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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increase of reality in numerical analysis, a blasting vibration waveform obtained from field 

blast operations has been directly used for input parameters of dynamic analysis in the form of 

vibration velocity. A numerical model was built considering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underground limestone opening as well as the mining stages in this opening, and the effect of 

blast operations on stability of underground limestone opening was investigated by dynamic 

numerical analysis. The adequacy of applying the real vibration waveform to dynamic analysis 

has been approved from the preliminary analysis, and the dynamic numerical analysis results 

show that the continuous mining operation can cause the collapse of roof in openings and the 

active yield zone around openings. Therefore, the additional reinforcements should be 

applied for ensuring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limestone open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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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ynamic analysis

초록

본 연구에서는 갱내채광장의 발파현상을 보다 현실적으로 수치해석상에서 반영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발파를 통해 획득한 발파진동 파형을 발파지점의 진동속도로 변환하여 이를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

로 직접 활용하였다. 석회석 갱내채광장의 지질특성과 채광단계를 반영한 수치모델을 구성하였으며, 이

를 바탕으로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여 석회석 갱내광산의 발파작업이 채광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해석결과와 현장에서 계측된 발파진동의 비교를 통하여 실측발파진동의 적정성을 확인

하였으며, 연속되는 채광작업은 응력의 교란에 의한 천반붕락 및 채굴공동 주변의 활동성 파괴영역의 발

생을 야기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로부터 연구대상 광산에서의 안정적인 채광활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발파진동, 갱내채광장, 실측진동파형, 동적수치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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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채광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채광장을 대규모화하고 채수율의 향상을 도모하는 설계가 검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최소한의 

지보를 적용하는 채광장에서는 안정성이 확보되는 범위에서의 광주와 채굴공동의 형상을 주요 설계요인으로 고려하며, 채광장에

서의 안정성은 암반의 강도, 암반 내 불연속면, 현지응력 등의 환경적인 요인과 발파 및 교통 하중 등의 인위적인 요인을 모두 고려

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특히 광산에서는 채광작업을 위한 지속적인 발파작업에 노출되기 때문에, 발파작업에 의한 발파하중을 고려

한 채광장의 안정성 분석이 필수적이다.

발파하중은 암반에 분포하는 불연속면과 같은 지질구조와 화약의 종류 및 장약량 등의 발파조건에 따라 진동의 전파특성이 달라

지므로, 직접적인 계측, 동적수치해석 등의 기법을 이용하여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게 된다.

Chen and Zhao(1998)는 암반에 분포하는 절리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불연속체 개발요소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파진동의 

전파특성을 연구하였고, Choi et al.(2004)는 사실적인 발파 동해석을 모사하기 위하여 시험발파에서 측정된 발파진동파형을 이용

하여 동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으며, 동압력의 시간이력과 감쇠비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였다. Park et al.(2008)은 단일공 및 

시추공 발파 진동파형을 중첩모델링하여 발파공수와 지연시차의 변화에 따른 진동파형을 획득하고, 이를 발파 동적수치해석의 발

파하중으로 적용하여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갱내채광장의 발파현상을 현실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현장에서의 발파를 통해 획득한 발파 진동파형을 발파지

점의 진동속도로 변환하였으며, 이를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또한 암반에 분포하는 절리의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

여 불연속체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UDEC을 이용하였으며, 석회석 갱내채광장의 작업과정과 실측발파진동을 반영한 동적수치해

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발파진동이 갱내채광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2. 현장조사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광산은 강원도 삼척시 신기면에 위치한 갱내 석회석 광산으로, 고생대 캠브리아기의 풍촌층을 대상

으로 채광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Fig. 1).

본 지역에 분포하는 절리군의 특성과 암반상태를 규명하기 위하여 갱내 석회석 광산의 520 ML과 540 ML 채굴공동의 절리면 

조사와 암반분류를 수행하였다.

절리면에 대한 조사는 채굴공동과 광주에 노출되어 있는 절리면을 대상으로 절리군의 분포와 방향성을 분석하였으며, 절리면의 

연속성, 틈새, 충전물, 풍화 정도를 함께 조사하여 암반상태의 평가에 이용하였다.

