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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구 굴착시 전자뇌관을 이용한 Deck-Charge 발파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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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ication of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Method to a Vertical 

Shaft Excavation

Jae-Hong Kim, Hee-Do Kim, Jun-Won Lee, Gab-Soo Kim, Young-Bok Son, Jae-Hoon Kim

Abstract This case study deals with an excavation blasting carried out at “Sooseo-Pyeongtek ○‒○ section construction 

site”in the vicinity of residential area. Originally, the sequential blasting (multi-stage blasting) using electric 

detonators was planed in this area. However, there was a concern that the sequential blasting method could increase 

the construction cost by delaying the construction period due to possible complaints from local residents. As an 

alternative, electronic deck blasting technique was taken in order to meet the ground vibration regulation (0.2cm/s, 

in apartment area) and to keep the construction schedule. The performance of the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was two times better than the sequential blasting with electric detonators and the level of ground vibration was 

also within the regulatory value (0.2cm/s). In particular, it was shown that the use of electronic detonater eDevII, 

which was developed for tunnel, could provide more convenient and electrically safer working condition.

Key words Vertical shaft,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Sequential blasting, Allowable standard of vibration, eDevⅡ

초  록 본 사례는 “수서~평택 고속전철 ○‒○공구 건설공사”로서 공사구간 내에 아파트 등이 매우 근접하여 

위치하며, 설계도서에 근거한 다단식 전기발파의 적용은 민원 등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과 더불어 공사관련 

민원이 예상되어 공사비 증가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안 굴착공법으로 당 현장의 진동허용기준

(0.2cm/s, 아파트)를 준수하고 공사기간을 합리적으로 단축시켜 경제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전자

데크발파 공법을 검토하였다. 시험시공 결과 원 설계인 전기 다단 발파에 비하여 현저히 시공성을 향상시켰으며, 

발파 진동 또한 현장 내 진동허용기준(0.2cm/s)이하의 안정적인 수준으로 계측되었다. 특히 터널용 전자뇌관 

eDevⅡ를 사용함으로써 작업에 편의성을 더했으며, 전기적으로 안전해 수직구 발파작업 환경에서 전기적인 

위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핵심어 수직구, 전자 데크발파, 전기 다단발파, 진동허용기준, eDevⅡ

1. 서 론

최근 신도시 개발 및 국토개발 등에 따른 철도, 지

하철, 고속도로와 같은 사회 간접시설 확충을 위한 각

종 대규모 건설공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

로 인한 발파 건설공사에서 주변보안물건의 소음 및 

진동발생에 대한 민원은 끊임없이 대두되고 있다. 이

런 발파공사의 민원을 해결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여러 공법이 있지만 그 중 전자발

파의 비중이 현저히 높아지고 있다. 

본 시공사례는 “수서~평택 고속전철 제○공구 노반

건설공사”중 수직구 터널공사로서 당초 설계에 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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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of study area and situation.

한 다단식 전기발파 굴착공법을 실시할 경우 해당구

간의 공기지연이 전체 터널 공사기간을 지연시킴으로

써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어, 당 현장의 

발파공해 허용기준을 준수하면서 공사기간을 합리적

으로 단축시킬 수 있는 대안 굴착공법으로 시공성 및 

경제성을 높일 수 있는 전자 데크장약(Deck charge) 

발파를 시험 시공한 사례이다.

금번 시험발파는 설계도서에 근거한 전기다단시험

발파와 최대한의 민원억제를 위한 보완 발파패턴(1. 

뇌관 시차가 정밀한 전자뇌관을 적용한 전단면 전자

발파, 2. 시공성을 향상시킨 전자 데크장약 발파공법)

을 적용하여 그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였다.

전자 데크장약 시험발파 패턴 적용은 심발공에서 

발생하는 초기진동 억제와 굴진장 확보를 위해 심발

공법 무장약공(φ102mm) 4공을 실시한 실린더 컷

(Cylinder-cut)공법을 적용하였고, 그 외 확대공은 최

소(지발)장약량 적용(0.375kg)을 위해 천공장(2.2m)

과 공간격(0.5~0.7m), 최소저항선(0.5～0.7m)을 축소 

적용하였으며, 1단 장약과 2단 장약 사이의 순폭 및 

사압 방지를 위하여 전색장(0.8m)를 고정 적용하였다.

