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교신저자,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 석사과정

E-mail : somang @ doosan.com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철도구조연구실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철도전문대학원, 철도건설공학과, 교수

손상영역을 고려한 철도터널의 최적의 발파압력 선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Optimized Blasting Pressure Considering Damage Zone 

for Railway Tunnel

박종호† 엄기영* 조국환** 
Jong-Ho Park Ki-Yung Um Kook-Hwan Cho

ABSTRACT

  Since there is 70% of the land in South Korea is forest, tunnel constructions by blasting are common for building 
railways and roads. The damage to the bedrock and the development of overbreak near the face of the tunnel during 
the blasting directly affect the safety of the tunnel and the maintenance after the construc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investigate the damage zone in the bedrock after the blasting. The damage zone changes the properties 
of the bedrock and decreases the safety. Especially, 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of the damaged bedrock 
increases dramatically, which is considered very important in construction. There is a lack of research on the 
damage that bedrock is received with respect to the amount of explosives in blasting, which is required for the 
design of optimum support in blast excavation that maximizes the support of the bedrock. Therefore, in this 
research, numerical analysis was performed based on the field experiment data in order to understand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the bedrock after to the blast load and to analyze the damage that the bedrock receives 
from the blast load. In addition, a method was proposed for selecting the optimum blast pressure for train tunnel 
design with respect to the damage zone.

1. 서론

우리나라의 지형은 국토의 70%가 산지를 형성하는 지형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철도 및 도로의 건설

에 있어 발파에 의한 터널공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발파작업시 터널단면 주위에 발생하

는 암반의 손상과 여굴은 터널의 안정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완공후 유지관리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발파에 따른 암반의 손상영역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발

파시 암반의 손상영역은 암반의 특성을 변화시켜 터널의 안정성을 감소시키며 특히 손상이 발생한 암반

의 투수계수는 상당히 증가하는 특성을 지니므로 설계과정에서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고 있다. 암반의 

손상영역은 역학적, 열적, 수리적 그리고 화학적 과정들을 포함한 다양한 과정 중에 발생한 터널주변의 

암반이 원래의 암반과 다른 특성을 타나내는 영역을 의미한다. 현재 국내의 경우 암반의 지지력을 최대

한 활용하는 최적의 지보방법을 설계하기 위해 발파시 폭약량에 따른 암반의 손상영역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암반의 손상영역을 평가할 때 경험적인 측면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발파하중에 따른 암반의 거동특성을 파악하고 발파하중에 따른 암반의 손상영역을 분석

하기 위하여 현장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철도터널 설계시 손상

영역을 고려한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기 위한 방안을 연구하였다.

2. 발파하중 작용시 암반의 거동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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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파와 같은 동적 하중을 받는 재료의 강도는 일반적으로 재료가 갖는 정적 강도의 개념과는 다르

다. 그 이유는 재료가 갖는 정적 강도를 넘어선 응력 상태에서 항복이나 파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동적 하중을 받는 작용시간(duration of stress application)도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즉, 정적 강도를 넘어선 하중이 작용하더라도 항복이나 파괴를 일으키기 위해서는 적절한 

작용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따라서 재료의 강도와 동적 하중의 관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중의 크

기와 작용시간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하중재하율(loading rate)에 따른 재료의 거동특성에 대해 살

펴보아야 한다. 

  Zhao(2000)는 Bukit Timah granite에 대하여 일련의 동적 일축·삼축 압축시험, 일축·삼축 인장시험 

그리고 비구속 전단시험을 수행하여 동적 Mohr-Coulomb, Hoek-Brown 파괴기준을 제시하였다. 그림 2.1

에서 볼 수 있듯이 하중 재하율이 증가할수록 암석의 일축압축 강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를 

반대수식으로 나타내면 식 2.1과 같다.

  log   (2.1)

여기서,  σ
cd
 : 동적 일축압축강도(MPa), σ

cḋ
 : 동적 하중재하율

 σ
c
̇  : 의사정적 하중재하율(quasistaticloading rate) 5×10-2 MPa/s

  그리고 구속압력 σ
3 
와 하중재하율을 증가시키며 삼축압축실험을 수행하여 그림 2.2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비선형적인 σ
1-σ

3
 관계는 Hoek- Brown 파괴기준과 매우 흡사한 곡선을 나타내는데, 

이를 식 2.1을 이용하여 동적 Hoek -Brown 파괴기준으로 나타내면 식 2.2와 같다.

