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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 절단을 위한 외부장약 발파의 전색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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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Tamping Materials on the External Charge Blasting

 of Structural Members

Hyung-Sik Yang, Jung-Gyu Kim, Young-Hoon Ko, Piyush Rai

Abstract External charges with four different kinds of tamping materials are tested to determine the effect of tamping 

on the blasting of steel components and concrete blocks. The tamping materials used are tamping cap, urethane 

foam, sand bag and mud. As a result, the tamping cap, urethane foam, and sand bag show no significant effect 

of tamping. But the mud tamping shows that the charge amount can be reduced by more than 20% in completely 

cutting the structural components. In addition, it is found from the test that the standard equation for calculating 

the proper charge is rather conservative, which means the equation overestimates the necessary charge for the 

blas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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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강 부재와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외부장약 발파시 전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전색캡과 우레탄 

폼, 모래 주머니 및 점토의 전색재를 실험하였다. 실험결과로 전색캡과 우레탄 폼, 모래 주머니는 전색효과를 

기대할 수 없었으나 점토전색의 경우 부재의 완전 절단에 필요한 장약량에 대해 20%의 장약절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의 결과로 볼 때 표준장약식에 의한 장약량 산정법이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강 부재, 콘크리트 부재, 외부장약 발파, 전색효과, 점토

1. 서 론

일반적으로 발파의 효과를 위해 천공발파를 주로 한

다. 그러나 소할이나 해체발파의 경우에는 외부장약 

발파도 이루어지는데, 외부장약발파(external charge; 

concussion blasting)도 이루어 진다. (Oloffson, 1991; 

ISEE, 2011). 이러한 외부장약 발파는 대체적으로 신

속한 대신에 천공발파에 비하여 장약량이 증가하고, 

소음 또한 크게 발생한다. 특히 군사용 목적의 폭파일 

경우에는 경제성 보다는 완전하고도 신속하게 파괴되

어 구조물의 성능을 잃게 만드는 것이 우선이다. 이러

한 작업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사용 폭약류의 제원이 다를 수 있으며 특히 제작연도

가 오래되거나 불분명한 경우 또는 부재의 물성이 상

이한 경우에도 이를 따르는 것이 합리적인지에 대해

서는 우려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량의 부재를 구성하는 강판

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폭파 절단하는 시험을 

수행하면서 전색효과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강 부재

로서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는 SM490, SS400을 대

상으로 하였고 콘크리트 부재는 부재의 형상에 따라 

블록과 교절 모형으로 제작하고 붙이기 발파를 실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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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색계수.

전색의 효과는 천공법의 경우 전색재의 저항력 등

으로 측정할 수 있으나(진연호, 2012), 붙이기 발파에

서는 적절한 방법이 없어서 무전색 완전 파괴 장약과 

전색 발파 시 완전 파괴 장약을 비교하는 방법으로 구

하였다.

2. 전색계수

장약량 산정에 사용되는 전색계수 C는 폭약을 발파

공에 장전한 후, 모래나 점토로 발파공을 메워 틈새를 

되도록 없이 하여 폭약을 발파공 안에 밀폐시킨 상태

를 1(표준)로 하고, 그 밀폐상태가 불완전하게 됨에 

따라, 즉 C>1인 경우에 같은 발파효과를 얻기 위해서

는 더 많은 폭약을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결정되는 계

수이다.

전색의 목적은 발파 후 화염 발생을 적게 하고, Gas, 

및 탄진에 대한 인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폭발생성 

Gas압이 대상체의 파괴에 이용되도록 하며, 폭약의 

폭발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을 주어 완전히 폭발시키

기 위함이다. 또한 전색의 효과는 밀폐에 의한 천공내 

폭약의 완폭과 폭약에너지의 밀폐에 의한 효과를 상

승시키는데 있으며 그림 1은 전색 모습과 C의 관계를 

보인 것이다(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7).

