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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발파 현장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비전기뇌관 활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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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ilization of Non-electric Detonator for the Safety of the 

Tunnel Blasting Site

Hyung-Bin Choi

Abstract A survey for understanding the opinion about the safety and economy of different types of detonators 

used in domestic tunnel construction was carried out for total 345 people in related areas. From the result, it was 

found that 86.7% of the surveyed people felt non-electric detonator was safe. From the experimental points that 

the cost of detonators is in charge of 8.1% in overall tunnel blasting cost, and the utilization of non-electric detonators 

will also contribute to the prevention of blasting accidents by the electrical safety, this study can help providing 

opinions and basic data collected from related areas to manufacturing companies, police department, and companies 

ordering tunnel construction.

Key words Survey, Tunnel Blasting, Detonator safety, Electric & non-electric detonator

초  록 국내 터널공사에 사용되고 있는 뇌관의 안전성 및 경제성에 대한 의견을 알아보기 위하여 분야별 총 

34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비전기뇌관의 안전성이 86.7%로 매우 높게 평가되었으며, 

터널 굴착비 대비 뇌관이 차지하는 재료비가 8.1%임을 고려할 때 경제성보다 안전성을 우위를 둔 비전기뇌관 

사용을 적극 활용한다면 터널현장의 발파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터널공사 국가발주처･

경찰청･화약류 제조사들에게 의견수렴,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한다.

핵심어 설문조사, 터널발파, 뇌관 안전성, 전기 및 비전기뇌관

1. 서 론

최근 각종 터널공사는 사회 간접시설 확충,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축계획, 지역권의 연계성, 접근성을 위

한 복선 전철화사업, 광역교통개선 정책, 지역경제 활

성화 및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교통정체 해소, 지

역균형 발전 도모, 국도 간선기능 회복 등을 이유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들 터널은 크게 도로터널, 

철도터널로 나누어지며, 전자는 고속국도･일반국도･

시도 및 군도･지방도･국가지원지방도, 후자는 그 종

류가 다양하나 지하철･도시철도･경전철･복선전철･수

도권 고속철도･GTX 등으로 구분 지을 수 있다.

우리나라의 지층구조는 얕은 심도에서부터 암반이 

출현됨에 따라 도로 및 철도터널 굴착 시 설계단계에

서부터 시공성과 경제성이 유리한 발파굴착 공법을 

선정함이 보편적이며, 이때, 사용되는 뇌관은 크게 전

기뇌관과 비전기뇌관을 들 수 있는데 전기뇌관은 경

제성, 비전기뇌관은 안전성 측면이 강조되고 있다.

경찰청(경찰청, 2011) 조사에 따르면 국내 터널발파 

사고는 전기뇌관을 사용한 현장에서 여전히 발생하고 

있는데 터널발파 사고예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전기 및 비전기뇌관의 안전성을 검

토함과 동시에 국내 터널현장의 뇌관사용 및 화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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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8호 전기뇌관 점화전류

결선회로
최소발화전류(DC기준) 생산회사

기준치(Amp) 추천범위(Amp)

㈜한화격발

  1발 1.0 1.0

 50발 3.0 2~4

100발 4.5 4~5

200발 6.5 5~8

직병렬(직렬50발기준) 3.0/렬 2~4/렬

DC

  1발 1.5

㈜고려노벨화약

 50발 4.5

100발 6.75

200발 9.75

AC/DC(직렬50발기준) 4.5/렬

사고사례 현황을 짚어보고 특히, 분야별 뇌관사용에 

대한 선호도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터널공

사와 관련된 국가발주처･경찰청･화약류 제조사들이 

수렴된 의견을 기초자료로 반영한다면 터널발파 사고

는 사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전기 및 비전기뇌관의 안전성 검토

2.1 전기뇌관의 외부전기에 대한 안전성

발파시스템의 조합인 뇌관, 각선, 모선 등은 금속도

체로서 전기 작용에 대하여 대단히 취약하며, 전기뇌

관 또한 다른 모든 전기장치와 같이 전류의 반응으로 

폭발하도록 고안된 것이기 때문에 발파전류 이외의 

전기에너지에 의해 반응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따

라서 발파전류나 저항측정기의 폭정전류 이외의 전기

가 발파회로 내로 유입되면 뇌관에 대하여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 작용될 수 있어 외부전기가 어떻게 발

