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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관 시설물과 인접한 소규모 단면 터널의 발파굴착 사례

원연호1)*, 김강규2)

Blast Excavation of Small Diameter Tunnel near Underground 
pipe lines

Yeon-Ho Won and Kang Gyu Kim

Abstract The messer shield method applys mainly to a tunnel with small cross-section of a weathered soil or 
weathered rock district and is fulfilled mostly by man-power excavation. but in case that hard rock exposes on 
tunnel face, incredible is an application of the rock-splitting method using a hydraulic power or a blasting method. 
This study represents the case of a blasting method which can control to be practiced by the minimum charges 
of 125 g an initial vibration occurring at the cut instead of the rock-splitting method, even though water pipe and 
gas pipe are closely adjacent.

Key words Messer shield method, Rock-splitting method, Vibration-controlled blasting method

초  록 메사쉴드공법은 주로 풍화토 또는 풍화암 구간의 소규모 굴착단면에 적용되며 대부분 인력굴착으로 

이루어지나 막장면에 암반이 노출되면 유압력을 이용한 할암공법이나 발파공법의 적용이 불가피하다. 본 연구에

서는 메사쉴드공법이 적용된 소규모 굴착단면 터널에서 터널상부에 상수도관 및 가스관 등이 근접되고, 강도가 

높은 암반 노출로 인해 할암공법 대신에 125g의 최소장약량으로 심발공에서 초기진동을 제어하는 발파공법을 

소규모 굴착단면 터널에 적용한 사례이다.

핵심어 메사쉴드공법, 할암공법, 진동제어발파공법

1. 서 론

대상현장은 전기공급시설을 위한 전력구 공사로서 

관로식 메사쉴드(Messer shield) 현장이다. 관로규격

은 2.2m×2.2m의 협소 공간 굴착단면이며 터널노선을 

따라 상부에는 근접(약 2.0m～)하여 도시가스관, 상
수도관,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오수관 등이 위치한다.

관로식 메사쉴드 공법은 주로 풍화토 또는 풍화암 

이내 구간의 소규모 굴착단면에 적용되고 굴착은 인

력으로 이루어지며 굴착된 단면은 메사 날을 진입한 

후 철재지보를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흙막이 방법으

로 보강하며 반복 작업에 의해 터널을 굴착한다. 상기

와 같은 조건에서 대상현장의 터널굴착을 하던 중, 예
상치 않은 암반이 노출되어 메사쉴드 공법의 적용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노출된 암반굴착을 위

해 대상암반에 매우 좁은 간격으로 밀집 천공하고 유

압력을 이용한 할암공법을 적용하였으나 암반강도가 

높아 시공성은 매우 낮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와같은 조건에서 발파공법 적용을 위해 주변시설물들

에 대한 진동허용수준을 설정하고 허용수준 이내의 

최소장약량(125g 이내)과 심발공에서 초기진동을 제

어할 수 있는 진동제어발파공법을 적용하여 그 적용

성 유무를 판단하였다. 시험발파 패턴 적용은 심발공

에서 발생하는 초기진동 억제와 굴진장 확보를 위해 

심발공 위치에는 무장약공(φ65mm)을 설치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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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construction district(plane).

Fig. 2. location map of construction district(cross).

심발공은 무장약공을 중심으로 천공장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수평으로 각각 4공씩 천공하여 천공장이 짧은 

4공을 순차 기폭 후 나머지 4공을 순차 기폭하는 방

법을 적용하였다(다단평행천공에 의한 진동제어발파

공법, 특허 제10-0751029). 주변시설물에 대한 진동

측정은 터널노선 상부에서 가장 근접된 발파위치(약 

6.4m)부터 근접상수도관 상부(약 6.9m), 가스관 상부

(7.2m) 그 외 회귀분석을 위해 자유장으로 진동의 크

기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각각의 시설물의 이격거리

(상수도관 3m 이상, 가스관 6m 이상)와 시설물에 설정

된 진동허용수준(상수도관 3.0cm/sec, 가스관 1.0cm/sec) 
이내에서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을 수행하였다. 따라

