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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널발파는 노천발파와 달리 초기 자유면이 한 면

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즉, 터널 굴착 방향으로의 막

장면만이 자유면으로 존재하며 심발부 발파를 통해 

이후 확  발파에 한 2차 자유면을 형성하게 된다. 

그 결과 전체 발파 단면 중 심발부 발파에서 암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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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이 가장 크게 작용하며 이는 전체 터널 발파의 

성공 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과정으로서 효과적인 

암석의 파쇄를 위해 많은 화약이 집중적으로 사용되

고 있다. 이에 따라 전체 발파 중 심빼기 발파에서 

큰 진동을 나타내기도 하며 심발부 심빼기 방법을 적

절히 조절하여 발파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전체 터

널발파에서의 진동을 저감시키는 방편 중 하나라 할 

수도 있다. 

터널 심발발파 공법 중 많이 쓰이는 공법으로는 

V-Cut 공법을 들 수 있다. V-Cut 공법은 터널 중앙을 

중심으로 약 60°의 경사공을 터널 굴진 방향으로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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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AUTODYN blasting simulation of single blast hole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blasting effects of Polymer Gel. The coupling mediums used as the filling material around an explosive charge 
were air and gelatin. each simulation case was D⋅I(decoupling index) 1.0, 1.25, 1.56 with air or polymer gel 
coupling materials. In order to evaluate blast effects full charge model was used as a reference for evaluation of 
blasting effects. The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showed that fragmentation of a limestone model of were much 
more fractured by polymer gel medium than by air medium. As expected, the transmitted peak pressure was 
higher polymer gel coupled model than in air medium.

Key words Single blast hole, AUTODYN, Polymer gel, Coupling medium, Decoupling index

초 록 폴리머 겔의 발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AUTODYN을 이용한 단일 발파공 모델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발파공 내부 에멀젼 폭약과 공벽간의 채움재는 공기와 폴리머 겔을 적용하여 서로 결과를 비교하였으며, 디

커플링 지수 1.0인 밀장전과 디커플링 지수 1.25, 1.56에 해 각각 해석하였다. 폴리머 겔의 발파 효과 평가를 위

한 기준은 밀장전 case를 기준으로 하였다. 해석 결과로서 석회석 모델의 파쇄 및 균열 발생에서 공기보다 폴리

머 겔 적용의 경우가 높은 파쇄 정도를 나타냈고, 지정 게이지에서의 최고압력 또한 공기의 경우보다 폴리머 겔 

적용이 높은 수치를 보였다.

핵심어 단일 발파공 모델, AUTODYN, 폴리머 겔, 채움재, 디커플링 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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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하고 집중장약을 통해 심발을 V 모양으로 형성하

는 방법으로 시공이 간단하여 단공뿐 아니라 장공발

파에서도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V-Cut을 적용하는 

데 있어서 공저부에 밀장약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경

사공의 공저간격이 너무 넓거나 엇갈리게 되어 발파

효율이 저하되며, 장공에서는 자유면에서의 공 간격

이 너무 넓어 종종 발파 실패의 원인이 된다(김동현 

외, 2007). 

V-Cut의 높은 발파효율을 위해서는 발파공 공저부

의 충분한 파괴가 이루어져야 하고 이를 위해 밀장약

이 요구되지만 카트리지 화약의 경우 밀장약이 완전

히 되지 못하여 약포와 발파공 사이에 공간이 생겨 

발파효율이 저하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V-Cut 모델 발파 수치해석의 경우 2차원 axisymmetric 

모델 구성이 어렵고, 3차원 모델의 경우 발파공 내부

에서의 디커플링 문제해석을 위하여 과도한 요소구성 

및 해석시간 등 이 요구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적용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폴리

머 겔 적용에 따른 V-cut 발파해석을 위하여 다음의 

두 단계로 해석을 설정하였다(제1단계 : 2차원 평면 

단일 발파공-디커플링 조건에 따른 발파공 압력이력 

데이터 획득 -균열 비교, 제2단계 : V-Cut 3차원 모델 

구성-발파공 내부에 획득된 압력이력 부여-심발부 발

파 후 체적 비교). 본 논문에서는 제1단계 해석의 과

정 및 결과를 정리하였다.

