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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Blast Demolition at Chung-Ang 
Department Store in Daejeon City

Hyung-Dong Min, Jong-Ho Park. Young-Suk Song and Hoon Park

Abstract Recently, construction techniques have been rapidly developed with reconstruction of old buildings, urban 
regeneration and efforts of restoring natural ecology, so demolition of deteriorated buildings has been rapidly 
increasing. Demolition work of building should be executed without damaging surrounding environments according 
to relevant regulations. There are various demolition methods and among them, explosives demolition is the most 
practical way for expenses and safety of work. As a part of Daejeon stream ecological restoration project, this 
thesis is a case of executing demolition of Chung-Ang Department Store which was built 35 years ago as covered 
structure on the upper part of Daejeon stream with explosives demolition. This structure is 8 stories high, total 
height of 41.6 m including basement floor, 1,650m2 for building area and 18,351m2 for total floor area. It is located 
in the center of Daejeon city where shopping centers and buildings are crowded and main facilities are Daejeon 
subway (18m), backside shopping center (20m), underground shopping center(15m), Mokchuk bridge, Eunjung 
bridge(0.25m) and fiber-optic cable(0.25m). In this project, implosion was selected for explosives demolition methods 
by considering this area being a busy urban area, and this project was executed after examining collapse movement 
of structure in advance using simulation program not to damage main facilities. Total 80kg of explosives and 1,000 
detonators were being used. This project will be a good case of executing explosives demolition successfully by 
applying implosion on urban area in the country.

Key words Covered structure, Blast demolition, Chung-Ang Department Store, Implosion

초  록 최근 오래된 건축물의 재건축이나 도심재생, 자연 생태를 복원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빌딩 건축기술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 노후화된 건축물에 대한 철거가 급증하고 있다. 건축물 철거공사 시에는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지 않고, 관련 법규를 준수하면서 수행되어야 하는데. 철거공법 중에는 여러 가지공법이 있으나 이 

중 발파해체 공법은 공사비용이나 안전 등을 고려할 때 가장 실용적인 철거공법이다. 본 논문은 대전천 생태 

복원 사업 중의 일환으로 35년 전 대전천 상부에 복개 구조물로 건축된 중앙데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하여 철거를 수행한 사례이다. 본 구조물은 8층 건물로 높이는 지하층을 포함하여 총 41.6m이며, 
건면적 1,650m2, 연면적 18,351m2 이다. 주변에 상가 및 건물 등이 밀집한 대전시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요 

시설물로는 대전 지하철(18m), 후면상가(20m), 지하상가(15m), 목척교와 은중교(0.25m) 및 광케이블(0.25m) 등
이 있다. 본 porject는 복잡한 도심지인 점을 감안하여 발파해체 공법 중 내파공법으로 선정하였으며, 주요 시설물

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하여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사전에 구조물의 붕괴 거동을 검토한 후 시행되었

다. 총 80kg의 폭약과 1,000발의 뇌관이 사용되었다. 본 프로젝트는 국내 도심지에서 내파공법을 적용하여 발파

해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핵심어 복개구조물, 발파해체공법, 중앙데파트, 내파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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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Chung-Ang Department and picture of structure.

1. 서 론

대전천 생태 하천 복원 사업 일환으로 하천 위의 복

개구조물인 대전 중앙데파트 및 홍명상가, 기타 구조

물을 철거해야 하는데 그 중 중앙데파트를 먼저 철거

하였다. 이 구조물은 대전시 최초의 백화점 건물로 기

둥과 보로 이루어진 RC 라멘구조이다. 1974년에 복

개 구조물 위에 5층 건물로 건축된 후 1980년대에 8
층으로 증축되었다. 이 구조물을 철거하기 위해 검토

된 공법은 기계식철거공법(압쇄공법, 절단 및 인양), 
발파해체공법 등이 있으며, 이 중 대형장비를 옥상층

에 탑재하여 압쇄하는 방법은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

성 문제 발생, 성토 후 장비로 철거하는 압쇄공법은 

공사기간 과다 및 복개층에 집중하중이 발생으로 인

한 붕괴 위험, 다이아몬드 와이어 쏘(DWS)를 이용한 

절단 및 인양 철거공법은 공사기간 및 공사비가 증가

되어 적용하지 않았다. 따라서 주변 구조물에 지속적

인 먼지나 소음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고, 공사기간 

단축 및 공사비 절감, 사업 홍보 효과를 얻기 위하여 

화약을 이용한 발파해체공법을 적용하여 철거를 수행

하였다. 본 Project를 위해 3D AEM (Applied element 
method) 붕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ELS로 구조물

의 붕괴 거동 분석, 주변 시설물을 고려한 발파구역과 

사전 취약화 위치 및 기폭시차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본 구조물을 3구역으로 구분하여 기폭시차에 따라 구