σ
1d= σ

3 + σ
cd (m σ

3/σ cd+ 1.0 )
0.5 (2.2)

그림 2.1 Bukit Timah granite의 하중재하율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변화(Zhao, 2000)

(a) Loading rate에 따른 강도변화 (b) 구속압력에 따른 강도 변화

그림 2.2  Bukit Timah granite의 하중재하율과 구속압력에 따른 삼축압축강도의 변화 (Zhao,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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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상이론

 3.1 발파로 인한 암반의 파괴와 손상

  발파로 인한 암반의 손상 및 교란 영역은 파괴영역, 손상영역 및 교란영역을 모두 포함하는 영역을 

의미한다. 파괴영역은 암반 블록이 암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영역이고, 손상영역은 미소파괴가 발

생하여 변형계수의 감소, 투수계수의 증가 등과 같은 암반 특성의 영구적인 변화가 발생하는 영역을 

말하며, 교란영역은 응력재분배등으로 인하여 응력상태가 변화하는 영역으로서 손상영역과는 달리 암

반 특성의 변화가 크지 않거나 회복될 수 있는 영역을 말한다(권지웅, 2002).

  화약의 기폭 직후 극히 짧은 시간 이내에 충격파와 고온·고압의 가스가 발생하게 된다. 충격파로 인

하여 발파공주위의 암반은 완전히 파쇄 되며 이러한 영역을 분쇄환(crushed annulus)이라고 한다. 발파

공 주위에 발생하는 접선방향의 인장응력으로 인하여 분쇄환의 바깥에는 방사상의 균열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 영역을 균열대(fracture zone)라고 하며 발파에 의한 암반의 파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화약의 폭굉에 의해 발생한 가스압은 충격파가 지나간 이후에도 상당한 시간동안 발파공 내에 높은 

압력을 유지하며, 균열내부로 침투하여 균열의 성장을 촉진시켜 발파공 주위의 방사상 균열을 더욱 더 

커지게 한다. 이러한 균열들은 서로 중첩되거나, 다른 발파에 의해 생성된 균열과 만나거나 자유면을 

만나게 되어 암반은 다양한 크기의 조각으로 파쇄되어 파석대를 형성하게 된다. 화약의 폭굉에 의한 발

파공 주위의 암반의 손상영역은 그림 3.1과 같다(Whittaker 등, 1992). 

Crushing
annulus

Fragment
formation zone

Explosive
charge

blasthole

Fracture
zone

그림 3.1 발파공 주위의 암반의 손상영역

 3.2 등방성 손상모델

  일부 초기 연속체 모델에서 변형률이 인장이면 즉시 미세 균열이 시작되거나 성장된다고 가정되었다

(Liu 등, 1993). 연속체 손상모델에서 인장응력이 정적 인장강도보다 작으면 재료가 파괴되지 않는다는 

실험결과에 근거하여 한계 변형률 값(critical strain value)이 사용되며 연속체 손상역학에서 어떤 균

열밀도에 해당되는 암반거동 상태가 결정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손상변수는 주어진 균열밀도에서 파

쇄확률(probability of fracture)로서 정의된다. 이 연구에서 파쇄가 형성되기에 충분한 한계 손상 값

(critical damage value)은 단위 부피당 적어도 균열이 1개 있을 때로 정의된다.

 3.2.1 균열밀도 

  암반은 등방, 균질, 연속체이고 미세 균열이 이미 존재하는 취성재료이다. 손상과정에서 손상은 기존 

미세균열의 성장과 생성으로 인하여 발생되며 이런 손상은 시간에 따라 누적되고 비가역적

(irreversible)이다. 손상역학 개념에서 재료의 한점에 응력이 작용되면 체적변형, 전단변형의 부피변

화가 발생된다. 체적변형률은 식 3.1과 같이 작용압력과 체적변형계수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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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여기서,   : 체적변형률,   : 작용압력,   : 체적변형계수(bulk modulus)

  체적 변형률은 미세 균열의 생성과 성장을 결정짓는 변수이다. 암반에 작용되는 인장응력이 정적 인

장강도가 초과되지 않으면 파괴는 없다. 따라서 한계 체적 인장변형률는 정적 인장강도로부터 정의된

다. 만약 재료의 인장변형률이 한계 인장변형률을 초과되지 않으면 재료는 안정된 상태이고 초과되면 

손상이 발생된다. 또한 응력이 정적 강도를 초과해도 충분한 시간동안 응력이 작용되지 않으면 파괴되

지 않는다(Bawden 등, 1993). 발파 손상은 식 3.2와 같이 시간과 응력의 함수로 누적된다(Liu 등, 

1993). 식 3.2를 미분형태로 표시하면 식 3.3과 같다.

