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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demolition of offshore facilities, traditional methods such as jackhammer and explosive methods have been often used in 

construction industry. However, prohibitions for use of those methods are becoming more rigorous especially in environmentally and 

historically sensitive areas. It was also reported that the explosive demolition method on maritime bedrock can cause a disturbance of 

ecosystem. For those reasons, use of soundless chemical demolition agent(SCDA) is getting the spotlight. However, researches 

regarding the mechanical point of SCDA have seldom performed. There is no industrial standard for use of SCDA yet. In this study, 

a pilot experimental study in order to measure the required expansive pressure that could be generated from SCDA was conducted. 

Numerical models were developed in order to estimate the required expansive pressures of SCDA for initiating cracks depending on 

selected key parameters. Obtained results indicate that the required pressure does not decrease linearly as increasing the hole 

diameter, the number of holes, and the ratio of hole-distance to hole-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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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이나 암반 해체를 해 가장 많이 사용하는 공법은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한 발 공법과 잭해머를 이용한 공법이

다. 하지만 이러한 기존의 공법들은 주거 집지역이나 문화

재가 가까운 지역에서는 발 에 의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특히 해양환경에서의 발 작업

은 그 험도가 더욱 높을 뿐만 아니라 생태계교란 등에 의

해 지역주민·단체들로부터 많은 반발에 부딪히고 있다. 이러

한 발 공법이 제한된 공사 장에서 사용가능한 무소음화학

팽창제(Soundless Chemical Demolition Agent, SCDA)

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Fig. 1은 무소음화학팽창제를 이

용한 콘크리트 균열시험 결과를 나타낸다. 무소음화학팽창제

란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슷한 형태의 분말가루로서, 수화반

응 시 150℃ 이상의 열과 함께 Ettiringite 결정체를 생산

하여 구속되어 있는 조건에서 서서히 팽창압을 발 한다. 

SCDA를 활용하기 한 개념은 1970년  반부터 제안되

어 왔으나 40여년이 지난 재까지도 SCDA에 한 표 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으며 아직까지도 발 해체공법에 비하여 

단가가 높아 그 필요성에 비하여 활용빈도가 극히 낮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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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Yield surface of concrete materials

(Abaqus user manual 6.14)