조물이 중심부로 붕괴가 이루어 질 수 있는 내파공법

을 적용하였다. 본 발파해체 사례는 국내 발파해체 기

술로 도심지에서도 구조물 철거가 가능하다는 것을 

재인식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

2. 대상구조물의 구조현황 및 주변 현황 

2.1 시공 개요

발파해체 대상구조물인 중앙 데파트는 Fig. 1과 같이 

대전천을 복개한 후 그 위에 5층 구조물로 건축을 하

였다가 다시 지상 8층으로 증축되었다. 건축물의 높

이는 복개층을 포함하여 41.6m이고, 연면적은 18,351
㎡ 이다. 예상 공사기간은 90일이며, 철거공사는 30일 

이내에 폐기물 반출까지 완료하도록 되어 있다.

2.2 대상구조물 현황

대상구조물은 기둥과 보, 슬래브, 벽체로 되어 있는 

전형적인 RC 라멘 구조물이며, Fig. 2와 같이 길이 

96m, 폭 28m의 장방형 구조체이고 ⑨번 기둥에서 신

축이음(Expansion Joint)으로 연결되어 있다. 기둥의 

단면은 상부로 갈수록 점차 작아지며, 최대 기둥 단면

은 복개층의 1100 × 900mm이고, 최소 기둥 단면는 

8층의 550 × 550mm이다. 구조물 층별 높이는 복개

층이 5.6m로 가장 높으며, 총 높이는 41.6 m 이다. 내
부에는 주 계단과 보조 계단이 있으며, E/V가 2개소

에 설치되어 있고, 구조물 후면 외벽에는 5층까지 올

라갈 수 있는 계단이 있다. 또한 6층의 사우나 설비를 

지지하기 위하여 5층 일부 기둥을 철골(H-Beam)로 

교체, 보강되어 있고, 또한 상부 가로보와 세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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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round plan and elevation plan.

m

m

우리은행

/민영약국외

홍명상가

지하상가
대전지하

철

꽃집외
대상구조물

20M 60M

28M

15M 광케이블

18M 100ms

100ms

2000ms 2000ms

1413121110987654321

Fig. 3. Surrounding status.

철판과 철골(H-Beam)로 보강하여 상부 하중을 지지

하도록 하였다.

2.3 주변 현황

중앙데파트 주변현황은 Fig. 3과 같이 0.25m 이격

거리에 목척교와 은중교가 신축이음(Expansion joint)
으로 연결되어 있고, 2006년에 개통된 대전 지하철 1
호선 터널이 목척교 하부 18m 깊이에 위치하고 있다. 
또한 15m 거리에 지하상가, 구조물의 후면에는 20m 
거리에 상가들이 밀집되어 있다. 그 이외에 구조물과 

신축이음으로 연결된 목척교 상판 밑에　KT광케이블

이 있으며, 은중교 상판 밑으로도 전선케이블이 통과

하고 있다. 본 구조물은 도심지에 위치하고 있고, 주
변 시설물에 대한 진동 및 소음, 비산, 먼지에 의한 피

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 선정과 적절한 방호 및 

제어 방법 등이 요구되었다. 또한 구조물이 거동할 때 

양쪽 측면의 신축이음으로 연결된 교량이 수평하중을 

받지 않고, 파쇄된 콘크리트 잔재물이 대전천으로 유

입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발파해체 공법 선정이 필요

하여 붕괴 구조물이 구조물의 내부로 붕괴 거동이 발

생시킬 수 있는 내파 공법을 선정하였다. 이 공법은 

국내에서 최초로 시행하는 발파해체 공법이었다.

2.4 내파공법 특징

구조물의 발파해체는 소량의 화약을 이용하여 구조

물의 하중 및 모멘트를 받는 부재를 발파시킴으로써 

구조물이 자중에 의해 붕괴되도록 하는 공법이다. 발파

해체공법은 전도공법(Felling), 상부붕락공법(Top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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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stics of implosion

특징 내파공법 사진

- 제약된 공간 특히 도심지에서 적용 유리

- 구조물의 외벽을 중심부로 끌어당기면서 붕락됨에 따라 

주변의 필요 공간을 최소화 

- T 형 구조물에 적용 시 유리

2구역 3구역1구역

Fig. 4. Selection of blasting zones.

발파층  ■ ■발파층,  비발파층, ■ 사전취약

Fig. 5. Selection of blasting stories.

단축붕괴공법(Telescoping), 내파공법(Implosion), 점진

붕괴(Progressive collapse)로 분류할 수 있다. 본 구조

물의 구조 특징과 주변현황을 고려할 때 제한된 공간을 

가진 도심지로 인접 건물과의 거리가 매우 근접되어 

있으므로 구조물의 외벽을 중심부로 끌어당기면서 붕

괴되도록 하는 내파공법을 적용하였다. Table 1은 내

파공법의 특징이다. 