 
 (3.2)

여기서,   : 균열밀도,   : 체적변형률,   : 한계체적변형률,   : 시간,    : 재료상수

 
   

  (3.3)

 3.2.2 재료상수 α,β,θ c의 물리적 의미

  재료상수   는 식 3.2와 같이 균열밀도 산정에 사용되고 인장하중이 작용되는 재료의 동적 파

쇄특성(dynamic fracture characteristics)이다. 물리적 의미를 설명하기 위하여 작용응력이 점진적으

로 증가되고 있는 일축응력상태의 작은 암 시료를 고려하면 응력이 정적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암 시

료는 파괴되지 않는다. 응력이 정적 강도가 초과되면 일련의 국부적 파괴가 발생되고 최종 파괴는 하중

증가율(loading rate)과 실제 응력크기에 좌우된다. 따라서 정적 강도가 파쇄과정에서 한계점(critical 

point)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계 체적 변형률은 식 3.4와 같으며 체적변형률이 한계 체적변형률까지 

도달되는 한계시간(critical time duration)은 식 3.5와 같다.

 


 (3.4)

여기서,   : 한계체적변형률,   : 포아송비,   : 정적인장항복강도

  ′


(3.5)

여기서,   : 한계시간,  ′ : 시간에 대한 체적변형률 변화

  암 시료에 응력이 작용되는 동안에 시간에 대한 체적변형률 변화는 일정하다고 가정된다. 재료상수 

β는 파쇄응력의 변화율에 종속되어 결정된다. 암반, 콘크리트 같은 취성재료에서 파쇄응력은 시간에 

따른 변형률 변화율의 3승근에 비례된다고 밝혀졌다. 따라서 암반의 동적 실험결과가 없는 경우, β는 

2가 적용된다. 균열밀도 함수에서 재료상수는 어떤 변형률 크기에서 미세균열의 생성을 나타내는 데 사

용되며 재료상수는 파쇄응력, 시간에 따른 변형률 변화율, 한계 손상변수, 균열밀도의 관계식으로부터 

식 3.6과 같이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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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6)

여기서,   : 파쇄응력,   : 포아송비,   : 정적 항복강도,   : 탄성계수,  

   : 변형률 시간 변화율,    : 재료상수   

 3.3 이방성 손상모델

  암반거동의 평가는 등방성 암반으로 가정되면 충분하다. 하지만 흠집, 절리, 약면 등의 불연속면이 

있는 암반거동은 전체적으로 이방성 특성을 갖게 된다(Singh 등, 1987). 응력파 전파로 발생되는 손상 

때문에 초기에 등방성 암반이 이방성 암반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발파하중이 작용되는 암반거동 분석은 

이방성 손상모델이 적용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방성 초기손상은 Kawamoto 등(1988)이 제안한 연속체 

손상모델로부터 산정될 수 있다. Swoboda 등(1998)은 암반의 균열 집합체(sets)의 방향과 간격을 측정

함으로서 암반에 대한 이방성 초기손상모델을 개발하였다. 발파로 인한 응력파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기

손상이 고려되는 이방성 손상 모델이 ZHao 등(2002)에 의하여 개발되었다.

4. 발파실험

 4.1 발파실험 개요

  발파로 인한 암반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파실험 수행 및 계측은 ㅇㅇ시 ㅇㅇㅇㅇ에서 수행되었

다. 발파시 발생하는 압력으로 이내 암반에서의 변형을 측정하기 위해 Strain Gage가 사용되었다.   

Strain 값은 천공깊이 100cm, 120cm, 150cm에서 각각 계측되었으며 180cm의 경우 측정 장비 조작문제로 

인하여 계측이 수행되지 않았다. 그림 4.1은 발파실험의 천공배치도를 나타낸 것이며 표 4.1은 설계굴

착공의 제원표를 나타낸다.