2. 폴리머 겔 패키지(Polymer Gel Package) 

2.1 고흡수성 폴리머(Super Absorbent polymer: SAP)

고흡수성 폴리머는 자체 무게의 수십에서 수백 배

의 물을 흡수하며, 외압 아래에서 물을 보관하는 능

력이 뛰어난 고기능성 폴리머의 일종이다. 고흡수성 

폴리머는 수분을 흡수하면 겔(gel) 형태의 구조체로 

변화가 일어나며 물을 흡수한 겔에는 겔 내부에 물을 

가두어 두려고 하는 흡수력(고흡수성 폴리머와 물의 

친화력, 물의 침투압)과 흡수작용을 억제하려고 하는 

힘(고흡수성 폴리머의 3차원 망목에 기인하는 고무탄

성력) 등이 작용한다(Mon, 1996). 치환력과 침투력의 

합계가 탄성력과 평행을 이룬 지점에서 물의 흡수와 

분자 사슬의 확장은 멈추어지고, 마침내 안정된 형태

의 수분 포화상태가 되며 수분을 지속해서 보관할 수 

있게 된다(Choudhary et al, 1995).

2.2 폴리머 겔의 발파 매질효과  

일반적으로 물은 발파공 내부에서 전색물 및 충전

재로 사용하였을 때 암반 파쇄 측면에서 긍정적인 결

과를 나타낸다. Zhu는 폭발과 같은 동적하중 하에서 

발파공 내부폭약과 공벽과의 공간에 물, 모래, 공기의 

채움재에 따른 AUTODYN 수치해석을 하였으며, 이 

중 물의 경우가 가장 확장된 파쇄영역을 생성하였고, 

충격파 전달에서도 탁월한 매개물이라 해석하였다

(Zhu et al, ). Ko는 연주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모

래 충전보다 물, 겔 충전의 경우가 약 13% 정도 발파

위력이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고영훈 외, 

2017). 인장응력이 암석의 인장강도를 초과하면 균열

이 발생한다. 이때 물에 의한 충격파의 반사 및 버블

펄스 등에 의해 큰 하중이 작용하며 암석의 변형과 

변위가 더욱 발생하게 된다. 물은 공기 과압에 의해 

팽창하며 그 에너지는 암반으로 전달되어 파괴 및 균

열을 생성하고 이어서 높은 압력의 수증기는 균열부

Fig. 1. Gelation process of SAP(Super Absorbent Poly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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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방출되며 균열확장에 기여한다(Bohloli et al, 2001). 

물의 경우 발파에 있어 충전재로 탁월한 매질이라 

할 수 있으나, 물은 형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발

파공내부 기존균열 및 수평 흐름 등에 의한 발파공 

외부로의 유출 문제로 수직 발파공 외에 터널과 같은 

수평 발파공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충

격파 전달에 있어 물과 유사한 재료인 고흡수성 폴리

머와 수용액 혼합의 폴리머 겔을 선정하였으며(Fig. 

2), 폴리머 겔이 내부에 포함되고 에멀젼 폭약을 삽입

할 수 있는 튜브 형태의 장치를 고안하였다. 장치의 

발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각 디커플링 및 충전재 

조건별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Fig. 2. SAP(Super Absorbent Polymer).

3. AUTODYN 해석 

3.1 해석모델

AUTODYN 해석을 위한 단일 발파공 모델의 전체 

단면은 1000×1000mm 크기의 석회석 암반 모델을 구

성하였고, 중앙의 발파공 직경은 50mm로 하였다. 밀

장전의 경우를 제외한 디커플링 장약의 경우 약경 

32mm와 40mm로 가정하여 적용하였으며, 폭약과 발

파공벽의 공간에 채움재로서 공기와 폴리머 겔을 적

용하였다(Table 4).  

커플링 매질에 따른 단일 발파공 AUTODYN 해석

에서 공기의 물성은 Material library 자료를 사용하였

고 폴리머 겔의 물성은 참고문헌들(Antoun et al, 1912; 

Hamilton, 1969; Yoon et al, 2015; Awoukeng et al, 

2014; Cook et al, 2011; Winter et al, 1975)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공기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EoS, equation of 

state)를 적용 하였으며 나머지 물질은 충격 EoS를 적

용하였다. 상태방정식은 외부하중에 한 재료의 부

피 및 형상변화를 좌우하는 방정식으로서 상태에 따

라 다른 구성 방정식이 적용된다. 

Table 1은 모래, 겔의 물성으로서 충격 EoS 적용에 

필요한 물성들이다. Table 1에서 는 밀도, 는 탄성

파 전파속도이고 는 충격을 받은 물질의 이동속도와 

관련된 계수이며    Hugoniot 폭굉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Awoukeng et al, 2014, Huang, 2015). 

는 폭굉 식에서 사용되는 Grüneisen 변수이다. 높

은 수준의 충격 상태 방정식에서는 Grüneisen 변수나 

탄성파 속도가 최 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며 여기서 

  폭굉파 속도

  진동속도이다. 

