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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동 발파용 New KINECKER-II 실용화에 관한 연구

장승호1), 박희원1), 임정혁1), 이창엽1), 안봉도1)*, 강대우2), 이하영2)

A Study on Practicalization of Low Vibration New KINRECKER-II

Seung-Ho Jang, Hee-Won Park, Jung-Hyuk Lim, Chang-Yeop Lee, Bong-Do Ahn, 

Dae-Woo Kang and Ha-Young Lee

Abstract Mountain and hill areas occupy by more than 70% in South Korea and Rock drilling should be applied 
in order to reduce noisy & vibration from massive civil engineering business such as road expansion, high-way 
construction, subway construction and construction of site renovation such as a newly-built & re-development of 
apartment, newly-built of high-rising building in downtown area.
As Blasting noise & vibration such as vibration, noise, fly rock etc caused by blasting operation from large ·small 
scale construction occurs, neighboring residents who demand the compensation file a civil complaint so that the 
business reach a deadlock.
As the excavation method for these areas, There are blasting of micro-vibration, mechanical excavation method(Rock 
splitter, Breaker etc), similar blasting method(plasma, gel fragmentation etc) to date.
In this study, we are trying to find the feature & performance which get improved economic feasibility & construct 
ability through improving sympathetic detonation of New KINECKER-I used in blasting of micro-vibration & 
formulation and would provide convenience for use by introducing standard blasting pattern & construction method. 
Also, checked and confirmed all the blasting with connecting cap has been cleary detonated.

Key words Micro-vibration explosive, New KINECKER-II, Sympathetic detonation, Prediction equation of vibration, 
Connecting cap

초  록 우리나라는 산지와 구릉지가 전 국토 면적의 70% 이상을 정하고 있어 국토 확장, 고속도로 건설, 지하철 

공사 등의 대형 토목사업과 도심지 아파트 신축과 재개발, 고층건물 신축 등 부지공사 과정에서 암반굴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대 · 소형 공사 시 ~ 차질을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소음과 지반진동을 감소

시키는 발파방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 적합한 발파방법으로 지금까지 미진동발파, 기계식 굴착공

법(할암, Breaker 등), 유사 발파 공법(플라즈마, 겔파쇄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미진동 발파에서 사용되고 있는 New KINECKER-I의 순폭성과 배합비 등을 개선하여 

경제성 및 시공성을 높인 New KINECKER-II의 특징과 성능을 알아보고 발파진동 추정식을 산출하여 표준 발파

패턴 및 시공 방법을 제시하여 사용자의 제품 사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또한 연결캡을 사용하여 하나의 

뇌관으로 공내 모든 폭약이 순폭됨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미진동화약, New KINECKER-II, 진동추정식, 연결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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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발파 진동 저감 대책이 수립

되어지고 그 일환으로 미진동 폭약(미진동 파쇄기)이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미진동 폭약 중 국내 제품

인 New KINECKER-I 은 저폭속 폭약의 채택과 동시에 

인위적으로 발파공과의 커플링 계수를 낮춤으로서 최소

한의 폭굉 에너지로 대상암반의 인장파괴를 유도하도록 

설계되어진 제품이다((주)고려노벨화약, 2006). 근래에 

이러한 New KINECKER-I 을 개선하여 순폭 및 작업성

을 향상시킨 New KINECKER-II 를 새롭게 개발하였고 

이에 따라 현장 적용성 연구 및 새로운 표준 발파패턴 확

립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게 되었다. 

2. New KINECKER-II의 특성 및 규격
 
저폭속 폭약 사용시 폭발 충격파가 낮고 이차적으로 

이중의 Air Cap을 통과하면서 폭발 충격파가 더욱 감소

되기 때문에 지반진동의 크기를 대폭 낮추면서 공과 공 

사이에 인장균열을 발생시킬수 있다. (그림 1)

2.1 특성

New KINECKER-I(그림 3)은 특수 이중 용기를 사용

한 저폭속 폭약을 이용하여 미진동 발파를 목적으로 개

발된 폭약으로서 시설물과 근접한 곳에서 발파를 가능

그림 1. Air Gap을 이용한 지반진동감소

그림 2. New KINECKER-I

그림 3. New KINECKER-II

그림 4. New KINECKER-II 연결캡

표 1. 제품 규격 비교

구    분

제 품 명

외경 / 약경

(mm)
약장

(mm)
본당중량

(g/ea)
포장수량

(ea/box)
순중량

(kg/box)