그 결과, 설계도서에 근거한 전기 다단발파는 뇌관

의 시차오차를 극복하지 못하여 대상 민원지인 봇들

마을 610동에서 현장내 진동허용기준인 0.2cm/s를 상

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단면분할에 의한 작업시

간도 증가되었다. 반면, 전자뇌관을 이용한 데크장약 

전자발파는 허용기준 이내의 진동수준과 전단면 발파

로서 원 설계 전기다단발파보다 현저하게 시공성 확

보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2. 공사구역 및 보안물건 현황

2.1 검토구간 위치와 주변현황

검토구간의 위치는 수도권 고속철도(○○-○○) 제

○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중, 수직구#3 STA.9K 883 

이며 주변현황은 Fig. 1과 2와 같이 수직구 주위로 근

거리에 보안물건(봇들6단지 휴먼시아아파트, 아름마

을 삼호아파트, 삼평어린이공원, 분당~수서간 고속화

도로)이 위치하고 있다.



수직구 굴착시 전자뇌관을 이용한 Deck-Charge 발파 시공사례66

Fig. 2. Aerophoto in study area.

Table 1. Allowable vibration and noise level

구  분 허 용 기 준 설정근거

발파진동  0.2cm/s 설계 기준 및 인체감응도 고려

발파소음  75dB(A) 환경부 생활소음규제기준 및 설계기준

Table 2. Emulsion ExplosivesEmulsion Explosives

Emulsion

Explosives

유중수적형(Water in Oil, 油中水滴型)의 Emulsion 폭약으로 함수폭약(含水爆藥) 

계열이며 내한성, 내수성, 안전성 (열, 마찰, 충격 등) 및 후가스가 특히 우수한 

폭약으로 취급이 용이하며 약상을 자유롭게 조절이 가능

Table 3. Electric detonator

Electric

Detonator

기폭력이 우수한 8호 뇌관으로서 뇌관의 각 구성요소가 내정전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켰으며, 높은 발화에너지가 필요하고, 각 단별로 초시간격이 일정(25ms)하여 

파쇄석의 균질성, 비석제어 및 발파진동 및 소음의 제어에 효과적이다.

2.2 대상구간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 및 소음에 대한 허용기준

대상구간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 허용기준은 실시설

계보고서의 설계기준과 국내외 문헌에 의한 인체감응

도를 고려하여 0.2cm/s로 설정하였으며, 소음은 환경

부 생활소음규제기준에 의거 75dB(A)로 설정하였으

며, 설정근거는 Table 1과 같다(환경부, 2010).

2.3 사용화약류

대상구간 시험발파에 사용된 화약류의 특성은 Table 2

와 3(㈜고려노벨화약, 2013)과 같으며, 전자뇌관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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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lectronic detonator

전자뇌관

발파시스템

(Electronic Blasting System)

전자 뇌관은 일반뇌관이 ±5%의 시차오차를 가진 것과 비교하여 시차 정밀도가 0.01~ 0.1% 로 

정확하여, 발파시차의 중첩으로 인한 진동 증가현상이 없으며, 1ms 단위로 시차 설정이 가능하여 

현장 암반의 발파조건에 맞는 최적의 발파시차를 적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파형합성원리를 

이용하여 발파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 할 수 있다.

 0~20,000ms, 1ms단위로 시

차제어가 가능하고 시차오차

는 0.01% 이내

Scanner

각 뇌관의 시차를 할당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장치

Testbox

통신불량(결선오류), 시차 미

지정 뇌관, 뇌관 내부 결함 보

고, 단선, 숏트, 누설전류량 디

지털 수치 확인

Blastbox

각 뇌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스캐너로 입력받은 각 

뇌관의 시차정보를 프로그래

밍

Duplex Harness Wire

각 뇌관을 연결하는 전용 보

조모선
발파설계 프로그램

Fig. 3. Structure of electronic detonator.

성은 Table 4(Orica, 2009)와 같다.

2.4 대상구간 적용 발파공법의 특성

 대상현장은 진동 및 소음저감과 시공성 향상을 목

적으로 1, 2차 시험발파(전기다단발파, 전단면 전자발

파)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시공성과 경제

성 그리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고, 전기다단발파와 

동일한 지발당 장약량으로 현저하게 시공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며, 뇌관 시차가 정밀한 전자뇌관을 이용

한 전자 데크장약 발파공법을 대안 공법으로 적용하

였다. 

데크장약 발파공법

본 공법은 하나의 천공 내에 다수의 폭약을 분산 장

전한 후 이를 순차적으로 발파하는 방식이다. 일반적

으로 천공 내에서 폭약을 한곳에 집중해서 발파하면 

발파진동이 크게 발생하여 지반이 크게 약화되는 단

점이 있다. 반면, 데크장약 발파는 폭약을 여러 단으

로 나누어 지발당 장약량을 줄여줌으로써 발파시 발

생되는 지반진동을 줄여주고 암반의 파쇄도 또한 향

상시키는 공법이다.

