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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대규모 산업구조물의 건설이 확장되었다. 그

리고 최근 산업구조의 효율화에 따른 기존 노후되고 

기능이 상실된 산업구조물의 개⋅보수 및 해체를 통

해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

모 산업구조물은 주로 철골 구조물로써 개⋅보수 및 

해체를 위해 절단 및 인양의 재래식 해체 방법이 사

용되고 있다. 그러나 재래식 해체 방법으로 인해 발

생되는 추락 및 낙하, 화재 등의 안전사고 증가, 공사

기간 증가 등에 따른 안전성, 경제성이 저해되고 있다. 

발파해체 공법은 안전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철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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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el using Charging Contai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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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haped charge was used in explosive demolition of a steel frame structure, but it was often 
not used because it was limited to use and impossible to supply at domestic and overseas. Existing linear 
shaped charge did not have sufficient cutting performance to cut steel frame structures with a huge scale 
and thick steel plate. To solve these problems, we produced a device that could generate metal jets using 
industrial explosives of high detonation velocity and pressure. In this study, we made a charging container 
of three types which applicable to explosive demolition of steel frame structures. The experiment of cutting 
performances was carried out to evaluate the effect of cutting of charging containers on the various 
thicknesses of the H-beam and steel plate. As a result of the experiment, sufficient cutting performance 
was confirm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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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철골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사용하는 성형폭약은 국내외 사용이 제한적이거나 수급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

이 발생하며, 기존의 선형 성형폭약은 규모가 크고, 강재의 두께가 두꺼운 철골 구조물을 절단하기 위한 충분한 

절단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폭속, 고압력의 산업용 폭약을 사용하여 금속 

제트를 발생시켜 절단 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골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적용하기 위해 3가

지 타입의 장약용기를 제작하였다. 절단 성능 실험을 통해 다양한 두께의 H형 강재와 강판에 대한 절단 성능을 

평가하였고, 실험결과 충분한 절단성능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장약용기, 성형폭약, 강재 절단, 절단 성능, 발파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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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의 해체 기술로써, 미국에서는 1960년대 강재 

사전 절단 기술 개발과 선형 성형폭약 개발에 따른 철

골 구조물의 해체로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하기 시작하

였다(박훈, 2019). 그러나 국내에서는 상업용 성형폭약

의 절단 성능의 한계, 사용의 제한, 수급이 불가능한 

여건 등에 의해 철골 구조물의 발파해체 공법이 적용

되지 못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박훈 외, 2018). 이

를 극복하기 위해 최근 국내에서는 일반 산업용 폭약

을 이용한 철골 부재를 절단할 수 있는 장약용기의 

개발 및 절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수행되

었다(박훈 외, 2018; 민경조 외, 2018).

본 연구에서는 철골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적용하기 

위해 3가지 타입의 장약용기를 제작하여 다양한 두께의 

H형 강재와 강판에 대해 절단 성능 실험을 수행하였다. 

2. 강재 절단용 장약용기의 절단 성능 실험

2.1 장약용기 제작

강재 절단용 장약용기의 두께는 절단 대상물의 두

께에 따라 2.5∼4mm이고, 재질은 순도 99.9%의 구리

판을 M자형으로 절곡하여 제작하였다. 라이너의 각

도는 90°이고, 양측면부의 각도는 45°이며, 곡률반경

은 2.5∼4mm이다. 장약용기의 폭과 높이는 강재의 절

단 두께에 따라 3가지 타입(50mm, 65mm, 85mm)이

며, 장약용기 길이는 강재의 절단 구역에 따라 250∼

500mm이다. 실험에 사용한 장약용기의 제원은 표 1

과 같다.

