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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designing a gravity-type anchorage of earth-anchored suspension bridge, the contact friction 
between a blasted rock mass and the concrete anchorage plays a key role in the stability of the entire 
anchorage. Therefore, it is vital to understand the shear behavior of the interface between the blasted rock 
mass and concrete. In this study, a portable 3D LiDAR scanner was utilized to scan the blasted bottom 
surfaces, and rock surface roughness was quantitatively analyzed from the scanned profiles to apply to 3D 
FEM modelling. In addition, based on the 3D FEM model, a three-dimensional dynamic fracture process 
analysis (DFPA-3D) technique was applied to study on the shear behavior of the interface between blasted 
rock and concrete through direct shear tests, which was analyzed under constant normal load (CNL). The 
effects of normal stress and the joint roughness on shear failure behavior are also analyzed.

Key words Gravity-type anchorage, Shear behavior of blast rock-concrete interface, Three-dimensional 
Dynamic Fracture Process Analysis(DFPA-3D)

초 록 타정식 현수교의 중력식 앵커리지를 설계하는 데 있어, 지반과 콘크리트 앵커블록 사이에 작용하는 접촉 

마찰력은 교량의 주케이블의 장력을 지지하는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와 암반 사이 접촉면의 

마찰 및 전단 저항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휴 용 레이저 스캐너를 활용하여 

발파 바닥면을 스캐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3차원 모델링 및 거칠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발파 바

닥암반 단면 데이터를 활용하여, 발파 바닥암반-콘크리트 경계면을 갖는 모델을 생성하였다. 동적파괴과정해석기

법(DFPA-3D)를 활용하여, 해당 모델에 한 직접 전단시험 모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발파 바닥암반-
콘크리트 접촉면에 한 전단파괴 거동을 확인 및 분석하였다.

핵심어 중력식 앵커리지, 발파 암반-콘크리트 전단거동특성, 3차원 동적파괴과정해석기법(DFPA-3D)

화약⋅발파( 한화약발파공학회지)
제37권 제4호, 2019년 12월, pp. 26~35

EXPLOSIVES & BLASTING, Vol. 37, No. 4, 2019, pp. 26-35
https://doi.org/10.22704/ksee.2019.37.4.026

발파 암반-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전단거동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민경조1)⋅고영훈2)
7)⋅Daisuke Fukuda3)⋅오세욱1)⋅김정규4)⋅정문경2)⋅조상호1)*

A Numerical Study on Shear Behavior of the Interface between 

Blasted Rock and Concrete

Gyeong-Jo Min, Young-Hun Ko, Daisuke Fukuda, Se-Wook Oh, 

Jeong-Gyu Kim, Moon-Kyung Chung, Sang-Ho Cho



민경조ㆍ고영훈ㆍDaisuke Fukudaㆍ오세욱ㆍ김정규ㆍ정문경ㆍ조상호 27

1. 서 론 

타정식 현수교에서 앵커리지는 주 케이블에 작용

하는 인장력을 지지하는 기능을 수행하며, 주 케이블 

하중에 저항하는 방식에 따라 중력식, 터널식, 지중 

정착식 등으로 분류된다. 특히, 중력식 앵커리지 방식

은 앵커리지 구조물 자체의 자중으로 케이블 하중에 

저항하는 것으로, 지반 조건과 관계없이 적용할 수 

있고 지지 메커니즘이 다른 앵커리지 방식보다 명확

한 특징을 가지고 있어 가장 널리 적용되고 있다 (오

준영, 2011). Fig. 1은 현장에 타설된 중력식 앵커리지 

모식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콘크리트 자중으로 암반

과 콘크리트가 접촉하여 활동 하중에 한 마찰저항 

특성을 나타낸다.

국내⋅외에서 중력식 앵커리지 설계 시, 암반-콘크

리트 접촉면의 마찰 저항 특성을 고려하여 마찰계수 

값으로 0.6∼0.8이 사용되고 있으며, 국내의 경우 (구)

도로교 설계기준 해석(2008)에 따라 0.6의 마찰계수를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암반-콘크리트 접촉면에 작용

하는 마찰저항 특성은 암반 및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이나 굴착에 의한 파단면의 거칠기 등에 따라 달라지

므로, 그에 한 마찰계수 또한 달라진다. 이에 따라, 

중력식 앵커리지 설계 시 다양한 변수에 한 마찰저

항 특성을 반영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특성을 반영하기 위한 근거로 적용

될 수 있는 관련 연구는 부분 암반 절리에 의한 접

촉면의 마찰 및 전단거동 특성을 고려한 연구들로, 

암반-콘크리트 접촉면에 한 관련 연구는 미비한 실

정이다. 

