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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ly, the deepening depth in the underground is a situation of the high interest for a 

purpose of the development of various facilities. The development of deep underground 

space should be based on the structural stability of rocks. Spalling is known to have an impact 

on the structural stability degradation in deep underground space. As an attempt to predict 

spalling, many researchers have proposed predicted conditions in accordance with stress 

states which occur around the tunnel, rock conditions, and types of rock. In addition, the 

analysis on spalling method has been verified by using computer modeling such as FLAC, 

EXAMINE, Insight 2D, UDEC and FRACOD, along with in-situ measurement results. In Canada 

URL (Underground Research Tunnel), CWFS model (Cohesion Weakening Frictional Strengthening) 

was used to precisely predict for the state of spalling, comparing spalling modeling. CWFS 

model has been identified as a reliable method for predicting such phenomena. This study 

aims to analyze several cases of spalling, and then make a comparison between the conditions 

for spalling occurrence and the predicted results of model CWFS. With this, it investigates the 

applicability of prediction of spalling, targeting pillar under deep depth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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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전 세계적으로 지하의 고심도화는 다양한 시설 개발의 목적으로 관심도가 높은 상황이다. 고심도 지하공

간의 개발은 암반의 구조적 안정성이 바탕이 되어야 한다. 고심도 지하공간에서는 스폴링이 구조적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스폴링을 예측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자들은 터널 주변에서 발생

하는 응력상태, 암반상태 및 암종에 따라 제안하였다. 또한, 현지에서 측정된 결과와 FLAC, EXAMINE, 

UDEC, Insight 2D, FRACOD 등의 컴퓨터 모델링을 이용하여 스폴링 해석 방법에 대한 검증이 수행되었

다. 캐나다 URL(Underground Research Tunnel)에서는 스폴링 현상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위해 

CWFS(Cohesion Weakening Frictional Strengthening)모델을 제안하고 이를 비교 분석하였다. 

Ⓒ The Korean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2020.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
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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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지하암반 개발의 흐름은 저심도 지하공간 개발을 넘어 높은 현지 응력을 받는 고심도 지하공간에 대한 관심이 높

아지는 상황이다. 고심도의 지하광산, 지하연구시설 및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개발을 위해서는 높은 현지 응력 조건에서의 암반의 

구조적 안정성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이다. 저심도 암반에서는 암반 안정성에 미치는 요소 중 대표적으로 지질 구조적 조건과 불연

속면의 상태에 따라 파괴 거동이 발생할 수 있다. 반면에 고심도 암반에서는 지질 구조적 조건 및 불연속 상태뿐만 아니라 굴착으로 

인한 역학적 응력 변화로 인해 공동 주변에 균열이 발생되면서 슬래빙(Slabbing)이나 스폴링(Spalling)과 같은 취성파괴(Brittle 

Failure) 현상이 발생한다. 취성파괴는 암반이 하중을 지지하는 동안 급격하게 지지력을 잃고 소성 변형 없이 암반이 파괴되는 것을 

말한다. 취성파괴의 특징은 암반이 조각으로 떨어져 나가거나 판상으로 암편이 탈락되다가 일정 파괴정도에 닿으면 파괴가 멈추는 

현상을 갖는다. 이러한 취성파괴는 응력이 집중되는 지점에서부터 생성된 균열이 전파하며 발생되는데, Fig. 1과 같이 터널의 형상 

및 현지응력 조건에 따라 파괴된 깊이 및 모양이 달라지게 되며 최종적으로 암반의 구조적 변화를 야기시킨다(Martin et al., 1999). 

대표적인 취성파괴로는 V자 형태의 스폴링 현상이 있으며, 파괴가 발생된 영역은 일정 파괴 수준에 도달할 때 더 이상 암반의 구조

적 변화가 진행되지 않고 안정화된 상태로 보고 있다. 고심도에 건설된 암반 구조물에서는 취성파괴로 인한 암반의 구조적 변형이 

발생하게 되면 안정성 향상을 위한 설계 변경이 요구되며 파괴된 공동 주변의 보수 및 보강에 대한 대책과 경제적인 비용 문제가 발

생하기 때문에 취성파괴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따르게 된다.

Fig. 1. Spalling failed regions of different tunnel size and shape (Martin et al., 1999)

CWFS 모델은 스폴링 현상을 예측하는데 신뢰도 높은 방법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심도 암반

에서의 스폴링 발생에 대한 사례들을 분석하고 스폴링 발생조건과 CWFS 모델의 예측 결과를 비교하였

다. 이를 통해 고심도 조건에서의 광주를 대상으로 스폴링 예측에 대한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핵심어: 고심도 지하공간, 스폴링, 컴퓨터 모델링, CWFS, 광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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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심도 지하공간에서는 스폴링 발생에 대한 현장 연구가 다양한 암반 구조물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Fig. 2). 약 400 m의 심도

에 위치한 캐나다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는 기계식으로 굴착된 직경 3.5 m의 원형터널에서 발생된 스폴링 

현상을 관측하였다. 그 결과 발생된 스폴링은 Fig. 2(a)에서 보듯이 현지 응력 크기와 방향에 따라 천정과 바닥부근에서 부분적인 

파괴가 약 0.3~0.5 m 깊이로 나타났다(Martino and Chandler, 2004). 스웨덴 Äspo에서 수행된 APSE(Äspo Pillar Stability 

Experiment) 현장시험에서는 직경 1.75 m, 길이 6.5 m의 처분공(Disposal hole) 2개를 Fig. 2(b)와 같이 굴착하였으며, 처분공 주