전자뇌관시스템(Electronic Detonator System)

디지털로 지연시차를 부여하는 전자뇌관은 뇌관의 

초시오차가 0.01%로서 정밀도가 높아 일반뇌관에서 

발생하는 파형중첩에 의한 진동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으며, 1ms의 단위로 설정 가능하여 발파원과 구조

물 사이의 지반조건에 따라 최적시차조절이 가능하여 

진동제어에 효과적이다. 전자뇌관 내부 구조는 Fig. 3

과 같다(김갑수 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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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equential blasting pattern.

Table 5. Specification of sequential blasting

원 설계

전기다단발파

천공장 /

굴진장(m)
저항선(m) 공간격(m)

비장약량

(kg/m
3
)

지발당 최대장약량

(kg/delay)
심발공법 영역구분

1.1 / 1.0 0.65 ~ 0.75 0.65 ~ 0.85 0.661 0.320 V-Cut
6영역

2회 분할발파

Fig. 5. Electronic blasting pattern.

Table 6. Specification of electronic blasting

전단면

전자발파

천공장 /

굴진장(m)
저항선(m) 공간격(m)

비장약량

(kg/m
3
)

지발당 최대장약량

(kg/delay)
심발공법 영역구분

1.1 / 1.0 0.5 ~ 0.75 0.5 ~ 0.83 0.77 0.320 Cylinder-cut 전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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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pattern.

Table 7. Specification of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전단면 전자 

Deck-Charge

발파

천공장 /

굴진장(m)
저항선(m) 공간격(m)

비장약량

(kg/m
3
)

지발당 최대장약량

(kg/delay)
심발공법 영역구분

2.2 / 2.0 0.5 ~ 0.7 0.6 ~ 0.8 0.67 0.375 Cylinder-cut 전단면

(a)천  공 (b)천공 상태 확인 (c)장약 및 전색

(d)결선(전자뇌관) (e)결선완료(전자뇌관) (f)전자뇌관 스캐닝(시차입력)

(g)테스트 (h)비산, 소음 방호시설 (i)발파

Fig. 7. A working process of trial blasting.



수직구 굴착시 전자뇌관을 이용한 Deck-Charge 발파 시공사례70

Fig. 8. Measuring points.

3.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발파제원과 기폭방법(전기뇌관, 전자뇌

관) 그리고 발파영역을 달리하여 다단발파 1회(6 영

역 / 반단면 2회 분할발파), 전단면 전자발파 2회(전단

면 전자발파 1회 / 전단면 전자 데크장약 발파 1회)를 

적용하였다(김재홍 외, 2013).

3.1 시험 발파패턴 및 제원

전기다단 발파패턴과 발파제원은 Fig. 4와 Table 5

와 같으며 전단면 전자발파패턴과 발파제원은 Fig. 5

와 Table 6, 전단면 전자 데크장약 발파공법은 Fig. 6

과 Table 7과 같다. 

3.2 시험발파 작업 공정 

시험발파에 따른 작업과정은 Fig. 7과 같이 일반적

으로 천공→ 장약 및 전색 → 결선 → 스캐닝 → 테스

트 → 방호 → 점화(발파) 순으로 이루어진다.

3.3 진동 및 소음계측 

사용계측기기

사용계측기는 발파로 인하여 발생되는 3개 방향(수

직[V], 접선[T], 진행 [L])의 최대입자속도(PPV: Peak 

Particle Velocity) 및 최대 벡터합(PVS:Peak Vecor 

Sum)과 폭풍압 또는 소음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으며 

Software와 접속시켜 전체파형, FFT(Fast Fourier 

Transform) 등 정밀분석을 할 수 있는 Canada Instantel

사의 Blastmate II DS-477을 사용하였다.

계측위치

계측위치는 Fig. 8과 같이 발파장소(폭원)로부터 가

장 근접되고 발파 지반진동으로부터 가장 취약한 보

안물건에 3개소, 현장 내 자유장에 3개소 총 6개소에 

설치하였다.

3.4 진동 계측결과

원설계 전기다단발파 반단면 2회, 전자뇌관에 의한 

전단면 발파 1회, 전자뇌관을 이용한 데크장약 전단

면 발파 1회 총 3회 실시하였으며 진동 계측결과는 

Table 8과 같다.

