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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Dongdaemoon complex stadium is scheduled to remodelled into an international park, which will be
named Design Plaza. The Dongdaemoon baseball field was constructed with Rahmen Structure which comprised
beams, slabs and columns. In order to assure for viewing, the stadium was composed unusual structure that the
height of the front column and the back column was designed differently. The bleachers was an upper arch form
for viewing. The slab was not flat unliked the general infrastructure and tilted in stairway type for viewing. If
we had applied the mechanical demolition method, we could have predicted several problems. Firstly, the stand
could be unstable when the heavy equipment was to crush the reinforced concrete on the slab. Because the slab
was not flat. Secondly, the construction expense and construction duration could be increase when the large
equipment was to crush the reinforced concrete on the ground. Because the height of the stand was too high to
crush on the ground so it needed to build a filling. Thus, we applied both the mechanical demolition method and
explosives demolition method at the design stage. The result of explosives demolition was of complete success
in terms of structural movement and controlled blasting noise and vibration. This case study provided a good example
for a successful application of explosives demolition in urban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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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동대문운동장의노화된시설물을철거하고 디자인플라자라는국제적인공원으로거듭나기위해기존“ ”
의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동대문 야구장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 구조로서 관람을 위한 스탠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쪽과 뒤쪽 기둥의 높이가 다른 특수한 형식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관람을 위한 외야석.
스탠드는특성상아치형상으로되어있고 슬래브는일반적인구조물처럼평탄하지않고관람을위하여계단형,
식으로 기울어져 있다 기계식 철거를 적용하기 위하여 중장비를 슬래브 위에서 압쇄를 할 때는 자리확보가.
곤란하고안전성확보가어렵다 지반에서대형장비를이용한압쇄철거공법적용시에는스탠드높이가높아.
압쇄를할수있는높이까지지반에성토를한후압쇄를하여야함으로공사비용과공사기간이증가하는문제점

이예상되었다 따라서실시설계단계부터이를고려하여기계식철거공법과발파해체공법을복합적으로적용하.
였다 발파해체 결과 붕괴 거동의 안전성 확보와 발파공해에 대하여 제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
향후 도심지내에서 발파해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핵심어 발파해체 발파공해 제어 도심지, ,

서 론1.

동대문 운동장의 노후한 시설물을 철거하고 디자“
인 플라자 라는 국제적인 공원으로 거듭나기 위해 기”
존의 구조물을 철거하여야 한다 이에 따라 공사기간.
의 단축과 공사비용의 절감을 위하여 화약을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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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도공법을 적용하여 발파해체 시험시공을 시행하였

다 동대문야구장은 기둥과 보로 이루어진 라멘 구조.
로 관람을 위한 스탠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쪽과 뒤

쪽 기둥의 높이가 다른 구조로 이루어져 기계식 철거

공법에한계를지니고있다 따라서높이가낮은스탠.
드앞쪽은기계식철거를하였고높이가높은뒤쪽스

탠드에 대하여 외부 및 내부 벽체를 사전 파쇄 하고

중 경간보로 구조물을 단순화 시켰다 스탠드는 아2 .
치 형상을 나타내고 있어 붕괴 시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으므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을 적DWS( )
용하여 일부 스탠드 구조물을 절단 인양하였다 또한.
특수한 형상의 구조로 원활한 전도를 방법을 선정하

기 위하여 가지 방법의 기폭 지연시차를 설계하여2
실발파해체에적용하였다 본연구는초고층건물의.
실용화 요소시험을바탕으로 정립된국토해양부 연구

성과를적용하여건설교통부 국토해양부( , 2006; , 2007),
기존에 시행된 발파해체보다 효율적인발파해체 적용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대상구조물의 구조 현황 철거공법 현황 및,

주변현황

시공 개요2.1

철거 대상 구조물은 그림 의 야구장이며 철거 연1 ,
면적은 11,968m2로 지하 층과 스탠드는 층이며1 2~4

구조 형식은 철근 콘크리트 라멘조이다 철거 공법은.
기계식공법과 발파해체 공법을 혼합하여 적용하였다.
발파해체공법은 단축붕괴공법과 전도공법이 혼합된

상부붕락공법을 적용하였고 기계식해체 공법은 절단, /
인양공법과 압쇄공법을 적용하였다.

