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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ll 구조물의 발파해체 사례

송영석1)*, 정민수2)

A Case of Shell Structure Demolition Using Explosives
Young-Suk Song and Min-Su Jeong

Abstract Recently, the number of structure demolitions has increased in both civil and architecture fields due to 
various reasons such as redevelopment of a city, utilization of sites and restoration of deteriorated structures. In 
the past, domestic shell structures had been constructed with brick masonry and they were not high. Therefore, 
their demolition had been executed with ease. Recently, however, taller reinforced concrete shell structures have 
become a target for the destruction. Under these circumstances, how to efficiently demolish a structure and how 
to minimize effects of the destruction on environment including vibration and noise have become a main issue. 
One of the possible solutions is the explosive demolition. In this study, a case of explosives demolition of the 
stack, which is located in Jeju Thermal Power Plant in Republic of Korea and is 70 m tall, is addressed. In order 
to fall down the structure against the desired direction, 13.5 kg dynamite and 100 electric detonators were used. 

Key words Demolition, Shell structure, Explosives demolition

초  록 최근 노후화한 구조물 기능의 회복, 도시의 재개발, 부지의 유효이용 등을 배경으로 토목, 건축의 분야에 

관계없이 구조물의 해체 요구가 늘어나고 있다. 과거 국내 Shell 구조물은 벽돌로 높이가 낮게 지어졌고, 이와 

같은 해체 대상물을 효율적으로 해체한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높이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Shell 구조물이 해체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구조물을 얼마나 효율적인 해체할 것인가, 
공사로 인한 진동, 소음 등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저감시킬 것인가라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는 방법의 하나로 화약을 이용해 순간에 붕괴, 전도하는 발파해체공법이 있다. 본 논문은 제주특별

자치도 제주시 삼양일동 900번지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내 기력 1호기 70m 높이의 연돌을 화약량 13.5kg과 

전기뇌관 100개를 사용하여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전도를 한 사례로 발파해체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결과까지

의 과정에 대해 기술하고자 한다. 

핵심어 해체, Shell 구조물, 발파해체

1. 서 론

최근 노후화 되고 높이가 높은 철근콘크리트 Shell 
구조물이 해체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어 구

조물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해체하고, 공사로 인한 진

동･소음 등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얼마나 저감시킬 

수 있는지가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이것을 해결하

는 방법의 하나로 화약을 이용해 대상 건물을 짧은 시

간 내에 붕괴, 전도시키는 발파해체공법이 있다. 해외

에서는 발파해체공법이 상당히 폭넓게 이용되고 있으

며, 국내에서도 1991년 8월 26일 (주)한화와 육군사

관학교에 의해 최초로 발파해체 공법을 시도한 이래 

현재 일반건축물, 교량, 타워(Stack, Silo, 철탑) 등 다

양한 구조물에 대한 약 80여 건의 시공 사례가 보고

되었으며 정부 연구과제, 매스컴 등을 통해서 여러 가

지 정보가 알려지고 있다(박훈 외, 2010). 화약을 이



Shell 구조물의 발파해체 사례68

표 1. Shell 구조물 해체공법별 특징 

구 분
화약을 이용한

발파전도붕괴공법

중장비의 인장력에 의한 

전도붕괴공법
절단 인양장비에 의한 해체공법

작업 사진 

작업 방법

화약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와 가스

압으로 구조물의 주요지점을 파쇄

하여 구조물 자중에 의한 붕괴를 유

도하는 공법

중장비를 이용하여 비교적 용이하

게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이나, Stack 
하부에서 지속적인 파쇄작업으로 

인해 정확한 붕괴시점 및 붕괴 위치

를 예측할 수 없음

사용되는 크레인의 인양 능력에 따

라 절단부재의 크기를 선정한 후 다

이아몬드 와이어 쏘(DWS)를 이용

해 절단 인양을 반복적으로 수행하

는 공법

(a) 화약에 의한 발파전도붕괴 공법 (b) 중장비의 인장력에 의한 전도붕괴공법 (c) 절단 인양에 의한 해체공법

그림 1. 해체 공법별 구조물 내력 변화.