따라서, 암반-콘크리트 접촉면에 한 마찰 및 전

단거동 특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발

파로 굴착된 중력식 앵커리지 시공 현장 바닥 면을 3

차원 스캐닝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거칠기 정량화 

및 거칠기 평가를 수행하였다. 또한, 3차원 동적 파괴

과정 해석기법(DFPA-3D)을 이용하여 스캐닝 단면 데

이터에 한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이를 활용한 현장 규모 직접 전단시험 모사도 수행하

여 마찰 및 전단 거동을 확인하였다.

2. 발파 바닥면 3차원 측량 및 거칠기 분석

2.1 발파 바닥면 3차원 측량

본 연구에서는 발파로 굴착된 바닥 면을 스캐닝하

여 바닥 면에 해 거칠기 분석과 수치해석 유한요소 

모델 생성에 활용하였으며, 이동식 3차원 레이저 스

캐너(3D LiDAR scanner)를 활용하였다. 모델링에 활

용된 3D LiDAR scanner는 GeoSLAM사의 ZEB Revo 

RT로서, 상물 표면에 레이저를 조사하고 반사되는 

빛을 분석하여 표면의 3차원 정보를 취득하는 장비이

다. 취득된 정보는 3차원 점군데이터(Point cloud)로 

저장되며, 각각의 점은 X, Y, Z 좌표를 가지고 있어 

상물의 크기, 치수 그리고 높이 등의 정보들을 획

득할 수 있다. 

3D LiDAR Scanner를 활용하여 총 4개소 발파 현

장의 바닥표면 정보를 획득하였으며, Fig. 2(a)는 그중 

하나의 발파 현장 (표면 단면 데이터 : ) 을 3차원 

표면 데이터로 나타낸 것이다. 획득한 표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각 현장에 한 바닥 단면 데이터를 Fig. 

2(b) 와 같이 추출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거칠기 분

석 및 3차원 유한요소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2 발파 바닥면 거칠기 분석

암반에 한 절리면의 거칠기 평가는 Barton 과 

Choube(1977)가 제안한 표준 프로파일(Joint Roughness 

Coefficient; JRC) 에 의한 평가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법은 정성적인 거칠기 평가 방법

으로서, 육안으로 비교⋅결정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주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단점이 있어서 

Fig. 1. 중력식 앵커리지 모식도 (Han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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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칠기에 한 정량화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현장규모 프로파일의 거

칠기 정량화를 수행하기 위하여, Tse와 Cruden (1979)

이 제안한 일차미분 자승근평균()을 활용하였다. 
는 절리면의 높낮이에 따른 기울기의 표준편차를 이

용하여 절리면 거칠기를 정량화한 값으로, 식 (1)을 

활용하여 획득한다. 여기서,  는 일차미분 자승근평

균,  은 측점 개수,  는 높이 좌표,  는 측정 

간격이다.

 



 







 
 (1)

한편, 이덕환 외 (2011)는 1,200 dpi급 스캐너를 활

용하여 Barton과 Choubey(1977) 가 제시한 JRC를 수

치화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JRC와 에 한 관계

식 (식 (2) 참고) 을 획득하였다. 단, 가 2.76이하일 

경우에는 JRC가 음의 값을 가지므로, 이때의 JRC는 

0으로 간주하여야 한다.

  ∙  (2)

본 연구에서는 발파 바닥표면 단면 데이터를 위에 

제시한 프로파일 정량화 방법을 바탕으로 현장 규모 

프로파일의 JRC를 획득하였으며, JRC는 3.16∼4.91으

로 나타났다 (Fig. 2(b)).

3.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경계면 3차원 전단 
파괴 과정 해석 

본 연구는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경계면의 전단 거

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수치해석 기법인 3차원 

동적 파괴해석기법(DFPA-3D) 코드를 적용하였다. 

DFPA-3D는 3차원 유한요소법에 기초하여, 암석 및 

콘크리트에서 발생하는 응력파의 전파 과정, 균열 진

전 과정, 새로 형성된 균열 표면과 파쇄 암석 파편이 

서로 접촉⋅충돌하는 과정을 고려하는 기법으로 

DFPA-3D의 세부 내용은 3.1장에 서술하였다.