대상 구조물 현황2.2

동대문야구장은 기둥과 슬래브 및 보로 이루어진

철근 콘크리트 라멘 구조로서 관람을 위한 스탠드를

확보하기 위하여 앞쪽과 뒤쪽 기둥의 높이가 다른 비

정형구조로이루어져있고외야및내야구간은캔틸

레버보형식의난간이맨뒷열기둥으로부터 가2.5m
그림 와같이돌출되어있다 기둥은대표적으로2 . 10가
지유형으로분류할수있으며가장많은유형은 500mm

의×500mm 단면을가지고있다 보는기둥과기둥사이.
에큰보와작은보로이루어진 방향슬래브시스템2 으

로 설계되어 있으며 대표적인 단면 사이즈는, 500mm×
이다 슬래600mm (Girder), 350mm×600mm(Beam) .

브의두께는 이고계단은 두께이며 외벽200mm 300mm ,
과내벽은 을이용한보강블록쌓기로되어있다Block .

철거 공법 실시설계 적용 현황2.3

철거 대상 구조물은 기계식 철거공법에 한계를 지

니고 있다 따라서 높이가 낮은 스탠드 앞쪽은 압쇄.
공법을 적용하여 기계식철거를 하고 높이가 높은 뒤,

축구장
야구장

흥인문로

을

지

로

그림 1. 동대문 운동장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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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상단스탠드에대하여는외부및내부벽체를사전

파쇄 하고 중 경간보로 구조물을 단순화 시킨 후 발2
파해체 공법을 적용하였다 또한 스탠드는 아치 형상.
을 나타내고 있어 붕괴 시 전도에 방해가 될 수 있으

므로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 공법으로 일부 구DWS( )
간을절단한후 간격의스탠드를대형크레인을3.5m
이용하여 인양하는 공법을 적용하였다 당 현장은 그.
림 과 같이 기계식 해체압쇄 발파해체 절단인양3 ( )+ + /
공법을 혼합되어 철거공법이 선정되었다.

주변 현황2.4

발파해체 대상구조물 주변현황은 그림 와 같으며4 ,
보안물건의 현장 관리 진동 한계치는 이고0.3cm/sec ,
지하철 호선과 호선은 로 선정하였고 소2 4 0.5cm/sec ,
음의 현장 관리 한계치는 민가가 위치한 지역135m
에서 로 설정하였다 또한 야구장 주변에는80dB(A) .
노점 상가들이 캔틸레버 난간으로부터 이격된3~5m
지점에 위치하고 있어 붕괴 시 상부 구조물이 뒤쪽으

로 밀려나가지 않는 발파설계가 요구되었다.

발파해체 설계 및 주요 시공 내용3.

적용 공법3.1

주변 보안물건을 보호하고 건물의 구조적인 특성과

발파 시 지반진동과 붕괴 시 발생되는 충격진동을 분

산시킬 수 있고 대상 구조물이 운동장 내부로 전도가

일어 날수 있도록 표 과 같은 특징이 있는 상부붕락1
공법 을 적용하였다(Toppling) .

시험시공 발파구간 선정3.2

당 현장은 야구장내 입점상가들과 노점 상인들의

민원발생에 의하여 계획된 공사 기간보다 지연 되었

그림 2. 외야 스탠드 입면도.

그림 3. 철거공법 적용 현황도.

그림 4. 주변 현황도.

표 1. 상부붕락공법 특징

발파해체 공법 특징 발파해체 전경

상부 붕락공법

(Toppling)

단축붕괴와 전도를 혼합한 공법-
건물 내 기둥이 열 정도로 한정된 구조물에 적용- 2-3
일 방향 여유 공간이 확보된 환경에서 쉽게 적용-
지반진동 저감을 위한 기폭시스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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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발파해체를 위한 화약류 양수 양도 및 사용허가,
또한 지연되었다 따라서 공사비용이 증가 되더라도.
늦어진 공사기간을앞당기기 위하여발파구역으로선

정된구간에절단인양공법을적용하였다 그러나축.
구장에서 발파해체를 적용하기 위한 검증을 위하여

야구장 외야석 일부구간에 설계된 발파공법을 적용

하였다 발파구간은 그림 와 같이 발파계획 구간에. 5
서 주변 민원으로부터 가장 안전한 외야석 일부 구간

으로 선정하였고 내 외부 벽체를 사전처리 하였으며, ･
발생 버력은 외부로 반출하여 발생 분진을 최소화 하

고자 하였다.