용한 발파 해체공법은 기계식 해체공법보다 공사비용

을 절감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환경적 문제에 관한 

대책을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으며 보다 안전하게 해

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주요 해체공법으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

양일동 900번지에 있는 제주화력발전소 내 기력 1호
기 70m 높이의 연돌을 원하는 방향으로 확실히 전도

하면서, 발전소 주변시설물에 비산, 먼지, 진동에 의

해 미치는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발파를 실시한 

사례로 발파해체에 관한 계획에서부터 결과까지의 과

정에 대해 내용을 기술하였다. 

2. Shell 구조물 해체공법 비교

2.1 해체공법별 특징 비교

Shell 구조물을 해체하는 경우 구조물이 크지 않으

면 중장비를 이용한 기계적 압쇄에 의한 해체작업이 

용이하다. 그러나 구조물이 장비의 크기보다 클 때는 

기계적 압쇄 공법 적용은 곤란하기 때문에 중장비의 

인장력에 의한 전도붕괴공법, 화약을 이용한 발파전

도붕괴공법, 절단인양 장비에 의한 해체공법을 적용

할 수 있다(임대규 외, 2004). 표 1은 3가지 공법에 대

한 시공기술을 비교한 것이다.
화약을 이용해 Shell 구조물을 전도하는 경우와 절

단 인양 장비에 의한 해체하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으

로 예측할 수 없는 전도 붕괴에 관한 안전성의 비약적 

향상으로 볼 수 있다. 종래에 행해졌던 중장비의 인장

력에 의한 전도붕괴공법과 비교하여 안전성 측면에서 

그림 1과 같이 큰 차이점이 있다. 즉, 중장비의 인장

력에 의한 전도붕괴공법은 장비의 당기는 힘에 의해 

용이하게 넘어뜨리는 것이 가능해질 때까지 부재의 

특정부분을 파쇄 하는 등의 사전작업을 한 뒤에 해체

를 한다. 예비 와이어에 의해 가설보강을 실시한다 하

여도 사전 파쇄 정도가 크므로 구조물의 내력 저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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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해체 공법별 비용 검토.

그림 3. 현장 전경. 그림 4. 주변 현황.

현저히 커져 예측하지 못한 붕괴 사고로 안전성 확보

가 용이하지 않다. 
화약을 이용해 Shell 구조물을 전도하는 경우와 중

장비의 인장력에 의한 전도 붕괴하는 경우의 가장 큰 

장점은 공사비용의 절감이다. 절단 인양 장비에 의한 

해체방법과 비교하여 경제성 측면에서 그림 2와 같은 

큰 차이점이 있다. 절단 인양 장비를 사용할 때 구조

물 상부부터 부재의 절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상부 

높이까지 가설을 해야 하고, 절단한 부재를 크레인으

로 인양하기 위한 별도의 코어 천공작업이 필요하다. 
이때 크레인의 인양 능력에 따라 절단부재의 크기를 

선정해야 하며 예상치 못한 풍하중에 대해서도 고려

를 해야 하므로 크레인 인양 능력의 약 20%정도로 절

단부재 중량을 맞추어야 한다. 부재의 절단 크기가 작

아지므로 절단 및 인양 공정의 반복이 다수로 요구돼 

공사 기간이 길어지고, 이에 따르는 공사비용도 커져 

경제성 확보가 용이하지 않다. 
Shell 구조물 해체공법을 비교한 결과 화약을 이용

한 발파전도공법이 중장비의 인장력에 의한 전도붕괴

공법에 비해 구조적 안전성이 확보되도록 사전 파쇄

를 최소화하므로 안전한 작업조건을 확보할 수 있는 

것과 동시에 사전 안전성 평가를 명확히 할 수 있다. 
또한 절단 인양 해체공법에 비해 공사기간 단축과 공

사비가 절감되는 장점이 있으므로 가장 적절한 해체

공법이다. 그러나 전도 붕괴 시 수반되는 진동에 의한 

피해가 우려되고 주변 여유부지가 없을 경우에는 다

른 공법을 적용해야 한다(정민수 외, 2010). 