DFPA-3D를 활용하여,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경계

면으로 갖는 모델에 한 직접 전단 시험 모사를 수

행하였으며, 이에 한 전단 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3.1 3차원 동적 파괴해석기법 (DFPA-3D) 소개

Dynamic Fracture Process Analysis (DFPA-3D) 기

법은 3차원 유한요소법에 기초하며 암석에서 발생하

는 응력 파의 전파 과정, 균열 진전 과정, 새로 형성

된 균열 표면과 파쇄 암석 파편이 서로 접촉⋅충돌하

는 과정을 고려하는 기법으로, 다음의 Fig. 3과 같은 

알고리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JRC = 3.16)

  (JRC = 3.28)

  (JRC = 4.36)

  (JRC = 4.91)

(a) 3차원 점군 데이터 형상 (b) 표면 단면 데이터

Fig. 2. 3D LiDAR Scanner 를 활용한 발파 현장 바닥의 표면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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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균열 진전 및 균열 전파에 한 묘사 기법

거시적으로 개방되어있는 암석 재료 선단에는, 무

결한 상태로 탄성 변형을 나타내는 Fresh zone과 달

리, Fracture Process Zone (FPZ) 이라는 미세한 균열

이 불연속적으로 존재하는 영역이 있다. FPZ의 미시 

균열의 표면은 외관상 유한 결합력이 작용하고 있는 

것을 근사적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유한요소법

에 근거하여 인장 파괴 프로세스와 전단파괴 과정을 

요소 경계 분리법에 따라 표현한다. 구체적으로는 균

열의 생성, 전파, 연결을 요소 경계면의 파괴로 표현

하며, 요소 경계면의 수직 또는 수평으로 작용하는 

응력이 요소 경계면에 준 인장강도 또는 전단 강도를 

초과하면 파괴가 발생하는 것으로 취급한다. 파괴 발

생 후에는 같은 요소 경계면에서 분리된 요소에 새로

운 절점을 추가하여 경계면을 분리하고 이로 인해 균

열의 발생을 표현한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DFPA 기법은 요소 경계 분

리법으로 Intrinsic cohesive zone model (ICZM)을 활

용하며, ICZM 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모든 사면체 요

소 경계에 균열이 존재한다. 이때 처음부터 모든 사

면체 요소 경계에 균열이 존재하더라도 실제 암석에

서는 응력 수준이 일정 강도를 넘지 않는 한 연속체

로 거동을 해야 하므로, 균열이 작은 범위에서는 탄

성적인 변형을 나타내는 결합력을 주고 특정 강도를 

초과하는 경우만 전단 거동 곡선을 나타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1.2 균열 표면과 파쇄 암석 파편 충돌 과정 모델링

취성재료인 암석이 동적 하중을 받으면 암석 내에

서 응력 파가 전파되고 응력 수준이 강도를 초과 한 

경우 그로 인한 균열이 발생⋅연결⋅분기하여 파단면

이 형성된다. 파단면의 형성 패턴에 따라 다양한 암

Fig. 3. DFPA-3D 해석기법의 연산처리 과정 알고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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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파쇄 조각이 생성되고. 이에 따른 파쇄 암석 파편

끼리의 접촉 및 충돌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결합력

을 잃은 거시 균열(macro crack)의 표면 간에도 주위

의 변형에 따라 접촉이 될 수 있다. 암석 표면끼리 

충돌 및 접촉할 때 접촉력이 발생하며, DFPA-3D 기

법에서 탄성 충돌과 비탄성 충돌 등의 접촉 및 충돌 

과정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접촉력을 정밀하게 

산출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DFPA-3D 기법은 요소가 

절단된 후 암석 표면의 접촉 과정 및 암석 파쇄 조각

끼리의 충돌 과정을 Munjiza 의 패널티 기법 및 이론

을 기반으로 모델링 한다. DFPA 기법에서는 연속체

해석 및 균열 진전 해석이 수행된 이후, N 개의 암석 

파편이 형성되고 이들이 접촉 및 충돌하는 문제를 고

려한다. 암석 조각끼리의 접촉 및 충돌을 고려할 때, 

이러한 암석 파편은 문제에 따라 다양한 모양을 가진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따라 모양과 충돌 면의 위치 

또한 시시각각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암석 조각끼리

의 접촉 및 충돌을 직접 표현하는 경우, 접촉력을 구

하기 위해서는 매우 복잡한 계산이 필요하다. 여기서, 

개별 암석 파편은 일반적으로 여러 개의 사면체 요소

로 구성된 개별 요소로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일련

의 복잡한 계산 과정은 접촉 요소 검색 알고리즘을 

적용하여, 공간을 일련의 셀로 나누어 개별 암석의 

파편 간의 접촉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이

러한 알고리즘에 의해 접촉이라고 판단되었을 때 접

촉 요소 간 접촉력이 작용하게 되며 이때의 접촉력 

 는 식 (3) 과 같다.

