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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 이격에 따른 강판과 콘크리트 부재의 파괴양상 연구

양형식1)*, 김정규1), 고영훈1), 노유송1), 신명진1)

A Study on Blasting Aspect of Steel Member and Concrete Member 
According to Separation distance of Explosives

Hyung-Sik Yang, Jung-Gyu Kim, Young-Hun Ko, You-Song Noh, Myeong-Jin Shin

Abstract TNT was blasted on the surface of steel plates and concrete block to study the effect of separation distance 
between object and charge. The equation of US Army Corps of Engineers turned out to be rather conservative. 
Effect of separation distance is larger for steel plate than concrete block. Steel plate cannot be cut by standard 
or more charge in the case of 2 cm separation while the concrete block can be crushed with the same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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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외부장약 발파시 부재와 폭약의 이격거리에 따른 절단 및 파괴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 부재와 콘크리

트 부재에 TNT 카트리지 폭약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실험 결과 강 부재나 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파괴 

장전공식은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강 부재가 폭약 이격거리에 대한 파괴영향

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강 부재의 경우 표준폭약 이상으로 장전해도 폭약이 부재에서 2cm 이격된 경우 절단되지 

않고 구부러짐만 나타났다. 같은 이격에 대하여 콘크리트 블록 부재의 경우 구조물의 파괴를 유도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외부장약 발파, 파괴 장전공식, 강 부재, 콘크리트 부재, TNT

1. 서 론

발파는 도로의 사면을 절토하거나 터널과 같은 지

하구조물 구축에 있어 그 암반을 제거하는 가장 효율

적인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발파 효과를 위해 천공발

파를 주로 하지만 소할이나 해체발파의 경우에는 외

부장약 발파가 이루어진다(Oloffson, 1991; ISEE, 2011). 
특히, 철거나 파괴 목적의 폭파일 경우에는 외부장약

하여 신속하게 발파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작

업에 대해서는 매뉴얼이 작성되어 있다. 그러나 폭약

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폭약과 대상체의 이격이 발생

할 경우 폭파 후 구조물의 기능 유지에 대한 문제로 

설계 폭약량의 적정성 검증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주로 교량의 부재를 구성하는 강판

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하여 폭약 이격거리에 따른 

부재의 절단 여부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강 부재로서

는 국내에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SS400을 대상으로 

하였고 콘크리트 부재는 형상에 따라 블록과 교절 모

형으로 제작하고 외부장약 발파를 실시하였다. 전색

효과는 천공법의 경우 전색재의 저항력 등으로 측정

할 수 있으나(진연호, 2012), 전시상황을 가정하여 신

속한 작업을 위한 무전색 완전 파괴 장약 방법을 적용

하여 폭파 실험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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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전색계수.

2. 전색계수

폭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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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화약과 발파공학, 1986).
전색의 목적은 발파 후 화염 발생을 적게 하고, Gas 

및 탄진에 대한 인화의 위험을 방지하고, 폭발생성 

Gas 압이 대상체의 파괴에 이용되도록 하며, 폭약의 

폭발에 대하여 충분한 저항을 주어 완전히 폭발시키

기 위함이다. 또한, 전색의 효과는 밀폐에 의한 천공 

내 폭약의 완폭과 폭약에너지의 밀폐에 의한 효과를 

상승시키는데 있으며, 그림 1은 전색 모습과 C의 관

계를 보인 것이다(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2007).

3. 실 험

3.1 실험 재료

1) 강 부재

강재의 종류는 재질에 따라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압연강재, 용접구조용 내후성 열간 압연

강재, 일반구조용 경량 형강 등이 있으며, 철골조 구

조물에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와 용접구조용 압연강

재가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국내에

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SS400을 사용하였다.

여기서 SS는 Steel-Structure, 400은 최소인장강도

가 400N/mm2
라는 것을 나타낸다.

2)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용 시멘트로는 콘크리트 품질기준(KS L 
5201)에 규정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

며, 내구성 및 강도 향상을 위하여 한국산업규격 콘크

리트용 화학혼화제 규정(KS F 2560)에 적합한 AE감

수제를 사용하여 블록 부재와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

재를 각각 제작하였다.

3) 폭약

본 실험에서는 위력이 일정하여 기준폭약으로 사용

되고 있는 TNT(Trinitrotoluene) 카트리지를 이용하

여 실험을 하였다. 군용으로 제작된 TNT는 폭발열량 

1,000Cal/kg, 폭발 가스량 1,210L/kg, 비에너지 838 
KJ/kg, 위력계수 1.0으로 군용폭약의 위력을 평가하

는 기준 폭약으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1/EA, 
176mm(길이)×49mm(폭)×49mm(두께) 규격의 TNT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적용된 폭약량은 0.4~10 
약 181~4,540g을 사용하였다.