발파 설계를 위한 구조물 붕괴거동 모사3.3

당 구조물을 앞쪽으로 운동량을 증가시켜 전도시키

기 위한 기폭시차와 천공 위치의 선정은 발파해체의

성패를 좌우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
서 를 이용하여 단면 시차를 선정하였고Autodyn 2D ,

로 실 구조물을 모사하여 평면시차와 붕괴거PFC3D
동의 검증을 하였다 해석결과는 표 와. Autodyn 2D 2
같이 앞쪽 기둥 발파 시 최초 벡터는 균형을 잡기 위

하여 뒤로 이동을 하였다가 시간이 지나면 다시 앞쪽

으로변위벡터가이동되는것으로나타났다 또한앞.
열발파후뒤쪽열발파시간이 이상이되거나0.1sec
완전발파가 되면 계단부의 소성변형이 발생하고 균,
열 분리되어앞쪽으로전도가이루어지지않고수직,
거동을 하게 된다 그러므로 앞 열과 뒤 열의 시차을.

에서 사이로 선정을 하였고 뒤쪽열 발파80ms 100ms
는 부분발파형식으로 모사하여 힌지 역할을 할 수 있

도록 거동을 모사하였다.
표 은입면시차결정을한후천공및발파위치를3

A 구
역

B 구역

b

a

TEST  1

TEST  2

12

11

10

9

8

7

6

5 

4

3

2

1

그림 5. 시험시공 발파구간 현황도.

표 2. 구조물 발파해체시의 변위 벡터 분석 결과

시차 0ms 40ms 80ms

변위 벡터

표 3. 발파위치에 따른 구조물 붕괴 거동 모사 결과

시차 100ms 500ms 1,000ms

CASE 1

CAS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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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기 위하여 가지 방법으로 해석을 시행하였다2 .
은 앞열 층 기둥을 완전 발파하고 뒤 열CASE 1 1, 2

하부 층만을 부분 발파한 것이고 는 앞 열, CASE 2
층완전발파후뒷열 층을부분발파하고 층을1, 2 2 1

부분 발파하는 방법으로 모사를 시행하였다.
해석결과 방법이뒤로밀려나가는현상이CASE 2

적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석결과는 벽. Autodyn 2D
체가 무한이 연결된 상태인 평면대칭 조건에 대한 것

으로서 해석시간이 단축되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실제구조물과 같이 보와 기둥의 접촉 및 구속 상태를

모사 할수없는단점이있다 따라서실발파해체 대.
상 구조물과 같이 동일하게 모사를 할 수 있는 차원3
해석을 통하여 최종 검증을 실시하였다 이때 사용된.
수치해석 는 로 해석하였으며 실 대상Code PFC 3D ,
구조물과 동일하게모사하기 위하여미시변수를 선정

하였고 입자 크기를 기둥 보 슬래브에 따라 차등화, ,
하여 각기 다른 접촉 강성을 가지도록 하였고 시차,

변화와 발파 위치변화를 다양하게 하여 표 와 같이4
수행을 하였다.
해석 결과 상단부 스탠드가 낙하 중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앞열 하단부와 앞열 상단부의 기폭 초시

를 분리하여 상부 구조체가 자중에 의한 회전 모멘트

를 최대로 하여 앞쪽으로 거동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뒤 열의 발파 시차에 따른 가지 방법을 시험2
시공에적용하기로계획하였다 첫번째방법은뒤열.
하단부 발파시간의 차이에 따라 힌지 역할을 유지하

기 위하여 뒷열의 상부를 선행발파하고 마지막으로

뒤 열 하단부를 발파하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앞 열 상하단의 발파 시차로 인하여 구조물이 충분히

거동되고있으므로앞열상단과뒤열하단의기폭시

차를동시에주고마지막으로뒤열상단부를기폭하

는순서를가지는방법이다 시험시공에적용하는기.
폭 시스템은 표 와 같이 가지 방법으로 하여 천공5 2
위치 선정과 발파형식은 모두 동일하게 적용하고 구

표 4. 에 의한 차원 구조물 붕괴거동의 모사결과PFC 3D 3

옆면

측면

표 5. 해석결과에 따른 시험시공 선정 사항

구 분 지 연 초 시 지연초시 구분 단면도

구역A : 0ms , , : 500ms,① ②③
: 1,000ms④

앞열 하단 : ①
앞열 상단 : ②

뒷열 상단 : ④

뒷열 하단 : ③
구역B : 0ms, : 600ms,① ②

: 800ms, : 1,000ms④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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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물붕괴양상을판단하기위해기폭시차만을 달리하

여 계획하였다.

