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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 커팅 스플리팅 공법의 적정 압입력 추산을 위한 분석해
이상민1, 김문규2, 조정우3*, 유상화4
1,2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연구원, 3한국생산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 4효창엔지니어링(주) 이사

Estimating and Analyzing the Appropriate Pressing Force of the Rock
Cutting Splitting Method
Sang-Min Lee1, Mun-Gyu Kim2, Jung-Woo Cho,3* and Sang-Hwa Yu4
1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3
Principal researcher, Korea Institute of Industrial Technology
4
Director, Hyochang Engineering
2

*Corresponding author: chojw1665@kitech.re.kr

ABSTRACT
Received: November 30, 2021
Revised: December 21, 2021
Accepted: December 21, 2021

This technical report briefly introduced the rock cutting splitting method under development.
This method is a method of excavating the rock by splitting the block after the rock cutting
process. After designing the cutting geometry of the rock face, the chisel is press-fitted to
remove the rock block. At this time, when the cutting block is properly designed, the tensile
crack propagates smoothly at the bottom of the rock block. An analytical solution was devised
to estimate the indentation force required for splitting rock blocks using fracture toughness
mode 1 required for tensile crack growth. The impact force of the hydraulic breaker of the
excavator was analyzed, and the grade of the excavator that can b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 rock block design geometry was analyzed.
Keywords: Cutting splitting, Rock block, Tensile crack, Fracture toughness

초록
본 기술보고는 개발 중인 암반 커팅 스플리팅 공법을 간략히 소개하였다. 이 공법은 암반 커팅 공정 후 블
럭을 스플리팅하여 암반을 굴착하는 공법이다. 암반면의 커팅 지오메트리를 설계한 후 치즐을 압입하여
암석블록을 제거하는 방식이다. 이 때 적절하게 커팅블록이 설계되어야 원활한 암석블록 하단부에 인장
균열이 원활히 전파된다. 인장균열 성장에 필요한 파괴인성 모드1을 이용하여 암석블럭의 스플리팅에
필요한 압입력을 추산하는 분석해를 고안하였다. 굴착기의 유압브레이커의 타격력을 분석하였고, 암석
블록 설계 지오메트리에 따라 시공가능한 굴착기 등급을 분석하였다.
핵심어: 커팅 스플리팅, 암석블록, 인장균열, 파괴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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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통상적으로, 지반 및 터널 공사 시 중경암 이상의 암반 노두가 표층부 또는 토사 면에 돌출된 경우에는 발파를 이용하여 제거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하지만 최근 공사 지역이 도심지의 민가가 인접한 곳은 발파가 제한되는 경우, 유압 브레이커를 이용하여 암반을
굴착하는 사례가 많다. 하지만, 유압 브레이커 작업은 2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 번째 문제점은 유압브레이커의 큰 소음으로
도심지에서 작업 시 빈번한 민원이 발생하여 공사 지연이 생긴다는 점이다. 실제 유압브레이커의 타격 시 음향파워레벨은 평균
104~129 dB(A)(Ministry of Environment, 2011, Seoul Citizens' Environmental Cooperation, 2016)로 도심지 내 공사에 적합
하지 않다. 두 번째 문제점은 중경암 이상의 암반조건서 굴착속도가 매우 저하된다는 것이다. 실제 경암 수준 작업 환경의 경우 유
압 브레이커의 1일(10시간) 작업량이 3-5 m3 미만으로 알려져 있다(Cho et al., 2017, Ministry of Science and ICT, 2018). 이러한
이유는 암석은 인장 강도에 비해 압축 강도가 매우 크나, 치즐의 타격은 암반면의 수직면에서 가해져 압축응력이 주로 전달되기 때
문이다.
위와 같은 이유들 때문에 최근 무진동 암반파쇄 공법이 개발되어 적용되고 있다. 암반 파쇄와 관련된 무진동 기법의 예로는 워터
젯 방법과 슈퍼웻지 방법이 있다. 워터젯 방법은 초고압(200~400 MPa 이상)으로 응축된 연마 혼합물을 노즐을 통해 암반 표면에
분사하여 원하는 형상으로 절단하는 방법을 이야기하며(Choi and Yang, 2001, Kim and Song, 2015), 슈퍼웻지 방법은 사전 천공
을 진행한 구멍에 특수 유압장비(균열가이드+유압스플리터)를 삽입하여 암반을 파쇄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Lee, 2004, Won et
al., 2006, Jeong and Ko, 2015). 두 방법은 암석 파쇄 시 유압 브레이커 대비 진동 및 소음이 적은 기법이기 때문에 도심지 등의 작
업에 적합하지만, 작업 공정 속도는 여전히 느려 공사기간이 길어진다는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추가적으로, 워터젯의 경우 이
격거리가 20cm이상일 때 절삭성능이 급격히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Oh and Cho, 2012). 슈퍼웻지의 경우 별도의 천공공정이 필요
하며 경암굴착 시 시공속도가 급격히 낮아지는 단점이 역시 존재한다(Lee et al., 2015, Cho et al., 2017).
본 보고에서는 새로운 공법인 커팅-스플리팅 공법을 소개한다. 해당 공법은 적절히 낮은 소음, 진동을 유발하며 비교적 빠른 굴착
속도를 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커팅 스플리팅 공법의 현장적용을 위하여 수행하였던 스플리팅 진행에 필요한 압입력을 추산하
는 분석해 고안 방법과 굴착기 유압브레이커 타격력 분석의 방법을 설명하고, 암석강도별 적정 압입력 제안 및 암석블록 설계에 따
른 시공 가능한 굴착기수준을 추정하였다.

