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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터널발파 현장에서 발파작업이 반복적으로 수행될 

경우 발파진동에 의한 환경적인 문제가 수반될 수 있

으며, 특히 이러한 발파진동이 허용기준치(한국환경정

책 평가연구원, 2015)를 초과할 경우에는 가축의 폐사

라든가 구조물의 손상 등 심각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bstract The repeated blasting vibration, which is induced commonly in NATM excavation site, can cause 
a severe damage to the nearby facilities. It is known that the most effective method for reducing blasting 
vibration includes the use of electronic detonator, deck charge and change of cut method, and so forth. In 
order to analyze the effect of blasting vibration reduction, in this study, three-dimensional FDM (Finite 
Difference Method) program FLAC3D has been used for reflecting the blasting hole, delayed time and 
charging amount. Also the numerical analysis has been performed by applying a dynamic load to each 
blasting hole. The cut method has been applied with several methods, such as V-cut and Double-drilled 
parallel cut, which are common in tunnel construction sites. Also, the field test blasting has been carried 
out in order to compare the measured data with results of numerical analysis. It was shown that the 
numerical analysis and the field measurement coincide well.

Key words Tunnel, Cut method, Numerical analysis, Blasting vibration, Vibration reduction

초 록 발파굴착을 수행하는 터널시공 현장에서, 발파진동이 반복적으로 작용할 경우 인근 보안물건에 손상을 입

힐 수 있으며, 이러한 발파진동을 저감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자뇌관의 사용, 분산장약, 심발공법의 변경 등

이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심발공법에 따른 발파진동 저감효과를 분석하고자, 

3차원 유한차분법 프로그램인 FLAC3D를 이용하여 발파공, 지연시차, 장약량 등을 수치모델에 반영하고, 발파공

별로 동하중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심발공법은 터널 시공현장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V-cut 공법 

및 다단평행의 심발공법을 적용하였으며, 실제 터널 시공현장에서 시험발파를 수행하여 현장의 발파진동 계측자

료와 수치해석의 진동속도를 비교하였다. 수치해석과 시험발파의 발파진동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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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파진동을 제어할 수 

있는 다양한 발파공법들이 제안되었고, 이에 한 시

험발파를 수행하여 현장적용성을 평가하는 많은 연구

들이 진행되어 왔다(Choi et al., 2016; Son et al., 

2016; Oh et al., 2017; Lee et al., 2018).

그러나 시험발파의 특성상 터널의 현장조건과 시

험횟수에 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수치해

석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발파에 의한 굴착손상영역 

및 균열전파 양상, 발파진동저감 효과 등을 분석하는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Park et al.(2009)은 

Line-drilling 조절발파기법을 이용하여 터널을 굴착하

는 경우의 지반진동 저감 효과를 정량적으로 분석하

기 위해 PFC 2D와 AUTODYN 3D를 이용한 바 있

으며, Lu et al.(2011)은 터널을 굴착할 때 주변 암반

에 영향을 미치는 발파진동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

여 이를 실제 현장에서 계측된 발파진동 결과와 비교

한 바 있다. 또한 Yilmaz and Unlu(2013)은 1개의 발

파공에 하여 발파력이 주변 암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암석의 종류와 폭굉압, 측압계수를 

FLAC3D의 수치모델에 반영한 바 있는데, 이들에 의

하면 폭굉압과 측압계수가 높을수록 인장파괴 영역은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그리고 Qiu et 

al.(2018)은 두 발파공 간의 지연시차와 간격, 폭굉의 

위치에 따른 응력파의 중첩 및 상호작용에 해 검토

한 결과, 응력파의 중첩은 시차가 동일할 때 가장 높

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발공법의 변경에 따른 발파진동

의 저감효과를 현장시험과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고

자, 터널시공 현장에서 V-cut 공법과 다단평행 심발공

법을 적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하였으며, 발파원으로

부터 이격된 계측지점을 설정하여 발파진동을 측정하

고 분석하였다. 또한 시공현장에서의 시험발파의 제

약조건을 해소하고자 3차원 유한차분법 프로그램인 

FLAC3D를 이용하여 시험발파를 수치해석적으로 모

사하고 발파진동을 계측하였으며, 시험발파의 발파진

동과 비교하여 수치해석기법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2. 현장개요 및 시험발파

본 연구에서는 심발공법에 따른 발파진동 저감효

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터널발파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V-cut 공법과, 최근 발파진동 

저감효과를 기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다단평행 

심발공법을 적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하였으며, 시험

발파가 수행되는 터널 막장면의 암반상태를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조사를 함께 실시하였다. 

