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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뇌관을 이용한 터널발파의 근거리 지반진동 특성

김용표
1)
, 김갑수

2)*
, 손영복

3)
, 김재훈

4)
, 김희도

5)
, 이준원

6)

Characteristics of Near-field Ground Vibration in Tunnel Blasting using 

Electronic Deton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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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order to control tunnel blast vibration for adjacent facilities using electronic detonator, Understanding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near-field ground vibration is necessary.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effects 

of Cut-area and Extension-area vibration in relation to decision of tunnel blast vibration. These data were obtained 

at the top monitoring positions while OOO tunnel site of “Wonju~Gangneung double railroad section OO 

construction” was passing under the existing road. Thus, tunnel blasting was conducted by tunnel electronic blasting 

system with 0.01% high delay-time accuracy. It can be possible that not only keeping maximum charge per 

delay-time but also preventing amplification of vibration which is occurred by delay-time scatter using common 

detonators. Additionally, V-Cut was changed into Burn-Cut. The results was presented that vibration level of 

extension-holes were higher than Cut-holes. Therefore, near-field ground vibration can be effectively minimized using 

electronic detonators in the Cut area. And also more effective way to reduce tunnel blast vibration is full-face blast 

using electronic detonators.

Key words Electronic Detonator, Blast vibration control, Burn-cut

초  록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근접 보안물건에 대한 터널발파 진동제어를 위해서는 근거리 발파진동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터널발파 진동의 결정에 있어서, 심발부와 확대부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한 계측자료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OO공구 노반건설공사” OOO 터널 현장의 기존 도로 하부통과 

구간에서 획득하였다. 이에, 0.01%의 높은 시차 정밀도를 가진 터널용 전자발파시스템을 활용하여, 최대 지발당

장약량을 정밀하게 유지함으로써 뇌관 오차에 의한 진동 증폭현상을 제거하고, 진동제어에 유리한 심빼기 발파 

방법으로 번 컷(Burn-Cut)을 채택하였다. 그 결과, 심발부의 진동수준이 가장 높다는 일반적인 발파 상식과 달리 

확대부의 진동수준이 상대적으로 더욱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근접 거리의 터널 발파진동은 전자뇌

관을 심발부에 적용함으로서 저감시킬 수 있으며, 전체 영역에 전자뇌관을 사용할 경우 더욱 효과적으로 발파진

동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전자뇌관, 발파진동제어, 번 컷

1. 서 론

최근 보안물건과 근접하여 발파작업을 수행하는 사

례가 증가함에 따라, 근접 진동제어에 대한 발파진동 

특성의 이해를 통한 정밀 진동제어발파가 절실히 요

구되고 있다. 즉, 현장의 시공성 및 경제성이 진동제

어의 수준에 의하여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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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주변현황.

그림 2. 횡단면도.

표 1. 주변현황

보안물건 최단거리(m)

지방도 456호선 19.5

표 2. 발파진동 허용 기준

구  분 허용기준

지방도 456호선 1.0cm/s

*원주~강릉 철도건설 제OO공구 노반신설 기타공사 실시설계 

보고서인용(한국철도시설공단, 2012).

표 3. 전자발파시스템의 구성

eDev II

0~20,000ms,

1ms단위 시차설정

0.01% 정밀도

Scanner

뇌관의 시차를 할당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장치

RDI Tester

뇌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스캐너의 화면에 통신불량, 시차 

미지정 뇌관, 뇌관 내부 결함 보고 

및 단선, 숏트, 누설전류량 확인

BlastBox

뇌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스캐너로 입력받은 뇌관의 

시차정보를 프로그래밍 및 발파

Duplex Harness wire

두 라인이 하나로 결합된 구조의 

전용 보조모선

SHOTPlus-T

발파설계 프로그램

본 논문은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공구 노반

건설공사”중 도로 하부 20m 근접 통과구간의 터널 

발파에서 계측된 자료를 심발부와 확대부로 구분 한 

후 각 영역이 전체 발파진동 크기의 결정에 미치는 영

향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전자발파에 의한 근거리 터

널발파 진동 특성을 이해하고자 한다. 

2. 본 론

2.1 보안물건

본 논문에 필요한 자료 확보 구간은 STA.101k+ 

140～101k+220지점의 저토피 구간으로 직상부에 지

방도 456호선이 위치하고 있다(그림 1～2, 표 1).