변에서 발생되는 열-역학적 복합거동에 의한 스폴링 현상을 관찰하였다(Andersson, 2007). 처분공 주변에서는 암반의 히터 시험 

중단 후 약 0.5 m의 슬래빙 구간이 관찰되었으며, V-노치 형태의 스폴링은 약 0.2 m로 처분공 사이의 광주에서 발생되었다. 암반의 

스폴링 발생조건은 일축압축강도의 약 59%로 나타났으며, 이는 길이 6.5 m 처분공의 구간별 암반의 항복 강도를 분석하여 평균치

로 계산되었다. 스웨덴 Kristineberg mine에서는 폭 4.8 m 높이 5.5 m의 터널의 천정부근에서 얇은 형태의 슬래빙이 발생되어 암

반 안정화를 위하여 Fig. 2(c)와 같이 V-노치형태의 스케일링을 수행되었다(Edelbro, 2008). 이 지역의 암반은 심도 약 1200 m에

서 현지 응력 크기가 수평방향이 우세하며 규암으로 구성된 암반의 암질이 매우 좋은 상태이다. Fig. 2(d)의 스웨덴 Garpenberg 

mine에서는 굴착 심도 830~880 m의 직경 4 m 터널에서 천정부근의 부분적인 파괴가 일어났다(Edelbro, 2008). 또한, 이 광산에

서는 직경 2.1 m 수갱의 벽면 부근에서 약 0.05 m의 스폴링 파괴가 발생하였다. 스웨덴 Kiirunavaara mine에서는 Fig. 2(e)에서 보

듯이 폭 7 m, 높이 6 m의 마재형 터널이 굴착된 심도 약 1000 m에 위치한 구간에서 높은 현지 응력으로 인한 천정부근의 스폴링이 

발생되었으며, 터널 주변에서는 숏크리트의 탈락이 관찰되었다. Tjader (2018)는 Kiirunavaara mine의 심도 1020~1252 m의 수

갱 구간에서 육안과 고해상도 사진 촬영 방법을 이용해 스폴링을 관찰하였다. Fig. 2(f)와 같이 1252 Level의 수갱 구간 전반에서 

약 0.05~0.25 m의 스폴링 파괴가 발생되었다. Kiirunavaara mine의 수갱 이외에도 Fig. 2(g)의 Malmberget mine 수갱에서 특정 

방향을 따라 스폴링 파괴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러한 사례들은 고심도 암반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는 결과로 보여지며, 이처

럼 발생된 스폴링은 암반의 안정성과 연관되어 고심도 암반구조물 건설에 심각한 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으므로 현상 분석 및 예측

을 위한 관심이 필요하다. 

                                                           (a)                                                                                   (b)

Fig. 2. Spalling failure at underground sites (Martino and chandler, 2004, Martin, 2005, Edelbro, 2008, Tjader, 2018, Sjöberg, et al., 

2015); (a) URL Mine-by tunnel, (b) ÄSPO Pillar, (c) Kristineberg mine in Sweden, (d) Garpenberg mine in Sweden, (e) Kiirunavaara 

mine in Sweden, (f) 1252 Level of ventilation shaft, (g) Ventilation shaft Malmberget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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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e)

                                                           (f)                                                                                   (g)

Fig. 2. Spalling failure at underground sites (Martino and chandler, 2004, Martin, 2005, Edelbro, 2008, Tjader, 2018, Sjöberg, et al., 

2015); (a) URL Mine-by tunnel, (b) ÄSPO Pillar, (c) Kristineberg mine in Sweden, (d) Garpenberg mine in Sweden, (e) Kiirunavaara 

mine in Sweden, (f) 1252 Level of ventilation shaft, (g) Ventilation shaft Malmberget mine (Continued)

고심도에 위치한 광주(Pillar)는 지하공동의 수직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지보재 역할을 한다. 굴착 이후에 광주 표면에는 국부

적인 수직 응력 집중으로 발생된 스폴링으로 인해 새로운 균열의 생성 및 점진적 균열 전파가 발생하여 안정성에 영향을 미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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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예상된다. 이는 Fig. 3에서 보듯이 광주 표면에 스폴링과 같은 구조적 변화를 발생시켜 광주 파괴의 원인이 될 것이다. 특히, 인접

한 광주가 존재하지 않는 단일 광주의 경우에는 보다 큰 응력이 집중되기 때문에, 스폴링과 같은 취성파괴로 인한 광주 안정성 저하

가 예상된다. 이와 같이 스폴링은 광주의 안정성에 구조적 변화나 파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치명적인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발생 

정도와 예측을 통해 광주 성능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Fig. 3. Concept of pillar failure due to spalling (Atsushi and Hani, 2017)

본 연구에서는 기연구들에서 수행 및 검증되었던 CWFS(Cohesion Weakening Frictional Strengthening)  모델을 적용하여 광

주의 스폴링 발생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광주 모델링에서는 고심도, 광주 폭대 높이비, 현지응력과 같은 다양한 요소에 따라 

발생되는 스폴링 파괴 현상을 보고자 하였다. 

2. 유도응력으로 인한 스폴링 파괴

지하공간에서는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두 가지 주요  파괴 메커니즘이 있다. 첫 번째는 불연속면 구조적 상태에 따른 쐐기파괴

나 암반블록의 미끄러짐 현상이며(Fig. 4), 두 번째는 유도응력 발생으로 인한 스폴링과 같은 취성파괴이다. 본 절에서는 유도응력

으로 발생된 스폴링 파괴조건을 제안한 기존 연구 사례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a)                                                                     (b)

Fig. 4. Two major instability issues of underground (Martin and Christiansson, 2009); (a) Wedge failure, (b) Spalling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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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폴링 파괴의 정량적인 기준을 세우기 위해 Martin and Christiansson(2009)은 공동주변의 최대접선응력(
max

)과 암반의 스

폴링 강도( )비로 식 (1)에서 표현하는 안전율(Factor of Safety for spalling)을 제안하였다. 공동 주변 암반에서 안전율이 1이

하인 조건에서 스폴링이 개시되는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최대접선응력(
max

)은 암반이 탄성체 일 때, Kirsch Solution의 평면변

형률(Plane Strain) 조건에서 최대주응력과 최초주응력이 식 (2)와 같다. 암반의 스폴링 강도( )는 일축압축강도() 약 

40~60%의 값과 같은 것으로 표현된다(Martin and Christiansson, 2009).  

