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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Deck-Charge Blasting Using Electronic Blasting 

Systems In Urban Area

Young-Bok Son, Gab-Soo Kim, Jae-Hoon Kim

Abstract In case of urban blasting works at near neighbors, the size of one blasting should be minimized to reduce 

the vibration and noise. However, the complaints is not decreased due to increased numbers of blasting per day 

so that the period of blasting works become long. This case study is related to urban apartment construction site. 

In order to overcome the weakness of general detonators which is required many blasting times to meet the day 

productivity, we have been applied deck-charge blasting method using electronic detonators and then we successfully 

increased the day productivity with much less blasting times. Hence, we had effectively achieved the declined 

neighbors’complaints and shortening construction period.

Key words Electronic detonator, Vibration control, Deck-charge blasting

초  록 도심 발파작업에서 주거지에 근접하여 발파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발파공사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해 일회 발파규모를 최소화시켜 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런 경우 발파횟수의 증가로 인하

여 오히려 민원이 증가하여 예정된 공사기간을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본 사례는 도심 아파트 건설 현장으로서 일반뇌관 사용할 경우 일일 목표 생산량을 충족시키기 위하여 발파횟수

를 증가시켜야 하는 단점을 극복하고자, 발파횟수 증가 없이도 일일 발파물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전자뇌관을 

활용한 분산장약 공법을 적용함으로서 효과적으로 민원 감소와 공사기간을 단축시킨 시공사례이다.

핵심어 전자뇌관, 발파진동제어, 분산장약 공법

1. 서 론

최근 도심에서의 암반 굴착을 위한 발파공법을 적용

하는 경우 진동 및 소음 등의 환경문제로 인해 인접한 주

택 등에서 민원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발파

작업시 발생하는 진동 및 소음을 최대한 저감시키기 위

해 일반적으로 발파규모를 최소화시켜 민원을 해결하도

록 하고 있다(국토부 노천발파 설계시공지침, 2006).

이런 최소 규모의 발파공법을 적용하는 경우, 발파횟

수 증가 때문에 민원이 오히려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예

정된 공사기간에 공사를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

하기도 한다.

본 사례는 도심 아파트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 현장으

로서 근접 구조물에 대한 진동 및 소음을 기준이하로 제

어하면서 공사기간을 단축시키기 위하여 전자뇌관을 활

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을 적용한 시공사례이다.

 

2. 현장 개요

2.1 주변 현황

당 현장은 부산시 진구 전포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

하 2층, 지상 20층의 5개동을 건축하기 위한 아파트 터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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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②

그림 1. 현장 현황.

표 1. 보안물건과의 이격거리

구조물종류 수평거리 수직거리 사거리

주택 및 빌라 10~40m 1~10m 10~40m

Blasting

Design software
Electronic detonator Harness Wire

Scanner RDI Tester BlastBox

그림 2. 전자발파 시스템 구성.

기 공사이며 현장의 폭이 40m 정도로서 협소한 폭 때문

에 효율적인 장비 운용이 어려운 현장이며, 현장 전방으

로 도심지 주택들이 근접하여 위치하고 있다(그림 1, 표 

1 참조).

2.2 진동 허용기준

주변의 도심지 주택 등에 대한 당 현장의 발파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은 표 2와 같다. 

표 2. 발파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

구   분

진동 기준
소음기준

(dB(A))구조물

(cm/sec)

인체

(dB(V))

도심지 주택 0.3 75 75

2.3 굴착공법 검토

그림 1에서 ②구역(101동,102동 기초)은 건축계획상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있고 발파물량도 많지 않은 반면, 

①구역(103,104,105,동 지하주차장)은 암량이 약 7,000m
3
 

이상 이고, 반드시 1.5개월 이내에 아파트 기초 작업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했다. 만약, 이 기간내에 기초작

업이 못이루어질 경우 예정된 아파트 완공 시기를 준수

하지 못하게 되어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그림 1의 ②구역은 전기뇌관을 활용한 최소 

규모의 일반발파공법으로 시공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하지만 ①구역은 많은 발파물량, 협소한 현장, 제한된 발

파시간, 발파가 허용되지 않는 작업일(비오는 날 및 주

말), 지반진동 및 소음에 대한 엄격한 기준 등으로 인해 

굴착완료에 최소 3~4개월 정도가 예상되었다.

그러나, 진동제어를 위한 정밀한 시차와 충분한 공수

를 제공하고, 좁은 발파지역에서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 발파공법 적용시 

약 1.5개월 정도로 검토되었으며, 이에 따라 최종적으로 

① 구역에 대하여 전자뇌관을 이용한 분산장약공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확정되었다.

3. 전자뇌관

3.1 전자발파시스템의 구성

본 현장에 사용된 전자발파 시스템은 그림 2와 같고, 

특히 RDI Tester는 장약작업 완료 후 인력이나 장비의 

대피없이 발파공에 장전된 뇌관과의 직접 통신을 통해 

작업자의 결선오류를 확인하여 신속히 대처할 수 있고, 

복토나 발파매트 설치시 단선여부도 함께 확인 가능하

여 발파 Cycle-time의 지연현상을 방지할 수 있다(Orica 

Mining Services, 2013).

