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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중진동 측정을 통한 흙막이 근접발파 영향 연구

조래훈
1)*

, 정병호
2)

Study on the Effect of Near Blasting to Earth Retaining Wall by 

Measuring Underground Vibrations

Lae Hun Cho, Byung Ho Jeong

Abstract We conducted test blasting in 3 sites to identify the effect on safety of the earth retaining wall by near 

blasting vibration. As a test result, we confirm that underground structures(earth anchor et al.) are relatively safer 

than surface structures as the underground vibration is 10∼52% of surface vibration at a same distance. We derived 

surface and underground vibration prediction equations by regression analysis of measured 3 sites’ surface and 

underground vibration PPV. Also we calculated minimum separation distance by blasting pattern about underground 

and surface curing concrete. Unless any discontinuity which are unsafe on the earth retaining wall appear, blasting 

work using under 2.4kg per delay is not meaningful to the earth retaining wall’s safety as the result of measuring 

near blasting vibration, confirming change the earth retaining wall’s instrument, and observation of structural 

deformation.

Key words Underground vibration, Earth retaining wall, Near blasting 

초  록 근접발파진동이 흙막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3개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시행하였다. 

시험결과 동일거리의 지중에서 측정된 진동은 지표에서 측정된 진동의 10∼52% 수준으로 작아 어스앵커 정착

장 등 지중에 설치된 구조물은 지표에 있는 구조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발파진동에 안전함을 확인하였다. 측정된 

3개 현장의 지표 및 지중진동 PPV를 통합 회귀분석하여 진동추정식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활용 지중 및 지표에

서 양생중인 콘크리트에 대해 양생시간별 허용진동기준을 만족하는 발파패턴별 최소이격거리를 산정하였다. 

근거리 발파진동 측정, 흙막이 계측치 변화 확인, 구조물 변형여부 육안관찰을 통해 확인한 결과 특별히 흙막이 

안정성에 불리한 불연속면이 발달하지 않는 한 지발당장약량 2.4kg 이하의 발파작업은 흙막이 안정성에 유의미

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지중진동, 흙막이, 근접발파

1. 서 론

기반암의 분포심도가 얕은 국내 지반 특성으로 인

해 대부분의 굴착공사에는 발파작업이 수반되며, 이

때 굴착경계부에 보안물건이 존재하는 경우 보안물건

에 대한 허용진동기준을 고려하다보면 자연히 흙막이 

벽체로부터 일정 구간은 미진동굴착 또는 정밀진동제

어발파가 적용되게 된다. 반면 보안물건이 굴착 경계

부로부터 충분히 이격되어 위치한 경우, 보안물건을 

기준으로 발파공법을 계획하다 보면 흙막이 벽체 인

접구간에 대해서도 소규모 및 중규모진동제어발파 공

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흙막이 벽체에 대

한 허용진동기준 및 발파규모에 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잘못된 것은 아니나 굴착 중 흙막이 이상변

위나 붕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중 하나로 발파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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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흙막이 구조물에 대한 허용 진동기준(황현주 외, 

2008)

구 분 대 상
허용

진동기준(cm/s)

콘크리트 벽체 슬러리월, CIP 등 25.4

시멘트그라우팅 

정착부
어스앵커, 쏘일네일 등 10

강재 구조물
엄지말뚝, 버팀보, 띠장, 

센터파일 등
114

표 2. 양생 초기 콘크리트에 대한 허용 PPV (Chen et al. 2007)

기간(day) 0∼3 3∼7 7∼28

허용 

PPV(cm/s)
2∼3 3∼7 7∼12

표 3. 양생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의 진동 허용수준(류창하 

외, 2003)

타설 후 경과시간 허용 진동기준(cm/s)

0∼3 시간 5.08

3∼24 시간 0.63

1∼3 일 2.54

3∼7 일 5.08

7∼10 일 12.7

10일 이상 25.4

이 자주 거론되는 것 또한 현실이다. 하지만 실제 근

접발파진동이 흙막이 벽체나 지중의 어스앵커 정착장

에 어느 정도 전달이 되는지, 이렇게 전달된 진동이 

흙막이 안정성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바, 본고에서는 서로 다른 3개 현장에

