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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의종합운동장 특수구조물 발파해체

석철기1), 박 훈1), 김래회1), 송영석2), 정우진3), 한동훈1)*

Explosive Demolition of Special Structure of 
Soongeui Complex Stadium

Chul-Gi Suk, Hoon Park, Nae-Hoi Kim, Woo-Jin Jung, 
Young-Suk Song and Dong-Hun Han

Abstract Soongeui complex stadium is a reinforced concrete frame structure composed of columns, slabs and beams. 
The stadium, however, is also a special structure because it has a tall tower of electronic display board and slabs 
inside its own structure which is different from the structures that had been demolished using blasting by then. 
Explosive demolition for the stadium was carried out from the left-hand side of the outfield stand to the right 
considering 2 rows of columns supporting the stand as a blasting unit. An overturning demolition method was applied 
to the tower of electronic display board. Water bags that played the role of multipurpose protection were applied 
to control the dust. As a result, the demolition project of the special structure of Soongeui complex stadium was 
judged to be a great success.

Key words Soongeui complex stadium, Special structure, Explosive demolition, Water bag

초  록 숭의종합운동장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의 구조물로서 기둥과 슬래브, 보로 구성된 특수구조물이며, 최근

까지 국내에서 발파해체를 실시한 구조물과는 달리, 구조물 내부에 슬래브가 존재하며 전광판이 있는 특수한 

구조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발파해체는 외야석 좌측구간부터 실시하고 관중석의 붕괴는 좌측부터 2열의 기둥을 

1개의 블록으로 선정하여 우측으로 연속적으로 붕괴되는 공법을 적용하였고, 높이가 높은 전광판은 전도공법을 

적용하였다. 뿐만 아니라 다목적 방호재인 물주머니(water bag)를 적용하여 분진제어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숭의종합운동장 특수구조물해체는 성공적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핵심어 숭의종합운동장, 특수구조물, 발파해체, 물주머니

1. 서 론

발파해체공법(explosive demolition)은 구조물의 주

요 지점인 기둥이나 내력벽과 같은 구조체에 소량의 

화약을 사용하여 파괴함으로써 구조물의 안정성과 강

성을 저하시켜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어 구조물 자체

의 하중으로 붕괴하도록 유도하는 공법이다(한동훈 

외, 2003).
구조물 발파해체공법의 대표적인 특징은 비용의 절

감에 따른 공사비의 절감과 공사기간의 단축, 구조물

의 주요 지지점만을 선별․발파하여 구조물의 각 부재

는 충격하중과 전단력에 의해 연쇄적 파쇄가 발생하

므로 공사안전성을 들 수 있으며, 기계식 철거보다 지

속적인 분진, 소음, 진동의 발생이 적으며, 발파에 의

한 붕괴시간이 매우 짧으므로 민원발생의 우려가 감

소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숭의종합운동장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구조로 사전취약화, 천공, 장약, 결선, 
기폭의 순으로 발파해체를 실행하였으며 환경적인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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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물건 명    칭
최소이격거리

(m)

보안물건1 시장 75

보안물건2 아파트 63

보안물건3 철강회사 인근 52

보안물건4 공구상가 40

보안물건5 학교 60

보안물건6 일반주택 167

보안물건7 목재상가 160

보안물건8 상가-1 63

보안물건9 상가-2 70

표 1. 숭의종합운동장 주변의 주요 보안물건 현황

면을 고려하여 진동, 소음, 분진, 균열 등에 대한 계측

을 실시하였다.

2. 구조형식 및 주변 현황

2.1 구조형식

대상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로 기둥, 
슬래브 및 보로 구성되며 같은 구조체가 연결된 관중

석으로 일반적으로 실시하는 발파해체 구조물과는 다

른 특수구조물이다. 구조물 내부 대부분에는 슬래브

가 있으며 전광판이 있는 구조물이며 발파해체에 따

른 구조체의 분류는 기둥, 보, 상판, 계단 등으로 구분

할 수 있으며 내벽은 벽돌을 이용한 조적 벽으로 되어

있다.