표 2는 발파구간의 직상부에 위치한 보안물건인 지

방도456호선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기준이다.

2.2 지질 및 암질

본 시공구간인 대관령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는 암종은 쥬라기의 화강암류로 이중 흑운모화강암

이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며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은 

강릉과 대관령 쪽으로 갈수록 잘 발달되어 있다.

강릉과 대관령 주위에 비교적 잘 발달하는 각섬석-

흑운모화강암은 조립질로 괴상이며 주 구성광물은 석

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그리고 각섬석 등이

며 스핀, 백운모, 녹니석 및 불투명 광물들이 부성분 

광물로 산출된다.

3. 전자발파시스템 소개

3.1 전자발파시스템의 구성

본 현장에 사용된 전자발파 시스템은 표 3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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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뇌관 종류별 특성 비교

구 분 전기뇌관 비전기 뇌관 전자뇌관

시차 

정밀도
± 5~10% ± 5~10% ±0.01%

시차

결정요소
지연화약의 길이 지연화약의 길이 전자 IC

안 전 성
미주전류, 정전기, 낙뢰 등  

전류에 매우 민감

일반 전류에는 안전하나 

낙뢰에는 불안전

외부 전류에 안전, 낙뢰 보호장치 내장으로 가장 

안전

설정초시 0~7,000ms 0~7,000ms 0~20,000ms

사용단수 MS: 20단/LP: 22단, MS & LP조합: 약42단 20MS단위 시차설정시 1,000단

장 점 가격 저렴 전기적 안전

무한단차효과, 정밀초시,전기적 안전성 , 전체 

발파공 MS발파효과로 파쇄도 우수, 진동제어성 

우수, 시공성 향상

단 점

뇌관오차 및 단차한계에 의한 

진동증가

전기적 위험

뇌관오차 및 단차한계에 의한 

진동증가

가격 다소 높음

가격 높음

대단위 또는 정밀시공으로 가격 경쟁력 확보

(a) 전자뇌관 진동파형

(b) 일반뇌관 진동파형

그림 3. 진동파형 특성.

ORICA사의 터널전용 발파시스템인 eDevⅡ가 사용

되었다.

터널전용 발파시스템(eDevⅡ)은 노천용 발파시스

템(Unitronic600)과 달리 터널단면을 각 영역별(심발, 

확대, 외곽, 바닥 등)로 그룹(Group)화 할 수 있으며, 

각 영역별 발파조건에 맞추어 각 뇌관의 시차를 다양

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RDI Tester는 터널 막장내에서 장약작업 완

료 후 모든 뇌관과의 직접 통신을 통해 작업자의 작업

오류 및 제조불량 뇌관을 즉시 사용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막장으로 부터 발파를 위

한 인력 및 장비대피 이전에 모든 발파준비를 완료하여 

발파 지연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Orica Mining Services, 

2013).

3.2 전자발파의 특성

그림 3은 전자뇌관 및 전기뇌관의 파형특성을 보여

주는 것으로, 동일 거리 30미터에서 전자뇌관과 일반

뇌관을 25ms 시차로 기폭한 결과, 전자뇌관의 경우 

단일공 지발당장약량(kg/delay)이 정확히 유지되어 

파형 중첩에 의한 진동 증폭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며 

일정한 등 간격의 파형을 보이는 반면, 일반뇌관의 경

우는 기폭초시 오차로 인하여 설계된 지발당장약량을 

정확하게 유지하기 어려워 파형이 불규칙할 뿐만 아

니라 부분적인 진동증폭 현상을 보였다.

3.3 전자뇌관과 일반뇌관의 정밀도 비교

그림 4는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전자뇌관과 일반

뇌관의 초시오차 관련 실험 전경이다. 

그림 4의 실험에서 400ms뇌관 10개를 9ms, 17ms, 

25ms, 30ms, 42ms 표면 뇌관으로 각각 기폭시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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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초고속카메라를 이용한 뇌관 기폭실험.

그림 5. 전자뇌관과 일반뇌관의 초시오차.

그림 6. 표준 전자발파 패턴도. 

(a) 그룹별 마킹작업

(b) 장약작업

(c) 결선작업

그림 7. 전자발파 작업절차.

경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William Reisz 

et al., 2006).