서 흙막이 벽체에 근접하여 시험발파를 시행하고 이

때 지중에 설치된 어스앵커 정착장 및 벽체에 직접 전

달되는 진동속도 측정과 더불어 흙막이 계측치 변화 

확인을 병행하여 근거리 발파진동이 흙막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흙막이 근접발파기준

현재 흙막이 인접발파에 대한 기준은 제대로 정립

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관련 국내 기준으로는 서울

지하철 건설본부(1996)에서 측면 말뚝으로부터 1.0m

이상, 중앙 말뚝으로부터 0.65m 이상 구간에 대해 기

계굴착을 하도록 규정한 내용이 있다. 이 기준을 활용

하면 측면 말뚝에 해당하는 흙막이 엄지말뚝으로부터 

1.0m이상 이격된 구간에 발파공법을 적용할 수 있으

나 이 경우 사용가능 약량에 대한 언급이 없고, 도심

지 흙막이 벽체로 많이 사용되는 주열식벽체(CIP) 및 

지하연속벽(Daiphram wall) 등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최근 발표된 국내 논문에서는 해외의 연구사

례를 참고하여 흙막이 구조물별 허용진동기준을 표 1

과 같이 제안한 바 있다(황현주 외, 2008). 이 중 시멘

트그라우팅 정착부의 경우 Crawford와 Ward(1965)

의 실험결과 즉, 모래로 속채움한 지표상의 콘크리트 

박스안에서 시험발파 시 모르타르 이음새에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한 10cm/s을 기준으로 한 것으로 이는 

지중에 주입되어 양생된 그라우팅 정착부와는 재료 

및 조건이 상이하고, 실제 흙막이 공사 시 앵커 그라

우팅 주입 후 다양한 시간대에 근접발파가 시행되는 

점을 고려할 때 이 기준을 그대로 준용하기에는 무리

가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다수의 수력발전 프로젝트

에서 대규모 지하발전소 굴착을 위한 발파작업 시 이

전 단계 굴착면에 설치된 RAB (Rock-Anchored Beam)

에 미치는 발파진동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들을 

수행하여, RAB의 상단 및 하단에서의 진동속도 측정

결과(최대 18cm/s)와 크랙 및 변형발생 여부, 수치해

석 결과를 종합하여 표 2와 같이 지중 앵커체에 대해 

양생기간을 고려한 허용 PPV값을 제안한 바 있다

(Chen et al. 2007). 

표 2는 비록 양생기간 구분이 세밀하진 않으나 큰 

틀에서 표 3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기준, 그리고 

미국 교통국(1991)의 “양생콘크리트에 대한 허용 진

동수준 지침”과 부합하는 바, 시멘트그라우팅 정착부

에 대해서도 단일 허용진동수준을 적용하기보다는 지

표 콘크리트 양생체와 동일하게 양생기간을 고려한 

기준을 적용함이 더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근접발파영향 시험방법

발파진동이 흙막이 벽체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흙막이 벽체에 1m까지 근접하여 다양한 패턴으

로 시험발파를 실시하였다. 이때 근접발파 진동이 지

중 어스앵커 정착장에 전달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

해 그림 1과 같이 지중진동 측정을 실시하였으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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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가이드 제작 (b) 진동센서 방수처리

(c) 가이드에 진동센서 고정 (d) 지중진동센서 제작 완료

(e) 지중진동센서 삽입 및 그라우팅 (f) 지중진동 계측준비 완료

그림 2. 지중진동센서 제작 및 설치

그림 1. 지중 및 지표진동 측정 모식도.