생하고 어떤 경로를 통하여 발파회로 내에 유입되는

가를 보다 쉽게 외부전기를 제거 혹은 제어 할 수 있

어야 한다. 이러한 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전기유

입의 유형은 크게 미주전류, 정전기, 낙뢰, 고전압 송

전선, 유도전류 등을 들 수 있다. 이중 미주전류(누설

전류, stray current)는 절연된 전도시스템의 외부에 

흐르는 전류라고 일컬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전력

시스템이나 전기장비의 절연상태가 불완전할 때 발생

하는데 이외에도 다른 전력시스템의 전자장, 접지부, 

지하배관 등도 미주전류의 발생 요인이 될 수 있다. 

전기뇌관에 대한 미주전류의 제한치는 국외의 경우 

미국의 화약제조협회(IME, Institute of Makers of 

Explosives)에서 외부전류에 대한 전기뇌관의 안전전류 

50mA를 제안(E. I. du pont de Memours & Co.(Inc.), 

1980; Gary B. Hemphill, 1981)하였고 국내의 경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16조 8항(경찰

청, 1996)에는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암

페어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 예방조치를 할 것’으로 되어있다. 국내 생산제품

의 최소발화전류는 표 1과 같이 이보다 훨씬 안전하

게 생산되고 있으며, 또한 국내 송전철탑의 미주전류 

측정 시험결과(강추원 외, 2005)에서와 같이 국내 생

산되는 전기뇌관은 최대 불폭전류 2.3%에 불과하고 

미국의 화약제조협회 제안치와 비교하였을 때 1~12%

이하 수준이기 때문에 송전탑 주변의 미주전류에 의

한 전기외력이 가져다주는 위험요소는 아주 미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2 비전기뇌관의 외부전기에 대한 안전성

비전기뇌관은 비전기식 방법으로 폭약을 기폭시키

는 뇌관으로서 화염전달기구인 시그널튜브는 물리적 

외력, 누설전류, 정전기, 낙뢰 등에 기폭 되지 아니하

므로 전기뇌관에 비해 안전하며, 더욱이 기폭약으로 

구상 DDNP를 사용하여 금속관 내에 충전하였기 때

문에 외부 충격에 안전하다. 전기뇌관과 비전기뇌관

의 시공성, 경제성, 안전성 등을 비교하면 표 2와 같

고 특히, 비전기뇌관은 안전성 측면에서 전기뇌관보

다 유리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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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전기뇌관과 비전기뇌관 비교

구분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사용단수 ∘조합 가능한 단차의 한정 ∘커넥터 사용에 의한 무한단차 가능

시공성
∘결선시간 및 작업인원 과다

∘도통시험 필요

∘숙련공 필요, 결선작업 용이

∘도통시험 불필요

경제성 ∘뇌관 가격 저렴 → 공사비 절감 ∘뇌관가격 고가 → 공사비 다소 상승

안전성
∘물리적 외력에 민감

∘전기(미주전류, 정전기, 낙뢰 등)적 위험성 높음.