3. Shell 구조물 현황

3.1 공사 위치 및 주변 여건

해체 대상구조물은 그림 3과 같이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양동 900번지에 있는 제주화력 발전소 내에 

있는 기력 1호기 연돌(Stack)이다.
주변여건은 그림 4와 같이 좌측으로 50m 지점에 비

상발전시설이 위치하고 있으며 연돌 주변에 이송용 

파이프가 위치하고 있다.  

3.2 대상구조물 특징 및 제원 

대상구조물은 개구부(Duct)가 전면에 있고, 그림 5
와 같이 외벽은 두께 560mm, 주철근은 지름 25mm
의 이형철근으로, 배근간격은 200mm인 철근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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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구조물 전경 및 단면.

표 2. 주요 시설물 진동 관리 기준

적용대상
진동 관리 기준

발전시설물 주변 전경사진
단위 관리수준 이격거리 

Turbine building
Unit trip setting

cm/s 0.5
38m

mils  4

Switch Yard cm/s 0.5 40m

기타 콘브리트 구조물

(내연 1, 2 호기) cm/s 1.0 20m

트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내부는 두께 230mm의 

내화벽돌로 쌓아져 있다. 철근 콘크리트와 내화벽돌 

사이에 열전달 방지를 위해 100mm의 공기층이 있다. 

4. Shell 구조물 해체공법 선정 

4.1 해체 조건

 당 현장의 철거대상 물건인 연돌은 높이가 70m이

며, 주변에는 가동 중인 발전시설(Switch yard, 유류

저장시설, 비상발전시설)이 약 40m 이내에 산재하고 

있고, 해변에 위치하고 있는 관계로 강풍에 의한 영향

도 고려해야 한다. 당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한 공법 

선정 조건으로 다음의 두 가지 요소를 고려하였다. 첫 

번째는 철거작업 중 발생 가능한 위험요소(작업 중 불

시 붕괴, 작업원 추락 등)에 대해 안전성이 보장되어

야 한다. 두 번째는 현재 가동 중인 발전 설비들에 대

한 진동 및 비산에 의한 피해가 없는 공법을 선정해야 

한다. 이때 발전소에서 제시한 진동 허용 범위는 표 

2와 같다.

4.2 해체공법 선정을 위한 검토사항

당 현장의 해체공법을 선정하기 위한 해체 조건은 

작업 중 안전성 확보와 주변 발전설비에 대한 무재해

이다. 당 현장의 해체 조건에 만족하는 해체공법을 선

정하기 위하여 3가지 공법을 검토하였다. 중장비의 

인장력에 의한 전도붕괴 공법을 적용할 때 구조물 내

력보다 많은 사전파쇄가 되었을 경우 갑작스런 강풍

이나 구조적 불안정성에 의해 예기치 못한 붕괴가 발

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며, 절단 인양에 의한 해

체공법을 적용할 때 인양을 위해 500T 이상의 크레인

이 요구되나 제주도 특성상 당 현장에 동원될 수 있는 

크레인은 100T인 관계로 절단 부재 최소화에 따른 공

사비 증가가 예상되었고 인양 및 절단이 70m 높이부

터 이루어져 작업자의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화약을 이용

한 발파 전도붕괴공법을 적용하면 고소작업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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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하중조건 및 모델링. 

없어 작업자의 안전성이 확보되고, 구조물 내력을 안

정 상태에서 사전취약을 수행해 구조물 안전성을 확

보하면서 예견된 시간과 위치에 전도 붕괴를 일으키

는 것이 가능하지만 전도 붕괴 시 발생하는 충격진동

이 발전설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

하다.
구조물 해체 시 발생하는 진동은 폭약의 폭발에 따

른 충격파와 가스압의 영향으로 발생되는 발파진동과 

구조물 붕괴 시 부재가 지면과 충돌하여 발생하는 충

격진동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허진, 1991; 정민수 외, 
2010), 주변 보안물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사전 

예측을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발파에 의한 진동속도를 예측할 경우 식 (1)과 같이 

지발당 장약량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1)

여기서, K(32.1), β(1.57)는 입지상수이고, Q는 지

발당 장약량(3.375kg)이며, R은 보안물건과의 거리

(m)이다. 발파진동 예측결과 50m에서 예상 발파진동

속도는 0.12cm/s로 평가되었으며 발전소에서 제시한 

진동치보다 작게 계산되어 지발당 공수를 27공 이내

로 하여 설계를 수행하였다.
충격에 의한 진동 예측에는 건물의 중량과 낙하높

이를 고려하며, 식 (2)를 사용하여 예측할 수 있다. 