3. 실 험

3.1 실험재료

강 부재

강재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등이 있으며 철골조 구

조물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와 용접구조용 압연

강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국내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와 용접구조용 압연강재(SM490)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블록 부재

콘크리트용 시멘트로는 KS L 5201에 규정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내구성 및 강도 향

상을 위하여 KS D 2560에 적합한 AE감수제를 혼화

제로 사용하였다. 

전색재료

전색재료는 구입이 용이하며 적정한 전색효과가 예

상되는 점토, 모래, 우레탄 폼과 동, 철로 제작한 전색

캡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폭약

본 실험에서는 위력이 일정하여 기준폭약으로 사용

되고 있는 TNT(tri-nitro-toluene) 카트리지를 이용하

여 실험하였다.

 

3.2 실험부재 설계

강 부재

본 실험에서의 강 부재에 대한 장약량은 (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7)의 공식을 사용하

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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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 부재 시험용 틀과 설치된 시료의 모습.

그림 3. 콘크리트 박스거더 하부 교절모형.

여기서, 는 TNT 장약량(kg), 는 강 부재의 예상 

절단 단면적(cm
2
)이다.

강 부재로는 600×200×15(mm) 규격의 SS400과 

SM490으로 실험하였다.

폭파실험은 미리 제작한 시험틀에 강 부재를 고정

하고 부재 중앙부분에 TNT를 외부 장약하였다. 그림 

2는 시험틀 위에 설치된 강 부재와 장약의 모습이다.

콘크리트 부재

TNT를 이용한 콘크리트 장약량 공식은 콘크리트 

파괴 장전공식(Headquarters Department of The ARMY, 

2007)을 사용하였다.

 

  (2)

여기서, 은 파괴반경(m), 는 물질계수, 는 전색

계수, 는 폭약량(kg)이다.

콘크리트 인장부는 철근으로 보완하였다. 실제 구

조물 부재를 감안하여 주철근의 지름은 13mm 이상, 

철근의 중심간격은 20cm 이하로 하였다. 콘크리트 블

록은 300×1,000×330cm
3 

규격으로 제작하였으며 28

일간의 양생기간을 걸쳐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를 맞

추었다. 또 콘크리트 박스거더 하부 교절모형을 제작

하여 콘크리트 파괴장전 공식을 적용하고 전색으로 

인한 부재의 파괴여부를 검증하였다(그림 3).

4. 실험 결과

4.1 강 부재

두께 15mm의 SS400 강 부재에 대하여 구리 및 

철제 전색캡과 우레탄폼을 적용하였고 두께 15mm의 

SM490 강 부재에 대해서는 점토 및 모래를 적용하

였다.

미 육군본부 교범에서 제시한 강 부재 두께 및 폭에 

따른 TNT약량 산정표를 기준으로 표준장약량을 약 

790g으로 산정하고 전색에 따른 장약량의 저감효과

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SM400 강 부재의 경우 표준

장약량 대비 46%인 363g 약량에서 무전색 절단 되었

다. 이는 미 육군본부 교범식을 이용할 경우 과장약이 

됨을 나타낸다.

무전색 장약량 363g에 대하여 75%인 272g을 적용

하여 전색캡, 우레탄을 적용하였다. 그림 4~7은 폭파

실험 후 강 부재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전색 캡과 우레탄 폼을 전색재로 사용한 경우 압점

의 굴곡이 관찰되었으나 관통이 되거나 절단이 되지 

않았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점토 전색의 경우 절단이 

이루어진 것을 볼 수 있으며 모래주머니의 경우 심하

게 휘긴 하였으나 절단이나 관통을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철제나 구리제 전색캡이나 

우레탄 폼을 전색제로 사용한 경우 전색효과가 나타

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SM490 강 부재의 경우에는 표준장약량 대비 약 

63%인 약 500g약량에서 무전색 절단되었다. 이를 기

준으로 약 75%인 363g의 약량에 대하여 점토와 모래

주머니 전색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점토 전색을 했을 

때 절단되었으나 모래주머니를 적용하였을 때는 절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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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부재(SS400), 전색(전색캡), 장약량(272g). 그림 5. 부재(SS400), 전색(우레탄 폼), 장약량(272g).