Fig. 1. Location of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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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현장개요

본 연구의 시험발파가 수행된 터널 현장은 이천∼
문경 철도건설사업 제 ○○공구 건설공사 현장이다

(Fig. 1). Fig. 2는 이천∼문경 구간의 전반적인 지질

분포를 나타내는 바, 이 지역의 지질적 특성은 선캠

브리아기 변성암복합체를 기반암으로 하여 시 미상

의 옥천누층군, 전기 고생 의 조선누층군, 전기 중생

의 동층군, 그리고 이 층들을 관입한 중생  화

성암류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한국철도시설

공단, 2017). 

터널의 막장면에 하여 암반공학적 특성을 정량

적으로 분석하고자, Fig. 3과 같이 시험발파가 수행되

는 막장면에 현장조사 지점을 설정하고, 불연속면 조사

와 암반상태의 평가를 실시하였다. 스캔라인(scanline) 

기법을 이용하여 막장면 주변의 불연속면의 분포와 

간격, 틈새, 충진물 등을 조사하였으며, 실내시험으로 

구한 일축압축강도와 시추공 자료로부터 산정한 

RQD 값을 종합하여 RMR 암반분류를 수행하였다.

Fig. 2. Geological distribution of study area. 

Fig. 3. Schematic diagram for field survey in tunnel excavation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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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 막장면에 분포하고 있는 불연속면의 방향성

을 분석하기 위하여 Rocscience사의 Dips를 이용하여 

불연속면의 분포양상을 분석한 결과, 조사지역에서 

분포하는 절리군들은 Fig. 4와 Table 1에서 정리한 바

와 같이 총 3개의 절리군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 중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절리군 1은 214°의 경사방향

과 77°의 급경사를 보이면서 절리군 2와는 거의 직교

하는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Bieniawski(1973)에 의해 개발된 RMR 암반분류는 

터널과 광산에서 암반을 평가하기 위해 총 5개의 평

가요소(무결암의 압축강도, RQD, 불연속면의 간격, 

불연속면의 상태, 지하수 상태)로 이루어져 있으며, 5

개 평가요소의 총점에 따라 매우 불량, 불량, 보통, 

양호, 매우 양호의 5가지 등급으로 분류된다. 또한, 

평가된 RMR 총점에 하여 터널의 방향성과 불연속

면의 방향성에 한 보정요소를 적용시킬 수 있다

(Bieniawski, 1989). 본 연구에서는 터널 막장면에 

하여 RMR 암반분류 조사를 수행하였고, 불연속면과 

터널의 방향성에 한 점수 보정을 적용하여 최종적

으로 RMR 총점과 등급을 산정하였다. 전반적으로 

암반은 RMR Ⅲ등급의 ‘보통’수준을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Table 2).    

2.2 시험발파 조건 및 발파패턴

시험발파는 V-cut 공법과 다단평행의 심발공법을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V-cut 공법은 막장면에 하여 

Fig. 4. Joint distribution pattern. 

Face 

number

Joint set 1 Joint set 2 Joint set 3

Dip direction / Dip ( ) Dip direction / Dip ( ) Dip direction / Dip ( )

#1 209 / 70 298 / 82 -

#2 218 / 82 305 / 86 025 / 81

#3 218 / 78 292 / 84 -

Average 214 / 77 297 / 84 025 / 81

Table 1. Distribution of joints in tunnel excavation 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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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축을 칭으로 좌우 양방향에서 60°이상 경사 천

공하여 공저부에 집중장약을 하는 발파공법으로서, 

경사공을 이용하는 지하 발파 작업에서 널리 사용되

는 공법이다. 반면, 다단평행 심발공법(Double-drilled 

parallel cut)은 기본적으로 심발공의 구속저항을 줄이기 

위해 무장약공을 중심으로 배치된 동일선상 심발공의 

천공 길이를 단공과 장공으로 교차 천공하는 공법으로 

장공과 단공에 각각 시차를 두어 발파함으로써 사압현

Face 

number

Intact rock

Strength
RQD

Joint

Spacing

Joint 

Condition

Ground water 

condition
RMR revision Total rating

Rating Rating Rating Rating Rating Rating Rating Grade

#1 7 13 15 15 7 0 57 Ⅲ
#2 7 13 10 19 10 0 59 Ⅲ
#3 7 13 10 18 10 0 58 Ⅲ

Average 58 Ⅲ

Table 2. RMR distribution of rock mass in tunnel excavation face

(a) V-cut

(b) Double-drilled parallel cut

Fig. 5. Blasting pattern for each center cu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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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및 유폭현상의 발생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공법으로 알려져 있다(Won and Lee, 2007). 