  


max


                                                                                                                                                   (1)


max

 = 3-                                                                                                                                                                       (2)

Martin et al.(2003)은 일축압축강도의 약 30~50% 응력수준에서 스폴링이 발생하는 현상에 착안하여 암반의 스폴링 강도( )

를 계산하기 위한 계수(k)를 제안하였다. 식 (3)의 스폴링 계수(k)는 암반상태, 응력수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k=(0.3~0.5)                                                                                                                                                        (3)

남아공 금광에서는 3~4 m의 사각형 터널에서 현장 계측을 통해 안정성을 평가하고  /> 0.2일 때 부분적인 스폴링 파괴가 

발생하는 것을 보고하였다(Ortlepp, 1997). Hoek and Brown(1980)은 남아공에서 측정된 측벽에서의 최대주응력과 일축압축강

도 관계를 이용하여 스폴링 발생에 대한 기준을 제안하였다. Fig. 5는 Hoek and Brown(1980)이 현장 자료를 바탕으로 제시된 터

널 안정성에 대한 기준이다. Fig. 5의 분류는 현지응력비 0.5를 반영하였고 사각형 터널을 기준으로 제안된 결과이다. Fig. 5의 분류

된 내용은 Table 1과 같다. 

Fig. 5. Stability classification of square tunnel in South Africa (Hoek and Brown,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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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table and unstable openings of classification (Hoek and Brown, 1980)

 / Rock mass condition Required Supporting

0~0.1 Stable opening, No damage Unsupporting

0.2~0.3 Minor spalling of opening, Minor damage Light supporting

0.3~0.4 Severe spalling of opening Moderate supporting

0.4~0.5 Support require to stabilize opening, Major damage Heavy supporting

0.5~ Difficult to stabilize opening, Unstable opening Extreme supporting

Martin et al.(1999)는 최대접선응력과 일축압축강도 비를 이용하여 식 (4)와 같이 손상지수(Di, Damage index)를 제안하였으

며,  < 0.4 이하의 경우에서는 육안적인 파괴 및 손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Fig. 6은 Fig. 5의 각각의 수치들과 Table 1에

서 분류된 결과를 종합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다양한 공동의 형상에 따른 손상지수는 수치해석을 이용해 최대접선응력을 계산하여 

식 (4)을 이용해 암반의 파괴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max




  
≈±  ∼                                                                                                               (4)

Fig. 6. Relation of damage index and Hoek-Brown stability classification (Martin et al., 1999)

Martin(1999)는 암반에 균열개시응력()이 도달하게 되면 점진적인 파괴가 시작되어 스폴링이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균열개

시응력 조건은 식 (5)와 같이 정의된다. 수많은 연구자들은 균열개시조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Table 2에서처럼 0.29~0.76

의 범위를 갖는 균열개시상수(A)를 제안하였다. Table 2는 기 연구자들이 제안한 조건을 암종(화성암, 변성암, 퇴적암)에 따라 분류

한 결과이다. 화성암은 0.36~0.59, 변성암은 0.38~0.76, 퇴적암은 0.29~0.6 범위의 균열개시상수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암종의 

암석강도, 광물 성분, 구조적 특징 등의 이유로 서로 다른 경향성을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의 암석 강도와 균열개시조건 관계

에서 암종 간의 뚜렷한 특징은 나타나지 않았지만, 균열개시 상수가 최소 약 0.3 이상일 때 파괴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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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A                                                                                                                                                                (5)

Table 2. Crack initiation levels of rock types

Rock 
Classification

Rock type


(MPa) 


   Reference

Rock 
Classification

Rock type


(MPa) 


   Reference

Igneous rock

Granite 225 0.36
Eberhardt et 

al., 1999

Metamorphic 
rock

Massive  
sulphide

124 0.68
Pettitt et al., 

1998

Granodiorite 209 0.38
Katz and 

Reches, 2004
Massive 
sulphide

156.3 0.48
Eberhardt, 

1998
Granite 206.9 0.39 Martin, 1993 Amphibolites 110 0.58 Castro, 1996

Granite 613 0.4
Lei et al., 

2000
Schist 69 0.76

Pestman and 
Van Munster, 

1996
Westerly 
Granite

230 0.47
Eberhardt, 

1998
Quartzite 152 0.51

Hatzor and 
Palchik, 1997

Granite 157.1 0.48
Eberhardt, 

1998
Quartzite 283 0.4

Hatzor and 
Palchik, 1997

Granite 720 0.54
Brace et al., 

1966

Sedimentary 
rock

Dolomite 154 0.58
Brace et al., 

1966

Pegmatite 153 0.47
Katz and 

Reches. 2004
Dolomite 274 0.6

Bieniawski et 
al., 1967

Pegmatite 169 0.49 Singh, 1970 Clay Shale 7 0.29
Fonseka et 
al., 1985

Diorite 210 0.57 Castro, 1996 Sandstone 110 0.49
Andersson, 

2007

Dolerite 230 0.6 Castro, 1996 Sandstone 234 0.52
Haied et al., 

2000

Peridotite 110 0.59
Haied et al., 

2000
Berea  

sandstone
44 0.5

Eberhardt, 
1998

Metamorphic 
rock

Marble 80 0.38
Illston et al., 

1979
Sandstone 48 0.58

Eberhardt, 
1998

Fig. 7. Relation between  and crack initiation on rock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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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i et al. (2004)는 암반의 균열 개시와 손상 조건을 제안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Martin(1999)이 수행한 암석의 

