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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면 터빈 기초 구조물의 부분발파해체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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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Partial Explosive Demolition of a Large-Section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Hoon Park, Chul-Gi Suk, Sung-Woo Nam, You-Song Noh

Abstract The number of industrial structures that must be demolished due to functional and structural deteriora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is an increasing application of explosive demolition or explosive demolition combined 

with mechanical demolition to minimize temporal and spatial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created during the 

process of demolition. In this case study, to demolish the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which is a large-sectio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e parital explosive demolition thchnique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partial 

explosive demolition, the overall crushing of the blasting sections of beam-column joints structure with haunched 

beams and second-floor columns about the turbine foundation was satifactory, and the explosive demolition was 

completed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surrounding facilities.

Key words Partial demolition, Explosive demolition,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Large-sectio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초  록 산업구조물의 기능적 ․구조적 노후화에 따른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적 ․공간적 환경위해요소

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파해체공법 또는 기계식해체 및 발파해체를 혼용한 해체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본 시공사례에서는 대단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인 터빈기초 구조물을 해체하기 위해 부분발파해체 공법을 적용

하였다. 발파 결과, 터빈기초 구조물의 보와 기둥과의 접합부, 우각부의 헌치, 2층 기둥부가 적절하게 파쇄되었으

며, 주변 시설물에 피해 없이 발파를 완료하였다.

핵심어 부분해체, 발파해체, 터빈기초, 대단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산업구조물

1. 서 론

국내에서는 70년대 경제개발계획 아래 많은 산업구

조물이 신설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물은 다양한 형

태와 대규모, 고강도, 고강성의 구조적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들

과 연계되어 있다. 최근에는 구조적 노후화 및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해체되는 산업구조물의 수요

가 증가하고 있다(박 훈 외, 2008). 산업구조물의 해

체공사는 해체공기의 증가에 따른 시간적 제약과 함

께 지속적인 진동, 소음 및 분진발생 등의 환경위해적

인 요소를 내재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구조물

의 해체공사에 발파해체공법 또는 기계식해체 및 발

파해체를 혼용한 해체공법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으

며,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는 산업구조물 및 특수구

조물의 해체에 적용되고 있다(박과 석, 2009; Park 

and Suk, 2010; Park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물 중의 하나인 대단면 철

근콘크리트 터빈기초 구조물 해체공사에 적용한 부분

발파 해체공법 사례를 기술하였다.



대단면 터빈 기초 구조물의 부분발파해체 시공사례20

Fig. 1. Surrounding conditions.

Table 1. The distance between surrounding structures and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No. Surrounding structures Distance (m)

1 Complex control room 76.4

2 Turbine generating system 51.3

3 Switch yard 101.1

4 Integrated building 57.9

5 Annex building 64.2

6 Gym 62.8

7 Heat transport building 117.0

Fig. 2. Perspective view of the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2.

2. 시공 개요

본 현장은 인천시 서구에 위치한 한국중부발전(주) 

인천화력본부 내 기력 1호기와 기력 2호기 발전소의 

터빈기초 구조물 해체현장이다. 기력 1호기는 1968년 

2월에 착공하여 1970년 5월에 준공하였으며, 기력 2

호기는 기력 1호기와 같이 착공하였으나 계획 및 조

정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되어 1974년 12월에 준공되

었다.

기력 1호기와 기력 2호기의 터빈기초 구조물은 대

단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변 가동 시설물들이 

인접되어 있어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제한된 공사기

간 내에 해체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따라서 부분발파

해체와 기계식해체를 혼용한 해체공법을 계획하였다. 

3. 주변 현황 및 발파대상 구조물의 구조

3.1 주변 현황

발파대상 구조물인 터빈기초 구조물 #1과 #2의 위

치 및 주변 현황은 Fig. 1과 같다. 주요 보안물건으로

는 복합제어실, 증기터빈, 스위치야드 등이 있으며, 발

파대상 구조물과 주요 보안물건과의 거리는 Table 1

과 같다.

3.2 발파대상 구조물의 구조

발파대상 구조물인 터빈기초 구조물 #1과 #2는 지

상 2층의 철근콘크리트 라멘 구조물로 기둥단면의 최

대 폭은 2700mm, 보의 최대 폭은 3450mm, 보의 최

대 두께는 2300mm인 대단면 구조물로 구조물의 전

체 높이는 11m, 길이는 35m, 폭은 11m인 장방형 구

조물이다. 또한 터빈설비의 위치에 따른 1층과 2층의 

기둥 단면, 거더 단면, 헌치(haunch) 단면이 변화하는 

비정형 구조물로 기력 1호기와 기력 2호기에 각각 1

동씩 2동이 약 29m 이격되어 있다. Fig. 2는 터빈기

초 구조물 #2의 사시도를 나타낸 것이다.

