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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 쇄암작업에 따른 진동 전파 특성에 관한 시공 사례

임대규
1)*

, 신영철
1)
, 김영민

1)
, 이충언

2)

A Case Study on the Vibration Propagation Characteristics by 

Underwater Rock Cutting Work

Dae-Kyu Lim, Young-Cheol Shin, Young-Min Kim, Chung-Eon Lee

Abstract The common underwater rock removal methods involve underwater blasting and crane’s chisel dropping 

impact method. From an environmental point of view, these methods cause ground vibrations and underwater noise. 

At the site for this study, a method of dropping heavyweight chisel is selected to remove the underwater bedrock 

near the ferry rack in the course of improving the cargo handling ability of the loading dock. A prediction formula 

for the vibration was obtained based on the measurement and evaluation of the vibrations caused by the chisel 

dropping impacts during the test droppings. The prediction formula was successfully applied to the main construction 

for securing the stability of the structure.

Key words Rock cutting, Dredger, Heavy weight chisel, Ground vibration

초  록 수중 암반 제거 방법은 화약을 사용한 수중발파와 크레인에 장착된 쇄암봉 낙하 충격을 이용하는 방법 

등이 널리 이용된다. 이와 같은 암반 제거 방법은 환경적인 요인에서 지반 진동과 수중 소음을 유발하게 된다. 

본 연구 대상 현장은 하역 부두의 접안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기 설치된 잔교식 돌핀 구조물에 근접한 지역의 

수중 기반암을 쇄암봉 낙하에 의해 제거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시험시공을 통하여 쇄암봉 낙하 충격으로 유발되

는 진동에 대한 계측, 평가를 거쳐 진동 추정식을 획득하였고, 이를 본 공사에 반영하여 구조물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핵심어 쇄암, 준설, 쇄암봉, 지반진동

1.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지정학적 여건을 활용하여 해상 

물동량의 허브항(Hub harbor)으로 여러 항구를 개발

하고 있으나, 육지에서 바다로 유입되는 퇴적물이 항

로의 적정 수심 유지를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항로

의 적정 수심을 유지하기 위한 유지관리 준설과 입항 

선박의 대형화에 따른 기존 항로의 추가 증심이 요구

되어지는 과제를 안고 있다. 선박이 접안하는 부두 시

설물의 재료로는 철근콘크리트와 철 구조물이 주를 

이루고 있는 바, 이들 재료는 바닷물과 항시 접해있거

나 직간접적으로 염해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설계 및 

시공 당시의 구조적 성질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취약

해 지며, 안전을 위한 점검과 진단, 유지관리 보수가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본 사례 대상지는 우리

나라 OO지역에 위치하는 부두로 배후지역 산업단지

에서 사용되는 원재료를 반입하는 시설물로 이루어져 

있고, 약 40여년이 경과되어 Dolphin, Working Platform 

등의 시설물이 다소 노후화 되어, 에스큐엔지니어링

(주)(2013)에서 실시한 안전점검 등급 분류상 전체적

으로 C등급에 해당되어 유지보수가 시행 중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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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underwater blasting method

특수성 세부 내용

육안확인 곤란 수중 부유물로 인해 시계가 불량하며 효과확인 곤란

작업자 활동제약 발파 관리 감독자, 기술자가 수중에 접근하여 확인, 감독이 곤란

작업시간 제한
수중작업은 노동강도가 높아 장시간 작업 곤란(불가)

조수간만의 영향으로 실 작업시간 감소

폭약위력 감소
수압의 영향으로 지상발파에 비해 높은 비장약량 요구

수심 10m 당 1기압 증대

천공작업 곤란 천공 후 Bit 인양시 물과 주변 토사 유입으로 폐공 또는 천공장 감소

발파진동 증대 자유면 형성 불량 및 구속압 증대로 진동의 거리감쇠경향 감소 

충격수압 발생 수중 충격수압 영향거리는 대기 중에 비해 증대

폭약, 뇌관설치 곤란
시계불량으로 장전위치 혼동 가능(기폭순서 미준수 가능성 높음)

발파기술자가 아닌 잠수기술자에 의한 장전, 결선 시행

비산, 소음발생 감소 물의 발파보호공 기능으로 비산석 및 소음 발생 감소 

Table 2. Characteristics of underwater rock breaking method

특수성 세부 내용

장비구성 간소화 발파공법의 경우 준설선단에 추가하여 천공장비가 필요하지만 쇄암공법은 쇄암봉만 추가되면 작업 가능

작업공종 단순화
화약 사용을 위한 인허가 불필요

화약, 발파 및 잠수기술자 등 특수 공종 작업자 불필요 

작업시간 연장

해상작업은 조수 및 풍랑, 파고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작업자가 직접 수중에서 작업하는 시간이 제약을 

