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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진가속도계가 설치된 고속철도 터널 인근의 발파설계

이종우1), 김남수1), 정상준2), 박치면1)

Tunnel Blast Design for Earthquake Accelerometer Installed 
Rapid Transit Railroads

Jong-Woo Lee, Nam-Soo Kim, Sang-Jun Jung, Chi-Myeon Park

Abstract KoRail establishes “Guideline for earthquake acceleration measuring instrument and operation.” and applies 
the management of the rapid transit railroad. KoRail manages the trains by train driving patterns subjected to the 
train operating know-how for the safety against the earthquake hazards. This paper introduces the case studies on 
bench blast and tunnel blast designs considering a rapid transit railr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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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코레일(한국철도공사)는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고속철도에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운전취급세칙을 개정하여 지진 발생시 철도의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취급 요령에 따라 단계별 열차운행

패턴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본 연구는 지진가속도계가 설치된 고속철도 인접구간에서 발파작업을 위한 노천 

및 터널발파 설계 사례이다.

핵심어 고속철도, 터널발파, 지진가속도계

1. 서 론

현재 경부고속철도는 지진재해대책법에 의거 “지진

가속도계측기 설치 및 운영기준”을 수립하여 국가 중

요 시설인 고속철도(터널, 교량)에 적용하고 있으며, 
고속철도 운영사인 코레일은 고속철도 운전취급세칙

을 개정하여(1단계: 서울∼대전, 2단계: 대전∼부산 

지진감시시스템 구축) 지진 발생 시 철도의 안전운행

을 위한 운전취급 요령에 따라 단계별 열차운행패턴

을 구축하여 운영 중이다. 그러므로 지진가속도계가 

설치된 고속철도 구조물 근접구간에서 발파에 의한 

공사가 이루어 질 경우 발파진동으로 인한 지진가속

도계의 영향을 검토하여 시공 시 고속철도 운전정지 

및 열차서행 운전 등 고속철도 정상운행에 대한 운영

기관인 코레일과 협의를 수행하여 적정한 공사방안을 

적용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지진가속도계가 설치된 고속철도 인접구

간에서 발파작업을 위한 노천 및 터널발파 설계 사례

이다.

2. 고속철도 보호를 위한 관련기준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에서는 철도경계선에서 30미터 이내의 지역에서 토지

의 형질변경 및 굴착에 해당하는 행위신고 및 철도운

영자등은 철도차량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위의 금지·제한 또는 필요한 조치를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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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구 분 진동가속도 운전 규정

지진 황색경보 40∼65gal - 관제사 일단정차 지시, 90km/h 이하로 주의운전

지진 적색경보 65gal 이상 - 관제사 즉시정차 지시, 안전한 장소에 열차 이동·정차

Table 2.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

설치 위치 설치 내용 이격 현황 비 고

신정교 Pier "9" 센서 1개 노천발파, 300m 이상 이격

운주터널 시점, 갱구부 상단 센서 1개 터널발파, 182m 이격 중점검토

오송교 Pier "4" 센서 1개 노천발파, 300m 이상 이격

* 주요구간 예시 : 1단계 구축(서울∼대전) 2단계 구축 설계 중 

Table 3. 지진가속도계측기 장치의 구성

구 분 지진가속도계 기록계 통신기기

사 진

기 능 가속도 감지 가속도 기록, Digital 변환 관측기록 전송

Table 4.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

구 분 통합 관리 시스템

모식도

  

<지진정보 전송>

내 용
- 이상 징후가 포착되면 즉각 경보를 발령함으로써 열차 운행정보를 제공

- 기상청, 지질자원(연), 한국전력(주) 중 한 관측소에서 감지되면 경보 발령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고속철도 운전

취급 세칙 제30조(지진발생시 운전취급)에서는 지진

발생으로 인한 운행중지 또는 속도제한 등을 고속철

도 지진감시시스템의 진동가속도값(gal)의 크기에 따

르도록 되어 있다. 지진발생시 운전취급 기준은 Table 
1과 같이 40gal 이상의 진동이 발생시 단계별 운전방

법이 규정되어 있고, Table 2는 현재 경부고속철도의 

지진가속도계측기 설치현황으로 교량 2개소, 터널 1
개소에 설치되어 있다. Table 3은 지진가속도계측기 

장치로 지진가속도계, 기록계, 통신기기로 구성되어 

있고, 지진가속도계측기 통합관리시스템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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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현장현황 및 고속철도 운행진동 측정

구 분 철도변 제어 장치 운행진동 측정

현황 및 

측정사진

관리기준
- 운행진동이 30gal 이하로 측정되어, 상기의 철도변 제어장치에 대한 관리기준을 황색 경보 기준인 40gal로 

설정함.