2.2 적용공법

발파해체는 외야석 좌측 구간부터 실시하고 관중석

구조물의 붕괴는 좌측부터 2열의 기둥을 1개의 블록

으로 선정하여 우측으로 연속적으로 붕괴하는 점진붕

괴공법을 적용하였고, 높이가 높은 전광판은 전도공

법을 적용하였다.

2.3 주변 현황

숭의종합운동장 인근지역의 주요 보안물건은 표 1, 
그림 1과 같으며 40∼167m 거리에 총 9개소가 존재

하였다.

그림 1. 숭의종합운동장 보안물건 현황도.

3. 환경위해요소 한계기준치

3.1 발파진동 한계기준치

외국의 사례와 국내의 적용 사례를 비교해 보면 10
배 가까이 되는 안전율을 고려한 것을 알 수 있다. 현
재 국내에서의 발파해체 환경피해관리기준은 국내 환

경 분쟁조정위원회에 근거하여 선정하므로 충격진동

은 보안물건에 따라 일반구조물은 0.5cm/s, 콘크리트 

구조물은 1.0cm/s로 기준치를 설정하였다.

3.2 소음 한계기준치

발파해체 시 발생하는 폭음은 수초 이내 발생하는 

일회성이고 순간적인 소음이다. 이 소음치는 계측위

치, 장약량 및 풍향 조건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약 

20m 지점에서 70~120dB(A) 정도 발생하나 5초 이내

의 순간적인 소음이고 공사 경계에 가시설 펜스가 설

치되어 있으므로 인접한 주요 건물들에 대해 큰 문제

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3 분진 한계기준치

발파해체 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한 규제기준은 아

직 마련되지 못한 실정으로 분진발생에 대한 기준치

를 선정할 수 없지만, 환경부의 대기환경 기준에 따라 

지름 10㎛ 이하의 미세먼지(PM 10)를 대상으로 분진

발생 시점을 전후로 초 단위로 계측을 시행하며 적용

기준치는 PM 10 기준으로 연간 50㎍/m3, 일일 100㎍
/m3

로 설정하였다(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중 개정령 안,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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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발파구간 및 시험발파 위치.

표 2. 시험발파 천공 및 장약

구 분
천공경

(mm)
천공장

(m)
저항선

(m)
공간격

(m)
천공수

(ea)
공당장약량

(g)
총장약량

(g)

No. 1 φ 38 0.24 0.21 0.7 2 50 100

No. 2 φ 38 0.24 0.21 0.7 2 63 126

No. 3 φ 38 0.24 0.21 0.7 2 63 125

No. 4 φ 38 0.24 0.21 0.7 2 62.5 125

계 477

표 3. 시험발파 방호 제원

구  분 No. 1 No. 2 No. 3 No. 4

1차 방호 부직포(350g/m2) 부직포(150g/m2) 부직포(350g/m2) 부직포(150g/m2)

2차 방호 능형철망 능형철망
능형철망 + 
물주머니

능형철망 + 
물주머니

3.4 비산 한계기준치

발파위치에서 보안물건까지의 거리가 최소 40m 이
상이며 발파기둥에 방호재를 이용하여 방호를 하고 2
차 방호, 3차 방호 및 가설펜스를 설치하여 발파를 시

행하므로 비석에 대하여 안전할 것으로 판단되며 비

산안전 한계거리 2.5m로 설정하였다.

4.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구조물 발파해체 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 사전조사 시 검토한 구조물의 기둥 및 전

단벽 배근상태,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라 발파 시 적용

할 화약 사용량, 방호재료, 방호위치 등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발파해체 전 발파대상 구조

물 중 일부를 선정하여 시험발파를 실행하고 이를 통

하여 설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설계

를 변경하여 완벽한 구조물 붕괴를 유도한다. 따라서 

시험발파는 1차 방호재의 적정성 판단, 적용 화약량

의 선정, 물주머니의 적용성을 검증하고 부직포의 방

호성능을 시험하고자 부직포 150g/m2, 350g/m2
을 적

용하였다.