3.발파해체 설계

3.1 발파 구역 선정

발파 구역은 1, 2, 3구역으로 구분하였으며, 2구역과 

3구역이 1구역 내부로 붕괴될 때 종횡비(높이/폭)를 

크게 하여 구조 강성을 적게 받을 수 있도록 Fig. 4과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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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초시: 5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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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방

붕괴방향

Fig. 6. Selection of initiation time per blasting stories and blasting zone.

3.2 발파층 선정

발파층은 기본 설계 시 3개층(복개층, 1층, 4층)으로 

하였으나, 붕괴 구조물의 버력 적재 높이가 높아 2, 3
구역 발파 시 거동의 방해 요소가 될 것을 우려하여 

6층을 보조 발파층으로 추가 설계하였으며, 또한 구

조물 양쪽에 위치한 교량에 수평하중이 가해지지 않

도록 복개층 및 1층 외곽기둥은 발파를 시행하지 않

는 것으로 하였다. Fig. 5는 구조물 내 발파 기둥의 위

치를 표시한 것이다.

3.3 사전 취약화

발파해체시 구조물의 붕괴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도

록 하기 위하여 인위적으로 구조물의 일부분을 절단 

또는 제거시키는 것을 사전취약화라 한다. 사전취약

화의 방법에는 절단(W/S), 부분파쇄, 완전파쇄 등이 

있으며, 다음과 같이 사전취약화를 설계하였다. 

엘리베이터 코어부

① 철근콘크리트 및 조적벽체 철거 : 1-3층은 완전 

파쇄, 4층 이후는 일부 부분파쇄

② E/V내 철골 프레임 층별 절단

기둥

복개층 및 1층 미발파 기둥(1열, 13열 B와 C행, 14
열 D와 E행)에서 구조물 붕괴시 Kick Back 

현상 발생으로 교량 손상이 염려되어 1층 기둥 상부

와 2층 기둥 하부를 부분파쇄

내외벽 및 전단벽체

① 발파층 전단벽체 및 1~4층 전면 외부벽체 완전 파쇄

② 1-3층 좌우 벽체 완전 파쇄

계단

① 내부 계단 : 내부 벽체 및 계단부 부분 파쇄

② 외부 계단 : charm 부분 폭 0.5m 및 내부 벽체 

1.0m로 부분 파쇄

슬래브 및 보

① 1층 바닥 슬래브 폭 2.0m로 절단 및 완전 파쇄, 
보는 부분파쇄하여 철근 노출

② 2층 바닥 슬래브 폭 0.5m로 절단

3.4 발파초시 선정

내파공법의 발파초시는 Fig. 6과 같이 선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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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s 4.5s 5.0s

Fig. 7. Results of explosives demolition simulation.

구조물의 중앙부인 1구역의 경우, 발파층간 초시를 

100ms, 기둥 간 초시를 40 ms로 하여 거의 동시에 붕

락되도록 하였으며, 1구역 중 후열 기둥은 전열 기둥

이 붕괴되면서 전면 방향으로 이동 되도록 하기 위하

여 500ms의 지연초시를 선정하였다. 1구역과 2, 3구
역간 지연초시는 1구역 붕괴 후 2, 3구역이 구조물의 

중앙 방향으로 붕괴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초기에는 

2000ms의 긴 초시로 1차 선정하였으나 복개층의 기

둥이 발파되기 전에 1 구역 붕괴 구조물이 기둥을 손

상시키는 현상이 예상되어 지연초시를 1500 ms 이내로 

선정하여 설계하였다. 
2, 3구역 초시는 구조물을 중앙부로 전도시키기 위

하여 입면초시를 500 ms 간격으로 하여 1차 선정하

였으나 뒤로 밀리는 Kick back 현상이 우려되어 입면 

지연초시를 1000ms로 선정하였다.

3.5 발파해체 시뮬레이션 

AEM(Applied element method)를 기반으로 한 동

해석 프로그램인 ELS(Extreme loading for structures)
프로그램은 3차원 비선형 구조해석 프로그램으로 정

적해석 및 동적해석이 가능하다(ASI, 2006). 또한 철

근콘크리트, 철골, 철골조, 벽돌 등 구조물의 다양한 

구성재료들을 해석할 수 있으며, 지진, 발파, 충격, 수
압 등에 대한 비선형 동적해석이 가능하여, 대전중앙

데파트 8층 구조물을 모델링 한 후 앞서 선정된 발파

해체 설계 요소들을 입력하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실

시하였다. 시뮬레이션 결과 매우 양호한 붕괴 거동을 

보였으며, Fig. 7은 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프로그

램에 적용한 구조물의 콘크리트와 구조용 강의 주요 

물성치는 Table 2, Table 3과 같다(박훈 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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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ain material properties 

Material
Young's 
modulus
(MPa)