2.2 실험방법

장약용기의 절단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절단 대상

물은 6가지(TB-1∼6)로 준비하였고, 절단 대상물의 제

원은 표 2와 같다. TB-1과 TB-2는 H-beam의 절단 성

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TB-1은 flange(두께: 50mm)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web(두께: 30mm) 부분을 

경사(45°)로 절단하는 실험이다. TB-2는 flange(두께: 

35mm) 부분을 경사(45°)로 절단하고, web(두께: 20mm) 

부분을 수직으로 절단하는 실험이다. H-beam을 절단

하기 위해 절단 예정 구간의 양단에 100mm×100mm

로 사전취약화를 하였다. TB-3과 TB-4는 강판의 두께

설치 위치 폭(mm) 길이(mm) 두께(mm)

TB-1-Flange(L) 85.0 300.0 4.0

TB-1-Web 50.0 300.0 2.5

TB-1-Flange(R) 85.0 300.0 4.0

TB-2-Flange(L) 65.0 350.0 3.0

TB-2-Web 50.0 250.0 2.5

TB-2-Flange(R) 65.0 350.0 3.0

TB-3 85.0 350.0 4.0

TB-4 65.0 350.0 3.0

TB-5 50.0 500.0 2.5

TB-6 50.0 500.0 2.5

표 1. 실험에 사용된 장약용기 제원

실험번호 종류 규모 재질

TB-1 H-beam H458×417×30/50

구조용 일반 강재

SS400

TB-2 H-beam H428×407×20/35

TB-3 강판 500×300×50

TB-4 강판 500×300×40

TB-5 강판 600×400×33

TB-6 강판 600×400×33

표 2. 절단 대상물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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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절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강판의 두께

는 각각 50mm, 40mm이다. TB-5와 TB-6은 장약량에 

따른 절단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으로 동일한 규

격의 강판(두께: 33mm)에 적용하였다. TB-5는 장약용

기의 높이까지 폭약을 충진하였고, TB-6은 장약용기

의 높이에 1cm 추가 충진하였다. 그림 1은 각 절단 

대상물의 실험 모식도와 장약용기 설치 위치를 나타

낸 것이다. 여기서 S와 E는 기폭이 시작되는 장약용

기의 시작과 끝을 나타낸 것이다. 

(a) TB-1 (b) TB-2

(c) TB-3 (d) TB-4

(e) TB-5 (f) TB-6

그림 1. 절단 대상물 실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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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단 대상물에 장약용기를 고정하고 일정한 stand- 

off를 유지하기 위해 장약용기 고정장치와 가스 브라

켓을 사용하였다. 장약용기 고정장치는 L형의 모양의 

철판으로 두께 1mm로 제작하였다. 가스 브라켓은 길

이 10cm, 높이 5cm와 길이 14.5cm, 높이 5cm를 사용

하였다. 장약용기 고정장치와 가스 브라켓을 절단 대

상물에 설치하기 위해 각 절단 대상물에 정확한 설치

위치를 마킹한 후 공경 4.8mm, 깊이 20mm로 천공

하고, 철판 나사로 고정하였다(그림 2). 

2.3 충진작업

일반적으로 폭발 속도가 4,500m/s 이하의 폭약을 

성형폭약에 적용 시 충분한 절단 성능을 발현하지 못

하므로 성형폭약에 충진되는 폭약은 고폭속, 고압력

의 폭약을 사용해야 한다. 충진에 사용되는 폭약은 공

동, 기포, 불순물이 없이 균질해야 하며, 충진 시 폭약

을 라이너의 벽면에 일정하게 부착해야 한다(Vječislav 

et al., 2014).

본 실험에서는 장약용기 내에 에멀전계 폭약을 충

진하였다. 먼저 제작된 장약용기 좌우 측면에 철판을 

고정하고, 장약용기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좌

우 측면에 고정된 철판 중 한쪽 측면의 철판에는 사

전에 뇌관 삽입 구멍을 제작하였다. 목봉을 이용하여 

장약용기의 하부부터 일정하게 폭약을 충진하였다. 

충진이 완료된 장약용기 상부에는 폭약이 흘러내리지 

않도록 철판으로 덮고, 테이프로 고정하였다(그림 3). 

