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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에서의 터널 굴착은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

향이 크기 때문에 일반 발파의 적용이 제한적이고,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저감대책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저감대책으로 주로 제어발파를 실시하고 있으며, 굴

착단면의 분할발파, 굴진장 감소, 천공수의 증가, 전

자뇌관의 사용 등으로 인해 굴착 단가가 상승하는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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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이 되었다. 

최근에는 터널 발파에서 굴착면에 부분적인 자유면

을 형성하고 제어발파와 병행함으로써 발파진동을 저

감시키기 위한 자유면 발파공법이 일부 국내외 현장에

서 적용되었다. 자유면 발파의 지반진동은 일반 발파

와 기계식 굴착의 중간정도이며, 심빼기 등에 부분적

인 자유면을 형성할 경우에는 공정 및 경제성에 대한 

영향은 적다. 그러나 자유면의 형성에 따른 사이클 타

임의 증가 때문에 자유면의 규모에 따른 작업공정에 

영향, 굴착 단가의 변동에 영향을 준다. 또한 경험적

인 자유면 패턴 설계에 의해 발파진동의 추정 및 패턴 

설계의 최적화가 곤란한 현실이다(若月和人, 2016). 

Wu et. al.(1998)와 Hao et. al.(2001)는 절리 암반에

Abstract In order to reduce ground vibration during tunnel excavation, a free surface blasting method has 
been applied in which a partial free surface is formed on the excavation surface and controlled blasting is 
performed. In this study, the ground vibration reduction due to artificial joints was evaluated by forming 
artificial joints on center cut using diamond wire saw and comparing the ground vibration caus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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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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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터널 굴착시 지반진동을 감소시키기 위해 굴착면에 부분적인 자유면을 형성하고 제어발파를 수행하는 자

유면 발파공법이 적용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를 이용하여 인공절리를 심발부에 형성하

고, 심발부 발파 시 발생되는 지반진동을 비교함으로써 인공절리에 의한 지반진동 감소를 평가하였다. 해석 결과, 

일반 심발발파보다 인공절리 심발발파에서 지반진동이 감소하였으며,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에서의 지반진동 감소 효과가 더 크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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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파에 의해 발생되는 충격파의 전파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충격파의 진폭과 주주파수는 장약의 중

심으로부터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절리

의 주향과 충격파의 전파경로 사이의 입사각의 증가

에 따라 감소하였다. 또한 절리 암반에서의 지반 가

속도는 절리군과 평행한 방향보다는 절리군에 직각 

방향에서 빠르게 감소함으로써 암반 절리가 충격파의 

전파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국내에서는 암석 절삭 및 터널 굴착에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를 적용하기 위해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의 

절삭성능에 대한 실험과 수치해석에 대한 연구들(선

우춘과 최병희, 1997; 사공명 외, 2014; 조진형 외, 

2015; Lee et al., 2017; 노유송 외, 2018)와 진동저감 

효과에 대한 연구들(유명한 외, 2014; Noh 외, 2017; 

오세욱 외, 2018)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가 터널 굴착에 적용 가능하며, 

터널 발파 시 진동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Lee 외(2016)는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를 

이용한 사전 절단 불연속면을 심발부 상부에 1열을 

생성하여 터널에서의 발파 진동 감소를 비교한 결과,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사전 절단 전⋅후에서의 진

동 감소 효과가 무시할 정도였으며, 이러한 원인으로

는 충격파를 감소시키기에 사전 절단 불연속면의 절

단 깊이가 충분하지 않았고, 암반 조건이 매우 우수

할 뿐만 아니라 장약량이 적기 때문이라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굴착 시 심발부의 진동을 저

감시키기 위한 자유면 발파공법으로 다이아몬드 와이

어 쏘(Diamond Wire Saw)를 이용한 인공절리를 생성

하여 터널 막장의 심발부 발파에 적용하였다. 인공절

리의 생성 위치 및 형태에 따른 심발부 발파 시 발생

되는 지반진동을 비교함으로써 인공절리에 의한 지반

진동 감소를 평가하였다. 

