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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하중을 받는 지반의 동적 거동 수치 모델링에서 입력변수의 영향

류창하*, 최병희, 장형수, 강명수

Effects of Input Parameters in Numerical Modelling of Dynamic 

Ground Motion under Blasting Impact

Chang-Ha Ryu*, Byung-Hee Choi, Hyung-Su Jang and Myoung-Soo Kang

Abstract Explosive blasting is a very useful tool for mining and civil engineering applications. It, however, may 

cause severe environmental hazards on adjacent structures due to blasting impact. Blast engineers try to make 

optimum blast design to provide efficient performance and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 as well. It requires 

a pre-assessment of the impacts resulting from the blasting operation in design stage. One of the common procedures 

is to evaluate the proposed blast pattern through a series of test blasting in the field. Another approach is to evaluate 

the possible environmental effects using the numerical methods. There are a number of input parameters to be 

prepared for the numerical analysis. Some of them are well understood, while some are not. This paper presents 

some results of sensitivity analysis of the basic input parameters in numerical modelling of blasting problems so 

as to provide sound understanding of the parameters and some guidelines for input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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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화약발파는 광업 및 토목 분야에서 암반굴착을 위한 도구로 많이 사용되는 유용한 방법이지만 주변 

환경에 대해서는 종종 위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발파 설계자는 피해를 방지하고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적정 설계

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하며, 설계 단계에서는 시험 발파나 수치해석적 방법을 이용하여 설계의 적정성 평가를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수치해석적 방법에서 발파와 같은 동적 하중과 그에 대한 암반의 응답 거동에 영향을 

주는 많은 변수들이 입력 자료로 설정되어야 하지만, 신뢰성 있는 물성을 획득하기 어려운 설계 단계에서 입력 

자료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결과를 어떻게 해석하고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는 여전히 어려운 문제로 남아 

있다. 본 논문은 화약발파를 이용하여 터널과 같은 지하공동을 굴착할 때 암석의 역학적 특성과 관련된 입력 

변수들이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함으로써 입력 자료에 대한 중요도를 이해하고 설정 

지침에 도움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핵심어 암반 발파, 입력 변수, 수치해석, 동적지반거동

1. 서 론

화약발파를 이용하여 터널과 같은 지하공동을 굴착할 

때 고려해야 할 사안들 중 중요한 것은 주변 환경에 피

해를 주지 않고 효율적인 굴착이 가능한 적정한 발파설

계를 도출하는 작업이다. 그러나 설계 단계에서 발파설

계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것은 용이하지 않다. 시공 전 

현장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현장 조건 그대로 평가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계 단계에서의 적정성 

평가는 시험발파나 수치해석적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최선이다. 실제 규모와는 다르더라도 소규모의 시험발

파를 통해서 발파효과나 환경 위해 요인이 되는 발파진

동의 발생 특성을 파악하고 적정 설계 여부를 평가하게 

된다. 현실적으로는 화약류의 사용 허가 문제, 현장 확

보의 어려움 때문에 시험발파조차도 어려운 상황이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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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umerical example

Fig. 2. Finite element mesh (The node 1 indicates the 

measuring point for analysis of the results.)

Table 1. Basic input parameters

Material Property Input

Young’s modulus 5.88 (GPa)

Unit weight 25 (KN/m
3
)

Cohesion 2.94 (MPa)

Friction angle 40 (°)

Poisson’s ratio 0.2

종 발생하며 이 경우에는 전적으로 수치해석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시험발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

더라도 암반이라는 매질이 갖는 불확실성과 화약발파

의 동적인 현상과 이에 대한 암반의 거동 특성은 몇 차

례의 시험발파로는 파악하기 어려우므로 수치해석적 

방법을 병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치해석적 접근 방법은 설계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한 안정성 확보 여부와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다양

한 환경에서의 영향 문제를 설계 단계에서 검토하는 데 

효과적이다. 따라서 수치해석을 통한 설계 타당성의 근

거 제시도 중요하지만, 가능한 한 다양한 조건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인들을 

사전에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수치해석 결과는 

해석 방법의 알고리즘과 실제 현상의 모델링 방법, 입

력 자료 등에 의해 좌우된다. 알고리즘의 타당성이 입

증되었다고 하더라도, 대상 현장에 대한 상세한 자료 

획득이 어려운 설계 단계에서 입력 자료 설정의 타당성

을 확보하는 것은 쉽지 않으며, 또한 실제와 단순화된 

수치적 모델링의 차이로 인하여 해석 결과를 어떻게 분

석하고 설계에 반영할 것인가는 수치해석적 방법에서 

언제나 대두되는 문제이다. 

