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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management and preservation measures of lava tube, it is studied how the blasting vibration by 

constructions near Geomunoreum lava tubes in Jeju affect lava tube. 11 boreholes were drilled in 

study area, and in-situ blasting tests were conducted by changing from 0.5 kg to 10 kg charge per 

delay in those boreholes. The vibration velocity, which meets the regulatory vibration criterion during 

daytime, was estimated as below 0.276 cm/sec by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vibration 

velocity and vibration level. In addition, SRE and CRE were calculated from the results of in-situ 

blasting tests, and k-values were shown as 130.04 in SRE, 199.71 in CRE, respectively. Also, n-values 

were shown as -1.717 in SRE, -1.711 in CRE, respectively. Charge per delay were assessed based on 

these equations, and charges per delay had ranges of 0.57~7.42 kg/delay in estimation equation of 

vibration velocity, 0.21~5.29 kg/delay in SRE, and 0.04~5.51 kg/delay in CRE, considering the 0.2 

kine vibration criterion for cultural heritage and the 20~100 m distance from vibration source. 

Additionally, the relationships which meet the criteria of 0.2 kine, were calculated by combining CRE 

in this study with the result of previous study. Allowable charges per delay, which meet the criteria of 

0.2 kine, were evaluated as 1.07 kg/delay in 50 m, 5.13 kg/delay in 100 m and 22.26 kg/delay in 200 m 

distances. These relationships for each vibration velocity are useful to deduce charge per delay for the 

ground near Geomunoreum lava tube.

Keywords: Geomunoreum lava tubes, vibration velocity (PPV), vibration level, blasting, charge per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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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제주도 거문오름동굴계 주변 지역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발파진동이 용암동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용암동굴

의 효율적인 관리보존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지역에서 11개의 시추공을 천공하고, 공내 지발당 장약량을 0.5 kg에

서 최대 10 kg까지 변화시켜가며 현장 발파진동시험을 수행하였다.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진동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진동속도를 산정한 결과, 주간 허용 진동레벨을 만족하는 진동속도는 0.276 cm/sec 이하로 평가되었다. 시험결과를 토대로 진동속도 추정식

을 도출하였으며, 95% 신뢰구간에 해당하는 입지상수(k, n)에 의한 환산거리식을 통해 도출된 k 값은 자승근식에서 130.04, 삼승근식에서 

199.71이며, n 값은 자승근식에서 -1.717, 삼승근식에서 -1.711인 것으로 나타났다. 진동속도 추정식을 바탕으로 진동속도에 부합하는 지발

당 장약량을 평가한 결과, 일반적인 문화재 진동기준치인 진동속도 0.2 kine과 진동원과의 거리 20~100 m를 적용할 때 거리와 장약량에 따른 

진동속도 추정식에서의 지발당 장약량은 0.57~7.42 kg/delay, 자승근식에서 0.21~5.29 kg/delay, 삼승근식에서 0.04~5.51 kg/delay로 나타

났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삼승근식과 선행 연구의 결과를 종합하여 0.2 kine 기준에 부합하는 상관관계식을 각각 도출하였다. 관계식을 

이용하여 진동속도 0.2 kine을 만족하는 거리에 따른 허용 지발당 장약량을 산정한 결과, 50 m에서 1.07 kg/delay, 100 m에서 5.13 kg/delay, 

200 m에서 22.26 kg/delay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산출된 진동속도별 상관관계식은 거문오름용암동굴계 주변 지반의 지발당 장약량 

산정 근거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거문오름 용암동굴계, 진동속도, 진동레벨, 발파, 지발당 장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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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에는 많은 수의 용암동굴이 분포하고 있으며, 인구의 증가 및 관광산업의 발달로 인하여 동굴 주변에 다양한 규

모의 시설물 및 토목구조물 등 많은 개발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개발 과정에서 발파, 리핑 등의 암반 절취와 파쇄

작업이 동반되며, 필연적으로 소음과 진동이 수반되어 주변 지반 및 동굴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소음은 용암

동굴에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가 거의 없으나 동굴 주변에서 발생되는 진동은 동굴에 직접적인 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