∘물리적 외력에 안전

∘전기(미주전류, 정전기, 낙뢰 등)적 위험에 안전

결선확인 및

불발율

∘뇌관 결선여부 확인용이

∘도통시험과 저항측정을 통해 뇌관불량 및 불발 등 사전

예방 가능

∘육안으로 결선확인이 가능하여 작업자간 중복확인 가능

∘불발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음

효율성

∘비전기뇌관과 효율성 유사

∘발파효율 우수

∘대발파로 공기시간 단축

∘전기뇌관과 효율성 유사

∘발파효율 우수

∘대발파로 공기시간 단축

소음 ∘표면뇌관에 의한 소음 없음 ∘표면 뇌관의 소음공해 증가

진동
∘한정된 뇌관단차로 진동제어 불리

∘다단식발파기를 이용한 단차 증가

∘무한 뇌관단차로 진동제어 유리

∘표면뇌관을 이용한 단차 증가

표 3. 법규상 전기뇌관의 안전관리 사항

구분 세부내용

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1항 8호
전기뇌관에 대하여는 도통시험 또는 저항시험을 하되, 미리 시험전류를 측정하여 0.01Amp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을 사용하는 등 충분한 위해예방조치를 할 것.

법 제18조, 시행령 제16조 1항 9호 낙뢰의 위험이 있는 때에는 전기뇌관 및 전기도화선에 관계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할 것.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1항 11호 발파하고자 하는 장소에 누전이 되어 있는 때에는 전기발파를 하지 아니할 것.

법 제18조, 시행령 제18조 2항 8호
전기뇌관류를 취급하거나 전기회로의 연결 작업을 하는 사람은 미리 몸에서 정전기를 일으키

는 물건을 제거할 것.

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1호

전기뇌관을 운반하는 때에는 각선이 노출되지 아니하는 용기에 넣어야 하며, 건전지 그 

밖의 전선이 노출된 전기기구를 지니거나 전등선ㆍ동력선 그 밖의 누전될 염려가 있는 

물건에 접근하지 아니할 것.

법 제18조, 시행령 제19조 4호
발파모선의 한쪽 끝은 점화할 때 까지 점화기에서 떼어놓고 전기외관의 각선에 연결하고자 

하는 다른 끝은 서로 사이가 떨어져 합선되지 아니하도록 할 것.

2.3 법규상 전기뇌관의 안전관리 사항

관련법규(김과 이, 2014)가 정하는 전기뇌관의 안전

관리 사항을 살펴보면 우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기발파를 포함하여 화약류의 취급, 운

반, 저장, 사용 및 관리 등 재해의 전반적인 사항들을 

기술상 지침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화약류의 사용, 화약류

의 폐기, 화약류의 취급, 화약류 취급소, 화약류 발파

의 기술상의 기준, 대발파의 기술상의 기준, 발파후의 

조치, 화약류 폐기의 기술상의 기준 등으로 규제하고 

있다. 특히, 전기뇌관의 안전관리 사항들은 표 3과 같

이 별도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뇌관의 재해 위

험성이 크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기

뇌관의 안전관리 사항만 포함하고 있을 뿐 비전기뇌

관, 전자뇌관 등 신소재의 안전관리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규제완화 정책에 앞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은 분명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2.4 터널 내 전기 위해환경 현황

도로 및 철도터널의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 시 외부

전류의 유입 가능성이 높은 시설물은 그림 1과 같이 

갱외 임시전기시설, 갱내 분전반, 수중펌프, 점보드릴 

분전반, 집수정, 변압기 등을 들 수 있으며, 이들은 접

지시설이 양호하더라도 전기 위험성을 항상 안고 있

기 때문에 특히, 터널 전기발파 시 세심한 주의가 요



최형빈 29

갱외 임시전기시설 갱내 분전반 수중펌프

점보드릴 분전반 집수정 변압기

투광등 점보드릴 배기가스 점보드릴 배기가스

로우더 배기가스 운반용 덤프 배기가스 누설전류 측정

그림 1. 터널 내 전기 위해환경 현황.

