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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절단용 장약용기를 이용한 철골 교량 발파해체 시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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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n the Explosive Demolition of Steel Truss Bridge using 

Charge Container for Cutting Structural Steel

Hoon Park, Chul-Gi Suk, You-Song Noh 

Abstract A locally damaged structure is a structure that cannot be reused due to having parts that have lost their 

structural function as a result of abnormal load across the interior or exterior of the structure. The causes of the 

abnormal load occurrences can be classified into natural disaster and artificial disaster. Locally damaged structures 

caused by this abnormal load have risk factors that may lead to the possibility of additional secondary collapses, 

so such structures require immediate and complete dismantling. The case presented in this study involves the 

application of explosive demolition to a steel truss structured bridge in the Philippines that was damaged due to 

construction failures and the hurricane. Although shaped charges were needed in explosive demolitions, difficulties 

in locally obtaining such material. So, we made a charge container to charging of emulsion explosive during the 

explosive demolition. The explosive demolition resulted in the vertical free fall of the mid-section of the bridge 

and the free fall rotating of the both end section of the bridge. The neighboring posts and bridge piers did not 

show signs of damages, while post-demolition fragmentation of removed parts was found to be satisfactory.

Key words Locally damaged structure, Explosive demolition, Steel truss structure, Shaped charge, Charge container

초  록 국부손상 구조물은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하중에 의해 구조물 일부가 구조적 기능을 상실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이다. 비정상 하중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연재해와 인공재해로 대별되며 이러한 비정상 

하중에 의해 발생한 국부손상 구조물은 추가적인 2차 붕괴의 위험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어 신속한 전면해체가 

요구된다. 본 시공사례는 건설실패 및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필리핀의 철골 트러스 구조의 교량에 대해 발파해체

를 적용한 사례이다. 발파해체를 위해 성형폭약의 사용이 필요하나 현지에서 수급이 불가하여 장약용기를 제작

한 후 용기 속에 에멀전계열 폭약을 충전하여 발파해체에 적용하였다. 발파해체 결과 교량의 중앙부가 수직 

자유낙하하고, 교량 끝단이 지지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자유낙하 하였다. 교각 및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발파 후 철거대상부의 파쇄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핵심어 국부손상 구조물, 발파해체, 철골 트러스 구조, 성형폭약, 장약용기

1. 서 론

국부손상 구조물은 내·외부에서 발생하는 비정상 

하중에 의해 구조물 일부가 구조적 기능을 상실하여 

재사용이 불가능한 구조물로 전면해체가 요구되는 구

조물이다. 비정상 하중의 발생 원인으로는 자연재해

와 인공재해로 대별된다. 자연재해로는 지진, 태풍, 

해일, 산사태 등 자연적 현상에 의해 발생한 재해이

며, 인공재해는 화재, 폭발, 테러, 건설실패, 해체실패 

등의 인위적인 사고나 계획에 의해 발생한 재해이다. 

이러한 비정상 하중에 의해 발생한 국부손상 구조물

은 추가적인 2차 붕괴의 위험요소들을 내재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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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 전면 해체가 요구되는 구조물이다.

전면 해체가 요구되는 긴급 구조물은 비정상 하중

에 의해 구조적 일체성, 연성 및 부정정성이 결여된 

구조물로 해체 시 안전성에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Baciu and Lupoae, 2012). 또한, 하중의 특이성과 응

답 메커니즘의 복잡성으로 인해 경험·실험·해석이 종

합된 안정성 평가 및 적합한 해체방법을 고려해야 한

다. 긴급해체가 요구되는 구조물의 종류로는 건설실

패 구조물, 해체실패 구조물, 지진피해 구조물, 화재

피해 구조물, 폭발피해 구조물 등이 있다. 국부손상이 

발생하는 단계로서 건설실패 구조물의 경우에는 시공 

단계, 시공 후 단계, 유지관리 단계가 있으며, 해체실

패 구조물의 경우에는 전면해체 단계, 부분해체 단계

가 있다. 피해발생 후 단계로서 화재피해 구조물, 폭

발피해구조물 등이 이에 속한다.

본 시공사례의 국부손상 특수 구조물은 필리핀의 

Sabang River Bridge로 Manila와 Batangas 사이의 

SLEX(South Luzon Expressway Extension) 고속도

로에 포함된 South Tagalog Arterial Road에 있다. 