New KINECKER-I 32 / 17 300 50 100 5

New KINECKER-II 32 / 22 300 100 100 10

표 2. 제품 성능 비교

구    분

제 품 명

폭속

(m/s)
가비중

(g/cc)
폭발열

(kcal/kg)
낙추감도

(cm)
가스량

(ℓ/kg)

New KINECKER-I 2,500 0.80~0.90 695 100 720

New KINECKER-II 3,000 0.80~0.90 700 100 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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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하였으며 구조물에 발파진동의 영향을 최소화 시

킬 수 있다. 철포 현상이 거의 없어 소음 발생을 줄였을 

뿐만 아니라 날개 달린 Cap을 이용하여 약통이 천공 내 

중앙에 위치하고 폭발 위력을 고루 분배시켜 지반진동

제어가 가능하게 하였다. 또한, 2중 Air Pocket을 만들어 

천공내의 공기가 쿠션으로 작용하여 폭굉 응력을 약화

시키며 동시에 암반에 인장력이 발생하여 균열을 발생

시킨다.
New KINECKER-II(그림 3)는 기존의 New KINECKER 

-I(그림 2)의 특성을 그대로 가지면서 특허를 받은 연결

캡(그림 4)을 사용하여 한 개의 뇌관으로 순폭이 가능하

고, 다수의 폭약을 편리하게 결합이 가능하여 작업성과 

경제성을 높였다.

2.2 제품 규격 및 성능

표 1과 2에 New KINECKER-I, II의 규격과 성능을 나

타내었다.

3. 시험발파

3.1 시험현장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부산, 경남 지역의 총 7개 현

장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부산 ○○아파

트 신축공사 현장에서는 일반 에멀젼 폭약(NE150, φ
32mm, 160g)과의 비교를 위해 동일 조건에서 사용하여 

비교시험 하였다. 시험 현장 상황은 표 3에 나타내었으

며, 7개 현장 모두 주변에 이미 건설된 아파트와 근접한 

표 3. 시험현장

No. 현장명 암반분류 암종

1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연암~보통암 흑운모 화강암

2 부산 ○○산업단지 조성공사 보통암 안산암

3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보통암 안산암

4 부산 ○○복합빌딩 신축공사 보통암 안산암, 응회암

5 부산 ○○산업단지 조성공사 보통암 안산암

6 양산 ○○산업단지 조성공사 경암 흑운모 화강암

7 경남 진해 ○○아파트 신축공사 경암 화강 섬록암

그림 5. 지반진동계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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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에 보안물건이 있어 미진동 발파구간이 있는 현장이

다. 현장에는 연암, 보통암, 경암이 고루 분포되어 있고 

지질 특성은 7개 현장 모두 지층은 중생대 백악기에 형

성된 안산암, 응회암, 흑운모화강암, 화강섬록암으로 구

성되어 있다. 시험발파의 현장 부지 중 미진동 발파구간

을 대상으로 하여 New KINECKER-II를 적용하였고, 
각각 지반진동의 계측, 발파암 파쇄도 관찰 및 연결캡을 

사용한 경우에 대한 불발공 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3.2 발파패턴 및 계측

발파패턴은 New KINECKER-II의 발파패턴(표 4)을 

적용하였으며, 미진동 발파에서는 자유면 확보가 매우 

중요하므로 천공 위치를 최대한 자유면이 확보된 지점

에 선정하였다.(안봉도 외, 2006)
발파진동 계측은 현장마다 5~7대의 계측기로 10m거

리부터 5~10m 간격으로 설치하여 총 7개 현장에서 총 

290개의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사용된 진동계측기는 

Blastmate-II, Blastmate-III, HLVS-01, SV-1 등이다.