받지만, 쇄암작업은 주야 연속작업 가능

발파공법의 경우 화약 사용 인허가에 제약이 있을 수 있고, 수심에 따라 잠수시간의 규제가 있음

현장으로서 접안선박의 대형화에 따라 DL(-)10m 수

심 확보를 위해 최대 2.5m를 준설하여야 하는 현장이

다. 지반조사 결과 증심 대상 지질은 연암 이상의 기

반암으로 조성되어 있어 발파공법 또는 쇄암공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여건을 지니고 있다. 이수관(2009)은 

수중 암반 제거를 위하여 중추식 쇄암공법, 수중다르

다방법, 약액주입방법, 수중발파방법, 겔파쇄방법 등

을 제시한 바 있으며, 본 사례 대상지의 계획 굴착 수

량은 약 5,000m
3
로 수중 암 굴착으로는 적지 않은 수

량이고, 특히 시설물 기초에서 1.5m까지 근접하여 암

반을 제거하여야 하는 조건과 시설물의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발파공법은 배제되고 쇄암공법으로 결정되

었다. 쇄암작업은 평균 35ton 중량의 쇄암봉을 자유

낙하 시켜 기반암에 충격을 주어 파쇄하는 공정의 특

성상 연속충격진동이 발생된다. 이로 인한 인접 시설

물의 구조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쇄암작업 전 

과정에 걸쳐 해당 시설물에 대한 진동측정을 실시하

였고, 이들 자료를 바탕으로 인접 구조물의 안정성을 

평가하였다.

2. 수중 준설공법 검토

2.1 준설공법 개요

하천이나 해안의 바닥에 쌓인 흙이나 암석을 파헤

쳐 바닥을 깊게 하는 일을 준설이라고 하며 그 방식은 

일반준설, 쇄암준설 및 발파준설로 대별되는데, 토질

에 따라 적합한 방식을 채택한다. 일반준설은 쇄암을 

요하지 않고 오직 일반준설선을 사용하는 것으로 준

설공사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다른 방식보다 비용이 

적게 들며, 풍화된 암반 등 다소 단단한 지반일지라도 

가능한 한 이 방식으로 처리를 한다. 쇄암준설은 쇄암

선의 크레인에 장치되어 있는 중추의 끝으로 물밑 바

닥의 암반을 여러 번 타격하여 부순 후 준설하는 방식

이고, 발파준설은 기반암에 착암기로 깊은 구멍을 뚫

고 폭약을 장착하여 부순 후 준설하는 방식이다.

2.2 수중공사 특성

수중에 존재하는 기반암을 제거하는 공법은 크게 

발파공법과 쇄암공법으로 구분되며, 현장 여건에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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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쇄암선 정치 (b) 쇄암봉 낙하 (c) 기반암 충격·파쇄

(d) Grab 교체장착 (e) 파쇄암 준설 (f) 토운선 적재·이동

Fig. 1. Underwater rock breaking method process.

(a) 준설 대상지 평면 현황 (b) Breasting Dolphin (c) Working Platform

Fig. 2. Dredging site Lay-out.

합한 공법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수중작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발파공법 측면에서 고려하는 특수

성은 아래 Table 1과 같이 제시하였다(네스트 E&C, 2003).

이와 같은 수중 발파공법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수

중 기반암 제거에 있어서 발파공법 보다는 쇄암공법

에 의한 준설작업이 널리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쇄

암작업을 선호하는 대표적인 이유로는 Table 2와 같

으며, 수중 암반의 제거 및 외부 반출의 일련의 과정

은 Fig. 1과 같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당 현장의 준설방식으로는 쇄

암공법이 채택되었다.

3. 현장 실험

3.1 현장 개요

본 사례 연구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위치한 OOO부

두에서 수행되었으며, 이 부두의 주요 시설물은 Breas-

ting Dolphin 및 Working Platform으로 구성되어 있

다(Fig. 2 참조).

준설작업 대상 수량은 약 5,000m
3
이며, 계획준설 

심도는 DL(-) 10.0m로 최대 준설 깊이는 약 2.5m이

다. 준설 대상지에 인접하는 위치하는 부두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결과는 Table 3과 같이 나타났다(에스

큐엔지니어링, 2013).