각 해석모델의 단일 발파공 형상은 Fig. 3과 같다. 

암반은 Lagrange part로 Table 2의 RHT(Reidel-Hermaier- 

Thoma) 모델의 석회석 물성을 적용하였고, 발파공 내

부 충전재와 폭약의 경우 Euler part로 구성하여 Euler/ 

Lagrange Coupling 해석을 하였다. 

Materials Density D()
Sound velocity 

c ( )

Coefficient 

s

Grüneisen parameter


EoS

Air 0.001225 - - - ideal gas

Gelatine 1.03 1520 1.87 0.17 shock

Table 1. Properties of coupl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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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은 에멀젼 폭약으로 하였으며 JWL모델을 적용

하였다(Table 3)( et al, 2009). 공기의 

기조건 부여를 위해 내부에너지를 표준 기 조건인 

2.068x105J/kg을 부여하였다. 전체 모델 외곽은 Transmit 

boundary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오일러 영역 외부는 

전달된 기체의 유동을 위해 flow out 조건을 적용하였

다. Euler part의 요소 수는 40,000, Lagrange part의 요

소 수는 250,000개가 사용되었다. 발파이후 압력이력

을 구하기 위하여 발파공 중앙에서 50mm 이격지점에 

압력게이지를 지정하였다.     

3.2 해석결과   

수치해석 모델 에멀젼 폭약의 기폭 후 0.5ms 시간

까지 해석을 진행하였으며, 해석 종료 시점에서의 석

회석 모델의 재료균열 상태는 Fig. 5∼Fig. 8과 같고, 

해석과정에서의 설정 게이지 압력 이력은 Fig. 4, 

Table 5에 나타냈다. 예상했던 결과로서 밀장전 해석

모델의 D.I 1.0의 경우가 게이지 설정 지점에서의 최

고압력이 1.95e+6 kPa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폭약직

경 40mm를 적용한 경우와(No. 4) 약경 32mm에 폴리

머 겔을 채움재로 적용한 경우에서의 최 압력은 각

각 1.17e+6, 1.31e+6kPa로 서로 상준하나 폴리머 겔 

No.
Coupling 

material

Charge 

diameter(mm)

Decouplin

g index

1 full charge 50 1.00

2 gel 32 1.56

3 air 32 1.56

4 air 40 1.25

Table 4. Case of numerical analysis

Reference Density 2.66 g/cm3

EOS

Bulk Modulus (A1) 71.2 GPa

Parameter A2 49.40 GPa

Parameter A3 11.62 GPa

Parameter B0 1.22 -

Parameter B1 1.22 -

Parameter T1 43.87 GPa

Parameter T2 0.00 -

Reference Temperature 300.00 K

Specific Heat 654.00 J/KgK

Thermal Conductivity 0.00 -

Strength

Shear Modulus (G) 24.2 GPa

Compressive Strength (fc) 100 MPa

Tensile Strength (ft/fc) 0.05 -

Shear Strength (fs/fc) 0.07 -

Intact Failure Surface Constant 

A
0.80 -

Intact Failure Surface Exponent 

N
0.61 -

Tens/Comp Meridian Ratio (Q) 0.72 -

Brittle to Ductile Transition 0.01 -

G (elas.)/(elas.-plas.) 1.10 -

Elastic Strength/ft 0.40 -

Elastic Strength/fc 0.85 -

Fractured Strength Constant B 2.67 -

Fractured Strength Constant M 0.61 -

Compressive Strain Rate Exp. 

Delta
0.025 -

Tensile Strain Rate Exp. Delta 0.045 -

Failure

Damage Constant D1 0.005 -

Damage Constant D2 0.7 -

Minimum Strain to Failure 0.06 -

Residual Shear Modulus 

Fraction
0.250 -

Tensile Failure Hydro -

Table 2. Numerical Constants used in AUTODYN for 
Limestone(Nariseti, 2013) 

Peak pressure(kPa)

D⋅I 

(1.00)

D⋅I 

(1.56, gel)

D⋅I 

(1.56, air)

D⋅I 

(1.25, air)

1.95e+6 1.31e+6 4.32e+5 1.17e+6

Table 5. Peak pressure at each set gauge

(GPa)  (GPa)   

243 7.671 4.991 1.967 0.499

Table 3. JWL, C-J Characteristics values (Emulsion)

(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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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ressure history for different coupling medium and decoupling index.

(a) full charge (b) gel D.I 1.56

(c) air D.I 1.56 (d) air D.I 1.25

Fig. 3. AUTODYN numerical model of single blast hole.



6 디커플링 조건 및 폴리머 겔 적용에 따른 발파공 발파위력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적용의 경우가 더 높은 압력을 보였다.