진동피해는 인간에 대한 정신적 피해와 구조물에 대한 물리적 피해로 구분되며, 전자의 경우는 진동레벨로 평가하고, 

후자의 경우 진동속도로 평가한다. 제주도의 용암동굴 역시 구조물로 구분되며, 구조물에 대한 진동 영향 평가는 자승근 

및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한 추정방식이 유용하게 활용 될 수 있다(Song et al., 2020). 자승근 환산거리 또는 삼승근 환산거

리에 대한 연구는 Ambraseys and Hendron(1968)의 제안으로 발파진동에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다수의 연구자들이 암

종에 따른 발파진동 추정식을 수정 ‧ 제안한 바 있다(Lee, 2017). 

진동속도 추정에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은 미 광무국(USBM, U.S. Department of Interior, Bureau of Mines) 고시 제

656호(Nicholls et al., 1971)에 제시된 식이며, 국내에서도 국내실정에 맞는 발파 진동상수(k)와 감쇠지수(n)를 도출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 Lim and Kim(1992)은 암종(화강암, 편마암, 사암 등)에 따른 자승근 및 삼승근 환산거

리에 대한 k값과 n값을 평가한 바 있으며, Lee and Kim(1987)과 Yang and Ju(1990)는 석회암 및 편마암을 대상으로 k 및 

n값의 범위를 밝힌 바 있다. Kim et al.(1994)은 k값과 n값 산정 시 암종별로 구분하여 산출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실

측결과를 바탕으로 발파진동 추정식을 화강암, 편마암, 석회암으로 구분하여 제안하였다. Song et al.(2020)은 만장굴과 

용천굴 주변에서 소규모 발파시험을 수행하여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현무암을 대상으로 k값 및 n값을 비롯하여 발파진

동 전달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우리나라의 국토교통부(MCT, 2003)에서도 발파진동 추정식을 제시한 바 있으며, 미 광무국 식을 기반으로 하여 

k = 160, n = -1.6을 사용한 신뢰도 75%의 식이다. 또한 2006년에는 국내 도로공사 현장의 실 계측 자료로부터 k = 200, n = 

-1.6을 적용한 신뢰도 84%의 식을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ㆍ시공 지침’에 수록하여 발표한 사례가 있다(MCT, 2006). 



��������	
������������������������� ∙ 105

기존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볼 때, 진동속도 추정식 산정 시 k값과 n값이 대상지역 지질특성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므로 연

구대상 지역의 실 계측을 통한 발파진동 추정식이 산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ong et al., 2020).

본 연구는 제주 거문오름동굴계에 속하는 지역에서 실험과 계측을 통해 발파진동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거문

오름동굴계의 진동특성을 파악하여 효율적인 용암동굴 관리보존 대책의 학술적 근거 및 기준을 마련하고자 수행되었다. 

������	�
�

발파진동시험은 거문오름용암동굴계와 동일한 지질특성을 가지면서, 동굴에서 충분히 이격되고 주변 영향이 없는 지

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진동이 자유면으로 분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시추공 내에 진동원을 위치시켰으며, 

지발당 장약량은 0.5 kg에서 최대 10 kg까지 변화시켜가며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추공의 위치 및 표고, 시추심도, 발파지

점의 표고, 공당 지발당 장약량은 Table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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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No.
Coordinate Surface elevation

(EL. m)

Hole depth

(m)

Blasting point elevation

(EL. m)

Charge per delay

(kg)N E

BL-1 172621.41 103842.09 56.02 4.0 52.52 0.5

BL-2 172620.55 103844.98 55.91 4.0 52.41 1.0

BL-3 172619.72 103847.83 55.94 5.0 51.94 1.5

BL-4 172618.62 103851.66 55.85 5.0 51.85 2.0

BL-5 172617.54 103855.49 55.89 5.0 51.89 2.5

BL-6 172616.56 103859.39 55.87 6.0 50.87 3.0

BL-7 172615.55 103863.75 55.85 6.0 50.85 3.5

BL-8 172614.50 103868.15 55.83 6.0 50.83 4.0

BL-9 172613.59 103872.56 55.85 6.0 50.85 4.5

BL-10 172612.54 103877.44 55.79 8.0 49.79 5.0

BL-11 172610.08 103887.13 55.36 10.0 48.36 10.0

계측장비는 진동속도와 진동레벨 동시 측정이 가능한 장비(NeoBlast)를 사용하였으며 계측장비의 주요제원은 Table 2

와 같다.

