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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상장약공법을 이용한 전자발파 시공사례

김갑수1), 손영복2)*, 김재훈3), 최형빈4)

Electronic Blasting Case Study Method Using Deck Charge
Gab-Soo Kim, Young-Bok Son, Jae-Hoon Kim, Hyung-Bin Choi

Abstract Recently, the residence complaints have been increased by blast vibration and noise issue due to increased 
urban blasting works so that the trouble between construction company and residence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ed. Deck-charge blasting method using electronic detonator provided not only blast vibration and noise control 
but also minimized residence complaints through shortening of the blasting period. This blasting method will be 
widely used for maximizing urban blasting productivity.

Key words Electronic Detonator, Control vibration of blasting, Deck-charge, eDevII

초  록 최근 도심 발파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주변 민원문제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에 

굴착 시공성 저하로 인하여 시공사와 민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례는 전자뇌관에 의한 분산장약 발파공법을 적용하여,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제어뿐만 아니라 공사기간

을 단축시킴으로서 발파에 대한 민원간의 분쟁을 최소화하였다. 
도심 구조물 근접구간의 발파공사에서 발파진동 및 소음을 허용기준 이하로 제어하면서 굴착 시공성을 높일 

수 있는 굴착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핵심어 전자뇌관, 발파진동제어, 분산장약, eDevII

1. 서 론

최근 도심 발파작업이 증가함에 따라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주변 민원문제가 증가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시공사와 민원간의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사례는 도심 수직구 작업 현장으로서 근접 구조

물에 대한 발파진동 및 소음제어가 일반뇌관으로는 

불가능하여 전자발파를 적용하였다. 최초 전자발파 

적용단계에서는 분산장약 공법이 검토되지 않았지만, 
시험발파를 통해 발파진동 및 소음 제어가 원활함을 

확인하고 전자발파작업 진행 중, 분산장약에 의한 전

자발파 공법을 추가 검토하여 신속히 변경함으로서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시공사와 민원간의 분쟁을 최

소화 시켰다.
전자발파시스템은 일반뇌관과 달리 장약작업 완료 

후에도 시차 설정 및 변경이 자유롭고, 정밀시차 적용

에 의한 발파 진동 파형의 중첩 및 일반뇌관에서 발생

하는 Cut-off 현상이 없기 때문에 분산장약 공법을 적

용할 수 있다.
전자발파시스템에 의한 2단 분산장약 공법은 도심 

구조물 근접구간의 발파공사에서 발파진동 및 소음을 

허용기준 이하로 제어하면서 굴착 시공성을 획기적으

로 높일 수 있는 굴착방법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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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

구조물종류 수평거리(m) 수직거리(m) 사거리(m)

건영빌라 10 16.5 19.3

매설 도시가스배관 1 15.5 15.5

매설 열배관 5 15.5 16.3

분당선 환기구 10 0 10

(a) 평면도

그림 1. 전자발파 시공 주변 현황.

그림 2. 전자발파 시스템 구성.

표 2. 발파진동 허용기준

구분

진동 기준
소음기준

(dB(A))구조물

(cm/s)
인체

(dB(V))

건영 빌라 0.3 75 75

매설 도시가스배관 0.4 - -

매설 열배관 0.4 - -

분당선 환기구 2.0 - -

2. 현장 개요

2.1 주변 현황

본 현장은 ｢신분당선 연장(정자~광교) 복선전철 민

간투자사업 미금역 추가설치공사｣ 중 환기구 #1-2 굴
착공사로서 주변에는 빌라, 분당선 환기구 등이 위치

하고 있으며, 도시가스관과 지역난방배관 등이 지하

에 매설되어 있다(그림 1, 표 1). 
굴착현황은 GL-16.5m까지 이미 기계굴착을 통해 

굴착 완료된 상태였고, GL-16.5m에서 본선터널 바닥 

GL-46.3m까지 미 굴착 상태였다.

2.2 진동 허용기준

주변 건물 및 지장물 등에 대한 당 현장의 발파진동 

허용기준은 표 2와 같다(경기도시철도 공사, 2012).