4.1 시험발파 위치 및 제원

발파구간 및 시험발파의 위치는 그림 2와 같다. 시
험발파는 4개의 패턴으로 실시하였으며 표 2에서처럼 

같은 천공경, 천공장, 공간격, 저항선을 가지며 공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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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기둥 크기별 장약량

구    분 기둥 크기(mm) 설계 장약량(g) 적용 장약량(g) 비 고

No. 1 400 × 400 0.050 0.042 0.008 감소

No. 2 400 × 500 0.063 0.050 0.013 감소

No. 3 400 × 600 0.063 0.050 0.013 감소

No. 4 500 × 500 0.0625 0.0625 동일

No. 1. 발파 전 No. 2. 발파 전 No. 3. 발파 전 No. 4. 발파 전

No. 1. 발파 후 No. 2. 발파 후 No. 3. 발파 후 No. 4. 발파 후

그림 3. 물주머니를 적용한 시험발파 결과.

장약량의 변화와 표 3에서처럼 1차 방호재와 2차 방

호재의 종류를 달리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하였다.

4.2 시험발파 결과분석

1차 방호상태는 62.5g을 적용한 No. 2보다 50g을 

적용한 No. 1이 비산되는 콘크리트 파편을 잘 막아주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철근배근 및 구조물의 강도에 

따라 다르나 50g의 화약을 적용한 No. 1의 방호 상태

와 집적상태가 62.5g을 적용한 No. 2보다 양호한 것

으로 판단되었다.

적용 장약량은 기둥 크기별 장약량으로 표 4와 같

이 조정하여 본 발파에 적용하였다.
구조물 발파해체 시 분진의 형태는 구조물 부재 간

의 충격에 의한 파쇄에 의해 발생하는 분진은 입자가 

크며 발파 후 수분의 시간이 지나면 가라앉게 되지만 

미세분진은 풍속에 따라 100m 이상까지 비산되는 경

우가 있다(김복윤 외, 1998). 발파에 의해 발생하는 

발파부재 파쇄에 의한 미세분진은 부유시간이 상대적

으로 길고, 입도가 미세하여 인체 및 주변 환경에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Park et al., 2010).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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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내부 조적벽체 사전취약화 (b) 전광판과 관중석분리를 위한 사전취약화

그림 4. 사전취약화.

표 5. 구간별 천공 현황

구  분 천공각도
천공경

(mm)
공간격

(mm)
기둥당 천공수

(공)

1구간
91~98번열

수평 Φ38 700 3~4
1~8번열

2구간
9~12번열

수평 Φ38 600~700 1~4
13~19번열

한 분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목적 방호재

인 물주머니를 개발하여 시험발파 시 적용하였으며 

물주머니 적용 시 분진의 감소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5. 작업공정

5.1 사전취약화

구조물 발파해체에서는 구조물의 원활한 거동을 위

하여 사전에 벽체나 계단 등에 대하여 사전취약화가 

필요하다. 당 현장에서는 구조물의 콘크리트 외벽과 

조적의 내벽을 장비를 이용하여 사전에 파쇄한 후 발

파해체를 실시하였다.
대상 구조물의 사전처리는 관중석 앞쪽 부분과 발

파구간의 내·외벽 벽체와 칸막이 벽체에 대하여 실시

하였다. 또한, 관중석 발파 시 구조물 거동에 따른 전

광판 구조물과 충돌을 피하고자 분리하는 사전취약화

를 수행하였다.
종합운동장의 특성상 구조물이 운동장의 중심을 기

준으로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어 구조물의 전도에 방

해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블록화하여 독립적

으로 전도될 수 있도록 다이아몬드 와이어 소(diamond 
wire saw)를 이용하여 일정 간격(총 4지점)으로 구조

물을 절단․인양하여 분리하는 작업을 시행하였다(그
림 2). 그림 4의 (a)는 내부조적벽체를 사전처리하기 

위하여 소형 굴삭기를 사용하여 사전취약화를 실시하

였으며 그림 4(b)는 전광판의 전도 시 관중석의 저항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전광판과 관중석의 분리작업을 

하는 모습이다.