2.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 개요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는 1968년 이탈리아 Carrara

의 대리석 광산에서 처음 사용되었으며, 1980년대 상

용화되어 1984년에는 거의 모든 대리석 광산에서 사

용되었다. 국내에서는 암석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

해 여러 채석장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주로 구조물 

해체에서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한 절단공법

의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를 이용한 암석

의 절삭 방법은 Fig. 1과 같다. Fig. 1(a)는 채석장 등

에서 암석을 절삭하는 감쌈방법이고, Fig. 1(b)는 터널

이나 수직 굴착 시 사용하는 역타방법이다. 역타방법

은 절삭 깊이까지 지그장치 및 풀리가 삽입될 수 있

도록 φ250mm 이상의 코어 천공이 필요하다. 또한 

지그의 설치로 인한 장력이 절삭면에 동일하게 작용

하지 않기 때문에 감쌈방법에 비해 절삭 효율이 약 

35∼40% 감소한다(Gustafsson, 2011). 따라서 절삭 방

법에 따른 비용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터널 굴착에 

많이 적용되고 있지 않고, 주로 지하 채석장에서 암

석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3. 현장 실험 방법 및 계측 결과

3.1 현장 실험 방법

본 연구의 현장 실험 장소는 장성에 위치한 건동

광산 갱내이며, 실험 막장의 암질 조사 결과는 Table 

(a) wrapping method (b) immersion method

Fig. 1. Schematic diagram of diamond wire saw cutting (Lee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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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과 같다. 평균 기본 RMR은 61, GSI는 73.3∼80.7, 

Q-system은 8.01로 측정되어 현장 암반 등급은 보통

(Fair) 암반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절삭 방법에 따른 비용 증가를 감

소시키기 위해 심발부에 기존 터널에서 무장약공으로 

사용되고 있는 φ150mm, φ102mm의 인공절리 생성

공을 천공하고 역타방법을 사용하여 수직 인공절리를 

생성하였다. 또한 심발부에 기존 발파공과 동일한 φ
50mm의 인공절리 생성공을 천공하고 감쌈방법을 사

용하여 수평 인공절리를 생성하였다. 

심발부는 천공경 φ50mm, 65°경사의 V-cut 심빼기 

4공을 천공하였다. 인공절리에 의한 심발부의 지반진

동의 감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일반 심발발파 

1(Normal Cut 1, NC-1), 일반 심발발파 2(Normal 

Cut 2, NC-2),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 1(Vertical 

Artificial Joint 1, VAJ-1),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 

2(Vertical Artificial Joint 2, VAJ-2),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 1(Horizontal Artificial Joint 1, HAJ-1), 수

평 인공절리 심발발파 2(Horizontal Artificial Joint 2, 

HAJ-2)로 총 6회 발파를 수행하였다. 

NC-2를 제외한 나머지 심발발파는 공당 750g, 지

발당 3.0kg이며, NC-2는 공당 500g, 지발당 2.0kg을 

사용하였다. 수직 인공절리는 인공절리의 수에 따라 

각각 1개(VAJ-1), 2개(VAJ-2)를 생성하였으며, 수평 

인공절리는 인공절리 각도에 따라 각각 60°(HAJ-1), 

90°(HAJ-2)로 생성하였다. 

인공절리와 발파공 사이의 간격, 인공절리와 인공절

리 사이의 간격은 발파공의 5배이며(오세욱 외, 2018), 

각 심발부 발파에 대한 천공패턴은 Fig. 2와 같다. 