 
 


    (2)

여기서, K(0.08), n(1.67)은 입지 상수이고,    

 이고, R은 발파지점에서 보안물건까지의 거

리이다. m은 낙하물의 중량(1,000ton)이며 g는 중력

가속도로 9.8m/sec2
이며, h는 낙하 높이(1.0m)이다. 

충격진동 예측결과 50m 이격지점에서 0.58cm/s의 진

동속도가 발생되는 것으로 산출되었으나, 발전소에서 

제시한 허용진동 수준을 넘었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

이 필요하다. 방진둑 설치 시 진동 감쇄는 약 60% 정
도인 0.23cm/s로 예상되나, 지반의 조건에 따라 진동 

감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

(솔리드 웍스, 2007)을 이용하여 그림 6과 같이 모델

링하였다. 충격조건을 0.6초간 15ton의 집중하중이 

작용하는 것으로 하여 해석한 결과 발생된 변위는 

0.00713cm로 나타나 발전소에서 제안한 허용진동변

위 0.01016cm 보다 작게 예측되었다.

4.3 해체공법 선정 결과 및 발파해체 계획

해체공법을 선정하기 위하여 진동 및 작업 안전성

을 검토한 결과 당 현장의 해체 대상구조물인 연돌을 

해체하기 위한 최적공법으로 화약을 이용한 발파 전

도붕괴공법을 선정하였다. 발파 전도붕괴 계획은 그

림 7과 같다. 구조물 전도 시 주변 피해를 최소화하고 

붕괴된 구조물이 파쇄 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공간 

확보가 가능한 지역으로 전도방향을 남쪽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며, 전도 구간의 허용범위는 전도 방향의 

±5°이다. 발파구역은 전도방향과 수직으로 계획하였

으며, 전도붕괴가 이루어지는 곳에서는 높이 2m, 폭 

2m의 흙둑 3개를 설치하여 충격진동을 최소화하였고,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비산 피해를 막기 위하여 높이 

6.0∼8.0m의 쌍줄 비계를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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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발파전도붕괴 세부 계획.

(a) 개구부 생성 위치 및 단면모양 (b) 내화벽돌 반출 (c) 사전 절단

그림 8. 개구부 사전 취약 계획.

5. 발파해체 시공 현황 

5.1 사전 취약화(Pre-Weakening)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는 전도발파를 수행하기 위하

여 낙하지점 중앙부와 연돌 중앙부에 대한 계측을 통

하여 중앙 라인을 선정한 후 사전 취약화로 3개의 개

구부를 그림 8(a)와 같이 생성시켰다. 1개는 전도방향

에 높이 2.4m, 폭 1.2m의 직사각형 형태의 개구부를 

만들었고, 나머지 2개는 방향성을 제어하기 위하여 

발파구역과 잔존구역 사이에 좌우로 높이 1.5m, 폭 

1.2m의 사다리꼴 형태의 개구부를 코아로 천공하여 

개설하였다. 개구부 개설 후 내부에 있는 내화 벽돌을 

그림 8(b)와 같이 소형장비로 반출하였다. 힌지 역할

을 하는 잔존 구역의 버팀 강성이 중력에 의한 휨 강

성보다 클 때 회전이 발생되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정민수 외, 2010)을 방지하기 위하여 잔

존구역에 지면으로부터 1.5m 위치한 높이에 약 2.0m 
의 사전 절단을 그림 8(c)와 같이 수행하였다. RC 벽
체의 파쇄 제거작업 후 노출된 철근에 대해 산소 절단

을 하였다.

5.2 천공 작업(Drilling)

천공계획은 사각형 배열 패턴으로 375mm 천공 길

이와 300mm 공간격으로 총 106공을 표 3과 같이 천

공 마킹을 수행하였다. 천공장비는 외경이 φ 32mm인 

비트를 장착한 코어드릴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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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천공 현황

셀두께 천공장 저항선 공간격 천공수

560mm 360mm 300mm 300mm 106공 

(a) 천공 마킹 (b) 코어 드릴 작업 (c) 공간격

그림 9. 천공 계획.