4. 발파해체 공법 선정

터빈기초 구조물의 발파해체 공법은 기계식해체의 

2차 파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조물의 전체 붕괴

를 유도하지 않고, 철근 배근이 다른 부재에 비해 상

대적으로 많은 보와 기둥의 접합부와 우각부의 헌치

(haunch)를 파쇄 또는 균열을 발생시키는 부분발파해

체로 선정하였다. 발파구역은 2F와 3F의 접합부와 헌

치, 2층 기둥의 일부, 3F의 보 일부를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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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vation view of blasting section of the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2 (unit: mm).

(a) 3F

(b) 2F

Fig. 4. Plan view of blasting section of the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2 (unit: mm).

Fig. 3과 Fig. 4는 각각 터빈기초 구조물 #2의 발파구

역 입면도와 평면도를 나타낸 것이다.

5. 주요 공정

5.1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천공경에 따른 설계 장약량, 공간격, 저

항선 등의 적정성을 판단하고 보정하여 본 발파 시 실

제 적용 장약량을 결정하고, 설계 장약량에 따른 발파

대상 부재의 방호방법의 적정성 판단 및 보완, 분산 

장약에 따른 보와 기둥의 접합부 및 우각부의 헌치의 

파쇄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천공경을 ø65mm와 ø38mm

로 달리하여 수행하였다. 시험발파 대상 부재는 구조

물의 구조적 특성상 터빈기초 구조물 #2의 2개소(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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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pecifications of the test blasting

Classification TB 1 TB 2

Location 2F B-B'-1 3F D-D'-2

Drilling hole diameter (mm) 38 65

Drilling length (mm) 2.3 7

Burden (m) 0.6 0.7

Spacing (m) 0.8 1.1

Number of holes (holes) 4 4

Explosive charge (kg/hole) 0.875 3.4

Total explosive charge (kg) 3.5 13.6

Fig. 5. Pattern diagram of change for the test blasting.

(a) Crushing status of TB 1 test blasting

(b) Crushing status of TB 2 test blasting

Fig. 6. Result of the test blasting. 

B-B'-1, 3F D-D'-2)에서 실시하였다. Table 2는 시험

발파의 재원을 나타낸 것이며, Fig. 5는 시험발파 대

상 부재의 장약 패턴도이다.

Fig. 6은 시험발파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B 1의 

경우 장약량에 따른 헌치 부분의 파쇄도는 양호하였

으며, 본 발파 시 동일한 장약량을 사용하기로 결정하

였다. 방호방법에 있어서도 주변에 비산이 없이 적절

한 방호성능을 확인하였다. TB 2의 경우 2F 헌치, 2

층 기둥, 3F 헌치의 바깥쪽은 다수의 비산이 발생하

였으며, 특히 2층 기둥부에서는 이음철근이 분리되었

다. 상대적으로 안쪽은 1열과 2열을 연결하는 벽체형 

보의 영향으로 자유면이 있는 바깥쪽 방향으로 파쇄

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본 발파 시 저항선과 공간격은 

동일하게 하고, 장약위치와 장약량을 조절하기로 결

정하였다. 먼저 외부공의 장약위치는 2층 기둥부를 제

외하고는 2F 헌치와 3F 헌치에 2단으로 분산장약을 

하고, 장약량은 각각 0.8kg으로 수정하였다. 내부공의 

장약위치는 시험발파와 동일하게 3단으로 분산장약

을 하고, 장약량은 1.2kg으로 동일하게 장약하기로 결

정하였다.

5.2 천공작업

터빈기초 구조물의 발파해체 공법은 보와 기둥의 

접합부, 우각부의 헌치, 2층 기둥과 3F 보의 일부를 

발파함으로써 2차 파쇄작업의 효율성을 증대시키는

데 목적이 있다. 따라서 3F에서 2층 기둥을 포함한 2F 

헌치까지의 수직천공과 1층 기둥과 2F 헌치의 수평천

공을 병행하였으며, 터빈기초 구조물 #1은 3F 보의 

일부에 수직천공을 실시하였다. 수직천공의 경우 천

공경 ø65mm, 유압드릴로 천공하였고, 수평천공의 경

우 천공경 ø38mm, 레그드릴 또는 천공경 ø50mm, 

ø65mm의 코어드릴로 천공하였다.

Fig. 7은 터빈기초 구조물 #1의 천공패턴도를 나타

낸 것이다. A-A', D-D', E-E'열은 3F에서 2F 헌치까

지 수직천공을 하였고, B-B', C-C'는 3F에서 수직천

공을 하였으며, 2F와 1층 기둥은 수평천공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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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atten diagram of drilling for the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1 (unit: mm).