지반진동 계측은 각각의 심발부 중심에서 갱도 방

향(측면)으로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계측하였다. 다음 

Fig. 3은 NC-1의 계측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Site Investigation section RMR GSI Q-value
Average value

RMR GSI Q-value

9 side

0∼15m 57 69∼76 9.38

61 73.3∼80.7 8.0116∼30m 63 72∼81 7.33

31∼45m 63 79∼85 7.33

Table 1. The results of geologic conditions

(a) Normal Cut 1 and 2 (NC-1, NC-2) (b) Vertical Artificial Joint 1 (VAJ-1)

(c) Vertical Artificial Joint 2 (VAJ-2) (d) Horizontal Artificial Joint 1 (HAJ-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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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반진동 계측 결과

Fig. 2의 천공패턴으로 총 6회에 걸쳐 지반진동을 

계측한 결과는 각각 Table 2에서 Table 7과 같다. 센

서의 오작동과 트리거가 되지 않은 자료를 제외하고 

일반 심발발파(Normal Cut, NC)는 총 14개, 수직 인

공절리 심발발파(Vertical Artificial Joint, VAJ)는 총 

19개,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orizontal Artificial 

Joint, HAJ)는 총 16개의 지반진동 자료를 획득하였다. 

(e) Horizontal Artificial Joint 2 (HAJ-2, 90°)

                            Fig. 2. Drilling patterns.

Fig. 3. Measurement points of Normal Cut 1.

No.
PPV (mm/s) PVS

(mm/s)

Distance

(m)

Charge per delay

(kg/delay)Tran. Vert. Long.

1 9.398 24.638 12.700 25.112 10.0 3.0

2 3.683 12.065 8.255 12.331 15.0 3.0

3 5.484 2.889 3.015 6.228 30.0 3.0

4 NA NA NA NA 60.0 3.0

5 2.223 1.651 4.382 4.598 90.0 3.0

6 0.762 0.762 1.270 1.487 120.0 3.0

7 1.207 1.080 0.953 1.407 150.0 3.0

8 0.333 0.381 0.381 0.542 200.0 3.0

9 0.381 0.191 0.444 0.454 250.0 3.0

10 NT NT NT NT 300.0 3.0

* NA : Not Applicable, ** NT : Not Trigger 

Table 2.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of Normal Cut 1 blasting (N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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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PV (mm/s) PVS

(mm/s)

Distance

(m)

Charge per delay

(kg/delay)Tran. Vert. Long.

1 6.223 6.858 4.445 6.976 10.0 2.0

2 3.937 3.683 2.921 4.492 15.0 2.0

3 3.683 2.540 2.032 4.337 30.0 2.0

4 NA NA NA NA 60.0 2.0

5 1.461 0.699 1.524 1.576 90.0 2.0

6 1.016 0.635 1.524 1.849 120.0 2.0

7 0.445 0.381 0.381 0.596 150.0 2.0

8 NT NT NT NT 200.0 2.0

9 NT NT NT NT 250.0 2.0

* NA : Not Applicable, ** NT : Not Trigger 

Table 3.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of Normal Cut 2 blasting (NC-2)

No.
PPV (mm/s) PVS

(mm/s)

Distance

(m)

Charge per delay

(kg/delay)Tran. Vert. Long.

1 4.572 11.684 7.366 13.320 11.3 3.0

2 2.286 9.525 2.540 9.924 15.9 3.0

3 1.556 7.938 1.349 8.009 30.4 3.0

4 1.842 5.906 3.175 6.494 60.2 3.0

5 1.334 1.302 1.032 1.563 90.2 3.0

6 0.953 1.080 0.889 1.188 120.1 3.0

7 0.349 0.302 0.349 0.457 150.1 3.0

8 0.413 0.175 0.222 0.430 200.1 3.0

9 0.143 0.111 0.270 0.272 250.1 3.0

Table 4.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of Vertical Artificial Joint 1 blasting (VAJ-1)

No.
PPV (mm/s) PVS

(mm/s)

Distance

(m)

Charge per delay

(kg/delay)Tran. Vert. Long.