균열 개시와 손상 조건을 토대로 균열 암반의 Hoek-Brown 파괴조건식과 암반분류법을 이용하여 암반의 균열 개시와 손상을 정량

적으로 평가하였다. 제시한 조건은 식 (6), (7)과 같다. 여기서, 는 암반강도, A는 암반 균열 개시조건에서의 0.4~0.6의 범위를 

갖고 B는 암반 균열 손상조건에서의 0.8~1.0값을 갖는다.

a) 균열 개시

-  = A                                                                                                                                                                        (6)

b) 균열 손상

-  = B                                                                                                                                                                          (7)

Cai et al.(2004)가 제안한 지하구조물의 암반 균열 개시 및 손상조건은 Table 3과 같다. 제시된 조건들은 지하 암반 구조물의 스

폴링이나 암반의 손상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할 것으로 보았다. 

Table 3. Crack initiation and damage levels of rock mass in underground sites (Cai et al., 2004)

Sites (Country)
A

(Crack initiation)
B  

(Crack damage)



(MPa)



(MPa)

URL Mine-by tunnel (Canada) 0.44 ~ 0.47 0.9 ~ 1.0 224 159

Äspo (Sweden) 0.55 - 195 45.3

Sudbury Neutrino 
Observatory cavern (Canada) 

0.31 ~ 0.35 0.88 ~ 1.0 225 80

Creighton mine (Canada) 0.4 ~ 0.5 0.8 ~ 1.0 250 86~112

Loetschberg tunnel 
(Switzerland)

0.6 0.8 ~ 0.95 200 110

Kannagawa powerhouse 
cavern (Japan)

0.55 0.9 - 5~29

3. 스폴링 모델링

캐나다 URL에서는 현장에서 발생한 V-노치형태의 스폴링 현상을 모사하기 위해 다양한 모델과 프로그램에 적용하였다 

(Martin, 1993, Lan et al., 2013, Cai and Kaiser, 2014, Hajiabdolmajid et al., 2002). 기존 연구들에서는 Elastic, Elastic-Perfectly 

Plastic, Elastic-brittle, CWFS(Cohesion Weakening Frictional Strengthening)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현장 측정 

결과와 비교하여 모델링 기법의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Martin(1993)은 이론적으로 예측한 URL의 응력상태와 BEM 코드인 

Examine 2D & 3D을 이용한 터널 공동 주변의 접선 응력을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였다(Fig. 8). 이론적으로 계산된 터널 주변의 최

대 접선 응력과 모델링 결과에서는 예상되는 파괴 영역이 천정부근에서 발생하는 유사한 결과를 얻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관

찰된 결과를 모사하기 위해서 모델링을 수행했을 때는 파괴영역이 터널 직경의 약 2배가량 큰 과평가된 결과를 얻었다. 그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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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링에서 스폴링 영역으로 예측되는 요소(Element)를 점진적으로 제거시키면 터널의 안정화가 진행될때 까지 초기에 많은 요소

(Element)들이 제거되어 파괴 영역이 커지기 때문이다. FEM 코드인 Insight 2D를 이용한 해석에서는 Hoek-Brown의 안전율 조

건을 기반으로 암석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통계적인 방법으로 수정 제안된 USR(Unconfind Strength Ratio) (Carter et al., 1991)

을 반영하여 모델링이 수행되었다. 모델링에서 사용된 USR은 식 (8)과 같으며 USR이 1이하일 때 암석 균열이 발생하는 것으로 가

정하였다. 











 



 
 




                                                                                                                                   (8)

Insight 2D 해석에서는 실험을 통해 얻은 균열이 발생하는 시점의 접선 응력상태(->0.66)를 반영하여 터널 경계에서 파

괴가 발생되는 영역의 영률을 50~92%까지 점진적으로 감소시키면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해석 과정은 균열이 개시되면서부터 

V-노치가 발생할 때까지 모델링을 수행하고 USR 기준을 적용하여 추가적인 균열 발생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암반 안정성을 평가

하였다(Fig. 9). Insight 2D에서는 터널 주변 경계에서의 파괴가 진행되면서 스폴링 깊이와 각도 및 기하학적 형상을 보다 정확하게 

모사할 수 있었다. 반면에, 이 모델링에서는 불규칙한 터널 형상 변화에 따른 국부적인 인장력이 발생하여 인장 파괴가 나타났으나, 

이와 같은 결과는 현장에서 관찰되지 않는 현상으로 확인되었다. Martin(1993)은 캐나다 URL에서 관찰된 스폴링 형상을 모델링

에서 모사하기 위해서는 요소(Element)의 기하학적 영향이 중요한 것으로 보았다.

                                                     (a)                                                                                       (b)

Fig. 8. Spalling results of URL tunnel modeling using Examine (Martin, 1993); (a) Major principal stress, (b) -  contours of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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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 9. Spalling results of URL tunnel modeling using Insight 2D (Martin, 1993); (a) Major principal stress, (b) Factor of safety

Hajiabdolmajid et al.(2002)는 FDM 코드인 FLAC을 사용하여 기존 파괴해석에 사용되는 파괴조건식을 적용한 URL에서의 

스폴링 모사를 수행하였다. Fig. 10과 같이 Elastic-Perfectly Plastic과 Elastic-brittle 모델을 사용한 결과에서는 측정된 스폴링 파

괴 양상과 다르게 저평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스폴링 파괴 양상 해석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Hajiabdolmajid 

et al.(2002)는 CWFS 모델을 제안하였다. CWFS 모델은 소성변형율(Plastic strain)에 따라 점착력과 마찰력이 변화한다고 가정