Fig. 8. Protection of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또한, 터빈기초 구조물 #1의 3F 보의 일부구간에 대

해 수직천공을 실시하였다. 터빈기초 구조물 #2의 천

공패턴은 3F 보의 일부 구간에 대한 천공을 제외하고 

터빈기초 구조물 #1과 동일하다. 터빈기초 구조물 #1

의 전체 천공수는 63공이고 터빈기초 구조물 #2의 전

체 천공수는 44공이다. 

5.3 방호작업

발파대상 부재의 위치 및 구조적 특성상 부재에 대

한 직접방호 대신에 구조물 전체를 방호하는 간접방

호를 1차 방호로 실시하였다. 또한, 기존 구조물의 벽

체와 비계울타리를 이용하여 2차 방호를 실시하였다. 

1차 방호는 구조물 전체를 장섬유 부직포(350g/m
2
)

와 아연도 능형철망(#8-58mm)으로 방호하였다. 상대

적으로 자유면의 수가 많은 구조물의 각 모서리 부분

은 장섬유 부직포(350g/m
2
)로 추가로 방호하였으며, 

수평천공 된 발파구간은 컨베이어 매트로 추가 방호

하였다. 또한, 아연도 능형철망을 와이어로 연결하여 

1차 방호 전체를 일체화시켰다(Fig. 8).

5.4 장약 및 전색작업

사용화약류는 MegaMITE I 28mm와 MagaMAX 

32mm를 사용하였다. 공당 장약량은 0.6~3.6kg이며, 

외부공과 내부공으로 구별하고, 동일한 공에서 상부, 

기둥부, 하부로 구별하여 분산장약을 하였다. 전색은 

분산장약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모래와 쇄석

을 사용하였다. Fig. 9는 장약 상세도를 나타내며, Table 

3은 각각의 장약공의 위치에 따른 장약량을 나타낸 

것으로 총화약량은 165.65kg이다.

5.5 결선작업

사용뇌관은 공저뇌관으로 비전기뇌관(200ms, 4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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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F A-A' (b) 3F B-B' (c) 3F C-C'

(d) 3F D-D' (e) 3F E-E'-1 (f) 3F E-E'-2

(g) 2F B-B' (h) 2F C-C' (i) beam

Fig. 9. Pattern diagram of charging for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unit: mm).

을 사용하였으며, 연결뇌관으로는 TLD(Trunkline Delay 

Detonators)와 번치 커넥터(Bunch Connector)를 사용

하였다. 전체 천공수는 107공이지만 일부 구간의 분

산장약으로 인해 공저뇌관은 165개가 소요되었다. 발

파구간별 시차는 17~25ms로 하였으며, 동일한 장약

공에서 분산장약 간의 시차는 17ms로 하였다. 기폭 

후 연결뇌관 튜브의 컷오프(Cut-off)를 방지하기 위해 

연결뇌관을 부직포로 방호하였다. 터빈기초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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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pecifications of the charging

Classification

Explosive 

charge

(kg/hole)

Total 

explosive 

charge (kg)

2F
B-B' upper 0.875 10.5

C-C' lower 1.0625 12.75

Sub total ― 23.25

3F

A-A'

(Outer)

upper 0.8 9.6

lower 0.8 9.6

A-A'

(Inner)

upper 1.2 4.8

column 1.2 4.8

lower 1.2 4.8

B-B' upper 0.8 6.4

C-C' lower 0.6 7.2

D-D'

(Outer)

upper 0.8 4.8

lower 0.8 4.8

D-D'

(Inner)

upper 1.2 7.2

column 1.2 7.2

lower 1.2 7.2

E-E'-1

(Outer)

upper 0.8 4.8

lower 0.8 4.8

E-E'-1

(Inner)

upper 1.2 2.4

column 1.2 2.4

lower 1.2 2.4

E-E'-2

(Outer)

upper 0.8 4.8

lower 0.8 4.8

E-E'-2

(Inner)

upper 1.2 2.4

column 1.2 2.4

lower 1.2 2.4

Sub total ― 112

Beam 1.6 30.4

Total ― 165.65

간의 기폭시차는 0.2초로 설정하여 터빈기초 구조물 

#2이 기폭 후 터빈기초 구조물 #1이 기폭되는 것으로 

설계하였다. Fig. 10은 터빈기초 구조물 #1의 결선도

를 나타낸 것이다.

6. 발파해체 결과

6.1 발파 결과

발파기로부터 점화 후 터빈기초 구조물 #2의 중앙 

기둥(C-C')부터 기폭이 시작되면서, 구조물의 양쪽 방

향으로 점진적으로 기폭되었다. 터빈기초 구조물 #1

은 발파기로부터 점화 후 0.2초 후에 터빈기초 구조물 

#2와 동일한 패턴으로 중앙기둥(C-C')부터 기폭되었

다. 최종 기폭완료는 터빈기초 구조물 #1의 E-E' 2열

의 상단부이고, 기폭완료 시간은 0.778초였다. 터빈기

초 구조물 #2의 경우에는 장섬유 부직포와 아연도 능

형철망의 방호재가 일체화되어 비산과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제어되었다. 터빈기초 구조물 #1의 경

우에는 #2호기와는 달리 일부 발파공에서 전색에 의

한 분진이 발생하였다.