Fig. 1 Concrete block cracking test using the SCDA

이다(Huynh and Laefer, 2009). Laefer 등(2010)의 연

구에 따르면 SCDA의 사용단가는 다이 마이트 사용에 비하

여 20배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다. 이와 같이 SCDA를 이용

한 해체공법은 경제  효율성 측면에서 사용에 제한을 받아

왔으나 최근 강화되고 있는 환경  소음 련 법규로 인해 

주목을 받고 있다. 한 주로 일본, 국, 미국 등지에서 

SCDA에 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어 왔다. Gambatese 

(2003)은 SCDA를 사용하여 지름이 6.35mm 이하인 홀의 

간격  홀의 크기 등과 련된 변수연구를 통해 최 화된 

해체방법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매우 작은 시험체에 

한 연구이므로 비교  사이즈가 크고 단단한 암반의 해체를 

해서 용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Laefer 등(2010)은 외기

온도, 섞는 물, 물의 온도, 물시멘트비, 구멍지름, 깊이, 열

발산조건 등이 SCDA의 팽창압에 향을 주는 요인자라는 

연구결과를 제시하 다. 한 Hinze와 Brown(1994)은 외

법, 직 측정장치를 이용한 측정법 등 SCDA의 팽창압 측

정방법을 연구하 다. 그러나 아직까지 SCDA를 이용한 효

과 인 구조물 해체방법에 한 연구는 많지 않다. 국내에서

는 Kim(1998)의 팽창압에 의한 암석 괴시에 발생하는 AE

의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를 한 바 있다. 그러나 부분 콘

크리트의 수축균열 방지를 한 팽창제 사용에 한 연구가 

부분이고, 해양암반  구조물의 무소음, 무진동 공법에 

한 연구, 특히 구조물의 크기에 따른 요구팽창압에 한 연

구는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양암반에서 균열진

 확인을 한 경계조건을 구성하고, 다양한 경계조건에서 

해양암반  구조물 해체에 필요한 최소요구팽창압 측을 

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2. 해석 재료모델

재료모델은 콘크리트  암반의 취성  거동을 확인하기 

해 Concrete Damaged Plasticity(Lee and Fenves, 

1998)을 사용하 다. Damaged Plasticity Model은 미소

균열을 발생시키기 해 이용된 괴에 지로 평가되며, 

Fig. 2에는 괴면 설정에 한 그래 가 나타나있다. 괴

면 구성식은 Lubliner 등(1998)이 제안한 설정을 기반으로 

Lee와 Fenves(1998)이 내용을 수정하 으며 기본 인 수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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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최  유효 주응력, 는 기등가이

축압축항복강도/ 기일축압축강도, 는 편차면(deviatoric 

plane)에서 항복면을 정의하기 한 계수(0.667), 


는 

유효인장응집응력,


 유효압축응집응력이다. 각 변수에 

한 상세한 설명은 ABAQUS manual 6.14를 통하여 확

인할 수 있다.

균열의 생성  진 은 인장응력이 발생하여 손상이 생길 

경우 확인이 가능한 손상 라미터(DamageT)를 사용하여 

확인하 으며 손상 라미터가 0.6 이상일 경우 완 균열이 

발생한 것으로 설정하 다. 한 Fig. 3과 같이 CEB-FIP 

(2010)에서 제시한 응력-균열폭 계를 활용하여 인장응력-

균열폭 계를 측하 으며, 이를 Damaged Plasticity 

Model에 입력하여 균열발생시 필요한 SCDA의 팽창압을 계

산하 다. CEB-FIP(2010)에서 제안한 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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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ilinear stress-crack opening curve

(CEB-FIP, 2010)

Fig. 4 The required pressure depending on mass density

Fig. 5 Principal stress of 400mm structure before 

crack initiation

  
 (5)

  ∙
 (6)

여기서, 은 콘크리트 측인장강도, 는 콘크리트 압축

강도, 는 콘크리트 측 괴에 지, 는 콘크리트 평균

실험압축강도를 말한다.

3. 해석 역  조건

본 장에서는 수치해석을 한 모델 선정  검증을 수행하

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먼  천공홀(hole)을 내고 여기에 

SCDA를 주입시키면 화학반응에 의해 SCDA가 팽창하며 콘

크리트에 팽창압이 달되면서 괴된다. 이러한 괴과정을 유

한요소해석으로 모사하기 하여 상용해석 로그램인 ABAQUS 

6.14 Explicit을 이용하 다. 콘크리트  SCDA의 모델링에

는 감차 분이 용된 2차원 평면변형률 요소(CPE4R)를 사

용하 으며 보다 세 한 균열진 을 확인하기 하여 최소 

15000개 이상의 요소를 사용하 다. Implicit로 해석할 경우 

균열발생 직후 데이터 수렴이 되지 않아 균열의 진 을 확인할 

수가 없어 기균열만 확인할 수 있으므로 균열의 진 을 확인

하기 해 Explicit로 해석하 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천공홀

과 구조물 외부경계와의 거리에 따른 향이 도록 원형으로 

모델링하 다. SCDA의 팽창을 표 하기 해 열팽창 계수

(1×10-11/℃)를 용한 뒤 천공홀에 온도하 을 가하여 선형

증가하도록 설정하 으며, 팽창압의 달은 면- -면 

(Surface to Surface Contact)을 사용하여 팽창하는 SCDA

가 콘크리트 구조물과 하여 팽창압을 달하도록 모델링

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21MPa로 설정하 고, 앞 장

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손상 라미터를 도입하여 균열의 생성 

 진 을 단하 다.