2. 커팅 스플리팅 공법 소개
커팅 스플리팅 공법이란 암반표면을 특정 깊이로 컷팅한 후 치즐이나 스플리터를 이용하여 암반 기저면의 인장균열을 발생시켜
일정한 크기의 암석블럭을 암반표면으로부터 떼어내는 공법을 말한다(Ko et al., 2019)(Fig. 1). 무진동공법이기에 발파가 허용되
지 않는 터널공사에 적용가능하며 터널굴착과 동시에 일정한 크기의 석재를 획득하여 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하다.
현재 활용 중인 무진동 공법과 비교하여 보면 워터젯 공법에 비해 기계식 커터의 에너지 효율이 높고, 커팅 속도도 2배 이상 빠르
다. 슈퍼웻지 공법과 비교하여도 상대적으로 균열제어가 쉽고, 균질한 형태의 석재를 획득 가능하며, 슈퍼웻지의 천공공정시간에
비해 커팅공정은 30%이상 시간을 절감할 수 있고, 스플리팅의 효율이 높아 50% 이상 높은 굴진율을 기대하고 있다(Cho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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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팅 스플리팅 공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우선 암반을 커터로 절삭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재 기술 개발을 통해 굴삭기에 적용
가능한 2.0 m 급 다이아몬드 블레이드를 제작 완료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작업 가능한 굴착기 등급을 결정할 예정이다. 커팅 블록
절삭이 완료되면 스플리팅 작업을 진행한다. 스플리팅에도 다양한 방법이 존재하는데(인덴터 압입 방법, 치즐 타격 방법) 본 기술보
고에서는 치즐 타격 방법을 활용하는 것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치즐 타격 방법은 Fig. 2와 같으며 쐐기를 치즐로 타격하여 직접
커팅면을 사이를 압입하는 방식이다. 치즐 타격 방법은 유압브레이커 등을 사용하면 순간적으로 치즐이 압입되므로 (타격 순간은
1 ms 이하로 추정) 마찰력을 극복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별도의 가이드나 카운터 웻지를 사용하지 않고, 치즐을 통해
직접 타격하는 방법이 작업 시 더욱 효율적이기 때문에 본 방법을 적용하였다.

Fig. 1. Basic concept of the cutting splitting method

Fig. 2. Force and moment diagram during chisel inse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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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입력 추산 분석해 도출
3.1 암석의 인장강도와 인장응력 분석
3.1.1인장력 및 인장응력 가정
응력확대계수를 계산하기 위하여 자유면 쪽에 위치하여 스플리팅 예정인 암석블럭을 치즐하중으로 받고 있는 외팔보로 가정한
다. 여기서 P/2는 치즐의 수직력이 절반으로 분할된 값이고, H는 치즐에 압입에 의해 발생하는 수평힘이다. 외팔보가 수평력 H를
받고 있을 때, 간접적으로 발생하는 수직인장력을 σt라고 하면, 응력확대계수(   )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a는 외팔보에 가상으로 존재하는 노치의 길이이고,  는 무차원 형상확대계수로서 시편의 형상, 노치 길이, 하중형태의 영
향을 받는 인자이다. 식 (1)에서 외팔보 고정단 상단지점(균열개시부)의 인장응력은 재료역학의 빔 이론에 따라 식 (2)와 같이 제시
된다.