절리군의 분포와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현장에서 조사된 값을 기반으로 Rocscience의 Dips를 이용하였으며, 분석된 절리군

의 분포와 방향성은 Fig. 2와 같다. Table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지역에는 3개의 주절리군이 형성되어 있으며, 187~210°

의 경사방향과 70° 이상의 급경사를 갖는 주절리군의 분포가 가장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조사된 절리면의 분포가 주절리군

의 극점으로부터 매우 낮은 분산도를 나타내고, 급경사의 Set-1과 Set-3의 주절리군이 직교하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절

리군의 거동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조사현장에 노출된 주절리군의 절리간격은 조사시의 안전성 문제로 인하여 동일한 지역에서 조사된 Kwon et al.(2016)의 결과

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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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tudy area

Fig. 2. Pole-contour diagram of study area

Table 1. Distribution of discontinuities in study area

Survey

location

Joint set – 1 Joint set – 2 Joint set – 3

Dip dir. (°) Dip (°) Dip dir. (°) Dip (°) Dip dir. (°) Dip (°)

520 ML 190 71 252 74 280 88

540 ML 202 71 110 78 239 73

Total 197 70 248 73 108 78



460 ∙ Byung-Ryeol Kim, Seung-Joong Lee, and Sung-Oong Choi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28, No. 5, 2018

광업 및 토목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며, 높은 적용성을 갖는 Hoek et al.(1998)의 GSI 분류법과 Bieniawski(1989)의 RMR 분류

법을 이용하여, 갱내 석회석 광산의 520 ML과 540 ML 채굴공동의 암반상태를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Fig. 3은 GSI 분류법을 이용하여 520 ML과 540 ML 채굴공동의 암반상태를 평가한 결과이다. GSI 값은 56에서 85까지의 범위

를 가지며, 평균 70.72의 GSI 값을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지역의 암반을 대상으로 RMR 분류법을 적용한 결과는 Fig. 4와 같으며, 

최소 64 점에서 최대 85 점의 RMR 값 범위와 평균 74.44 점, RMR-II 등급의 양호한 암반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3. GSI value of rock mass in study area

Fig. 4. RMR value of rock mass in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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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동파형의 추정

수치해석에서는 복잡한 발파패턴에 의한 발파현상을 정확하기 모사하기 어렵기 때문에, 수치모델의 경계면에 발파하중을 적용

하는 방식으로 발파현상을 모사하게 된다. 여기서 입력 자료로 이용되는 발파하중은 이론적인 계산식 및 경험식에 의해 추정된 발

파하중을 일반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이는 단순한 파의 형태인 것으로 발파진동을 간주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실제 발파현상을 모

사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매회 발파가 수행되는 갱내 채굴공동의 상부 채굴공동에서 이격 거리를 변화하

여 발파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이로부터 측정된 발파진동과 발파진동파형을 근거로 발파지점의 진동파형에 관한 추정식을 산정하

였다. 또한 추정된 진동파형을 수치모델의 경계면에 적용하기 위하여 20 m 이격된 거리에서 측정된 발파진동을 발파경계면에서의 

진동파형으로 보정하였다.

3.1 이론적 및 경험식을 이용한 발파압력이력곡선의 추정 

발파하중을 추정하는 이론적 계산식 및 경험식은 Winship and Stoneham(1987), National Highway Institute(1991) 등의 연구

자들에 의하여 제시되고 있으며, 대부분 폭약의 밀도와 폭굉속도를 입력변수로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발파하중의 

추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National Highway Institute의 발파압력 제안식을 이용하였으며, 제안식은 식 (1)과 같다.



 ×

×  × ×



 (1)

여기서,  : Detonation pressure (kbar)

 : Explosive density (g/cm3)

 : Detonation velocity (ft/sec)

실제로 발파에 의해 작용하는 동압력은 시간에 따라 변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동압력의 시간이력을 현실적으로 반영하여

야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적용되는 감쇠함수는 Starfield and Pugliese(1968)이 제안한 Window function로 이를 사용하여 동압력

에 대한 시간이력을 산정한다.


  exp

  exp   (2)

여기서, 
: Decoupled detonation pressure (kbar)

 : Load constant(=16,338)

t : Time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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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대상광산에서 사용중인 밀도 1.25 g/cm3, 폭속 5,900 m/sec의 ANFO와 에멀젼의 비율이 30 : 70인 벌크에멀젼 

폭약을 대상으로 동압력에 대한 시간이력을 산정하였다(Fig. 5). Fig. 5의 동압력 대한 시간이력은 단일공의 1 kg의 폭약을 대상으

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대상 광산의 발파조건인 공당 장약량 4 kg, 전체 발파공수 68 공을 고려하여 동압력에 대한 시간이력을 보정

하였다.