∘ 9ms 시차간격: 50% 뇌관 기폭순서 역전

∘ 17ms 시차간격: 40% 뇌관 기폭순서 역전

∘ 25ms 시차간격: 20% 뇌관 기폭순서 역전

∘ 30ms 시차간격: 인접공 한 두공이 동시 기폭

∘ 42ms 시차간격: 정상기폭유지 

그림 5는 일반뇌관과 전자뇌관의 지연시차 증가에 

따른 초시오차의 경향을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뇌관의 

경우 지연시차가 길어질수록 초시오차는 더욱 증가하

게 된다(Geoffrey Adderley BEng. 2009).

4. 전자발파 현장 시공

4.1 발파제원

당 현장에서 굴착시공 중 사용한 표준 전자발파 패

턴도는 그림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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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스캐닝 작업

(e) RDI 테스트

(f) BlastBox 발파

그림 7(계속). 전자발파 작업절차.

그림 8. 계측지점.

그림 9. 심발부 및 확대부 진동값(VPPV) 획득. 

4.2 전자발파 시공절차

전자발파시스템의 시공절차는 그룹별 마킹작업, 장

약작업, 결선작업, 스캐닝작업, RDI 테스트 작업 및 

BlastBox 발파작업 과정으로 이루어진다(그림 7). 

4.3 발파진동계측 지점

그림 8과 같이 터널 직상부의 지방도 456호선 2개

소에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4.4 발파진동 분석

심발부와 확대부의 발파진동 특성의 분석을 위하여 

그림 9와 같이 ORICA사의 Shotplus-T 진동분석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발파진동의 세성분 중 진동값이 

가장 크게 발생한 수직성분의 심발부 최대값 두지점

과 확대부 최대값 두지점을 매 발파 획득하였으며, 표 

5는 그 획득된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그림 10은 획득된 심발부 및 확대부의 매 발파 최대

진동값(VPPV)을 도시화하고 이를 평균한 결과, 2회

의 진동값을 제외하고는 심발부 최대진동값이 확대부 

최대진동값 이하로 나타났다.

4.5 회귀분석

그림 11은 심발부와 확대부 각각의 진동을 추정한 

회귀선이며, 표 6 및 표 7은 각 영역의 진동 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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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계측결과에 따른 진동 분석표

날짜

발파 위치

STA. 

101K+

지발당

장약량

(kg)

굴진장

(m)

계측 위치

STA. 

101K+

계측

거리

(m)

심발부 Vertical 

-PPV(cm/s)

확대부 Vertical 

-PPV(cm/s)