SCDA는 발 성 물질이 아니므로, 진 으로 팽창압을 

발생시킨다. 따라서 해석에서 동 인 향은 제거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를 확인하기 하여 먼 , 질량에 한 변수연구

(2400kg/m3, 100kg/m3, 10kg/m3)와 팽창속도에 따른 변

수연구(5000℃/s, 10000℃/s, 15000℃/s, 20000℃/s, 

30000℃/s)를 수행하 다.

3.1 질량에 한 변수연구

질량을 2400kg/m3, 100kg/m3, 10kg/m3로 설정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질량에 한 변수연구의 해석결과, 질량의 

크기에 계없이 최소요구팽창압은 비교  일정하게 나타남이 

확인되었다(Fig. 4). Fig 5의(a), (b), (c)는 질량이 각각 

2400kg/m3, 100kg/m3, 10kg/m3 일 때 균열이 생성되기 

직 의 주응력을 나타낸 것이다. 최소요구팽창압이 (a)에서는 

16.9MPa, (b)에서는 16.8MPa, (c)에서는 16.9MPa로 나

타나 차이가 미미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해석결과에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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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diameter

(mm)

Hole

diameter

(mm)

Mass

(kg/m
3
)

Boundary

condition

Distance

of each

hole

(mm)

require

pressure

(MPa)

400 38

2400 Free - 16.9

100 Free - 16.8

10

Free - 16.9

1/4 - 16.9

1/2 - 16.9

3/4 - 17.7

1000

38 10

Free - 35.4

1/4 - 36.3

1/2 - 37.9

3/4 - 39.6

50 10 Free - 28.8

75 10 Free - 20.2

2000 38 10 Free - 60.4

5000 38 10 Free - 87.3

10000

38 10 Free - 98.9

38×2 10 Free 50 45.3

38×2 10 Free 75 39.6

38×2 10 Free 125 39.1

38×2 10 Free 250 38.0

38×2 10 Free 375 38.5

38×2 10 Free - 84.7

38×3 10 Free - 71.8

38×4 10 Free - 67.0

38×5 10 Free - 58.4

38×10 10 Free - 36.6

38×20 10 Free - 20.5

38×30 10 Free - 14.0

Table 1 Obtained analytical results

(a) 25% (b) 50% (c) 75%

Fig. 7 Three different boundary conditions varying 

the portion of fixed boundary

Fig. 8 The required pressures depending on the 

boundary conditions

없는 범 에서 해석 시간을 단축하기 해서는 구조물의 질량

을 크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

3.2 팽창속도에 한 변수연구

팽창속도를 각각 5000℃/s, 10000℃/s, 15000℃/s, 

20000℃/s, 30000℃/s로 설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해

석 결과, Fig. 6과 같이 20000℃/s 이하의 속도에서는 팽창

속도에 따른 팽창압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후 해석수행 시 동 인 향을 최소화하기 해서 팽창속도

는 20000 ℃/s 이하의 속도로 해석을 수행할 것이다.

Fig. 6 The required pressure depending on expansion 

speed

4. 주요변수에 한 민감도 해석

여기에서는 구조물의 균열생성  진 에 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를 설정하고, 변수 변화에 따른 해석결과를 고찰하

다. 체 해석결과는 Table 1에 나타나 있으며, 구속조건, 

구조물의 크기, 천공홀의 지름, 천공홀의 간격, 천공홀의 수

에 한 변수연구를 수행하 다. 

4.1 구조물의 구속조건에 의한 최소요구팽창압 측

구조물의 형태는 원형, 직경 400mm와 1000mm, 천공홀

의 직경은 38mm인 조건에서 구조물 체 측면의 25% 

(Fig. 7(a)), 50%(Fig. 7(b)), 75%(Fig. 7(c))에 구속조

건을 용하여 구속조건이 없는 경우와 각각의 경우를 비교 

분석하 다.