2008년에 건설된 Sabang River Bridge는 건설실패 

구조물로 2016년 태풍에 의한 피해가 더해져 전면 폐

쇄되었다. 현재 주요 철골 부재의 파괴로 인해 교량의 

수리 및 유지관리가 불가능하고 제한된 공사기간으로 

인해 긴급해체가 요구되어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하였

다. 그러나 발파해체 구간이 철골 트러스 구조로 되어 

있으며, 발파해체를 위해 성형폭약의 사용이 필요하

나 현지에서 수급이 불가한 상태이었다. 따라서 장약

용기를 직접 제작하고 에멀전계열 폭약을 충전하여 

만든 성형폭약을 이용하여 철골 트러스 교량의 발파

해체가 수행되었다(Park, 2017).

2. 구조물 조사 및 발파해체공법 선정

2.1 해체대상 구조물 조사

Sabang River Bridge(Fig. 1)는 높이 7m, 폭 8m, 

길이 60m의 철골 트러스와 상부 철골 거더 및 철근콘

크리트 데크 슬래브로 시공되었다. 교량의 전체 길이

는 60m 난간을 포함한 전체 폭은 12.5m이다. 철근 콘

크리트 데크 슬래브는 3%의 경사로 시공되었으며, 교

각의 기초(4m)를 포함한 베어링 패드까지의 높이는 

약 46m이다. Sabang River Bridge의 철골 트러스 부

재에 대한 입면도, 정면도, 측면도, 평면도는 Fig. 2와 

같다.

발파해체 설계를 계획하기 전에 Sabang River 

Bridge의 사전조사를 하였다. 주요 철골 부재에 대해 

미시공 상태, 좌굴 상태, 절단 상태를 조사하였고, 조

사결과는 Fig. 3과 같다. 또한, 사전조사 도중 진도 

5.9의 강진이 발생한 후 계속된 여진에 의해 철골 부

재의 추가적인 좌굴이 다수 발생하였다.

횡단면에서 교량의 기울어짐을 실측한 자료는 Fig. 

4 및 Table 1과 같으며, 위치 ①에서의 1월 평균 기울

어짐은 -0.7mm/day로 증가하였고, 최종적으로 24cm

의 점근 값에 도달하였을 경우 구조적으로 안정화 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2.2 발파해체공법 선정

철골 트러스 교량의 해체를 신속하고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수직 자유낙하와 회전 자유낙하에 의한 발파

해체공법을 선정하였다. 교량의 중앙부가 먼저 수직

으로 자유낙하하고 교량의 양단은 지지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자유낙하 하는 공법으로 설계하였다(Fig. 

5). 발파해체 시 고려할 사항은 교량의 중앙부가 수직 

자유낙하 하는 과정 중 회전 자유낙하 하는 교량의 양

단에서 걸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와 관련

하여, 자유낙하 하는 교량의 양단 지지부에 대해 사전

취약화 및 적합한 발파위치 선정이 선행적으로 강구

되어야 한다.

3. 주요 공정

3.1 장약용기 및 장약용기 고정장치 제작

필리핀 현지 내에는 철골 트러스 구조물을 절단하

기 위한 성형폭약이 없으므로 특수 장약용기를 제작

하고 장약용기 내에 필리핀에서 사용하는 상용폭약을 

장전하여 철골을 절단하였다. 장약용기의 두께는 

2.5mm, 재질은 순도 99.9%의 구리로 제작하였다. 중

심부는 90°, 양측면부는 45°로 절곡하였고 곡률반경

은 2.5mm이다. 내측의 폭과 높이는 각각 50mm이고 

외측의 폭과 높이는 각각 55mm, 52.5mm이다(Fig. 

6). 길이는 절단 길이에 따라 200~460mm로 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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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verview (b) Steel frame

Fig. 1. Sabang river bridge.

(a) Elevation

(b) Front view (c) Side view

(d) Ground plan

Fig. 2. Steel truss frame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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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paratory inspection results

(b) Lower chord break point-(ⓐ) (c) Bracing break point-(ⓑ)

(d) Missing bracing-(ⓒ) (e) Destroyed fixed support-(ⓓ)

Fig. 3. Preparatory inspection results.