본 연구는 화약발파를 이용하여 터널과 같은 지하공

동을 굴착할 때 암석의 역학적 특성과 관련된 입력 변

수들이 해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

가함으로써 입력자료에 대한 중요도를 이해하고 설정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2. 수치해석 모델 및 해석 방법

2.1 해석프로그램 및 모델

동적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들을 평가하

고 설정 지침을 도출하기 위해 범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수치해석 프로그램 중 국내에서 개발된 유한요소 해석

기반의 MID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동적 해석을 실시

하였다(MIDAS IT, 2005). 해석모델은 지하 100 m 심

도에 10 m 직경의 터널을 굴착하는 것을 가정하였고, 

해석대상의 크기는 200 × 200 × 200 m 범위로 설정하

였다(Fig. 1 참조).

Fig. 2는 작성된 유한요소망을 보여준다. 상부에 표시

된 절점 1은 계산된 결과들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측점

으로 선정된 절점이며, 터널 중심으로부터의 수직 거리 

100 m, 수평 거리 100 m 이격된 절점이다.

2.2 입력변수

Table 1은 기본 입력 자료이다. 각각의 변수가 계산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 할 때, 영향 파악 대상인 변수는 

변화시키고 나머지 변수들의 값은 고정시켰다

2.3 발파하중 경계조건

발파하중은 터널벽면에 작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실제 터널 발파의 경우 천공 및 장약, 기폭 형태에 따라

서 복잡한 양상의 하중이 작용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실제 발파를 모사하기 위한 목적보다는 관련 변수들의 

영향이 해석 결과에 어느 정도로 나타나는가를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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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of parameters for blasting load

Parameter Input

Detonation velocity (Ve, m/s) 1,419

Charge diameter (dc, mm) 30

Borehole diameter (dh, mm) 50

Explosive density (Sge, kg/m
3
) 1,200

Load factor (B) 16,338

Detonation pressure (Pdet, MPa) 544

Borehole wall pressure (PB, MPa) 117

Fig. 3. Dynamic pressure history used in the numerical 

model

   

Fig. 4. Velocity distribution around a tunnel 300 ms after 

detonation

기 위해 가능한 단순화하였다. 발파 시 가해지는 최대

하중의 크기는 미국 NHI에서 제안된 식 (1)과 디커플

링 효과를 고려하여 공 내 압력을 계산하는 식 (2)를 적

용하였다(National Highway Institute, 1991). 시간에 

따른 발파 하중의 변화는 Starfield 등에 의해 제안된 식 

(3)을 가정하였다(Starfield & Pugliese, 1968). Table 2

는 식 (1)에 포함된 변수들의 입력 값이다. 시간에 따른 

발파하중의 이력곡선은 Fig. 3과 같다. 이때 수치해석에

서의 계산 시간 간격(calculation time)은 5 × 10
-5

s 로 

설정하였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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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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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해석 방법

본 연구에서 고찰한 입력 변수들은 해석 대상의 암반

등급, Young율, Poisson비, 밀도, 점착력, 마찰각, 감쇠

비 등이며, Fig. 3과 같은 발파하중 하에서 각 변수들의 

변화가 터널 주위의 암반 거동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가를 고찰하였다. 최근의 강도 이론에 의하면, 발

파진동과 같은 동적하중을 받는 지반 구조물의 손상은 

동적인 파괴로 인해 발생한다(Qian, et al, 2009). 동적 

거동은 변위 또는 입자 속도(particle velocity)로써 정

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또한 변위는 속도의 시간 

적분 값이므로 진동 속도와 주파수를 변수로 하여 파괴 

기준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 

미국 노천 채광청이나 세계 여러 나라의 경우, 동적인 

지반 진동을 받는 건물과 다양한 구조물에 대한 피해기

준을 설정하는 데 있어서 매질의 입자 속도를 영향 평

가의 정량적 지표로서 사용하고 있다.(ISEE, 2011; 류, 

2005) 본 연구에서도 발파에 의한 매질의 거동은 절점

에서의 입자 속도 계산 결과로써 비교 분석하였다. Fig. 

