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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주식 발파공법 개발에 대한 기초적 연구

-리듬감 부여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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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c Study on Development of Orchestra Blasting Method
- About the Application of Rhythm -

Ji-Sun Yoon, Sung-Hyun Choi and Sang-Hun Bae

Abstract Using Electronic Detonators which is well known for controlling vibration, we have been studying Orchestra
Blasting Method, OBM, for many years to transform the unpleasant blasting sound to favorable sound in some
job-sites such as tunneling and bench blasting which have to been taken place near some structures needed great
care. In this study, we focus on rhythmical sense. First, we acquired individual wave from a shot. With the program
named the Program Blasting Wave, PBW, it was analyzed and found that its best delay time was 34ms and 50ms
was acceptable. Also, delay time was fitted into the music which was accepted after analyzing the rhythm. As
a result, the blasting sound along with the music felt comfortable as if the music was played with base drum.

Key words Orchestra blasting method, Delay time, Program blasting wave, Blasting sound

초 록그동안우리나라와같이터널및노천발파현장근거리에보안물건이위치해있어진동제어가절실히

필요한상황에서진동제어에효과가있는것으로알려진전자뇌관을이용하여불쾌감을주던발파음을쾌적한

발파음으로 전환하고자 연주식발파공법 개발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으며(Orchestra blasting method, OBM) ,
본연구에서는리듬감구현에중점을두고실험을실시하였다 우선단발발파를실시하여독립파형을획득 누적. ,
파형합성프로그램 을이용하여분석한결과실험현장의최적지연초시는 를(Program blasting wave, PBW) 34ms
나타내었고 이상에서는수렴하는경향을보였다 또리듬감구현에필요한지연시차를선택한음악의실제, 50ms .
연주시간을분석하여결정하였고 그결과실제연주시간에맞춰기폭된발파음은큰북으로연주하는듯한,
느낌을 주는 쾌적한 발파음으로 전환시킬 수 있었다.

핵심어 연주식발파공법 지연초시 파형합성프로그램 발파음, , ,

서 론1.

국토면적이 작지만 암반지역이 많은 우리나라는 도

심지 건축터파기를 비롯하여 지하공간개발에 이르기

까지 대부분 굴착작업에서 발파공정이 빠지지 않고

포함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며 여기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은 주변 민원인과의 마찰을 유발하는 원인이

기도 하다 국내 모든 발파현장에서는 시험발파를 토.
대로 거리별로 허용진동수준을 고려한 지발당장약량

을 산정하고 이에 맞는 발파패턴도를 작성하여 적용,
하고 있지만 민원인과의 마찰로 인하여 허용기준치,
보다낮게하여적용하고있는실정이다 실제로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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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증가하였으나 년부터는매년 여건의피해가, 05 150
접수 되고 있다 또 환경분쟁 전체 접수건수 중 소음.
진동으로 인한 피해 접수건수는 에 달하고 있87%ㆍ

다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07).
따라서발파현장은분할발파및지발당장약량감소,

기계굴착 및 차단벽설치 등으로 이어져 시공성과 경

제성을 저하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실정에 대.
해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보면 발파작업은 위험한

작업이라는불안감과 발파음이주는불쾌감이 더해진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진동 및 소음을 최대한 저감.
하는 동시에 주변 민원인의 귀에 익숙한 음악 리듬에

맞게 을 조절하여보다 쾌적한발파음으로Delay time
들릴 수 있도록 하기위하여 음원을 이용한 연주식발

파공법 을 개발하(Orchestra blasting method, OBM)
고자 한다 여기서 발파공법은 실제 음악의 음. OBM
원을 이용하여 뇌관의 적용 초시를 결정하여 수행하

였으며 이를 토대로 연주식발파공법의 설계패턴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요 및 목적2.

소음 이란 사람이원하지않는소리(Noise) “ (Unwanted
를총칭한다 소음규제기준등에정하고있는sound)” .

소음은큰음량의소리에해당되지만 음량이다소작,
더라도 사람의 행위목적을 저해하는 소리는 소음이

될 수 있다 즉 대화 혹은 회의의 방해 수업방해 수. , ,
면방해 등과같은사람의욕구 목적을저해하는소리,
는 어느 것이나 소음이라 할 수 있다정일록( , 1997 ;
윤지선 한편 오토바이가 질주할 때의 소리는, 1998). ,
주위사람들에게는대단히불쾌감을주는소리이지만,
탄사람에게는그렇게유쾌한소리일수가없다 예를.
들면 년 월드컵당시 대한민국의 응원박수대 한2002 ( ~
민국짝짝짝짝짝는모두의귀에익숙하고박자또한)
대부분의국민이알고있으며대단한불쾌감을주지는