구된다. 또한, 정전기를 유도할 수 있는 터널 내 전기 

위해환경 요소로는 점보드릴 배기가스, 작업용 대차 

배기가스, 로우더 배기가스, 운반용 덤프 배기가스 등

을 들 수 있는데 이들의 외부전류 유입 가능성 또한, 

배제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국내 도로･철도터널의 화약류 사고사례 현황조사

국토교통부(건설교통부 감사관실, 2002)는 전기뇌

관 기폭방식의 발파공법이 여러 가지 원인으로 뜻밖

의 자연발화가 발생, 인명피해 등 안전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이 있고 특히, 자연발화 사고위험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측면에서 재검토가 요구됨을 

지적, 비전기식 기폭방식의 발파공법으로 개선토록 

조치하였다. 즉, 비전기식 뇌관으로 설계되어 있음에

도 시공성과 가격이 저렴하다는 이유로 전기식 뇌관

을 사용하는 현장은 설계변경 감액조치하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비전기식 뇌관을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시방서에 명기 및 관리감독을 강화함과 동시에 터널 

사전교육 강화, 터널발파 관련 자재공급원 승인절차 

강화, 관리시스템 강화로 품질관리를 개선하였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도 현재, 철도터널의 시공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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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터널구분별 발파사고 발생회수.

그림 3. 사고원인별 발생회수.

그림 4. 피해구분별 발생회수.

장 증가로 인하여 비전기뇌관 사용은 여전히 감소하

고 있는 실정이다.

경찰청(경찰청, 2011) 조사 주요 화약류 사고사례를 

살펴보면 그림 2와 같이 도로터널에서 다소 높게 나

타났으며, 특히, 2000. 06. 09일 천안~논산 간 고속도

로 건설공사 현장의 낙뢰에 의한 전류가 Water Pipe

를 통해 터널내부로 유입되어 전기뇌관이 기폭된 것

으로 추정되는 전기발파 사고는 도로터널에서 비전기

뇌관으로 전환되는 근본적인 계기가 되었다. 이후 서

해안고속도로 00터널 건설공사 및 서울 관악구 남현

동 소재 00터널 건설공사 중 낙뢰에 의한 전기발파 

사고 등 전기발파에 의한 재해는 계속 발생하였으며, 

철도터널은 주로 지하철 건설공사 현장에서 부상 및 

사망사고 재해가 발생하였다. 국내 도로･철도터널의 

화약류 사고사례 현황조사 결과, 사고원인별 발생회

수는 그림 3과 같이 총 67건 중 화약류 관리보안책임

자의 안전관리상 조치미흡이 61.2%로 나타났으며, 낙

뢰 및 누설전류에 의한 원인제공을 포함하면 85.1%

를 차지한다. 그림 4는 사망사고에 의한 발생회수가 

가장 많음을 보여주고 있다.

안전관리상 조치미흡 및 낙뢰 등 자연재해에 의한 

발파 안전사고는 대부분 전기뇌관을 사용한 현장에서 

발생하였고 이 중 안전관리상 조치미흡은 장기간 전

기뇌관 사용으로 인한 안전불감증이 가장 큰 사고원

인이었음을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결국 모든 

터널현장에서 전기뇌관을 비전기뇌관으로 사용한다

면 23.9%의 낙뢰 등 자연재해에 의한 발파 안전사고

는 근본적으로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4. 국내 낙뢰발생 빈도수 현황조사

4.1 우리나라 낙뢰의 특성

우리나라의 낙뢰는 한반도 전역에 걸쳐 연간 105,000

회 이상 발생하고 경기 북부, 황해도 남부, 강원도 서

부, 중서부 해안, 충청지역이 3,000회 이상, 특히 대전

부근이 6,500회 이상으로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내며, 

여름철에 70%이상 집중(고용노동부 및 한국 산업안

전보건공단, 2013)된다. 기상청(기상청, 1981~2013) 

자료에 따르면 그림 5와 같이 2013년도 발생한 낙뢰

는 약 200,000회로 최근 10년간 평균값보다 발생 빈

도수가 증가하였고 그림 6과 같이 월별 낙뢰 발생횟

수 중 전체 발생횟수의 174,595회가 여름철에 발생하

였다. 전국 낙뢰 발생횟수 분포는 그림 7과 같이 경기

도와 충청남도 및 경상북도 지역에 낙뢰가 가장 많이 

발생하여 낙뢰밀도(면적 1km당 발생한 낙뢰횟수)가 

높게 나타난 반면 강원 동해안과 경북 동해안, 경상남

도 및 전라남⋅북도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낮

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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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연도별 낙뢰 발생횟수.