천공 제원3.4

본 구조물의 천공은 붕괴 구조물 거동해석결과를

활용하여 그림 과 같이 시행하였다 천공은 착암기6 .
를 사용하였고 천공경은 이고 천(Leg Drill) Ø 38mm ,

공위치와 천공 간격은 기둥의 높이가 층별로 달라서

차등을 두어 천공을 시행하였다.
철근의 위치에 따라 천공 착점을 달리해 천공 작업

시 철근에 비트가 걸리지 않도록 하여 일 천공작업1
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철근 탐지기로RC Radar( )
기둥크기별 개 샘플링을 하여 철근의 배근상태를10
확인하였다 측정 결과는 표 과 같이 기둥의 가운데. 6
부분 과 표면에서 약 지0.235m~0.275m 2.7cm~3cm
점에 철근이 위치되어 있어 설계와는 달리 천공 착점

은 오른쪽으로 치우쳐 천공의 중심이 가운데 올5cm
수 있도록 경사를 주어 천공을 실시하였다 그7~8° .
결과 일 작업조가 공의천공을수행할수있었으1 1 90
며 기존의 작업조보다 작업효율이 개선되었음1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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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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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시험시공 구간 천공 단면도 및 천공 상세도.

표 6. 기둥의 철근 배근 위치

구 분 Normal Processing Peak Processing

500×500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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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었다.
세부적인 천공제원은 표 과 같으며 층 구간은 기7 1

둥높이가 인 관계로 지면에서 이격하고3.2m 700mm
공간격은 간격으로 공을 천공하였고 층800mm 2 , 2
앞쪽 기둥의 높이는 로 지면에서 이격하2.4m 700mm
여 공을 천공하였다 뒤쪽 기둥의 높이는 이므1 . 4.9m
로 지면에서 이격하여 공간격은 간격700mm 800mm
으로 공을 천공하였다 천공 길이는 기둥 단면 크기3 .
와 경사 정도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나 장단면 길이의

정도를 천공장으로 하였다2/3 .

방호 제원3.5

발파해체시방호대상부위의형상과주변여건을

고려하여 방호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당 현장에서.
는 주변 노점상과 빌딩 인근에 위치하고 있으므로 분

진과 비산의 억제를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 현장에서는 표 과 같이 발파가 이루어지는 부위8
기둥 내력벽에 장섬유 부직포와 능형철망으로 차( , ) 1
방호를 실시하고 건물의 외곽에 구갑망과 부직포를,

겹치게 설치하여 차 방호를 실시하였다 차 방호는2 . 3
대상 구조물 외곽부에 높이의 외줄비계를 설치10m
하여 비산과 분진을 제어하였다.

기폭 시스템3.6

당 현장에 적용한 기폭 시스템은 비전HiNEL Plus(
기 뇌관을 사용하였으며 구역별시차는 표 와 같다) 9 .
구역과 구역의 상호간 방지를 위하여A B Cut Off A

구역과 구역을 로 연결하지 않고 각각B TLD Startor
를전기뇌관으로적용을하였으며 구역은 구A 0ms, B
역은 의 기폭 시차로 연결된 쇼크 튜브의 기폭380ms
이모두완료된후최초기폭기둥이발파가되도록하

였다.

시헙발파 결과 분석에 따른 장약작업 선정 사항3.7

대상 구조물 전체의 구조 역학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부분을선정하여배근상태및콘크리트강도를고

려하여당현장구조물의대표기둥인 500mm×500mm
기둥에발파시적용할장약량선정과방호재료의적

표 7. 구역별 천공 제원

구 분 기둥 TYPE 천공길이(mm) 천공수량(ea) 누적천공길이(m)

층1

TYPE - 1 (500×500) 320 40 12.8

TYPE - 2 (600×600) 400 2 0.768

TYPE - 3 (900×700) 580 2 1.152

층2

TYPE - 1 (500×500) 320 40 12.8

TYPE - 2 (600×600) 400 1 0.384

TYPE - 3 (900×700) 580 2 1.152

합 계 87 29.056

표 8. 방호 제원

구 분 차 방호1 차 방호2 차 방호3

개요도

적용 재료

능형철망

그물눈(#8, 50×50mm)
장섬유 부직포

구갑망

그물눈( 30×30mm)
장섬유 부직포

단섬유 부직포

칼라 부직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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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 검증 및 전색 재료의 선정을 위하여 가지의 공2
당 장약량과 가지 전색방법을 설계하여 시험발파를2
표 과같이시행하였다 전색방법은두기둥의공당10 .
장약량이 다르므로 동일 장약량을 장전한 기둥에 위

와 아래공에 전색재료를 달리하여 시행하였다 위쪽.
공의 전색재료로는 쇄석과 젖은 모래를 사용하였고,

아래공은 젖은 모래만을 사용하였다.
시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를 이용하

여 전색재의 분출상태를 분석하였고 기둥에 장전될,
장약량선정을위해발파후파쇄상태에대한육안분

석을 하였다 시험발파결과는 표 과 같다. 11 .
시험발파 분석결과 장약량과 의 장약, 62.5g 83.3g

표 9. 기폭 시스템

구 분 구역A 구역B

개요도

표 10. 시험발파 제원

구 분 사용화약 공당장약량 전색방법

TEST 1
(4-a)