 4.2 발파로 인한 암반의 손상계측 및 결과

  그림 4.2∼4.4은 계측된 Strain 값을 나타내며 Channel 0 과 1은 발파공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설치된 Strain Gage, Cannel 2와 3은 중간에 위치한 Strain Gage, 그리고 Cannel 4와 5는 가장 먼 곳에 

설치된 Strain Gage를 나타낸다. 천공깊이 100cm 및 120cm의 경우 발파공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위치에

서 가장 큰 Strain 값이 측정되었으며 천공깊이 150cm의 경우 중간위치에서 가장 큰 Strain 값이 측정

되었다.

자 유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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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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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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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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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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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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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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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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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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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② 시험-③ 시험-④시험-①

그림 4.1 발파실험 천공배치도 그림 4.2 천공깊이 120cm에서 계측된 Strain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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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천공깊이 120cm에서 계측된 Strain 값 그림 4.4 천공깊이 150cm에서 계측된 Strain 값

표 4.1 설계굴착공 제원표

구분 적용 화약
천공경

(mm)

장약경

(mm)

굴진장

(m)

공당장약량

(kg/공)

장약공(천공경)

(mm)

실험-1 NewFinex φ45 φ17 1.20 0.225

76
실험-2 NewFinex φ45 φ17 1.65 0.325

실험-3 NewFinex φ45 φ17 2.20 0.425

실험-4 NewFinex φ45 φ17 2.80 0.525

5. 수치해석

 5.1 수치해석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 모델링을 수행하기 위하여 발파실험을 통해 계측된 Strain 값을 이용하여 

암반의 특성을 나타내는 물성치를 결정하였다. 손상이론에 사용된 암반의 물성치는 식 3.2에 나타난 

바와 같이 α, β, θc등이 사용된다. 민감도 분석결과 각각의 물성치중 α와 β 값은 손상영역을 규

명하는데 있어 상대적으로 영향을 크게 미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어, α와 β 값은 일반적으로 사용

되는 값들인 7.0 x E10과 2가 각각 사용되었다. 

  암반의 발파 물성치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θc의 결정을 위하여, 측정된 Strain 값과 식 3.3을 이용

하였으며 최대의 인장파가 작용하는 영역의 Strain 값이 사용되었다. 식 3.3에서 가정된 α, β를 이

용하면 미지수로 남는 것은 시간 t 와 θc가 된다. 여기서 시간 t를 변화시키면서 Cd 값 1을 만족하는 

θc를 수치해석하면, 시간 t에 따른 θc값을 구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구하여진 θc는 시간 t가 클 

때는 값을 구할 수 없으며, 일정값 이상로 작아지면 반복적인 값을 나타낸다. 이 실험에서는 이러한 

반복적인 값을 θc값으로 결정하였으며, 각각의 실험에서 구하여진 θc값의 평균인 0.0025를 손상해석

에 필요한 암반의 물성치로 결정하였다

  측정된 암반의 물성치를 이용하여 손상영역을 고려한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고자 장약량에 따른 

암반의 손상영역을 검토하기 위하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Program인 ABAQUS/Explicit 를 이용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을 위하여 가정된 암반에 대한 물성치로는 터널설계시 경암에 사용된 

값들인 탄성계수 850,000 tf/m2 과 포이송비 0.24를 사용하였다. 발파하중에 대한 산정은 식 5.1과 

5.2에 나타난 바와 같이 Liu and Tidman의 발파압력 제안식을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그림 5.1는 유한

요소 해석을 위한 모델링을 나타내며 암반은 4절점 솔리드 요소를 이용하였고, 경계부는 현장상태를 

고려하기 위하여 무한요소를 이용하여 동적해석시 반사되는 파의 영향을 최소화하였다. 그림 5.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각 발파공으로 발생하는 압력파의 상호작용을 고려하기 위하여 3공의 발파공이 모델링

1167



되었다. 각 발파공간의 간격은 실제로 설계에 사용된 Type 2, 3, 4의 굴착방식에 해당하는 70cm, 

65cm, 60cm로 모델링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5.2 발파압력 추정식

  수치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Liu and Tidman의 발파압력 제안식을 이용하여 발파압력을 산정하였다. 