그림 6. 전국 월별 낙뢰 발생횟수.

그림 7. 2013년 낙뢰 발생횟수 분포도.

그림 8. 세계 각국의 강수량 비교.

그림 9. 계절별 강수량 추이.

4.2 우리나라 강수량

우리나라 연중 지역별 강수량은 중부지방 1200~ 

1500mm, 남부지방 1000~1800mm, 경북지역은 1000~ 

1300mm, 경남해안 일부지역은 1800mm, 제주도지방

은 1500~1900mm이며, 계절적으로는 연 강수량의 50~ 

60%가 여름에 내린다. 우리나라의 연평균 강수량은 

그림 8과 같이 1,277.4mm(1978~2007)로 세계평균 

강수량 807mm의 약 1.6배이나 높은 인구밀도로 1인

당 연 강수총량은 2,629m
3
으로 세계평균 16,427m

3
의 

1/6 수준이며, 우리나라 연강수량(기상청, 1981~2013)

은 825.6~2,007.3mm의 분포를 보이고 있고 가장 많

은 곳은 경상남도의 거제도 2007.3mm이다. 계절별 

강수량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9와 같다.

결국 우리나라의 기후, 강수량, 낙뢰 발생 빈도수 

등을 고려할 때 터널발파 시 발파와 관계없는 전기에

너지는 터널현장 전역에 걸쳐 분포함에 따라 산업안

전재해 ZERO화를 위하여 연중 전기 위해환경과 관

련이 없는 비전기뇌관 사용을 권한다면 전기위험과 

무관한 안전시공의 목적을 만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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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국내 터널구분별 뇌관사용 분포도.

표 4.  분야별 뇌관사용 설문조사(단위 : 인)

1. 귀하의 종사하는 업무는?
발주처 감리사 설계사 시공사 화약전문가 소 계

27  55  41  79 113 345

2. 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작업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전 매우불안전 -

 1  39  91 130  84 345

3. 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십

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42  53 154  81  15 345

4. 비 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작업이 얼마나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매우안전 안전 보통 불안전 매우불안전 -

84 218  36   7  0 345

5. 비 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작업에 대해서 얼마나 만족하

십니까?

매우불만족 불만족 보통 만족 매우만족 -

 3  18  96 165 63 345

6. 비 전기뇌관은 전기뇌관에 비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

라고 생각하십니까?

1.2배 1.4배 1.6배 1.8배 2.0배 -

12  65 110 106 52 345

5. 국내 터널구분별 뇌관 사용현황

최근 국내 철도터널 공사는 수도권 광역철도망 구

축계획과 지역권의 연계성, 접근성을 위한 복선 전철

화 사업의 일환으로 신분당 연장(정자~광교)복선전철, 

수도권고속철도(수서~평택), 원주~강릉 간 복선전철, 

원주~제천 간 복선전철, 소사~원시 간 철도공사, 울

산~포항 간 복선전철 공사 등 철도터널 공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또한, 광역교통개선 정책,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규모 인프라 건설사업, 교통정체 해

소, 지역균형 발전 도모, 국도 간선기능 회복 등을 이

유로 도로공사 및 고속화 도로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 터널공사 중 발파에 의한 굴착공법에 사용되