메가마이트

25mmφ

83.3g

쇄석 모래+

젖은 모래TEST 2
(9-a) 62.5g

표 11. 시험발파 결과

구 분 시험기둥 파쇄 상태 고속 촬영 전색재 분출( )

TEST 1

TEST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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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 모두 양호한 파쇄 상태를 나타냈다 그러나 앞열.
발파에의한초기붕괴유도시에철근의저항을받지

않기 위하여 의 장약량을 장약하고 그 외의 기83.3g ,
둥에는 의 장약량으로 장전하였다 전색재료는62.5g .

에서는아래공에전색한젖은모래가분출되TEST 1
어 차 방호재를 뚫고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2

에서는두가지전색재료모두분출이되었으TEST 2
나 분출 속도가 차 방호재를 뚫지 못하고 방호 지역2
내에 낙하된것을알수있었다 따라서 장전후사용.
할 전색재는 쇄석과 젖은 모래를 혼합한 재료로 선정

하였다 시험발파결과에 따라 당 현장 구조물에 적용.
된 화약류는 표 와 같다12 .

발파해체 결과 및 분석4.

붕괴 거동4.1

구역은 초에서 가 기폭 된 후 에서A 0 Startor 400ms
시작하여 에 마지막 기둥이 기폭 되었으며1,550ms ,
운동장 내부 방향으로 전도 방향을 잡지 못하고 그대

로수직붕괴가되었다 구역은최초 가 에. B Startor 380ms
서기폭되어 에최초기둥이기폭되고780ms 2,380ms
에 마지막 기둥이 기폭되었으며 최초 기폭된 위치로,
부터 초기 모멘트가 발생되고 전체적으로 운동장 내

부 방향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그림( 7).
구역에서의 단면시차는 초기 거동이 충분히 발생A

될 수있는시차였으나 평면 시차의간격이 간, 25ms
격이었던 관계로하단부의 순간적인기둥제거에 따라

초기회전및이동모멘트가수직하중운동모멘트보

다 적어그대로수직붕괴를하였다 구역은이동및. B
회전을유도하기위하여기둥간의평면시차를 200ms
간격으로 두어 최초 기폭방향으로 이동 및 회전이 발

생되었고뒤열하단부기폭을마지막에하여상부구

조체가 수직운동을 못하도록 힌지 역할을 하였다 그.
러나 시험발파 기둥이 중간 기둥에 위치하고 있어 최

초 기폭 시 구조적으로 구속을 시키지 못하여 층 슬2
래브가 후방으로 약 정도 이동되었고 그 이후1.5m ,
기둥에서는 층 슬래브 보다 앞쪽으로 이동된 것을1
알 수 있었다 추후 발파 적용 시에는 구역의 기폭. B
시스템을 적용하고 하부 기둥이 발파되기 전에 힌지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환경 영향 평가4.2

당 현장은 주변의 보안물이 밀집해 있고 발파해체

시발생되는공해진동 소음 분진 비산을반드시제, , ,
어해야 한다 따라서 발생되는 공해(Dowding, 1994).

표 12. 장약량 제원표

구 분 품목 규격 순번 장약량 또는 뇌관수

폭약 MegaMiTE Ⅰ 25mm -　 6.5kg

뇌관

비전기식

뇌관

LP 6.0m

4 16

6 2

8 2

9 21

10 3

11 4

12 26

13 6

14 5

15 2

TLD
6.0m 0ms 30

6.0m 25ms 6

전기뇌관
6.0m MS 0 1　

6.0m MS 19 1

계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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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예측하였고 그에 따른 제어방법을 적용한 후 시험

시공을 통하여 각 공해에 대한 결과를 그림 과 같이8
계측 및 측정하여 예측값과의 비교를 통하여 문제점

을 고찰하고 에측방법에 대한 검증하였다 또한 차기.
발파시제어방법에대한재검토를수행하고자하였다.

진동

발파해체 시 발생되는 진동은 발파진동과 충격진동

으로 구분되며 가 제안한 발파진동 예Roberto Folch
측식 과 에서 발표된 충격진동 예측식(1) M.A Perkin

를 활용하여 비교하였다(2) .

구역 최초 기폭A (0ms) 구역 최초 기폭B (380ms) 구역 기폭A (550ms)

구역 기폭A, B (900ms) 구역 기폭A, B (1050ms) 구역 기폭A, B (1400ms)

구역 기폭A, B (1550ms) 구역 기폭A, B (1980ms) 구역 기폭A, B (2400ms)

그림 7. 구조물 거동 현황.