표 4. 적용패턴

구분
천공장 

(m)
저항선

(m)
공간격

(m)
지발당장약량

(kg)
비장약량

(kg/m3)

패턴-I 1.2 0.5 0.6 0.1 0.28

패턴-II 1.8 0.6 0.7 0.2 0.26

패턴-III 2.1 0.7 0.8 0.3 0.26

NewKINECKER-Ⅱ 뉴 에뮤라이트 천공

폭약 및 뇌관 배열 장약 및 결선 작업 발파전

방호매트 설치 발파결과 확인 발파 완료

그림 6. 현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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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발파 현장사진

그림 6는 New KINECKER-II와 일반 에멀젼폭약

(NE150, 32mm, 160g)을 적용한 부산 ○○복합빌딩 신

축공사의 작업 현장이다.

3.4 발파 결과 확인

New KINECKER-II 시험발파가 진행된 7개 현장에

서 실시한 모든 패턴에서 양호한 파쇄도를 확인하였다. 
소할 대상은 육안상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백호

우 및 리퍼를 이용하여 파쇄도를 관찰함과 동시에 순폭

되지 않은 New KINECKER-II 확인 결과 순폭되지 않

은 폭약을 발견하지 못하여 연결캡을 이용한 장약은 모

두 기폭(순폭)되었음을 확인하였다.

4. 시험발파 분석

4.1 진동추정식

New KINECKER-II의 진동추정식을 산출하기 위해 

7개 현장에서 측정된 총 290개의 자료(표 5)를 회귀분석

하여 자승근과 삼승근 환산거리를 사용한 진동추정식을 

아래 그림 8에 나타내었다. 두 진동추정식을 허용진동속

도 0.3cm/s 기준으로 교차점 분석을 하면 그림 9와 같이 

15.5m에서 교차되었다. 교차점을 기준으로 보안물건과 

거리가 멀어질수록 삼승근 환산거리의 장약량이 증가하

그림 7. 파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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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측정 자료

구  분

제품명

측정거리

(m)
지발당 장약량

(kg/delay)
지반진동속도

(cm/s)
측정자료

(개)

New
KINECKER-Ⅱ 10 ~ 70 0.1 ~ 0.3 0.02 ~ 0.65 290

지반진동

속도

(cm/s)

거리

(m)

자승근 환산거리

  




r2 ＝ 0.76

삼승근 환산거리

  




r2 ＝ 0.816

장약량(kg) 장약량(kg)

0.3

10 0.048 0.031

11 0.058 0.041

12 0.069 0.053

13 0.081 0.068

14 0.094 0.084

15 0.108 0.104

16 0.123 0.126

17 0.138 0.151

18 0.155 0.179

19 0.173 0.211

20 0.191 0.246

21 0.211 0.285

22 0.232 0.328

23 0.253 0.374

24 0.276 0.425

25 0.299 0.481

26 0.324 0.541

27 0.349 0.606

28 0.375 0.675

29 0.402 0.750

30 0.431 0.831

그림 8. New KINECKER-II 진동추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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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이 크므로 자승근환산거리를 적용한 진동추정식을 

선정하였다.(최병희 외, 2010)

4.2 국토교통부 진동추정식과 비교

New KINECKER-II의 시험발파 결과로 도출된 진동

추정식과 국토교통부의 진동추정식으로 지발당 장약량 

0.1 kg/delay 기준하여 거리별 지반진동속도를 아래 그

림 10과 표 6에 나타내었다. New KINECKER-II의 자

승근 진동추정식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진동추정식

과 비교하면 보안물건과 10~30m 구간에서 평균 약 60%
의 진동수준이다. 허용진동수준을 0.3cm/s 기준하여 패

턴-I을 적용 시 보안물건과 14.4m 지점에서 발파가 가능

한 것을 보여준다.

4.3 일반 에멀젼폭약과 비교

부산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일반 에멀젼 폭

그림 9. 삼승근 및 자승근 환산거리 지반진동 추세선의 교

차점

그림 10. 국토교통부 진동추정식 비교 그래프(0.1kg/delay 
기준)

표 6. New KINECKER-II와 국토교통부 거리별 진동속도 비교(국토교통부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 · 시공지침, 2006) 
(단위 : cm/s)