표 4. 시험발파 발파 패턴

구분 천공경 천공장 천공수 공간격/저항선 공당장약량 지발당장약량

TYPE 1
32mm 360mm 2 공 300mm

0.125kg 0.250kg

TYPE 2 0.1875kg 0.375kg

합계 4 공 0.625kg 

근 철근 배열이 200mm로 간격이 촘촘하여 착암기 사

용 시 정확한 천공을 수행할 수가 없으므로 코어 드릴

을 사용하였다. 코어 드릴 2개를 2조로 좌우측에 1대
씩 배치하여 4일간 그림 9와 같이 수평 천공을 수행

하였다. 

5.3 시험발파

시험발파의 목적은 산출된 화약량에 따른 파쇄효율

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본 발파 시 적용할 화약량을 

조정하고, 방호의 적정성을 검토하여 발파 시 발생되

는 발파진동을 확인해 지발당 발파공수를 선정하기 

위함이다. 장약량은 식 (3)을 이용해 구한다. 

  ×  (3)

여기서, 은 장약량(kg), 는 발파계수(kg/m2)이고 

는 장약면의 단면적(m2)이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

리트 기둥의 발파계수는 0.4∼0.6이지만, 본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기둥과 같이 4 자유면이 아닌 단일 자

유면이고, 천공 길이가 짧으므로 1.4를 적용하였고, 

장약면의 단면적은 공간격과 저항선의 곱을 단면적으

로 하여 계산한 결과 0.126m2
으로 산출되었다. 따라

서 나머지 조건은 동일하게 하고 장약량에 대해 

0.125kg과 0.1875kg 2가지 TYPE으로 구분하여 표 4
와 같이 총 4공에 대해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다. 이때 

사용한 폭약은 메가마이트(MEGAmite 28mm)이고, 
기폭은 8호 순발 전기뇌관으로 사용하고 전색은 모래

와 쇄석이 혼합된 모래를 그림 10(a)와 같이 전색하였

다. 1차 방호는 실 작업과 동일하게 PVC 코팅 능형철

망 #8 2겹과 장섬유부직포 350g를 그림 10(b)와 같이 

사용하였고, 계측은 폭원으로부터 최초 20m 이격해 

측점 1을 설치하고, 측점 2부터 15m 간격으로 3 측점

에 Blastmate II 2대와 eXAD-8 1대를 설치하고, 배변

부에 있는 000설비 건물에 eXAD-8 1대를 그림 10(c)
와 같이 설치하였다.

시험발파 결과에 따르면 장약량에 따른 파쇄효과는 

사용화약량 모두에 대해 발파 효과가 전반적으로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187.5g의 경우는 다소 과장

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발파 작업 시 발파 

공해(비산, 진동, 소음) 제어와 최적 파쇄량 확보를 위

해 하부 2개열은 공당 150g을 적용하고 3열 이상은 

공당 125g을 적용하는 것으로 하였다. 진동 및 소음 

측정 결과는 표 5와 같이 폭원으로부터 50m 되는 No. 
3은 진동측정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45m되는 No. 4 
에서 0.159cm/s 수준의 양호한 결과를 획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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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색 작업 (b) 방호 작업 (c) 계측 측점 위치

그림 10. 시험발파 계획.

표 5. 시험발파 시 계측 결과

구   분

(이격거리)
SEISMOGRAPH

SERIAL NO

RESULT

T
(cm/s)

V
(cm/s)

L
(cm/s)

PVS
(cm/s)

MIC 
dB (A)

No. 1 (20m) Blastmate Ⅱ
2714 0.051 0.140 0.073 0.152 101.4

No. 2 (30m) Blastmate Ⅱ
2070 0.027 0.095 0.024 0.100 107.0

No. 3 (50m) eXAD-8
A04032817 N/T N/T N/T N/T N/T

No. 4 (45m) eXAD-8
A03122797 0.071 0.085 0.129 0.159 94.1

*.N/T (No Triggered): 미검측

(a) 발파결과 (b) 비산 상태

그림 11. 시험발파 결과.