그림 8. 발파공해별 계측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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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여기서 은 거리 는 최대 지발당 장약량이다, R , Q .

     (2)

여기서 는 거리 는 상관계수로 이고 은 경, D , K 0~1 , n
험상수로 이다-1.5 .
발파진동의 비교는 시험발파 시 계측된 값현장내(

부계측데이터활용과발파진동예측값과상관성분)
석을시행하였고 시험시공발파해체시계측된데이,
터현장 내부 데이터 활용는 예측 충격진동 값과 상( )
관분석을시행하였다 그결과는표 과같으며발파. 13

진동은 예측값이 너무 작게 예측되어 새로운 예측식

이 요구되며 충격진동은 예측값이 계측값보다 비교,
적 큰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분석되어 설계시 안전율

을 고려하여 적용하여도 무방할 것으로 판단되나 좀

더 정밀한 충격진동 예측식의 개발이 요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발파소음 및 폭풍압

발파해체시발생되는소음은 가제안Roberto Folch
한폭풍압예측식식 으로예측한후음압과폭풍압(3)
의관계식식 으로변환하여발파해체시험시(4) 공시

계측된 값과 비교를 표 와 같이 수행하였다dB 14 .

표 13. 지반진동 예측값과 계측값 비교 분석 결과

구 분
발파 진동(cm/sec) 충격 진동(cm/sec)

거리 예측 실측 거리 예측 실측

결과 데이터 비교

20 0.002141 0.263 26 0.411 0.307
23 0.001148 0.183 36 0.349 0.275
29 0.000945 0.22 58 0.275 0.174
31 0.000595 0.156 73 0.245 0.107
32 0.000761 0.234 88 0.223 0.060
38 0.000380 0.124 103 0.206 0.068
48 0.000312 0.116 132 0.182 0.067
52 0.000191 0.0893
59 0.000198 0.0987
61 0.000134 0.0705

상관분석

그래프 y = 94.308x + 0.0911

R2 = 0.7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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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발파해체 소음 예측값과 계측값 비교 결과

계측 위치 이격거리 예측값 실측값

한양 중고등학교 85m 133.20dB 93.98dB

카파상가 65m 135.69dB 104.8dB

현장내 10m 10m 153.09dB 141.18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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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여기서 는 폭풍압 이고 는 환산거리이다, P (psi) , SD .

    (4)

여기서 은 음압수준이고 는 폭풍압dB , P (psi) Po는 최

저 가청음압(2.9×10-9 이다psi) .
비교결과 현장내 에서 계측된 소음은 예측 소10m

음값과 약 의 차이를 나타내며 한양 중고등학교10% ,
와 카파상가에서 계측된 값은 예측값보다 약 감30%
쇠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방호공사와 주변의 지.
형조건에 의한 감쇠로 기인된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발파해체 소음 예측시에는 방호와 지형 조건을 고려

한 예측식에 대한 연구가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분진

분진이란 대기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지상으로 떨

어지는 입자상 물질이라 하며 발파해체 시 발생되는,
분진은콘크리트가루로보통 의입경범위0.5~500㎛
를 가지고 있고 이상은 입자가 크고 무거워서, 95%
침강하기 쉬운 강하분진이며 는 입자가 미세하고5%
가벼워서 장기간 대기 중에 떠다니는 부유분진으로

발생한다 부유분진은 풍향의 영향에 따라 이동경로.
가 달라지며 최대 분 만에 가라앉거나 이동하여 없2
어지게된다 일반적으로대기내에는 의부유분진. 4%
이 항시 발생한다 분진을 제어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물을 뿌리거나 분진 차단막을 설치하여야 한다 따라.
서 본 발파해체시에는 외부 주변 상가 쪽으로는 차3
방호까지설치하였고 발파해체전후에살수차량을,
이용하여 살수작업을 시행하였다 분진 발생 오염 거.
리를 예측하기 위하여 단기적인 예측모델인 Fugitive

을 이용하였다 입력 인자 중 분진Dust Model(FDM) .
배출량은 원단위 를 적용하였고 기상상태는(0.17g/t) ,
중앙기상대자료에서 년 월달서울지역의평균2007 3
풍향 및 평균 풍속 의자료를 이용하였(SW) (2.7m/sec)
다 이중 입력 배출량은 총 발생되는 분진 중 미세입.
자입경이 이하인 부유분진은 배출 분진 총량( 30 )㎛

중 인 이 풍향과 풍속 및 지형에 영168.95g 5% 8.45g
향을받아이동하며강하할것이다 분진배출총량은.
표 와 같다15 .