발파시험 시 뇌관은 전기뇌관(HiDETO Plus)을 이용하였으며, 폭약은 한화화약의 에멀젼 계열 화약인 뉴마이트플러

스 I(1,000 g/본 × 직경 50 mm × 약장 470 mm)을 사용하였다. 진동계측은 3개 장비를 운용하여 거리에 따른 진동영향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계측기 설치위치는 진동원으로부터 약 50 m, 100 m, 150 m, 250 m 이격하였으나 진동원의 위

치가 매번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진동원과 계측기의 이격거리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계측기와 진동원과의 평균거리는 

M-50에서 58.12 m (55.35~63.29 m), M-100에서 99.68 m (98.43~101.74 m), M-150에서 147.37 m (146.49~149.39 m), 

M-250에서 254.76 m (250.16~259.60 m)이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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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equipment Equipment specification

(NeoBlast)

Human response 

measurement

∙ Standards : Sound Accuracy_IEC61672-1 Class2, Vibration_JIS C 1510

∙ Measurement : Sound_Leq (Av), L (max/Min), Vibration_Lmax, Lv (In), L10

∙ Level Range : Sound_35~130 dB, Vibration_45~120 dB

∙ Frequency Range : Sound_20~8,000 Hz, Vibration_1~90 Hz

∙ Sampling frequency : Sound_24 KHz, Vibration_1 KHz

∙ Sound Dynamic characteristics : Fast (F) / Slow (S)

∙ Sound Frequency Weighting : A/Z weighting

Seismic 

measurement

∙ Standards : Sound Accuracy_IEC61672-1 Class2, Vibration_DIN4150

∙ Measurement : Sound_Leq (Av), L (max/min) Vibration_V (mm/sec), Max

∙ Level Range : Sound_35~130 dB, Vibration_254 mm/sec

∙ Frequency Range : Sound_20~8,000 Hz, Vibration_1~90 Hz

∙ Sampling frequency : Sound_24 KHz, Vibration_1 KHz

∙ Vibration Sample Rate : 1,000 sps

∙ Sound Dynamic characteristics : Fast (F) / Slow (S)

∙ Sound Frequency Weighting : A/Z weigh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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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 No.
Distance (blasting-measure point, m)

M-50 M-100 M-150 M-250

BL-1 63.29 101.74 148.28 259.60 

BL-2 61.78 100.93 147.77 258.61 

BL-3 60.50 100.27 147.37 257.71 

BL-4 58.84 99.46 146.89 256.52 

BL-5 57.42 98.81 146.53 255.41 

BL-6 56.62 98.58 146.49 254.51 

BL-7 55.82 98.43 146.55 253.61 

BL-8 55.35 98.46 146.72 252.73 

BL-9 55.35 98.82 147.15 252.07 

BL-10 56.09 99.60 147.88 251.48 

BL-11 58.30 101.42 149.39 250.16 

Average 58.12 99.68 147.37 254.76

계측기 2대는 각각 M-50 지점과 M-150 지점에 설치하여 측정하였으며, 나머지 계측기 1대는 진동속도의 전달여부를 

감안하여 지발당 장약량 3 kg/delay 이하에서는 M-100 지점에, 3 kg/delay 이상에서는 M-250 지점에 설치하여 측정하였

다. 진동원과 계측기와의 거리는 Table 3에 제시하였으며, 위치도 및 시험전경은 Fig. 1 및 Fig. 2에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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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11회의 발파진동시험 및 4개 지점에 대한 계측을 수행하여 총 33회의 진동을 측정하였으며 이중 28개의 자료를 획

득하였다. 진동속도는 지발당 장약량이 증가할수록 또한 진동원으로부터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크게 측정되는 것으로 파

악되었다.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에 제시하였으며, 지발당 장약량에 따른 계측기별 

진동속도를 도시하면 Fig. 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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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suring 

No.
Hole No.

