. 3과 

같다. 공당 장약량 750g을 적용한 N.C-1과 공당 장약

량 500g을 적용한 N.C-2의 파쇄도 분석결과 N.C-1의 

는 158.74mm, 은 1.08, 은 113.04mm로 평가

되었고, N.C-2의 는 186.26mm, 은 0.99, 은 

128.60mm로 평가되었다. 장약량이 많은 N.C-1의 경

우 N.C-2보다 와 가 작게 평가되어 전체적인 

암석파쇄물의 크기가 작은 것으로 분석하였고, 은 

크게 평가되었는데 이는 암석파쇄물의 크기가 125∼
250mm의 범위에 집중되어 발생한 결과로 평가된다. 

N.C-2의 경우 주요 입도 분포가 125∼250mm에 

26.73%, 250∼500mm에 22.69% 분포되어 있어 이 

낮게 측정된 것으로 평가된다. 공당 장약량이 750g으

로 동일한 N.C-1과 V.A.J-1, H.A.J-60°, H.A.J-90°의 

심발발파 결과를 비교한 결과 N.C-1에 비해 V.A.J-1

의 는 85%, H.A.J-60°의 경우 46%, H.A.J-90°의 경

우 44%으로 작게 평가되었으며, 의 경우 N.C-1에 

비해 V.A.J-1의 는 78%, H.A.J-60°의 경우 38%, 

H.A.J-90°의 경우 31%으로 작게 평가되어 인공절리 

형성으로 인해 전체적인 암석파쇄물의 크기가 작아지

는 경향을 확인하였다. 또한 도 점차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는데, 이는 인공절리 형성으로 인해 암석파쇄

물이 잘게 쪼개어져 전체적으로 다양한 크기의 암석

파쇄물이 분포하여 발생된 결과로 판단된다. V.A.J-2

의 경우 와 가 크게 발생하였는데, 이는 

V.A.J-2의 심발발파 시 심빼기 중앙에 생성한 인공절

리면에 의해 상부 발파공 2개 모두가 절단되어 폭약

의 위력이 암석의 파쇄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인

공절리면 사이로 빠져나와 큰 암석파쇄물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H.A.J의 경우 N.C 및 V.A.J에 비해 

와 가 모두 작게 발생되어 암석파쇄물의 크기

가 작았으며,  또한 작게 측정되어 다양한 분포의 

암석파쇄물이 발생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 3. The result of fragmentation in the underground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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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vision N.C-1 N.C-2 V.A.J-1

Total charge 

weight(kg)
3 2 3

Cumulative curve

Sieve series 

histogram

Characteristic 

size(, mm)
158.74 186.26 134.57

Uniformity 

index()
1.08 0.99 0.88

Average fragment 

size( , mm)
113.04 128.60 88.71

Division V.A.J-2 H.A.J-60° H.A.J-90°

Total charge 

weight(kg)
3 3 3

Cumulative curve

Sieve series 

histogram

Characteristic 

size(, mm)
178.93 72.93 59.48

Uniformity 

index()
0.94 0.68 0.69

Average fragment 

size( , mm)
121.13 42.53 34.96

Table 1. The result of fragmentation of underground blasting exper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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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인공절리가 파쇄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해 갱내 막장면을 기준으로 수직 및 수평의 인공절리

를 생성한 후 심발발파를 수행하였다. 발파 후 발생

된 암석파쇄물을 사진 촬영하여 파쇄입도 분석 프로

그램인 split-desktop을 이용하여 characteristic size

(), 암석파쇄물의 평균크기(), uniformity index

()에 대해 비교 분석하였다. 일반 심발발파와 수직 

및 수평인공절리 심발발파의 파쇄도를 비교한 결과 

일반 심발발파 보다 인공절리를 생성한 심발발파에서 

의 경우 85%, 46%, 44%, 의 경우 78%, 38% 

31%으로 작게 분석되어 전체적인 암석파쇄물의 크기

가 작게 평가되었다. 또한, 인공절리가 존재함에 따라 

이 낮게 분석되어 인공절리에 의해 암석파쇄물의 

입도 분포를 다양하게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본 실험을 적용한 현장에서는 수평인공절리가 

수직인공절리에 비해 와 가 작게 분석되어 인

공절리의 생성 방향에 따라 암석파쇄물의 입도를 조

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수직인공절리 2의 

경우 심빼기 중앙에 생성한 인공절리면에 의해 상부 

발파공 2개 모두가 절단되어 폭약의 위력이 암석의 

파쇄에 제대로 사용되지 못하고 인공절리면 사이로 

빠져나와 와 의 값이 크게 발생한 것으로 판단

된다. 추후 암질조건과 절리 길이, 절리 방향 충진물

의 유무와 같은 절리상태를 고려한 후 인공절리를 생

성한다면 인공절리의 존재 및 인공절리의 생성 방향

에 따라 대괴발생을 억제하고 암석파쇄물을 일정한 

크기 이하로 조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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