해석결과 최대 확산 속도는 로 예FDM 1.215m/sec
측되었다 이때 분간 분진이 지속적으로 발생한다고. 2
가정하면최대확산거리는 가발생될것으로145.8m
예측되었다 그러나 분진제어를 위하여 살수와 발파.
해체전일 강수량 을 고려할 때 분진 확산거리(0.4mm)
는 짧아질 것으로 판단하여 방호 시설이 없는 발파해

체 대상건물의 정면에서 분진 측정 장치를 일직선으

로 이격된 측점에서 측정하였다 그30m, 50m, 70m .
측정 결과는 표 과 같다16 .
분진은 환경부 대기기준인 대기분진의PM 10( 10㎛

이하인호흡성분진을측정하였다 분진측정결과 발) . ,
파전평균분진발생량은 에서30m 330 /m㎛ 3

이고 발,

표 15. 분진배출 총량

배출 원단워 철콘 단위 중량 발파해체구조물량 배출분진 총량 이하분진량30㎛
0.17g/t 2,400kg/m3 414.09m3 168.95g 8.45g

표 16. 분진 측정 결과

구 분 30m 50m 70m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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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후각거리별최대분진량은각각 에서30m 1,222 /m㎛ 3,
에서50m 1,022 /m㎛ 3

에서, 70m 436.8 /m㎛ 3
로 측정되었

다 을통하여얻을수 있는예측결과는분진이. FDM
동 속도에 따라 분진지속시간을 가정하여 최대 확산

거리를예측할수있으나 측정결과는거리별분진발,
생량을측정하므로정량적인비교는될수없다 그러.
나 에서약70m 400 /m㎛ 3

순간적으로 발생한후 발파

전 평균 분진량 보다 더 적어지는 것을 볼 때 예측거

리의 신뢰성이 있다고 사료되었다 또한 본 해체대상.
구조물의 설계된 철거공법은 앞쪽 스탠드는 기계식

해체이고 뒤쪽 스탠드는 발파공법으로 구조물의 전,
체를 발파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 발파를 하여 차 파2
쇄 작업을 용이하게 하는 공법이고 발파전일 강수량,

의 영향으로 순간 분진량은 일반 발파해체현(0.4mm)
장의 약 수준이었다 일반적으로 발파해체현장1/200 .
에서의 분진은 수 초간 대량으로 발생하였다가 수분

내로 감소된다 따라서 일반 대기환경기준 시간 평. (24
균 혹은 연간 평균을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
판단되며 건설공사 해체공사 발파해체 공사의 특성, , ,
에적합한측정방법및기준마련이필요할것으로사

료된다.

비산

비산거리는 공당 장약량에 비례하고 최소저항선에

반비례한다 비석의 비산거리를 산정 하는데 있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경험식은 식 로 예측하였다(5) .

 

 
 (5)

여기서 비산거리 공당 장약량, L : (m), Q : (kg/hole),
최소저항선 경험 상수 중력W: (m), K : (0.3~3.0), g :

가속도(9.8kg/m2 이다 따라서위 비산예측식을 활용) .
하여 방호 방법에 따른 비산거리를 예측하였다 여기.
서 방호에 의한 경험 상수는 로 하였으며 이는 능형1
철망과 부직포의 적용된 제원에 따라 선정된 값이다.
표 은 비산예측거리와 실 측정 거리이다17 .
발파후비산의발생을육안확인하였으며 전방과,

측면에서의 비산발생은 차 방호와 차 방호재가 모1 2
두제어를하였으며그거리는 이내로측정되었2.0m
으며 차 방호는 대상 구조물의 후방 이격하여, 3 1.5m
설치하였는데도 비산에 의한 손상이 전혀 발견되지

않았다 이는예측비산식의방호재에따른경험상수.
가 적절히 산정된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5.

동대문 운동장 철거공사 중 설계되어 있는 발파해

체 공사에 대하여 발파 시 발생되는 공해와 붕괴거동

의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야구장 외야석 스탠드

구간을선정하여 시험시공 발파해체공법을 시행69m
하였다 시험시공수행결과설계된발파해체공법적용.
시 붕괴 거동의 안전성 확보와 발파공해의 진동 소,
음 분진 비산에 대하여 제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
수 있었다 따라서 발파해체 공법으로 설계되어 있는.
구간에 적용하여도 안전할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일,
부 입점 상가의 이전지연과 노점상들의 민원발생으로