Fig. 8은 구속조건을 달리하 을 경우 계산된 최소요구팽

창압을 비교한 그래 이다. 구속면 이 증가할수록 최소요구

팽창압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그 차이는 미미함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9는 구조물의 크기가 1000mm일 때 구

속조건에 따른 팽창압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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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ssure history of 1000-mm structure

25% 50% 75%

(a) 400mm

25% 50% 75%

(b) 1000mm

Fig. 10 Configurations of crack propagation, depending 

on the portion of the fixed boundary

Fig. 11 The required pressure depending on the 

structure dimension

(a)

(b)

(d)

(c)

(e)

Fig. 12 Damaged configurations depending on the 

size of structures

구조물에 있어서 구속이 많아짐에 따라 최소요구팽창압은 

유사하게 발생하나, 균열발생 시간은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장 용 시 구속이 많은 경우 더욱 

빠른시간에 암반을 괴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추후 

구속조건에 따른 균열제어(Crack control)를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Fig. 10은 각각의 해석결과에 따른 균열의 진 을 나타낸 

것이다. 해석결과 구속된 부분을 제외한 지역에 인장에 의한 

균열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2 구조물  천공홀 크기에 따른 최소요구팽창압 변화

4.2.1 구조물의 크기에 한 변수 연구

천공홀의 지름은 38mm로 고정하고 구조물의 지름을 변수

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된 구조물의 크기는 

400mm, 1000mm, 2000mm, 5000mm 그리고 10000 

mm이며 Fig. 11은 최소요구팽창압에 한 해석결과를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결과에서 나온 최소요구팽창압은 

400mm에서는 16.9MPa, 1000mm에서는 35.4MPa, 2000 

mm에서는 60.4MPa, 5000mm에서는 87.3MPa, 10000 

mm에서는 104.7MPa로 나타났다. 구조물의 크기가 증가할

수록 요구되는 최소팽창압이 증가하나 구조물의 크기가 

10000mm 이상이 된다면 최소팽창압이 일정 수치에 수렴한

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천공홀과 구조물 직경비가 0.00038 

이상일 경우 측면 거리에 의한 향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무한(infinite) 크기의 경계조건에서 필요한 요

구팽창압을 계산하기 해서는 천공홀과 구조물 직경 비를 

0.00038 이하로 하거나 원하는 구조물의 주변에 무한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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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The required pressure, depending on the

ho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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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The multi-hole structure

Fig. 16 The required pressure depending on the 

number of ho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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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The required pressure depending on the ratio 

of hole-distance to hole-diameter

(Infinity element)를 배치하여 해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Fig. 12는 구조물의 각각의 크기에 따른 균열의 형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a)는 400mm, (b)는 1000mm, 

(c)는 2000mm, (d)는 5000mm, (e)는 10000mm에 

한 해석 결과이다. 천공홀에서 미소균열이 진 되어 인장균

열이 발생한 것을 볼 수 있다.

4.2.2 천공홀의 크기에 한 변수연구

여기에서는 4.2.1 과 반 로, 구조물의 크기를 고정시키

고 천공홀의 지름을 변수로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에 

사용된 천공홀의 크기는 38mm, 50mm  75mm이며 구

조물의 크기는 1000mm이다. Fig. 13은 각 해석에서의 최

소요구팽창압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천공홀의 크기가 38mm, 50mm, 75mm일 때 최소요구

팽창압이 각각 35.4MPa, 28.8MPa  20.2MPa로 나타

나, 천공홀의 직경이 1.31배 1.97배 늘어나는 동안 최소요

구팽창압은 0.81배, 0.57배 어들어 천공홀의 직경과 요구

팽창압 사이에는 선형의 계가 용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효율 인 천공홀 지름의 선정과 배치를 해서는 이

러한 계를 명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추후 연구에서 

홀간 간격과 지름에 한 정값을 제시하는 상세한 연구가 

진행될 정이다.