Fig. 4. Measurement point of slant cross-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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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장약용기 고정장치와의 결합을 위해 사전에 장

약용기를 양 끝단에서 10mm 이격된 지점과 중앙 지

점에 직경 8mm의 연결구멍을 천공하였다. 장약용기 

고정장치의 측면은 장약용기와 결합하기 위해 장약용

기와 같은 위치에 직경 8mm의 연결구멍을 사전에 

천공하였다. 또한, 테이핑과 같은 장약용기와 장약용

기 고정장치의 추가적인 결속을 위한 폭 10mm의 슬

롯이 높이 50mm 위치에 설치되도록 하였다(Fig. 7).

장약용기 고정장치의 바닥은 절단 대상 부재와의 

결합을 위해 직경 8mm의 연결구멍 2~3공을 사전에 

천공하였다. Stand-off를 위해 장약용기와 고정장치의 

결합은 아연도금 육각볼트 M6(직경 6mm, 길이 

15mm)을 사용하였고, 절단 대상 부재의 절단위치를 

고정하기 위해 장약용기 고정장치와 절단대상 부재와

의 결합은 아연도금 육각 볼트 M6(직경 6mm, 길이 

35mm)을 사용하였다.

3.2 장약용기 내 폭약 및 도폭선의 장전

폭약을 장전하기 전에 장약용기 내부를 아세톤을 

이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이물질이 제거된 장

약용기에 에멀전계 폭약인 SenatelTM PowerpacTM을 

충진하였다. 절단두께가 25mm 이상인 경우 장약용기

의 상부에 폭약을 1cm 높이로 추가 충진하였고 그 이

외에는 장약용기의 높이에 맞게 충진하였다. 충진이 

완료된 장약용기 상부 중앙에 장약용기 전체 길이에 

맞게 도폭선 CordtexTM 10(10g/m) 2줄을 설치하였다. 

사용된 폭약 및 도폭선의 제원은 Table 2와 3과 같다. 

충진된 폭약이 설치 후 흘러내리지 않도록 장약용기 

Table 1. Result of slant cross-section measurement

Section

Date
Section ① (cm) Section ② (cm) Section ③ (cm) Section ④ (cm) Section ⑤ (cm) Section ⑥ (cm)

12-29-16 14 14 10 - - -

01-03-17 21 17.5 12 9 4 0

01-06-17 25 21 16 - - -

01-07-17 19 15 10 9 4 1

01-09-17 20.5 15 13 9.5 4 2

01-10-17 21 18 14 12.5 7.5 3

01-11-17 23 20 16.5 12 7 3

01-12-17 22 18 15.5 11.5 6.5 2

01-13-17 23 18 15 11 5.5 2

01-14-17 24 20 17 13 7.5 3

01-16-17 23 18 15 13 6 2

01-17-17 23 19.5 16 12 7.5 2

01-18-17 23 19 16 12 7 2

01-19-17 23 19.5 16 12.5 6.5 2.5

01-20-17 23 19 16 12.5 7 2

01-21-17 23 20 17 12.5 7 3

01-23-17 24 19.5 16.5 12 7 2

01-24-17 20 20 17 13 7.5 3

01-25-17 20 20 17 13 7.5 3

01-26-17 24 20 16.5 13 7.5 2.5

01-27-17 24 20 17 13 7.5 3

01-28-17 24 20 17 13 8 3

01-30-17 24 20 17 13 8 3

Note : Data provided by San Miguel, produced by Starto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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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에 플라스틱 덮개를 설치하고 테이핑 하였다(Fig. 8).

3.3 절단성능 시험발파

제작된 강재 절단용 장약용기의 절단성능을 검증하

기 위해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다. 시험체는 길이 1m의 

H형 강재로 flange의 두께는 25mm, web의 두께는 

16mm이다. flange의 절단 길이는 439mm, web의 절

단 길이는 178mm이므로 장약용기는 각각 460mm와 

200mm를 사용하였다. flange는 양쪽 2개소를 절단하

였고 web은 1개소를 절단하였다. 장약량은 flange 절단

에 1.34kg, web 절단에 0.536kg을 사용하였다(Fig. 9).