Shear 
modulus
(MPa)

Tensile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Specific 
weight
(kg/m3)

Compressive 
yield stress

Ultimate strength
/Tensile yield stress

Concrete 2.4×104 9.7×103 3.0 29.4 2,500 ― ―
Steel 2.0×105 8.0×104 3.53×102 ― 7,840 3.53×102 1.4

Table 3. Material properties

Statistics Matrix elements Matrix springs RFT springs FrAEMs

Number 9,793 571,750 340,523 549

3.6 환경영향 대책

충격진동

1) 충격진동 예측식

① 중국 과학 아카데미의 모멘트 계산식을 적용

(Hao, 2007) 

V = 0.08(I1/3/R)1.67, I = M(2gH)1/2          (1)

여기서, I=모멘트, g=중력가속도, H=낙하 높이, V=충
격진동속도, R=거리이다. 

② Robert Folchi 경험식

        (2)

여기서 Vmax=충격지반진동(cm/sec), D=충격질량 중

심으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m) 

2) 주요 point별 예측치

상기의 예측식으로 충격진동을 예측해 본 결과, 중
국 과학 아카데미 모멘트 식으로 예측한 진동치가  

Robert Folchi 경험식보다 낮은 예측치를 보이며, 실
제 충격진동 측정치에 더 부합할 것으로 판단되어 본 

프로젝트의 충격진동 예측치로 적용하였다.

측정위치 거리

예측진동치

(cm/s) 진동허용치

(cm/s) 비 고

식(1) 식(2)
민영약국 30m 0.674 1.38

1.0
▶거리는 

최초 충격  

지점에서 

측정위치 

까지의 거리

우리은행 36m 0.497 1.07
지하상가 41m 0.400 0.89

지하철 47m 0.356 0.73 0.5(대전 지하철 

허용 기준)

폐타이어 

배치

트렌치굴착

(폭 2.0m)

27m

27m

Fig. 8. Arrangement of waste rubber tires and trench ex-
cavation.

3) 충격진동 저감 대책

지하철 및 지하상가의 충격진동을 저감시키기 위하

여 지하상가와 지하철이 근접되어 있는 복개천 바닥

에 Fig. 8과 같이 가로 27m, 세로 27m 범위로 폐타이

어를 배치하여 충격진동을 최대한 흡수하도록 하였

고, 일체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되어 있는 복개층 

바닥과 웅벽 연결부에는 발생된 충격진동이 지하상가

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폭 2.0m로 트렌치 굴

착을 적용하였다.

분진

분진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의 방법을 선

정하였다.
1) 물 호스를 이용하여 구조물 내부를 사전에 청소 

및 살수

2) 분진에 유해 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

여 내장재 및 석면 함유 물질 완전 제거

3) 구조물의 외곽 지점에 소방차(약 10기) 배치

4) 5.0m 간격, 2열 지그재그로 형태로 배치된 물대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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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사전 절단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물대포

Fig. 9. Arrangement of water cannons.

E행 기둥 절단(1층) E/V RC벽체 부분파쇄(1~3층) 계단 Charm 부분파쇄(1~5층)

바닥 슬래브 절단(1층) H-Beam 절단(5층) 기둥 부분파쇄(1~2층)

2.0m  

Fig. 10. Details of pre-weakening.

50기를 분진 발생 후 약 4~5초 후 2회에 걸쳐 발

사(Fig. 9)

4. 발파해체 주요 시공 

4.1 사전 취약화

전 취약화는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저해하지 않

는 범위 내에서 발파시 구조물의 붕괴 거동에 저항을 

주지 않도록 설계에 따라 작업을 하였다. 사전 취약화

의 세부내용은 Fig. 10과 같다.
- 구조물의 좌우측에 있는 목척교와 은중교 및 광케

이블이 붕괴 거동시 밀림현상으로 인한 피해를 방

지하기 위하여 복개층, 1층 기둥 중 1열, 13열 B와 

C행, 14열 D와 E행 기둥은 발파하지 않고, 1층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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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 of trial blasting

구 분 발파층
기둥단면

(mm)

천

공장

(mm)

시험발파 적용 결과분석

적용 비고
공수

공당

장약량

기둥당

장약량
천공수 1차방호 파쇄도

TB-1 복개층 1100×900 700 4공 250g 1,000g 적합 적합 과파쇄
장약량 

축소

TB-2 1층 700×700 440 3공 125g 375.0g 적합 적합 과파쇄
장약량 

축소

TB-3 4층 600×600 380 2공 83.3g 166.6g 적합 적합 적합 -

TB-4 4층 600×600 380 2공 62.5g 125.0g 적합 적합 적합 - 편심

천공

TB-5 6층 550×550 350 2공 62.5g 125.0g 적합 적합 적합 -

TB-6 6층 550×550 350 2공 42.2g 84.4g 적합 적합 적합 - 편심

천공

발파전 발파후 Jack Support 설치 

Fig. 11. Result of trial blasting.