를 위해 그림 2와 같이 지중진동센서를 제작, 매입하

였다. 제작 순서는 우선 13mm 철근을 최대 20m까지 

연결한 가이드를 제작하고, 진동센서가 지중에서 수

평이 유지될 수 있도록 20°각도의 거치 플레이트를 

부착하였다. 이후 진동센서가 천공홀내의 지하수 침

투로 인해 망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실리콘 및 방

수테이프로 방수처리하고 플레이트에 고정하였다. 이

때 진동센서는 거리에 따른 지중 감쇄정도를 파악하

기 위해 현장별로 5m 또는 6m 등 간격으로 2∼4개를 

설치하였으며 이렇게 제작된 지중진동 측정장치를 

152mm 천공홀에 삽입한 후 그라우팅 채움을 실시하

여 진동센서가 지중에서 지반과 함께 거동할 수 있도

록 하였다. 이때 그라우팅 주입재가 천공홀에 밀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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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지표진동 센서 설치(현장 2).

그림 4. 엄지말뚝 진동센서 설치(현장 1-①).

그림 5. 시험발파 위치 선정(현장 2).

그림 6. 시험발파패턴 평면모식도(현장 2).게 채워질 수 있도록 주입호스를 가이드에 결속하여 

공저부터 채워질 수 있도록 하였다.

지중진동 측정 시 그림 3과 같이 발파공으로부터 

6.3~30.0m 이격된 지점의 지표에 진동센서를 설치하

여 동일 발파원에 의한 진동이 지중과 지표에 전달되

는 정도를 비교하였다. 이때 지중진동과의 정량적 비

교를 위해 발파원과 지표진동 센서간 거리는 가능한 

지중진동센서 이격거리와 동일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지중 및 지표진동 측정과 더불어 근접발

파 진동이 근거리 파일에 전달되는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4와 같이 발파원에 최인접한 엄지말뚝에 

수직진동센서를 부착하였다.

이상의 진동측정은 단순히 지중･지표･엄지말뚝에 

전달되는 근접발파 진동의 크기만을 측정하는 것으로

써 이 값이 흙막이 벽체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유무

를 의미하지는 못하므로 그림 5와 같이 흙막이 계측

(지중경사계, 앵커하중계)이 설치된 위치에서 시험발

파를 실시하고 발파 전･중･후 시점에 흙막이 계측치 

변화를 확인하여 근접발파 진동이 흙막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근접발파로 인한 구조물 변형여부를 확

인하기 위해 발파 전･후 시점에 엄지말뚝, 띠장, CIP 

구조물에 대한 육안관찰을 시행하고 벽체 상･중･하단 

띠장에 타겟 측량을 실시하였다. 시험현장별 암종, 암

질, 지발당장약량 및 진동계측점의 이격거리는 표 4

와 같다. 현장 1의 경우 부지내를 가로지르는 단층을 

경계로 연회색의 절리발달이 미약한 안산암과 적갈색

의 절리발달이 심한 응회암이 뚜렷이 구분되어 있어 

각각의 암종에 대해 별도의 시험발파를 시행, 총 4차

의 시험발파가 수행되었다. 표 5는 각각의 시험발파

패턴 및 규모를 나타내며 발파영역이 과도하게 넓어

지는 것을 막고, 다수공의 기폭시 생길수 있는 기폭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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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장별 지반특성 및 사용 지발당장약량

구 분
현장 1

현장 2 현장 3
위치 ① 위치 ②

암 종 안산암 응회암 흑운모편마암 흑운모편마암

암 질 경암 보통암 연암 보통암

 지발당장약량

(Kg/delay)

0.32

0.48

0.8

1.0

0.32

0.48

0.8

1.0

0.375

0.5

1.0

2.4

0.25

0.375

0.5

-

진동

계측점

(이격거리)

지중
2

(6,12m)

2

(6,12m)

4

(5,10,15,20m)

4

(6,12m 각 2점)

지표
2

(7.5, 14.5m)

2

(17,23m)

4

(6,11,16,21m)

4

(7,13,25,30m)

수직 1 1 1 1

표 5. 각 현장 시험발파패턴 및 규모

구분
지발당장약량

(kg/delay)

천공패턴(m)

(W×E×H)
발파 횟수 발파공수

발파당장약량

(kg/round)

사용

폭약

현장 1

(위치①&②)

