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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ckburst is a sudden and violent failure of rock. During the failure process, excess energy is 
liberated as seismic energy, which in turn causes the surrounding rock mass to vibrate. The level of the 
ground vibration can reach a magnitude of over 4.5 in the Richter local scale. Thus, a rockburst can 
cause not only injury to persons, but also damage to both underground workings and surface structures. 
In this paper the source mechanism of rockburst is analyzed based mainly on the two reports of the 
Canadian Rockburst Research Program (CRRP). A simplified LS-DYNA modeling is also performed to 
identify the tensile failure patterns occurring in the remaining rock mass right after blasting in mine stope. 
The configuration of the simplified model will probably be useful in small-scale laboratory tests for 
investigating the source mechanism of rockburst.

Key words Rockburst, failure process, excess energy, source mechanism, Canadian Rockburst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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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록버스트는 암석의 돌연하고도 격렬한 파괴를 일컫는 말이다. 이 파괴과정에서 초과에너지가 지진에너지

로 방출되면, 주변의 암반 중에는 지반진동이 발생한다. 이렇게 생성된 지반진동의 수준은 리히터 로컬 척도로 

규모 4.5 이상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같은 록버스트는 인명에 위해를 가할 뿐 아니라 지하작업장과 지상구조물에

까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캐나다 록버스트 종합연구 1단계 및 2단계 보고서를 토대로 록버스

트의 발생기구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단순화된 LS-DYNA 모델을 작성하여 채광막장 암반에서 발파 직후 발생되

는 인장균열의 발생양상을 분석하여 보았다. 이 단순화 모델의 개념은 록버스트의 발생기구를 파악하기 위해 실

험실에서 수행되는 소규모 시험에 적용한다면 매우 유용할 것이다.

핵심어 록버스트, 파괴과정, 초과에너지, 발생기구, 캐나다 록버스트 종합연구(CRRP), LS-DYNA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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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시간적인 관점에서 암석의 파괴는 가중속도

(loading velocity; 하중속도)에 따라 다양한 양상을 보

인다. 가중속도가 비교적 빠를 때는 균열파괴(fracture 

failure)의 양상을 보이며, 느릴 때는 변형파괴

(deformation failure) 양상을 보인다. 이와 같은 암석

의 파괴모드(failure mode)는 지하구조물의 굴착과 유

지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고려항목이다.

암석이 빠르게 파괴되는 동적파괴과정(dynamic 

fracture process)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파괴

기구에 대한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암석의 동적파

괴는 동하중(dynamic load)에 의해서도 발생하지만 정

하중(static load)에 의해서도 일어난다.

(i) 정하중 하의 응력 집중

정하중에 의한 응력 집중은 암석재료의 동적파괴

를 유발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실내의 압축강도 시험

에서 자주 발생하는 암석시편의 돌발적인 파괴, 심부 

굴착공동에서의 체적팽창에 의한 급격한 변형 파괴, 

채굴적 광주(pillar)의 파괴나 붕괴 등이 있다.

(ii) 발파나 충격하중에 의한 응력 펄스(pulse)

발파하중이나 충격하중의 소스(source) 부근에서는 

압축 및 인장파괴가 일어나며, 소스로부터 멀리 떨어

진 원거리 자유면에서는 스폴링(spalling)과 같은 박리

파괴(인장파괴)가 일어나기도 한다.

(iii) 단층 미끄러짐(fault slip)이나 발파에 의한 지

진파(seismic wave)

단층의 상하반에 작용하는 지압(rock mass stress; 

반압) 조건에 따라 단층면이 미끄러지는 전단파괴가 

발생하면 인근에 위치한 지하공동에서는 낙석(rock 

fall) 또는 낙반(rock mass fall), 암석분출(rock ejecting) 

등이 일어날 수 있다.

암석의 동적파괴과정에 대한 이해가 증진되면 특

히 심부 경암(hard rock) 중에 굴착되는 채굴적이나 

지하공동에서 발생하는 록버스트(rock burst; 암석돌

파) 현상에 대한 발생기구(source mechanism)의 파악

과 공동 표면의 다양한 파괴양상의 분석이 가능해질 

것이다. 이렇게 록버스트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면 

가축성 지보나 응력완화 발파설계 등의 안전대책을 

수립함으로써 심부 채광이나 지하공동 굴착 시 인명이

나 시설의 피해, 지하구조물의 손상, 공동의 붕락과 같

은 크고 작은 재난, 재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록버스트의 일반적인 특성(발생기

구 및 파괴기구)을 문헌을 통해 분석하고, 록버스트의 

다양한 파괴기구를 수치해석으로 모사할 수 있도록 

비선형 동역학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여 단

순화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문헌연구에서는 비교적 최

근인 1984 ~ 1995년에 수행된 캐나다 록버스트 종합연

구(Canadian Rockburst Research Program; CRRP)의 1

단계 및 2단계 보고서(Hedley, 1992; CAMIRO, 1995)

를 주요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이들 보고서에는 지난 

100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록버스트 사고 및 

관련연구 사례들을 포함하여 캐나다에서 일어났던 록

버스트 문제들에 대한 조사 및 분석 결과 등이 망라

되어 있다.