3.2 실험 부재 설계

1) 강 부재

강 부재에 대한 폭약량 산정 공식은 식(1)과 같다

(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2007).

  
  (1)

여기서 K는 TNT 폭약량(kg), A는 강 부재의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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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강 부재 절단 실험.

표 1. 물질계수

물질 파괴반경(R) 물질계수(K)

보통토양 모든 치수 0.07

상태가 나쁜 석조물, 암석 

양질의 목재 및 토질

1.5m 미만 0.32

1.5m 이상 0.29

양호한 보통 콘크리트, 암석

0.3m 이하 0.88

0.3 초과 ~ 0.9 미만 0.48

0.9 이상 ~ 1.5 미만 0.40

1.5 이상 ~ 2.1 미만 0.32

2.1 이상 0.27

고강도 콘크리트, 1급 석조물

0.3 이하 1.14

0.3 초과 ~ 0.9 미만 0.62

0.9 이상 ~ 1.5 미만 0.52

1.5 이상 ~ 2.1 미만 0.41

2.1 이상 0.35

철근 콘크리트

(콘크리트만 파괴 철근은 고려되지 않음)

0.3 이하 1.76

0.3 초과 ~ 0.9 미만 0.96

0.9 이상 ~ 1.5 미만 0.80

1.5 이상 ~ 2.1 미만 0.63

2.1 이상 0.54

절단 단면적(cm2)이다.
강 부재로는 1,000mm(길이)×200mm(폭)×15mm(두

께) 규격의 SS400으로 실험을 하였다.
폭파실험은 미리 제작한 시험틀에 강 부재를 고정

하고 부재 중앙부분에 TNT를 외부장약하고 폭약이 

부재와 밀착되었을 때와 이격되었을 때를 각각 구분

하여 실험을 하였다(그림 2). 실제 상황을 가정하고 

절연테이프를 이용하여 폭약을 부재 하단에 부착시켰

을 때 폭약 무게와 중력에 의해 최대 2cm까지 처짐을 

확인하여 이격거리는 2cm로 설정하였다. 실험에서는 

폭약을 부재위에 배치하고 부재와 폭약 사이에 점토

를 넣어 이격상태를 재연하였다.

2)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부재와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에 

대하여 TNT를 이용한 콘크리트 파괴 장전공식인 식

(2)를 사용하였다(The US Army Corps of Engineers, 
2007).

    (2)

여기서 R은 파괴반경(m), K는 물질계수, C는 전색

계수, P는 폭약량(kg)이다.
콘크리트 블록 부재의 인장부는 실제 구조물 부재

를 감안하여 주철근의 지름은 13mm 이상, 철근의 중

심간격은 20cm 이하로 배근하였다. 콘크리트 블록 부

재는 1,000mm(길이)×300mm(폭)×330mm(두께) 규

격으로 제작하였으며,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는 25MPa
이고, 28일 이상 양생 후 실험을 하였다. 표 1은 파괴

반경에 대한 물질계수를 나타낸 표이며, 실험에 사용

된 모든 콘크리트 부재의 파괴반경은 0.3 초과 ~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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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x Girder Bridge 부분모형 (b) 부재 규모 및 철근 배근 상태

그림 4. 콘크리트 박스거더 상부 교절 폭파 실험.

(a) 축소모형 (b) 축소모형 내부 폭약배치 (c) 부분모형 폭약 배치

그림 5. 콘크리트 박스거더 실험 모형 및 폭약 배치.

그림 3. 콘크리트 블록 부재 폭파 실험.

미만으로 물질계수(K)는 모두 0.96을 적용하였다.
폭약이 부재와 밀착되었을 때와 이격되었을 때를 

각각 구분하여 실험을 하였으며, 강 부재 실험과 동일

하게 폭약과 부재의 최대 이격거리는 2cm로 설정하

였다. 그림 3은 콘크리트 블록 부재 위에 폭약을 설치

한 모습과 부재 설계 모습이다.
콘크리트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는 교량의 부분

모형으로 사용된 철근은 지름 13mm, 배근간격 20cm

로 배근하였으며, 통나무로 구조물을 받치고 교절부 

중앙에 폭약을 외부장약 하여 폭약 이격에 인한 부재

의 파괴 여부 및 파쇄 정도를 확인하였다(그림 4).
콘크리트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의 경우 교절부 

중앙에 폭약을 외부장약 할 때 설치 위치에 따라서 최

대 30cm까지 이격되는 것을 확인하고 폭약이 부재에

서 밀착된 경우와 10cm 간격으로 30cm까지 이격시

켜 실험을 하였다. 그림 5는 축소모형 및 부분모형 교

절부에 폭약을 외부장약한 모습이다.