 












∩



  (3)

3.2 해석 모델 및 입력 물성

발파 바닥 단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발파 바닥면-

콘크리트를 경계면으로 갖는 유한 요소 모델을 생성

하였으며, 이를 직접 전단 시험 모사에 적용하였다. 

발파 바닥 단면 데이터를 바탕으로 Fig. 4(a)∼(d) 와 

(a) 모델명 :   (JRC = 3.16) (b) 모델명 :   (JRC = 3.28)

(c) 모델명 :   (JRC = 4.36) (d) 모델명 :   (JRC = 4.91)

(e) 모델명 :   (JRC = 0, 완전 평면)

Fig. 4. 현장 규모 프로파일 직접 전단시험 모델  (회색 : 강철 가압판, 붉은색 : 콘크리트, 파란색 :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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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한 수치 해석 모델을 구성하였으며, 그림 Fig. 

4(e) 와 같이 거칠기가 없는 완전평면 프로파일 모델

을 함께 구성하여 거칠기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해석모델은 상부에 콘크리트 및 상부 가압판, 하부에 

암석 및 하부 가압판 (Fig. 4 아래 표기) 으로 구성되

어 있다. 강철 가압판은 박스형으로, 콘크리트 및 암

석 시편을 덮어 수직 하중이 가압 되는 방향의 법선 

방향의 하중을 구속할 수 있게 하였다.

본 수치해석 모사를 위해 암석, 콘크리트, 강철 가

압판에 입력한 물성은 Table 1 과 같으며 암석의 경

우 화강암의 물성(오세욱 외, 2019)을 입력하였고, 콘

크리트의 경우 40MPa 일축 압축강도를 가지는 콘크

리트의 물성을 입력하였다. 

  

3.3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수행하는 수치 모사는 일정수직 하중 

(Constant Normal Loading; CNL) 조건 하의 직접 전

단실험 모사로서, 절리 면에 수직 방향으로 일정한 

하중이 가해졌을 때 전단 하중이 가해져 그 거동을 

확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모사하기 위하

여, 2단계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5 참조)

첫 번째로, CNL 조건을 가정하기 위하여 상⋅하부 

가압판에 수직 하중 1∼3 MPa 을 가하였으며, 수직 

하중이 주어진 이후 변형률 에너지를 확인하여, 변형

Material property Rock Concrete Steel

Density,  ( ) 2604 2300 7850

Young’s modulus,  (GPa) 46 29.6 200

Poisson’s ratio,  0.21 0.25 0.31

Tensile fracture energy,   ( ) 50.0 25.0 -

Shear fracture energy,   ( ) 120 40.6 -

Tensile strength,   (MPa) 10 4.80 -

Cohesion,  (MPa) 28.1 7.80 -

Internal friction angle,  (Deg.) 59.2 47.5 -

Table 1. 직접 전단시험 모사를 위한 입력 물성값

Fig. 5. 직접 전단시험 단계별 모사 과정



32 발파 암반-콘크리트 경계면에서의 전단거동특성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률 에너지가 일정해지는 구간이 나타나면 1단계 (일

정수직 하중 가압, 준 정적해석) 가 완료된다. 변형률 

에너지가 일정해지는 것은, 준 정적상태가 되어 더 

이상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로, 시편 전 범위에 

응력이 일정한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일정수직 하중이 가해진 상태(준 정적

상태)에서, 콘크리트와 맞닿는 상부 가압판에 전단 방

향으로 전단 하중을 가하였다. 전단 하중은 0.01m/s의 

속도로 제어하여 하중을 가하였으며, 하부 가압판은 

전단 하중에 의한 반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고정하

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활용하는 DFPA-3D 기법은 양

해법 해석(Explicit analysis)으로서, 수치 모사 시 나타

나는 결괏값이 발산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 마이크로

초∼수 나노초의 증분 시간(Time-Step) 이 필요하나, 

준정적해석의 경우에는 실해석 시간이 매우 길어지므

로, 증분 시간에 한 조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는 증분 시간으로 0.1 마이크로초 (sec)를 채택

하였으며, 증분 시간 증가에 한 응력 발산 및 집중

을 방지하기 위하여, 1단계에 Local damping (Cundoll, 

1987) 및 2단계에 Critical viscous damping (Munjiza, 

2003)을 적용하였다.