된 모델이다. CWFS 모델은 암석 강도가 (a) 구속압과 무관한 점착력이나 입자경계의 결합력, (b) 구속압에 비선형적인 상호연결강

도, (c) 구속압에 선형적인 마찰강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eon et al., 2007). CWFS 모델을 이용한 URL 스폴링 해석은 상

대적으로 다른 해석모델보다 Fig. 9(d)의 측정된 결과와 같이 V-노치형태로 스폴링 깊이, 범위, 각도 등이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a)                                                                                  (b)

Fig. 10. Spalling results of URL tunnel modeling using FLAC (Hajiabdolmajid et al., 2002); (a) Measured spalling, (b) 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 (c) Elastic-brittle model, (d) CWF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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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d)

Fig. 10. Spalling results of URL tunnel modeling using FLAC (Hajiabdolmajid et al., 2002); (a) Measured spalling, (b) Elastic-perfectly 

plastic model, (c) Elastic-brittle model, (d) CWFS model (Continued)

Barton and Shen(2017)은 BEM 코드인 FRACOD를 이용하여 고심도 조건에서 절리의 존재, 절리간 간격, 절리군의 수에 따라 

스폴링 모델링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균열 발생조건을 판단하였다. 먼저, 암반이 압축 상태 일지라도 압축 응력에 

수직으로 재하되지 않는 방향에 인장 변형이 존재할 수 있다는 프와송 효과에 대한 가정을 두었다. 이들은 인장강도가 압축강도의 

1/10배가 된다는 가정하에 식 (9)의 관계에 포아송비(υ)를 0.25로 반영하여 식 (10)의 균열발생조건을 제시하였다. 

 



 or  




                                                                                                                                                (9)

   




 × 


                                                                                                                 (10)

FRACOD를 이용한 스폴링 모델링에서는 약 1000 m의 심도에 위치하는 원형 터널에 대하여 절리의 영향을 고려한 해석을 실시

하고 식 (10)의 균열 발생 조건에 따른 스폴링 발생을 평가하였다. Fig. 11에서 보듯이 절리가 없는 경우 스폴링 깊이는 약 1.5 m로 

나타났고, 단일 절리군이  존재할 때 약 1.25 m, 복합 절리군이 존재할 때는 약 1.31 m로 발생되었다. FRACOD에서는 절리의 영향

에 따라 스폴링의 깊이와 영역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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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1. Spalling results of tunnel modeling in deep depth (Barton and Shen, 2017);  (a) No jointing, (b) One joint set, (c) Two joint set

4. 광주 스폴링 예측 및 사례 

광주의 정량적 평가는 광주에 작용하는 응력과 광주 강도비로 안전율(Factor of Safety)을 표현한다. 광주에 작용하는 응력이 광

주 강도를 넘거나 도달하게 되면 광주 안정성은 저하되며, 광주의 안정성 저하는 광주 스폴링과 같은 파괴 현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러한 광주의 파괴 현상은 스폴링뿐만 아니라 암반의 구조적 특징, 절리 유무, 절리 상태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 파

괴는 Fig. 12와 같이 최대 광주 응력의 변화 범위에 따라 파괴 영역이 평가되어진다. Wagner(1974)는 광주 강도의 70%정도의 응

력이 작용할 때 모서리에서 부분적 스폴링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광주의 스폴링은 광주의 코어방향으로 진행된다. 광주 강

도의 95% 정도의 응력이 작용하는 경우 광주의 상하부에서 파괴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모래시계 형태의 기둥이 남게 된다. 이러

한 현상은 Pritchard and Hedley(1993)이 관찰한 광주 파괴와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2. Pillar spalling failure at different stress conditions (Pritchard and Hedley,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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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illar stability classification used in H-W mine of Canada (Lunder, 1994)

Pillar Stability Classification Observed Pillar conditions

Class 1 No sign of Stress Induced Fracturing

Class 2 Corner Breaking Up Only

Class 3
Fracturing in Pillar Walls 

Fractures Length < Half of Pillar Height
Fractures Aperture < 5mm

Class 4
Fractures > Half of Pillar Height

10 mm > Fractures Aperture > 5 mm

Class 5

Disintegration of Pillar
Blocks Falling out

Fracture Aperture > 10 mm
Fractures through Pillar Core

Lunder(1994)는 캐나다 Westmin사의 H-W 광산에서 광주 안정성에 대해 광주의 구조적 상태 및 스폴링 발생 현상을 분석하여 

Table 4와 같이 5 Class로 분류하였다. Fig. 13은 각 Class의 광주 상태를 나타내며 Fig. 14는 광산현장에서 관찰된 Class 1~5의 현

상을 보여주고 있다. Fig. 14에서 Class 1은 안정화된 상태의 광주로 절리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으며 무결암에 가까운 상태를 보

여준다. Class 2는 광주의 바닥이나 천반에서 암반의 부분적인 파괴가 발생된 상태를 보였다. Class 3은 광주의 높이보다 작은 부분

적인 절리들이 관찰되었으며 불안정한 광주 상태로 간주되어 락볼트를 설치하였다. Class 4는 광주 높이보다 길이가 긴 절리가 관

찰되었으며, 광주 표면에서 부분적인 파괴가 발생된 상태이다. Class 5는 표면의 대부분이 붕괴된 광주 상태를 보여준다.  