Fig. 5. Detonation pressure pattern in fully charged condition

3.2 진동파형의 현장계측

발파 동해석의 입력 자료인 실측진동파형을 추정하고자, 발파가 수행되는 520 ML 채굴공동의 상부에 위치하는 540 ML 채굴공

동에 Fig. 6과 같이 2기의 발파진동 측정기를 서로 다른 거리에 설치하여 발파진동을 측정하였다. 이때 사용된 발파진동 측정기는 

Instantel의 Blastmate-II 모델과 에스브이(주)의 SV-1 모델이다. 총 6회의 발파를 통하여 12 개의 발파진동 측정값을 획득하였으

며, Fig. 7은 발파지점으로부터 20 m 떨어진 지점에서의 Blastmate-II 모델을 이용하여 측정된 입자속도 파형을 도시한 것이다.

Fig. 6. Picture of monitoring ground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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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component

(b) Vertical component

(c) Transverse component

Fig. 7. Measured vibration waveform patterns obtained from the blasting at distance of 20 m

3.3 입력진동파형의 추정

본 연구에서 획득한 12 개의 발파진동 측정값에 식 (3)과 통계적인 방법을 적용하여 발파진동식을 추정하였다.

      (3)

 



or
 


 (4)

여기서,  : Peak vibration (m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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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ite constant 

 : Distance (m)

 : Instantaneous charge mass (kg)

e : Site exponent




: Scaled distance (square root)

 


: Scaled distance (cube root)

본 연구에서 추정된 자승근 환산거리,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한 통계적 분석결과는 Fig. 8과 같으며, 각 환산거리에 대한 추정식은 

식 (5)와 식 (6)과 같다.

       (5)

       (6)

(a) Square root scaled distance (b) Cube root scaled distance

Fig. 8. Ground vibration versus scaled distance for a site

일반적으로 환산거리가 짧은 거리에서는 삼승근 환산거리가, 먼 거리에서는 자승근 환산거리가 잘 맞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Jeon et al., 2007). 본 연구에서의 발파진동 측정지점은 환산거리가 30 m 이하의 짧은 경우에 해당되기 때문에, 삼승근 환산거리

에 의한 추정식을 입력진동파형의 산정에 이용하였다.

Fig. 9(a)는 발파지점으로부터 20 m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된 수직 성분의 발파진동이며, Fig. 9(b)는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한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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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을 이용하여 발파지점으로부터 5 m 이격된 지점의 진동파형을 산정한 결과이다. 발파지점으로부터 5 m 이격된 지점에서의 발

파진동은 20 m 이격된 지점에 비해 약 7.3 배 크기의 발파진동을 가지며, 추정된 발파진동파형을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

하였다.

(a) Measured vibration waveform pattern at distance of 20 m (b) Estimated vibration waveform pattern at distance of 5 m

Fig. 9. Time history curves for the blasting vibration

4. 동적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한 갱내채광장의 안정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발파에 의한 갱내 채광작업이 채굴공동과 안전광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Kim et al.(2015)에 의해 

개발되어 연구대상 광산에 적용하고 있는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을 모사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으며, 앞서 추정된 갱내 채굴공

동의 실측진동파형을 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대상 지역은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바와 같이, 70 ° 이상의 급경사를 갖는 절리군들의 분산도가 매우 낮고, 절리군들이 서

로 직교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절리군의 특성을 강조하여 반영할 수 있는 불연속체 개별요소해석 프로그램인 UDEC을 이

용하였다.