4는 계산 결과의 한 예로서, 발파 후 300 ms가 경과했

을 때 주위 암반의 응답거동을 절점 속도로써 표시한 

결과를 보여준다.

3. 결과 및 고찰

3.1 암반등급의 영향

국내 터널설계의 경우 일반적으로 암반등급에 따라 

지보패턴설계와 발파패턴 설계가 이루어진다. 본 연구

에서는 Table 3과 같은 암반등급 조건을 가정하여 결과

를 비교해 보았다.

Fig. 5 ~ Fig. 7은 각각 등급 I, IV, V 암반 모델에 

대해 측점 1에서의 입자속도이력을 보여준다. Table 4

는 각 등급에 대한 최대진동속도 값이다. 그림과 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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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aterial properties for rock classification

Rock mass class

I II III IV V

Elastic modulus (GPa) 14.7 9.81 4.90 1.96 0.39

Unit weight (KN/m
3
) 26.0 25.0 24.0 23.0 20.2

Cohesion (MPa) 3.04 1.96 0.79 0.25 0.05

Friction angle (°) 45.0 42.0 37.7 34.0 32.0

Poisson’s ratio 0.20 0.22 0.25 0.27 0.30

Fig. 5. Time history of particle velocity at point 1 for Rock 

class I

Fig. 6. Time history of particle velocity at point 1 for Rock 

class IV

Fig. 7. Time history of particle velocity at point 1 for Rock 

class V

Table 4. Peak particle velocities for each rock mass class

Peak Particle 

Velocity

(mm/s)

Rock mass class

I II III IV V

Vx 4.2 4.5 4.6 5.0 5.5

Vy 11.3 12.4 13.4 14.5 16.1

Vz 8.1 9.1 10.2 11.5 13.6

서 볼 수 있듯이 지반진동 속도와 파형은 암반등급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등급 I의 암반 모델은 등급 V에 비

해 주기가 짧고, 지속시간도 약 0.2 s 정도로 1/5 이상 

짧으며, 최대진동속도는 성분별로 31 ~ 68% 이상 크기

의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을 보이고 있다. 본 해석에 사

용된 프로그램에서는 불연속면의 분포나 특성이 모델

링되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암반등급에서 고려되는 불

연속면의 영향은 결과에 반영되지 않았다. 만일 불연속

면과 각 경계에서의 진동 전달과정이 수치해석적으로 

모사된다면 입자속도의 크기를 좌우하는 주 변수는 불

연속면이 될 것이므로, 그 경향 역시 본 해석과는 달리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3.2 단위중량, 점착력 및 마찰각의 영향

단위중량, 점착력, Poisson비, Young율 등 각각의 변

수가 계산 결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가를 파악하

기 위하여, 기본 변수는 Table 3의 rock class 3 조건과 

같게 설정하고 다른 변수들은 고정시킨 후, 파악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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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eak particle velocity vs. unit weight

Fig. 9. Peak particle velocity vs. cohesion

Fig. 10. Peak particle velocity vs. Young’s modulus

Fig. 11. Peak particle velocity vs. Poisson’s ratio

영향 변수 하나만을 변화시켜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Fig. 8은 다른 변수들은 고정하고 단위중량을 26.0, 

25.0, 24.0, 23.0, 20.2 KN/m
3
으로 변화시켰을 때 지점 

1에서의 성분별 최대진동속도 값을 각 조건에 대해 도

시한 결과이다. 단위중량에 따라 최대진동속도 값의 변

화 양상을 볼 수 있으며, 단위중량이 26.0에서 20.2 

KN/m
3
으로 작아질 경우 지점 1에서의 Y 방향 성분의 

입자속도는 약 25% 증가됨을 보여 주었다.

Fig. 9는 다른 변수들은 고정하고 점착력을 3.04, 

1.96, 0.79, 0.25, 0.05 MPa로 변화시켰을 때 지점 1에

서의 성분별 최대진동속도 값을 각 조건에 대해 도시한 

결과이다. 점착력 변화에 따른 최대진동속도의 변화는 

거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마찰각의 변화 역시 최대

진동속도에 거의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3.3 Poisson비와 Young율의 영향

Fig. 10은 다른 변수들은 고정하고 Young율을 14.7, 

9.81, 4.90, 1.96, 0.39 GPa로 변화시켰을 때 지점 1에

서의 성분별 최대진동속도 값을 각 조건에 대해 도시한 

결과이다. 성분 별 차이는 있으나 Young율의 변화에 

따라 최대진동속도의 변화 양상이 다른 변수들보다 뚜

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Fig. 11은 다른 변수들은 고정하고 Poisson비를 0.2, 

0.22, 0.25, 0.27, 0.3으로 변화시켰을 때 지점 1에서의 

성분별 최대진동속도 값을 각 조건에 대해 도시한 결과

이다. Poisson비 증가에 따라 성분별 X 및 Z 성분 최대

진동속도 값은 거의 변하지 않거나 약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이고, Y 성분은 약 20%의 속도 감소가 나타남을 

보여 주었다.