Table 6. 고속철도 철도변 제어장치를 고려한 발파환경 관리기준

구 분
발파진동

발파소음
진동가속도 진동속도 진동레벨

고속철도
적용기준 40gal - - -

선정배경 - 고속전철 지진동 황색경보(40gal)에 해당하는 가속도 적용

Table 7. 시험발파 수행

구분 시험발파 모식도 시험발파 수행모습

도면 및 

사진

내용 - 시험횟수 : 3회, 투입 계측기 : 14대(진동속도기, 진동레벨기)

3. 설계사례

3.1 경부고속철도 인접구간 노천발파 설계사례

고속철도에 인접한 노천발파시 시험발파 진동추정

식과 고속철도 지진동 관리기준의 운전세칙에 따라 

진동 관리기준을 토대로 발파공법별 적용 영역을 설

정하였으며, 고속철도 운전세칙의 진동가속도 40gal
을 발파설계에 적용하였다. Table 5∼6은 철로변에서 

운행진동을 측정한 결과 30gal 이하로 측정되었고 철

도변 제어장치에 대한 관리기준을 황색 경보 기준인 

40gal로 설정하였다. Table 7∼8은 시험발파를 실시

하여 획득한 발파진동속도와 가속도 추정식을 이용하

여 노천발파시 발파공법별 영향범위를 산정한 결과이다.

3.2 경부고속철도 인접구간 터널발파 설계사례

지진가속도계가 설치된 경부고속철도 운주터널과 

인접하여 신설 터널을 굴착시 터널발파로 인한 안정

성을 판단한 사례이다. Table 9는 현장 현황으로 고속

철도 터널과 182m 이격되어 신설터널을 굴착할 예정

이고, Table 10은 운행중인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열차진동 크기를 확인한 결과 최대 0.413cm/sec로 측

정되었고 주주파수는 64Hz이다. 고속철도 터널구조

물 허용기준은 Table 10과 같이 기존터널근접시공 관

리매뉴얼은 1.0cm/sec, 동해남부선 연결선 공사시 코

레일과 협의내용은 0.3~0.5cm/sec이므로 진동속도는 

0.5 cm/sec, 지진가속도는 40gal을 허용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그리고 Table 11∼12와 같이 터널발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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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시험발파 수행결과

진동속도 추정식 진동가속도 추정식 허용치별 영향범위 비교

Table 9. 현장현황 및 고속철도 운행진동 측정

현장 현황 운행진동 측정

- 지진가속도계측기 : 1개소(운주터널)
- 터널발파 구간과 이격거리 : 182m

- 진동크기 : 최대 0.413cm/sec
- 주주파수 : 64.0Hz

Table 10. 고속철도 터널구조물 허용기준

구분 기존터널근접시공 관리매뉴얼 코레일 협의내용(동해남부선 연결선)

허용 기준 1.0cm/s(충격압 고주파 특성) 0.3~0.5cm/s(KTX운행시 0.5cm/s)

적용 근거 - 고속철도의 주행성 확보 허용기준 : 주의시공구간(2.5D)➜V=0.5cm/sec

Table 11. 실규모 시험에 의한 안정성 검증

시험발파 모식도 시험발파 수행모습 검증 결과

- 최대 화약량으로 검증 : 0.060cm/sec(실측) < 0.084cm/sec(예측)
- 진동가속도 : 30gal < 40gal➜지진가속도계측기 미감지로 안정성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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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발파진동 및 가속도 영향평가

진동가속도 진동속도

30gal < 40gal, O.K 0.084 cm/sec, O.K 0.076 cm/sec, O.K

최대 지발당 장약량인 3.2kg/delay로 고속철도 터널 

인근에서 시험발파를 한 결과 0.060cm/sec, 30gal으
로 측정되고 발파영향 분석을 한 결과 허용기준 이내

로 예측되어 경부고속철도의 주행성 확보 및 정상운

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제30조(지
진발생시 운전취급)에 근거한 지진발생에 따른 고속

철도 운행중지 또는 속도제한 등을 고속철도 지진감

시시스템의 지진동 관리기준인 40gal에 대한 진동속

도 허용 관리기준을 고려하여 노천 및 터널발파 설계

를 하였다. 고속철도 주행성 확보 및 정상운행을 위한 

제시 기준은 고속철도의 진동 피해 여부를 확인하여 

진동 허용기준을 수립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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