Fig. 13. Schematic illustration of pillar stability classification (Lunder,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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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ig. 14. Class 1-5 Pillars located in Westmin mine (Lunder, 1994); (a) Class 1, (b) Class 2, (c) Class 3, (d) Class 4, (e) Class 5

Table 5. Stability classification for square pillar used in Selbi-Phikwe mine (Von Kimmelman et al., 1984) 

Pillar Stability Classification Number of Pillar w/h ratio Comments

A 7 1.4 ~ 2.6 Minor Spalling, No Joint Opening

B 12 0.8 ~ 1.8 Prominent Spalling

B+C 6 0.92 ~ 1.4 Partially combined with B and C condition

C 22 0.5 ~ 2.27 Major Sp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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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n Kimmelman et al.(1984)는 남아프리카 공화국 Selbi-Phikwe 광산에서 47개의 Square 광주 자료를 바탕으로 Table 5와 

같이 광주 안정성에 대해 분류하였다. 분류 기준은 광주의 스폴링 정도를 육안으로 관찰하여 A, B, C의 3단계로 구분되었다. C 타

입은 광주 표면의 대부분이 붕괴되는 스폴링 파괴를 말하며 A에 가까울수록 스폴링이 거의 없는 상태를 말한다. B+C 타입은 B와 

C의 스폴링 조건이 동시에 부분적으로 발생된 것을 말한다. 폭대 높이 비(w/h ratio)가 낮아질수록 스폴링 발생이 증가하였으며 폭

대 높이 비가 큰 경우에는 광주에 절리가 포함되거나 암질이 나쁜 상태인 경우에 스폴링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스웨덴 APSE에서는 DEM 코드인 UDEC을 이용하여 수직 처분공 주변에서의 스폴링을 모사하였다. 스폴링 모델링은 Lan et 

al. (2013)이 제안한 Grain-scale 기하형상에 광물 입자의 물성을 넣어 터널에 크랙이 발생하는 시점(->0.5)을 사용하여 균

열발생을 모사하였다(Fig. 15(a)). APSE에서는 Fig. 15(b)에서 보듯이 예상되는 스폴링 모델링과 광주 주변에서 떨어져 나가는 암

반의 깊이와 분포 정도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a)                                                                                          (b)

Fig. 15. Spalling results of URL tunnel modeling using UDEC (Lan et al., 2013); (a) Grain-based UDEC model, (b) Modeling and 

observation results 

Rafiei Ranani and Martin(2018)은 URL에서 검증된 스폴링 평가 방법인 CWFS 모델을 이용하여 광주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이들은 Fig. 16과 같이 FLAC 3D를 이용하여 광주에 미치는 평균을 응력 계산하고 경험적으로 계산된 광주 강도의 수치 비교를 통

해 다른 모델보다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CWFS 모델을 기반으로 Fig. 17에서 보듯이 광주에 미치는 응력 수준에 따

라 광주 주변에 발생된 소성파괴를 예측하였다. 이들은 CWFS 모델을 이용해 기분석된 광주 강도와 유사한 결과를 도출하여 광주 

주변의 스폴링을 예측하였으나, 실제 광주에서 발생된 스폴링 현상과 사례 검증에 대한 비교분석은 미미하였다. 이들의 연구에서 

추후 연구 사항으로 광주의 심도, 광주 모양, 암반 상태 등을 고려한 현장 조건을 반영하여 스폴링 현상의 비교분석에 대한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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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The results of pillar stress modeling of FLAC 3D using varied models (Rafiei Ranani and Martin, 2018)

Fig. 17. The results of plastic failure of pillars with consideration of increasing vertical stress (Rafiei Ranani and Martin,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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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연구사례에서 광주 스폴링 모델링은 현장에서 발생된 스폴링의 파괴 깊이, 파괴 영역, 파괴각 등에 대한 실제 발생된 현장 관

측자료가 부족하여 광주 모델링을 통한 광주에서의 스폴링 현상 검증 사례를 확인하기 어려웠다. 광주의 스폴링은 실제 현상과의 

비교 사례가 보고된 바가 거의 없기 때문에 스폴링 예측 및 평가 방법에 대한 기초적인 단계부터의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3절에서 기술한 기수행된 스폴링 연구사례를 근거로 하여 광주 스폴링 발생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5. 광주의 스폴링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캐나다 URL의 실제 스폴링 현상과 이를 대상으로 스폴링을 모사한 CWFS 모델을 이용하여 비교 검증 후, CWFS 

모델을 광주 스폴링 모델링에 적용하여 예측 결과를 비교하고자 하였다. 캐나다 URL의 CWFS 모델은 Hajiabdolmajid et al. 

(2002)이 제안한 결과를 토대로 해석하였다. 사용된 물성은 Table 6과 같다. 현지응력은 Fig. 18의 모델 요소에 수직 방향 14 MPa

과 수평 방향 55 MPa으로 캐나다 URL에서 반영된 조건과 동일하게 하였다. 경계조건은 터널 굴착면의 x축인 수평방향 경계면에

서 변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정하였으며, 이를 제외한 경계면에서는 변위가 발생할 수 있도록 경계면을 지정하였다. 이와 같은 조

건을 반영하여 CWFS 모델링과 현장에서 발생된 스폴링 깊이, 스폴링 각도의 정량적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19(a)는 캐나다 URL

에서 관찰된 스폴링 현상에 대한 모식도이다. 반경 1.75 m의 원형 터널에서는 V-노치형태의 스폴링이 70°의 스폴링 범위에서 최대 

깊이가 반경의 약 1.3배로 관찰되었다. Fig. 19(b)는 CWFS 모델로 예측된 스폴링 영역 결과이다. CWFS 모델에서는 캐나다 URL

에서 관찰된 V-노치형태에 가깝게 스폴링 예측 결과가 나타났다. 캐나다 URL의 측정결과와 CWFS 모델링에서 비교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캐나다 URL의 스폴링 최대깊이는 2.275 m이며, 두 모델링 결과와 비교하여 약 0.1m의 차이로 약 6% 내외의 오차

를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스폴링이 발생된 영역의 각도는 현장에서 측정된 결과와 비교하여 CWFS 모델이 약 2° 적게 나타난 것

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장에서 측정된 캐나다 URL의 스폴링 결과는 CWFS 모델을 이용하면 적은 오차 범위 내에서 스폴링 구