터빈기초 구조물 모두 보와 기둥과의 접합부, 우각

부의 헌치, 2층 기둥부는 계획 대비 양호하게 파쇄되

었다. 또한, 2층 기둥부의 경우 내부와 외부의 파쇄도

가 다른 이유는 외부공은 분산장약을 하지 않았고, 내

부공은 분산장약을 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Fig. 11은 터빈기초 구조물의 발파 후 파쇄상태를 

나타낸 것이고, Fig. 12는 터빈기초 구조물의 상태를 

시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6.2 소음 및 진동계측 결과

Table 4는 터빈기초 구조물 부분발파해체에 따른 

주변 주요 보안물건에 대한 소음 및 진동 계측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복합제어실에서 계측된 진동 계측치 

0.267cm/s는 당 현장 규제기준치인 0.2cm/s를 약간 

초과하였다. 그러나 계측지점이 복합제어실과 현장 

사이의 도로이므로 복합제어실과는 20~30m 이격되

어 있고, 당 현장 규제기준치와 0.067cm/s 차이를 감

안한다면 복합제어실 내부에서는 물리적인 영향이 없

을 것으로 사료된다.

소음의 경우 종합사무실에서 계측된 소음 계측치 

98dB(A)은 당 현장 규제기준치인 75dB(A)을 초과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측지점이 사무실 외부

이므로 사무실 내부에서는 음의 회절이나 반사에 의

해 소음의 영향은 미미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사

무실 내 근무 직원이 대부분 없는 일시에 발파를 실시

하였고, 발파 전 안내방송으로 사무실 내 직원들이 소

음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었으므로 실제 발파 소음

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발파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범위를 파악

하기 위해 후문에서 계측한 자료는 trigger level인 

0.03cm/s 이하로 계측되지 않아 발전소 부지 외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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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onnecting diagram for the turbine foundation structure #1.

(a) Crushing status of #1 (b) Crushing status of #2

Fig. 11. Crushing status of the main blasting.

(a) 0sec (b) 0.5sec (c) 1.0sec

(d) 1.5sec (e) 2.0sec (f) 2.5sec

Fig. 12. Time-sequence pictures of the targ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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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sound and ground vibration measurement

Measuring point
Vibration (cm/s) Sound pressure level

(dB(A))

Distance

(m)Trans. Vert. Long. PPV

#1 Complex control room 0.267 0.229 0.140 0.267 100 76.4

#2 Integrated building 0.190 0.483 0.190 0.483 98 57.9

#3 Switch yard 0.114 0.165 0.114 0.165 102 101.1

#4 Back gate N/A (trigger level 0.03cm/s under) 330.0

Table 5. Result of the crack measurement

Measuring location No.
Initial setting value

(mm)

Measurement

(mm)

Deviation

(mm)

Annex building

Outside C-1 40.35 40.35 ±0.00

2 floor
C-1 45.78 45.79 +0.01

C-2 54.07 54.07 ±0.00

3 floor
C-1 32.63 32.64 +0.01

C-2 36.23 36.23 ±0.00

의 소음 및 진동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6.3 균열 계측 결과

터빈기초 구조물 부분발파해체로 인한 주변 콘크리

트 구조물인 별관사무실의 균열발생 피해를 확인하기 

위해 균열 계측을 실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균

열 계측 결과 발파 전과 발파 후와의 계측치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균열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7. 결 론

본 시공사례는 산업구조물 중의 하나인 대단면 철

근콘크리트 터빈기초 구조물 해체공사에 부분발파 해

체공법을 적용한 사례로써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발파대상 구조물인 터빈기초 구조물의 2차 파

쇄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구조물의 전체 붕괴를 

유도하지 않고, 보와 기둥의 접합부와 우각부의 헌

치(haunch)를 부분발파함으로써 파쇄 또는 균열을 

발생시켰다. 

2) 보와 기둥의 접합부, 헌치, 기둥부의 파쇄 및 균열

을 발생시키기 위해 동일한 발파구역 내에서 천공

위치에 따라 2단 또는 3단으로 분산장약을 실시한 

결과 양호한 파쇄상태를 나타냈다. 

3) 천공과정에서 구조물의 형태에 의해 수직천공과 

수평천공을 병행함에 따라 천공장비 및 천공경을 

변경해야하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4) 진동 및 소음, 분진 등의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함

으로써 주변 시설물에 피해없이 발파를 완료하였다. 

향후, 대단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분발파해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시공상의 문제점들을 검토하고 보

완하면, 시간적 · 공간적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체공법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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