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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고속도로 하부 통과를 위한 철도터널 전자발파 시공사례

김갑수1)*, 손영복2), 김재훈3)

A Case Study of Electronic-blasting, Railroad Tunnel to 
Pass under Existing Highway

Gab-Soo Kim, Young-Bok Son, Jae-Hoon Kim

Abstract In this “Wonju~Jaecheon double-lanes railroad” project, a highway is located at about 13meter above a 
tunnel. Initially, rock-splitting method was used for the tunnel excavation in order to minimize the possible damage 
on the highway. The method, however, takes a long time for the tunnel excavation and that may cause other problems 
like large displacement of tunnel and subsidence of highway ground before the tunnel can be stabilized by supporters.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electronic blasting method(eDdevII) was recommended to control the blast vibration 
below 1.0cm/sec as well as to prevent the subsidence of highway ground. The analysis of the influence of tunnel 
excavation on the highway showed that electric blasting method is permissible for the safe management of the 
highway. Based on that, the tunnel construction under a highway could be carried out quickly and safely without 
any damages on the highway.

Key words Electronic blasting, Highway, eDevII

초  록 본 시공사례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 전철 제 O공구 노반 건설공사” 중 고속도로 하부통과 구간으로서 

터널 노선 상부 13m에 운행 중인 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진동 암파쇄 굴착공

법이 적용되었으나, 기계식 굴착작업 특성상 굴착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터널 폐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굴착 중 주변 암반의 변위 증가에 따른 상부 침하가 우려되어 대안공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진동허용기준인 1.0cm/sec 이하로 제어하면서, 터널의 신속한 굴착과 폐합을 통해 지반의 변위를 

최소화하여 상부 고속도로의 침하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발파공법(eDevII)이 검토되었다. 사전 굴착영향검

토를 시행한 결과, 전자발파를 통해 상부 고속도로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시공 결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굴착을 완료하였다.

핵심어 전자발파, 고속도로, eDevII

1. 서 론

본 시공사례는 “중앙선 원주~제천 복선 전철 제O
공구 노반 건설공사” 중 고속도로 하부통과 구간으

로서 터널 노선 상부 13m에 운행 중인 고속도로가 

있다.
고속도로에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무진동 암

파쇄 굴착공법이 적용되었으나, 기계식 굴착작업 특

성상 굴착 자체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터

널 폐합이 이루어지지 못해 굴착 중 주변 암반의 변

위 증가에 따른 상부 침하가 우려되어 대안공법의 

필요성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고속도로의 진동허용기준인 1.0cm/sec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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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View of the site.

Fig. 2. Section view of the site.

Table 1. Site conditions

구조물 최단거리(m)

고속도로 13 Fig. 3. Rock mass rating.

하로 제어하면서, 터널의 신속한 굴착과 폐합을 통해 

지반의 변위를 최소화하여 상부 고속도로의 침하 현

상을 방지할 수 있는 전자발파공법(eDevII)이 검토

되었다.
사전 굴착영향검토를 시행한 결과, 전자발파를 통

해 상부 고속도로의 안정적인 관리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이를 기초로 한 시공 결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굴착을 완료하였다.

2. 본론

2.1 주변현황 및 설계현황

기존 중앙 고속도로가 신설 철도터널의 노선 상부 

13m에 있다(Fig. 1~2, Table 1).

2.2 지질 및 암질

당 현장은 지체 구조상 경기육괴 중앙부의 남쪽에 

있으며, 선캄브리아기의 편마암복합체를 기반암으로 

편암 및 석회암의 퇴적 이후 쥐라기의 화강암류가 관

입하였으며, 시대 미상의 변성암류를 관입한 화강암

류 즉 송학흑운모화강암과 반상화강암이 주를 이루

고 있다.
시공 중 확인 시추조사 결과, 연･경암이 분포하며 

터널 천단 및 막장면의 암반등급은 II~IV에 해당한다.
주요 지질구조는 NE, NS, NW 방향의 주향을 가

진 절리들이 우세하다.
다음 Fig. 3은 대상 구간의 암반등급 분포도이며, 

Table 2는 시추조사를 통해 확인한 TCR 및 RQD 값
이다(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2.3 진동 허용 기준

고속도로 하부통과구간에 대한 진동 허용 기준은 

Table 3과 같으며, 공익적인 목적을 가지는 구조물

의 안정성을 고려하여 1.0cm/sec를 적용하였다(한국

철도시설공단, 2011).