각 심발공법에 따른 발파진동저감 효과를 비교 분

석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발파패턴을 적용하였으며, 

사용된 폭약으로는 Super Emulsion 200과 KINEX-Ⅲ
을 사용하였다. 시험발파의 굴진장은 1 m, 발파공의 

직경은 45 mm이며, 시험발파의 자세한 발파패턴은 

Table 3과 같다.  

2.3 발파진동 측정 결과 및 분석

심발공법에 따른 발파진동을 계측하기 위하여 Fig. 

6과 같이 ㈜에스브이의 SV1을 터널 막장면으로부터 

각각 59.1 m 및 77.9 m 만큼 이격된 지점에 설치하였

다. 계측에 사용된 SV1의 상세 제원은 Table 4에 정

리한 바와 같다.

각 심발공법의 발파 진동 계측결과는 Table 5와 같

으며, 막장면으로부터 이격되어 있는 두 지점에서의 

최 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는 V-cut 공법이 

상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V-cut 공법과 다단평행 심

발공법에 의한 발파진동 분석 결과, 터널 막장면으로

부터 59.1 m 만큼 이격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다단평

행공법의 최 입자속도는 V-cut 공법 비 약 15.46% 

정도 감소하였고, 터널 막장면으로부터 77.9 m 만큼 

이격되어 있는 지점에서의 다단평행공법의 최 입자

속도는 V-cut 공법 비 약 46.25% 정도 감소하였다. 

각 심발공법별 최 입자속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시험발파 현장에서는 다단평행 심발공법이 V-cut 공

법보다 진동저감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된다. 

Method V-cut Double-drilled parallel cut

Excavation length (m) 1.0 1.0

Drilling length (m) 1.1
1.1(Long hole)

0.7(Shot hole)

Blast hole (ea) 113 117

Empty hole (ea) - 4

Diameter of empty hole (mm) - 102

Cut pattern charge (kg) 7.2 8.0

Total charge (kg) 53.8 54.6

Specific charge (kg/m3) 1.066 1.082

Cross section area (m2) 50.462 50.462

Table 3. Specification of each center cut method

(a) Schematics of tunnel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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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심발공법별 발파진동 분석을 위한 전산해석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인 제약이 따르는 시공현장

에서의 시험발파의 한계를 해소하고자, 수치해석적 

기법을 이용하여 시험발파를 모사하고 수치해석상의 

발파진동을 측정하여 시험발파의 발파진동과 비교하

였다. 이를 위하여 Itasca사의 3차원 유한차분법 프로

그램인 FLAC3D를 이용하였으며, 해석시간의 효율성

을 고려하여 자유면이 상 적으로 적은 심발영역만을 

전산해석 모델에 표현하였다. 또한, 시험발파 현장의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하고, 정적 및 동적

물성 산정하여 전산해석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3.1 전산해석 모델 및 해석조건

시험발파에서 적용된 V-cut 공법 및 다단평행 심발

공법을 반영한 전산해석을 위하여, 발파패턴의 심발

(b) Installation of SV1(Point A) (c) Installation of SV1(Point B)

Fig. 6. Field measurement of blasting vibration.

Maximum vibration measurement range 100 mm/sec

Vibration frequency range 1∼80 Hz

Vibration precision 1%

Vibration resolution 0.01 mm/sec

Noise measurement range 30∼130 dBA

Noise frequency range 20 Hz∼8 KHz

Noise precision ICE 60651:1979 Type2

Noise data Lmax, Leq

Measuring sample rate 1,024 samples/sec

Storage sample rate 1,024 samples/sec

Table 4. Specification of SV1 

Method
Distance

(m)

Peak particle velocity

(cm/sec)

 Reduction ratio, compared to V-cut 

(%)

V-cut
59.1 0.097 -

77.9 0.080 -

Double-drilled 

parallel cut

59.1 0.082 15.46

77.9 0.043 46.25

Table 5. Results of blasting vibration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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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V-cut (b) Double-drilled parallel cut

Fig. 7. Three-dimensional mesh generation for each cut method.