3.2 연구 진행 과정

본 사례 연구의 목적은 쇄암작업으로 인해 유발되

는 충격진동으로부터 인접 시설물의 안정성을 저해하

지 않는 진동관리를 수행함에 있으며, 쇄암작업 전 과

정을 통하여 진동수준을 계측하여, 관리기준에 근접

할 경우에는 쇄암봉의 낙하고를 조절하여 유발진동을 

제어하는데 있고, 본 연구의 전반적인 진행과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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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afety diagnostic results

시설물명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OO화력

연료하역부두

 C등급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관련 문헌 검토

�

Dolphin 구조물에 대한 균열발생 임계 진동 수준 검토

�

 Dolphin  구조물에 대한 진동관리기준 설정

�

쇄암 준설 작업 위치 조사 및 진동계측 위치 결정

�

진동 계측 센서 부착

�

시험 쇄암 작업 및 진동 측정 분석

�

본 쇄암 시공 시행 및 계측, 결과 분석

Fig. 3. Research progress flowchart.

Table 4. Shock vibration estimate equation survey results

제안자 추정식 비고

대한주택공사

(1990)
   




  낙하물 충격진동

(v=mm/s, E=t.m, D=m)

Mayne-1    



 

낙하물 충격진동

(v=mm/s, E=t.m, D=m)Mayne-2

(1985)
   




 

김종훈

(1997)
   




   철추의 자유낙하에 의한 낙추진동

 화강편마암, (v=mm/s, E=Joule, D=m)

김남수

(1999)
   



   경부고속철도 3공구 건설현장

DHK 7 유압햄머(v=mm/s, E=t.m, D=m)

박현성

(2001)
   




 

암반굴착시의 브레이커 진동, 화강암

실시설계적용식

(Attewell & Farmer)
   




 

V : 최대진동속도(mm/sec), R : 수평거리(m)

W : 해머에너지(kNㆍm)

조건 : 말뚝항타 시 구조물에 미치는 진동

Fig. 3과 같다.

3.3 충격 진동 예측식 자료 조사

건설 진동은 진동원이 가진 에너지에 비례하고 거

리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항타진동

과 같이 충격에 의한 진동은 지반의 성질에 따라 그 

전달 정도가 크게 달라지며, 지반의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식으로 예측했을 경우 신뢰성 있는 예측치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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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Properties of concrete

대상물 종파 전달속도 압축강도 인장강도 밀 도

Breasting

Dolphin
3,880 m/sec 210kgf/cm

2
21.0kgf/cm

2
2.5g/cm

3

Table 6. Critical crack generate calculation formula

균열발생 임계 응력 산출식 비  고

   g = -ρ․C․V(t), 

  ε = V(t)/C,  

   g = ε․E

g : 파동의 파면에 대해서 직각방향으로 발생하는 응력(kg/cm
2
)

ρ : 구조물의 밀도,      C : 구조물의 Vp,     

V(t) : 구조물의 입자변위속도,

ε : 구조물의 Strain,   E : 구조물의 탄성계수

Fig. 4. Locations of vibration sensors.

보하기 어렵다. 수중에서 발생되는 쇄암진동과 관련

된 직접적인 자료는 검색과정에서 확보되지 못하였고 

낙하물 충격진동과 관련된 것으로 환경부(2010)의 자

료를 바탕으로 첨삭하여 정리하였다(Table 4 참조).

3.4 Dolphin 구조물 충격 진동에 의한 균열 발생 임계 

수준 검토

Table 5는 검토대상 구조물에 대한 물성치이며, 쇄

암작업으로 인한 보호 대상 구조물인 Dolphin의 우물

통 철근콘크리트에 대한 균열발생 임계 진동 수준을 

산출하기 위하여 Table 6의 개념으로 개략 계산을 하

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균열발생 임

계진동 수준은 쇄암 및 항타 등 연속 충격 진동에 대

한 안전율인 1/3을 적용하여 최종적으로 7.1cm/sec로 

산출하였다.

정역학적 검토에 의해 산출된 균열발생 임계 진동 

수준은 연속 충격진동을 적용하여 7.1cm/sec이나, 

보호 대상물의 안전진단 결과(C등급)를 고려하여 5.0 

cm/sec를 관리기준으로 채택하였다.

3.5 진동측정 센서 설치

쇄암작업으로 발생되는 충격진동으로부터 보호 받

아야 되는 시설물은 준설 대상지역에서 1.5m~35m 

이격되어 있으며, 시설물별 진동센서 설치 개소와 주

요 개소별 진동센서는 Fig. 4, Fig. 5와 같이 설치하였다.

3.6 쇄암 준설 작업 특성

쇄암 및 준설을 위한 장비는 공사 규모에 따라 쇄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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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물통 상부(조수에 의해 수중에 침수된 조건에서 측정) (b) Dolphin 및 Platform 상부

Fig. 5. Geophone installation methods.