2. 록버스트의 일반적 특성

2.1 록버스트란?

록버스트란 지하공동 주벽의 암석에서 발생하는 

돌연하고도(sudden) 격렬한(violent) 파괴를 일컫는 용

어이다. 여기서 돌연한 파괴란 파괴에 걸리는 시간이 

대략 1초미만으로 짧다는 의미이며, 격렬한 파괴란 

파괴의 양상이 단순한 부서짐이 아니고 암편이 공동 

내부로 빠른 속도로 튀어나갈 정도임을 뜻한다. 그림 

1은 캐나다 광산들에서 발생한 록버스트 사고 사례들

이다.

록버스트에는 언제나 지반진동(ground vibration)이 

수반된다. 이 지반진동은 암석의 파괴과정 중에 초과

에너지(excess energy)가 지진에너지(seismic energy)로 

방출됨으로써 주변암반에 일어나는 진동이다. 록버스

트로 발생된 지반진동은 지표나 지하에 있는 사람들

에게 감지되거나 진동계측기 센서에 의해 감지되어 

기록된다. 어떤 경우에는 지반진동은 감지되었으나 

공동주벽의 파괴는 관찰되지 않기도 하는데, 이런 경

우는 견해에 따라 록버스트로 간주되지 않기도 한다.

록버스트에서 관찰되는 지반진동 규모(magnitude; 

M)에 대해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수준은 대략 

M = 1.5 ~ 4.0 (최대 4.5) 범위이다. 나라에 따라 다

르지만 규모를 판정할 때는 근거리(< 50 km)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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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을 적용하고, 원거리(> 50 km)에서는 Mn을 적용

한다. 여기서 ML은 리히터 로컬(Richter local) 규모, 

Mn은 누틀리(Nuttli) 규모이며, Mn ≈ (1.3 ~ 1.6) 

ML 정도로 알려져 있다.

학술적으로 록버스트라는 용어에 대한 정의도 매

우 중요한데, 1939년에 제정된 캐나다 Ontario 주의 

광업법(Ontario Mining Act)에서는 “록버스트란 굴착

된 구역으로 낙석을 일으키거나 굴착된 구역 내부 또

는 주변에서 암반의 이동을 일으키는 현상 가운데 주

변 암반에 충격이나 진동이 수반되는 현상”으로 정의

하였다. 1978년 캐나다 Ontario 주 보건안전법

(Occupational Health and Safety Act)에서는 1939년에 

제정하였던 록버스트의 정의를 새롭게 수정하였다. 

이 수정 법규에는, “록버스트란 공동의 표면(공동주

벽)에서 암편의 분출을 일으키거나 지표 또는 지하광

산에서 지반진동을 일으키는 암석의 순간적인 파괴현

상”으로 정의되어 있다(Hedley, 1992).

그 밖의 정의들도 많이 있으나 록버스트는 일반적

으로 암석 중에서 에너지나 응력이 갑작스럽게 방출

되는 현상으로 많이 정의된다. 록버스트란 용어는 모

든 정의들에서 공통적으로 모호성을 지닌다. 왜냐하

면, 록버스트란 용어는 손상이나 파괴현상을 지칭하

면서도 그로부터 생겨나는 소리나 지반진동을 지칭할 

때도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지반진동

은 감지되었지만 손상은 발견되지 않는 경우도 많다. 

즉,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지하공동에서 멀리 떨어

진 암반 속에서 파괴는 일어났지만 사람이 있는 공동 

내부로는 눈에 띠는 암편의 유입이 없을 때가 있다. 

이럴 때, 감지된 지반진동을 록버스트로 간주하는 견

해도 있고, 간주하지 않는 견해도 있다는 뜻이다.

2.2 초기의 기록들

캐나다의 CRRP 1단계 보고서(Hedley, 1992)에 따

르면, 록버스트는 20세기 초에 처음으로 발생하기 시

작하였는데, 주로 남아공의 Witwatersrand 지역과 인

도의 Kolar 금전(gold field)에 위치한 금광들이 주요 

발생지로 지목되고 있다. 남아공 조사위원회(South 

African Commission)는 1908년에 지표에서 감지된 지

반진동이 자연적인 지진(earthquake)이 아니라 채광으

로 유발된 것임을 최초로 확인하였다. 처음에 록버스

트란 용어는 “광주가 산산이 부서지는 현상”을 묘사

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림 1. 록버스트 발생 사례(Hedley,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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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는 록버스트가 1930년대 Ontario 주의 

Kirkland 호수와 Sudbury 지역의 경암광산에서 최초

로 발생하였으며, 이후 다른 지역에서도 발생했으나 

Ontario 주의 발생규모가 가장 컸다고 한다. 캐나다에

서는 1980년대와 1990년대에 걸쳐 2차례의 캐나다 록

버스트 종합연구(CRRP)가 수행되었다. 1단계 CRRP

는 1984 ~ 1989년까지 5년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2단

계 CRRP는 1990 ~ 1995년까지 5년간 수행되었다.