Blasting depth

(GL-m)

Distance (blasting-measure point) 

(m)

Charge per delay 

(kg)

PPV

(cm/sec)
dB (V)

M-50

BL-1 3.5 63.29 0.5 - -

BL-2 3.5 61.78 1.0 0.032 57.86

BL-3 4.0 60.50 1.5 0.092 52.03

BL-4 4.0 58.84 2.0 0.14 64.44

BL-5 4.0 57.42 2.5 0.151 66.62

BL-6 5.0 56.62 3.0 0.261 66.73

BL-7 5.0 55.82 3.5 0.27 64.21

BL-8 5.0 55.35 4.0 0.286 68.25

BL-9 5.0 55.35 4.5 0.28 67.55

BL-10 6.0 56.09 5.0 0.322 72.63

BL-11 7.0 58.30 10.0 0.66 79.05

M-100

BL-1 3.5 101.74 0.5 - -

BL-2 3.5 100.93 1.0 0.015 47.10

BL-3 4.0 100.27 1.5 0.031 54.44

BL-4 4.0 99.46 2.0 0.052 58.48

BL-5 4.0 98.81 2.5 0.063 58.76

M-150

BL-1 3.5 148.28 0.5 - -

BL-2 3.5 147.77 1.0 0.016 45.90

BL-3 4.0 147.37 1.5 0.024 48.12

BL-4 4.0 146.89 2.0 0.025 50.90

BL-5 4.0 146.53 2.5 0.029 52.97

BL-6 5.0 146.49 3.0 0.056 56.98

BL-7 5.0 146.55 3.5 0.041 54.33

BL-8 5.0 146.72 4.0 0.057 56.06

BL-9 5.0 147.15 4.5 0.069 58.49

BL-10 6.0 147.88 5.0 0.084 64.46

BL-11 7.0 149.39 10.0 0.123 69.31

M-250

BL-6 5.0 254.51 3.0 0.018 51.99

BL-7 5.0 253.61 3.5 0.019 51.42

BL-8 5.0 252.73 4.0 0.022 54.32

BL-9 5.0 252.07 4.5 0.026 55.05

BL-10 6.0 251.48 5.0 0.041 58.77

BL-11 7.0 250.16 10.0 0.067 6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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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측이 이루어지지 않은 장약량 0.5 kg의 경우를 제외하고, 1.0~10.0 kg의 장약량을 대상으로 진동속도와 거리와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진동속도와 거리와의 관계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진동속도가 급격히 커지는 양상을 보이며, 이는 거

듭제곱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각 속도별 거리와 진동속도와의 관계식은 Table 5와 같으며, 상관관계를 도출한 그래프는 

Fig. 4에 제시하였다. 도출된 각 장약량별 진동속도와 거리와의 상관관계식은 동일한 거리에 따른 진동영향을 평가하는데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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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ge per delay (kg) Relational expression

1.0 PPV (cm/sec) = 0.8815 × D-0.83

1.5 PPV (cm/sec) = 46.85 × D-1.542

2.0 PPV (cm/sec) = 301.1 × D-1.883

2.5 PPV (cm/sec) = 186.57 × D-1.752

3.0 PPV (cm/sec) = 331.72 × D-1.762

3.5 PPV (cm/sec) = 326.72 × D-1.776

4.0 PPV (cm/sec) = 249.31 × D-1.685

4.5 PPV (cm/sec) = 146.05 × D-1.551

5.0 PPV (cm/sec) = 81.586 × D-1.375

10.0 PPV (cm/sec) = 415.84 × D-1.597

: vibration velocity (cm/sec), : Distance between vibration source and measurement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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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거리에서 장약량의 변화와 진동속도의 관계를 분석하였으며, 거리별 장약량과 진동속도와의 관계는 Table 6에 

제시되어 있다. 거리별 상관관계식의 기울기는 거리가 가까울수록 증가하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진동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지발당 장약량의 변화에 진동속도의 변화가 더 크게 나타남을 의미한다(Fig. 5). 



��������	
������������������������� ∙ 111

�������	�%�������
������+����''&� ��)���!�������������������� *�!����
������� �!