  
 

(2)

이 수식에서 블록형상과 관계된 인자로 w는 폭, s는 간격, d는 높이이다.
여기서 한 가지 유념해야 할 것은 식 (2)은 수평력(H)에 의한 인장응력 요소만 계산되었다는 점이다. 따라서 정확히 파괴인성을 계
산하기 위해서 수직력(P/2)의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고태영 외, 2019). 수직력은 집중하중 형태로 가해지므로, 분석해를 통해 계산
하려면 집중하중(P/2)에 의한 블록내부의 압축응력 분포를 가정해야 한다. 본 사례에서 하중인가 지점은 선하중 형태의 P/2 하중을
인가하고 있기 때문에 모멘트,     이므로,   모멘트 항을 계산하면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           








(3)

그러면 외팔보의 균열개시 지점의 인장응력 합산분의 분석해는 식 (4)와 같이 계산된다.



       

 

(4)

3.1.2 응력확대계수 계산
본 연구에서는 선행문헌(Seo and Lee, 2016)의 결과 그래프의 실험값과 FEM해석 3개 데이터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지수함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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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귀하였다(식 (5)). 해당 회귀한 그래프의 y절편값을 균열길이(a/H)가 0으로 수렴할 때의 무차원 형상계수값으로 정의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노치가 존재하지 않는 암반블럭의 인장파괴 시 무차원 형상계수는 1.23으로 결정되었다.
      exp   

(5)

Fig. 3. Estimated normalized shape factor (F) of cantilever beam

3.1.3 인장균열 개시 및 확장 조건식
수평력에 의한 인장응력에서 수직력에 의한 압축응력 분을 빼면, 균열개시 지점의 인장응력을 구할 수 있다. 따라서 해당 지점의
인장응력이 암석의 인장강도를 초과하면 인장균열이 개시된다고 판단한다.
 cos  sin  
∵   
sin   cos 

(6)



  ≥ 
       




위에서 전개된 수식을 이용하여 파괴인성(   )을 인장응력과 초기균열의 길이의 관계로 나타낼 수 있고, 해당 인장응력으로부터
유발된 파괴인성(   )이 암석 고유의 파괴인성(   )를 상회할 때 균열이 확장된다.
    
     
 ≥  

(7)

여기서 초기 노치의 길이, a=0인 조건인데, 이렇게 되면 K=0이 되어 파괴인성 P로부터   를 구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압입으로 유발되는 인장응력과 암반 고유의 인장강도의 비교를 통해서 먼저 균열개시를 확인하고 초기 균열의 길이(a)를 아주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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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로 가정해서 파괴역학으로 추가변위를 분석하는 순서로 분석을 진행해야 한다.

3.2 암석의 인장강도와 인장응력 분석
3.2.1 암석의 등급별 인장강도
분석을 위해서 암석의 등급별 인장강도를 추산해야 한다. Table 1은 3점굴곡시험시 암석강도 등급별로 제작한 콘크리트 및 암석
시편의 물성정보이다. 경암모델인 황등화강암과 중경암 모델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각각 9.15, 5.74 MPa로 추정되었다. 이는 인
장강도/압축강도의 비율은 5~10%의 범위였으며, 고강도 취성재료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the testing specimens
Rockclass

High

Medium

Moderate

Low

Benchmark

100 – 240

50 – 100

25 – 50

5 – 25

Properties

Hwangdeung granite

High strength concrete

Normal strength concrete

low strength concrete

UCS (MPa)

184

57

41

21.3

BTS (MPa)

9.2

5.74

3.73

2.44

Specific gravity

2.65

2.23

2.17

2.02

Porosity (%)

0.63

10.75

12.48

-

P-wave (m/s)

3,530

4,370

4,230

-

S-wave (m/s)