국내의 경우, 이정인(1977)은 심부탄광에서의 록버

스트 발생을 예측하는 방법을 찾기 위해 록버스트 발

생 시의 에너지 방출량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되는 암

석의 강성도(stiffness)를 토대로 몇몇 암종의 록버스트 

발생 용이성을 시험하였다. 조동성 외(1978)는 석탄의 

심부 개발 시에 발생되는 문제점 가운데 하나로 록버

스트를 지목하고 록버스트 발생가능지수를 탄성에너

지를 토대로 산출한 바 있다. 이들 두 논문이 발표된 

이후로 국내에서는 주로 터널이나 저장공동 등의 낙

석이나 낙반 사고와 관련된 보고나 연구 등(송재준 

및 이정인, 1996; 정치광 외, 2009)은 사안별로 많이 

수행되어 왔으나 다양한 심도와 크기, 배치 특성을 

지니는 고심도 지하광산에서 발생하는 록버스트에 관

한 연구나 록버스트의 근본적인 발생기구 및 예측을 

다루는 연구 등(천대성 외, 2019)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2.3  발생기구

록버스트의 일반적인 발생기구를 시간 순으로 정

리하면 다음과 같다.

(i) 현장응력 (변형률에너지 축적량 증가)

(ii) 촉발기구 (발파 등에 의한 자극)

(iii) 응력 재배치 (암반의 불안정성 증가)

(iv) 록버스트 발생 (발생시각과 발생위치는 미지수)

록버스트를 예측하는 것은 모든 록버스트 연구의 

궁극적 과제이다. 하지만 록버스트의 발생시각을 예

측하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이는 현장마다 굴

착조건, 지질조건, 지형조건 등이 상이하기 때문에 선

행연구나 다른 광산으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어 예

측을 하더라도 그것이 항상 정확하게 맞아 떨어질 수

는 없기 때문이다. 지진의 발생시각을 정확하게 예측

하지 못하는 것도 바로 이와 비슷한 맥락이다.

록버스트 문제에 있어서는 대체로 그 발생위치만 

정확하게 예측하여도 매우 큰 성과로 간주된다. 왜냐

하면 미래에 록버스트가 발생할 위치만 정확히 알고 

있어도 낙석이나 낙반으로 인한 갱도의 막힘이나 붕

락으로 인한 생산 차질이나 운영 지연은 어쩔 수 없

다하더라도 예측된 개소에서 인원과 장비만 소개시

키면 직접적인 재해로부터는 안전해질 수 있기 때문

이다.

2.4 록버스트의 유형: 진동원에서의 분류

록버스트의 정의와 유형은 나라마다 다르고 연구

자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변형률 록버스트: 굴착공동 파괴

변형률 록버스트는 현장응력이 높을 때 지하공동

(수평갱, 수갱, 채굴적 등) 주벽에 응력이 집중되어 발

생한다. 변형률 록버스트의 발생규모는 작은 암편의 

분출로부터 갱도벽면의 완전한 붕괴까지 다양한 편이

다. 특히, 작은 규모의 변형률 록버스트는 수평갱과 

수갱을 가리지 않고 일어나는 것이 특징이다.

광주 록버스트: 광주 파괴

광주 록버스트는 채굴적의 확장으로 광주가 임계

크기에 도달했을 때 광주 전체가 갑자기 파괴되는 현

상을 말한다. 광주 록버스트는 광산에서 광범위한 채

굴이 진행되었을 때 잘 발생하며, 손상규모가 상당히 

큰 편에 속한다. 특히, 수직 및 수평거리가 수백 m에 

이르는 대규모 광획 중에 설치된 수많은 광주들이 연

쇄반응으로 한꺼번에 파괴되는 것을 “대붕락 록버스

트(crush burst)”라 부르는데, 이는 대단히 심각한 피

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층-미끄러짐 록버스트: 단층 파괴

단층-미끄러짐 록버스트는 지진과 마찬가지로 약

면(weakness plane)을 따른 암반의 미끄러짐에 의해 

발생한다. 이 유형의 록버스트는 1980년대 이후에야 

비로소 그 존재가 인식되었으며, 록버스트의 유형들 

중에서 발생규모가 가장 큰 유형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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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손상기구(damage mechanism): 파괴모드

암석팽창

암석팽창(rock bulking)은 지하공동의 표면에 균열

이 생성되면서 암석의 체적이 팽창하는 현상을 말한

다. 이와 같은 암석의 팽창은 변형률 록버스트를 일

으키는 원인이 된다.

암석분출

암석분출은 지반진동의 에너지 효과에 의해 암편

이 비산하는 현상을 말하며, 심부 광산에서의 주 손

상기구이다.

낙석 또는 낙반

낙석이나 낙반은 지반진동의 파동 효과에 의한 암

반의 요동으로 공동 천반의 느슨한 암석블록이 붕락

하는 현상을 말한다. 낙석은 중력의 효과이지만 그 

촉발요인은 지반진동이다.

2.6 손상도 구분: 캐나다 사례

록버스트에 의한 굴착공동 주벽의 손상도는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겠으나 캐나다 CRRP 2단계 연

구(CAMIRO, 1995)에 따르면 공동의 손상도는 손상

대의 깊이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그림 2). 