0.32 0.6×0.7×1.7 5 2 0.64
Emulite

Ø32mm
0.48 0.7×0.8×2.0 5 2 0.96

0.8 0.8×0.9×2.4 5 2 1.6

1.0 1.0×1.0×2.4 5 2 2.0
Emulite

Ø50mm

현장 2

0.375 0.7×0.7×1.8 5 2 0.75
NewMITE

Plus Ø32mm
0.50 0.8×0.8×2.0 5 2 1.0

1.0 1.0×1.0×3.0 5 2 2.0

2.4 1.5×1.5×3.2 5 2 4.8
NewMITE

Plus Ø50mm

현장 3

0.25 0.6×0.6×1.5 6 2 0.5
NewMITE

Plus Ø32mm
0.375 0.7×0.7×1.8 6 2 0.75

0.5 0.8×0.8×2.0 6 2 1.0

시 오차의 영향을 최소화하고자 MS전기뇌관 #1∼#2

를 사용하여 1발파당 2공씩만 기폭하였다(그림 6). 각 

현장별 시험발파 전경 및 지중, 지표 계측기 설치현황

은 그림 7과 같다.

4. 시험 결과

4.1 근접발파진동 측정결과

그림 8과 그림 9는 각 현장의 시험발파 시 측정된 

지표진동 및 지중진동 PPV(peak particle velocity) 값

들을 자승근환산거리(square root scaled distances ; 

SRSD)와 삼승근환산거리(cube root scaled distances ; 

CRSD)로 회귀분석한 결과로, 동일 환산거리를 기준

으로 할 때 각 현장의 지중진동 크기는 지표진동에 비

해 현저히 작은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단 현장1-①의 

데이터 중 지중 6m 심도에 설치된 센서에서 측정된 

지중진동값은 지표진동값과 유사한 크기로 측정되었

는데, 이는 본 연구의 첫 번째 시험발파 시 지중센서 

매입 후 그라우팅 재주입을 실시하지 않아 홀 입구로

부터 상당 구간 주입재가 가라앉은 영향으로 판단된

다. 즉 홀 채움이 제대로 되지 못한 구간의 지중센서 

가이드의 떨림으로 인한 진동이 6m 심도의 지중센서



조래훈ㆍ정병호 19

(a) 현장 1-① 시험발파 전경 (b) 현장 1-① 지중, 지표 계측기 설치현황

(c) 현장 1-② 시험발파 전경 (d) 현장 1-② 지중, 지표 계측기 설치현황

(e) 현장 2 시험발파 전경 (f) 현장 2 지중, 지표 계측기 설치현황

(g) 현장 3 시험발파 전경 (h) 현장 3 지중, 지표 계측기 설치현황

그림 7. 현장별 시험발파 전경 및 지중, 지표 계측기 설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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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현장 1-① (b) 현장 1-②

(c) 현장 2 (d) 현장 3

그림 8. 현장별 지표 및 지중진동 회귀분석결과(자승근식).

(a) 현장 1-① (b) 현장 1-②

(c) 현장 2 (d) 현장 3

그림 9. 현장별 지표 및 지중진동 회귀분석결과(삼승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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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표진동 PPV (b) 지중진동 PPV

그림 10. 지표 및 지중진동 PPV.

(a) 자승근 환산거리 (b) 삼승근 환산거리

그림 11. 지표 및 지중진동 통합회귀분석 결과.

에 전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0은 3개 현장, 4차례의 시험발파에서 측정된 

지표진동 및 지중진동 PPV값들을 지발당장약량별

(0.25∼2.4kg)로 나타낸 것으로 지표진동 PPV 중 최

대값은 이격거리 8.3m에서 지발당장약량 1.0kg 사용 

시 9.6cm/s이며, 지중진동 PPV 중 최대값은 이격거리 

12.1m에서 지발당장약량 1.0kg 사용시 측정된 3.59cm/s

이었다.