1,950

2,300

2,260

-

Young’s modulus (E, GPa)

42.3

26.9

16.3

10.5

Poisson'sratio (v)

0.18

0.2

0.2

0.22

Shear modulus (G, GPa)

17.9

11.2

6.8

4.3

3.2.2 설계인자에 따른 인장응력 유발 수준
본 공법은 주로 극경암, 경암, 중경암 등 강한 암반에 대해서 기존의 공법의 굴착 효율이 좋지 않은 경우 적용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경암의 적용확률이 가장 높지만, 우선 강도가 높은 순서로 전체 암반등급에 대해 인장균열 개시조건을 분석하였다.
실제 시공 시 선택사항은 굴삭기의 타격 압입력(P)이다. 해당 암반의 인장파괴 시 파괴인성을 알고 있다고 가정하면 위의 수식을
P에 대해서 풀 수 있다. 식 (6)의 우변의 중괄호의 내부항을 A, B, X로 치환하면 아래와 같이 P에 관한 식을 얻는다.
          

(8)

여기서 상수 A는 수평력 H에 의한 인장응력 유발분이고, B는 압축력 P/2에 의한 압축응력 유발분이다.
좌변의 인장응력이 예상되는 우변의 암석의 인장강도(BTS, Brazilian tensile strength) 수치보다 큰 경우 인장균열이 연결된다
고 판단할 수 있다. 형상인자(geometric factor)로는 d, w, s가 있다. d는 클수록 필요한 인장응력이 감소하고, w와 s는 클수록 더 높
은 인장응력이 필요하게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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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값은 암석의 물성값이므로 상수로 설정하고, 인장응력을 미리 선정한 형상인자와 치즐각도에 대해 분석해보았다.
3.2.3 변수분석
개발 중인 공법은 5개의 설계변수가 있다. 각 변수의 수준에 따라 스플리팅이 가능한 압입력을 산출하기 위해 변수분석을 실시하
였다. 이를 변수분석을 통해 각 인자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Table 2, Fig. 4). 식 (16)을 구성하고 있는 계산상수 X에 대한 A, B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임의의 치즐각도, 마찰계수 등을 입력하여 계산한 결과, A의 영향이 80%, B의 영향이 약 20%로 분석되었다.
결국 스플리팅시 수평력(H)의 영향력이 지배적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B는 커팅깊이(d)의 영향만 받기 때문에 다른 변수
가 증가할 때 인장응력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 축소된다. 따라서 경우에 따라 계산식의 간소화를 위해 B의 계산을 생략해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된다.
설계인자 중 하나인 커팅간격(s)의 영향도를 분석하였다. 압입력(P)이 굴삭기 자중(30 tonf)만큼 입력된다고 가정했을 때(P=30
tonf), Table 1의 입력값을 기준으로 커팅간격에 대한 변화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커팅간격이 증가할수록 유발되는 인장응력은 급
속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커팅깊이(d)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커팅깊이가 깊을수록 인장응력 유발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한
다. 다만, 커팅깊이가 0.2이하로 매우 낮으면 수직력의 영향(상수 B)이 수평력(상수 A)에 비해 매우 커지므로, 오히려 압축력이 도
출되어 스플리팅이 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30톤 굴삭기 자중만으로 압입하려면 s/d의 비율이 0.9이상으로 설계되어
야 스플리팅이 가능하다. 커팅폭(w)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커팅폭은 변화양상은 커팅간격과 유사하게 감소하였으며 커팅간격에
비해 영향도는 낮았다. 커팅간격의 영향력이 더 크므로, s의 종속변수로 취급하여 분석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치즐각도(α)
의 영향을 마지막으로 분석하였다. 치즐각도가 증가할수록 인장응력 유발분이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치즐각도를 작게 설
계할수록 스플리팅에 유리하다. 현재 형상조건(s,d,w=0.5)에서는 30톤의 압입력으로 화강암의 스플리팅이 가능하지 않다.
Table 2. Effect of calculation constants according to random input variables
variable

abbreviation

unit

input

conversion unit

conversion value

influence

chisel angle

α

degree

7

rad

0.122

coefficient of friction

μ

-

0.4

-

0.4

cutting depth

d

m

0.5

m

0.5

cutting width

w

m

0.5

m

0.5

cutting interval

s

m

0.5

m

0.5

calculation constant

  