캐나다 CANMET/MRL의 Liu & Tidman(1995)이 이론적인 모델을 기초로 하여 밀장전된 발파공의 동적압력

을 계산하는 반경험식(semi-empirical equation)을 개발하였는데 다음의 식 5.1과 같다. 이 반경험식

을 이용하여 폭약 및 암반의 특성에 따라 발파공에 작용하는 최대압력을 계산할 수 있으며 시간에 따

른 감쇠정도를 반영하기 위한 감쇠함수(decay function)로서 식 5.2를 적용하였다. 아래의 식에 의하

여 발파공에 작용하는 하중은 그림 5.2에 나타내었다.




,     

×
 × 



(5.1)

여기서, 
 
 

F decay= exp (1- t
t 0 )×

t
t 0

(4.2)

여기서, Pm : 발파공 최대 압력(kbar), α : 압력감쇠계수, R0 : 발파공의 반지금(m)

         R : 발파공의로부터의 거리(m), ρ
0
, ρ : 각각 폭약과 암반의 밀도(g/cm3)

          C : 암반의 탄성파속도, D : 폭약의 폭속(VOD, km/sec)

0

0.2

0.4

0.6

0.8

1

1.2

0 0.0005 0.001 0.0015 0.002 0.0025 0.003

Time(sec)

F
d
e
c
a
y

그림 5.1 유한요소해석 모델링 그림 5.2 발파시 공벽에 작용하는 동압력의 시간이력

 4.3 해석결과

  손상영역을 고려한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기 위해 장약량에 따른 손상영역을 검토하고 설계장약

량을 중심으로 장약량을 변화시켜 각각 Type에서 5개의 각기 다른 장약량을 설계하여 수치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각 Type에 따른 해석결과를 표 5.1과 그림 5.4 ~ 5.6에 나타내었다. 그림 5.4 ~ 5.6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장약량이 증가할수록 손상영역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이상의 장약량에서는 손상

영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손상영역을 고려한 철도터널의 최적의 발파압력

을 선정하고 설계하는 있어서 수치해석 결과는 암반의 굴착선 이상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약

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계 데이타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암반상태에 따라 폭약량을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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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여 발파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표 5.1 장약량과 손상영역 해석결과

Type 4 Type 3 Type 2

장약량 (kg) 손상영역 (cm) 장약량 (kg) 손상영역 (cm) 장약량 (kg) 손상영역 (cm)

0.15 15 0.10 15 0.15 15

0.20 20 0.15 15 0.20 20

0.2625 25 0.20 20 0.25 22

0.30 30 0.25 25 0.30 25

0.36 50 0.3125 30 0.35 35

0.36 40 0.40 55

0.45 100 0.45 100

0.475 200

그림 5.3 장약량에 따른 암반의 손상영역 그림 5.4 천공깊이 100cm에서 계측된 Strain 값

그림 5.5 천공깊이 120cm에서 계측된 Strain 값 그림 5.6 천공깊이 150cm에서 계측된 Strain 값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손상영역을 고려한 철도터널의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기 위해 발파실험을 통한 암

반의 손상영역을 확인하였으며 실험을 통하여 측정된 암반의 물성치를 바탕으로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Program인 ABAQUS/Explicit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169



 1) 발파로 인한 암반의 손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발파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천공깊이 100cm 및 120cm의 

경우 발파공으로부터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가장 큰 Strain 값이 측정되었으며 천공깊이 150cm의 경우 

중간위치에서 가장 큰 Strain 값이 측정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발파실험을 통해 손상이론에 사용되는 

암반의 물성치 α=77.0 x E10, β=2, θc=0.0025 등을 선정하였다.

 2) 손상영역을 고려한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고자 장약량에 따른 암반의 손상영역을 검토하기 위하

여 유한요소법을 이용한 Program인 ABAQUS/Explicit 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발파실

험에 수행되는 3가지 Type의 방식을 이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해석결과 장약량이 증가할수록 

손상영역은 비례적으로 증가하다가 일정 이상의 장약량에서는 손상영역이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손상영역을 고려한 철도터널의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고 설계하는 있어서 수

치해석 결과는 암반의 굴착선 이상의 손상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장약량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설계 데이

터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암반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폭약량을 달리하여 발파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양한 종류의 암반에 대하여 발파실험을 수행하여 각각의 암반에 손상영역을 검

토하고 최적의 발파압력을 선정하기 위한 많은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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