않는다 그당시를회상하여보면응원박자에맞혀자.
동차경적으로도응원하였으며 막대풍선 북등소리, ,
낼 수 있는 모든 도구를 사용하여 응원하였던 기억이

있을것이다 이모든도구는하나의음으로높고낮음.
이 없으며 단지 박자에 맞쳐 소리를 내는 것이다 같, .
은 맥락으로 하나의 음인 발파음을 사람의 귀에 익숙

한리듬에맞게시차를조절하여기폭시켜발파음역시

불쾌감보다유쾌한소리로전환할뿐만아니라진동또

한 저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장 실험3.

리듬감 구현을 위한 음악선택3.1

발파공법의 핵심은 발파음을 음악적 요소와OBM
조화시키는 것이므로 일반인의 귀에 익숙한 음악을

선택하여야한다 본 연구에서 선택한 음악은. Table 2

Table 1. 환경분쟁 피해원인 현황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07)

구분
소음

진동

대기

오염

수질

오염

해양

오염
기타 계 년도별 소음 진동 피해 현황ㆍ

이전98 147 26 20 8 - 201

99 67 8 4 - - 79

00 49 7 4 - - 60

01 103 11 7 - - 121

02 229 26 4 - 4 263

03 264 19 8 - 1 292

04 206 8 3 1 5 223

05 151 11 5 - 7 174

06 150 8 3 - 4 165

계

(%)
1,366
(87)

124
(8)

58
(4)

9
(-)

21
(1) 1,578



윤지선 최성현 배상훈ㆍ ㆍ 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체로 단순한 음표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식 반주곡 중 베토벤 운명교향곡 앞부분 4
마디와 동요 중 자전거를 선택하였다.

뇌관 기폭실험3.2

본 연구에서는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OBM
현장 실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베토벤 운명교향곡에,
대해 조금 더 정확한 리듬감을 확인하기 위해 뇌관수

량 및 시차를 조절하여 와같이 가지 패턴을Table 3 7
설계하고 전기뇌관과 다단발파기를 사용하여 사전,
실험을 시행하였다 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 Table 3 4
디중 마디씩구분하여대영역 윤지선외2 I, II( , 2007 ;
윤과배 로구분하고 을, 2007) Delay time 1,500ms 적

용하였으며 마디안의음표는다시소영역으로구, 2 분

하고 을 적용하였으며 소영역에서Delay time 300ms ,
연속되는발파공은같은시차 즉지발기폭이아닌, 각

각의시차가있는제발기폭으로 의50ms Delay time을
적용하였다.
실험 패턴은 분음표 분음표 구분 없이 한음표당8 , 2

똑같은 발수를 적용한 실험과 음표에 따라 발수를 조

절한 실험으로 크게 가지 패턴으로 구분할 수 있으2
며 실험결과음표에따라발수를조절한실험중 패,
턴 번이 가장 근접한 리듬감으로 판단되었고6 , Table
와 같이 실제 음악의 와 비교한 결과 실제 음4 Wave
악보다 기폭시간이 빠름을 알 수 있었으며 소영역간,
의 과 대영역간의 을 조절되어Delay time Delay time
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차결정3.3

선정한 각 음악을 사운드프로그램 을 이(Goldwave)
용하여 실제 연주된 시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
Ta 과같으며이를토대로기폭시차를결정하였다ble 6 .

베토벤 운명교향곡

베토벤 운명교향곡 앞부분 마디는 분음표와 분4 8 2
음표 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음악의 템포는 빠르2 ,
고 경쾌하게 연주해야 하는 음악(Allegro) (con brio)
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음표가 연주되는 시간.
을 분석한 결과 첫 번째 마디의 분음표는 의8 180ms
간격이고 세 번째 마디에서는 의 간격으로 연200ms

Table 2. 리듬감 구현을 위한 음악선택

구 분 베토벤 운명교향곡 동요 자전거-

적용악보

적용부분

비 고
가장 익숙한 앞부분 마디 적용4∙
라 미 솔 레 개의 음계로 구성, , , 4∙

음악 전체가 도 레 미 파 솔 라, , , , ,∙
개의 음계로 구성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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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되고 있었으며 이 같이 똑같은 음표임에도 초, 0.02
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사람이 연주한 음악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두 번째 마디의 분음표. 2
는 늘임표( 본래 음 길이의 배 늘여 연주기- 2~3 )
호와세번째마디의 분쉼표로인하여 후에8 3,830ms
분음표가 연주되고있었으며 네번째 다섯번째 마8 , ,
디는붙임줄 높이가같은두음을연결하여한음(Tie -

처럼 연주기호로 인하여 실제 연주만 간 이) 4,250ms
루어지고있음을알수있다 따라서뇌관기폭실험패.
턴 을 토대로 대영역간 은 에서6 Delay time 1,500ms

로 조정하고 소영역간 시차는 에서 대3,830ms , 300ms
영역 의소영역간시차는 대영역 의소영역I 180ms, II
간 시차는 로 조정하여 결정하였다200ms .