2.4 침하량 허용 기준

고속도로 통행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한국도로공사 

내부지침을 적용하여 허용 침하량은 Table 4와 같이 

13mm로 선정하였다(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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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CR and RQD value of the site

공번 위치 지층 심도(m) 두께(m) 구성상태 TCR RQD

No-3 량기(현)
137km262

매립토 0~3.3 3.3 자갈 및 실트질 모래 15~33 30

풍화토 3.3~5.0 1.7 실트질 모래 50 21

풍화암 5.0~6.7 1.7 실트질 모래로 분해 50 3

경암 6.7~23.4 16.7 반상화강암 70~100 40~100

No-4 량기(현)
137km340

표토 0~1.3 1.3 자갈섞인 실트질 모래 7 30

풍화토 1.3~13.0 11.7 실트질 모래 18~50 30~4

풍화암 13.0~18.5 5.5 실트질 모래로 분해 50 8~3

연암 18.5~24.5 6.0 반상화강암 52~63 12~42

경암 24.5~39.4 14.9 반상화강암 81~100 40~63

Table 3. The limit of vibration velocity

구 분 진동 허용 기준

고속도로 1.0cm/sec

Table 4. Allowable settlement

구 분 변위 허용 기준

고속도로 13mm

Fig. 4. Propagation patterns of ground vibration velocity.

Fig. 5. The result of vibration waveform simulation.

3. 수치해석에 의한 사전 발파영향 검토

수치 해석적 기법을 통해 고속도로 하부 통과 구간

의 전자발파 적용에 따른 발파진동 전달 특성과 암

반 손상범위, 안정성을 검증하였다.

3.1 발파진동 전달특성

전자발파 시 고속도로에 전달되는 발파하중 동해

석은 MIDAS GTS Program을 사용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4~5와 같이 터널 굴착에 따른 고속도로 

노상에서의 발파진동은 0.506cm/sec로 예측되어, 고
속도로 진동 허용기준(1.0cm/sec)의 약 51% 수준으

로 터널 굴착에 따른 고속도로의 피해 영향은 없을 

것으로 검토되었다(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3.2 암반손상권 분석

전자발파 적용 시 터널 천단부의 암반손상 범위가 

고속도로의 침하 내지는 변형에 미치는 영향을 추정

하기 위해 Fig. 6과 같이 PFC2D(Particle Flow Code)
를 이용하여 발파과정을 모사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7과 같이 전자발파 시 터널 천단부 굴착선의 암

반손상 범위는 0.230m로 연암층까지 두께(8.5m)의 

2.7% 수준을 나타내어, 터널 굴착 시 발생한 암반층 

손상으로 인하여 고속도로 침하 등의 피해는 발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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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Blast modelling using PFC2D.

Fig. 7. The result of rock damage prediction. 

Fig. 8. Expected vertical displacement in the Ko=0.5(0.26mm).

Fig. 9. Expected vertical displacement in the Ko=1.0(0.15mm).

Fig. 10. Expected vertical displacement in the Ko=1.5(0.06mm).

지 않을 것으로 검토되었다(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3.3 안정성 검토

전자발파에 따른 고속도로의 안정성 검토를 위해 

FLAC 5.0을 이용하여 시공단계별 3차원 해석을 하여 

지반 거동을 검토하였으며, 해석 결과는 Fig. 8~10과 

같이 터널 굴착 시 고속도로 지표의 연직 변위는 측

압계수(Ko)가 0.5~1.5로 가정 시 0.06~0.26mm로 

예측되었으며, 최대 침하량은 허용기준(13.0mm)의 

0.5~2% 수준을 나타내어, 터널 굴착에 따른 고속도

로 침하 등의 안정성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검토

되었다(한국철도시설공단, 2013). 
 

4. 전자발파 시공 결과

4.1 발파 패턴

본 현장 시공에 적용된 전자발파 표준패턴은 다음 

Fig. 11~12, Table 5와 같으며, 매 발파 시 진동 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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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lectronic blasting pattern 1(PD-5-1). 

Fig. 12. Electronic blasting pattern 2(PD-5-2).