5.2 천공

기둥이나 내력벽 등의 부재에 화약을 장약하기 위

하여 천공작업을 시행하며 주로 착암기를 사용한다. 
천공장은 부재의 크기에 따라서 달라지고 수평천공을 

하였다. 천공경은 Φ 38mm 비트를 사용하여 천공하

였다. 주 발파 대상 기둥은 구간별로 분리하였으며 1
구간은 1, 2층 2구간은 1, 2, 3층에 천공을 실시하였

다. 공 간격은 기둥의 파쇄범위를 최대한 크게 하기 

위하여 600~700mm로 설정하였으며 장약의 위치가 

기둥단면 중앙에 위치할 수 있도록 천공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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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차 방호 (b) 3차 방호

그림 5. 2차 및 3차 방호 패턴.

표 6. 천공 및 장약량 재원

발파 구분
기둥수

(개)
천공수

(공)
총천공장

(m)
총장약량

(kg)

1구간
91~98번열 32 96 30.72 4.8

1~8번열 38 79 23.36 3.9455

2구간
9~12번열 36 76 25.36 3.793

13~19번열 38 74 22.94 4.087

합계 144 325 94.62 16.616

5.3 방호

방호는 화약의 폭발 시 분출되는 가스의 팽창압에 

의해 발생하는 콘크리트 파편 또는 비산물질과 분진

을 제어하기 위해 발파대상 구조물에 직·간접적으로 

방호하는 작업이다. 

1차 방호

1차 방호는 주로 폭발압력에 의해 비산되는 콘크리

트 버럭이나 분진을 방호막 내부에 가두는 역할을 한

다. 1차 방호는 장섬유 부직포와 능형철망을 사용하

였으며 1구간에서는 다목적 방호재인 물주머니를 추

가 적용하였다.

2차 방호

2차 방호는 그림 5 (a)처럼 시공하였으며 부직포 및 

구갑망을 구조물의 높이에 맞게 재단하여 결속선을 

이용하여 묶은 후 외곽 부위에 앵커 등으로 고정하여 

설치하고 발파가 진행되는 방향으로부터 바깥쪽으로 

겹침을 두어 실시하였다.

3차 방호

3차 방호는 그림 5 (b)와 같으며 발파대상 구조물과 

떨어져 보안물건을 방호하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 

본 구조물 발파해체 시에는 6∼12 m 높이의 강관 외

줄 비계 및 쌍 줄 비계를 설치하였으며 부직포를 이용

하여 방호를 시행하였다.

6. 장약, 결선 및 기폭시스템

발파해체를 위한 마지막 단계로 계획된 천공에 화

약을 장약하는 작업과 계획된 기폭시스템을 적용하여 

결선하고 발파를 할 때 경계를 포함하는 단계이다. 화
약은 다이너마이트 Φ 28mm를 사용하여 발파를 시행

하였으며, 뇌관은 비전기 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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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단면 × 패턴 (b) 단면 × 패턴

그림 6. 천공 및 장약 단면도 (단위: mm).

(a) 기폭평면도 (b) 기폭단면도

그림 7. 기폭시스템.

적용하였다. 발파해체를 위한 사전 준비 사항이 완료

된 후 장약작업을 실시하였고 장약작업은 전폭약포 

제작, 장약, 메지, 결선, 확인 및 점검으로 실시하였다.

6.1 장약

장약 길이가 뇌관 길이보다 적은 400×400mm, 400 
×500mm, 400×600mm 기둥에서는 뇌관의 부러짐을 

방지하기 위하여 찰흙을 뇌관의 구제부 위치에 장착

하여 정기폭을 하였고, 다짐봉(목재)을 이용하여 전폭

약포를 발파공 내에 장약 후 모래와 쇄석을 혼합한 전

색재로 실시하였다. 
공당 장약량은 42∼62.5g을 사용하였으며, 총장약

량은 16.616kg을 사용하였다. 기폭장치는 비전기뇌관 

3,000ms를 325개를 사용하였고, 연결용 뇌관으로 

0ms, 109ms를 123개 사용하여 총 448개의 뇌관을 사

용하였다.