Fig. 8. Boundary condition for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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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 좌표와 발파공의 정보를 기반으로 Itasca사의 

Griddle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심발공법별 3차원 요소

망을 구성하였다(Fig. 7).  

이 때, 경계면의 영향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Fig.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4 m × 2 m × 14 m(가로 × 

세로 × 높이)의 영역에 해 암반을 모사하였으며, 

시험발파 영역의 평균 토피고인 43 m를 적용하여 전

산해석 모델을 구성하였고, 임의로 형성된 경계면에

서의 진동파의 반사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

여 경계부에 해서는 무한 경계조건을 적용하였다. 

또한 각 발파공에서의 발파압력은 발파공의 반경방향

으로 작용하게 하였으며, 지연시차를 고려하여 발파

압력이 작용하도록 구성하였다.   

3.2 입력자료 산정

수치해석을 위한 동적 입력물성을 산정하기 위해 

실내시험을 수행하여 암반의 정적물성과 동적물성을 

산정하였고, 이론적인 계산식 및 경험식을 이용하여 

발파압력 이력곡선을 추정하였다. 

밀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인장강도 등의 정적물성

을 산정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한 현장으로부터 

암석시료를 회수하여 실내시험을 수행한 바, 그 결과

는 Table 6과 같다. 

암반의 동적물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STM에서 제안하고 있는 ASTM C 215 시험법에 따

라 종파모드(Longitudinal mode)와 비틀림파 모드

(Torsional mode)의 양단자유 공진주시험(Free-free 

resonant column test)을 수행하였으며, 이로부터 공진

주파수, 동탄성계수, 동전단계수, 감쇠비 등의 동적물

성을 산정하였다(Table 7).

양단자유 공진주시험 결과, 종파 시험에서는 15,788 

Hz의 공진주파수와 1.27%의 감쇠비를 나타내었고, 비

틀림파 시험에서는 11,488 Hz의 공진주파수와 1.58%

의 감쇠비를 나타내었다. 즉, 종파 시험이 비틀림파 

시험에 비해 높은 공진주파수와 낮은 감쇠비를 나타

내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종파의 파동이 진동

하는 방향과 매질이 이동하는 방향이 서로 일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시험발파가 수행되는 암반의 입력물성을 추정하고

자 Kim(1993)이 제안한 RMR 암반분류법을 기반으로 

현지 암반의 물성을 산정할 수 있는 추정식을 이용하

였으며, 추정식을 통해 산정된 현지암반의 물성과 실

내실험을 통해 산정된 물성 결과들을 종합하여 전산

해석의 입력자료로 이용하였다.

발파하중을 추정하기 위한 이론적 계산식 및 경험

식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시되고 있으며, 부분

의 식들은 입력변수로 폭약의 밀도와 폭약의 폭굉속

도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의 발파하중 추정은 국

내에서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National Highway 

Institute(1991)의 발파압력 추정식을 이용하였으며, 추

정식은 식 (1)과 같다.

             




 (1)

여기서, 는 최 발파압력(Pa), 는 폭약의 밀도

(g/cm3), 는 폭약의 폭속(m/sec)이다.

Density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

Tensile strength

(MPa)

2,700 25.45 0.22 16.8 44.0 9.8

Table 6. Mechanical properties of rock specimens used in numerical analysis

Mode
Velocity

(m/sec)

Resonant 

frequency

(Hz)

0.707
Damping ratio

(%)

Dynamic Young’s 

modulus

(GPa)
f1

(Hz)

f2

(Hz)

Longitudinal 4,125 15,788 15,588 15,988 1.27 35.52

Torsional 2,253 11,488 11,288 11,650 1.58 12.68

Table 7. Dynamic properties of rock specimens used in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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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발파에 의해 발파공 벽면에 작용하는 동압

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

압력의 시간이력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감쇠함수는 Starfield and 

Pugliese(1968)이 제안한 Window Function이며, 이를 

이용하여 동압력에 한 시간이력을 산정한다(식 (2) 

및 (3)).

  exp
 exp (2)

                 
 



(3)

여기서, 는 시간이력에 따른 최 발파압력(Pa), 

는 공벽면에 가해지는 압력(Pa), 는 하중상수

(=16,338), 는 시간(sec), 는 최 발파압력(Pa), 는 

폭약의 직경(mm)이며 는 발파공의 직경(mm)이다.