둥 상부와 2층 기둥 하부를 1/3 정도 브레이커로 부

분파쇄를 하고, 1층 바닥 슬래브는 폭 2.0m로 사전 

절단하여 완전히 분리 / 제거하였으며, 2층 바닥 슬

래브는 약 0.5m 폭으로 절단하였다.
- 1층 E열 천공 중에 기둥내 Φ 100mm PVC 배수용 

배관이 발견되어 발파시 공발 및 비산발생이 염려

되어 발파를 실시하지 않고 W/S로 높이 0.4m, 폭 

0.10m, 3열로 부분절단을 실시하였다.
- E/V 철근콘크리트 벽체는 1-3층까지 완전 파쇄, 4

층부터는 약 0.5m 부분파쇄 및 절단을 실시하였으

며, 또한 E/V내의 철골 프레임은 1-3층까지 절단을 

실시하였다.
- 외부계단의 Charm 부분은 약 0.5 m 폭으로 부분파

쇄 하였으며, 내부벽체도 1.0 m 폭으로 부분파쇄를 

실시하였다. 내부계단은 내부 벽체 및 계단에 대하

여 부분파쇄를 실시하였다.

- 발파층의 전단벽체는 완전 파쇄하여 제거하였으며, 
구조물의 전면 외벽은 1-4층까지 완전히 제거하여 

거동 시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였다.
- 5층에 철골(H-Beam)보강되어 있는 기둥은 붕괴 방

향을 고려하여 산소절단을 수행하였다.

4.2 시험발파

대상 구조물의 구조적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동 Type별과 천공방법에 따라 6개 기둥에 

대하여 시험발파를 실시하였다. 시험발파 시 장약량

은 기둥의 형상 및 재질, 철근 배열 등을 고려하여 단

면계수를 0.25로 선정하여 식3에 적용하였다. 시험발

파 제원은 Table 4와 같다. 시험발파 결과는 Fig. 11
과 같이 발파 후 방호재의 상태와 콘크리트 파쇄 비산

의 정도를 육안 판단하여 분석한 결과, 부직포와 능형

철망을 이용한 방호재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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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rilling material properties per blasting floor 

구 분
기둥 형식

(mm)
천공길이

(mm)
기둥당공수

(hole)
공간격

(mm)
기둥수

(ea)
천공수

(hole)
총천공길이

(m) 비고

복개층 1100*900 700 4 600 38 152 106.4

1층
700*700 440 3 700 38 114 50.16

700*700 380 4 700 11 44 16.72 편심추가천공

4층
600*600 380 2 700 62 124 47.12

600*600 340 2 200 11 22 7.48 편심추가천공

6층 550*550 340 2 700 30 60 20.4

합 계 516 248.28

복개층 1층 변경전 1층 변경후

Fig. 12. Drilling section and detail plan.

복개층과 1층의 장약량은 축소 조정하기로 결정하였

다.또한 시험발파 후 기둥 간격이 넓어 구조적 안정성이 

우려되어 Fig. 11과 같이 Φ100mm의 Jack Support를 

이용하여 지지하였다. 

   (3)

여기서 L = 장약량(kg), C = 단면계수(kg/㎡), A = 
기둥단면적(㎡) 이다.

4.3 천공

천공은 천공경이 Φ38 mm 인 착암기(Leg drill)를 

사용하여 Fig. 12와 같이 시행하였다. 천공 작업시 1
일 천공작업 효율을 개선시키기 위하여 RC radar(철
근 탐지기)를 이용하여 사전에 발파층의 기둥을 탐지

하여 철근의 배근상태를 확인 후 천공작업을 실시하

였다. 또한 천공시 A행과 E행 기둥 내부에 Φ 100mm 
PVC 배수용 배관이 발견되어 그로인한 발파효과 저

하 및 공발 현상을 우려하여 1층 E행 기둥은 발파에

서 절단으로 변경하였고, A행 기둥은 천공장을 짧게 

하여 4공을 추가 편심 천공하였다. 세부적인 천공제

원은 Table 5와 같으며, 복개층은 바닥에서 700mm 
이격 후 공간격 600mm로 4공을 천공하였으며, 1층은 

바닥에서 700mm 이격한 후 공간격을 700mm로 3공
을 천공하였다. 4층과 6층의 층고가 높지 않아 기본 

설계 시 3공으로 설계하였으나 2공으로 조정하였다. 
또한, 기둥 내 배관이 있는 A행 기둥 좌우측에 편심 

천공을 추가하였다. 4층 E행과 6층의 C행 기둥은 완

전 파쇄가 필요하지 않고 구조물의 거동 시 지지점 역

할을 할 수 있도록 편심 천공하여 기둥의 1/3 정도만 

파쇄 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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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방호 2차방호 3차방호

능형철망 + 장섬유부직포 구갑망 2겹 EGI휀스 + 분진망(후면)

능형철망 + 장섬유부직포 + 골함석 구갑망 + 차광막 EGI휀스 + 분진망(측면)

Fig. 13. Material of primary and secondary protection.