는 전기 및 비전기뇌관의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그림 

10과 같이 철도터널에서는 전기(비전기)뇌관 사용이 

76.1%(23.9%)를 차지하고 있으며, 철도터널공사에서 

쓰여 지는 뇌관사용의 분포양상을 살펴보면 설계지침

에 따라 하상과 육상 터널굴착을 구분지어 전기뇌관 

및 비전기뇌관을 병행 사용하는 현장 또는 전기뇌관

으로 설계 반영되어 있으나 안전성 측면의 산업안전 

재해예방을 위하여 비 전기뇌관으로 대체, 안전성 측

면으로 변화해 가는 현장도 조사되었다. 도로터널에

서는 전기(비전기)뇌관 사용이 9.3%(90.7%)를 차지

하고 있으며, 아직까지 설계 공사비 절감에 따라 부득

이 전기뇌관을 사용하는 현장도 눈에 띄었다. 따라서 

국내 시공 중인 114개 터널현장의 뇌관사용 분포도 

조사결과, 아직까지 비전기뇌관 사용량보다 전기뇌관 

사용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한 전기에너

지는 자연재해의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기뇌

관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필요성이 요구된다.

6. 분야별 뇌관사용 선호도 설문조사

우리나라 터널공사에 사용되는 전기 및 비전기뇌관

의 안전성･작업성･경제성을 파악하고 발주처･경찰

청･화약류제조사들에게 의견을 수렴, 기초자료 제공 

등 도움을 주고자 터널공사에 한하여 표 4와 같이 총 

345명을 대상으로 분야별 뇌관사용에 대한 설문조사

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그림 11의 화약전문가 참여도

가 41.4%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뇌관의 안전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12, 그

림 13와 같이 전기뇌관 사용에 대하여 62.0%가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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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분야별 분포도. 그림 12. 전기뇌관 안전성 분포도.

 그림 13. 비전기뇌관 안전성 분포도. 그림 14. 전기뇌관 작업성 분포도.

그림 15. 비전기뇌관 작업성 분포도. 그림 16. 뇌관가격비교(비전기>전기) 분포도.

안전 또는 매우불안전”의 반응을 보인반면 비전기 뇌

관 사용에 대해서는 87.5%가 “안전 또는 매우안전”

의 반응을 보임에 따라 결국 비 전기뇌관의 안전성이 

매우 높게 평가되었다.

뇌관의 작업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14, 그림 

15와 같이 전기뇌관 사용에 대하여 27.6%가 “불만족 

또는 매우불만족”의 반응을 보인반면 비전기뇌관 사

용에 대해서는 66.1%가“만족 또는 매우만족”의 반응

을 보임에 따라 작업성 또한 비 전기뇌관이 높게 평가

하였다.

뇌관의 경제성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그림 16과 같

이“비전기뇌관은 전기뇌관에 비해 가격 차이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의 질문은 31.9%에 해당되

는 110명이 1.6배, 30.7%가 1.8배, 18.8%가 1.4배의 

답변을 주었는데 대부분의 참여자가 비전기뇌관이 전

기뇌관보다 고가임을 알고 있기에 이의 방식을 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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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전기뇌관 안전성 분포도(화약전문가). 그림 18. 비전기뇌관 안전성분포도(화약전문가).

였다. 결국 국내 터널발파의 전기뇌관 사용 비중이 높

은 이유는 최저가 공사 입찰방식에 의한 공사비 절감이 

근본적인 원인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성 측

면을 강조한 입찰방식의 국가발주 대책이 요구된다.

특히, 참여도가 높은 화약전문가의 의견은 그림 17

과 같이 전기뇌관 사용에 대해 72.8%로 여전히 불안

감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18과 같이 비전기뇌관 사

용 또한 불안하다는 의견도 약 16.1% 보이고 있는데 

이는 터널발파 전체공정에 대한 불안감이 매우 크게 

작용된 것으로 여겨진다. 이와 같이 전기뇌관 사용 터

널현장의 화약전문가들은 그나마 비전기뇌관으로 대

체해줄 것을 호소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화약전문가

들은 전기뇌관 사용 터널공사 현장 근무를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터널현장 발파작업과 

관련된 환경개선이 절실히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

렇듯 설문조사 결과 안전성, 작업성에서 비전기뇌관

이 우위를 보임에 따라 터널발파 굴착에서 산업용화

약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뇌관은 비전

기뇌관에 비해 저렴하되 전기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

어 있기 때문에 비전기뇌관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면 

터널공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

로 보인다.