6.2 결선

결선은 기폭 시스템에 따라 실행하였다. 비전기식 

뇌관을 이용하여 연결용 뇌관(TLD)으로 연결하게 되

므로 뇌관 기폭으로 인한 튜브의 컷오프(cut-off)를 방

지하기 위하여 결선 후 부직포 등으로 감싼 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 

6.3 기폭시스템

기폭시스템은 그림 7과 같으며 관중석구간은 점진

붕괴공법을 적용하기 위하여 13개 블록으로 각 2∼3
개의 기둥 열을 1블록으로 선정하였고(그림 7(a)), 전
열 기둥을 먼저 기폭 시켜 구조체의 거동을 일으킨 후 

뒤 열 기둥을 기폭 하여 구조체가 운동장 외부 쪽으로 

붕괴하지 않도록 앞 열 기둥과 뒤 열 기둥의 시차는 

109ms로 설정하였다(그림 7(b)). 전광판은 모든 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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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폭 후 0.94s (b) 기폭 후 1.24s

(c) 기폭 후 2.56 s (d) 기폭 후 5.26s

그림 8. 고속카메라로 촬영한 붕괴거동 연속사진.

- 범  례 -
   진동측정기(BM) : 10대

   소음측정기(SL) : 3대

   진동레벨계(VM) : 2대

   분진측정기(현장):4대

④ BM, VM

② BM

① BM,VM,SL

③ BM

⑥ BM ⑦ BM

⑨ BM
⑩ BM

⑧ BM, SL

⑤ BM, SL
크렉게이지(14)

크렉게이지(1)

그림 9. 각 계측기 측정위치.

석이 발파된 후에 운동장 쪽으로 거동시키기 위하여 

앞 열은 4,500ms를 사용하였고, 뒤 기둥 열은 구조물

의 운동 모멘트가 일어나기 전에 충분히 지지점 역할

을 할 수 있도록 5,000ms의 시차를 적용하였다. 

7. 발파해체결과

7.1 붕괴거동 결과

관중석 구간은 0∼2.8 s까지 연결용 뇌관이 기폭 되

었고, 19번 열 관중석 상부가 지면에 도달한 시간이 

약 3.2 s 정도 소요되었으며, 전광판 구간은 관중석 

구간이 기폭 된 후 2 s 뒤에 전도가 완료 되었다(그림 

8). 전체 구조물이 붕괴하는 시간은 약 5.2 s가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전광판은 앞쪽 관중석의 저항으

로 인하여 완전하게 전도되지 못하였으나, 2차 파쇄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작업 기간은 2일이 소요되었다.

7.2 환경영향분석 결과

국내외 발파해체 사례 및 국내 환경법기준, 외국의 

사례 보고를 통하여 발파해체 시 발생하는 환경위해

요소(진동, 소음, 비산, 분진)를 검토하여 안전 한계범

위를 선정하고 이를 근거로 각 발파환경피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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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결과 

번호 계측위치 계측기기
계측 결과

소음(dB(A)) 진동(cm/s)

1 아파트

SC-15C MAX.LF 99.3 -

MiniMate 미계측 미계측

VM 52 - 48dB(v)

2 카 센타 BMⅡ 미계측 미계측

3 공구상가 BMⅡ 92.8 0.20

4 공구상가 입구 BMⅡ 103 0.28

5 학교
BMⅢ 105 0.05

SC-15C MAX.LF 107.0 -

6 야구장 우측 출입구 BMⅡ 73.0 0.01

7 기술학교 BMⅡ 77.8 0.01

8 시장 4거리
BMⅢ 88.5 0.02

Rion NL-06 LAmax 91.8 -

9 현장 자유장 20m BMⅡ 108 0.57

10 현장 자유장 30m BMⅡ 109 0.38

표 8. 균열 측정 결과 (단위: mm)

구 분 사  진 발파 전 발파 후 균열증감

지상 

측점1

39.09 39.09

0.01~0.0539.16 39.17

39.59 39.54

측점2

39.81 40.07

0.02~0.2641.18 41.20

40.34 40.27

권을 예측하였다. 그림 9에서와 같이 진동계측기 10
대, 소음측정기 3대, 진동레벨기 2대, 분진측정기 4대
로 환경영향분석 자료를 수집하였다.