Table 7. Specifications of grab dredger

규격 8m
3
 Grab Dredger

치수 36.5m(L) × 16m(B) × 3m(D)

붐 길이 23m

총 톤수 383ton

최대 준설 심도 40m

Table 8. Specifications of heavy weight chisel 

쇄암봉 중량

30~35ton

작업선에 3개를 구비(교체사용)

자유낙하 높이 3~6m

수중낙하 깊이 8m(저조위)~18m(고조위)

비고
시설물에 근접한 지역을 쇄암 할 때에는 자유낙하 

없이 수중낙하 

과 준설을 각각 독립적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으나, 

크레인이 탑재된 1대의 수상 작업선으로 쇄암봉(Chisel)

과 그래브(Grab)를 교체 장착하여 작업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쇄암과 준설작업을 교대로 진행함으

로서 장비비를 절감할 수 있다. 그러나 쇄암봉은 단단

하면서도 질겨야 하는 모순된 조건이 요구되기 때문

에 제작비가 비싸며 사용할 때 끝 부분이 많이 마모되

고 부러지는 경우도 있어 수리비가 만만치 않고, 35ton

에 달하는 무게로 인하여 육상운송도 번거롭다.

또한 일반준설만 하는 크레인의 윈치는 상승과 하

강만 하면 되지만 쇄암작업은 쇄암봉이 자유낙하 하

도록 개조를 하는데, 브레이크의 마모와 드럼의 과열, 

냉각의 반복 등으로 인하여 드럼에 균열이 생기거나 

제동력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쇄암작업은 쉬울 것 같으면서도 어렵다고 하는데, 

이는 쇄암봉을 잘못 낙하시키면 부러지기도 하며 한 

개의 가격이 수 천 만원으로 파손된 것은 수리도 곤란

하기 때문이다.

3.7 쇄암 준설 장비 및 작업 진행 단계

본 사례 연구에 사용된 준설 및 쇄암장비 제원은 

Table 7, 8과 같다. Fig. 6은 쇄암봉이 자유낙하하여 

수중으로 진입하는 과정을 연속으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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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자유낙하 (b) 수면과 접촉 (c) 수중낙하 후 쇄암

Fig. 6. The process of dropping the heavy weight chisel.

Fig. 7. Vibration propagation path.

3.8 시험 시공 진동 측정 결과

본 쇄암작업에 앞서 진동 발생 및 전달경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시험시공을 실시하였다. 시험시공은 시

설물의 보호 측면에서 준설 대상 중 구조물로부터 가

장 원거리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부터 시설물 방향으로 

이동하면서 낙하고를 달리하여 진행하였다. 진동전달 

거리 산정은 사거리 또는 평면상 거리가 아닌 실제 진

동 전파 경로를 고려하였다(Fig. 7 참조).

시험시공 구역 및 시설물에 설치된 진동센서 위치

와 진동전달 거리 현황은 Table 9와 같다.

쇄암봉의 낙하는 현장 여건에 따라 해수면에서 낙

하하거나, 해수면 위 3.0m 지점에서 낙하하는 방식으

로 구분되어지며, 현장의 시공 장면은 Fig. 8과 같다.

시험 시공시 쇄암 작업에 의한 계측위치별 진동값

은 Table 10~Table 13에서 제시하였다. 시험시공으로 

유발된 충격진동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미 있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자유낙하에 의한 진동

수준이 해수면에서의 낙하보다 더 높은 진동이 측정

되었고, 기반암반과 직접 접해 있는 우물통 상부에 비

해 Dolphin 및 Platform은 진동 전파거리가 증대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더 높은 수준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구조 특성상 보(Beam) 및 슬래브(Slab) 형태로 우물

통에서 전달된 진동이 증폭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 다른 특징으로는 해수면 낙하 유발진동 수준이 

해수면+3m 자유 낙하 유발진동보다 더 높게 측정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되었다. 

이와 같이 계측된 원인으로는 쇄암작업의 특성상 

기반암반에 대하여 1차 쇄암과 2차 쇄암으로 구분하

여 작업을 하기 때문으로 1차 쇄암은 100% 원지반에 

대한 쇄암이고, 2차 쇄암은 1차 쇄암을 진행한 곳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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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est construction site and measuring point 

시험시공 Lay-out 위 치 우물통 Dolphin Platform

1지역 40.9m 47.7m 50.9m

2지역 29.8m 36.9m 48.0m

3지역 33.0m 38.5m 31.9m

4지역 21.6m 27.1m 36.2m

(a) 해수면에서 낙하 (b) 해수면 위 3.0m에서 낙하

Fig. 8. Drop methods.