서 대상시설물 규격이나 설치상태, 매질조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대상구간의 터

널에서 시험시공에 의한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인된 

바, 유사조건의 현장에서도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2. 관련 주요현황 검토

2.1 굴착조건

대상현장은 전기공급시설을 위한 전력구 공사로서 

관로식 메사쉴드 공법 적용구간이며 관로규격은 

2.2m×2.2m의 협소 공간 굴착단면이다. 터널노선 상

부는 Fig. 1, Fig. 2와 같이 터널과 근접하여 도시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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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stance condition to facilities

구분

농축수관

Ø500mm
PE관

원수인입관

Ø1,000mm
강관

원수인입관

Ø1,000mm
강관

공업용수관

Ø1,2000mm
강관

폐수재활용관

Ø700mm
강관

공업용수관

Ø900mm
주철관

시상수관

Ø300mm
PE관

지상에서

매설물까지 거리
1.88m 1.64m 1.66m 1.6m 2.31m 1.6m 2.0m

터널 천반에서 

매설물까지 거리
1.54m 1.16m 1.32m 1.34m 1.36m 2.0m 2.75m

구분

원수관

Ø800mm
주철관

오수관

Ø400mm
중부가스관

Ø300mm
농축수관

Ø350mm
PE관

공업용수대체

Ø400mm
주철관

생활용수관

Ø500mm
PE관

폐수재활용관

Ø500mm
주철관

지상에서

매설물 까지 거리
2.1m 1.31m 1.79m 1.48m 2.69m 2.27m 2.6m

터널 천반에서 

매설물 까지 거리
2.07m 3.17m 2.71m 2.86m 1.65m 2.09m 2.55m

Table 2. Vibration level of KOGAS

구  분 금지범위 대책범위 안전범위

최대진동속도(cm/sec) 2.0이상 2.0～0.4 0.4이내

대책내용
 -무진동공법 시공

 -보강 후 시공

Table 3. Restriction range on rock excavation around gas pipe

구  분 금지범위 대책범위 안전범위

이격거리 5m 이내 5m～10m 10m 이상

대책내용
 -화약발파금지

 -무진동공법시공

 -제어발파시행

 -진동계측
 -진동계측

Fig. 3. Rock condition and working scene at a face.

관, 상수도관, 전력케이블, 통신케이블, 오수관 등이 

위치한다. 시설물 현황은 Table 1과 같다.

2.2 지질 및 암질

지반조사에 의하면 대상 공사구간은 하부로부터 선

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강편마암, 
후기 화성관입암류로 구분되며 쥬라기의 화성암류가 

주를 이루고 있다.
기반암은 성분에 따라 복운모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 각섬석 편마암 화강암류로 분류되며, 대
상구간의 기반암은 각섬석 편마암 화강암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호상흑운모 화강암이 분포

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은 현재 막장 암질상태

로서 기반암인 화강편마암에 석영맥이 관입된 상태로

서 암석강도는 1,500kgf/㎠ 이상으로 추정된다.

2.3 상수도 및 가스관 등 시설물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수준 

검토

가스관의 경우 국내는 Table 2, Table 3과 같이 한

국가스공사 가스관 보호기준에 의해 자체적으로 허용

기준 및 암반굴착 범위를 제시하고 있다(한국가스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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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llowable vibration level on blasting according to the number of work times and vibration frequency in Switzerland

분류 1 2 3 4

건물 -
강콘크리트나 

철근구조의 빌딩, 공장 

굴뚝, 송신탑 등

학교, 병원, 교회 등
치장건물, 재건축된 

건물, 사적물 등

기타

시설물

보강콘크리트나 

처음으로 만들어진 

다리, 암반내의 터널 

등

지반내의 송배수 

파이프, 가스관 등
터널내부의 구조물, 수조 등

오래된 납케이블 또는 

철근 파이프

작업

빈도
- - 주파수

때로는

< 1000

종종

1,000～
100,000

영구적

> 100,000 -

최대

진동속도

(cm/sec)