MPa

6.55

MPa

6.55

73.2%

calculation constant

  

MPa

2.40

MPa

2.40

26.8%

calculation constant

  

MPa

4.15

MPa

4.15

100.0%

press force

P

tonf

30

MN

0.30

horizontal force

H

tonf

27.3

MN

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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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Relation between induced tensile stress by cutting splitting factor; (a) interval of cutting, (b) depth of cutting, (c) width of
cutting, (d) angle of chisel

3.3 인장균열 확장조건 분석
3.3.1 균열확장 조건식
3점굴곡시험을 통해 암석고유의 파괴인성(   )값을 측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외팔보에서 응력이 확장되기 위한 인장응력 조건은
위의 수식을 아래와 같은 부등식으로 변형하면 된다.
  ≧     or     

(10)

 


      
    


 



여기서  는 균열확장 임계인장응력(critical tensile stress)를 의미하고, 유발된 인장응력(  )이 임계응력값을 초과할 때 균열이
확장된다. 다시 말해 파괴인성(   )과 임계인장응력(  )은 암석고유의 값이고, 응력확대계수(   )와 유발인장응력(  )는 조건
(블럭형상과 균열길이, 하중조건)에 따라 변화하는 값으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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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인장강도과 파괴인성 결합해 제안
단순히 파괴역학만 사용하면 노치길이가 작아질수록 균열확장 필요인장응력이 무한히 증가하고, 0일때는 무한대가 되어 현실적
이지 않다. 따라서 노치길이가 0이거나 아주 작을 때 인장강도(BTS)를 입력하여 인장강도로 수렴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방
법을 활용하면 초기 균열개시 조건식과 균열확장 조건식을 결합하면 스플리팅 공정의 균열의 생성부터 진행까지 일련의 과정을 연
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 노치길이비가 0일 때의 균열확장응력에 대상암석의 BTS를 입력하고 그보다 높은 값은 BTS로 수렴된다.
결과적으로 특정 요소의 인장파괴 시 인장강도보다 높은 인장응력이 필요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 조건을 만족하게 된다.
3.3.3 균열확장 결합해 예시
균열확장이 가능한 인장응력조건의 경우 암반 자체의 인장강도(BTS)보다 높은 해는 물리적으로 가능하지 않으므로, 해당 수
식은 BTS로 치환하고, 나머지 부분만 파괴역학적 임계응력으로 계산한다.
          if

(11)

    ≤        

여기서,   는 균열개시 시점의 유발인장응력이고, 임계 균열확장응력(  )은 위에서 언급한 무차원 형상계수(  ) 회귀식으로부
터 식 (12)와 같이 도출된다.
 
   
 


(12)


      exp    


(13)

식 (13)을 통해서 스프리팅 공법 적용 시 암석블럭 기저면의 초기균열개시부터 확장단계 종료 시까지 필요응력을 예측하였다.

4. 브레이커의 타격력
4.1 브레이커의 타격력 조사
치즐 타격력 예측은 타격변형과 단면적, 탄성계수를 통해 예측이 가능하다 . 이를 위해 타격 시험을 진행하였다. 타격 변형량을
보기 위해 별도의 스트레인 게이지를 부착하였으며, 이를 활용하여 타격력(F)을 376.6 tonf으로 도출한 바 있다(So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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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굴삭기 등급별 예상 타격력 조사
스트레인 게이지를 이용한 유압브레이커 치즐의 타격에너지 시험법을 통해 산출된 굴삭기 등급별 추산된 타격력은 다음 Table 3
과 같다. 유압브레이커의 규모의 증가는 치즐 단면적, 유압에너지의 상승효과로 타격력 또한 증가된다. 일반적으로 토목공사에 사
용도가 높은 30~36톤급 유압브레이커의 경우, 순간 타격력은 굴삭기 중량의 10배, 유압브레이커 중량의 124배 이상의 힘을 가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5를 지수함수로 회귀하면 식 (14)를 얻을 수 있다. 대부분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굴삭기의 등급은 3톤~50
톤이므로 해당 식 (14)를 통해서 유압브레이커의 타격력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p   

(14)