3.3 결과 비교   

각 수치해석 결과의 발파공 주변 직경 400mm영역

의 파쇄 단면을 이미지 프로세싱을 이용하여 파쇄 정

도를 비교하였다(Fig. 9∼12). Passing rate 50% 수준에

서의 발파공 주변 파쇄 입도 크기는 D⋅I 1.0에서부

터 약 24, 29, 48, 34 mm정도의 크기순으로 분석되었

다. D⋅I 1.25와 D⋅I 1.56(gel)을 비교하였을 때 D⋅I 

1.56(gel)의 경우가 근소하지만 높은 파쇄 정도를 보였

으며, 약경 32mm를 적용한 동일 D⋅I 1.56에서 폴리

머 겔 적용과 채움재 없음의 경우의 파쇄 정도 차이

Passing rate
case 1

(D⋅I 1.0)

case 2

(D⋅I 1.56 gel)

case 3

(D⋅I 1.56 air)

case 4

(D⋅I 1.25 air)

P20 size (mm) 4.62 6.31 15.20 12.46

P50 size (mm) 24.23 29.17 47.83 33.64

P80 size (mm) 54.62 64.69 71.14 57.06

TOP size (mm) 87.78 100.95 101.79 83.55

50mm 이하 (%) 75.70 67.49 53.00 66.38

80mm 이하 (%) 97.23 91.70 88.63 91.08

Table 6. Fragment analysis by image processing 

Fig. 5. Material crack status after blasting(full charge). Fig. 6. Material crack status after blasting(D⋅I 1.56 gel).

Fig. 7. Material crack status after blasting(D⋅I 1.56 air). Fig. 8. Material crack status after blasting(D⋅I 1.25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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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9. Split-Desktop analysis(D⋅I 1.0).

    Fig. 10. Split-Desktop analysis(D⋅I 1.56 gel).

    Fig. 11. Split-Desktop analysis(D⋅I 1.56 air).

    Fig. 12. Split-Desktop analysis(D⋅I 1.25 air).



8 디커플링 조건 및 폴리머 겔 적용에 따른 발파공 발파위력 영향에 관한 수치해석 연구

는 약 19mm 정도로 폴리머 겔 적용의 경우가 높은 

파쇄 정도를 보였다. 

입도 50mm 기준 Passing rate는 밀장전 D⋅I 1.0의 

경우가 75.7%로 분석되었고, D⋅I 1.56 폴리머 겔 적

용의 경우가 약 67.5%로 약경 40mm의 D⋅I 1.25(air)

보다 약 3.8% Passing rate가 근소하게 높게 나타났다. 

입도 50mm 기준 Passing rate에서 밀장전 D⋅I 1.0의 

경우를 파쇄위력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해

석 case 2∼4는 기준 비 각각 89, 70, 88% 수준의 파

쇄위력을 나타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파공 내부에서 폭약과 공벽과의 

공간에 폴리머 겔의 충전재 적용에 따른 발파위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밀장약 및 각 디커플링 조건에서의 

AUTODYN 단일 발파공 발파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밀장전 해석모델의 D.I 1.0의 경우가 게이지 설

정 지점에서의 최고압력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채움

재 없이 폭약직경 40mm를 적용한 경우와 약경 32mm

에 폴리머 겔을 채움재로 적용한 경우에서의 최 압

력은 폴리머 겔 적용의 경우가 더 높은 압력을 나타

냈다. 폴리머 겔 적용의 경우 폭약의 단면이 작음에

도 불구하고 약경 40mm 적용보다 높은 압력을 보인 

것은 폴리머 겔의 채움재로서의 긍정적 효과를 시사

한다고 볼 수 있다.   

2) 이미지 프로세싱을 통한 파쇄도 평가에서 전반적

으로 폴리머 겔 적용의 경우가 밀장전을 제외한 조건

들보다 높은 파쇄도를 보였다. 입도 50mm 기준 Passing 

rate에서 밀장전 D⋅I 1.0의 경우를 파쇄위력 평가의 

기준으로 설정하였을 때 약경 32mm와 폴리머 겔을 적

용한 경우는 기준위력 비 약 89% 수준이었다. 

 3) 향후 제2단계 해석으로서 3차원 V-Cut 모델에 

한 수치해석을 계획하고 있다. 본 연구의 폴리머 

겔 패키지 적용에 따른 디커플링 효과를 통해 심발발

파 및 각종 발파상황에서 발파 효과 재고 및 과다 에

너지 발생에 의한 진동, 소음저감 등이 예상되고 효

과검증을 위한 폴리머 겔 패키지의 실증 발파실험 또

한 요구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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