발파 진동 및 소음 계측결과

본 발파해체 시 인접 구조물에서 측정된 진동은 허

용기준 0.5cm/s 이하의 매우 안전한 상태로서 발파진

동 및 낙하충격진동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

인되었으며, 표 7의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결과에서

처럼 공구상가 입구 및 인천 중앙여자상업고등학교에

서 소음이 다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발파해체 시 발생

하는 소음은 수초 이내 발생하는 일회성의 순간적인 

소음이며, 이는 인접한 주요 건물들에 대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균열 계측결과

측정결과 발파 후 각 측점에서의 균열의 증감에 대

한 시각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균열의 증․감량은 

0.01~0.26mm로 균열한계 기준치인 0.3mm 이하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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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분진 계측 결과 (단위: ㎍/m3)

구  분 측점 A 측점 B 측점 C 측점 D

이격거리 50 m 50 m 50 m 80 m

최대값
PM 10 PM 10 PM 10 PM 10 PM 2.5 PM 1.0

12,782 13,153 7,652 over 456.8 57.7

평균값 144 131 180 - 38 12.4

분진 지속시간 5분 6분 5분 2분 (PM 2.5기준)

분진 계측 결과 및 분석

그림 2의 1구간에만 물주머니를 적용하였으며 2구
간에서는 발파 시 분진 발생의 비교를 위하여 설치하

지 않았다. 발파 후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1구간에서

의 분진 발생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측정결과 대상 구조물로부터 50m 이격된 거리에

서 발생한 최대 분진양은 약 13,000㎍/㎥로 나타났으

며, 발파 전의 평균 분진 농도는 약 150㎍/㎥로 발파 

전 수준으로 대기가 안정되기까지 약 5∼6분 정도 분

진이 지속한 것으로 계측되었다. 

8. 결 론

1) 숭의종합운동장 구조물 발파해체 시 관중석이 전

광판의 전도에 방해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D.W.S로 절단 인양하여 발파 시 블록화를 시켜 

붕괴의 흐름에서 구조물 간의 상호간섭 영향을 줄

였다. 기둥의 높이에 따라 발파패턴을 결정하였고 

발파환경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구갑망 

및 능형철망을 이용한 방호를 실시하였다.
2) 본 발파 시 최적의 장약량 산정과 1차 방호 안정성 

및 적정성을 검증하고 물주머니의 적용성을 확인

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과장약인 

것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400×400mm의 단면에

서 설계 장약량은 0.050g에서 0.008g 감소한 0.042g, 
400×500mm, 400×600mm의 단면에서는 0.063g
에서 0.013g이 감소한 0.050g으로 산정하였다.

3) 관중석은 전반적으로 발파가 계획한 시간과 공법

의 형태로 되었으나 전광판은 앞쪽 관중석의 발파 

후 파쇄물 등의 저항으로 인하여 완전하게 전도되

지 못하였으나, 2차 파쇄작업에는 문제가 없었으

며, 2차 파쇄 작업은 2일이 소요되었다.

4) 본 발파 해체 시 인접 구조물에서 측정된 진동은 

0.01∼0.28cm/s로 허용기준 0.5cm/s 이하의 매우 

안전한 상태로써 낙하진동으로 인한 영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소음은 73.0∼105dB(A)로 다

소 높게 측정되었으나 발파해체 시 발생하는 폭음

은 수초 이내 발생하는 일회성이고 순간적인 소음

이며, 이는 인접한 주요 건물들에 대해 영향이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균열 측정결과 발파 후 각 측점에서의 균열의 증

감에 대한 시각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으며 균열의 

증감량은 균열한계기준치인 0.3mm 이내인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발파진

동이 인근지역 및 주변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6) 분진계측결과 50m 이격된 거리에서 발생한 최대 

분진량은 약 13,000㎍/㎥로 나타났다. 발파해체 시

의 부유 분진 발생량에 대한 기준은 없으나, 2007
년 개정된 환경부의 대기환경기준에 따르면 PM 
10 기준으로 연간 50㎍/㎥, 일일 100㎍/㎥을 준수

토록 되어 있으며 측정결과를 초 단위로 계측한 

자료를 연간, 혹은 일일 농도로 환산했을 때 대기

환경 기준에 저촉되지 않는다.
7) 향후 다중 복합구조물에 대한 발파해체공법과 기

계식해체와 발파해체의 유기적 조합관계 등에 관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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