심발1 심발2 확대1 확대2

27-Mar 197.6 1.0~1.2 1.8 160 41 0.0809 0.0777 0.1159 0.111

28-Mar 194.0 1.2~1.4 2.0
200 20 0.4429 0.4985 0.8382 0.8636

160 38 0.0698 0.0762 0.1222 0.1286

31-Mar

188.0 1.4~1.6 2.2
200 22 0.1079 0.0889 0.1476 0.1413

160 32 0.5048 0.2413 0.7699 0.7477

185.8 1.4~1.6 2.2
200 24 0.2873 0.5048 0.5032 0.5318

160 31 0.0952 0.1238 0.1317 0.1174

01-Apr 183.6 1.0~1.2 1.8
200 25 0.4016 0.4048 0.7519 0.7239

160 29 0.1317 0.1397 0.1555 0.1571

02-Apr 181.8 0.4~0.6 1.2 160 27 0.0714 0.0666 0.1 0.1095

03-Apr
180.6 1.0~1.2 1.8

200 27 0.2159 0.2238 0.4762 0.4953

160 26 0.1381 0.1603 0.1524 0.1476

178.8 1.0~1.2 1.8 160 25 0.4826 0.3032 0.7064 0.5953

04-Apr 177.0 1.4~1.6 2.2
200 29 0.1762 0.1841 0.3031 0.3191

160 24 0.2794 0.2587 0.5969 0.6492

06-Apr 174.8 0.8~1.0 1.6 200 31 0.3429 0.2778 0.3317 0.3096

07-Apr

172.0 0.8~1.0 1.6
200 33 0.3762 0.3508 0.7334 0.5778

160 20 0.1826 0.1921 0.4349 0.5302

170.4 1.0~1.2 1.8
200 35 0.2349 0.2227 0.5842 0.5217

160 19 0.1873 0.1651 0.4826 0.4984

09-Apr
168.6 1.4~1.6 2.2

200 36 0.4159 0.5429 0.889 0.8255

160 18 0.2476 0.2286 0.446 0.4206

166.4 0.8~1.0 1.6 160 17 0.4921 0.5445 0.7572 0.7588

12-Apr
160.4 0.8~1.0 1.4 160 16 0.3254 0.3079 0.557 0.627

159.0 1.2~1.4 2.0 160 16 0.3222 0.3698 0.7255 0.6096

13-Apr
157.0 0.8~1.0 1.6 160 16 0.4349 0.4508 0.8651 0.7556

155.4 1.2~1.4 2.0 160 17 0.3429 0.2571 0.5921 0.5651

14-Apr
153.4 1.0~1.2 1.8 160 17 0.3444 0.3032 0.5651 0.6556

151.6 0.8~1.0 1.6 160 18 0.3206 0.3413 0.5175 0.625

15-Apr
150.0 1.4~1.6 2.0 160 19 0.4826 0.5111 0.8207 0.7858

148.0 1.2~1.4 1.8 160 20 0.3222 0.381 0.4556 0.4841

16-Apr
146.2 1.2~1.4 1.8 160 21 0.4492 0.427 0.6191 0.6175

144.4 1.2~1.4 1.8 160 22 0.2079 0.2413 0.2936 0.2762

17-Apr
142.6 1.2~1.4 1.8 160 23 0.4953 0.4937 0.7541 0.7699

140.8 1.0~1.2 1.2 160 25 0.1984 0.173 0.3587 0.3016

그림 10. 심발부 및 확대부 진동값(VPPV) 비교.

및 이격거리별 최대지발당 장약량이다.

진동추정식 도출 결과 결정계수는 0.7 이상이며, 97.5% 

신뢰선의 심발부 K=523.7, n=2.213이며, 확대부 K= 

1842.0, n=2.424로 각각 나타났다.

따라서, 심발부의 진동속도가 확대부의 진동속도 

이하로 유지됨을 알 수 있으며, 진동허용기준 1.0cm 

/sec 일때 최대 지발당 장약량은 이격거리 10m～50m

에서 심발부는 0.349kg/delay～8.732kg/delay, 확대

부는 0.202kg/delay～5.052kg/delay를 사용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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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심발부 및 확대부 진동추정식(VPPV). 

표 6. 발파 영역별 발파진동 추정식(VPPV)

구 분 발파진동 추정식 결정계수(r²)

심발부 V


W
D 

 

0.75

확대부 V


W
D 

 

0.74

표 7. 이격거리별 최대지발당 장약량

이격거리

최대지발당 장약량

(허용기준: 1.0cm/s)

심발부(kg/delay) 확대부(kg/delay)

10 0.349 0.202

20 1.397 0.808

30 3.144 1.819

40 5.589 3.233

50 8.732 5.052

전기 다단발파(V-Cut)

그림 12. 전기다단발파 패턴도.

하이브리드 발파(Burn-Cut)

그림 13. 하이브리드 발파 패턴도.

이는 일반적으로 심발부의 암반구속도가 확대부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파쇄효과 증대를 

위하여 더 많은 장약량이 요구되며, 이에 따른 장약량 

증가에도 실제 진동수준은 확대부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추정식에 나타난 진동 감쇄율이 n=2.213과 

n=2.424로 일반적인 n=1.6(국토해양부, 2006)보다 높

게 나타난 것은 원거리 발파진동속도의 감소보다 근

거리의 발파진동속도가 더 빠르게 감소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5. 하이브리드 발파(Hybrid Blasting) 
 

본 발파는 “원주～강릉 복선전철 제OO공구 노반신

설 공사”현장과 인접한 타 공구에서 실시한 하이브리

드 발파(Hybrid Blasting, 전자뇌관+비전기뇌관) 결과

를 바탕으로 전자뇌관의 심발부 진동저감 효과를 분

석하였다.

5.1 발파제원

그림 12는 전기뇌관을 이용한 V컷 전기다단발파 

패턴도이며, 그림 13은 심발부에 전자뇌관을 이용하

고 나머지 확대부에 비전기 뇌관을 이용한 번 컷 하이

브리드발파 패턴도이다. 

본 발파는 전자발파의 정밀시차와 무한단차 효과를 

진동제어에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기존 V컷 

심빼기 형식을 번 컷으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표 8은 각 발파패턴도의 발파제원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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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발파진동 계측 위치도.