분류

3경우의 3배
분류

3경우의 2배

< 30Hz 1.5 0.6 0.3 분류 3경우와 분류3 
경우의 1/2수준 

사이에서 결정

30～60Hz 2.0 0.8 0.4

> 60Hz 3.0 1.2 0.6

Table 5. Limit value of a safe vibration by Ashley(Bureau of Mines Report of Investiga tions 8507 /1980)

Type of construction Peak Particle Velocity (cm/sec)

Ancient and historic monuments 0.75

Housing in poor repair 1.2

Good residential, commercial, and industrial structures 2.5

Welded gas mains, ground sewers, engineered structures 5.0

사, 2000). 외국은 Table 4, Table 5 외에도 다수의 문

헌 및 보고서를 통하여 보고하고 있다(Ashley, 1980). 
그러나 상수도관의 경우에는 진동 규제에 대한 국내 

적용사례도 거의 전무한 상태로서 외국문헌이나 시공

사례, 경험 등을 통하여 설정되고 있다.
스위스는 건물 및 기타 구조물을 종류에 따라 4단

계로 구분한 후, 각각에 대해 작업빈도와 진동주파수

에 따른 허용기준치를 제시하고 있다. 주파수 10~60Hz 
범위에서 학교, 병원, 교회 등의 건물이나 터널 내부

의 구조물이나 수조 등에 대한 발파진동 허용한계 값

으로 작업빈도가 1,000~100,000일 경우 0.8cm/sec를 

제시하고 있다.

2.4 사용화약류의 검토

사용화약류 및 규격은 발파조건에 의해 선정된다. 
대상현장의 발파조건은 메사쉴드에 의한 터널단면

(2.2m×2.2m)으로 인력에 의한 천공(TY-24 착암기)
만이 가능하다. 따라서 착암기의 천공직경 36~38mm
을 감안하면 사용할 수 있는 화약류의 직경은 Ø25mm
이며, 뇌관은 지발당장약량을 분산시키며 제발효과가 

있는 MS 지발전기뇌관이 적합하다.

2.5 시험발파패턴의 검토와 선정

시험발파패턴 선정을 위한 발파진동추정식은 Table 
6과 같이 서울지하철 3, 4호선 건설당시 적용되었던 

발파진동상수(k) 선정 방식을 적용하였으며 암석의 

일축압축강도(SC)는 안전율을 높이기 위해 슈미트햄

머에 의한 현장암반강도의 최대 측정치를 적용하였다.

발파진동추정식 도출

대상현장 발파진동상수(K) 산정에 의한 발파진동추

정식은 식 1, 식 2와 같다.

심발발파 : 


   (1)

확대발파 : 



 (2)

발파진동 허용수준에 의한 이격거리별 장약량 산출

시설물(상수도관, 가스관)에 대한 각각의 진동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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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stimation of an coefficient(K) on blasting vibration

구       분 내          용

지 질 조 사 현장조사결과 : 화강암 편마암(화강암 적용)

보안물건현황 상수도관 및 가스관 등 지하매설물 다수

진동 추정식   



 

 


  서울지하철 3,4호선 건설 당시 적용식

암  구  분 경   암

일축압축강도 1,500∼1,600kg/cm2 (슈미트햄머에 의한 현장암반강도 측정결과)

인접보안물건 상수도관(Ø800mm), 가스관(Ø300mm)

허용  기준치 상수도관 : 3.0cm/sec, 가스관 : 1.0cm/sec

이격거리(사거리) 3.0m∼

K값
심발

107.424
K(심발)=Ei(Ri⋅Sc+Qi)=0.9×{(0.0371(화강암)×1600(압축강도)+60(화강암심발보정)}

확대 80.424

Table 7. Charging volume per distances by an allowable level of blasting vibration

거리(m)

허용기준치별 이격거리에 따른 장약량(kg)