더불어 화약류 제조사들은 어떤 이유로도 안전성 

및 작업성에 대한 의견을 귀 기울인다면 경제성의 척

도가 되는 비전기뇌관의 재료비는 낮은 가격으로 생

산,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국가 발주처 및 경

찰청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공사발주 및 안전관리

가 될 것으로 보인다.

7. 터널발파에서 비전기뇌관 사용의 필요성 검토

국내 NATM 터널의 굴착방법은 인력굴착, 기계굴

착, 암 파쇄굴착, 발파굴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은 원지반이 가지고 있는 지보능력, 안전성･경제

성･시공성이 우수한 굴착방법, 지반조건, 지하수 유입

상태, 굴착단면의 크기와 형상, 터널의 연장성, 주변 

피해 보안물건의 환경영향, 근접구조물 유무, 보조공

법의 적용성, 적용 가능한 굴착장비 등의 세부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암반이 노출

된 터널 전 구간에 대해서 발파에 의한 굴착방법을 선

정하게 되는데 이는 정해진 공사기간에 따른 경제성

을 충족시키는데 절대적으로 유리하기 때문이다.

지질여건에 따른 굴착방식은 전단면 공법(Full Face 

Cut), Long Bench Cut 공법, Shot Bench Cut 공법, 

Mini Bench Cut 공법, Multi Bench Cut 공법, 가인버

트 공법, 측벽 선진도갱 공법 등으로 나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소단면에서 암질이 양호하고 지보력이 커

서 막장의 자립시간이 긴 경우에 전단면 공법, 암질이 

비교적 양호한 지반에서 막장 자립시간을 필요로 하

는 경우 Long Bench Cut 공법에 해당되는 상부반단

면 굴착방식을 채택한다.

일반적인 국내 NATM 터널(한국철도시설공단, 2014)

의 암반등급에 따른 표준단면을 기준으로 대표적인 

TYPE별 굴착비를 표 5, 뇌관단가를 표 6과 같이 비

교하였다.

그 결과, TYPE별 굴착비 대비 뇌관 재료비의 차지

하는 비중은 전기뇌관일 경우 4.1~8.3%, 비 전기뇌관

일 경우 6.8~13.9%로서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고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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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국내 NATM터널의 굴착비 비교

공종명 규 격 수량 단위 재료비 노무비 경 비 합 계 금액(원/발파)

전단면 PD-1,일반 1 m
3

 7,596 10,831  3,389 21,816 6,187,126

전단면 PD-2,일반 1 m
3

 8,085 12,299  4,135 24,519 4,966,936

전단면 PD-3,일반 1 m
3

 8,591 14,869  4,665 28,125 4,597,143

상부반단면 PD-4,일반 1 m
3

10,859 24,782  7,554 43,195 3,566,913

하부반단면 PD-4,일반 1 m
3

 8,950 16,521  9,421 34,892 1,445,121

상부반단면 PD-5,일반 1 m
3

12,050 29,555  8,879 50,484 3,494,603

하부반단면 PD-5,일반 1 m
3

 9,994 20,009 11,309 41,312 1,402,253

상부반단면 PD-6,일반 1 m
3

13,496 33,962 10,153 57,611 3,367,305

하부반단면 PD-6,일반 1 m
3
    11,849 23,497 13,461 48,807 1,389,974

표 6. 국내 NATM 터널의 뇌관단가 비교

구 분 공종 및 규격

발파패턴 PD-1 PD-2 PD-3 PD-4 PD-5 PD-6

굴착구분 전단면 전단면 전단면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천공경(mm) Φ45 Φ45 Φ45 Φ45 Φ45 Φ45 Φ45 Φ45 Φ45