Table 3. 리듬감 구현을 위한 사전 뇌관실험 패턴 및 모식도P-6

구 분

대 영 역 I 대 영 역 II

소계 비고
소영역 소영역 소영역 소영역 소영역 소영역 소영역 소영역

I II III IV I II III IV

영역별적용시차 0 300 600 900 2,400 2,700 3,000 3,300

기폭

뇌관

수량

P-1 1 1 1 1 1 1 1 1 8

P-2 2 2 2 2 2 2 2 2 16

P-3 3 3 3 3 3 3 3 3 24

P-4 4 4 4 4 4 4 4 4 32

P-5 1 1 1 4 1 1 1 8 18

P-6 2 2 2 8 2 2 2 16 36

P-7 3 3 3 12 3 3 3 24 54

구 분 모 식 도 회 로 연 결

P- 6

Table 4. 베토벤 운명교향곡 와 뇌관실험 기폭음 비교wave P-6 wave

구 분 비교wave

베토벤

운명교향곡

조정Delay Time
뇌관실험

기폭음P-6

비 고

뇌관 실험 실제 기폭 소영역간P-6 Delay Time : Delay Time 300ms∙
대영역 연주 시작: Time 2,400ms

베토벤 운명교향곡 실제 연주 분석 소영역간: Delay Time 180~200ms,∙
대영역 연주 시작: Time 4,37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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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요 자전거

베토벤 운명교향곡과 마찬가지로 자전거도 동요라

는 특성에 맞게 빠르고 경쾌하게 연주해야 하는 음악

이다.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음표가 연주되는 시간

을분석한결과 분음표는 분음표는2 1,000ms, 4 500ms
의 간격으로 각각 음길이에 맞게 연주되고 있었으며,
분음표 또한 당연히 의 간격으로 연주되어야8 250ms
하나 보통 의 간격으로 연주되고 있었고 특히, 230ms ,
세 번째 마디의 분음표는 의 간격으로 연주되8 220ms
고 있었다 분음표는 분음표의 절반 시차인. 8 4 250ms
간격으로 연주되어야 하나 이것도 위의 사례와 같이,
똑같은 음표임에도 초의 오차가 발생한 것은 사0.01
람이 연주한 음악을 기초로 하였기 때문으로 풀이된

다 따라. 서연주시간분석결과를토대로각각의음표에

대한 은Delay time 220ms~230ms, 500ms, 1,000ms로

결정하였다.

실험현장개요3.4

본 연구의 현장실험은 산업단지조성공사현장에OO
서진행하였으며 이지역은대부분낮고평평한충적,
지와 침식평단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질은 선캄브,
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으로서 본 유역에 넓게 분포

하고 있다 암상은 주로 흑운모로 이루어지는 암색대.
와 석영 장석으로 되어있는 명색대로 이루어진 호상,
구조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현장실험3.5

본 실험은 지점에 보안물건정밀기기공장이200m ( )
위치하고 있어 천공경 천공장 의 진동76mm, 3.2mΦ
제어발파 중규모패턴으로 일반 전기뇌관 단을MS 20

Table 5. 베토벤 운명교향곡 시차 결정

적용음악 를 이용한 시차 분석Goldwave

베토벤

운명교향곡

분음표 연주간격 첫 번째 마디 세 번째 마디8 : 180ms, 200ms∙
분음표 연주 후 분음표 연주까지의 간격2 8 : 3,830ms∙
마지막 분음표 연주시간2 : 4,250ms∙
각 마디 기폭공수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2 -2 -2 /8 /2 -2 -2 /16∙
연속된 공의 시차 : 50ms∙

Table 6. 동요 자전거 시차결정

적용음악 를 이용한 시차 분석Goldwave

동요

자전거

분음표 연주간격 네 번째 마디 그 외8 : 220ms, 230ms∙
분음표 연주간격 분음표 연주간격4 500ms, 2 1,000ms∙
각 음표에 적용되는 공수 분음표 분음표 분음표 각 공: 8 , 4 ,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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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일 회정도발파굴착작업을진행하는현1 10
장에서시행하였으며 베토벤운명교향곡적용실험, 1
회 동요자전거적용실험 회 일반 전기뇌관적, 1 , MS
용 실험 회를 실시하였다1 .