채굴공동의 상하좌우 경계면에 시간에 대한 발파진동파형을 채굴공동의 반대 방향으로 입력하여 발파에 의한 동적하중을 모사

하였으며, 진동파형의 지속시간까지 해석을 진행하였다.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을 모사한 동적수치해석에 앞서, 동적수치해석의 입력파형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른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실제로 발파진동을 계측하였던 갱내 채굴공동을 모사하고, 이론적 및 경험식을 이용한 발파압력이력곡선과 실측진동파형으

로부터 추정된 발파진동을 입력 자료로 적용하여 예비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지점에서의 실제 발파진동 측정값과 

예비해석의 발파진동 측정값들을 비교하였다. 또한 예비수치 해석의 결과로부터 검증된 입력파형을 반영하여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

광법의 채광순서를 고려한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채굴공동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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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수치모델 및 해석조건

본 연구대상 광산에서 적용하고 있는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은 채굴공동의 상반을 지지하기 광주를 규칙적으로 남기는 주방

식 채광법의 채수율이 낮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Kim et al.(2015)이 제안한 방법이다. 본 채광법은 Fig. 10과 같이, 상부, 중앙, 하

부지역의 갱도를 형성하는 단계, 상부 및 중앙의 광석 채광단계, 상부와 중앙의 채굴공동 사이의 수평광주 채광단계, 하부 광석의 채

광단계 그리고 하부 채굴공동 하부의 추가 채광단계 순으로 수행되며, 순서는 광산의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되어 적용될 수 있다.

본 연구대상 광산에서 적용되고 있는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의 채광순서는 Fig. 11과 같으며, 연구대상 광산의 장기적인 안

정성 유지를 위해서는 중앙과 하부 채굴공동 사이의 수평 안전광주와 약 22 m 높이를 갖는 수직 안전광주의 역학적 거동특성이 정

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a) (b) (c)

(d) (e) (f)

Fig. 10. Excavation sequence of hybrid room-and-pillar mining method (Kim et al., 2015)

Fig. 11. Excavation sequence in hybrid room-and-pillar min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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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의 동하중에 의한 안정성 해석은 입력자료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한 예비 수치모델의 해석과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

광법을 모사한 해석으로 구분되며, 임의로 형성된 경계면에서 나타날 수 있는 진동파의 반사에 의한 영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좌우 

및 하단의 경계부에 무한 경계조건을 수치모델에 적용하였다.

Fig. 12는 예비해석의 수치모델과 해석조건을 나타낸 것이다. 실제 발파진동의 계측이 수행되었던 Level 2와 Level 3을 모사하

였으며, Level 3을 발파지점으로, Level 2을 계측지점으로 설정하여 수치모델을 수립하였다. Fig. 12(a)의 이론적 및 경험식을 이

용한 발파압력이력곡선을 적용하는 예비해석의 수치모델은 채굴공동의 중앙부분에서 발파압력이 작용하도록 하였으며, Fig. 

12(b)의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한 예비해석의 수치모델은 채굴공동의 최외곽면에서 발파진동이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진행하도록 

구성하였다.

(a) Theoretical and empirical (b) Direct measuring

Fig. 12. Numerical model for preliminary analysis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을 모사한 해석의 수치모델과 해석조건은 Fig. 13과 같으며, 본 연구대상 광산에서 적용하고 있는 채

광순서와 현장조사에서 분석된 Level 2 채굴공동의 형상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여 수치모델을 구성하였다. 수치모델의 중앙에는 84 

m의 두께를 갖는 석회석 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석회석 층의 상하부에는 셰일 층이 분포하는 것으로 표현하였으며, 수치모델의 좌

우측면에 보안광주를 형성하여 경계효과를 최소화하였다.

현재 연구대상 광산의 Level 2 지역은 채광이 완료된 상태이므로, 이를 반영하여 Level 3 지역부터 채광이 수행되는 것으로 설정

하였으며, 현장에서의 발파작업 순서를 고려하여 1번 발파에 1개의 채굴공동을 채광하는 것으로 모사하였다.

절리군의 경사는 동서방향의 해석단면과의 위경사각을 고려한 절리군의 경사를 수치해석에 반영하였다. 또한 절리를 사실적으

로 표현하기 위하여 절리의 경사를 표준편차의 범위 내에서 무작위로 부여하였으며, 해석단면의 상하부 영역을 채굴공동 부근의 암

반에 2배에 해당하는 절리간격으로 설정하여 해석의 효율성을 고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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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Numerical model of hybrid room-and-pillar mining method

4.2 입력물성 산정

수치해석을 위한 동적입력물성의 산정을 위해 별도의 실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암반과 절리에 대한 정적물성은 동일한 지역의 

시추코어를 대상으로 실내시험을 수행한 Kwon et al.(2016)의 결과를 참조하였다(Table 2). 암반의 측압계수 또한 Daesung 

MDI(2014)의 수압파쇄 시험으로부터 얻어진 현지응력 값을 참고하였으며, 해석단면을 기준으로 측압계수를 환산하여 1.41의 값

을 적용하였다.