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Table 6. Rock properties of URL modeling used for CWFS and Elastic model (Hajiabdolmajid et al., 2002, Martin, 1993)

CWFS model Cohesion (MPa) Friction angle (°) Dilation angle

Initial 50 0 30

Residual 15 48 30

Plastic strain 


=0.2% 

=0.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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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Canada URL modeling element of FLAC 

Table 7. Spalling depth and angle at measurement and modeling

Depth (m) Spalling angle (°)

In-situ measurement result 2.275  35

CWFS model 2.345 33

                                                               (a)                                                                              (b)

Fig. 19. Spalling results of Canada URL tunnel; (a) The measured spalling (Martin, 1993) (b) CWFS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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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절에서는 광주의 스폴링 모델링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 기존에 수행되었던 캐나다 URL 모델링 사례를 비교 분석하

였다. 기존 사례를 재평가한 캐나다 URL에서 발생된 스폴링과 CWFS 모델의 스폴링 비교 결과는 오차 범위 6% 내외로 거의 없었

다. 이러한 이유로 캐나다 URL의 스폴링 파괴에서 검증된 CWFS 모델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광주의 스폴링을 모사하고 광주 안정

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한 비교분석 수행하였다. 

Table 8. Pillar modeling parameters on limestone mine (Park, 2010)

Parameters (Unit) Values

Pillar width (m) 10

Room size (m) 10

Pillar height (m) 6

Density (kg/) 2700

E (GPa) 36.5

UCS (MPa) 89

Cohesion (MPa) 18

Friction angle (°) 48.7

  (MPa) 10

Poisson‘s ratio 0.26

광주의 스폴링 모델링은 FLAC을 이용하여 Fig. 20과 같이 대칭모델(Symmetry Model)로 구성하고 심도, 현지 응력조건 및 광

주 크기에 따라 해석을 수행하였다. 광주 모델링은 국내 xx 석회석 광산에서 사용된 Table 8의 광주 크기와 암석 물성이 적용되었

다. 광주 모델링에 사용된 CWFS 모델은 3절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잔류점착력(Residual Cohesion)과 초기마찰각(Initial Friction 

angle)의 암석 물성을 사용하여야만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 CWFS 모델에 사용되는 잔류점착력과 초기마찰각은 Plastic Strain에 

Fig. 20. Pillar model element of FLAC



A Case Analysis on the Spalling Evaluation of the Deep Rock Mass and Pillar Spalling Modeling ∙ 129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30, No. 2, 2020

따라 Fig. 21과 같은 변화를 보인다. 따라서, Hajiabdolmajid et al.(2002)의 CWFS 모델을 이용한 모델링 사례를 반영하여 잔류점

착력은 점착력의 70%를 감소시켜 사용하였으며, 초기마찰각(Initial Friction angle)은 최초에는 0을 가정하고 파괴시에 최대값으

로 반영되도록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또한, CWFS 모델링에서 입력물성의 가정을 통해 암반 구조물의 스폴링 영향을 비교 분석한 

Kim(2005)의 연구와 유사한 방법으로 CWFS 모델링의 입력 물성을 가정하기 위하여 Plastic Strain 변화는 0.1%로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가정으로 광주의 CWFS 물성을 산정하여 모델링에 사용하였다. 이를 토대로 해석을 수행하고 광주의 스폴링 양상은 

CWFS 모델에서 발생된 광주 주변의 소성영역 분포를 통해 결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FLAC의 내부함수인 FISH를 활용하여 스폴

링이 발생된 영역의 면적을 계산하였다. 

Fig. 21. Conceptual model of CWFS (Walton, 2014)

광주의 스폴링 모델링에서는 CWFS 모델 이용하여 심도 변화와 현지 응력비(In-situ stress ratio)변화, 다양한 광주의 폭대 높이 

비(w/h ratio)를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심도변화에 따른 스폴링 모델링은 현지 응력비를 결정하기 위해 국내 암반의 현지 응

력비를 제안한 Synn et al. (2013)의 사례를 적용하였다. 이들이 제안한 식 (11)은 심도(Z)에 따라 달라지며 예를 들어 심도 500m를 

기준으로는 현지 응력비의(K0) 범위가 0.62~1.55이다. 모델링에서는 스폴링 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각 심도에 따라 현지 응력비 범

위의 중간값을 사용하였다. 





   




                                                                                                                                     (11)

Fig. 22는 현지 응력비에 따른 스폴링 발생 면적을 계산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는 현지응력비가 작아질수록 수직하중이 증가

하여 스폴링 면적이 더 늘어난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 변화에 따른 스폴링 발생 결과는 Fig. 23과 같다. 100m에서는 스폴링 발생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00m, 500m, 700m의 스폴링 예측 결과는 광주의 천부와 측면 모서리에서 스폴링이 발생하였으

며, 이는 광주의 구조적 안정성을 분류한 Fig. 13의 Class 2~3과 같은 모서리 부분의 파괴양상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CWFS 모

델링에서는 심도가 증가함에 따라 광주 표면에 발생하는 스폴링 면적이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심도가 증가할수록 하중 분담 

증가로 인한 광주에 균열 발생이 촉진되는 것으로 예상해 볼 수 있다. 또한, 하중 부담이 커질수록 광주의 천부와 측면 모서리에서 

발생된 스폴링이 전파되어 Fig. 13의 Class 5와 같은 모래시계 형태의 파괴 양상이 발생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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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Results of spalling area with a consideration of in-situ stress ratio 

                                                               (a)                 (b)                 (c)                 (d)                (e)

Fig. 23. Results of predicted spalling of pillar with different depth; (a) 100 m, (b) 300 m, (c) 500 m, (d) 700 m, (e) 1000 m