Table 6. Specifications of column charge weight

기둥 Type 이론장약량 시험발파장약량 적용장약량 공수/기둥 기둥당장약량 발파층

1100*900 247.5g 250g 187.5g 4공 750g 복개층

700*700 125g 125g 100.0g 3공 300g 1층

600*600 90g 83.3g 83.3g 2공 166.6g 4층

550*550 75.6g 62.5g 62.5g 2공 125g 6층

편심천공 50.0g 42.2g 42.2g 2공 84.4g 4층, 6층

4.4 방호

발파해체 시 방호 대상 부위의 형상과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Fig. 13과 같이 1차 방호부터 3차 방호를 수

행하였다. 주변에 인근 상가(약 20m)와 광케이블

(0.25m) 등 보안물건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어 기둥 

발파 시 비산을 제어해야 하기 때문에 1차 방호는 장

섬유부직포와 능형철망으로 1차 방호를 실시하였고 1층, 
4층, 6층의 A행 기둥에는 배수관을 영향을 고려한 실

시한 추가 천공으로 인하여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골함석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많은 분진 발생이 우려

되는 복개층에는 차광막과 구갑망을 이용하여 2차 방

호를 실시하였으며, 기타 발파층(1층, 4층, 6층)에는 

폭풍압을 방출시키고 비산을 억제하기 위하여 구갑망 

2겹으로 실시하였다.(민형동 외, 2007) 3차 방호는 구

조물의 후면과 좌우측면에 EGI 휀스를 6.0m 설치한 

후 분진망을 높이 4.0m로 쌍줄비계로 설치하였다.

4.5 장전 및 결선

본 발파해체에 사용한 폭약은 MegaMITEⅠ(다이너

마이트) 28 mm이며, 제원은 본당 중량 125 g, 약장 

180 mm이다. 기둥별 장약량은 식 3으로 산출된 기둥 

Type별 이론적 장약량으로 시험발파를 실시 후 콘크

리트 노후화와 철근의 배근 정도 및 파쇄 정도에 따라 

장약량을 수정한 것이 Table 6이다. 특히 1층, 4층, 6
층의 A행 기둥에 추가 천공된 발파공은 1층 83.3g, 4
층 42.2g, 6층 42.2g으로 장약을 실시하였으며, 총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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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약작업 메지작업 결선작업

Fig. 14. Charging and connecting process.

0s 1.0s 2.0s

3.0s 4.0s 5.0s

Fig. 15. Structure collapse movement(high-speed camera).

약량은 약 80kg이다. 기폭방법은 비전기뇌관과 전기

뇌관을 혼용한 혼합기폭방법을 적용하였으며, 뇌관 

불발로 인한 발파 실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비전기식

뇌관 결선시 연결용뇌관(TLD) 2개를 이중 결선하였

으며, Cut-off를 방지하기 위하여 TLD를 부직포로 감

쌌고 기둥 회로내 비전기식뇌관의 최초 기폭은 전기

뇌관을 이용하여 기폭시켰다. 총 사용뇌관은 약 1,000발 

정도이며, 이중 비전기식뇌관은 900발, 전기뇌관은 

100발 정도이다. 전색제는 석분과 쇄석 (2:1)을 혼합

하여 약간의 습기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 적용하였다 

(Fig. 14).

5. 발파 해체 결과

5.1 구조물 거동 분석 결과

1구역의 발파층간의 지연초시는 100 ms이고, 기둥

간 지연초시는 40 ms를 적용하였다. 최초 기폭된 기

둥은 409 ms이고, 최종 기둥은 709ms에 기폭되었다. 
짧은 지연초시로 회전 및 이동 모멘트보다 수직하중

으로 인한 운동모멘트가 더 크게 발생되어 수직 붕괴 

양상을 보였다. 1구역 중 D행 및 E행 기둥은 지연초시 

500ms 적용으로 D행의 최초 기둥은 1,009 ms에서 

기폭되었고, E행 최종 기둥은 1,529ms에서 기폭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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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명상

산부인

민영약국

우리은행

지하상가
지하

정면상가

대전중앙
데파트

Fig. 16. Measuring point of drop weight vibration and arrangement of waste lubber tires.