3. 전자뇌관

3.1 전자발파시스템의 구성

본 현장에 사용된 전자발파 시스템은 그림 2와 같

이 ORICA사의 eDevⅡ가 사용되었고, 각 영역별(심
발, 확대, 외곽) 시차를 임의로 그룹화 할 수 있으며, 
영역별 발파조건에 맞추어 각 뇌관의 시차를 다양하

게 적용할 수 있다.
특히, RDI Tester는 장약작업 완료 후 장전된 뇌관

과의 통신을 통해 작업자의 결선오류 확인하여 신속

히 대처하게 함으로써, 인력 및 장비대피 없이 발파작

업을 위한 사전준비를 완료하여 발파 Cycle-time의 

지연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Orica Mining Services,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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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전자뇌관의 특성

뇌관 특성

∘1ms 단위로 자유로운 시차설정 및 무한 단차효과 구현

∘높은 시차정밀도에 의한 단일공 발파 가능

∘발파원과 구조물 사이의 지반조건에 따른 최적 시차조절 가능

∘일반뇌관과 달리 장약작업 후에도 자유로운 시차변경 가능

Cut-off 현상없음
∘발파진행 중 각선 Cut-off와 관계없이 정상기폭

∘다량의 천공에 대한 분산장약 공법 적용으로 공기 단축

발파작업 신뢰성 제공

RDI Tester
∘발파 작업장 내에서 발파를 위한 준비완료

∘작업자 결선오류 보고

Blast Box
∘최종 발파명령 전까지 모든 뇌관 감시

∘낙석 등의 외부 요인에 의한 통신불량시 자동 중지

표 4. 시험발파 제원

구분 조건 구분 조건

천공장 0.9m 천공수 84공

굴진장 0.8m 뇌관수 84개

공간격 0.6m 총장약량 21kg

공당 장약량 0.25kg 사용폭약 에멀젼폭약 ∅32mm

지발당장약량 0.25kg 사용뇌관 전자뇌관(eDevII)

그림 3. 시험발파 패턴도.

3.2 전자발파시스템의 특성

전자발파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표 3과 같고,  eDev
Ⅱ 전자발파시스템은 일반뇌관과 달리 뇌관의 정밀도

가 우수하여 단일공의 지발 발파를 통해 파형중첩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증가 현상이 없으며, 장약공 사

이의 짧은 시차설정으로 인한 뛰어난 제발발파 효과

로 파쇄도 및 굴진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방향 통

신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뇌관 시스템이다.

4. 전자발파 적용성 검토를 위한 시험발파

4.1 발파제원

당 현장에서 시험발파 시 적용한 전자발파 패턴은 

그림 3, 표 4와 같고, 시험발파시 기존 기계굴착으로 

인한 암반의 요철과 계단하부, 양수를 위한 초과 굴착 

등으로 인해 전단면 천공이 이루어지지 않아 반단면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다. 

4.2 전자발파 시공절차

전자발파시스템의 시공절차는 그림 4와 같이 그룹

별 마킹작업, 장약작업, 결선작업, 스캐닝작업, RDI 

테스트 작업 및 BlastBox 발파작업 등의 과정으로 이

루어졌다. 

4.3 발파진동 계측

그림 5와 같이 빌라 및 자유장에 계측기를 설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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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마킹작업 (b) 장약작업

(c) 결선작업 (d) 스케닝작업

(e) RDI 테스트 (f) 방호작업

(g) 발파 (h) 결과확인

그림 4. 전자발파 시공절차.

그림 5. 진동계측기 설치위치.

(a) 진행성분 진동파형

(b) 접선성분 진동파형

(c) 수직성분 진동파형

그림 6. 전자발파 진동 파형(302동).

표 5. 회귀분석 결과

굴착

구분
추정식

전자

발파

진동

속도

  




   




진동

레벨

   log



   log 



였고, 사용된 계측기기는 진동속도ㆍ진동레벨ㆍ소음

레벨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보안물건 중 건영빌라(301동, 302동, 304동)에서의 진

동파형은 그림 6과 같으며 진동 및 소음 측정결과, 진동

속도는 0.024~0.257cm/s, 진동레벨은 50.59~71.77dB(V), 
발파소음은 57.39~ 69.27dB(A) 로서 현장의 진동 기

준인 0.3cm/s 및 75dB(V)과 소음 기준인 75dB(A) 이
내로서 전자발파 공법의 적용이 가능하였다. 

전체 계측된 DATA를 활용하여 표 5와 그림 7과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얻었으며, 이를 토대로 환기구 

미 굴착 부분에 대한 굴착공법 선정이 이루어졌다. 

4.4 진동영향에 따른 발파패턴 선정

시험발파를 기초로 발파패턴을 선정한 결과, 그림 

8, 표 6과 같이 미 굴착 구간 29.8m 중 상부 16.7m 
구간은 전자발파(굴진장 0.8m, 1.0m, 1.2m) 적용이 

가능하며, 하부 13.1m 구간은 일반뇌관에 의한 발파

가 가능한 것으로 검토 되었다(High ENC, 시험발파

보고서,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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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발파진동속도 추정식(자승근)

(b) 발파진동속도 추정식(삼승근)

(c) 발파진동레벨 추정식(자승근)

(d) 발파진동레벨 추정식(삼승근)

그림 7. 발파진동 추정식.