시험발파 결과 Fig. 10과 같이 H형 강재의 flange와 

web은 완전히 절단되었고 분리되어 비산하였다. 절단

면을 조사한 결과 25mm 이하의 강재는 완전히 절단

되었고, 30mm의 강재도 충분히 절단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사전취약화

발파해체 시 교량의 중앙부가 수직 자유낙하 하는 

과정 중 교량의 양단에서의 걸림 현상 발생 방지 및 

교량 상판의 세로 보 부재의 발파를 위해 사전취약화

를 수행하였다. Fig. 11과 같이 양단의 교량 상판을 

휠쏘로 사전 절단한 후, 각각 폭 2.3~2.5m, 길이 1m

로 3개의 개구부 및 폭 1.6m, 길이 0.8m의 출입구를 

만들었다. 교량의 양 끝단 부재들의 원활한 회전 자유

낙하를 위해 교량의 양단 지지부에 대한 사전취약화

(a) Front view (b) Side view

(C) Ground plan

Fig. 5. Location of demolition break point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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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였다. 양단 3개소의 지지부에 설치된 볼트

는 산소절단기로 발파 당일에 절단하였다.

3.5 방호

교량의 양끝단 부재들의 회전 자유낙하에 의한 교

각 상단부의 손상방지를 위해 회전 지지점에 대한 방

호조치를 하였다. 또한, 철골 트러스 교량을 제외한 

다른 철근콘크리트 교량은 보존해야 하므로 Manila 

방향의 철골 절단에 따른 인접한 교각에 대해 방호하

였다.

회전 지지점에 대한 방호는 교각 상부에 두께 

10mm의 고무매트를 설치한 후, 길이 1.5m의 H형 강

재를 설치하였고, 전면부에 두께 8mm, 길이 1.5m 높

이 0.6m의 강판을 용접하여 설치하였다. Manila 방향

의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기둥 높이 1.5m에서 3.0m 

위치를 방호하였다. 방호조치로서 10cm 침목을 기둥

에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한 후, 두께 10mm의 고무 

매트와 두께 8mm의 철판을 번갈아 가며 설치하였다

(Fig. 12).

(a) Cross-sectional view

(b) Side view

(c) Ground plan

Fig. 6. Charge container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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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장착 및 결선

강재 절단용 장약용기를 절단 위치에 장착하기 위

해 사전에 아연도금 육각볼트 M6(직경 6mm, 길이 

35mm)을 설치하기 위한 연결구멍을 절단 부재에 천

공하였다. 연결구멍은 직경 8mm이며, 각각 강재 절

단용 장약용기 장착에 따른 장약용기 고정장치의 연

(a) Cross-sectional view (b) Side view

(c) Ground plan

Fig. 7. Charge container fixing device-length 200mm (unit: mm).

Table 2. Specification of SenatelTM PowerpacTM

Normal density

Relative effective energy

Minimum velocity 

of detonation
CO2Relative weight 

strength

Relative bulk strength

to ANFO 

@ 0.8g/cc

to ANFO 

@ 0.95g/cc

1.18g/cc 111% 1.2~1.3 1,300 5.5km/s 181kg/Te

Table 3. Specification of CordtexTM

Property Nominal coreload Color
Nominal tensile 

strength

Nominal velocity of 

detonation
Nominal diameter

CordtexTM 10 10g/m Red 70kgf 6.5 to 7.0km/s
4.6mm

(Ave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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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구멍과 같은 위치에 천공하였다. 절단 위치별 장약

용기의 길이 및 폭약량은 Table 4와 같다.

기폭시스템은 Fig. 13과 같이 도폭선으로 각각의 장

약용기와 결선한 후, 500m 스타터를 이용하여 기폭 

하였다. 장약용기와 연결관 도폭선을 길이 10m 도폭

선에 연결하고, 길이 10m의 도폭선은 다시 상현재와 

하현재의 길이방향으로 길이 12m의 도폭선에 연결하

였다. 길이 12m 도폭선을 교량 상판에서 길이 30m의 

도폭선에 연결하여 교량의 중앙에서 길이 30m의 도

폭선을 500m 스타터에 연결하였다. 전체 결선에 사

용된 도폭선의 총 길이는 680m 이었다.

4. 발파해체 결과

발파는 ⑦번 절단위치를 제외한 모든 절단구간이 

동시에 기폭 되었으며, 교량의 중앙부가 먼저 수직으

(a) Charging of explosive (b) Installation of detonating cord (c) Installation of upper cover

Fig. 8. Manufacturing process of charge container.