(i) 소규모 손상(minor damage)

파괴암층 두께: t < 0.25 m

(ii) 중규모 손상(moderate damage)

파괴암층 두께: 0.25 < t < 0.75 m

(iii) 대규모 손상(major damage)

파괴암층 두께: 0.75 m < t

2.7 촉발기구

상기한 바와 같이 록버스트는 대개 굴착공동이 지

압을 받아 발생하지만 실제로 록버스트를 촉발시키는 

방아쇠의 역할을 하는 것을 가리켜 촉발기구(triggering 

mechanism)라 한다. 즉, 굴착공동의 주벽이 가까스로 

지압과 평형을 이루고 있을 때 어떤 촉발기구가 개입

하여 이 평형상태를 깨뜨림으로써 비로소 공동의 파

괴, 즉 록버스트가 발발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록버스트를 직접적으로 일으키는 촉발기구로는 다음

과 같은 것들을 들 수 있다.

채광 발파

채광발파(mining blasting)는 광산 록버스트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항목이다. 하지만 발파진동 

자체보다는 발파에 따른 급속한 막장 진행이 록버스

트의 주요 원인으로 간주되고 있다. 특히, 발파의 굴

진장이 클수록 응력의 재분포가 심해져서 록버스트의 

유발 가능성이 더 증가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채

광발파와 막장균열 현상에 대해 수치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응력완화 발파

높은 지압을 받고 있는 광주에 여러 개의 천공을 

실시하고 소량의 폭약을 장전하여 응력완화 발파

(destress blasting)를 수행하면 작은 록버스트는 여러 

번 발생할 수 있지만 큰 록버스트의 발생 가능성은 

줄일 수 있다. 높은 지압을 받고 있는 광주에 물을 

주입하는 물주입(water injection) 기법도 응력완화 발

파의 대안으로 알려져 있다.

채광 천공

광주를 채굴하거나 광주에 응력완화 발파를 수행

하기 위해 천공(drilling)을 실시할 때 크고 작은 규모

의 록버스트(낙석, 광주파괴)가 발생할 수 있다. 광주

에 록볼트(rock bolt)를 설치하기 위한 천공작업을 할 

때에도 소규모 록버스트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광석배출과 버력처리(mucking)

슈린키지 채광장(shrinkage stope)에서 파쇄된 광석

을 하부의 운반갱도로 배출하는 작업을 할 때 광주에
그림 2. 굴착공동 주벽의 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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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록버스트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슈린키지 채광

장에서 작업자들이 작업의 발판으로 삼는 채굴된 광

석들이 상하반을 지지하는 일종의 지주 역할도 수행

하기 때문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채광장의 벽면지보

의 역할을 하는 버력을 처리하거나 충진재(filling 

materials)를 제거하면 광주의 응력이 증가하므로 록

버스트를 촉발시키는 원인이 된다.

선행 록버스트

선행 록버스트가 후행 록버스트를 촉발하여 록버

스트가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사례

는 캐나다의 Quirke 광산, Campbell 광산 등(Hedley, 

1992)과 인도의 Kolar 금전(Murthy and Gupta, 1983) 

등에서 보고된 바 있다. 어떤 경우에는 광주의 파괴

에 의한 응력의 전달, 단층의 파괴에 의한 변위의 재

배치 등에 의해 후행 록버스트가 수 개월간 지속적으

로 발생하기도 한다.

비채광 촉발기구

채광작업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달(moon)의 인력

(gravitational attraction force)이 록버스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견해가 있어 캐나다 Lucky Friday 광

산에서 그 상관관계를 조사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이

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하지만 날씨나 계절의 변화는 록버스트의 발생과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캐나다

의 Quirke 광산에서는 봄에 미소진동이 다수 발생한 

바 있으며, Saskatchewan 주의 칼륨광산들에서도 겨

울 또는 추울 때 국지적 지반진동이 다수 발생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 수치해석 및 결과검토

3.1 발파직후 막장암반의 파괴현상

Joughin and Jager(1983)는 굴진발파 직후에 막장

전방 암반 내부에 균열대가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

다(그림 3). 캐나다 CRRP 1단계 및 2단계 조사보고

서(Hedley, 1992; CAMIRO, 1995)에서도 광주발파 직

후에 록버스트가 발생된 사실을 보고한 바 있다.

위의 두 조사결과들은 서로 비슷한 측면이 있다. 

즉, Joughin and Jager(1983)는 현장에서의 관찰결과

를 토대로 그림 4(a)의 굴진발파에서 광체 또는 암반 

A가 발파로 제거된 직후에 잔류암반(막장암반) B 내

부에서 균열대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발파

가 시행되기 전에 A가 전달하고(지지하고) 있던 연직

방향의 지압을 발파가 시행되고 난 후에 갑자기 B가 

지지하게 됨으로써 B에 강도 이상의 초과응력이 가해

져 B 내부에 파괴가 발생하였다고 생각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캐나다 CRRP 조사보고서(Hedley, 

1992; CAMIRO, 1995)에 의하면 그림 4(b)의 광주채

굴에서 광주 A가 발파로 제거된 직후에 잔류암반(광

주암반) B 내부에 균열대가 발생되었다. 이는 발파가 

시행되기 전에 A가 지지하던 수평방향 지압을 발파

가 시행된 후에 갑자기 B가 지지하게 됨으로써 B에 

그림 3. 막장면 주변에 형성된 균열대(Joughin and Jager,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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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를 초과하는 응력이 가해져 B 내부에 파괴가 발

생하였다고 생각된다.