4. 시험발파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1 진동크기와 발파작업성 검토

시험발파에 적용되었던 전기 다단발파 패턴과 전자

발파(전단면) 패턴, 전자 데크장약 발파(전단면)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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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

구분 계측위치 회
지발당 최대장약량

(Kg/Delays)

거리

(m)

PPV(cm/s)
비  고

Tran Vert Long

1회

자유장(현장내)

1 0.320

26 0.1970 0.2700 0.1870

전기

다단발파

(반단면)

자유장(현장내) 31 0.1100 0.2030 0.1670

자유장(현장내) 36 0.3030 0.0889 0.0203

봇들마을610동① 47 0.1290 0.1240 0.1440

봇들마을610동② 55 0.1560 0.0850 0.0890

봇들마을609동 97 0.0206 0.0206 0.0175

자유장(현장내)

2 0.320

26 0.2140 0.3710 0.2210

전기

다단발파

(반단면)

자유장(현장내) 31 0.1350 0.2840 0.2400

자유장(현장내) 36 0.2780 0.1110 0.2840

봇들마을610동① 47 0.1600 0.1490 0.2050

봇들마을610동② 55 0.1210 0.1490 0.1110

봇들마을609동 97 0.0175 0.0254 0.0175

2회

자유장(현장내)

1 0.320

25 0.2110 0.3130 0.2940

전자발파

(전단면)

자유장(공원길) 24 0.2160 0.3590 0.3290

자유장(현장내) 35 0.0778 0.1410 0.0841

봇들마을610동① 47 0.1170 0.0900 0.1030

봇들마을610동② 55 0.1450 0.1440 0.1440

봇들마을609동 97 0.0143 0.0286 0.0175

3회

자유장(현장내)

1 0.375

30 0.2190 0.3670 0.1950

전자 데크장약

발파

(전단면)

자유장(현장내) 38 0.1240 0.1640 0.1320

자유장(현장내) 36 0.0968 0.0762 0.1080

봇들마을610동① 47 0.1050 0.1110 0.1480

봇들마을610동② 55 0.1750 0.1720 0.1600

봇들마을609동 97 0.0095 0.0206 0.0095

Table 9. Measured vibration values of sequential blasting

발파횟수 이격거리(m) 계측치 PPV(cm/s) 지발당장약량(kg/delay) 비고

1회발파 47～97
1차 0.0206~0.156

0.320 전기 다단발파
2차 0.0254~0.205

Table 10. Measured vibration values of electronic blasting

발파횟수 이격거리(m) 계측치 PPV(cm/s) 지발당장약량(kg/delay) 비고

2회발파 47～97 1차 0.0286~0.145 0.320 전단면 전자발파

Table 11. Measured vibration values of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발파횟수 이격거리(m) 계측치 PPV(cm/s) 지발당장약량(kg/delay) 비고

3회발파 47～97 1차 0.0206~0.175 0.375 전자 데크장약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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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ibration wave of electric detonator(First blasting).

Fig. 10. Vibration wave of electric detonator(second blasting).

Fig. 11. Vibration wave of electronic detonator.

의 진동 계측결과는 Table 9~Table 11과 같으며 진동

계측치와 발파작업성에 의한 시공성과 안전성을 단순 

비교 검토하였다. 

진동계측결과 검토

진동수준은 전기다단발파가 0.0206～0.205cm/s 범

위로서 대상현장의 설정된 진동허용수준 0.2cm/s을 

상회하였으며, 진동상승원인은 선 시공된 분할구역의 

발파 후 암반조건에 의해 나머지 영역의 분할면이 미

굴과 여굴 발생으로 장약공 주변의 저항선 및 공간격

의 불균일, 장약공의 파손, 천공장의 장단(長短)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전자뇌관에 의한 전단면발파는 0.0286～

0.145cm/s 범위로서 설정된 진동수준 내에서 발파가 

진행되었으며, 굴진장을 2배로 늘린 전자 데크장약 

발파공법 또한 0.0206~0.175cm/s 범위로서 전체적으

로 허용수준 이내를 나타내었다.

발파작업에 따른 시공성과 안전성

전기다단발파의 작업순서는 2영역으로 구분되어 장

약-결선-결선확인-대피-발파, 장약-결선-결선확인-대피

-발파 순으로 2회가 반복된다. 

따라서, 시공성은 영역분할에 의한 작업시간 증대

로 인하여 전단면 전자발파에 비하여 현저히 떨어진

다고 판단되며, 수직구 특성상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

입이 되며, 장약작업과 전기 펌핑 작업이 동시에 실시

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특성상 누설전류에 의한 전기

적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된다. 

반면, 전자뇌관에 의한 데크장약 전자발파는 전체 2

회 분할발파를 1회의 장약-결선-스켄-테스트-방호-발

파 순으로 이루어지므로 시공성에서 매우 높은 성과

를 나타냈으며, 전기적으로 매우 안전한 전자뇌관을 

사용함으로써 수직구 발파작업 환경에서 전기적인 위

험성을 크게 개선할 수 있었다.