이상 몇 가지 물성 중 Young율은 지반진동 크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나고 있다. 수치해

석의 입력 자료로서 탄성 계수의 설정은 무결암(intact 

rock)에 대한 실험실 실험 결과가 1차 참고 자료가 된

다. 현지 암반(in-situ rock)은 보통 무결암에는 포함되

지 않는 불연속면들의 존재로 인하여 탄성 계수의 값이 

무결암보다는 훨씬 낮은 수치를 보인다. 그러나 탄성 

계수를 구하기 위한 현지 암반 실험은 경비가 많이 들 

뿐만 아니라 설계 단계에서는 현지 암반 실험이 어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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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eak particle velocity vs. cube root scaled distance (PPV, PVS; damping = 1%)

Fig. 12. Yield fracture limit vs. strain rate (Nikolaevsky, 

1990)

때문에, 1차 실험실에서 측정된 무결암의 탄성 계수 값

을 경험적 수치로 또는 RMR이나 Q 값과 같은 현지 암

반 분류 값으로 보정된 제안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값을 

입력 자료로 사용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MIDAS

와 같은 프로그램의 경우, 입력 탄성 계수는 무결암에 

대한 값이며, 프로그램 내에서 암반 특성에 대한 몇 가

지 옵션에 따라 현지 암반의 탄성 계수에 해당하는 지

반반력계수 값을 산정하므로 지반 정수 자료 입력 시 

주의를 요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알고리즘으로 구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 현지 암반 특성을 고려하여 

산정한 값을 탄성 계수 입력 값으로 하고 프로그램 내

에서 재산정 되는 값을 자동 산정되는 값으로 그냥 두

게 되면 지나치게 낮은 탄성 계수 값이 사용될 수도 있다.

본 비교분석에 사용된 수치는 정적인 탄성계수 값이

지만, 암석의 강도나 탄성계수 값은 재하속도(loading 

rate)에 따라 달라지며 동적 탄성계수는 정적 탄성계수

와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ellendir et al, 

1991; Starzec, 1999; Zhao et al., 1999). 따라서, 현지

암반의 동적 탄성계수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는 또 다

른 문제로 남아 있다. 발파 하중과 같은 경우, 폭원 부

근에서 주위 암반은 매우 짧은 시간에 엄청난 크기의 

압력을 받으므로 이 부근의 암반의 응답을 결정하는 구

성방정식(constitutive equation)에서 정적 물성과는 다

른 동적 물성이 적용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성방정식 

자체도 재하속도에 따라 변화하는 새로운 모델이 적용

되어야 할 것이다. Fig. 12는 몇 종류의 암석과 취성 금

속에 대한 실험결과로서 변형률 속도(strain rate)가 10
3 

~ 

10
4
을 넘어설 때 동적 파괴강도가 급격히 증가함을 보

여주고 있다(Nikolaevsky, 1990).

그러나 암반 발파의 경우, 에너지는 파쇄과정에서 급

격히 소모되어, 폭원 주위에 형성되는 파쇄대를 포함하

는 어느 정도 범위 밖에서의 변형률 속도는 암반의 강

도나 탄성계수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계 수준 이하가 

될 것으로 추정되므로, 동적 특성에 대한 반영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수치해석 결과의 신뢰성이 크게 상실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3.4 감쇠비의 영향

에너지 손실에 의한 감쇠(damping) 현상은 동적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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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eak particle velocity vs. cube root scaled distance (PPV, PVS; damping = 3%)

Fig. 15. Peak particle velocity vs. cube root scaled distance (PPV, PVS; damping = 5%)

에서 구조물의 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 중 하

나이다. 동적 해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Rayleigh 감쇠 

모델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Rayleigh, 1877).