그림 6. 부재(SM490), 전색(점토), 장약량(272g). 그림 7. 부재(SM490), 전색(모래), 장약량(272g).

그림 8. 콘크리트 블록 부재 폭파 시험.

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점토의 전색효과는 25% 가량

으로 추정할 수 있다. 절단이 되지 않은 모래주머니에 

대해서 454g의 장약으로 발파하였으나 여전히 절단

이 되지 않아 모래주머니로는 전색효과를 기대하기 

힘듦을 알 수 있었다.

4.2 콘크리트 블록 부재

콘크리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 파괴 실험을 하

였고 전색재료는 점토를 사용하였다. 부재가 다른 구

조물에 접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 목재 받침을 고여

서 모든 면을 자유면으로 유지하였다.

그림 8은 콘크리트 블록 부재를 설치하고 점토로 

전색한 것으로 실험이 이루어지기 전의 상태이다.

콘크리트 블록의 두께 0.33m를 파괴반경으로 하여 

콘크리트 파괴 장전 공식을 적용한 결과 표준장약량

은 998g으로 계산되었다. 장약량을 줄여가며 무전색

으로 실시한 파괴시험 결과, 180g의 약량으로는 부재

의 파쇄정도가 심각하지 않고 일정 부분 부재의 기능

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272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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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재(콘크리트), 전색(점토), 장약량(90g). 그림 10. 부재(콘크리트), 전색(점토), 장약량(45g).

그림 11. 박스거더 하부 교절모형 외부장약. 그림 12. 박스거더 하부 교절모형. TNT 3.63kg, 모래전색 

실험결과.

장약량에 대해서는 부재가 절단되어 무전색 파괴 최

소장약량은 TNT 272g으로 판단하였다. 파괴 장전 공

식에 의한 표준장약량 산정은 상당 부분 보수적인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점토 전색과 함께 장약량을 줄여서 폭파

시험하였다. 그림 9와 10은 점토로 전색한 콘크리트 

블록 부재에 대한 외부장약 발파 실험 결과로서 90g

의 장약에 대해서 부재가 절단된 것을 알 수 있으며 

45g에 대해서는 절단되지 않고 반파되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점토로 전색할 경우 표준 장약량 보다 

현저히 적은 장약량으로 완전 발파가 이루어짐을 확

인할 수 있다. 실제 무전색 절단 장약량에 대해서는 

1/3 수준의 장약량으로 발파가 완전히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11, 12는 콘크리트 박스거더의 하부 교절모형

에 대한 절단 실험결과이다. 모형 중앙에 장치한 외부 

장약과 모래주머니 전색에 의하여 모델은 완전히 절

단되어 벽체는 사라지고 바닥 블록만 남아있다.

파괴 장전 공식에 의한 파괴반경 0.64m의 교절모형

에 대한 파괴 표준 장약량은 7.21kg 이었으며 블록 시

험과 마찬가지로 장약량을 감소하면서 완전파괴가 가

능한 최소 장약량을 구하였다. 그 결과 4.53kg에서 무

전색 완파되었으며 이에 따라 모래주머니로 전색할 

때의 장약량은 4.53kg 이하로 실험하였다. 그 결과 무

전색 파괴장약량의 80%인 3.63kg에서 완파되었다. 

이에 따라 모래주머니의 전색에 따른 약량 절감효과

는 적어도 20%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5. 결 론

군사작전 개념에 따라 실시되는 구조물 부재에 대

한 외부장약 발파에서 강 부재나 콘크리트 부재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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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파괴장전공식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

다. 전색 효과를 분석한 결과 강 부재에 대한 전색캡

(구리, 철)과 우레탄 폼, 모래 주머니의 전색효과는 기

대할 수 없었다. 반면에 점토의 전색효과는 무전색 약

량의 75% 약량에서 절단이 되어 25%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고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서는 33% 약

량만으로 완파가 되어 콘크리트 부재가 강 부재 보다 

점토의 전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박스거더 하

부 교절모형에 대해서도 20% 이상의 전색 효과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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