4. 실험 결과

4.1 강 부재

강 부재에 대하여 폭약량 272~907g을 적용하여 총 

9회 실험을 하였다. 미 육군본부 교범에서 제시한 강 

부재 두께 및 폭에 따른 TNT 약량 산정표를 기준으

로 두께 15mm의 SS400 강 부재 절단 표준 폭약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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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강 부재, 0cm 이격, 폭약량 907 , 수직배열. 그림 7. 강 부재, 0 cm이격, 폭약량 907 , 수평배열.

그림 8. 강 부재, 0cm 이격, 폭약량 635 . 그림 9. 강 부재, 0cm 이격, 폭약량 544 .

그림 10. 강 부재, 0cm 이격, 폭약량 454 . 그림 11. 강 부재, 0cm 이격, 폭약량 363 .

그림 12. 강 부재, 0cm 이격, 폭약량 272 . 그림 13. 강 부재, 2cm 이격, 폭약량 907 .

그림 14. 강 부재, 2cm 이격, 폭약량 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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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강 부재 폭파 실험 결과

실험 No 이격거리(cm) 폭약량( ) 절단여부 비고

1

0

907 ○ 수직배열

2 907 ○ 수평배열

3 635 ○
4 544 ○
5 454 ○
6 363 ○
7 272 ×
8

2
907 × 약 90° 구부러짐

9 454 × 약 90° 구부러짐

그림 15. 콘크리트 블록 부재, 0cm 이격, 폭약량 907 . 그림 16. 콘크리트 블록 부재, 0cm 이격, 폭약량 680 .

약 790g으로 산정하고 전색에 따른 폭약량의 저감효

과에 대해 분석한 결과, 표준 폭약량 대비 약 46%인 

363g 약량에서 무전색 절단되었다. 이는 미 공병단식

을 이용할 경우 과장약이 됨을 나타낸다. 또한, 폭약 

906g을 사용하여 수직 및 수평 배열한 경우 설치된 

폭약 폭 5~10cm 만큼 강 부재가 떨어져 나가면서 절

단되었고, 그 이하인 363g까지는 그냥 절단되었다. 폭
약과 강 부재 간 2cm 이격된 경우 절단 표준 폭약량 

대비 약 115%, 무전색 절단 최소 폭약량 대비 약 

250%인 907g 약량에서 강 부재 절단을 확인할 수 없

었으며, 동일 이격거리 2cm에 454g을 적용한 경우와 

비슷한 각도로(90°) 구부러짐만 나타났다. 그림 6~14
는 폭파 실험 후 강 부재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표 2
는 강 부재 폭파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2 콘크리트 부재

콘크리트 블록

콘크리트의 특성을 고려하여 블록 파괴 실험을 하

였고 강 부재 실험과 마찬가지로 무전색 상태로 실험

을 하였다. 부재가 다른 구조물에 접하지 않는다는 가

정하에 목제 받침을 고여서 모든 면을 자유면으로 유

지하였다. 콘크리트 블록에 대하여 폭약량 180~906g
을 적용하여 총 8회 실험을 하였다. 콘크리트 두께 

330mm를 파괴반경으로 하여 콘크리트 파괴 장전 공

식을 적용한 결과, 표준 폭약량은 998g으로 계산되었

다. 폭약량을 줄여가며, 실험한 결과, 180g의 약량으

로는 부재의 파쇄 정도가 심하지 않고 일정 부분 부재

의 기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되었다. 반면 

표준 폭약량 대비 약 27%인 272g 약량에서 부재가 

절단되어 파괴 장전 공식에 의한 표준 폭약량 산정은 

상당 부분 보수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폭약 906g을 

부재로부터 1cm 이격시켜 실험한 결과, 부재에 밀착

된 경우와 비슷한 파괴양상이 나타났으며, 2cm 이격

시켜 실험한 결과 폭약량 362g을 사용하여 실험한 결

과와 비슷한 파괴 양상이 나타났다. 그림 15~22는 폭

파 실험 후 콘크리트 블록 부재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표 3은 콘크리트 블록 부재 폭파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의 두께 550mm를 파괴반

경으로 하여 콘크리트 파괴 장전공식을 적용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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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콘크리트 블록 부재, 0cm 이격, 폭약량 454 . 그림 18. 콘크리트 블록 부재, 0cm 이격, 폭약량 363 .