결과적으로, 그림 4(a)의 굴진발파와 (b)의 광주채

굴의 경우, 전자는 수직응력, 후자는 수평응력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 두 경우 모두 막장의 진행으로 인해 

갑자기 발생된 초과응력을 잔류암반 B가 모암으로 미

처 전달할 수 없어 파괴되는 상황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즉, 그림 4의 두 경우는 전체 광산의 응력분

포의 준정적 변동(정하중)에 의해서라기보다는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에 막장의 암반이나 광체에 가해지는 

동하중의 영향에 의해서 파괴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

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a)와 (b)의 두 경우에 발파 

직후 잔류암반 B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장파

괴 현상을 LS-DYNA 평면변형률(plane strain) 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여 보았다. 해석과정에서는 실내에서 

모사가 가능한 축소모형 발파실험을 염두에 두고 최

대한 단순화된 모델을 사용하였다.

3.2 막장암반 인장균열 모델링

해석모델

발파로 저항선 암반이 갑자기 제거되면 잔류암반, 

즉 새롭게 드러나는 막장을 이루는 암반에는 기존의 

지압에 추가적인 지압이 더 걸리게 될 것이다. 이 추

가적인 지압은 실제로는 어느 정도의 시간(수 시간 

내지 수 일)을 두고 점증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일정 부분은 발파 직후부터 곧바로 작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Joughin and Jager(1983)에 따르면, 발파 후에 

새롭게 생성되는 막장균열은 거의 대부분이 발파 후 

3시간 이내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최악의 경우를 고

려하여, 그림 5(a)에서 기둥 A가 갑자기 제거되었을 

때 새롭게 넓어진 채굴적 천반(roof)을 이루는 보

(beam)에 작용하는 하중 를 잔류암반 B가 갑자기 

떠안게 되는 경우에 B 내부에 어떠한 인장균열이 발

생하는지를 LS-DYNA를 사용하여 고찰하였다.

해석모델의 규격은 그림 5(b)의 모식도와 같다. 천

반 보의 좌단에는 힌지(hinge)를 적용하고, 우단에는 

원래 있던 기둥 A의 부분에 하중 를 분포하중으

로 작용시킴으로써 잔류암반 B 상에 불균일한 힘의 

분포(보의 강성도에 따라 분포의 비선형성 증가)가 생

성될 수 있도록 작성하였다. 이는 기둥 A의 우측이 

기 굴착된 갱도 공간으로서 갱도 천반의 암반이 마치 

보처럼 작용하는 상황을 가정한 것이다. 이런 가정은 

갱도 공간이 채굴적 공간일 경우 폭이 넓으므로 평면

변형률 모델임을 감안하면 더욱 잘 성립할 것이다.

(a) 굴진발파 (b) 광주채굴

그림 4. 굴진발파 및 광주채굴의 개념도: 암석 또는 광석(A)의 발파굴착에 따른 급속한 막장 진행으로 잔류암반(B)에 

균열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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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그림 5(b)의 해석모델은 향후의 축소모형 실

험을 염두에 두고 작성한 것으로서 이와 똑같은 구성

으로 크기를 줄이고 차원해석을 통해 재료의 강도를 

조절하여 물리적 축소모형을 제작한다면 실내실험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실제 발파의 경우, 그

림 5에서 기둥 A는 잔류암반 B와 일체화되어 있는 

전체암반의 일부분이지만 여기서는 해석의 단순화를 

위해 이들이 선행발파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고 가정

한다. 이와 같은 단순화가 가능한 이유는 첫째, 본 모

델은 발파가 아니라 록버스트를 모사하기 위한 것이

고, 둘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록버스트는 발파굴착 

자체보다는 발파굴착으로 인한 막장의 진행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본 해석모델에서는 기둥 A를 제거하기 

위한 화약발파의 복잡한 과정을 모델링하기보다는 어

떤 수단에 의해 기둥 A가 미리 제거되었다고 가정하

는 방식으로 단순화하여 모델링하였다. 이와 같은 단

순화 기법의 적용은 해석시간의 단축뿐만 아니라 복

잡한 폭발모델링(explosion modeling)에 따르는 오차

도 배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해석조건

본 해석모델에서는 단순화 모델링을 위하여 몇 가

지 가정을 한다. 첫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그림 

5(b)의 기둥 A는 선행발파로 굴착된 것으로 간주한다. 

둘째, 채굴적의 천반보에 걸리는 하중 는 잔류암반 

B와 C가 전달하는 하중의 크기만을 고려한다. 따라서 

그림 5(a)와 같이 채굴적의 높이가 , 길이가 이

라면 하중 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1)

(a) 발파굴착으로 확대된 채굴적과 천반보에 걸리는 하중

(b) 해석모델 모식도

    그림 5. 발파직후 잔류암반의 파괴과정에 관한 단순화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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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식 (1)에서 


 =  = 잔류암반 B와 C

가 전달하는 수직응력(지압),  = 천반보의 단면적

(수평면적),  = 암반의 질량밀도,  = 중력가속도, 

 = 보의 두께(수평면 상의 보의 두께)를 표시한다.