비  고1.0cm/sec(가스관) 3.0cm/sec(상수도관)

심발 확대 심발 확대

1 0.004 0.006 0.015 0.021

2 0.016 0.023 0.059 0.084

3 0.037 0.052 0.134 0.188  상수도관

4 0.065 0.092 0.238 0.334

5 0.102 0.143 0.371 0.522

6 0.147 0.206 0.535 0.752  도시가스관

7 0.200 0.281 0.728 1.023

8 0.261 0.367 0.951 1.336

9 0.330 0.464 1.203 1.691

10 0.408 0.573 1.485 2.088

Fig. 4. Measurement of an in-situ rock strength by using 
Schmidt hammer.

수준과 이격거리에 의한 장약량 산출결과, 진동허용수

준에 따라 최소장약량(0.125kg)을 적용할 수 있는 이

격거리는 상수도관(3.0cm/sec) 3.0m, 가스관(1.0cm/sec) 
6.0m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최소장약량 0.125kg에 의해 발파작업을 할 

수 있는 이격거리는 Table 7과 같다.

심발발파 공법의 선정

대상현장의 발파조건은 메사쉴드 공법에 의한 관로

식 터널로서 단면적은 2.2m×2.2m로 협소하고 주변시

설물(상수도관, 가스관 등)은 근접 위치하여 진동에 

의한 영향으로 지발당장약량은 0.125kg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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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omparison and consideration of the cut methods

공법
수평 심발

(Cylinder-Cut)
경사 심발

(V-Cut)
분착식다단발파

(Supex-Cut) 다단평행 심발
다중 심발

(HTB-Cut)

개

요

도

102mm

12 23 3

4 65

메카

니즘

･압축 및 전단파괴

･대구경(φ102㎜) 무장

약공을 자유면으로 활용

･압축 및 전단파괴

･대칭된 경사공으로 쐐

기파괴

･압축 및 전단파괴

･경사공 1차 발파후 수

평공 2차 발파로 파쇄

･압축 및 전단파괴

･무장약공을 자유면으

로 활용

･단공, 장공 순차기폭 

･압축 및 전단파괴

･경사공을 다단장약하

여 단계적으로 2자유

면 형성

특성

･1자유면 발파

･장공(굴진장1.5m이

상)발파적용

･심발공의 비장약 증대

･근접한 수평공 평행유

지 곤란

･천공 오차시 발파 실패

･1자유면 발파

･단공발파(굴진장1.5m
이내) 적용

･천공용이

･심발공의 진동이 큼

･1자유면 발파

･경사공 공저부분 파괴

효과 저조

･집중장약으로 진동 증대

･심발 형성을 위한 메

카니즘 2단계

･1~2자유면 발파

･단공과 장공의 순차 

기폭으로 실린 더컷의 

단점개선

･심발공 초기진동 억제

･1~2자유면 발파

･시공성은 우수하나 발

파진동이 큰 기존 V-
Cut의 단점을 개선

장

․
단

점

･장공발파나 경암발파

에 이용됨

･고도의 천공기술과 정

밀장비가 필요

･최초 버력의 비산거리

가 길음

･발파진동이 큼

･단공발파나 연암발파

에서 효율적

･발파진동에 따른 소성

영역 및 여굴량이 증

가함

･파쇄암석이 크게 나와 

소할발파 하는 경우가 

많음.