Table 2. Properties of rock and joint for numerical analysis (Kwon et al., 2016)

Rock

Rock type
Unit weight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ree)

Tensile strength 

(MPa)

Shale 2,720 11.0 0.20  2.0 40.0  1.5

Limestone 2,710 55.2 0.22 24.5 39.0 11.3

Joint

Type
Normal stiffness

(MPa/mm)

Normal stiffness

(MPa/mm)
Cohesion (MPa)

Friction angle

(degree)

Joint 6.74 7.41 0.22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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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의 동적물성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ASTM에서 제안하고 있는 ASTM C 215시험법에 따라 양단자유 공진주시험

(Free-free resonant column test)을 수행하였으며, 공진주파수, 동탄성계수, 동전단계수, 감쇠비 등의 동적물성을 산정하였다.

양단자유 공진주시험은 충격반향기법을 이용한 방법으로 충격해머를 이용하여 시편에 길이방향으로 충격을 주고 그 공진주파

수(Resonance frequency)를 측정하여 동적물성을 산정하는 방법이다. 시험편에 부착되는 가속도계의 위치와 충격해머의 타격점

에 따라 종파 모드(Longitudinal mode)와 비틀림파 모드(Torsional mode)의 공진주파수를 측정할 수 있으며, Fig. 14는 종파 모드

의 양단자유 공진주 시험의 전경이다. 양단자유 공진주시험의 감쇠비는 공진주파수에서 진폭의 0.707배에 해당하는 Half-power 

bandwidth method를 이용하여 산정할 수 있으며, 이로부터 산정된 암석의 동적물성은 Table 3과 같다. Fig. 15는 시험에서 가속도

계에 감지된 진폭을 FFT(Fast Fourier Transform)변환하여 주파수 영역으로 표현한 것이다.

본 연구대상 광산의 석회석은 종파 모드에서 24,748 Hz 공진주파수를 가지며, 0.30 %의 감쇠비를 나타낸다. 비틀림파 모드에서

의 공진주파수는 14,195 Hz이며, 0.78 %의 감쇠비를 갖는다. 종파는 파동의 진동방향과 매질을 이동하는 진행방향이 일치하기 때

문에 비틀림파에 비해 높은 공진주파수와 낮은 감쇠비를 갖는 것으로 분석하였다.

Fig. 14. Picture of free-free resonant column testing system

Table 3. Dynamic properties of rock specimens

Longitudinal wave

Velocity of

longitudinal

wave (m/s)

Resonant

frequency

(Hz)

0.707 

Damping ratio (%)

Dynamic

Young’s

modulus (GPa)
f1 (Hz) f2 (Hz)

5,268 24,748 24,659 24,801 0.30 75.71

Torsional wave

Velocity of

longitudinal

wave (m/s)

Resonant

frequency

(Hz)

0.707 

Damping ratio (%)

Dynamic

Young’s

modulus (GPa)
f1 (Hz) f2 (Hz)

3,022 14,195 14,101 14,252 0.78 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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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ongitudinal mode (b) Torsional mode

Fig. 15. Resonant frequency from free-free resonant column test

4.3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동적수치해석의 입력파형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른 진동파형의 전파양상과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예비 수치

모델의 해석을 수행하고, Fig. 13의 채광순서에 근거하여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을 모사한 해석을 수행하였다.

채광순서에 근거한 해석은 단계별로 채광이 진행됨에 따른 채굴공동과 광주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변위발생 및 소성영역 

분포도, 주응력 분포도를 분석하였으며, 채굴공동과 광주의 불안정성이 확인되는 단계까지 해석을 진행하였다.