이는 정밀기계 등에 적용하는 0.2cm/s 이하의 매우 

안전한 수치이다. 소음은 No. 4(45m)에서 94.1dB로 

기록되었다. 사전 예측 시 이격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소음이 감소하여 약 180m에서 인체에 대한 허용기준

치를 만족한다는 점과 본 발파 시 대피거리를 고려할 

때 발생소음수준은 만족할만한 수준이라 판단된다.
비산 발생은 그림 11과 같이 방호 구역 내에 제한되

었다. 이는 현장에 적용할 3차 방호가 적정하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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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차 방호 (b) 2차 방호 (c) 3차 방호

그림 12. 직접 방호.

(a) 쌍줄 비계 (b) 흙둑 설치 (c) 고압살수 장치

그림 13. 간접 방호.

을 알 수 있으며, 차후 본 발파 작업에서도 방호구역 

밖으로 인원, 장비의 대피가 완벽히 이루어지면 비산

에 의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5.4 방호작업(Protection)

직접 방호

직접 방호 작업은 화약 폭발 시 발생되는 비산에 대

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림 12와 같이 수행하였다. 
발파로 인한 1차 방호는 PVC 코팅 능형철망 #8 2겹
과 장섬유부직포 350g를 사용하였고, 2차 방호는 부

직포 350g를 2∼3겹으로 사용하였다. 1차 방호 작업

의 효율을 높이고 결속을 단단히 하기 위해 발파구간 

상단부에서 1.0m 이격해 약 1.0m 간격으로 앵커볼트

를 설치한 후 능형철망과 부직포를 결속하였다. 2차 

방호는 발파 구간 상부에 부직포를 고정시켜 2겹으로 

감싸고, 하부는 콘크리트 파쇄석의 적재 현상 방지 목

적으로 고정을 시키지 않았다. 3차 방호로는 발파 비

산으로 인한 피해 방지를 위해 12mm 합판을 쌍줄 비

계에 고정하였으며, 발파 비산 방향을 고려하여 항공

마대에 모래를 담아 좌,우측에 둑을 설치하였다. 

간접 방호

간접 방호 작업은 연돌이 붕괴 전도 시 지면과 충돌

할 때 발생하는 비산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그

림 13과 같이 실시하였다. 붕괴 예측지역에 쌍줄 비계

를 설치하고 구갑망과 분진망을 겹쳐서 그림 13(a)와 

같이 시공하였고, 충격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해 예상 

낙하지점 3곳에 높이 2m, 폭 2m의 흙둑을 그림 13(b)
와 같이 쌓고, 그림 13(c)와 같이 고압살수기를 설치

하여 붕괴 시 발생하는 분진을 저감시키고자 하였다.

5.5 장약 및 결선 작업

발파해체에 사용된 화약은 그림 14(a),(b)과 같이 

다이너마이트 종류인 MegaMite ∅28mm 13.5kg과 

전기뇌관 HiDETO Plus 100개를 사용하였다. 106공
을 천공하였으나 시험발파 시 4공을 발파하였고, 발
파 시 손상을 입은 중간과 바닥에 있는 2공을 제외하

고 총 100공에 그림(c)와 같이 장약을 실시하였으며 

시험발파 결과와 같이 하부부터 2번째 열까지는 150g
을 적용하고 3열부터는 공당 125g을 장약하였다. 기
폭은 좌우 대칭으로 2블록으로 구분하였다. 결선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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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사용 폭약(메가마이트) (b) 사용 뇌관(HiDETO Plus) (c) 고압살수 장치

그림 14. 사용화약 및 장전.

(a) 0.2s (b) 2.2s (c) 4.2s 

(d) 6.2s (e) 8.2s (f) 10s 

그림 15. 발파해체 결과.

은 직렬결선을 하였으며, 전색재는 모래와 쇄석을 혼

합한 재료로 공구까지 다짐을 하였다.