따라서 연구 상의 터널굴착현장에서 시험발파에 

사용된 폭약을 상으로 동압력에 한 시간이력을 

Fig. 9와 같이 산정하였으며, 이 때 폭약은 New 

Super Emulsion 200(밀도= 1.24 g/cm3, 폭속= 6,000 

m/sec)을 기준으로 하였다. 

3.3 해석결과 및 분석

본 연구에서는 심발공법에 따른 발파진동을 분석

하기 위하여 동하중에 의한 3차원 전산해석을 수행하

였다. 시험발파의 심발영역과 동일하게 기폭순서를 

모사하였으며, 발파하중이 충분히 전파될 때까지 해

석을 수행하였다.

Fig. 10은 V-cut 공법을 모사한 전산해석 모델에서 

1번째 공이 기폭될 때의 최  주응력분포 양상을 나

타낸 것이다. 기폭되는 발파공의 주변암반에 약 300 

MPa의 압축응력이 방사형의 띠를 이루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입력된 발파하중이 발

파공의 반경방향으로 제 로 전파되고 있음을 의미

한다. 

Table 8은 V-cut 공법과 다단평행 심발공법의 전산

해석 모델에 한 임의 계측지점에서의 발파진동 측

정 결과이다. 계측지점에서의 V-cut 공법의 최 입자

속도는 평균 0.753 m/sec이며, 이는 다단평행 심발공

Fig. 9. Pattern of detonation pressure with regard to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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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최 입자속도의 평균인 0.624 m/sec 보다 약 

21% 높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9는 실제 터널 시공현장에서 계측된 발파진

동과 FLAC3D 전산해석을 통해 도출된 발파진동을 

비교한 결과이다. 최 입자속도는 두 가지 방법에서 

모두 V-cut 공법에 비해 다단평행 심발공법이 낮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만, 전산해석에 의한 시험발파는 약 17%의 발파

진동의 차이를 나타내었고, 현장 시험발파는 약 30%

의 발파진동의 차이를 나타내었는 바, 여기서 보여지

는 약 13%의 발파진동의 차이는, 연속체 해석기법을 

이용한 전산해석에서 불연속면 등의 지질조건을 충분

히 고려하지 않았으며 해석의 효율성을 위하여 심발

공 외의 발파영역을 완전히 모사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에 분포하는 다수의 불

규칙한 불연속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심발영

역에 한 해석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시

험결과와 수치해석에 의한 모사결과가 불과 13% 정

도의 차이로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 점으로 볼 

때,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하여 시험발파를 모사하는 

방법의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본 연구에서는 V-cut 공법과 다단평행 공법에 따른 

발파진동저감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수

Fig. 10. Maximum principal stress distribution around the first blasting hole in V-cut method.

Method Measuring point No.
Peak particle velocity

(m/sec)

Reduction ratio, compared to 

V-cut (%)

V-cut

#1 0.758 -

#2 0.747 -

Average 0.753 -

#1 0.645 14.91
Double-drilled 

parallel cut
#2 0.602 19.41

Average 0.624 17.16

Table 8. Peak particle velocity obtained from dynamic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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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현장조건의 제약에 한 한계를 보완하고

자 FLAC3D 동하중 전산해석을 수행하여 시험발파의 

발파진동 계측자료와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터널 막장에 V-cut 공법과 다단평행 심발공법을 

적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한 결과, 터널의 막장면으

로부터 각각 59.1 m 및 77.9 m 만큼 이격된 지점에서 

다단평행의 최 입자속도는 V-cut 비 15.46%와 

46.25 %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시험발파가 수행된 터널 현장의 경우, 다단평행 심

발공법이 발파진동저감 효과가 더 높은 것으로 판

단된다.

2. 동하중에 의한 전산해석을 수행한 결과, 모델상

의 계측지점에서 최 입자속도는 V-cut 공법이 다단

평행 심발공법보다 약 21%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또한 시험발파와 동하중 전산해석의 

발파진동 측정값은 전산해석이 시험발파에 비해 약 

13%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실제로 수행된 시

험발파에 하여 보수적인 결과를 도출할 수 있으나, 

일부 영역만을 전산해석 모델에 모사하고 불연속면 

등의 지질 조건에 하여 고려할 때 수치해석적 기법

이 적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향후 전

산해석에서 불연속면의 조건과 다양한 암반 및 발파

조건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할 경우 실제 시험

발파를 더욱 사실적으로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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