장약공(공수) 138 143 152 126 50 141 55 152 63

천공장(m) 3.8 2.75 2.2 1.65 1.65 1.3 1.3 1.1 1.1

굴진장(m) 3.5 2.5 2.0 1.5 1.5 1.2 1.2 1.0 1.0

단면적(m
2
) 81.029 81.029 81.726 55.051 27.610 57.685 28.285 58.449 28.478

파쇄량(m
3
) 283.602 202.573 163.452 82.577 41.415 69.222 33.942 58.449 28.478

총장약량(kg) 335.800 225.000 169.100 77.575 31.850 56.225 22.475 42.475 17.800

비장약량(kg/m
3
)   1.184   1.111   1.035  0.939  0.769  0.812  0.662  0.727  0.625

전  기(원/발파) 252,540 261,690 278,160 230,580  91,500 258,030 100,650 278,160 115,290

비전기(원/발파) 418,790 432,290 459,480 378,550 155,010 421,990 168,260 451,140 193,150

비

율

전기/비전기 1/1.66 1/1.65 1/1.65 1/1.64 1/1.69 1/1.64 1/1.67 1/1.62 1/1.68

평균 1.65

%
전기/비전기 60.3 60.5 60.5 60.9 59.0 61.1 59.8 61.7 59.7

평균 60.6

금액(원/발파) 6,187,126 4,966,936 4,597,143 3,566,913 1,445,121 3,494,603 1,402,253 3,367,305 1,389,974

%

전기뇌관 4.1 5.3  6.1  6.5  6.3  7.4  7.2  8.3  8.3

평균  6.1

비전기뇌관 6.8 8.7 10.0 10.6 10.7 12.1 12.0 13.4 13.9

평균 10.1

불어 전기뇌관 대비 비전기뇌관의 가격비율은 평균 

1.65배로서 표 4의 분야별 뇌관사용 선호도 설문조사 

결과의 32.4%에 해당된 1.6배와 가장 유사한 값을 보

였다.

따라서 굴착비 대비 전기(비전기)뇌관이 차지하는 

재료비는 평균 6.1%(10.1%)로서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제성보다 안전성 측면이 높게 평가되어야 할 것

으로 사료된다.

8. 결 론

국내 도로･철도터널의 화약류 사고사례 현황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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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낙뢰 및 누설전류 등의 원인으로 발파사고가 끊

임없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안전 불감증

에 노출되어 있는 터널현장의 산업안전 재해예방이 

시급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발파사고는 대부분 전기에너지에 취약한 전

기뇌관을 이용한 발파로부터 발생되며, 이는 미주전

류･낙뢰 등에 의해 전기에너지가 쉽게 유입하는 원인

을 제공하기 때문이며, 이에 반해 비전기뇌관은 시그

널튜브의 화염전달기구 발화시스템으로서 전기에너

지 유입의 잠재적인 위험요인으로부터 자유롭고 전기

뇌관에 비해 매우 안전하다.

설문조사 결과 안전성, 작업성에서 비전기뇌관이 

우위를 보임에 따라 터널발파 굴착에서 산업용화약 

시장의 일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전기뇌관은 비전기뇌

관에 비해 저렴하되 전기적 위험에 크게 노출되어 있

기 때문에 비전기뇌관 사용량을 증가시킨다면 터널공

사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터널굴착비 대비 전기(비전기)뇌관이 차지하는 재

료비는 평균 6.1%(10.1%)의 크지 않음을 고려할 때 

경제성보다 안전성 측면이 높게 반영되어야 할 것으

로 보인다.

전기뇌관의 안전관리 사항들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별도조항으로 규제하고 

있는데 이는 전기뇌관의 재해 위험성이 크다는 의미

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미 오래된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시행령 시행규칙은 전기뇌관의 안전관리 

사항만 포함하고 있을 뿐 비전기뇌관, 전자뇌관 등 신

소재의 안전관리 사항은 누락되어 있는 실정이므로 

허가청(이하 경찰청)의 규제완화 정책에 앞서 안전성 

향상을 위한 법 개정 작업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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