Table 3. Hydraulic breaker strike force by excavator class (Park et al., 2007, Song et al., 2017, Yoon et al., 2017)
Excavators
weight
[M, ton]

Hydraulic
Breaker
Weight
[m, kg]

Chisel diameter
[d, mm]

Chisel
cross-section
[Ac, mm2]

Chisel
cross-section
[με]

strike energy
[e, kJ]

striking force
[F, tonf]

F/M
Ratio

F/m
Ratio

3~6

333

70

3848.5

3.60.E-04

0.3

29.1

4.8

87

30~36

3,033

165

21382.5

8.42.E-04

4.7

376.6

10.5

124

45~52

3,720

175

24052.8

1.70.E-03

6.6

858.7

17.2

231

Fig. 5. Impact force of hydraulic breaker vs. excavator weight

4.3 암석강도별 적정 압입력 분석
본 과정을 통한 최종목적인 암석강도별 적정 압입력을 제안하였다. 식 (9)를 역산해서 인장강도(BTS)에 따른 필요한 압입력(P)
을 구한 후 브레이커 자중대비 타격력 그래프의 회귀식(식 (5))을 이용하여 추정할 수 있다(식 (15)). 이 과정에서 우변의 괄호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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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Y로 단순화하면 최종적으로 식 (6-1)을 얻고, 이를 P에 대해 정리하면 식 (16)과 같다.



       

 

(15)

 cos  sin  
∵   
sin   cos 



     



  cos  sin  
    
  sin  cos 

 




(6-1)




   


(16)

식 (16)에서 적정 P가 구해지면, 식 (14)에 대입하여 브레이커 자중등급(M)으로 환산할 수 있다(식 (17)~(18)). 여기서 타격력
(   )은 식 (17)의 압입력(P)과 같은 의미이다.
         exp    




  
   ln 



(17)



(18)

식 (15)~(18)의 결과를 길이 0.5 m를 가지는 정육면체 암석블록을 스플리팅하는 사례에 대해서 계산하면 Fig. 6과 같다. 이 결과
를 통해 현재 제작한 커터의 절삭 수준(컷팅깊이 0.8 m)을 고려하여 분석하면 20~25톤급의 굴삭기로 경암까지 스플리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 Examples of appropriate pressure input by rock grade and breaker grade conversion (Park and Kim, 2006, Park et al.,
2007, Song et al., 2017, Yoon et al., 2017)
Rock class

Very high strength

High strength

Medium strength

Moderate strength

Low strength

Benchmark

240-

100 – 240

50 – 100

25 – 50

5 – 25

Material (Unit)

estimate

Hwangdeung granite

High strength concrete

Normal strength
concrete

low strength concrete

UCS (MPa)

250

184

57

41

21.3

BTS (MPa)

15

9.2

5.7

3.7

2.4

P_need (MN)

1.08

0.66

0.42

0.27

0.18

P_need (tonf)

108.5

66.2

41.5

26.8

17.6

M (ton)

16.9

11.7

8.0

5.5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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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esirable excavators’ weight level according to BTS of rocks

5. 결 론
본 기술보고에서는 커팅 스플리팅 공법의 소개와 현장 적용 예측을 위해 고안한 압입력을 추산 분석해를 설명하였으며, 브레이커의
타격력을 추정하였다. 커팅 스플리팅 공법은 기존에 활용하던 유압브레이커의 단점을 보완하며 무진동 암반파쇄의 느린 속도를 보완
한 기술로서, 암반을 대형 커터로 절삭 후 치즐이나 스플리터를 이용하여 일정한 크기의 암석블럭을 암반표면으로부터 떼어내는 공법
이다. 본 공법을 활용하기 전에 적절한 수준의 암석블록 사이즈를 설정하기 위하여 암석블럭의 스플리팅에 필요한 압입력을 추산하는
분석해를 고안하였다. 유압브레이커의 치즐 타격력을 분석하였으며 굴삭기 등급별 추산된 타격력를 추정하였다. 적정 압입력을 분석
한 결과 현재 개발된 2.0 m 커터를 사용하게 되면 20~25톤급의 굴삭기 수준에서 극경암까지 스플리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건설현장에서 일반적으로 활용하는 30톤급 굴삭기의 경우 암석 종류에 관계없이 스플리팅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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