6. 발파해체 결과 

6.1 붕괴 전도 결과 및 파쇄 결과

발파해체는 2011년 6월 30일 오전 11시에 수행되

었으며, 대상구조물인 높이 70m 연돌이 바닥에 충돌

하는 데는 그림 15와 같이 약 10초가 소요되었다. 
전도 위치를 기존 덕트 중앙에서 우측으로 5° 틀어

진 방향으로 계획하였으나, 계획된 위치에서 좌측으

로 약 2° 정도가 틀어져 전도가 되었다. 이유는 발파 

후 지반과 최초 충돌을 일으킨 구간은 1번 개구부 위

에 있는 기존 덕트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전도를 

유도하는 방향은 덕트 중앙에서 우측으로 약 5° 정도 

틀어져 있는 곳에 위치되어 있어, 지면과 충돌 시 좌

측부의 저항이 우측부보다 적어 좌측으로 약 3° 틀어

져 전도가 되었으나, 당 현장에서 허용전도 오차 ±5° 
이내에 드는 범위였다. 그러나 향후 발파구간 위에 덕

트 존재 시 이를 고려하여 방향을 제어해야 할 것이

다. 발파 후 파쇄 상태는 그림 16과 같이 양호한 것으

로 나타났다.

6.2 진동 및 소음 계측 결과

진동 및 소음 측정은 그림 17과 같이 주요 보안물건

에서 측정을 수행하였다. 계측점 1, 2에서는 Blastmate 
II를 사용해 계측하였고, 계측점 3은 eXiD-8로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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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발파 후 파쇄 결과.

90m40m

19m

그림 17. 진동 및 소음 측정 위치.

하였다.
표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돌 충격이 발생되는 시

점으로부터 40m 이격된 No. 1의 최대진동속도는 

0.391cm/s이고, 최대 변위는 0.0048cm로 나타났다. 
90m 이격된 No. 2의 최대진동속도는 0.318cm/s, 최
대 변위는 0.0018cm, 폭원으로부터 후방으로 19m 이
격된 No. 3의 최대진동속도는 0.395cm/s, 최대 변위

는 0.0031cm로 계측되었다. 모든 계측된 결과는 당 

현장에서 제안한 최대 허용 진동속도 0.5cm/s와 최대 

허용 변위 0.01016cm 이하로 나타나 운전 중인 발전 

설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그림 18과 같은 측점별 발파진동 그래프를 분석한 

결과 No. 3은 충격진동보다 발파진동이 더 크게 발생

되었는데, 이는 각 측점의 위치와 측정거리에 따라 발

생된 결과로 No. 3는 전도방향 후방으로 발파원으로

부터 가장 근거리에 위치하여 발파진동이 크게 기록

되었다. No. 1, 2의 경우는 전도방향 좌, 우 방향에 위

치하고 있으며, 상대적으로 발파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발파진동은 이격거리 증가에 따라 감쇄된 

진동이 측정된데 반해 연돌 전도로 인한 낙하 충격진

동이 우세하게 측정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발파

진동 예측값보다 약 48.54% 낮은 수치가 측정되었는

데, 이는 충격진동이 발생, 전달되는 지반이 철근콘크

리트와 토사의 이종 매질로 구성되어 있어 매질 임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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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본 발파 시 계측 결과

구   분

(이격거리)
SEISMOGRAPH

SERIAL NO

RESULT

T
(cm/s)

V
(cm/s)

L
(cm/s)

PVS
(cm/s)

MIC 
dB (A)

Peak
Dis.
(cm)

No. 1 (40m) Blastmate Ⅱ
2070 0.284 0.292 0.341 0.391 103.4 0.0048

No. 2 (90m) Blastmate Ⅱ
2714 0.131 0.285 0.158 0.318  98.6 0.0018

No. 3 (19m) eXAD-8
A03122797 0.200 0.371 0.244 0.395  92.0 0.0031

(a) 측점 NO1 (b) 측점 NO2 (c) 측점 NO3

그림 18. 발파진동 진동 및 소음 그래프.

(a) 비산 발생사진 (b) 비산에 의한 유리창 파손

그림 19. 전도붕괴 중 충격파쇄에 의한 비산 및 피해 사진.

던스로 인해 감쇄가 예측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된 것

으로 사료된다. 
소음은 구조물 낙하방향에 위치한 측점 1, 2가 측점 

3보다 약 7∼11% 높게 기록이 되었다. 이는 구조물 

낙하 시 발생되는 충격소음이 소음의 증가에 영향을 

미쳤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전 예측 시 소음이 이격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여 약 180m에서 인체에 

대한 허용기준치를 만족한다는 점과 본 발파의 대피

거리를 고려할 때 발생소음수준은 만족할만한 수준이

라 판단된다.