거리 (m) 10 12 14 14.4 16 18 18.4 20 22 24 26

국토교통부 진동추정식 0.80 0.59 0.46 0.44 0.38 0.31 0.30 0.26 0.23 0.20 0.17

New KINECKER-II 0.61 0.43 0.32 0.30 0.25 0.20 0.19 0.16 0.13 0.11 0.10

거리별 진동수준 (%) 77.1 72.4 68.7 68.0 65.6 63.0 62.6 60.8 58.8 57.1 55.6

그림 11. 뉴 에뮬라이트 폭약과 New KINECKER-II지반진동 

추정식 비교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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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NE150, 32mm, 160g)과 New KINECKER-II의 시

험발파에서 얻은 진동추정식으로 지발당 장약량 

0.1kg/delay를 기준으로 하여 거리별 진동속도를 아래 

그림 11에 나타내었다. New KINECKER-II의 진동레

벨은 10~30m 거리에서 뉴 에뮤라이트 대비 약 60% 수
준으로 나타났다.

4.4 거리-지발당 장약량 조견표

산출된 New KINECKER-II의 자승근 진동추정식을 

적용하여 진동속도와 이격거리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을 

산출하여 표 7에 나타내었다.

표 7. New KINECKER-II의 자승근 진동추정식을 적용한 조견표 (단위 : kg)

진동속도(cm/s)
이격거리(m)

0.1 0.2 0.3 0.4 0.5 적용 패턴

10 0.02 0.03 0.05 0.06 0.08

11 0.02 0.04 0.06 0.08 0.10

패턴-1

12 0.02 0.05 0.07 0.09 0.12

13 0.03 0.05 0.08 0.11 0.14

14 0.03 0.06 0.09 0.13 0.16

15 0.03 0.07 0.11 0.14 0.18

16 0.04 0.08 0.12 0.16 0.21

패턴-2
17 0.04 0.09 0.14 0.19 0.23

18 0.05 0.10 0.16 0.21 0.26

19 0.06 0.11 0.17 0.23 0.29

20 0.06 0.13 0.19 0.26 0.32

패턴-321 0.07 0.14 0.21 0.28 0.36

22 0.07 0.15 0.23 0.31 0.39

23 0.08 0.17 0.25 0.34 0.43

24 0.09 0.18 0.28 0.37 0.47

25 0.10 0.20 0.30 0.40 0.51

26 0.10 0.21 0.32 0.44 0.55

27 0.11 0.23 0.35 0.47 0.59

28 0.12 0.25 0.38 0.50 0.63

29 0.13 0.27 0.40 0.54 0.68

30 0.14 0.28 0.43 0.58 0.73

패턴-I 패턴-II 패턴-III

그림 12. 표준발파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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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표준발파패턴

시험발파에서 기존의 패턴으로 실시한 결과 7개의 현

장에서 모두 양호한 파쇄도와 지반진동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이에 기존의 패턴을 표준발파패턴으로 그림 12
와 같이 제시하며, 미진동 발파에서는 자유면 확보가 매

우 중요하므로 현장에서 요구되는 파쇄도와 진동수준을 

얻기 위해서는 자유면 확보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5. 결 론

 새로운 형태의 미진동 화약을 개발하기 위해 시험제

품을 실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기존의 제품에서 순폭성과 파쇄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New KINECKER-II의 특성을 평가하고 현

장 적용을 위해 진동추정식을 산출하고 표준발파

패턴 및 제원을 제시하였다.

New KINECKER-II 진동추정식 :

sec  

, r=0.760

2) 다양한 현장에서 시험한 New KINECKER-II의 

최적화된 표준발파패턴은 위와 같다.
3) 본 제품은 연결캡을 활용하여 New KINECKER- 

II의 순폭성능을 향상시켜 시공성과 경제성을 크

게 향상시켰다.
4) 기존 에멀젼 폭약(NE150, 32mm, 160g)의 진동추

정식과 국토교통부에서 제시한 진동추정식과 비

교할 때 New KINECKER-II 사용시 보안물건과 

10~30m 구간에서는 평균 약 60%의 지반진동수

준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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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천공장

(m)
저항선

(m)
공간격

(m)
공당장약량

(kg)
비장약량

(kg/m3)

패턴-I 1.2 0.5 0.6 0.1 0.28

패턴-II 1.8 0.6 0.7 0.2 0.26

패턴-III 2.1 0.7 0.8 0.3 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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