Table 10.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Well foundation)

시험쇄암 위치 시간 전달거리(m) 수평거리(m) 높이(m)
우물통 상부 측정 결과(mm/sec)

낙하고
T성분 V성분 L성분 PPV PVS

1지역

10:33:08 40.9 30.0 10.9 0.397 0.222 0.476 0.476 0.535 해수면

10:33:34 40.9 30.0 10.9 0.460 0.349 0.524 0.524 0.624 해수면

10:34:05 40.9 30.0 10.9 0.540 0.444 0.429 0.540 0.585 해수면

10:34:47 40.9 30.0 10.9 0.619 0.397 0.413 0.619 0.674 해수면

10:35:17 40.9 30.0 10.9 0.571 0.413 0.365 0.571 0.706 해수면

10:36:02 40.9 30.0 10.9 0.762 0.508 0.968 0.968 1.030 해수면+3m

10:36:33 40.9 30.0 10.9 1.030 0.476 1.220 1.220 1.260 해수면+3m

10:37:07 40.9 30.0 10.9 0.317 0.698 0.651 0.698 0.733 해수면+3m

암질에 따라 추가로 2~6회 타격을 하는 작업 방법에 

기인한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4개 영역에서 낙하고를 달리하여 실시한 시험시공

의 계측하여 분석한 결과는 Breasting dolphin 구조물

에서 최대값(1.64cm/sec)이 측정되었고 관리기준인 

5.0cm/sec 미만으로 평가되어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

로 분석되었다. 

시험쇄암에서 측정된 각 보안물건 위치에서의 진동 

최대값은 Table 14와 같다.



임대규ㆍ신영철ㆍ김영민ㆍ이충언 33

Table 11.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 (Breasting Dolphin)

시험쇄암 위치 시간 전달거리(m) 수평거리(m) 높이(m)
Breasting  Dolphin 상부 측정 결과(mm/sec)

낙하고
T성분 V성분 L성분 PPV PVS

1지역

10:33:06 47.7 30.3 17.4 0.921 0.524 1.130 1.130 1.490 해수면

10:33:32 47.7 30.3 17.4 1.060 0.619 1.480 1.480 1.710 해수면

10:34:03 47.7 30.3 17.4 0.810 1.130 1.140 1.140 1.410 해수면

10:34:45 47.7 30.3 17.4 1.020 0.794 0.841 1.020 1.090 해수면

10:35:15 47.7 30.3 17.4 1.170 0.794 0.619 1.170 1.300 해수면

10:36:01 47.7 30.3 17.4 1.650 0.746 1.220 1.650 1.970 해수면+3m

10:36:32 47.7 30.3 17.4 2.050 1.510 1.750 2.050 2.580 해수면+3m

10:37:05 47.7 30.3 17.4 1.570 1.330 1.400 1.570 2.330 해수면+3m

Table 12.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 (Working Platform)

시험쇄암 위치 시간 전달거리(m) 수평거리(m) 높이(m)
Working Platform 상부 측정 결과(mm/sec)

낙하고
T성분 V성분 L성분 PPV PVS

1지역

10:33:11 50.9 32.0 18.9 0.286 0.730 0.460 0.730 0.817 해수면

10:33:38 50.9 32.0 18.9 0.286 0.968 0.556 0.968 1.100 해수면

10:34:08 50.9 32.0 18.9 0.286 0.889 0.540 0.889 1.030 해수면

10:34:50 50.9 32.0 18.9 0.333 0.683 0.397 0.683 0.797 해수면

10:35:20 50.9 32.0 18.9 0.381 0.413 0.190 0.413 0.443 해수면

10:36:06 50.9 32.0 18.9 0.556 0.984 0.698 0.984 1.210 해수면+3m

10:36:37 50.9 32.0 18.9 0.619 1.870 0.857 1.870 1.950 해수면+3m

10:37:10 50.9 32.0 18.9 0.397 1.050 0.683 1.050 1.250 해수면+3m

Table 13.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 (Breasting Dolphin)

시험쇄암 위치 시간 전달거리(m) 수평거리(m) 높이(m)
Breasting  Dolphin 상부 측정 결과(mm/sec)

낙하고
T성분 V성분 L성분 PPV PVS

3지역

11:07:39 38.5 21.1 17.4 7.110 1.640 3.460 7.110 7.200 해수면

11:08:16 38.5 21.1 17.4 5.560 1.600 3.050 5.560 6.050 해수면

11:08:48 38.5 21.1 17.4 6.250 1.240 2.490 6.250 6.550 해수면

11:09:30 38.5 21.1 17.4 3.890 1.430 1.680 3.890 3.940 해수면

11:09:59 38.5 21.1 17.4 5.830 1.900 3.350 5.830 6.290 해수면

11:10:47 38.5 21.1 17.4 4.870 0.857 2.510 4.870 5.510 해수면+3m

11:11:19 27.1 10.4 16.7 3.510 1.900 2.300 3.510 3.740 해수면+3m

11:11:53 27.1 10.4 16.7 2.440 1.110 3.370 3.370 3.390 해수면+3m

Table 14.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 (Test construction maximum value)