･암종과 막장의 단면적 

또는 천공장과 관계없

이 적용 가능함

･비장약량이 적고 발파

효율이 좋음

･집중장약으로 발파진

동이 큼

･천공수가 많고 뇌관배

열이 복잡

･단공과 장공에 의한 

지발당장약량 최소화

로 진동저감에 효과

적.시공성 및 경제성

양호

(특허0751029호)
･협소단면 및 소구경 

천공장비 적용

･수평천공 평행유지 곤란

･다단장약 및 다중심발

에 의한 지발당장약량 

최소화로 진동저감에 

효과적

･소구경 천공장비 사용

으로 시공성 및 경제

성 우수 (신기술 459호)
･V-Cut에 비해 뇌관수

량 다소 증가

적용 ◉

심발공은 1자유면 발파공법의 특성상 발파진동에 

미치는 영향이 크며, 최소저항선의 거리가 짧고 자유

면의 수가 증가할수록 발파진동은 감소한다.
본 공사구간은 시설물과 근접한 진동 예민 지역으

로서 지발당 장약량의 사용이 제한되므로 진동저감을 

유도하고 지발당 장약량을 최소화하여 시공성과 안전

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심빼기 공법의 선정이 요구된다. 
이와같은 조건을 고려하면 대상구간에서의 심발발

파 공법은 협소단면에서 인력 천공(TY-24착암기)에 

의해 심발공이 평행하게 천공되어야 하며, 심발공의 

폭약량은 1공(지발)당 장약량이 0.125kg 미만으로 기

폭될 수 있는 공법이 선정되어야 한다.
이와같은 조건을 고려하여 심발발파에 대한 공법들

을 비교 검토하면 Table 8과 같다.
검토결과, 대상구간의 심발발파공법은 협소 단면터

널에서 소구경 천공장비로 평행천공이 가능하고 심발

공에서 소량의 폭약(0.125kg)으로 지발당장약량 분산

에 의한 초기진동을 억제할 수 있는 심발공법으로 

“다단평행천공에 의한 진동제어발파공법”(특허 제10-
0751029)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검토되었다.

설계 발파패턴 및 장약표

대상현장 발파조건에 의한 설계 발파패턴은 Fig. 5
와 같으며 장약표는 Table 9와 같다.

3. 시험발파

3.1 시험발파 위치

시험발파위치는 시설물의 진동허용수준과 적용 장

약량 그리고 발파위치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에 따라 상

수도관 3.0m 가스관 6.0m 지점으로 선정하였다(Fig. 7).

3.2 대상구간 시설물에 대한 진동허용수준 설정

상수도관(원수관)의 경우, 외국문헌(Table 4, 스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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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ole's arrangement map and section map.

Fig. 6. Detailed map of the cut and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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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Table for charging of design drawing

구분 뇌관번호
천공수

(공)

공당장약량 지발당장약량 총장약량

에멀젼폭약 계 에멀젼폭약 계 에멀젼폭약 계

Ø25mm×250mm
×125g (kg) Ø25mm×250mm

×125g (kg) Ø25mm×250mm
×125g (kg)

심발공 M 0～M 07 8 1.0 0.1250 1.0 0.1250 8 1.000

심발확대 M 08～M 11 4 1.0 0.1250 1.0 0.1250 4 0.500

확대공 M 12～M 16 10 1.0 0.1250 2.0 0.2500 10 1.250

바닥공 M 17～M 19 6 1.5 0.1875 2.0 0.3750 6 0.750

측벽공 L 04～L 11 16 1.0 0.1250 2.0 0.2500 16 2.000

상단공 L 12～L 15 8 1.0 0.1250 2.0 0.1250 8 1.000

합계 52 6.500

Fig. 7. Location of test blasting.

Table 10. Setting for allowable level of blasting vibration over facilities of adjacent district

구    분 규격(mm) 허용 진동속도

(cm/sec) 비    고

가스관(중부가스) Ø300 1.0cm/sec 한국가스공사 가스관 보호기준

문헌 및 국내･외 보고서 인용상수도관(원수관) Ø800 3.0cm/sec

스의 작업빈도와 진동주파수에 따른 발파진동허용기

준치)을 기준하면 진동수준은 4.0∼6.0cm/sec 적용하

여도 무방하나 상수도관의 재질(주철관), 관의 규격

(Ø800mm), 관의 이음부(소켙식), 관의 위치(터널상

부 굴착에 따른 부동침하 고려) 등을 고려할 때, 안전

율을 고려하여 3.0cm/sec 수준을 적용하였다. 