Table 5. The summary of blasting pattern

발파패턴
PD-5-1 PD-5-2

상반 하반 상반 하반

천공경(mm) Φ45 Φ45

장약공(공) 185 63 166 58

굴진장/
천공장(m) 1.0/1.1 1.0/1.1 1.2/1.3 1.2/1.3

단면적/
파쇄량(㎡)

60.381/
60.381

29.95/
29.95

60.381/
72.457

29.95/
35.94

지발당

장약량(kg)
0.225~0.2

5
0.225~0.2

5
0.35~0.37

5
0.35~0.37

5

총장약량

(kg/total) 44.275 15.5 59.825 21.5

비장약량

(kg/㎥) 0.73 0.52 0.83 0.60

사용폭약류 Emulsion explosives

사용뇌관류 Electronic detonators(eDevⅡ)

Fig. 13. Electronic blasting section.

을 통해 얻은 실제 발파 파형을 검토한 후, 다음 발

파 시에 이를 수정 보완함으로써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졌다.

4.2 전자발파 시공 구간

무진동 암파쇄공법을 대체하여 전자발파공법을 적용, 
시공 완료한 구간은 Fig. 13과 같으며, STA 137km 
248~269, 137km 317~342 구간(L=46m)은 전자발파 

PD-5-2(굴진장 1.2m), STA 137km 269~317 구간

(L=48m)은 전자발파 PD-5-1(굴진장 1.0m)을 적용하

였다. 

4.3 전자발파시스템

본 현장에 사용된 전자발파시스템은 ORICA사의 

터널 전용 발파시스템인 eDevII가 사용되었다.
터널 전용 발파시스템(eDevII)의 구성은 Table 6

과 같으며, 터널 단면을 각 영역별(심발, 확대, 외곽, 
바닥 등)로 그룹(Group)화할 수 있어, 각 영역별 발

파조건에 맞추어 각 뇌관의 시차를 다양하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RDI Tester는 터널 막장 내에서 장약 작업 

완료 후 모든 뇌관과의 직접 통신을 통해 작업자의 

작업오류 및 제조 불량 뇌관을 즉시 사용자에게 보

고하여 신속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막장으로부터 발

파를 위한 인력 및 장비대피 이전에 모든 발파준비

를 완료하여 발파 지연 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Orica 
Mining Servic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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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lectronic blasting systems

eDev II
0 ~ 20,000 ms,

1ms단위 시차설정

0.01% 정밀도

Scanner
뇌관의 시차를 할당하기 위한 

사용자 입력장치

RDI Tester
터널 막장내에서 뇌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스캐너의 

화면에 통신불량, 시차 미지정 

뇌관, 뇌관 내부 결함 보고 및 

단선, 숏트, 누설전류량 확인

Blast Box
뇌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스캐너로 입력받은 뇌관의 

시차정보를 프로그래밍 및 발파

Duplex Harness wire
전자뇌관 전용 보조모선

SHOTPlus-T
발파설계 및 가상발파

발파진동분석

소음제어분석

발파 3차원 모델링

4.4 전자발파 작업과정

전자발파시스템의 작업 과정은 다음 Fig. 14와 같

으며, 전자뇌관은 뇌관의 시차를 스캐너로 부여하기 

이전에는 시차가 없는 상태와 같기 때문에, 일반뇌관

의 사전 뇌관 분류 작업은 요구되지 않는다. 
작업과정은 작업자에 의하여 임의 장약 작업 실시 

→ RDI 테스터를 연결하여 결선 회로의 이상 유무 

감시 → 심발부, 확대부, 설계굴착선부, 바닥부의 각 

영역을 그룹화하여 결선 → 스캐닝 작업을 통해 각 

뇌관에 시차 부여 → 막장에서 RDI 테스터로 전송하

여 각 뇌관과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뇌관 및 결선 회

로의 이상 유무를 최종 확인 → 안전한 발파장소로 

이동한 후 스캐너의 시차 정보를 발파기로 무선 전

송하여, 발파기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시차를 프로그

래밍한 후 최종 발파작업을 진행하게 된다. 

4.5 전자발파 진동 특성

고속도로에서 전자발파에 따른 진동 측정 결과, 굴착

터널이 하부에 위치함에 따라 진동의 3성분 중 수직 방

향 성분(Vertical)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Fig. 
15와 같이 실제 진동파의 형상은 전자뇌관의 초정밀 시

차 특성이 반영되어 사전 지정된 시차에 따라, 발파공 

사이의 파형 중첩에 의한 진동 증폭 현상 없이, 발파공

당 최대값이 정확히 나타나, 설계 시 목적했던 1지발 발

파가 정확히 유지됨을 알 수 있었다. 
Fig. 16은 발파 시 측정된 진동 파형을 주파수 분

석(FFT)을 시행한 결과로서 주 주파수가 160~200Hz
로 나타나 저주파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며, 40Hz(1,000/ 
25ms) 간격으로 우세 주파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25ms
의 정밀한 시차 간격으로 발파진동을 반복적으로 발

생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하모닉(harmonic) 현상으로 

일반뇌관에서 볼 수 없는 전자발파만의 특성이다. 
또한, 이러한 전자발파의 시차 특성을 이용하여 주

파수를 예측하거나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목적하는 

주파수로의 이동도 가능하다.