그림 8. 굴착공법 선정.

표 6. 전자발파 설계수량

구분
전자발파

(0.8m)
전자발파

(1.0m)
전자발파

(1.2m)

천공경(mm) 45 45 45

전자뇌관수(EA) 294 258 248

굴진장(m) 0.8 1.0 1.2

천공장(m) 0.9 1.1 1.3

단면적(m3) 100.288 100.288 100.288

지발당장약량(kg) 0.125 0.25 0.375

비장약량(kg/m3) 0.49 0.627 0.694

5.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5.1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제안

시험발파 결과에 의해 설정된 굴착패턴으로 전자발

파를 시행 중, 추가 공사기간 단축을 통해 시공사와 

민원간의 분쟁 최소화를 위하여 분산장약에 의한 전

자발파 공법 제안하였고, 대표적인 표준패턴은 그림 9
와 같다.

5.2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시공

그림 10은 굴진장 2.0m 패턴(1단 1.0m + 2단 1.0m) 
적용 시 분산장약에 따른 장약 및 결선 후의 모습과 

발파 작업 후의 모습이다.
그림 11은 보안물건에서의 진동파형이며 분산장약 

전자발파 적용 시 허용기준 이내로 원활히 관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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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천공패턴 및 기폭순서 

(b) 장약상세도

(c) 단면도

그림 9. 분산장약 전자발파 표준패턴도.

(a) 분산장약

(b) 결선작업

(c) 발파결과

그림 10. 분산장약 전자발파 시공.

(a) 진행성분 진동파형

(b) 접선성분 진동파형

(c) 수직성분 진동파형

그림 11. 분산장약 전자발파 진동파형.

5.3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시공 구간

본 수직구에서 분산장약 전자발파의 시공구간은 전

자발파의 효율성이 인정되어 일반뇌관 적용 구간까지 

확대되어 그림 12와 표 7과 같이 GL-24.1~-38.5(14.4m) 
구간이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공법으로 시공이 

이루어졌다.
그 중 GL-24.1m ~ -30.8m 구간은 굴진장 2.0 m로 

굴진하였으며, GL-30.8m ~ -38.5m 구간은 굴진장을 

2.4m로 증가시켜 적용하였고, 현장 작업여건에 따라 

전단면 또는 반단면을 선택적으로 적용하여 굴착을 

안전하게 완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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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 . 4

그림 12. 분산장약 전자발파 적용구간.

표 7.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적용구간

G L
(-m)

기존 적용

발파

공법

굴진장

(m)
발파

공법

굴진장

(m)

24.1~30.8 전자 1.0 전자 2.0

30.8~33.2 전자 1.2 전자 2.4

33.2~38.5 일반 0.8 전자 2.4

6. 결 론

각종 도심 굴착공사에서 보안물건에 근접하여 발파

작업이 수행되는 사례가 증가함으로서, 발파공법 적

용 시 야기되는 진동 및 소음의 제어 능력에 따라 주

변 민원과의 분쟁 및 굴착 시공성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최근 전자발파공법은 발파작업에 따른 진동 및 

소음을 허용기준 이내로 관리하면서 굴착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최적 대안공법으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
 본 사례는 도심 수직구 작업 현장에서 분산장약에 

의한 전자발파 공법을 적용하여 공사기간 단축을 통

해 시공사와 민원간의 분쟁을 최소화 시킨 국내 사례

라 할 수 있다. 

1) 굴착공법 검토 시 굴착현황은 GL-16.5m 까지 이미 
기계굴착을 통해 굴착 완료된 상태였고, GL-16.5m
에서 본선터널 바닥 GL-46.3m 까지 미 굴착 상태

였다.
2) 시험발파를 통해 굴착공법을 검토한 결과, 미굴착 

구간 29.8m 중 상부 16.7m 구간은 전자발파(굴진

장 0.8m, 1.0m, 1.2m) 적용이 가능하며, 하부 13.1m 
구간은 일반뇌관에 의한 발파가 가능한 것으로 검

토되었다. 
3) 굴착공법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전자발파 시행중, 

추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하여 분산장약에 의한 전

자발파 공법을 제안하였으며, 시공 결과 그 효율성

이 인정되어 일반뇌관 적용 구간까지 확대되어 

GL-24.1~-38.5(14.4m) 구간에 대하여 안전하게 

굴착완료 되었다. 

본 시공사례를 바탕으로 노천, 수직구 및 터널 등의 

각종 도심 굴착공사에서 전자발파시스템을 이용한 분

산장약 공법이 널리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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