그림 11은 3개 현장, 4차례의 시험발파에서 측정된 

지표 및 지중진동 PPV값 전체를 자승근환산거리와 

삼승근환산거리로 통합 회귀분석한 결과로, 95% 신

뢰구간의 통합 지표진동추정식 및 통합 지중진동추정

식은 식(1)∼(4)와 같다. 단 여기서 지중진동의 경우 

현장1-①의 6m 지점 지중센서에서 측정된 데이터는 

제외하고 회귀분석하였다.

･통합 지표진동추정식(자승근) : 

V95% = 554.697(m/kg
1/2

)
-1.895

 (r
2
=0.80) 식(1)

･통합 지표진동추정식(삼승근) : 

V95% = 904.977(m/kg
1/3

)
-2.098

 (r
2
=0.79) 식(2)

･통합 지중진동추정식(자승근) : 

V95% = 45.681(m/kg
1/2

)
-1.562

 (r
2
=0.70) 식(3)

･통합 지중진동추정식(삼승근) : 

V95% = 54.970(m/kg
1/3

)
-1.621

 (r
2
=0.70) 식(4)

도출된 통합 진동추정식을 기준으로 동일 환산거리

에서 지중진동속도는 지표진동속도의 20∼32% 수준

이며, 실 측정 데이터를 기준으로 할 경우 지중진동속

도는 지표진동속도의 10∼52% 수준이었다.

표 6은 식(1)∼(4)를 활용하여 지중 및 지표의 콘크

리트 양생체에 대해 양생시간별 허용진동기준을 만족

할 수 있는 발파패턴별 최소 이격거리를 산정한 결과

로 지중 이격거리의 경우 앵커정착장 및 쏘일네일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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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양생시간별 진동허용기준을 고려한 발파패턴별 최소 이격거리

진동

허용기준

(양생 시간)

지발당장약량

(kg/delay)
공 법

발파원과 최소 이격거리(m)

자승근식 기준 삼승근식 기준

지중 지표 지중 지표

0.63cm/sec

(3∼24시간)

0.375

0.500
정밀진동제어발파

9.5

11.0

22.0

25.4

11.4

12.5

23.1

25.4

1.000

1.500
소규모진동제어발파

15.6

19.0

35.8

43.9

15.8

18.1

32.0

36.6

2.400 중규모진동제어발파 24.0 55.5 21.1 42.9

2.54cm/sec

(1∼3일)

0.375

0.500
정밀진동제어발파

3.9

4.5

10.5

12.2

4.8

5.3

11.9

13.1

1.000

1.500
소규모진동제어발파

6.4

7.8

17.2

21.0

6.7

7.7

16.5

18.9

2.400 중규모진동제어발파 9.9 26.6 9.0 22.0

5.08cm/sec

(3∼7일)

0.375

0.500
정밀진동제어발파

2.5

2.9

7.3

8.4

3.2

3.5

8.6

9.4

1.000

1.500
소규모진동제어발파

4.1

5.0

11.9

14.6

4.4

5.0

11.9

13.6

2.400 중규모진동제어발파 6.4 18.5 5.9 15.9

12.7cm/sec

(7일 이상)

0.375

0.500
정밀진동제어발파

1.4

1.6

4.5

5.2

1.8

2.0

5.6

6.1

1.000

1.500
소규모진동제어발파

2.3

2.8

7.4

9.0

2.5

2.9

7.7

8.8

2.400 중규모진동제어발파 3.5 11.4 3.4 10.3

그림 12. 엄지말뚝 수직진동 측정결과.

등의 지중 콘크리트 양생체에, 지표 이격거리의 경우 

굴착 진행에 따라 대기중에 노출되는 주열식벽체

(CIP) 및 지하연속벽(Daiphram wall) 등에 적용 가능

하며, 자승근식 및 삼승근식에 의해 산출된 거리 중 

상대적으로 큰 값을 사용하면 보다 안전할 것으로 판

단된다.