(a) 수평 변위 : 0mm (b) 수평 변위 : 4mm

(c) 수평 변위 : 8mm (d) 수평 변위 : 12mm

Fig. 7. 암석-콘크리트 시편의 수평 변위 변화에 한 파괴형상  (모델명 :  , 수직 하중 : 1MPa)

(a) 수평 변위 : 0mm (b) 수평 변위 : 4mm

(c) 수평 변위 : 8mm (d) 수평 변위 : 12mm

Fig. 6. 암석-콘크리트 시편의 수평 변위 변화에 한 파괴형상  (모델명:  , 수직 하중: 1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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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해석 결과

발파 바닥면-콘크리트를 경계면으로 갖는 모델에 

한 직접 전단시험을 모사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아

래와 같다. Fig. 6은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모델 중 

 모델의 파괴형상을 수평 변위 변화에 따라 나타

낸 것이며, Fig. 7은  (완전평면) 모델의 파괴형상

을 수평 변위 변화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두 모델 

모두 1MPa 의 일정수직 하중을 받고 있다. Fig.6 에

서, 콘크리트 및 암반 부분에 나타난 흰색 선은 파괴

에 의해 발생한 균열을 나타내며, 수평 변위가 4mm 

가 되었을 때, 요철이 존재하는 부분은 쐐기와 같이 

작용하여 균열이 처음 발생하였으며, 수평 변위가 증

가함에 따라서 그 균열이 콘크리트 모델 상부까지 

전파되었다. 한편, Fig. 7은 접촉면에 요철이 존재하

지 않아, 가압부부터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이후 수

평 변위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균열에 따라 균열

이 진전되었다. 하부 암반의 경우에는 두 모델 모두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가 높아 균열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4. 수직응력에 따른 전단강도 변화

암반의 절리면 상태에 따라 전단응력-전단 변위의 

거동을 분석한 선행연구 (이상돈 외, 1994) 에 의하면, 

거친 절리 면에 가까울수록 전단강도와 잔류강도 차

가 크지만, 매끄러운 절리면에 가까울수록 그 차가 

적은데, 이러한 전단강도는 수직 하중에 선형적으로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다.

Fig. 8(a)∼(e)는 직접 전단시험 모사에 한 전단 

하중 – 수평 변위 거동을 나타낸 것이다. 모든 모델에 

하여 수직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최  전단응력도 

함께 증가하며, 최 전단 하중 이후 하중이 일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일부 모델 ( 및 ) 의 

경우에는 최 전단하중 이후 하중 감소가 발생한 후 

하중이 일정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감소 폭이 

매우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획득

한 결과는 JRC가 5 이하의 준 평면으로, 위에 서술한 

바와 같이 접촉면이 전단강도와 잔류강도의 차가 매

우 작은 매끄러운 평면과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a) 모델명:  (b) 모델명:  (c) 모델명: 

(d) 모델명:  (e) 모델명:

Fig. 8. 모델 별 전단 하중 – 전단 변위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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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 획득한 결과를 바탕으로 전단 강도 – 수직 하

중 관계를 나타내면 Fig. 9 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그림 Fig. 9 에서, 각각의 모델에 한 추세선의 기울

기는 마찰계수를 나타내며, JRC 가 증가함에 따라, 

마찰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 마다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접촉

면의 JRC 가 상이하여 접촉면에 작용하는 마찰계수

가 다르므로, 앵커리지 설계 시 이에 한 전단 거동

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파 바닥면과 콘크리트 앵커블록 

접촉면의 마찰 및 전단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이

동식 3차원 레이져 스캐너를 활용하여 발파된 암반 

표면을 스캐닝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거칠기 분석 

및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거칠기 분석을 위해 

발파암반 바닥 단면 생성과 거칠기 정량화 작업을 수

행하였으며, 4개소 현장에 한 거칠기 분석 결과, 

JRC 가 3.16∼4.91 로 나타났다. 또한, 바닥 단면 데

이터를 바탕으로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접촉면을 갖

는 모델을 생성하였으며, 이를 DFPA-3D 로 직접전

단시험 모사하였다. 모사 결과, 수직응력이 증가함에 

따라 전단강도가 증가하고, JRC 가 증가함에 따라 마

찰계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따라, 현장 

마다 발파 바닥면-콘크리트 접촉면의 JRC 가 상이하

므로, 앵커리지 설계 시 이에 한 마찰거동 및 전단 

거동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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