베토벤 운명교향곡

선정한 베토벤 운명교향곡에 맞춰 기폭하기 위하

여 부터 기폭하도록 시차를 조정하였으며5,000ms ,
기폭공수는 신호음을 위한 공을 제외하고 각 마디4
별로 공 공 공 공 공 공 공 공 순서로 총2 -2 -2 /8 /2 -2 -2 /16
공을 기폭하였고 연속된 공의 시차는 제발로 기36 ,

폭될 수 있도록 단발발파시험윤지선 외 에서( , 2006)
얻어진 50ms의시차를 적용하였으며 총 발파시간은,

이다10,770ms .

동요 자전거

선정한동요자전거에맞춰기폭하기위하여 5,720ms

부터 기폭하도록 시차를 조정하였으며 각 음표당, 1
공씩 적용하여 기폭하도록 하였으며 총 공수는 신호,
음을 위한 공을 제외하고 총 공을 기폭하였고 총2 49 ,
발파시간은 이다19,840ms .

일반 전기뇌관 단MS 20

당 현장은 대부분 진동제어발파 중규모구간으로 1
회발파당 전기뇌관 단을 사용하며 발파MS 20 , OBM
공법과 비교하기 위하여 회 실시하였으며 총 발파1 ,
시간은 이다475ms .

실험결과4.

독립파형 획득4.1

발파공법은 단발발파를 원칙으로 하므로 본OBM
발파에 앞서 단공 발파를 하여 하나의 완벽한 독립파

형을 획득한다 두개의 장약공을 시차를 두고 발파할.

Table 7. 클래식 반주곡베토벤 운명교향곡 발파패턴( )

발파제원 시차 결정 패턴

천공경 Ø76
벤치높이 2.5m
발파공 공40
천공장 3.2m
저항선 2.0m
공간격 2.2m

지발당장약량 1.5kg/delay
총 장약량 60kg

공당적용초시 50ms

Table 8. 동요자전거 발파패턴( )

발파제원 시차 결정 패턴

천공경 Ø76

벤치높이 2.5m

발파공 공51

천공장 3.2m

저항선 2.0m

공간격 2.2m

지발당장약량 1.5 kg/delay

총 장약량 76.5 kg

한음표당 기폭공수 공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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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파의 상호 간섭현상이 일어나 중첩을 통하여 상

쇄혹은증폭이일어나므로각공사이는충분한시차

이상를 두어 이러한 상호 간섭현상이 없는(1000ms )
완전한 독립파형을 얻어야 한다. Table 은 산업10 OO
단지조성공사에서 수행되었던 단발발파시험의 결과

이다.

파형합성프로그램 을4.2 (Program blasting wave, PBW)

이용한 최적초시 도출

파형합성프로그램의 기본 알고리즘은 시차별 발파

진동을 상호간섭시켜 진동 및 소음을 저감시키는 원

리에 기초하며 상세하게는 복수의 진동원에서 진동,
을 적극적으로 중복시켜상호간섭을통하여발파진동

을 저감시키는 원리이다 즉 단발발파로 얻은파형자. ,
료에서 독립파형을 분리한 후 접선성분(Transverse),
진행성분 수직성분 의성분별로(Longitudinal), (Vertical)

단위로가감하며합성진동치는실벡터1ms (Vector)합
으로 구하였다윤과 김( , 2006).

파형합성 방법은 독립파형만으로 파형합성을 하는

단순 파형합성 방법과 자유면 효과를 고려하여 실제

발파와 유사한 환경을 모사하는 누적 파형합성 방법

이있다 여기서는누적파형합성방법을적용하여정.
밀한 최적초시를 선정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단발.
발파시험윤지선 외 을 통하여 도출한 를( , 2006) 50ms
적용하여 실험하였지만 과 같이 실제 당 현, Table 11
장에서 단공발파로 얻어진 독립파형을 누적파형합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가 가장 적합34ms
한 최적초시로 나타났으며 이상에서는 수렴하는50ms
것으로 나타났다.