그림 12는 시험발파 시 발파공으로부터 수평 이격

거리 1.0∼5.6m(사거리 2.9∼7.3m) 지점의 엄지말뚝

에서 측정된 PPV값으로 그 크기는 0.3∼13.6cm/sec 

범위이며 이 중 최대값은 수평이격거리 1.2m(사거리 

2.9m) 지점에서 측정된 지발당장약량 0.375kg 사용

시의 13.6cm/sec로, 특별히 암반블럭의 팽창이나 가

스압에 의한 충격이 작용하지 않는 한 일반적인 강재

의 강성을 고려할 때 발파진동에 의해 말뚝의 변형이 

발생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다.

4.2 흙막이 계측결과

표 7과 8은 각 현장별 시험 발파 전･중･후 시점에 

측정된 앵커하중계 및 지중경사계 변화값 중 최대값

을 나타낸 것으로 앵커 하중은 현장별로 0.19∼

0.31ton의 증가를 보였고 지중경사계의 경우 0.08∼

4.0mm의 변화를 보였으나, 그 값이 하중계의 계측오

차 범위와 굴착심도를 고려한 경사계 오차범위 이내

에 해당하여 발파진동에 따른 유의미한 변화는 확인

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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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시험 발파 전·중·후 앵커하중계 측정결과

시험위치 하중계 수
하중변화량(ton)

비고
증·감 범위 최대 증가량

현장 1-① 7 단 (-)0.04∼ (+)0.15 (+) 0.19

현장 1-② 7 단 (-)0.01∼ (+)0.19 (+) 0.15

현장 2 4 단 (-)0.2 ∼ (+)0.2 (+) 0.20

현장 3 4 단 (-)0.11 ∼ (+)0.31 (+) 0.31 최대치

표 8. 시험발파 전·중·후 지중경사계 측정결과

시험위치 최대 변화량(mm) 최대 측정오차값(mm) 비고

현장 1-① 2.0 11.4
측정오차(mm)



R : Reading 횟수

현장 1-② 4.0 11.4

현장 2 1.06 5.5

현장 3 0.08 8.3

4.3 육안관찰 및 타겟 측량 결과

시험발파 전･후 해당 단면의 띠장 및 접합부에 대한 

육안관찰 결과, 발파진동으로 인해 부재 및 접합부의 

변형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광파기 타켓 측량 결과에

서도 현장1-①에서 최대 ±2mm의 변화가 있었으나 

측량오차를 고려할 경우 유의미한 변화는 아닌 것으

로 판단된다.

5. 결 론

흙막이 근접 시험발파결과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동일 발파원에 의한 지표 및 지중진동 측정결과, 

동일 이격거리에서 지중진동속도는 지표진동속도

의 10∼52% 수준으로 지중에 설치된 E/A 정착장

은 지표물건에 비해 발파진동에 상대적으로 안전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3개 현장의 시험발파 시 측정된 지표 및 지중진동 

PPV를 회귀분석하여 지중 및 지표 통합 진동추정

식을 도출하였으며 이 식을 활용하여 지중 및 지

표 콘크리트 양생체에 대해 양생시간별 허용진동

기준을 만족하는 발파패턴별 최소 이격거리를 산

정하였다. 단 도출된 통합 진동추정식은 근거리 진

동계측 결과를 회귀분석한 결과임을 고려하여 

30m 이내의 근거리 발파진동 예측에 적용함이 바

람직하며, 시험발파 시 발파영역 최소화를 위해 1

회 발파 당 2공씩만 기폭 하였으므로 다수의 공을 

기폭할 경우는 뇌관 초시오차로 인한 진동중첩을 

고려하여 보다 보수적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3) 0.25∼2.4kg 지발당장약량 발파 시 수평이격거리 

1.0∼6.3m 지점의 엄지말뚝에서 측정된 진동속도

는 0.59∼13.6cm/sec 범위로, 일반적인 강재의 강

성을 고려할 때 발파진동 그 자체만으로 강재에 

변형을 발생시키기는 어려운 수준이었다.

4) 근접발파진동 측정 및 흙막이 계측치 변화 확인결

과, 특별히 흙막이 안정성에 불리한 불연속면이 발

달하지 않는 한 지발당장약량 2.4kg 이하의 발파

작업은 흙막이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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