그림 5(a)에서 잔류암반 B는 길이 의 채굴적 천

반보에 걸리는 하중 를 기둥 C와 절반씩 나누어 전

달하게 된다. 따라서 잔류암반 B가 지지하는 하중크

기 

는 다음과 같다.







(2)

일례로,  = 1 m,   = 16 m,  = 0.05 m,  

= 2500 kgm,   = 10 ms이면 식 (1)과 (2)에 따

라  = 20 kN, 


 = 10 kN으로 각기 계산된다. 본 

논문에서는 이와 같은 조건 하에서 기둥 A 및 잔류

암반 B의 길이를 각각 1 m 및 3 m로 정하고, B의 

물성들을 표 1과 같이 부여한 상태에서 A에 

를 

가하면서 B 내부에 발생되는 인장파괴 양상을 고찰

하였다.

재료모델

본 해석모델에서 잔류암반 B의 재료는 향후의 축

소모형 실험을 고려하여 콘크리트의 물성을 이용하였

다. 사용된 콘크리트의 물성(Holmquist et al., 1993)은 

표 1에 수치로 정리하였다. 표 1의 수치들은 압축강

도(FC) 48 MPa, 인장강도 4 MPa의 콘크리트의 물성

을 표현하는 값들이며, 각 기호는 LS-DYNA 사용자 

매뉴얼(LSTC, 2018)에 따라 표기하였다.

그림 5(b)의 상부 및 하부 가압판의 재료로는 강체

(rigid body)와 강(steel)을 사용하되, 동일 모델에는 동일 

재료를 사용하였다. 가압판 재료의 물성은 표 2와 같으

며, 강체는 완전 탄성, 강은 완전 탄소성 재료이다.

3.3 해석결과 및 검토

해석 결과, 발파 후 100 ms가 경과할 때까지의 막

장암반(그림 5(b)의 B)의 인장파괴 양상은 그림 6과 

같이 나타났다. 그림 6의 막장암반에서 균열이 발생 

및 진전되는 모양은 LS-DYNA가 지원하는 요소제거

(element erosion) 기법을 통해 구현하였다. 이 모델에 

사용된 상하부 가압판의 재질은 표 2의 강(steel)이다.

그림 6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막장암반 B에 본

격적으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발파 후 10 ms부터이

다. 이 시점에 이르면 B의 우측 상부 구석으로부터 

인장균열이 처음으로 발생된다. 이후, 20 ms가 되면 

B의 우측 하부 구석에서 인장균열이 발생 및 진전된

다. 50 ~ 70 ms에는 새로운 균열이 생성되고, 90 ms

에는 기존 균열들의 진전이 계속되며, 100 ms에 이르

면 상부와 하부에서 시작된 균열들이 서로 연결되기

도 한다.

이와 같이 그림 5(b)의 단순화 해석모델을 이용하

면 발파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막장암반(B) 내부에

서 일어나는 인장균열의 전파 양상을 그림 6과 같은 

파괴과정 분석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단

구분
밀도

(RO)

영률

(E)

포아송비

(PR)
항복강도(SIGY)

강체(rigid body) 7870 kg/m3 210 GPa 0.30 -

강(steel) 7870 kg/m3 210 GPa 0.30 430 MPa

표 2. 상하부 가압판을 위한 재료모델(Trevino, 2000; LSTC, 2018)

MODEL RO G A B C N FC

JH Concrete
2440

kg/m3 14.9 GPa (0.79) (1.600) (0.007) (0.610) 48 MPa

T EPS0 EFMIN SFMAX PC UC PL UL

4.0 MPa 1.0 s
 0.01 (7.0) 0.016 GPa (0.001) 0.8 GPa (0.1)

D1 D2 K1 K2 K3 FS

(0.04) (1.0) 85 GPa -171 GPa 208 GPa 0

표 1. Holmquist-Johnson-Cook (HJC) 콘크리트 재료모델과 입력물성(Holmquist et al., 1993; LSTC,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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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 ms

(b) 50 ms

(c) 70 ms

(d) 90 ms

(e) 100 ms

    그림 6. 발파 직후 막장암반의 인장균열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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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화 모델은 록버스트 영향변수들에 대한 매개변수 

연구에 요긴하게 쓰일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최병

희 외(2020)가 제안한 암반용 재료모델과 본 단순화 

모델링 기법을 조합하면 현장에서의 변형률 록버스트

나 광주 록버스트의 실제적인 발생기구도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막장암반의 인장균열 모델은 상부 가압판의 

재질에 따라 약간씩 다른 결과를 보인다. 가압판이 

강체인 경우에는 전단계수(강성률)가 무한대이기 때문

에 가압판의 휨이 전혀 발생하지 않아 하중 

를 가

하여도 막장암반은 거의 순수한 압축상태에 있게 된

다. 그런데 막장암반(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표 1에

서 FC = 48 MPa이므로 가중응력 67 kPa에 비해 훨

씬 크다. 따라서 막장암반에는 미소변위 외엔 아무런 

반응도 일어나지 않는다.