1 8.128 14.732 3.048 15.117 12.9 3.0

2 2.826 4.858 3.048 5.720 17.1 3.0

3 2.413 3.683 2.413 3.757 26.3 3.0

4 1.969 4.191 2.604 4.637 51.7 3.0

5 0.476 2.016 0.397 2.027 81.4 3.0

6 0.762 0.826 0.699 1.020 111.3 3.0

7 0.270 0.333 0.318 0.396 141.2 3.0

8 0.217 0.162 0.230 0.256 191.2 3.0

9 0.110 0.058 0.147 0.161 241.1 3.0

Table 5.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of Vertical Artificial Joint 2 blasting (VAJ-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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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PPV (mm/s) PVS

(mm/s)

Distance

(m)

Charge per delay

(kg/delay)Tran. Vert. Long.

1 3.048 17.526 2.667 17.604 15.1 3.0

2 1.905 6.858 3.937 6.867 18.8 3.0

3 3.810 8.128 3.556 9.009 37.7 3.0

4 1.381 1.905 1.254 2.128 67.0 3.0

5 1.397 1.651 1.207 2.112 96.7 3.0

6 0.381 0.429 0.540 0.573 126.5 3.0

7 0.349 0.143 0.302 0.362 176.4 3.0

8 0.238 0.095 0.270 0.341 226.3 3.0

9 0.127 0.095 0.175 0.175 276.2 3.0

Table 6.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of Horizontal Artificial Joint 1 blasting (HAJ-1)

No.
PPV (mm/s) PVS

(mm/s)

Distance

(m)

Charge per delay

(kg/delay)Tran. Vert. Long.

1 3.429 15.494 5.207 15.495 14.1 3.0

2 6.477 8.382 4.953 9.402 18.0 3.0

3 NA NA NA NA 30.0 3.0

4 0.619 2.651 0.508 2.674 60.8 3.0

5 1.207 1.397 1.524 1.899 90.6 3.0

6 0.635 0.381 0.619 0.677 120.4 3.0

7 0.313 0.270 0.419 0.444 170.3 3.0

8 0.237 0.107 0.314 0.342 220.2 3.0

9 NT NT NT NT 270.0 3.0

* NA : Not Applicable, ** NT : Not Trigger

Table 7.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results of Horizontal Artificial Joint 2 blasting (HAJ-2)

4. 지반진동 분석 및 고찰

계측된 지반진동 자료에서 최대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 PPV)를 이용하여 일반 심발발파

(NC),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에 대해 각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각각의 자승근 환산거리(Square Root Scaled Distance, 

SRSD)에 대한 50%, 95%의 회귀분석은 Fig. 4(a)에서 

Fig. 4(c)와 같고, Fig. 4(d)는 각각의 발파패턴에서 

PPV와 SRSD에 대한 50%의 회귀분석을 나타낸 것

이다. 

Fig. 4(d)에서 자승근 환산거리(SRSD) 값이 15.0 

이상부터는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의 최대입자속도(PPV)가 작아지며, 25.7 

이상부터는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최대입자속도(PPV)가 작아지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회귀분석식의 K값과 n값은 일반 

심발발파(NC),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순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Table 8은 각각의 발파패턴에 따른 자승근 환산거

리(SRSD)에 대한 분석자료 수와 50%, 95%의 회귀분

석식을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반 심발발파(NC) 대비 수직 인공

절리 심발발파(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

의 진동 감소 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Fig. 4와 Table 8

의 각 발파패턴의 95% 신뢰도 회귀분석식을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Fig. 5는 거리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을 각각의 발

파패턴과 지반진동 속도의 허용기준에 따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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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허용기준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은 일반 심발

발파(NC),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 수평 인공

절리 심발발파(HAJ)의 순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허용

진동 속도가 0.5cm/s일 때의 일반 심발발파(NC)의 지

발당 장약량보다 허용진동 속도가 0.3cm/s에서의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V)의 지발당 장약량이 높게 나