[C] = a [M] + b [K]                      (4)

[C], [M], [K] = damping, mass and stiffness matrix

     a = mass proportional damping coefficient

     b = stiffness proportional damping coefficient

질량 m, 감쇠계수 c, 강성 k를 가진 감쇠조화진동계

에서 감쇠비(damping ratio)는 감쇠계수를 해당 물체의 

임계감쇠(critical damping)로 나눈 상대적인 비인 c/2

√(km)으로 주어진다. 감쇠비의 영향을 보기 위하여 1%, 

3%, 5%의 감쇠비를 사용할 경우 각각 지반의 응답 거

동을 계산하였다. Fig. 13 ~ Fig. 15는 각각에 대한 응

답 거동 계산 결과에서 지표를 구성하는 있는 절점들의 

최대진동속도를 환산거리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각 그

림 좌측 그래프는 세 방향 성분 입자속도 중 가장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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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PPV)의 감쇠경향을 보여주고, 우측 그래프는 세 

성분의 벡터합(PPV) 속도의 감쇠경향을 보여준다.

지표 절점들의 응답 거동은 발파로 인한 지반진동이 

전파되는 양상과 유사하게 계산되었고 전파 경향을 보

여주는 식도 회귀선의 적합도(goodness of fit, 상관계

수의 제곱값)가 0.76 ~ 0.96 정도로 높게 나타났다. 또

한, 환산 거리에 따른 최대진동속도 수준과 감쇠 경향

을 나타내는 기울기는 감쇠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

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질량 비례 및 강성 비례의 합

으로 표현되는 감쇠 계수는 물리적 현상에서 정량적으

로 파악하는 것이 어려운 반면, 물체의 충돌 시 에너지 

손실을 나타내는 반발 계수(coefficient of restitution)는 

충돌 전 후의 속도나 위치로부터 쉽게 표현할 수 있다. 

단일 질량-스프링-댐퍼 모델에서 감쇠 계수 c와 반발 계

수 e는 다음과 같은 관계로 표시된다(Ryu,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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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요소법(Distinct element method)과 같은 수치해

석에서는 재료의 충돌시험과 충돌 모델을 이용하여 감

쇠비를 설정하는 방법도 제안된 바 있으나(Ryu, 2004), 

유한요소법에서는 그러한 접근 방법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설정하기 용이하지 않은 입력 자료이다. 이 경

우, 현장 시험발파 자료를 이용하면 적절한 감쇠비의 입

력 값 추정이 가능하다. 본 해석 모델의 경우, 해석 프로

그램의 일반 예제에서 사용한 5%의 감쇠비 보다는 1%

의 감쇠비를 사용한 결과가 현장 발파 진동 계측 자료

와 더 유사한 결과를 보여 주었다. 현장 시험 발파는 발

파에 대한 주위 환경 영향 평가를 위해 시공 전 필수적

으로 수행되는 작업이므로, 대상 부지에서 실시한 시험

발파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되는 지반진동 전파식

으로부터 감쇠비를 추정하여 입력 자료로 사용하는 것

이 수치해석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이

다. 만일 설계 단계에서 시험발파 자료가 없다면 유사

한 지반 조건에서의 지반진동 계측자료를 이용하여 1차

로 유사한 양상을 보이는 감쇠비 입력 값을 설정하고, 

시공 단계에서의 시험발파 결과에 따라 피드백하여 보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발파 하중 하에서의 지반의 동적 거동 평

가를 위해 일반적으로 수행되는 수치해석적 방법에서, 

해석에 필요한 주요 인자들이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가를 파악하고 설정 지침을 제공하는 것을 주요 목

표로 하여 수행되었다. 

입력 지반 정수로서 Young율, 감쇠비와 같은 인자들

은 단위 중량, 점착력, 마찰각, Poisson비 등에 비해 지

반의 동적 거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현지 암반의 

상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은 경우, 다양한 등급에 대

한 수치해석을 통해 가급적 보수적인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감쇠비는 설계 단계에서 실험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운 인자 중 하나이지만, 대상 지역에서의 시험발파 

및 계측 자료처리 결과나 또는 유사한 지반에서의 발파

영향평가 자료를 이용하면 신뢰성 있는 입력 값을 얻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암석 재료의 동적 구성방

정식, 동적 강도 특성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기존 수치

해석적 방법의 알고리즘이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

으나, 발파에 의한 파괴영역과 급격한 에너지 손실을 

고려할 때 발파원에서 어느 정도 이격된 거리에서의 해

석결과에는 신뢰성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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