구분 우물통 상부 Breasting Dolphin Working Platform

최대값(cm/sec) 0.687 1.64 0.346

4. 본 쇄암작업 계측 

4.1 작업 현황

시험시공 계측 결과를 바탕으로 각 보호 시설물에 

대한 이격 거리별 충격진동 수준을 예측할 수 있었고 

3일에 걸쳐 본 작업을 실시하였으며, Fig. 9와 같이 

계측을 실시하였다. 이때 3곳의 보호 시설물에서 측

정된 진동수준은 관리 기준인 5.0cm/sec를 준수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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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Dredging area and measuring location Lay-out(Detail).

Table 15.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Main construction maximum value, Well foundation)

측정 일시 및 위치

(Dolphin 우물통 상부)

쇄  암

타격수

각 성분 최대값(cm/sec)
평가 진동수치

T-방향 V-방향 L-방향

11/27, 14:12 ~ 23:56 ≒ 395회 1.350 1.260 1.740 1.740 

11/28, 01:05 ~ 21:30 ≒ 316회 0.571 0.406 0.470 0.571 

12/03, 08:56 ~ 21:12 ≒ 796회 1.350 0.864 1.210 1.350

Table 16.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Main construction maximum value, Breasting Dolphin)

측정 일시 및 위치

(Dolphin 슬래브 상부)

쇄  암

타격수

각 성분 최대값(cm/sec)
평가 진동수치

T-방향 V-방향 L-방향

11/27, 14:12 ~ 23:56 ≒ 395회 4.440 1.940 4.000 4.440 

11/28, 01:05 ~ 21:30 ≒ 316회 1.300 0.508 1.410 1.410 

12/03, 08:56 ~ 21:12 ≒ 796회 3.680 1.270 3.210 3.680

4.2 계측 결과

본 공사는 대형선박이 접안할 수 있도록 수심을 확

보하는 것이 목적으로 수중의 기반암을 제거하여야 

하는 주된 위치는 Breasting Dolphin(1)이다. 시험시

공을 통해 기반암과 접해있는 우물통 보다 Dolphin 

상부 슬래브의 진동 수준이 더 높은 경향이 있어 2대

의 계측기를 설치하여 관리하였다. Table 15는 쇄암 

작업시 우물통 기초부에 전달된 진동의 최대값을 작

업 수행일에 따라 나타낸 것이며, Table 16은 동일한 

작업 여건에서 Dolphin 상부 슬래브에 전달된 진동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Breasting Dolphin (1) 주위에 쇄암작업 대상 기반

암이 가장 많이 있고, 계획 굴착 깊이는 2.5m에 달하

며 우물통과 슬래브의 진동 증폭현상 등을 고려하여 

총 3일간 진행된 본 작업의 모든 쇄암 진동을 측정, 

비교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17과 같다.

총 4일간의 쇄암작업(시험시공 1일, 본 시공 3일)을 

통해 약 5,000m
3
의 수중 기반암을 파쇄 완료하였고, 

부두 시설물 4곳에서 진동계측을 수행하였으며 최대 

측정값은 Breasting Dolphin 상부 슬래브에서 4.44 

cm/sec(PPV)로 관리기준 5.0cm/sec 미만을 준수하였

으며, 시공 중 각 구조물 진동센서에 전달된 최대 진

동 속도는 Table 18과 같다.

 

4.3 계측 결과 분석 및 평가

쇄암작업으로 유발되는 진동의 전달 경향을 파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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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Comparison of overall vibration 

작업일 Breasting Dolphin 우물통 상부 Breasting Dolphin 슬래브 상부

11/27

11/28

12/03

Table 18. Results of measured vibration (Main construction maximum value)

구분
Breasting Dolphin (1) 

우물통 상부 

Working Platform

Loading Arm 기초

Breasting Dolphin (1) 

슬래브 상부 

Breasting Dolphin (2) 

슬래브 상부

최대값(cm/sec) 1.74 2.43 4.44 3.47

기 위해 회귀분석 기법을 통하여 추정식을 Table 19

와 같이 도출하였으며, G.P.S 측량으로 진동 발생지

점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시험시공 계측 결과를 분

석에 사용하였다. 당 현장은 기반암에 대하여 평균 2

회의 타격으로 약 0.6m 깊이로 쇄암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지점에 대해 경암은 5~6회, 연암