반면, 상부 가압판이 본 해석모델에서와 같은 강

이거나 알루미늄인 경우에는 가압판 자체가 휘기 때

문에 막장암반의 상부와 하부 구석에서 응력집중이 

발생하여 재료의 파괴가 시작된다. 일단 파괴가 시작

되면 가압판의 작용이 계속됨에 따라 재료의 파괴속

도는 급속도로 빨라진다. 그 이유는 본 해석모델이 

평면변형률 모델이고, 재료의 균열을 모사하기 위해 

요소를 제거하였기 때문에 일단 균열이 발생한 재료

는 실제의 재료보다 훨씬 강도가 약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모델에서는 인장압력(tensile pressure) 하에 

있는 요소들 중에 일정 이상의 등가변형률(0.1%)을 

보이는 요소들만 제거하는 수법을 사용하였다.

만일 인장균열의 발생 및 진전양상을 본 해석모델

보다 좀 더 실제적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3차원 모

델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RHT 재료모델(Riedel et 

al., 1999)이나 HJC 재료모델(Holmquist et al., 1993)

에서는 소성변형률 등의 증분을 토대로 요소의 손상

도를 계산하지만 파괴모드(압축 또는 인장파괴)의 구

분이 필요하다. 본 해석모델은 순수한 인장균열의 전

파양상을 모사하지만 요소 제거를 이용하는 평면변형

률 모델이므로 균열이 발생하여 어느 정도 진전되면 

해석을 멈추고 이후의 파괴과정은 여타의 손상모델 

등과 비교하여 판단한다.

한편, Joughin and Jager(1983)의 관찰결과에 따르

면, 굴진발파 직후에 막장전방 암반에 나타나는 균열

대는 크게 3개의 절리조(joint set)로 이루어져 있다(그

림 3). 첫 번째 절리조는 경사각 80 ~ 90°의 수직균열

들로서 이 유형의 균열이 가장 흔한 것으로 보고되었

다(그림 3의 1번 유형). 두 번째 절리조는 경사각 60 

~ 75°의 비교적 가파른 균열들이다(그림 3의 2번 유

형). 세 번째 절리조는 경사각 20 ~ 40°의 비교적 수

평에 가까운 균열들이다(그림 3의 3번 유형).

본 해석결과(그림 6)를 보면, 발생된 인장균열들은 

대부분 수직균열(70 ~ 90°)과 비교적 가파른 경사균열

(45 ~ 70°)이다. 즉, 전체적으로는 수직한 방향으로 균

열들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평 또는 완만한 

경사균열(0 ~ 45°)은 막장 하부에 집중적으로 나타났

으나 이는 하부 가압판을 고정경계로 간주하였기 때

문일 것이다. 실제로는 하부 가압판도 상부 가압판과 

대칭을 이루어야 한다. 또한, 막장암반과 보의 경계에

서의 접촉조건도 균열의 발생 각도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도 있다. 

그림 6의 해석결과는 Joughin and Jager(1983)의 

관찰결과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균열 유형(그림 3

의 1번 유형)과는 매우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상이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Joughin and Jager(1983)

의 관찰 결과에서 막장면 전방의 균열들은 발파 직후

에 발생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지만 여타의 균열들은 

Napier and Hildyard(1992)가 분석한 바와 같이 막장

이 오랜 동안 지속적으로 진행하면서 정적인 지압을 

받아 생성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본 해석모델은 기본적인 기하학적 구성(그림 

5(b))이 Joughin and Jager(1983)의 갱도 및 지층 조건

(그림 3)과 상이하다. 본 해석모델에서는 단순화를 위

해 채굴적 공간과 막장암반의 상부 및 하부를 이루고 

있는 암반은 모사하지 않았다. 또한, 해석모델 상하부

의 가압판과 그 물성, 그리고 힘을 주는 방식도 실내

에서의 동적 실험(충격 또는 발파)을 염두에 두고 실

험적으로 가장 단순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하지만 본 해석모델을 좀 더 복잡한 모델로 순차

적으로 개량해나간다면 Joughin and Jager(1983)의 관

찰결과를 어느 정도는 재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

다. 아울러 해석모델에 하중을 가하는 가중장치의 재

료물성(예. 보의 강성도)도 중요한 변수이므로 이에 

따른 영향도 고찰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보의 강

성도는 채광이 진행되는 광산암반의 총체적 강성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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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하는 변수로서 가중장치의 강성도와 대상암석의 

강성도 차이는 방출에너지의 변화에 책임이 있으므로 

파괴양상에 영향을 끼친다.

아울러 막장암반의 물성이 주어져 있을 때 막장의 

높이 변화도 막장의 안정성에 영향을 끼칠 것이다. 