철거공사기간이 증가되었고 화약류 양도 양수 허가

취득이지연되었다 이에따라공사비용이약 증. 30%

표 17. 비산 예측 및 측정 결과

구 분 예측 비산거리 측정 비산거리

거리(m)
 ×

  
×

= 2.5 m

이내2.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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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된 철거 공법절단인양으로 변경되었다 발파해체( / ) .
시험시공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발파해체 공법은 설계 단계에서 주변 보안물건을

보호하고 대상구조물의 형식과 특성을 고려한 붕

괴 거동 시뮬레이션을 로 수행을 한Autodyn 2D
후 로 검증을 하여 상부붕락공법을 선정PFC 3D ,
하였고 공법 적용을 위하여 시뮬레이션으로 부터

천공방법과 기폭 시스템을 선정하였다.
2) 안전한 발파해체를 시행하기 위하여 시험시공 구

역을 야구장 외야석 일부 스탠드 구간으로 선정하

였으며선정된구역에서는붕괴거동에저항요인이

될수있는비내력벽철거등사전취약화를시행하

였으며 형상의스탠드를 로절단인양하, Arch DWS
여붕괴시내부구속에의한저항요인을제거하여

구역과 구역으로분리하였고기둥의크기와높A B
이가고려된천공작업을실시하였다 그리고발파해.
체시발생되는공해를제어하기위하여능형철망 부,
직포를 사용하여 차 방호까지 수행하였으며 공사3 ,
구역의 외곽에도 가설펜스를 설치하였다.

3) 공당 장약량 선정과 전색재료를 선정하기 위하여

시험발파를수행하였고 그결과초기거동의휨모,
멘트를증가시키기위하여완전파쇄를유도하여야

하므로앞열하단부기둥에는 의화약을장전83.3g
하였고 그외기둥에는 의화약을장전하였다, 62.5g .
또한초고속카메라로전색재의분출을촬영한결과

쇄석과젖은모래를혼합한전색재료가젖은모래보

다 전색재의 효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어 쇄석과

젖은 모래를 혼합한 전색재를 적용하였다.
4) 기폭시스템은 가지 방법으로 시행하였으며 발파2

후 거동 분석 결과 구역은 전도보다는 수직 붕, A
괴에 가까운 거동을 나타냈으며 구역에서는전, B
도가 발생되었으나 시험발파 기둥 쪽의 층 슬래2
브가 뒤로 약 밀려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1.5m .
따라 향후 발파 시 적용해야 할 기폭 시스템은 입

면시차와평면시차를복합적으로고려해야하며,
뒤 열의 기둥이 충분히 힌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차 간격을 선정하거나 부분 발파를 적용

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된다.
5) 지반진동 중 발파진동에 대한 거리별 예측값과 계

측값의 비교 결과 거리별 감쇄되는 상관성은 있으

나 그 차이가 너무 많이 발생되므로 새로운 예측,

식의개발이필요하고 충격진동에대한거리별예,
측식은 상당히 신뢰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소음에대하여는방호공사와주변지형조건이 고려

된 예측식의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발파해체대상구조물량의분진배출원단위 0.17g/t

과서울지역 월평균풍속및풍향을적용하여예3
측된 최대 분진 확산속도는 이었다 이1.215m/sec .
때 배출 지속시간을 분으로 가정할 때 최대 확산2
거리는 로예측할수있다 분진측정결과는145.8m .
거리별 분진 발생량을 측정하므로 예측값과 정량

적인 비교는 될 수 없으나 에서 순간적으로70m
약 400 /m㎛ 3

발생한 후발파 전평균분진량보다

더 적어지는 것을 볼 때 예측거리의 신뢰성이 있

다고사료된다 또한본해체대상구조물의설계된.
철거공법은 앞쪽 스탠드는 기계식 해체이고 뒤쪽,
스탠드는발파공법으로구조물의전체를발파하는

것이아니라부분발파를하여 차파쇄작업을용2
이하게 하는 공법이고 발파전일 강수량, (0.4mm)
의 영향으로 순간 분진량은 일반 발파해체현장의

약 수준이었다 이는 분진발생은 구조물의1/200 .
파쇄량과 기후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인자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고 지형을 고려한 분진 확산

정도를 예상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며 발

파해체 공사의 특성에 적합한 분진 측정방법 및

제도적 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 방호재료에 따른 경험상수를 적용하여 예측된 비

산거리는 로 예측되어 발파 후 측정된 비산2.5m ,
거리인 이내와 유사하여 예측식의 신뢰성이2.0m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시험시공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국내 발

파해체 기술이 점차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으며 제,
도적인문제의개선과기술적인개발이좀더필요할

것이며 향후 도심지내에서 발파해체 적용 가능성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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