4.2 계측자료 분석에 의한 적용 발파패턴의 파형비교

Fig. 9~Fig. 11은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 계측자료

(봇들마을 610동, 47m)를 진동속도 이력곡선으로 전

기뇌관과 전자뇌관으로 구분하여 파형을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진동속도 이력곡선에 의한 파형은 전기뇌관(분할발

파)의 경우는 진폭과 주기가 일정하지 못하고 파형중

첩으로 인한 국부적으로 진동 증폭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전자뇌관(전단면발파)은 공당장약량 및 장

약공 사이의 시차설정에 따라 진폭과 주기가 일정하

게 나타나고 파형 중첩에 의한 진동 증폭현상은 나타

나지 않았다.

4.3 계측자료 분석에 의한 발파진동 주파수 특성 비교

Fig. 12~Fig. 14은 시험발파에 의한 진동 계측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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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requency waveform by electric detonator(First 

blasting / Max : 62.6Hz).

Fig. 13. Frequency waveform by electric detonator(Second 

blasting / Max : 69.5Hz).

Fig. 14. Frequency waveform by electronic detonator(Max 

: 115.9Hz).

(봇들마을 610동, 47m)를 발파진동의 최대 진폭에서 

나타나는 주 주파수 대역으로 전기뇌관과 전자뇌관으

로 구분 하여 파형을 분석하였다. 

검토결과

발파진동의 최대 진폭에서 나타나는 주 주파수 대역

이 일반뇌관은 62.6Hz와 69.5Hz, 전자뇌관은 115.9Hz

로서, 전기뇌관에 비해 전자뇌관이 높은 주파수 특성을 

나타내어 장약공 사이의 파형중첩 등에 의한 진동 상승

시 시차 설정을 편리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4 이격거리별 지발당장약량에 의한 발파패턴 제안

진동허용수준(0.2cm/s)과 보안물건과의 최단 이격

거리(47m)를 기준할 때, 적용할 수 있는 지발당 최대

장약량은 0.376kg/delay로 시공성 및 대상구간에 대

한 진동허용수준과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 지발당장

약량 등을 감안하여 당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적의 

전자 데크장약 발파 패턴을 제안하면 Fig. 15와 같다. 

5. 결 론

본 시공사례를 통해 제안된 최종 굴착공법은 수직

구 주변에 위치한 최근접 구조물(47m)에서 진동의 크

기가 허용수준(0.2cm/s)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기 위

해 기존 설계에 적용되어 있는 발파공법과 대비되는 

전단면 전자발파와 이에 시공성까지 고려한 전단면 

전자 데크장약 발파공법을 제안하였다. 

당초 설계된 전기 다단발파는 전기뇌관 유한시차의 

특성상 반단면 굴착이 불가피 하였고, 그로 인해 선 

시공된 분할구역의 발파 후 암반조건에 의해 나머지 

영역의 분할면이 미굴과 여굴 발생으로 장약공 주변

의 저항선 및 공간격의 불균일, 장약공의 파손, 천공

장의 장단 등으로 인하여 발파진동의 상승이 발생하

였다. 또한, 시공성면에서는 영역분할에 의한 작업시

간 증대로 인하여 전단면 전자발파에 비하여 크게 떨

어진다고 판단되었다. 안전성 측면에서도 수직구 특

성상 많은 양의 지하수가 유입이 되며, 장약장업과 전

기 펌핑 작업이 동시에 실시되어야 하는 불가피한 특

성상 누설전류에 의한 전기적인 위험요인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그러나, 전자뇌관을 이용한 전자 데크장약 발파는 

허용기준(0.2cm/s) 이내의 진동수준을 준수함과 동시

에 당초 설계 패턴(2회 분할발파 굴진장 1.0m)보다 1

회 발파로 굴진장 2.0m를 실시하여, 높은 시공성을 

갖는 전단면 발파로써 전체 굴착 공정상의 공사기간

을 단축하여 경제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리고, 장약 및 결선 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누설전류 등의 전기적인 위험 요인은 전기적으로 안

전한 전자뇌관을 사용함으로써 작업원의 안전성 확보

와 작업시간을 단축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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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Electronic Deck Charge blasting pattern (2.2m).

끝으로 본 시공사례를 통하여 대상현장의 보안물건

을 포함한 입지조건과 시공성 및 안전성을 감안해 전

자뇌관을 이용한 전자 데크장약 발파(천공장 2.2m)의 

대안패턴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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