전기 다단

발파

하이브리드

발파

(1차)

하이브리드

발파

(2차)

그림 15. 측점1의 발파진동 계측결과에 따른 수직성분 파형(VPPV).

표 8. 발파제원

구 분 전기다단발파
하이브리드 발파

(1차)

하이브리드 발파

(2차)

굴진장

(m)
4.0 4.0 3.0

총 천공수
140공

(V 컷)

146공

(무장약공 102mm 4공)

146공

(무장약공 102mm 4공)

최대지발당장약량

(kg/delay)
6.75 6.75 5.25

뇌관수량 전기뇌관 : 140개
전자뇌관:21개+스타트1개

비전기뇌관: 125개

전자뇌관:21개+스타트1개

비전기뇌관: 125개

5.2 발파진동 계측 위치

진동 계측 위치는 터널 노선 직상부 2개소에서 동

시에 실시하였다(그림 14).

5.3 발파진동 계측 결과

발파진동 계측기가 터널의 상부에 위치하여 수직성

분의 발파 진동값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그림 

15는 측점1에서 실시한 발파진동 계측결과이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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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전기다단발파와 하이브리드 발파 영역별 진동 비교

단위 : cm/s

구분 영역

전기 

다단

발파

(VPPV)

1차 

하이브리드

발파

2차 

하이브리드

발파

VPPV
증감율

(%)
VPPV

증감율

(%)

측

점

1

심발부 0.203 0.054
73.4% 

감소
0.037

81.7% 

감소

확대부 0.142 0.149
5% 

증가
0.121

14.8%

감소

측

점

2

심발부 0.199 0.095
52.3% 

감소
0.038

80.9%

감소

확대부 0.159 0.145
9% 

감소
0.099

37.7%

감소

그림 17. 측점1의 최대진동값(VPPV) 비교.

그림 18. 측점2의 최대진동값(VPPV) 비교.

전기 다단

발파

하이브리드

발파

(1차)

하이브리드

발파

(2차)

그림 16. 측점2의 발파진동 계측결과에 따른 수직성분 파형(VPPV).

16은 측점2에서 실시한 발파진동 계측결과이다. 

각 지점의 대표 진동파형을 통해 전자뇌관이 적용

된 심발부의 발파진동 수준이 확대부 이하로 제어되

었음을 알 수 있다.

5.4 발파 영역별 최대진동값(VPPV) 비교 결과

표 9는 측점1과 측점2에서 심발부와 확대부의 최대

진동값을 각각 추출한 결과이며, 그림 17과 그림 18

은 이를 그래프화 한 것이다.

하이브리드 발파와 전기다단발파의 심발부 및 확대

부 진동수준을 분석한 결과, 심발부에 전자뇌관을 사

용한 하이브리드 발파의 심발부 진동은 상당히 저감

된 반면 확대부의 진동은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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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근접 보안물건에 대한 터널발파 진동특성을 확인하

기 위하여, 실제 전자발파 시공이 이루어진 현장의 계

측 자료를 바탕으로 터널발파를 심발부와 확대부로 

구분하여 각 영역의 발파진동이 전체 발파진동 크기

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게 되었다.

1) 전기뇌관 및 비전기뇌관을 사용한 일반발파의 경

우에는 심발부의 발파진동이 확대부의 발파진동 

보다 높다는 것이 일반 상식이다. 

그러나, 전자뇌관을 사용했을 경우는 실제 확대부

의 진동이 심발부의 진동보다 높게 나타났다.

2) 심발부에 전자뇌관을 사용하고 확대부에 비전기뇌

관을 사용한 하이브리드발파의 경우도, 기존의 다

양한 심발부 진동저감 공법과 동일한 발파진동 저

감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3) 하이브리드 발파의 경우는 확대부에 사용된 비전

기 뇌관의 기폭오차에 의한 진동 증폭현상을 막지

는 못하기 때문에, 정밀 진동제어가 요구되는 발파 

조건에서는 전체 발파공에 전자뇌관을 적용하는 

것으로서 최상의 진동제어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최근 각종 건설공사에서 보안물건에 근접하여 발파

작업이 수행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서, 발파진동의 

제어능력에 따라 현장의 시공성 및 경제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정밀 진동제어가 요구되는 각종 굴착공사

에서 전자뇌관을 활용한 근거리 발파진동 특성의 정

확한 이해는 시공성 및 경제성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

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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