Fig. 24는 심도에 따라 다양한 광주의 폭대 높이비 조건에서의 스폴링 발생 예측 결과이다. 심도는 Fig. 23의 스폴링 결과에서 

100 m와 300 m 심도에서의 변화가 미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들을 제외한 심도를 대상으로 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4에서는 

광주의 폭이 커질수록 스폴링 발생 영향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여진다. 고심도 조건에 가까울수록 w/h 1.0일 때, 스폴링 발생에 대한 

영향이 커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따라 고심도 환경에서의 광주는 폭이 크게 늘어날수록 스폴링 발생으로 인한 파괴에 취약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25는 각 심도에서 광주의 폭대 높이비에 따라 광주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안전율(Factor of Safety)를 계산

한 결과이다. 안전율은 광주 강도와 응력비의 관계로 계산된다. 광주 응력은 FLAC을 이용하여 광주의 중심에 미치는 수직응력의 

평균값을 계산하여 산정하였다. 광주 강도는 Krauland and Soder(1987)가 제안한 석회암 광주 강도(S)의 식 (12)를 이용하여 계산

되었다. 여기서, K는 0.345이며, w와 h는 광주의 폭과 높이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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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e)                  (f)           (g)                    (h)                    (i)

Fig. 24. Results of predicted spalling of pillar with different w/h ratio; (a) 500 m with w/h 1.0, (b) 700 m with w/h 1.0, (c) 1000 m 

with w/h 1.0, (d) 500 m with w/h 2.0, (e) 700 m with w/h 2.0, (f) 1000 m with w/h 2.0, (g) 500 m with w/h 2.8, (h) 700 m

with w/h 2.8, (i) 1000 m with w/h 2.8

   × 



                                                                                                                                            (12)

광주의 폭대 높이 비가 커질수록 광주의 안전율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edley and Grant (1972)는 안전율이 1이하 일 때 

광주 붕괴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Fig. 25에서는 광주의 폭대  높이비에 따라 500m 심도에서 안전율이 모든 구간에서 1 이

상으로 나타났다. 700m 심도에서는 폭대 높이비가 약 2 이하가 되면 안전율이 1 이하로 떨어지고 붕괴가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5. Change in factor of safety with different w/h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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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m 심도에서는 광주의 폭대 높이비가 모든 구간에서 1 이하로 떨어졌으며, 이때는 폭대 높이비를 3.0 이상으로 높여야 광주 안

전율이 1 이상이 되어 광주가 안전하게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스폴링 파괴 범위는 Fig. 26과 같이 광주의 폭대 높이비가 줄어들

고 고심도화 될수록 늘어날 것으로 보여진다. 이에 따라 고심도화가 진행될수록 광주의 폭대 높이비를 증가시켜 스폴링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최대한 낮추어 광주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Fig. 26. Change in spalling area with different w/h ratio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고심도 암반에서 발생하는 스폴링 발생에 대한 평가 방법과 주요 연구 결과를 조사하고, 광주에서 예상되는 스폴

링 발생에 대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스폴링은 심도나 현지응력비, 터널 형상에 따라 파괴 심도와 영역이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고

심도 암반에서는 공동 주변에서 유도된 최대접선응력이 암석강도의 일정 수준에 도달하였을 때 스폴링 파괴가 일어나는 조건을 여

러 연구자들이 제안하였다. 다양한 암석 종류와 지하연구시설, 광산 및 저장시설에서의 서로 다른 암반상태에 따른 다른 스폴링 파

괴 조건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기존에 조사된 일축압축강도에 따른 균열개시상수는 암종에 따라 상이하였으며, 이들

은 뚜렷한 상관성을 갖지 않았다. 또한, 균열개시상수는 암종에 관계없이 0.3~0.8 사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현장에서 측

정된 스폴링은 다양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여러 해석 모델을 통해 검증방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고, 이를 통해 실제에 가

까운 스폴링 평가 모델이 제안되었다. 여러 해석 모델 중 실제 스폴링이 관찰된 현상과 유사한 모델은 CWFS 모델이 현장 측정된 결

과와 가장 유사하게 예측 결과를 나타냈다.

스폴링을 평가하기 위한 광주 안정성 분류는 경험적인 사례와 붕괴 사례를 기반으로 경험적으로 분석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기존의 광주 안정성 분류 방법은 현장 암반상태를 대상으로 육안관찰을 통해 정성적인 평가를 수행하여 광주의 구조적인 

상태에 대해 제시하였다. 본 논문에서 수행된 광주의 스폴링 예측은 기존에 검증된 CWFS 모델을 이용하여 광주의 폭대 높이비,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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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현지응력을 고려하여 해석이 수행되었다. 광주 스폴링 모델링은 고심도와 낮은 광주의 폭대 높이비를 가질 때 스폴링 발생에 영

향이 큰 것으로 예측되었다.

향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사례를 바탕으로 광주 스폴링 모델링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는 광주의 불연속면 상태, 지질

학적 조건, 광주의 모양, 광주 설계, 광주 경계면, 천정 및 바닥의 암반 상태 등의 지하 광산에서 반영되는 여러 요인에 대한 복합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요인들을 고려하여 국내외적으로 광주 스폴링 모델링과 실제 광주 스폴링 현상

을 비교 분석한 결과가 미미하기 때문에, 광주 스폴링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의 진행이 필요하다. 더불어, 실제 광주 스폴링 발생에 

대한 실측된 자료와 다양한 암반공학적 인자들을 적용하여 스폴링 예측을 수행할 수 있는 모델 예측기법의 새로운 접근도 필요할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같은 연구를 기반으로 국내에서는 추후 건설될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고심도 광산, 고심도 터널 및 

지하연구시설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서는 고심도 암반 환경에서 발생되는 스폴링 현상에 대한 심도있는 평가 기술 확보와 자료 구축

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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