Table 7. Expected values and measurements drop weight vibration data

측정위치 거리 예측치(PPV) 측정치(PPV) 비  고

민영약국 30m 0.674cm/s 0.876cm/s
Time History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7.5

8.0

8.5

9.0

0.0 0.5 1.0 1.5 2.0 2.5 3.0 3.5 4.0 4.5 5.0 5.5 6.0 6.5 7.0

Time(milli Second)

V
el

oc
ity

(m
m

/s
ec

)

정산부인과 (최대 4.91mm/sec)
국민서관 (최대 8.76mm/sec)
뷰티아카데미 (최대 0.206mm/sec)
홍명상가 (최대 0.191mm/sec)
우리은행 (최대 5.220mm/sec)
지하철 (최대 0.238mm/sec)
태평양약국 (최대 0.413mm/sec)

우리은행 36m 0.497cm/s 0.522cm/s

지하상가 41m 0.400cm/s 0.491cm/s

지하철 47m 0.356cm/s 0.024cm/s

전면 방향으로 회전모멘트가 발생된 후 수직하중으로 

인한 운동모멘트가 발생하게 되어 구조물이 앞으로 

이동된 후 수직 붕괴 거둥 양상을 보였다. 2, 3구역은 층

간 지연초시가 1000ms이고, 기둥간 지연초시는 42ms로 

최초 기둥이 1,660ms에 기폭된 후 마지막 기둥이 4,728 
ms에 기폭 되어 구조물에 회전 모멘트 발생으로 1구
역 방향으로 이동이 발생된 후 구조물의 하중으로 인

한 수직하중모멘트가 이어서 발생되어 2, 3구역이 1
구역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붕괴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였다(Fig. 15). 발파결과는 시뮬레이션에서 결과와 

비슷한 양상을 보였으며, 붕괴된 구조물의 잔재가 구

조물의 경계를 벗어나지 않고 경계구역 내에 적재되

어 발파해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

5.2 환경영향 평가 

충격진동 영향

1) 구조물 주변 9개소(Fig. 16)에서 충격진동을 측

정한 결과, 측정치가 0.0191~0.876cm/s로 구조물 허

용기준치인 1.0cm/s 이하로 나타났으며, 지하철의 경

우, 측정치가 0.024cm/s로 대전지하철 허용 기준치인 

0.5cm/s이하로 계측되었다. 주요 위치에서의 예측치

와 결과치를 Table 7에서 보여주고 있다.
충격진동의 측정치가 민영약국 및 우리은행, 지하

상가에서 예측치보다 높게 발생된 것은 1층 E행 슬래

브가 낙하시 옹벽에 충돌하면서 충격진동이 과도하게 

발생된 것으로 예측되었고, 지하철에서 측정한 충격

진동치는 예측치의 약 7%의 매우 낮은 값을 보였는

데 그 이유는 복개층 바닥에 충격진동 저감을 위한 설

치한 폐타이어 효과(Fig. 16) 및 암반과 지하철 구조

물의 사이의 이격 공간이 방진구 역할을 충격진동을 

저감시킨 것으로 예측된다. 따라서 향후 폐타이어을 

이용한 진동 저감 효과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 및 연구

가 필요할 것이다. 
2) 충격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발파 전 주

변 주요 시설물에 균열을 측정하기 위한 크랙 디스크, 
지하상가의 천정과 바닥에 수평 및 수직변형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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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Measurement results of main points

측정위치 측정장비 측정요소 측정결과(변형량) 허용기준 점검결과

지하상가
크랙디스크 균열 측정 -0.75 ~ +0.53mm 1.0mm이하 양호

레벨미터 초기 변형 -1.1 ~ +0.4mm 3.0mm이하 양호

대전지하철

크랙디스크 균열 측정 -0.23 ~ +0.08mm 1.0mm이하 양호

E.L Beam Sensor 내공 변위
1/6517 ~ 1/14936

(-0.153 ~ 0.0669mm)
1/500이상

(안전율) 안정

민영약국 크랙디스크 균열 측정 0mm 0.4mm이하 양호

정산부인과 크랙디스크 균열 측정 +0.11mm 0.4mm이하 양호

크랙 디스크 설치(a)
(균열측정)

지하상가 레벨미터 설치(b)
(수평 및 수직 변형 측정)

지하철 E.L Beam Sensor 설치(c)
(내공변위 측정)

Fig. 17. Crack and displacement measurement.

중앙 데파트

측점 B (36m) 측점 A (36m)
측점 C (56m)

비계(방진막)

중앙 데파트

측점 B (36m) 측점 A (36m)
측점 C (56m)

비계(방진막)

Fig. 18. Location map of dust measurement.

하기 위한 레벨미터, 대전 지하철 승강장에 내공변위

를 측정하기 위한 E.L Beam Sensor를 설치한 후 초

기치를 측정하였으며, 발파 후 동일한 위치에서 변위

(변형)량을 재 측정한 결과, 측정치의 변화량이 허용 

기준치 이하로 구조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Table 8 및 Fig. 17은 주요 지점의 측정 

결과 및 측정 사진이다.