발파시뮬레이션에의한진동예측치와실제진동치4.3

비교

누적 파형합성프로그램상에서 단공발파로 얻어진

독립파형을 이용하여 전자뇌관베토벤 운명교향곡패( )
턴과 일반 전기뇌관 패턴에 대한 각각의 시차를MS
입력 시뮬레이션하여 예측된 발파진동치와 실제 현,

Table 9. 일반 전기뇌관 단 발파패턴MS 20

발파제원 발파 패턴도

천공경 Ø76

벤치높이 2.5m

발파공 공20

천공장 3.2m

저항선 2.0m

공간격 2.2m

지발당장약량 1.5 kg/delay

총 장약량 30 kg

Table 10. 독립파형획득을 위한 발파패턴도 및 발파제원

발파제원 발파 패턴도 각 성분별 독립파형 계측결과

발파공 공 공4 , 2

천공경 Ø76

천공장 3.2m

공당 장약량 1.5kg

총 장약량 4.5kg

적용 지연시차 1,000ms

비 고 전자뇌관을 이용하여 독립파형을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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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계측한 진동데이타를 서로 비교한 결과 Table
와 같이 전자뇌관패턴은 의 오차 일반 전12 1.2% , MS

기뇌관 패턴은 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실제 진27% ,
동파형 그래프를 보면 시간에 따른 가 베토벤 운PVS
명교향곡적용 실험이 일반 전기뇌관 발파보다 낮MS
게나타남을알수있다 또한진동파형을분석하여보.
면 단차의 발이 발파된 값은50ms 16 PVS 0.6cm/sec
이하이지만 단차의 일반 전기뇌관 발이25ms MS 20
발파된 값은 대부분이 를 초과하고 있PVS 0.6cm/sec
음을 알 수 있다.

원음과 실제 발파음 비교4.4

실제 현장내에서 발파를 알리는 경고음으로 수회

방송하여 모든 사람이 리듬을 익힌 후 발파를 진행하

였고 비록 원음과 동시에 기폭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청취된발파음은높고낮음은없지만마치큰북

으로 연주하는 듯한 박자감은 느낄 수 있었다. Table
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자뇌관의 특성에 맞게 음악13

의 반주와 발파음은 오차 없이 계획된 시차에서 정확

히 기폭되었음을 알 수 있다.

결 론5.

본연구에서는발파로인하여발생하는소음진동이․
야기하는불안감 불쾌감을안전하면서쾌적함으로전,
환하고자 전자뇌관을 이용하여 원음을 이용한 연주식

Table 11. 누적파형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한 최적초시 도출

누적파형합성프로그램 누적파형합성결과

Table 12. 시뮬레이션에 의한 진동예측치와 실제 진동치 비교

구 분 베토벤 운명교향곡 일반 전기뇌관MS

시뮬레이션

실제진동파형

예측치 0.794cm/sec 0.817cm/sec

진동치 0.804cm/sec 1.040c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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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공법 현장 적(Orchestra blasting method, OBM)
용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각 시험별 패턴을 발파공수 장약량 발파시간에1) , ,
대해 요약비교하면 Table 와 같다14 .
단공발파를 실시하여 독립파형을 획득 누적파형2) ,
합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당 현장의

최적초시는 이였고 이상에서는 수렴하34ms , 50ms
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시판되는 전기뇌관. MS
단보통 을사용하여 이내의20 ( 20~25ms) 0.4~0.5ms

짧은발파노출시간으로 일수회발파하는현장에1
서누적파형합성프로그램을이용하여 도출된최적

초시 혹은수렴됨 의단차로실제적용34ms 50ms
코자 하는 음악에 맞게 조정하여 적용한다면 실험

발파공수 공 공보다 더 많은 발파공수를(40 , 51 )
동안의 긴 발파노출시간임에도 불구하고20,000ms

불쾌감을 주지 않고 리듬감을 주면서 발파 작업을

할수있으며 일발파회수가크게감소되어작업, 1
효율성을 극대화 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각 패턴별로 발파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동 예측치3)
와실제 진동치는전자뇌관을이용한패턴은 1.2%
의 오차를 보였으나 일반 전기뇌관의 경우는, MS

의 오차를 나타내었으며 실제 진동파형 그래27% ,
프를분석하여보면시간에따른 가베토벤운PVS

명교향곡 적용 실험의 경우 대부분 이하0.6cm/sec
의 값을 나타내는 반면 일반 전기뇌관 발파는, MS
대부분 이상의 값을 나타내고 있음0.6cm/sec PVS
을 알 수 있었다.
대체로 단순한 음표로 구성되어 있는 음악을 선택4)
하여 불쾌감을 주던 발파음을 단순히 연주시간이

라는 음악적 요소와 조화시키는데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큰 북으로 연주하는,
듯한 박자감을 느끼면서 불쾌감을 주던 발파음을

쾌적한발파음으로전환시킬수있었지만 실제음,
악처럼 구현하기 위해서는 음의 높낮이를 구현해

야하는데 이는 앞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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