D (m) Relational expression

50 PPV (mm/sec) = 0.0817 × W (kg)

100 PPV (mm/sec) = 0.0269 × W (kg)

150 PPV (mm/sec) = 0.0141 × W (kg)

200 PPV (mm/sec) = 0.0089 × W (kg)

250 PPV (mm/sec) = 0.0063 × W (kg)

300 PPV (mm/sec) = 0.0047 × W (kg)

400 PPV (mm/sec) = 0.003 × W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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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의 전파특성을 나타내는 추정식은 계측자료로부터 회귀분석을 통해 자승근 및 삼승근환산거리에 대한 각각의 

상수를 구한 후 적합도가 높은 식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발파진동 계측자료를 통해 발파진동의 세 성분인 

수직 방향(V, Vertical), 진행 방향(L, Longitudinal) 및 접선 방향(T, Transversal) 성분 중 최대치(PPV)에 대하여 자승근 

환산거리 및 삼승근 환산거리 기법으로 진동의 중위수준인 50%를 나타내는 식(신뢰수준 50%) 및 자료의 95%를 포함하

는 식(신뢰수준 95%)을 각각 도출하여 주로 안전문제를 고려하여 모든 측정자료를 포함할 수 있는 95%의 신뢰구간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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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 추정식으로 채택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진동 추정식의 결정을 위하여 자승근 환산거리 및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해 선형 회귀분석(Linear regression)을 수행하였으며, 신뢰수준 50% 및 95% 식을 각각 도출하고 안전을 고려한 신뢰

수준 95%식을 채택하여 계수들을 도출하였다. 

선행연구의 결과(Song et al., 2020)와는 달리 장약량과 거리의 차이를 충분히 반영하였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상적인 

형태의 데이터 분포를 보이고 있다. 회귀분석 결과 결정계수 R2이 0.8427~0.9334로 측정 데이터의 높은 상관성을 나타내

고 있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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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진동시험 데이터 분석을 통해 자승근(SRE, square root equation) 및 삼승근(CRE, cube root equation) 환산거리 

추정식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환산거리식은 식 (1) 및 식 (2)와 같다. 신뢰수준 95% 환산거리식을 통해 도출된 계수인 k

값 및 n값은 Table 7에 제시하였다.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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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Linear regression using SRE Linear regression using CRE

k 130.04 199.71

n -1.717 -1.711

R2 0.9334 0.8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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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에서 이용되는 자승근 환산거리 및 삼승근 환산거리식에서의 발파 진동상수(k)와 감쇠지수(n)를 정리하였으며, 

이들과 본 연구에서 도출된 환산거리식을 비교 ‧ 검토하였다(Table 8). 연구지역에서 측정된 자료를 Table 8과 Fig. 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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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분석한 결과, 자승근식을 적용하는 경우, Lee and Kim(1987)이 석회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와 가장 유사한 경향

을 보인다. 또한, 삼승근식을 적용할 경우 Yang and Ju(1990)와 Lee and Kim(1987)이 석회암을 대상으로 한 연구성과와 

가장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USBM식이나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 지침에 제시된 

추정식과 비교할 때, 동일한 환산거리에서 진동속도가 2배 정도의 낮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다공질 암반으로 구성된 지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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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 SRE CRE

USBM Y = 200X-1.6 -

Guidelines for design and construction of open wave in road construction Y = 160X-1.6 -

Lim and Kim(1992)_Gneiss Y = 28.9X-0.969 Y = 456.8X-1.35

Lee and Kim (1987)_Granite - Y = 138X-1.7 

Lee and Kim (1987)_Limestone Y = 48X-1.46 -

Lee and Kim (1987)_Gneiss - Y = 648X-1.64 

Yang and Ju (1990)_Limestone Y = 26.18X-1.492 Y = 406.3X-1.64

This study Y = 130.04X-1.717 Y = 199.71X-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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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등에서의 발파가 동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주요 영향으로 소음, 진동 등을 수반하며 이는 동굴의 안정성과 

관람객에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Song et al., 2020).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Song et al., 2020) 성과와 종합하여 진동속

도와 진동레벨의 상호 연관성을 평가하였다. 평가결과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은 선형적인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파악되었

으며, 그 관계는 식 (3)과 같으며, 선형적 관계는 Fig. 8에 도시하였다.