은 2~3회 정도의 쇄암 횟수가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인 경우이며, 이와 같은 이유로 동일지점에 대한 최초 

타격 시와 추가 타격 시 유발되는 진동 수준이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지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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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Results of regression analysis 

시험시공 측정 자료 전체 반영

(우물통 상부 Data)

시험시공 측정 자료 선별 반영

(우물통 상부 각 지점별 상위 50% Data)

 
  



  sec (r=0.766)    




  sec (r=0.817)

 
  



  sec (r=0.766)  

  



  sec (r=0.817)

전체 데이터를 적용한 것과 상위 50% 데이터를 선

별 적용하여 추정식을 도출한 이유는 인접 시설물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즉 동일한 지점에 

2~6회 정도 반복하여 쇄암봉으로 충격을 주는 작업 

특성상 최초 쇄암시 가장 높은 수준의 진동이 발생할 

거라는 추론에 근거한 것이다.

4.4 기존 자료와 비교 평가

쇄암작업과 관련된 진동 추정식 자료를 찾기 위하

여 여러 방법으로 검색을 하였으나, 항타진동 및 동다

짐 공법과 관련된 충격진동 예측식은 검색되었으나 

직접적으로 쇄암작업과 관련된 진동추정식은 찾지를 

못하였다. 당 현장 시험 쇄암 시공시 측정된 진동자료

로 부터 획득한 진동추정식과 항타 및 동다짐 공법으

로 제안된 추정식을 같은 조건(낙하에너지)을 부여하

고 검토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현장 추정식은 50%와 95%로 각각 산출하였으며, 

주변 보호 대상 시설물의 노후도 및 중요성 등을 고려

하여 반영하도록 하였고, 당 현장 본 공사 쇄암시에는 

50% 추정식으로 진동관리를 하였다.

여러 추정식과 비교한 결과 현장 50% 추정식과 비

교적 유사한 경향을 보이는 것은 Mayne-1 제안식이

고, 현장 95% 추정식과 유사한 것은 대한주택공사 제

안식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실시설계 단계에서 고

려한 Attewell & Farmer 제안식은 다른 것에 비하여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바, 이것은 유압항타진동 

자료로부터 획득된 것이고 Mayer-1, 2 및 대한주택공

사 제안식은 무거운 중량물(10~50 ton)을 자유낙하 

시켜 지반을 개량하는 동다짐 공법에서 획득한 것이

기에 진동발생 메커니즘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추

론된다. 전술한 바와 같이 쇄암과 유사한 형태의 진동

을 유발하는 공법은 Fig. 11과 같다.

당 현장에서 획득한 쇄암작업 진동추정식과 동다짐 

공법에서 제안된 Mayne-1, 2식으로 동일조건으로 가

정하여 계산된 예상진동 수준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20과 같다.

4.5 계측 자료 비교 평가

쇄암작업과 발파작업은 진동의 발생원이 상이하다. 

즉 중량의 쇄암봉 낙하에너지와 폭약의 폭굉압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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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 추정식 비교(50%, 95%) (b) 여러 추정식과 비교

Fig. 10. Comparison of various vibration formula.

(a) 쇄암공법(암반에서 진동발생) (b) 동다짐공법(연약지반에서 진동발생) (c) 항타공법(연약지반에서 진동발생)

Fig. 11. Compare of similar method.

Table 20. Compare of vibration estimate formula

거리 (m)
50% 현장 추정식 (A)

(cm/sec)

Mayne-1 제안식 (B)

(cm/sec)

Mayne-2 제안식 (C)

(cm/sec)

비고(cm/sec)

(A)-(B) (A)-(C)

5 10.89 9.16 9.23  1.73  1.65 

10 2.32 2.82 3.86 -0.49 -1.53 

15 0.94 1.41 2.31 -0.47 -1.37 

20 0.50 0.87 1.61 -0.37 -1.11 

25 0.30 0.59 1.22 -0.29 -0.91 

30 0.20 0.44 0.97 -0.23 -0.76 

35 0.14 0.34 0.80 -0.19 -0.65 

40 0.11 0.27 0.67 -0.16 -0.57 

스압이 그것이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쇄암진동 파형과 

육상 트렌치 발파에서 측정된 파형을 서로 비교하여 

특징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3가지 대상을 선정하였으

며 주요 내용은 아래 Table 21과 같이 정리하였다.