Fig. 14는 4.2.1   4.2.2 의 결과를 하나의 그래

로 정규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는 구조물의 크기, 

는 천공홀의 크기, 는 균열발생시의 최소요구팽창압,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나타낸다. 구조물의 크기를 변수로 

한 해석결과와 천공홀의 크기를 변수로 한 해석결과가 동일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3 천공홀의 수에 따른 최소요구팽창압 측정

천공홀의 개수에 따른 최소요구팽창압을 확인하기 한 연

구를 수행하 다. 구조물의 크기는 10000mm, 천공홀의 크

기는 38mm로 설정하고 천공홀간의 간격을 등간격으로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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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앙에서부터 일직선으로 배치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Fig. 15는 천공홀을 등간격으로 배치했을 때의 구조물의 형

상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에서 는 천공홀간의 간격, 는 

천공홀의 크기를 나타낸다.

Fig. 16은 천공홀의 수에 한 최소요구팽창압을 그래

로 나타낸 것이다. 천공홀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 최소요구팽

창압이 작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 한, Fig. 17은 Fig. 

16의 결과를 천공홀 간 간격과 천공홀의 크기 비에 한 최

소요구팽창압의 형태로 다시 나타낸 것으로 는 균열발생시

의 최소요구팽창압,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는 천공홀 

간의 간격, 는 천공홀의 크기이다. 최소요구팽창압과 압축

강도의 비로 나타내지는 정규화 값은 천공홀의 간격과 구조

물 크기 비의 1.81배로 나타났으며 선형증가하 다. 이 계

는 동일한 천공홀의 크기에 의한 것이므로 다른 크기의 천공

홀과 구조물 크기 등에 한 변수연구가 추후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무소음화학팽창제를 이용한 해양암반에서의 

균열의 생성  진 을 한 해석조건을 구성하여 구조물 해

체에서의 최소요구팽창압을 알아보는 해석을 수행하 다. 이

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었다. 

구조물에서 더 많은 구속이 발생할 경우 최소요구팽창압은 

유사하지만 균열 발생시간이 단축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천공홀과 구조물의 직경비가 0.00038 이하인 경우 측면 

경계조건에 의한 향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DA를 이용한 구조물 해체 시 천공홀의 크기를 증가

시킬 경우 증가된 천공홀의 직경에 비례하여 최소요구팽

창압은 감소하지 않는다.

구조물 해체를 한 최소요구팽창압은 구조물의 크기와 

천공홀의 직경의 비에 지배 인 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

으며 이러한 주요설계변수에 따른 일반 인 요구팽창압

을 측하기 한 추가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구조물의 직경과 천공홀의 직경비에 따라 최소요구팽창

압이 비선형으로 민감하게 반응하나 경계면 구속조건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천공수가 많아질수록 최소요구팽창압은 어듦을 보이며 

최소요구팽창압은 천공홀의 간격과 크기의 비에 선형

으로 비례한다

본 연구결과는 구조물 해체를 해 무소음팽창제를 이용

해야 하는 경우, 천공홀의 치  간격조정을 한 설계

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향후 SCDA의 팽창압을 측정하고 천공홀간 간격과 직경

에 한 상세한 연구가 추후 수행된다면 구조물 해체를 

한 천공홀의 최 설계가 가능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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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해양암반이나 구조물 해체를 한 통 인 방법은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한 발 공법, 잭해머(Jackhammer)를 이용한 공법

이다. 이러한 방법은 소음이나 폭발의 험등으로 인해 사용에 많은 제약이 따른다. 이런 제한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무소음화학팽창제(SCDA)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무소음화학팽창제의 사용에 한 규격이나 설계  시

공에 한 제안서는 재 무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조건(구조물의 구속, 천공홀의 크기, 천공홀의 수 

등)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생성, 진 될 수 있는 최소요구팽창압을 측하 다. 

핵심용어 : 무소음화학팽창제(SCDA), 요구팽창압, 구조물 해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