각각의 장약용기에 사용된 폭약량은 0.84∼3.0kg이며, 

표 3은 사용된 에멀전계 폭약의 제원을 나타낸 것이

다(한화, 2016).

그림 3. 충진이 완료된 장약용기

(a) 장약용기 고정장치

(b) 가스 브라켓

그림 2. 장약용기 고정장치 및 가스 브라켓 설치 모습

평균폭속

(m/sec)

탄동구포

(%)

가비중

(g/cc)

폭발열

(kcal/kg)

가스량

(ℓ/kg)

낙추감도

(cm)

내한성

(℃)
내수성

6,000 160 1.2∼1.3 1,300 865 100 -20 매우우수

표 3. 사용폭약의 제원



박훈⋅노유송⋅석철기 17

2.4 장약용기 설치

충진이 완료된 장약용기는 절단 대상물의 장약용

기 고정장치 및 가스 브라켓에 고정하였다. 장약용기 

고정장치의 경우 각각의 절단 위치별로 장약용기를 

삽입하고 상부 및 좌우 측면에 장약용기를 고정할 수 

있는 접이식 철판을 이용하여 1차 고정한 후, 케이블 

타이를 이용하여 2차 고정하였다. 가스 브라켓의 경

우 장약용기의 위치를 확인하고 케이블 타이를 이용

하여 1차 고정한 후, 테이프를 이용하여 2차 고정하

였다. 그림 4는 각각의 절단 대상물에 장약용기를 설

치한 모습이다.

2.5 실험발파

기폭에 사용된 뇌관은 Orica의 전자뇌관인 eDevTMII

를 사용하였다. 뇌관은 정확한 기폭 위치에 삽입하기 

위해 뇌관 고정장치를 제작하였으며, 장약용기 안쪽

으로 2cm 깊이에 삽입하였다. 제작된 뇌관 고정장치

를 장약용기에 삽입한 후 뇌관 고정장치의 철판과 장

약용기를 테이프로 고정하였다(그림 5).

전자뇌관의 시차는 모두 0ms로 설정하였고, 절단 

대상물은 각목과 모래주머니로 바닥에서 이격시켜 수

평으로 설치하였다. 

3. 실험발파 결과 및 분석

3.1 실험발파 결과

H-beam에 장약용기를 설치한 TB-1, TB-2의 경우 모

두 flange와 web은 완전히 절단되어 분리되었다(그림 6). 

강판의 경우 TB-4의 일부 완전 미절단 구간(1cm)을 

제외한 나머지 절단 대상물은 절단 예정선을 따라 완

전 절단되었다. 

3.2 절단면 분석

절단된 실험 부재 절단면을 분석하여 run-up, run- 

down, 관통 구간, 최대 관통깊이를 측정하였다. H-beam

의 절단면을 분석한 결과는 표 4와 그림 7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절단 대상물에서 절단 두께 대비 평균 

절단 성능은 12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5. 뇌관 고정장치 연결

(a) TB-1 (b) TB-2 (c) TB-3

(d) TB-4 (e) TB-5 (f) TB-6

그림 4. 장약용기 설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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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B-1

(b) TB-2

그림 6. H-beam의 실험발파 결과

(a) TB-1-flange(L) (b) TB-1-web

(c) TB-1-flange(R) (d) TB-2-flange(L)

(e) TB-2-web (f) TB-2-flange(R)

그림 7. H-beam의 절단 상태 및 파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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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판의 절단면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8과 표 5와 