쇄암진동은 발파진동에 비해 저주파수를 나타내고 

있다. 즉 6.0~12.0Hz 범위를 나타내고 있으며, 발파진

동은 39.4~51.2Hz 범위이다. 또한 쇄암은 L-성분에서 

최고 수치가 나타났으나 발파에서는 V-성분이 최고 

수치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서 기반암과 직접 접해

있는 우물통 상부 진동 수치가 작고(0.687cm/sec)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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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Compare of vibration waveform, frequency, level

본 연구 대상지 쇄암 진동 신고리 3&4호기 발파 진동

Chlorination BLDG 기초 상부Breasting Dolphin (1) 우물통 상부 Breasting Dolphin (1) 슬래브 상부

이격거리 : 21.6m 이격거리 : 27.1m 이격거리 : 23.0m

35ton 쇄암봉, 낙하고 9.0m(수상 3.0, 수중 6.0m) 지발당 장약량 : 1.0kg

물통에서 약 6.0m 상부인 Breasting Dolphin 슬래브 

진동 수치가 더 높게(0.987cm/sec) 나타났으며, 이는 

두께가 얇은 슬래브 부재에서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

으로 추론된다. 

  

5. 결론 및 제언

 

본 사례 연구는 수중 기반암을 제거하는 일반적인 

방법 중 하나인 쇄암공법 적용 현장에서 주변에 위치

하고 있는 부두 시설물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

작되었다. 본 쇄암공사를 진행하기 전에 유사 사례를 

검색했으나 국내·외적으로 쇄암과 관련된 자료는 전

무하였고, 말뚝 항타 공법과 동다짐 공법에 관한 진동 

예측 자료 등은 다수 존재하였다. 시험시공을 통해 쇄

암작업의 진동발생 및 전파 특성을 분석하여, 이를 바

탕으로 본 공사에 대한 관리지침을 제정할 수 있었다. 

약 5,000m
3
에 달하는 수중 기반암을 처리하는데 소요

된 시간은 시험시공을 포함하여 총 4일이 소요되었다. 

이는 수중발파공법에 비하면 시공성과 경제성 측면에

서 상당한 경쟁력을 지닌 공법으로 판단된다. 금번 연

구를 통하여 얻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작업환경이 열악한 수중의 기반암을 제거하는 대

표적인 공법은 쇄암준설과 발파준설이 있는데, 수

중으로 작업자를 투입하지 않고서도 작업이 가능

한 쇄암준설공법이 시공성과 경제성, 안전성 측면

에서 효과적인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2) 쇄암작업은 동일한 지점에 대해 연암은 2~3회, 

경암은 5~6회 연속타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최

초 타격에 비해 후속 타격 시에 발생되는 진동수

준의 감소가 큰 특징을 지니고 있었다.

(3) 쇄암작업으로 인한 발생 진동은 쇄암봉의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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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상, 낙하고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낙하고의 변화에 따라 발생

되는 진동의 크기는 유의미하지는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시험시공 계측자료를 회귀분석 처리를 하여 50% 

및 95% 진동 추정식을 도출하였고, 이는 여러 진

동 추정식 중에서 50% 추정식은 Mayne-1 식과, 

95% 식은 대한주택공사 식과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5) 여러 진동 추정식 중 말뚝항타진동 관련 예측식 

보다는 동다짐 공법에 사용되는 예측식이 쇄암작

업 진동 특성과 유사한 것을 발견하였고, 이를 바

탕으로 쇄암작업 계획을 수립할 때 진동 영향권 

예비 검토 단계에서 Mayne-1 식을 적용한다면 

소정의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된다.

(6) 부두 시설물인 Breasting dolphin은 기초부인 우

물통과 상부 슬래브로 나누어지는데, 쇄암작업으

로 전파되어 온 진동은 우물통보다 상부 슬래브

에서 더 높은 진동이 계측되었고, 이는 이격거리

가 증가하였으나 슬래브 구조의 특성으로 진동이 

증폭되는 현상이 발생하였음을 알게 되었다.

(7) 쇄암진동과 발파진동을 비교한 결과, 쇄암은 6.0~ 

12.0Hz대의 저주파수를 나타내고 발파진동은 39.4~ 

51.2Hz로 상대적으로 고주파수를 나타내었다. 이

는 향후 부두 시설물 주변에서 쇄암작업을 할 때, 

공진현상에 의한 피해 발생 개연성이 발파에 비해 

높을 것으로 추론된다. 즉 발파는 순간 충격진동

이나 쇄암은 연속충격진동이기 때문에 진동관리 

기준을 1/3로 하향하여 관리를 할 것을 제안한다.

(8) 향후 쇄암작업에 대한 수중소음의 발생, 전파경향

에 대해 계측자료를 확보하고, 전파특성을  수식

화하는 연구가 수행되어, 수중발파와 쇄암작업으

로 인한 수중 생명체에 대한 영향권을 비교할 수 

있는 기술자료가 작성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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