  ×
 

×
∙   

 (3)

여기서, PPV : 진동속도(mm/sec), dB (V) : 진동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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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생활, 정신적 안정을 위하여 공장, 도로, 철도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음 ‧ 진동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 ‧ 

진동을 적정하게 관리, 규제하기 위한 소음 ‧ 진동규제법은 1997년 개정 ‧ 보완 되었으며(Ministry of Environment, 2002), 

이 법의 적용 범위에 생활 소음 ‧ 진동 중 건설 소음 ‧ 진동이 포함되어 있다(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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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me zone

Target area

Day time

(06:00~22:00)

Night time 

(22:00~06:00)

a. Schools, general hospitals, public libraries located in residential areas, green areas, 

and management areas, such as recreational and residential development promotion 

zones, tourism and recreational development zones, natural environmental conservation 

areas, and other areas

Below 65 Below 60

b. Other regions Below 70 Below 65

보통 진동속도는 구조물 손상 가능성을 평가할 때 이용되며, 진동레벨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 시 이용하게 된다. 진

동레벨의 경우 국내에서 소음 ‧ 진동규제법으로 제정되어 관리하고 있는 진동기준의 단위로서 소음 ‧ 진동규제법중 생활 

소음 ‧ 진동(건설 소음 ‧ 진동이 생활소음 ‧ 진동에 포함됨) 규제기준에 근거하여 주간 65 dB (V)이하, 심야 60 dB (V)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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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규제를 두고 있다. 따라서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진동속도를 상관관계에서 도출한 결과, 주간 0.111 cm/sec 이하, 야간 

0.071 cm/sec 이하에서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발파진동의 경우는 주간에는 규제 기준치에 +10 dB(V)

을 보정하여 75 dB(V) 이하를 기준으로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이를 만족하는 진동속도는 0.276 cm/sec 이하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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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별 허용 장약량은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장약량 변화에 따른 진동영향 해석에서 도출된 

장약량에 대한 진동속도의 관계와 환산거리 진동속도 관계식을 통해 거리별 허용 장약량을 검토하였다. 첫째, 각 거리별 

장약량에 대한 진동속도의 관계를 토대로 기울기 값의 변화를 분석하면 거리와 장약량에 따른 진동속도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으며, 관계식은 식 (4)와 같다. 거리와 장약량에 대한 진동속도 관계 기울기와의 관계는 Fig. 9에 도시하였다. 

  ×
 

×  (4)

여기서, PPV : 진동속도(cm/sec), D : 진동원과 계측기 사이의 거리(m), W : 지발당 장약량(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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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관계식을 활용하여 문화재 기준인 0.2 kine (= 0.2 cm/sec)을 만족하는 거리별 장약량을 산출하면 Table 10과 같

다. 일반적인 문화재 진동기준치인 진동속도 0.2 kine을 적용할 때, 동굴과 진동원과의 거리 20~100 m 거리에서 만족하는 

지발당 장약량은 0.57~7.42 kg/delay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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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 (m) Allowable charge per delay (kg) PPV criterion

20 0.57 

0.2 cm/sec

40 1.73 

60 3.29 

80 5.21 

100 7.42 

둘째, 발파진동시험 결과를 통해 도출된 자승근 및 삼승근 관계식을 이용하여 동굴과 진동원과의 거리 20~100 m 거리에

서 이격거리별 진동속도 기준을 만족하는 지발당 장약량을 산정하였다. 일반적인 문화재 진동기준치인 진동속도 0.2 k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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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적용할 때, 동굴과 진동원과의 거리 20~100 m 거리에서 만족하는 지발당 장약량은 자승근식에서 0.21~5.29 kg/delay, 

삼승근식에서 0.04~5.51 kg/delay로 평가되었다(Tabl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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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E CRE

PPV

(cm/sec)

D

(m)
K n

Allowable W

(kg/delay)

PPV

(cm/sec)

D

(m)
K n

Allowable W

(kg/delay)

0.2

20

130.04 -1.717

0.21 

0.2

20

199.71 -1.711

0.04 

40 0.85 40 0.35 

60 1.90 60 1.19 

80 3.38 80 2.82 

100 5.29 100 5.51 

앞서 언급한 방법으로 일반적인 문화재 진동기준치인 진동속도 0.2 kine을 적용한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의 허용 기준치