4.6 발파진동 측정 및 관리 결과

고속도로의 노면에 도달하는 발파진동의 크기를 

관측하고 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 발파 작업 시 진

동 계측이 이루어졌으며, Fig. 18의 그래프는 Fig. 17
의 계측지점에서 계측된 결과로서 터널의 굴착진행

에 따라 0.127~0.914cm/sec로서 허용기준인 1.0cm/ 
sec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었고, 발파지점에서 계측

지점까지의 이격 거리에 따라 비교적 일정한 진동수

준의 변화를 나타냈다.
단, 고속도로 맞은편은 사면구간으로 접근이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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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룹별 마킹작업 b) 장약작업

c) RDI로 결선회로 이상유무 확인하며 결선작업 d) 스캐닝 작업

e) RDI 테스트(최종 이상유무 확인) f) BlastBox 발파

Fig. 14. Working procedures.

Fig. 15. Waveform of blasting. Fig. 16. Fast fourier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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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onitoring position.

Fig. 18. Results of vibration.

Fig. 19. Settlement gauge position. 

Fig. 20. Settlement gauge. 
하여 계측은 한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4.7 고속도로 침하량 측정

터널 굴착에 따른 고속도로 침하 여부를 측량하기 

위하여 Fig. 19~20과 같이 지표면 침하계 40조와 균

열계 6조를 고정 설치하였으며, 이를 한국도로공사 

제천도로관리소에서 매 발파 시 모니터링 하였다.
계측결과는 침하 허용기준(13.0mm)의 5% 이하 

수준을 나타내어, 터널 굴착에 따른 고속도로의 침하 

영향은 미미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고속도로 하부 통과 구간에 대한 전자발파공법 적

용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전 굴착영향검토를 거쳐 전자발파공법은 고유

의 시차 정밀성에 기인한 발파진동의 효과적인 

제어는 물론 신속한 터널의 굴착과 폐합을 통해 

굴착 진행 중 터널의 변위를 최소화하여 상부 고

속도로의 지반침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으로 

선정되었으며, 굴착 시공 결과 전자발파 작업에 

따른 운행 중 차량에 대한 피해 및 고속도로 자체

의 지반 침하현상은 없었다.
2) 고속도로에서의 진동 측정 결과는 수직 방향 성

분(Vertical)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발파

진동은 전자발파의 정밀 시차 제어에 따라 일정

한 등간격의 진동 파형을 보여 사전 프로그래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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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된 시차 간격에 의해 정밀한 1지발 발파가 유

지된 것을 알 수 있다. 
3) 주파수 분석 결과, 주주파수가 160~200Hz로 나타

나 저주파에 의한 피해는 없었으며, 40Hz 간격으로 

우세 주파수가 나타났는데 이는 25ms의 정밀한 시

차 간격으로 발파진동을 발생시킴에 따라 나타나는 

주파수의 하모닉(harmonic) 현상으로 전자발파만

의 특성이며 이러한 전자발파의 시차 특성을 이용하

여 주파수를 예측하거나 목적하는 주파수로의 이동

도 가능하다.
4) 굴착 작업 중 고속도로의 발파진동에 의한 피해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 발파 시 진동계측을 

실시하였으며, 계측결과는 0.127~0.914cm/sec의 

진동 수준을 보여 고속도로의 발파진동 허용기준

(1.0cm/sec) 이하로 안전하게 관리되었다.
5) 기존 설계공법인 무진동 암파쇄 공법의 상부반단

면 굴진 시 94m 구간을 굴착하는데 3개월이 소

요될 것으로 예측되나, 실제 전자발파 적용결과 2
개월 이내로 완료되어 효과적으로 공사기간을 단

축했다.

본 시공사례를 통해, 차량이 운행 중인 기존 고속

도로의 하부를 안전하고 신속하게 굴착해야 하는 유

사 사례에 전자발파공법이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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