반면, 가스관(중부가스)은 한국가스공사 보호기준

에 의거 1.0cm/sec를 적용하였다.

3.3 시험발파 패턴 및 장약표

시험발파 패턴은 시설물(가스관, 상수도관)의 이격

거리 확보가 터널 단면선 중간 정도에 위치하여 발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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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Charging table(successive initiation)

구분 뇌관번호
천공수

(공)

공당장약량 지발당장약량 총장약량

에멀젼폭약 계 에멀젼폭약 계 에멀젼폭약 계

Ø25mm×250mm
×125g (kg) Ø25mm×250mm

×125g (kg) Ø25mm×250mm
×125g (kg)

심발1영역 M 0∼M 04 4 1.0 0.125 1.0 0.125 4 0.5

심발2영역 M 05∼M 08 4 1.0 0.125 1.0 0.125 4 0.5

심발3영역 M 09∼M 12 4 1.0 0.125 1.0 0.125 4 0.5

합계 12 1.5

Table 12. Charging table(odd initiation)

구분 뇌관번호
천공수

(공)

공당장약량 지발당장약량 총장약량

에멀젼폭약 계 에멀젼폭약 계 에멀젼폭약 계

Ø25mm×250mm
×125g (kg) Ø25mm×250mm

×125g (kg) Ø25mm×250mm
×125g (kg)

심발1영역 M 0∼M 07 4 1.0 0.125 1.0 0.125 4 0.5

심발2영역 M 09∼M 15 4 1.0 0.125 1.0 0.125 4 0.5

심발3영역 M 16∼M 19 4 1.0 0.125 1.0 0.125 4 0.5

합계 1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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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Blasting pattern map(odd ini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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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lasting pattern map(successive initiation).

패턴은 하단부에 위치시켜 심발부와 심발확대부 만을 

적용하였다.
적용 발파패턴은 Fig. 8, Fig. 9와 동일하나 장약표

상의 뇌관시차는 일반적인 적용은 Table 11과 같이 

뇌관기폭순서를 0부터 12번까지 순차적으로 배열하

였으며, 기폭시차에 의한 이력곡선으로 회귀분석을 

위한 뇌관시차는 Table 12과 같이 0번부터 19번까지 

홀수로 격간 배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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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작업 천공완료 발파공 검측

사용화약류 확인 장약작업 전색작업

결선확인 계측치 설치 발파상태 확인

Fig. 10. process of test blasting.

3.3 시험발파 작업과정

시험발파는 Fig. 10과 같은 작업과정으로 수행되었다.

3.4 진동계측

진동계측 위치와 측정방법

시험발파의 계측위치는 Fig. 11, Fig. 12, Table 13
과 같이 발파장소(폭원)로부터 가장 근접되고 발파영

향권에 위치해 있는 보안물건 중, 중부가스관(Ø300mm)
과 원수관(Ø800mm, 주철관) 등 2개소에서 측정하였

으며, 발파진동의 파형 분석 및 발파진동추정식 도출

을 위한 회귀분석을 위해 터널노선을 따라 자유장 계

측(5개소)을 실시하였다.

3.5 계측결과

시험발파를 통하여 측정된 계측결과는 Table 14와 

같다.

4. 시험발파 결과의 분석 및 평가

4.1 회귀분석을 위한 계측자료의 획득

회귀분석은 진동계측자료를 바탕으로 실시하며 이

때 신뢰도 수준 향상을 위해서는 계측자료가 다수 확

보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상현장의 경우 터널발파의 

특수성(1회 동시발파)으로 다수의 계측자료 확보되지 

않아 시험발파에 적용되었던 2회의 발파패턴 계측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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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ocation of measurement.