4.3.1 예비 수치모델의 해석결과

상부 채굴공동인 Level 2의 계측지점에서 측정된 속도벡터의 시간이력은 Fig. 16과 같으며,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

법은 이론적인 계산식 및 경험식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Fig. 9의 현장에서 계측된 진동파형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a) Theoretical and empirical method                                 (b) Direct measuring method

Fig. 16. Particle velocity patterns at measurement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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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는 현장에서 계측된 발파진동 값과 동적수치해석에서 실측발파진동과 이론적 및 경험식에 의한 발파하중을 입력 자료로 

이용하여 계측된 발파진동 값을 비교한 결과이다. 20 m 이격된 거리에서 계측된 발파진동의 크기는 이론적 및 경험식에 의한 발파

하중을 이용한 해석, 현장에서의 계측, 실측발파진동을 이용한 해석의 순이며, 이론적 및 경험식에 의한 발파하중을 이용한 해석은 

다른 두 방법의 발파진동보다 31.78 mm/sec 이상의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한 

이론적 및 경험식에 의한 발파하중은 현장의 암반 및 절리특성과 지연시차, 발파공법 등의 발파조건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Table 4. Peak particle velocity obtained from field measurement and their applications to dynamic analysis

Type Applied method of blast load Distance from blast (m) Peak particle velocity (mm/sec)

Field measurement -

20

42.80

Dynamic analysis
Direct measuring 35.98

Theoretical and empirical 74.58

또한 실측발파진동을 이용한 해석의 발파진동은 실제 계측된 발파진동에 비해, 6.82 mm/sec 작은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 이는 실제의 발파효과에 비하여 다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하나, 실제의 암반과 수치모델에 모사된 암반

의 절리분포, 암반의 물성 등을 고려할 때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하는 방법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았을 때, 현장의 지질특성과 발파조건을 반영하고 있는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한 발파진동을 입력 자료로 

이용하는 것이 이론적 및 경험식에 의한 발파하중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것에 비해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되며,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한 발파진동을 연구대상 광산의 갱내채광장을 모사한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였다.

4.3.2 갱내채광장의 동적수치해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대상광산의 현장상황이 반영된 갱내채광장의 안정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Level 2의 채광이 완료된 광산의 상황을 

모사하여 갱내채광장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후에 예비 수치모델에서 적정성이 검증된 실측진동파형을 적용하여 Level 3

의 채광단계별로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17은 Level 2의 채광이 완료된 갱내채광장의 수치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Fig. 17(a)와 Fig. 17(b)의 변위 발생양상 및 응

력텐서 분포도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채굴공동의 천반에서 최대 1.41 cm의 변위를 갖는 소규모 낙반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채굴공동 주변의 응력 재분배로 인해 채굴공동 상부의 응력아치를 형성하기 때문에 채굴공동의 안정성은 확보된 것으로 판

단된다.

Level 2의 채굴공동 상부에서 소수의 활동성 인장파괴 영역이 관찰되고 있으나, 채굴공동의 주변에서 절리면의 응력이완 현상이 

확인되지 않기 때문에, 이는 채광장에 분포하는 절리들에 의해 생성된 암석의 형상에 의한 영향이며, 이로 인하여 채굴공동의 불안

정성을 야기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Fig. 17(c)와 Fig. 17(d)).

Fig. 17(a)~(d))의 결과로부터 Level 2의 채광이 완료된 채굴공동은 국부적으로 불안정한 요인이 확인되나, 채굴공동의 역학적

인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태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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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은 Level 3의 2번째 채굴공동의 채광에 대한 동적수치해석 결과이다. Level 3의 1번째 채굴공동의 채광에 대한 동적수치

해석 결과는 Level 2의 채광이 완료된 갱내채광장의 수치해석 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별도의 안정성 분석을 수

행하지 않았다.

Level 3의 2번째 채광에 대한 변위발생 양상과 응력텐서 분포는 Fig. 18(a)와 Fig. 18(b)과 같다. Level 2의 채굴공동 천반에서 

약 4 m의 대형 암괴가 탈락되어 천반이 붕락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으며, 붕락된 천반 주변의 암반에서 활동성 인장파괴 영역도 

나타나고 있다. 또한 Level 2의 채굴공동과 Level 3의 채굴공동 사이에 존재하는 수평 안전광주에서는 다량의 변위가 확인되지는 

(a) Displacement vector plot (b) Stress distribution

(c) Plastic zone distribution (d) Distribution of joints with zero normal stress

Fig. 17. Results from numerical analysis on Level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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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지만, 활동성 인장파괴 영역이 넓은 지역에 걸쳐 다수 분포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수평 안전광주가 인장파괴에 의해 이완된 상태

이나, 수평방향에서 작용하는 측압에 의하여 변위가 억제된 것으로 분석된다.