는 거리가 가까운 경우 삼승근식을 적용하였을 경우에 가장 낮은 값을 보이고 100 m 이상의 거리에서는 자승근식을 적용

하는 것이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자승근식 및 삼승근식과 선행 연구(Song et al., 2020) 결과와 종합하여 0.2 kine 기준에 부합하는 

상관관계식을 도출하였다. 관계식을 이용하여 진동속도 0.2 kine을 만족하는 거리에 따른 허용 지발당 장약량을 산정한 

결과, 50 m에서 1.07 kg/delay, 100 m에서 5.13 kg/delay, 200 m에서 22.26 kg/delay로 평가되었다. 선행 연구 및 본 연구

에서 도출된 거리별 허용 지발당 장약량은 Table 12와 같으며, 이를 도시하면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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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V

(cm/sec)
Relational expression

D

(m)

Allowable W

(kg/delay)

0.2   ×
×

50 1.07

100 5.13

150 12.20

200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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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주도 거문오름동굴계 분포지역에서 실험을 통해 발파에 따른 진동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기반으로 효율적

인 용암동굴 관리보존 대책의 학술적 근거를 마련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연구성과를 도출하기 위해 현장에서 발파진동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11개소의 시추공을 천공하고 공내 지발당 장약량을 0.5 kg에서 최대 10 kg까지 변화시켜가며 수행

하였다. 

시험결과에서 각 거리별 장약량에 대한 진동속도의 변화를 분석하고 기울기 값을 추출하여 거리와 장약량 변화에 따른 

진동속도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발파진동 추정식의 결정을 위하여 자승근 환산거리 및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해 선

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신뢰수준 50% 및 95%의 식을 각각 도출하고 안전을 고려한 신뢰수준 95%의 식을 채택하

여 계수들을 도출하였다. 신뢰수준 95% 환산거리식을 통해 도출된 k값은 자승근식에서 130.04, 삼승근식에서 199.71이

며, n값은 자승근식에서 -1.717, 삼승근식에서 -1.711으로 계산되었다. 국내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USBM식이나 도

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 지침에 제시된 추정식과 비교할 때, 동일한 환산거리에서 진동속도가 2배 정도의 낮은 값을 

가지는데 이는 천공경, 암반상태, 센서의 설치조건 등과 같은 여러요인 중 다공질 암반으로 구성된 지반특성 요인이 보다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

진동속도와 진동레벨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진동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진동속도를 산정한 결과, 주간 허용 진동레벨

을 만족하는 진동속도는 0.276 cm/sec 이하로 평가되었다. 또한, 각각의 도출된 진동속도 추정식을 바탕으로 진동속도에 

부합하는 지발당 장약량을 평가하였다. 일반적인 문화재 진동기준치인 진동속도 0.2 kine과 진동원과의 거리 20~100 m를 

적용할 때, 거리와 장약량에 따른 진동속도 추정식에서의 지발당 장약량은 0.57~7.42 kg/delay, 자승근식에서 0.21~5.29 

kg/ delay, 삼승근식에서 0.04~5.51 kg/delay로 평가되었다. 평가결과를 볼 때, 자승근식 및 삼승근식을 적용하는 경우, 지

반이 가장 진동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승근식 및 삼승근식과 선행 연구의 결과와 종합하여 0.2 kine 기준에 부합하는 상관관계식을 각각 도출

하였다. 관계식을 이용하여 진동속도 0.2 kine을 만족하는 거리에 따른 허용 지발당 장약량을 산정한 결과, 50 m에서 1.07 

kg/delay, 100 m에서 5.13 kg/delay, 200 m에서 22.26 kg/delay로 평가되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진동속도별 상관관계식은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관리보존 대책을 위한 거리에 따

른 지발당 장약량 산정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된 기준식이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대표지점을 선

정하여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지반의 불균질성으로 인해 시험위치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으므로 향후 추가 연

구를 통해 보다 많은 자료를 수집 ‧ 분석하여 거문오름용암동굴계의 진동기준에 부합하는 진동속도 추정식을 정립할 필요

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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