 1. 측점A(중부가스관)- SN.2642
 2. 측점B(발파위치 직상부)- SN.6929
 3. 측점C(원수관)- SN.2691
 4. 측점D(터널노선상)- SN.3030
 5. 측점E(터널노선상)- SN.2709
 6. 측점F(터널노선상)- SN.3061
 7. 측점G(터널노선상)- SN.2710
 8. 센서 고정 방법

Fig. 12. Photos of measuring instru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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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3. Distance between measurement location and facilities for safety

측점 A B C D E F G

계측기 S.N 2642 6929 2691 3030 2709 3061 2710

설치위치 중부가스관
발파위치 

직상부
원수관 터널노선 터널노선 터널노선 터널노선

이격거리 약7.2m 약6.4m 약6.9m 약12m 약21.1m 약27.9m 약35.8m

Table 14. Data of blasting vibration and noise measured

발파

횟수

적용

발파

패턴

1회
발파

공수

계측기

Serial NO 계측위치

이격

거리

(m)

진동(cm/sec)
소음

(dB)PPV
PVS

Tran Vert Long MAX

1
패

턴

1
12

2642 측점A 중부가스관 약7.2 0.0746 0.2710 0.1130 0.2710 0.2910 70.8A

6929 측점B 발파위치

직상부
약6.4 0.2480 1.3100 0.2760 1.3100 1.3300 86.4A

2691 측점C 원수관 약6.9 0.2790 1.3300 0.4190 1.3300 1.3400 80.8A

3030 측점D

터널

노선상

약12 0.0794 0.1680 0.1460 0.1680 0.1890 70.2A

2709 측점E 약21.1 0.0556 0.0921 0.1050 0.1050 0.1080 70.4A

3061 측점F 약27.9 0.0302 0.0667 0.0365 0.0667 0.0683 69.6A

2710 측점G 약35.8 0.0445 0.0302 0.0460 0.0460 0.0587 68.6A

2
패

턴

2
12

2642 측점A 중부가스관 약7.2 0.0810 0.2130 0.1890 0.2130 0.2250 71.6A

6929 측점B 발파위치

직상부
약6.4 0.1780 0.7300 0.2380 0.7300 0.7360 73.4A

2691 측점C 원수관 약6.9 0.2160 1.3200 0.3940 1.3200 1.3200 73.6A

3030 측점D

터널

노선상

약12 0.0937 0.1080 0.1590 0.1590 0.1790 66.6A

2709 측점E 약21.1 0.0413 0.0667 0.0746 0.0746 0.0762 70.6A

3061 측점F 약27.9 0.0175 0.0619 0.0349 0.0619 0.0619 71.0A

2710 측점G 약35.8 0.0206 0.0254 0.0270 0.0270 0.0381 69.4A

※PPV(Peak Particle Velocity):최대입자속도

료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4.2 획득된 계측자료의 회귀분석에 의한 발파진동추정식 

도출

획득된 계측자료의 회귀분석에 의해 Fig. 13, Fig. 
14과 같이 이를 50%와 95%의 평균 회귀분석식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상관계수 R값은 자승근, 삼승근 모두 0.85로

써 상관성이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내었으며, 이중 분

석에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신뢰수준 95% 회귀분석식

을 자승근 환산식(식3)과 삼승근 환산식(식4)의 발파

진동추정식으로 선정하였다. 

자승근 환산식   


 (3)

삼승근 환산식   


 (4)

4.3 발파진동추정식에 의한 각 시설물의 이격거리별 장약

량 산출

도출된 발파진동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보안물건을 

중심으로 설정된 발파진동 허용수준별로 이격거리별 

사용 가능한 최대지발당 장약량을 산출하면 Table 15
와 같다.

따라서 이격거리별 지발당장약량을 기준으로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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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quare Root Regression Line. Fig. 14. Cube Root Regression Line.