같다. TB-3의 경우 최대 절단 깊이는 80mm, 평균 절

단 깊이는 72mm로 평가되어 평균 절단 성능은 144%

로 확인되었다. TB-4와 TB-5의 실험체의 경우 충분한 

절단 능력을 보였으나 기폭 시작부분에서 라이너가 

강판을 완전히 관통하지 못해 run-up 구간이 길게 평

가되었다. 이것은 기폭 시작부분에서 라이너에 충분

한 폭발력을 전달시키지 못한 결과로써 기폭의 위치 

조절 및 추가 충진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TB-4의 

경우 기폭 시작지점으로부터 22∼23cm 이격된 지점

이 완전 관통되지 않았는데 이는 폭약 충진 시 폭약

의 다짐이 균질하지 못한 결과로 판단된다. TB-5에 

비해 장약량을 증가시킨 TB-6의 경우 기폭 후 라이너

가 강판을 완전히 관통하였으며, 이는 장약량의 증가

가 run-up 구간을 상대적으로 작게하고, 폭발력을 증

가시킴으로써 장약용기의 절단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모든 절단 대상물의 단면 분석결과 본 실험에 사

용된 50mm 장약용기는 두께 30mm의 강재는 충분히 

절단할 수 있으며, 33mm의 경우에는 상부 추가 장약

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65mm 장약용기는 두

께 40mm 이하의 강재는 충분히 절단할 수 있으며, 

40mm 이상 45mm 이하의 강재에서는 상부 추가 장

약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85mm 장약용기는 

(a) TB-3 (b) TB-4

(c) TB-5 (d) TB-6

그림 8. 강판 실험체 절단 상태 및 파단면

실험 번호 및 설치 위치
H-beam 두께

(mm)

평균 절단 깊이

(mm)

최대 절단 깊이

(mm)

평균 절단 성능

(%)
비고

TB-1-Flange(L) 50 60 62 120 절단

TB-1-Web 30 45 46 150 절단

TB-1-Flange(R) 50 64 74 128 절단

TB-2-Flange(L) 35 44 59 126 절단

TB-2-Web 20 28 32 120 절단

TB-2-Flange(R) 35 44 54 126 절단

표 4. H-beam의 파단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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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 50mm 이하의 강재는 충분히 절단할 수 있으며, 

60mm 두께의 강재도 절단 가능할 수 있는 절단 성능

을 확인하였다.

철골 구조물 발파해체 시 부재를 절단하기 위한 

장약용기의 설치 길이는 절단 대상 부재의 절단 시작 

지점은 5cm, 절단 끝 지점은 3cm를 추가해야 할 것

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철골 구조물의 발파해체에서 강재 

절단을 위해 3가지 타입(50mm, 65mm, 85mm)의 장약

용기를 제작한 후 절단 성능 실험을 통해 강재 두께

에 따른 장약용기의 절단 성능을 평가하였고,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

1) H-beam 절단 성능 실험 결과, 완전히 절단되어 

분리되었고, 평균 절단 성능은 절단 대상물의 

절단 두께 대비 120% 이상으로 확인되었다. 

2) 강판 절단 성능 실험 결과, 절단 예정선을 따라 

절단이 되었으며, run-up 구간이 길게 평가된 

장약용기는 상부 추가 장약이 필요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또한 철골 구조물 발파해체 시 붕괴

거동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장약용

기에 폭약 충진 시 균질한 다짐이 요구되었다.

3) 50mm의 장약용기는 두께 30mm 이하, 65mm의 

장약용기는 두께 40mm 이하, 85mm의 장약용기

는 두께 50mm 이하의 강재 절단에 가장 적합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Run-up, run-down 분석 결과, 장약용기의 설치 

길이는 절단 부재 길이에 절단 시작 지점은 

5cm, 절단 끝 지점은 3cm를 추가해야 할 것으

로 확인되었다. 

절단 성능의 한계, 사용의 제한, 수급의 불가에 따

른 기존 성형폭약의 대용으로 강재 절단용 장약용기

를 사용함으로써 강재의 두께가 50mm 이하인 철골 

구조물의 발파해체에 적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장약용기의 형상

에 따른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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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번호
강판 두께

(mm)

Run-up

(mm)

Run-down

(mm)

절단 구간

(mm)
비고

TB-3 50 32 24 318 절단

TB-4 40 115 24 235 22∼23cm 구간 미절단

TB-5 33 110 20 390 절단

TB-6 33 65 32 435 절단

표 5. 강판의 파단면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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