그림 19. 콘크리트 블록 부재, 0cm 이격, 폭약량 272 . 그림 20. 콘크리트 블록 부재, 0cm 이격, 폭약량 181 .

그림 21. 콘크리트 블록 부재, 1cm 이격, 폭약량 907 . 그림 22. 콘크리트 블록 부재, 2cm 이격, 폭약량 907 .

표 3. 콘크리트 블록 부재 폭파 실험 결과

실험 No 이격거리(cm) 폭약량( ) 파괴여부 비고

1

0

907 ○ 완파, 기능상실

2 680 ○ 완파, 기능상실

3 454 ○ 완파, 기능상실

4 363 ○ 완파, 기능상실

5 272 ○ 반파, 기능상실

6 181 × 기능유지

7 1 907 ○ 완파, 기능상실

8 2 907 ○ 반파, 기능상실

표준 폭약량은 4,540g으로 계산되었다. 이격거리 0cm, 
10cm, 20cm, 30cm를 적용하여 총 4회 실험을 하였

다. 실험 결과 0~20cm까지는 부재의 측벽 및 상부에 

콘크리트 탈락이 나타나 구조물로서의 기능상실을 확

인하였다. 폭약이 부재에 밀착된 경우는 폭발력으로 

인하여 측벽이 후방으로 전도되었으며, 상부 콘크리

트가 완전히 탈락되었다. 내부 철근이 많이 휘었으나 

절단은 나타나지 않았다. 10~30cm 이격의 경우 거리



폭약 이격에 따른 강판과 콘크리트 부재의 파괴양상 연구8

그림 23.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0cm 이격, 폭약량 4,540 . 그림 24.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10cm 이격, 폭약량 4,540 .

그림 25.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20cm 이격, 폭약량 4,540 . 그림 26.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30cm 이격, 폭약량 4,540 .

표 4. 콘크리트 박스거더 상부교절 부재 폭파 실험 결과

실험

No
이격거리

(cm)
폭약량

( )

파괴양상

비고
기능유지 전도방향 철근절단 여부

콘크리트 탈락 

위치

1 0

4,540

× 후방 × 상부, 측벽

2 10 × 전방 × 상부

3 20 × 전방 × 상부

4 30 ○ 전방 × - 균열

가 멀어질수록 파쇄 블록의 크기가 작게 발생하였으

며, 파쇄물의 비산도 작게 발생하였다. 30cm 이격된 

경우는 구조물에 균열만 관측되었으며, 파쇄물의 비

산은 발생하지 않았다. 실제 교량은 연속 구조물로서 

일정 거리 이상 이격이 될 경우 구조물의 기능상실을 

유도하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콘크리트 부재의 경우 상대적으로 강 부

재에 비해 이격으로 인한 문제가 적을 것으로 예상된

다. 이는 현 콘크리트 파괴 장전공식의 안전율이 높은 

것과 무관하지 않지만 폭약이 부재와 일정거리 이상 

이격이 될 경우 구조물의 기능상실을 유도하지 못하

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23~26은 폭파 실험 후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의 상태를 나타냈으며, 표 4는 콘크리트 박스거더 상

부교절 부재 폭파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 결 론

파괴 장전공식으로 산정된 표준 폭약량으로 실험한 

결과 강 부재와 콘크리트 블록 부재 모두 표준 폭약량 

대비 약 50% 이하에서 절단 및 파쇄 되어 구조물 부

재에 대한 외부장약 발파에서 파괴 장전공식은 부재

의 파괴 최소 폭약량에 비해 다소 보수적인 것으로 판

단되었다.
폭약 이격거리에 대한 부재의 파괴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강 부재는 폭약이 부재에서 2cm 이격된 경우 절

단 최소폭약량 대비 250%, 표준 폭약량 대비 115%
에서 절단되지 않고 구부러짐만 나타났다.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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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 부재는 폭약이 부재에서 2cm 이격된 경우 표준 

폭약량 대비 90%에서 파괴되어 부재와 일정 거리 내

에 표준 폭약량을 사용하여 설치하면 구조물의 파괴

를 유도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콘크리

트 박스거더 상부 교절 부재 폭파 실험의 경우 폭약이 

부재와 30cm이상 이격된 경우 구조물의 기능상실을 

유도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결과로 볼 때 콘크리트 부재에 비해 강 부재가 

폭약 이격거리에 대한 파괴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되

며, 부재 폭약 간 이격거리에 따라서 파괴양상이 다르

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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