타났다. 이것은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수평 인공절

리 심발발파(HAJ)의 지반진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

게 예측되며, 지반진동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시공 지침 및 요령”에 제

시된 표준발파공법별 경계 기준 장약량인 0.5kg, 

1.6kg, 5.0kg, 15.0kg에 대해 일반 심발발파(NC)에 대

한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

(a) Normal Cut(NC) (b) Vertical Artificial Joint(VAJ)

(c) Horizontal Artificial Joint(HAJ) (d) Relationship between PPV and SRSD

Fig. 4.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Case Number of data (ea)
Regression analysis equation, SRSD (m/kg1/2)

50% confidence level 95% confidence level

NC 14   
    

 

VAJ 19   
    

 

HAJ 16   
    

 

Table 8. Regression analysis equation of ground vibration by blast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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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발파(HAJ)의 거리별 지반진동 속도 감소율을 비교

하였다(Fig. 6). 지발당 장약량이 증가할수록 지반진동 

감소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리는 증가하였으며, 

동일한 지발당 장약량에서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

(VAJ)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에서 지반진

동 감소율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리가 작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

(HAJ)가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보다 폭원과 

상대적으로 더 인접한 거리에서 지반진동의 감소가 

시작되는 것을 나타낸다. 

Fig. 7은 일반 심발발파(NC)에 대한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VJ)의 지

반진동 속도의 감소율과 자승근 환산거리(SRSD)에 

대해 비교한 것이다. 자승근 환산거리(SRSD)에서 수

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는 16.0mkg 이상부터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지반진동 속도의 감소율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경우에는 11.7mkg 이상부터 지반진동 속도의 감

소율이 높게 평가되었다(Fig. 7(a)). 이것은 수직 인공

절리 심발발파(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

가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지반진동 속도가 낮게 예

측되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수직 인공절리 심발

발파(VAJ)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에서 지

반진동 속도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일반 심발발파(NC)에 대한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

파(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VJ)의 지발당 

장약량의 감소비와 지반진동 속도의 허용기준에 대해 

비교한 결과, 지반진동 속도의 허용기준이 증가할수

록 일반 심발발파(NC) 대비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

(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지발당 장

약량의 감소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8). 이

것은 지반진동 속도의 허용기준에 따라 수직 인공절

리 심발발파(VAJ)는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지발당 

장약량을 최대 0.14∼2.43배 증가시킬 수 있으며, 수

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는 일반 심발발파(NC)보

다 최대 0.41∼4.49배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나타

낸다. 또한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감소비는 높게 평가되었

으며, 지반진동 속도의 허용기준이 0.1cms일 경우

에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지발당 장약량의 

감소비는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의 지발당 장

약량의 감소비보다 84.7% 높게 평가되었으며, 1cms
일 경우에는 196.7% 높게 평가되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다이어몬드 와이어 쏘를 이용한 수

직 인공절리와 수평 인공절리를 심발부에 형성하여 

심발부 발파 시 발생하는 지반진동의 감소 효과를 평

가하였다. 그 결과, 일반 심발발파 대비 인공절리 심

발발파에서의 지반진동 감소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

며, 또한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에서의 지반진동 감소효과가 크다는 것을 확

Fig. 5. Relationship between delay charge and distance for 
ground vibration velocity and blasting pattern.

Fig. 6. Relationship between ground vibration velocity reduction 
ratio and distance for delay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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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지반진동 속도 허용기준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은 

일반 심발발파(NC),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V)의 순으로 증가하였으

며,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

(VAJ)와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의 지반진동 

속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예측되어, 지반진동의 감소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가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보다 

폭원과 상대적으로 더 인접한 거리에서 지반진동의 

감소가 시작되며,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보다 

수평 인공절리 심발발파(HAJ)에서 지반진동 속도의 

감소 효과가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지반진동 속도의 허용기준에 따라 지발당 

장약량을 수직 인공절리 심발발파(VAJ)는 일반 심발

발파(NC)보다 최대 0.14∼2.43배, 수평 인공절리 심발

발파(HAJ)는 일반 심발발파(NC)보다 최대 0.41∼4.49

배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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