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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performing the tunnel excavation blasting, the lower road structure can cause the damage 
of the structure caused by blasting vibration. In this case  the existing  structurel meet all of  the 
static and the dynamic stability. But in the domestic management of building structures is presented 
vibration and is the only criteria, and the criteria for major civil engineering structures insufficient 
research situation. This study examined the influence of the road structure according to the blast vi-
bration by utilizing the numerical analysis.

 1. 서  론

도로 구조물 하부에 터널 굴착발파를 수행할 경우 

발파로 발생되는 진동이 구조물의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기존 구조물의 정적 ․ 동적안

정성을 모두 만족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건

축구조물에 대한 진동관리기준만이 제시되어있으며 

주요 토목구조물에 대한 기준 및 연구가 미비한 실

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을 활용하여 발파진동에 

따른 도로 구조물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2. 발파진동 유발 구조물 수치해석 

2.1 해석프로그램 및 모델링

(1) 경계조건 설정

발파진동의 해석시 Point Source에서 방사형

으로 전파되는 진동이 측면경계에서 진동을 흡수

하지 못하고 다시 해석영역 내부로 반사되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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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는 실제 진동의 거동을 정확하게 모사할 수 

없다. 이러한 반사파를 제어하기위해 하부 및 측

면에는 점성경계를 적용한다.

점성경계조건은 하부 및 측면경계방향으로 전

파되는 진동을 흡수 할 수 있어 실제 무한한 경

계를 효과적으로 모사하였다.

3. 결  론

속도계산 지점은 근거리에서부터의 감쇠 특성을

보기 위하여 폭원의 직상부 지표면에서부터 

50m 까지는 10m의 간격으로 50m 이후부터는 

20m 간격으로 선택하였다 

 1

1. 감쇠비를 1%로 적용하였을 때 하중지속시간

을 변경하여 해석한 결과를 도시하였다. 계

산된 최대발파진동속도는 환산거리가 10m 

이전에서는 감쇠특성이 유사하나 환산거리가 

커질수록 약간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2. 감쇠비에 따른 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이때 

적용된 하중지속시간은 0.0006초, 감쇠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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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 5%임. 감쇠비가 증가함에 따라 발파진

동의  최대값은 이격거리가 멀어질수록 크게 

감소하였다 

  3. 시험발파로 얻은 추정식은 로그스케일에서 

선형인 반면 감쇠비가 클수록 이격거리에 따

라 급격하게 감쇠하는 특성이 나타났다

  4. 발파진동의 전파는 감쇠비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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