Fig. 18(c)의 응력텐서 분포도에서 Level 2의 채굴공동 상부에서 응력해방 현상이 확인되고 있으나, 천반이 붕괴된 영역의 상부

에 응력아치가 형성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Fig. 18(d)의 응력이 이완된 절리의 분포도에서도 동일하게 확인할 수 

있다. 또한 Level 2의 일부 수직광주에서는 절리의 경사방향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양상을 보이며 있으며, 약 8 MPa의 압축응력이 

Level 2의 우측에 위치한 수직광주 하부에서 관찰되고 있다. 이러한 응력집중 현상은 안전범위 이내이나, 광주에 분포하는 활동성 

(a) Displacement vector plot (b) Stress distribution

(c) Plastic zone distribution (d) Distribution of joints with zero normal stress

Fig. 18. Results from dynamic numerical analysis using the measured vibration waveform (at the 2nd stage of excavation in Level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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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파괴 영역으로 인하여 채광장의 불안정성이 야기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분석결과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Level 3에서의 발파에 의한 채광활동이 채광장의 천반붕락과 수직 및 수평광주의 불

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채광활동을 위해서는 채굴공동의 천반과 광주에 대한 추가 보강 대책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파진동이 석회석 갱내채광장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대상 광산의 암반과 절리의 특성을 조

사하였으며,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하기 위하여 발파현장에서 계측을 수행하고 계측된 진동파형을 발파지점의 진동속도로 변환하였

다. 이로부터 변환된 진동속도를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이용하여, 불연속체 기법의 동적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대상 광산에는 급경사를 갖는 주절리군이 서로 직교하는 형태로 분포하고 있어, 절리의 거동특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

하고, GSI 및 RMR 분류법을 이용한 암반상태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보통이상의 암반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 동적수치해석에 의한 석회석 갱내채광장의 안정성 평가시 사실적인 발파현상을 모사하기 위하여 연구대상 광산에서 총 6회

의 발파를 수행하여 발파진동을 직접적으로 계측하고, 이를 기반으로 진동파형에 관한 삼승근 환산거리의 발파진동 추정식

을    와 같이 산정하였다. 이를 이용하여 발파경계면에서의 진동파형을 추정하였으며, 발파경계면에서

의 발파진동은 20 m 이격된 계측지점에서의 발파진동에 비해 약 7.3배 증폭된 파형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동적수치해석의 입력파형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른 동적수치해석 결과와 현장에서 계측된 발파진동 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입력파형을 추정하는 방법에 따른 적용성을 검토한 결과, 동적수치해석에서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은 이론

적 및 경험식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비해 현장에서 계측된 발파진동 파형과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파진동 

값 또한 6.82 mm/sec의 근소한 차이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기존의 이론적 및 경험식을 이용하는 방법이 현장의 암

반 및 절리특성과 발파조건을 고려하지 못하는데 반해,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하는 방법은 현장 및 발파의 모든 조건이 진동파

형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로부터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한 발파진동을 동적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합

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주방식 하이브리드 채광법을 적용한 대상광산의 안정성을 확인하고자 채광작업으로부터 발생되는 발파진동을 고려한 불연

속체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채광이 완료된 Level 2의 채광장에서는 소규모의 낙반, 활동성 국부적인 활동성 파괴영역과 

같은 불안정한 요인이 확인되고 있으나, 채굴공동 상부의 응력아치가 형성되어 채굴공동의 안정성이 확보된 것으로 판단하

였다. 이후 단계에서는 Level 3에서의 발파작업에 의한 채굴공동 천반에서의 대규모 변위발생과 채굴공동의 주변 및 안전광

주에 분포하는 활동성 파괴영역의 확장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는 발파작업에 의하여 채굴공동 주변과 광주에 안정적으로 형

성되었던 응력이 교란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본 연구대상 광산에서는 발파에 의한 채광활동

이 채광장의 불안정성을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채광활동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보강 대책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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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실측진동파형을 이용하여 갱내채광장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방법은 암반의 특성과 발파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없

는 기존의 방법이 갖는 불확실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높은 안전율이 요구되는 터널 및 지하공간에서의 

발파, 기계굴착 등의 동적 하중을 고려한 안정성 분석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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