(a) Side view (b) Front view

(c) Ground plan

Fig. 9. Design of demolit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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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Installation of charge container (flange) (b) Installation of charge container (web)

(c) Status of breakage (d) Break depth

Fig. 10. Status of cutting of the H-type structural steel.

(a) Drawing of upper plate pre-weakening (b) Status of pre-weakening upper plate

Fig. 11. Pre-weakening of upper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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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otection status of rotating area (b) Protection status of RC column

Fig. 12. Protection of main point area.

Table 4. Specification at each of the charge container loading points

Bleak 

point

Name of 

break 

section

Specifi

- cation
Type

Thick- 

ness

(mm)

Break 

length

(mm)

Length of 

charge 

container

(mm)

Per unit 

break 

point

(ea)

Total 

break 

points

(ea)

Total length 

of charge 

container

(m)

Volume 

of 

explosive

(kg)

Charge 

type
Remark

① Stringer
W16×

40

Flange 12.8 178 200 2 24 4.80 10.61 General

Web 7.8 400 420 1 12 5.04 11.14 General

②

Upper 

chord

W12×

106

Flange 25.1 439 460 2 12 5.52 14.79 Additional

Web 15.5 178 200 1 6 1.20 2.65 General

Upper 

area 

brace

2L125

×75
9.5×2 116 200 1 4 0.80 1.77 General

③
Diagonal 

member

W12×

96

Flange 25.1 310 330 2 12 3.96 10.61 Additional

Web 14 173 200 1 6 1.20 2.65 General

④

Lower 

chord

W12×

106

Flange 25.1 439 460 2 12 5.52 14.79 Additional

Web 15.5 178 200 1 6 1.2 2.65 General

Lower 

area 

brace

2L125

×75
9.5×2 116 200 1 3 0.60 1.33 General

1 

Missing

⑤

Column
W12×

96

Flange 25.1 439 460 2 6 2.76 7.40 Additional

Web 14 173 200 1 3 0.60 1.33 General

Vertical 

brace

2L150

×87.5
8.0×2 142 200 1 4 0.80 1.77 General

⑥
Diagonal 

member

W12×

96

Flange 25.1 310 330 2 6 1.98 5.31 Additional

Web 14 173 200 1 3 0.60 1.33 General

⑦

Center 

section 

lower 

chord

W12×

152

Flange
25.1+

16
439 460 2 6 2.76 7.40 Additional Change 

of 

locationWeb 15.5 178 200 1 3 0.60 1.33 General

⑧
Lower 

chord

W12×

106
Flange 25.1 310 200×2 2 12 4.80 12.86 Additional

Addition

al break

Total 140 44.74 11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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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유낙하 하였고 Manila 방향의 교량 끝단이 지지

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자유낙하 한 후, Batangas 

방향의 교량 끝단이 지지부를 중심으로 회전하면서 

자유낙하 하였다(Fig. 14). 교량 양단이 회전하면서 

예상되는 교각 상부의 지지부 및 교각에 세워진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며, Fig 15

와 같이 발파 후 파쇄 상태는 매우 양호하였다.

5. 결 론

본 발파대상 구조물은 필리핀의 국부 손상을 받은 

철골 트러스와 상부 철골 거더 및 철근콘크리트 데크 

슬래브 부재를 가지고 있는 특수구조물로써 발파해체

를 통해 안전하고 신속히 철거하였다. 국내 기술로서

는 처음으로 해외 특수구조물에 대해 발파해체를 성

공적으로 수행하였다. 발파해체 과정상 철골 트러스 

(a) Drilling of connect hole (b) Installation of charge container (c) Connection of detonating cord

Fig. 13. Installation and connection of charge container.

Fig. 14. Time-sequence pictures of the target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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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을 발파해체하기 위해 성형폭약이 필요하였으

나 현장 여건 때문에 수주할 수 없어 장약용기를 만들

고 용기 속에 에멀전 계열 폭약을 채워 발파하는 공법

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주변 시설물에 피해 없이 트

러스 교량 구조물의 부분철거가 발파해체공법으로 완

료되었다.

향후, 자연재해 및 인공재해로 인해 발생한 국부손

상 특수 구조물에 대해 시간적·공간적 환경위해요소

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체공법

의 사례로 활용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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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ier and columns (Batangas side) (b) Support section (Manila side)

(c) Pier and columns (d) Truss bridge section

Fig. 15. Status of post-demol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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