왜냐하면 막장높이  = 1 m로부터 3 m로 증가하

면 다른 조건은 본 해석모델과 모두 같지만 막장암반

이 전달해야 할 지압의 크기가 


 = 25 kPa로부터 

75 kPa로 3배로 증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외에도 

현장암반 내부의 초기응력의 영향, 3차원 해석모델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4. 종합토론

캐나다에서는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

지 약 10년간에 걸쳐 두 차례의 록버스트 종합연구(1

단계 및 2단계 CRRP)를 수행한 바 있다. 이들 

CRRP 연구결과를 정리한 종합보고서에는 1900년대 

초 남아공에서 시작하여 최근의 미국과 캐나다를 비

롯한 세계 각지에서 보고된 록버스트 문제를 포괄적

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가 요약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 CRRP 종합보고서를 중점적

으로 검토하고, 그 밖의 논문이나 보고서 등 록버스

트와 관계된 문헌자료들을 분석하여 록버스트의 정의, 

발생기구 및 파괴기구에 대해 심도 있게 고찰하였다. 

그리고 LS-DYNA를 이용하여 단순화된 수치모델을 

작성함으로써 발파굴착 직후에 막장의 잔류암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장균열과 그에 따른 암반의 파괴 

가능성을 간단히 검토하여 보았다. 그 결과, 록버스트

는 심부 채광이나 지하공동 굴착 시 부지불식간에 발

생하여 인명이나 시설의 피해, 지하구조물의 손상, 공

동의 붕락과 같은 심각한 재난, 재해를 일으킬 수 있

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록버스트가 어

떠한 굴착조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지 충분한 조사와 

연구를 진행해야만 여기에 대비할 수 있음을 새로이 

인식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에서는 록버스트와 관련된 심도 있는 

연구가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광산이나 저장동굴을 

비롯한 수많은 지하공동 굴착현장이 사실상 록버스트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물론, 

지보를 충분히 하면 록버스트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겠지만 어느 위치에 어떤 방식의 지보를 어느 정도

로 시공해야 좋은지를 판단하기 어려워 지보대책은 

항상 과다 또는 과소 지보가 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시공비 증가 또는 위험성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

또한, 록버스트는 각 현장마다 서로 다른 발생원

인과 파괴기구를 보이고 있어 세계 각국의 연구자들

이 지난 100여년에 걸쳐 지난한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아직까지 그 발생시각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지진의 발생시각을 정확히 

예측하지 못하는 것과 똑같은 맥락이다. 다만, 많은 

조사자료와 수치해석 기법의 발달로 록버스트의 발생

위치는 대략적인 범위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지만 이 또한 매우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래서 현재까지의 기술로는 록버스트의 발생위치만 정

확하게 예측해도 대단히 성공적인 업적으로 간주될 

정도이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록버스트 연구는 현장이나 상

황에 따라 별개로 진행되어 왔으며, 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태이기도 하다. 이는 록버스트 문제의 경우, 

한 광산에서 도출한 결론을 다른 광산에 그대로 적용

할 수 없으며, 심지어 동일 광산 내의 한 구획에서 

도출한 결론을 인근 구획에 적용하는 것도 효과가 없

을 가능성이 대단히 크기 때문이다. 즉, 관심 개소마

다 암반조건이 다르고, 주변의 채굴적 배치가 다르며, 

촉발기구가 다를 수 있어 전혀 다른 발생기구와 파괴

기구가 작동함으로써 전혀 다른 유형의 록버스트를 

유발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도 멀지 않은 장래에 고심도 지하공

간의 건설은 물론이고, 천심도에서도 대단면, 대공동

이 다수 굴착될 것이며, 광산들은 더욱 심부화 될 것

이고, 해저터널이나 하저터널은 지금보다 훨씬 더 많

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곧 우리들이 다종

다양한 지하공간에서 크고 작은 규모로 미지의 시각

에 발발할 수 있는 록버스트 문제에 고스란히 노출될 

상황에 처해 있음을 암시한다. 따라서 록버스트에 관

한 한, 굴착현장별 조사, 연구 및 대책마련도 중요하

지만 무엇보다 그 근본적인 발생원인과 파괴현상에 

대한 이해가 더욱 중요하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그래야만 특정 현장의 상황이 주어졌을 때 록버스트

에 가장 취약한 개소를 빠르게 파악하고, 적절한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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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책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위하

여 적어도 현 시점부터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록버스

트 연구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또 많은 연구자들이 

록버스트 연구에 매진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에서의 록버스트 연구사례로

부터 록버스트의 발생기구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록버스트 연구의 필요성을 피력

하였다. 또한, 록버스트 현상을 모사할 수 있는 가장 

단순한 수치해석 모델을 작성하여 막장암반의 인장파

괴 과정을 다양한 각도에서 고찰할 수 있도록 준비하

였다. 록버스트는 다종다양한 지하공간에서 부지불식

간에 일어나 인명과 시설에 큰 피해를 끼칠 수 있는 

심각한 재해요인이므로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급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록버스트의 발생

원인, 파괴모드 등을 파악하기 위한 수치해석 연구, 

암석의 동적파괴과정에 대한 실내실험, 국내 광산들

에서의 록버스트 발생사례 조사, 미소진동 상시 모니

터링을 통한 록버스트 예측(발생장소, 발생시각), 그

리고 록버스트 위험에 대처할 수 있는 지보 설계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많은 조사와 연구가 체계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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