분진 영향

대전중앙데파트 발파해체시 분진을 측정하여 위하여 

총 3개 장소에 분진 측정기를 설치하였다. 분진측정 

위치는 Fig. 18과 같다.
1) 분진 측정 data
분진측정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시간대별 측정 그래

프를 보면, 분진 발생 후 3~4분 후에 대기질이 평소 

상태로 환원되었다. 
2) 분진을 제어하기 위하여 구조물 전면에 물대포 

50기를 Fig. 19와 같이 지그재그로 배치하여 분진 발

생 후 약 4~5초 후 2회에 걸쳐 물대포를 발사하였으나 

분진 저감 효과는 미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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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진 측정 data＞
측정위치 분진최대 발생량 분진지속시간

측점 A(정면 우측 36m 지점) 130.89 mg/m3 3분

측점 B(건물 정면 중앙 36m) 127.12 mg/m3 3분

측점C(건물 좌측 정면 모서리 56m) 56.778 mg/m3 4분

■ 시간대별 분진측정 그래프

    

                 측점 A                              측점 B                              측점C

물대포 설치 물대포 발사

Fig. 19. Water cannon arrangement and discharge.

발파 전 발파 후

Fig. 20. Tumbled third protection.

소음 영향

대상 구조물에서 가장 근접한 지점인 20m 지점에

서 측정된 소음치가 약 110dB(A)로 인간 청각 고통 

기준 한계인 120dB(A) 이하로 계측되었다. 또한, 이 

소음은 1회성 순간 소음이고 사전 홍보 및 통제시 충

분히 인지토록 하여 발파해체시 발생된 발파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되지 않았다.

5.3 기타 발파해체시 발생 문제점 

대전중앙데파트 발파해체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

생되었는데 이것을 직접적인 것과 간접적인 것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직접적으로는 폭풍압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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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조물의 좌우측면과 후면 3차방호(EGI+분진망) 
전도(Fig. 20), 발파 후 발생된 분진으로 일부 민원 발생, 
목척교 광케이블은 구조물 붕괴시 벽돌이 낙하되어 

일부 손상 발생, 구조물 붕괴 후 대전천내 잔재물의 

유입은 없었으나 일부 폐기물(종이 및 스티로폴) 부유 

등이 발생되었으며, 간접적으로 발파 통제 및 경계선 

사전 미 확보로 인한 발파시간 지연(약 40분), 통제 

인원과 작업인원의 중복으로 통제 인원에 대한 사전 

교육 미흡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었다. 따라서 향후 도

심지 발파해체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

이 요구되었다.
 

6. 결 론

발파해체로 설계된 대전 중앙데파트 철거 공사에서 

(주)한화는 발파해체 공사 공정을 수주하여 순수 국내 

기술로 내파공법을 적용, 사전 계획된 붕괴 거동으로 

정확하게 구조물을 붕괴시켰다. 본 구조물이 도심지

에서 위치하고 있어 구조물의 주변이 복잡하고 가옥, 
교각 및 광케이블 등 주요 시설물을 발파 후 안전하

게 보호하여야 했기 때문에 사전에 많은 시뮬레이션

을 통한 붕괴 거동을 검토한 후, 사전취약화 위치 및 

방법 선정, 발파층 및 방호방법 선정, 발파 초시를 결

정하여 주변 상가 및 교각, 광케이블 등 주요 시설물

에 큰 손상 없이 발파해체를 완료하였다. 향후, 국내

의 도심 재개발 및 재창조, 균형 발전시 철거가 예상

되는 고층 구조물 철거시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 되었

다. 또한, 본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도심지 발파해체 

시 다소 발생 가능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어, 향후 도

심지 발파해체 시 더욱 안전하고 민원 발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대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된다.

1) 대전 중앙데파트 발파해체 사례는 국내 최초로 내

파공법을 적용하여, 복잡한 도심지 내에서도 발파

해체가 가능함을 보여주었으며, 국내 발파해체 기

술력을 한 단계 높이는 사례가 되었다.
2) 지하철과 교각, 상가 등이 밀집한 도심지에서 사전 

시뮬레이션(ELS, extreme loading for structures)을 

통한 대상 구조물의 붕괴 거동을 예측하고 실제 

구조물의 붕괴 거동을 비교한 결과, 거의 동일한 

거동을 보여 사전 시뮬레이션을 통한 구조물의 붕

괴 거동 분석이 매우 중요하다는 결론을 얻었다.
3) 금번 중앙데파트 발파해체에서 3차 방호방법, 경계 

및 통제, 사전 홍보, 발파 후 발생 분진에 대한 사후 

처리, 인원의 활용에 대한 개선사항이 도출되어 향

후, 도심지 발파해체에서는 이러한 개선사항에 대

한 대책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4) 또한, 고층 구조물의 발파해체시 필연적으로 발생

되는 충격진동의 저감 방안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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