6.3 비산 분석결과 

본 발파해체 작업 시 발파작업으로 인한 비산은 1∼
3차에 걸친 직접방호에 의해 충분히 제어가 되었으나, 
연돌이 붕괴 전도되면서 지면과 충돌할 때 연돌 선단

부의 충격에 의한 파편의 비산이 그림 19와 같이 발

생하였고, 내연건물의 유리창 2개와 미처 대피를 못

한 차량 2대에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는 본 발파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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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업 전 계속된 강우로 인해 기 설치된 흙둑 사이에 

물이 고여 구조물 낙하 시 충격에 의해 물과 함께 토

사에 함께 묻혀있던 돌과 구조물 잔해가 비산된 것으

로 판단되고, 흙둑의 위치가 지반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낙하 길이가 길어지면서 위치에너지가 증가되어 

비산된 것으로 사료된다. 위 결과로 볼 때 추후 구조

물 해체 작업 시 장마철 강우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여

야 하며, 흙둑의 설치 높이를 높게 하여 낙하되는 높

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위치에너지를 최소화시켜 비산

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본 시공사례는 제주화력 기력 1호기 연돌 해체 공

사를 다룬 것이다. 2004년 내연설비 교체를 위해 연

돌 2기를 발파해체 한 사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시설물은 국가적 중요 시설물인 관계로 절단, 인
양공법으로 해체를 하고자 하였으나 제주 산업안전공

단에서 고소작업 시 작업자의 추락 위험에 대한 문제

를 제기하여 발파해체공법으로 연돌 1기를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해체하였다.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Shell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하여 적용 가능한 공법 

3가지를 제안하였으며 주변 현황조사를 통해 안전

성과 경제성을 고려한 가장 적합한 해체공법 선택 

절차를 제시하였다.
2) 연돌 발파해체 적용 시 정확히 유도된 전도붕괴를 

위해서는 기존 덕트를 활용하거나, 활용하기 어려

울 때는 기존 덕트의 위치에 따라 사전 취약을 하

여 방향을 제어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발파진동에 대한 영향을 고려 할 때 폭원으로부터 

보안물건 까지를 이격거리로 하고, 충격진동은 예

상 전도구간의 중심에서부터 보안물건 까지의 직

선거리를 이격거리로 해야 한다. 
4) 발전소에서 제안한 허용 최대 변위값은 0.01016cm, 

50m 이격된 지점에서의 예측 최대변위값은 0.00713 

cm, 40m 이격된 No. 1에서 계측된 최대진동변위

값은 0.0048cm로 허용최대 변위 값보다 작게 발

생되어 안전하게 붕괴전도발파가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예측값이 실측값보다 약 48.54%
가 크게 발생되었는데 이는 충격진동이 발생, 전달

되는 지반이 철근콘크리트와 토사의 이종 매질로 

구성되어 있어 매질 임피던스로 인해 감쇄가 예측

했던 것보다 많이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5) 발파작업으로 인한 비산은 1∼3차에 걸친 직접방

호에 의해 충분히 제어가 되어 발파비산 제어를 

위한 방호 방법은 양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6) 연돌이 지면과 충돌할 때 연돌 선단부의 충격으로 

인한 파편이 발생되어 발전소 내 유리창에 파손을 

입혔다. 이는 본 발파해체 작업 전 계속된 강우로 

인해 기 설치된 흙둑 사이에 물이 고여 구조물 낙

하 시 충격에 의해 물과 함께 토사에 묻혀있던 돌

과 구조물 잔해가 비산된 것으로 판단되고, 흙둑의 

위치가 지반보다 낮게 설치되어 있어 낙하 길이가 

길어지면서 위치에너지가 증가되어 비산된 것으로 

생각된다. 위 결과로 볼 때 추후 구조물 해체 작업 

시 장마철 강우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여야 하며, 
흙둑의 설치 높이를 높게 하여 낙하되는 높이를 

감소시킴으로써 위치에너지를 최소화 시켜 비산을 

방지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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