Table 15. Maximum charges per delay time per distance

이격거리별 최대 지발당 장약량(kg/delay)

거리

(m)
발파진동 허용수준 : 1.0 cm/sec(가스관) 발파진동 허용수준 : 3.0 cm/sec(상수도관 등)

자승근 삼승근 자승근 삼승근

1 - - - -

2 - - 0.06 -

3 - - 0.13 0.13

4 0.06 - 0.23 0.32

5 0.09 0.07 0.36 0.62

6 0.13 0.13 0.52 1.07

7 0.17 0.2 0.71 1.69

8 0.23 0.3 0.93 2.53

9 0.29 0.43 1.17 3.6

10 0.35 0.59 1.45 4.94

12 0.51 1.02 2.09 8.53

14 0.69 1.63 2.84 >10

16 0.9 2.43 3.71 >10

18 1.14 3.45 4.7 >10

20 1.41 4.74 5.8 >10

만 지반매질과 발파위치에 따라 진동은 다소 차이가 

있으므로 상시적인 계측결과에 따라 지발당장약량을 

적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4.4 보안물건 계측결과의 분석 및 평가

보안물건에서의 계측결과 분석 평가는 시험발파위

치와 가장 근접된 상수도관(원수관)과 가스관(중부도

시가스관)을 기준하였으며, 계측결과는 Table 16과 같다.
분석결과, 시험발파 조건(거리, 암질조건, 시험발파

패턴 등)만을 기준할 때, 각각의 보안물건에 설정된 

발파진동의 허용수준(가스관 : 1.0cm/sec, 상수도관 : 
3.0cm/sec)이내를 나타내었다. 이때, 중부도시가스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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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6. Measurement results on facilities for safety

시설물
측정결과

(cm/sec) 설정진동수준 비 고

중부도시가스관

(φ300mm)
1회발파 0.291

1.0cm/sec 이격거리 약 6.0m
2회발파 0.225

원수관

(φ800mm)
1회발파 1.340

3.0cm/sec 이격거리 약 3.0m
2회발파 1.320

Fig. 15. Condition after blasting.

의 경우 이격거리에 비해 상대적으로 진동크기가 낮

은 원인은 발파위치 후면에 가스관이 위치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4.5 발파패턴의 적용성

터널발파에서 양호한 발파결과는 종합적으로 볼 때, 
발파패턴(제원)을 적용하여 안전적인 측면에서 발파

공해(진동, 소음 등)가 허용수준 이내로서 발파상태는 

암석이 부피 팽창하여 체적이 이동된 상태로 굴진율

은 90% 이상 일 때를 이상적인 발파라고 한다.
이와 같은 조건을 기준할 때, 적용된 시험발파패턴

은 Fig. 15와 같이 암반의 부피팽창과 발파 후 측정된 

천공장 비례 굴진장의 확인결과 굴진율은 약 95% 이
상의 양호한 상태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험발파에 적용된 발파패턴의 적용성은 매

우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본 시공사례는 소규모 굴착단면(2.2m×2.2m) 터널

에서 상부에 위치한 상수도관, 가스관 등 근접구간(약 

3.0～6.0m)을 소량의 장약량(0.125kg)에 의한 다단평

행천공 심발공법을 적용하여 통과한 사례이다.
발파패턴은 심발공에서 발생하는 초기진동 억제와 

굴진장 확보를 위해 심발공 중앙에는 수평으로 무장

약공(φ65mm)을 설치하였으며 무장약공을 중심으로 

천공장의 길이를 서로 다르게 수평으로 각각 4공씩 

천공하여 천공장이 짧은 4공을 순차 기폭 후 나머지 

4공을 순차 기폭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측정은 터널노선 상부에서 가

장 근접된 발파위치(약 6.4m), 최근접 상수도관(약 

6.9m), 중부도시가스관(7.2m) 그리고 회귀분석을 위

해 자유장으로 4개소에서 측정하였다.
그 결과, 발파효과는 굴진장을 95% 이상 확보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시설물에 대한 진동은 크기는 중부도

시가스관 0.291cm/sec와 0.225cm/sec, 원수관 1.34cm/sec
와 1.32cm/sec로 설정된 진동허용수준(가스관 : 1.0cm/sec, 
상수도관 : 3.0cm/sec) 이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상시설물 규격이나 설치상태, 매질조건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유사조건

의 터널현장에는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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