3.2 전자발파시스템의 특성

전자발파시스템은 일반뇌관과 달리 뇌관의 정밀도가 

우수하고, 최적 시차조절이 가능하여 단일공의 지발 발

파를 통해 파형중첩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증가 현상이 

없으며, 장약공 사이의 짧은 시차설정으로 인한 뛰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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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전자발파 표준 패턴도.

표 3. 1회 발파시 전자발파 표준 제원표

구분 조건 구분 조건

천공경 51mm 상부전색장 1.2m

천공장 3.2m 중간전색장 0.8m

굴진장 3.0m 천공수 100공

공간격 0.8m 뇌관수 200개

저항선 0.8m 총장약량 100kg

공당장약량 1kg 사용뇌관 전자뇌관

지발당

장약량
0.5kg 사용폭약

에멀젼폭약

∅32mm

(a) 장약작업 (b) 결선작업

(c) 스캐닝작업 (d) RDI 테스트

(e) 복토 (f) 발파메트 설치

(g) 고강력 복합포설치 (h) 파쇄결과 확인

그림 4. 전자발파 시공절차.

제발발파 효과로 파쇄도 및 굴진효율이 높다. 또한 발파

진행 중에는 각선의 Cut-off와 관계없이 정상기폭이 되

며 다량의 천공에 대한 분산장약공법 적용시 공기를 단

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가장 안

전한 뇌관 시스템이다.

4.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 

4.1 발파제원

당 현장에서 시공한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

공법의 표준 발파패턴은 그림 3 및 표 3과 같다.

진동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1단과 2단의 장약량을 동

일하게 하였고, 중간 전색길이를 최소 0.8m 이상 유지하

였으며, 전색재로는 13mm 골재를 사용하였다.

시공성 및 효율성(발파가능일수, 발파작업시간, 방호

시간, 천공시간 등)을 감안하여 1회 발파공수를 평균 

100공(200개 뇌관 소요), 1일 당 평균 200공 정도 시공

하였으며, 비산방지를 위해서 복토, 발파매트, 부직포 등

의 발파보호공을 설치한 후 발파를 실시하였다. 

4.2 시공절차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의 시공절차는 

그림 4와 같이 장약작업, 결선작업(1단과 2단 분리 결

선), 스캐닝작업, RDI 테스트 작업, 비산방지 작업(복토, 

발파메트, 고강력 복합포), 발파후 파쇄결과 확인 등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특히, 1회 발파시 많은 공수의 발파에 의한 진동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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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폭순서-전체상부단 후 전체하부단

(b) 기폭순서-공내 상하단

그림 5. 1회 발파시 블록구분 및 기폭 순서.

그림 6. 발파진동 측정결과.

그림 7. 발파 소음 측정결과.

1단 2단

(a) 진행성분 진동파형

1단 2단

(b) 접선성분 진동파형

1단 2단

(c) 수직성분 진동파형

그림 8. 전자발파 진동 파형.

시간이 길어짐을 방지하여 민원발생을 최소화 하기 위

해 그림 5와 같이 1회 발파를 2~4 영역으로 구분한 후 각 

영역당 5~10초 정도의 시차간격을 두어 실질적으로는 

2~4회의 분할발파 효과를 내는 방법으로 시차를 설정하

였다. 

그리고 기폭순서도 발파당일의 천공상태 및 현장상황

에 따라 각 영역당 1단의 뇌관이 전부 기폭된 후 2단의 뇌

관이 기폭되는 방법과 공내에서 1단과 2단이 일정한 시

차를 가지고 기폭된 후 다음공의 1단과 2단이 차례대로 

기폭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였다. 

5. 발파 결과

5.1 진동소음 계측결과

발파진동 소음 계측을 위해 빌라 및 인근 주택에 계측

기를 설치하였고, 사용된 계측기기는 진동속도와 소음

레벨을 모두 측정할 수 있는 제품(SV-1)을 사용하였다.

매 발파시마다 주택에서 계측을 실시하였고, 일별 최

대 진동 및 소음은 그림 6 및 7과 같이 나타났으며 발파진

동은 0.087~0.287cm/sec, 발파소음은 무전기 및 암소음

이 합성된 2개를 제외하면 71.5~74.7dB(A)로서 모두 

허용기준 이내였다.

그림 8은 보안물건에서의 전자발파 진동파형이며 동

일한 지발당 장약량의 1단과 2단의 진동파형을 비교해

보면 2단의 진동치가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2단 발파시 암반구속도가 약간 증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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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현장에 적용된 표준발파패턴 비교

구분 전자발파 일반발파

천공경 51mm 51mm

저항선 0.8m 0.8m

공간격 0.8m 0.8m

천공장 3.2m 1.7m

공당

장약량

1단:0.5kg

2단:0.5kg
0.5kg

평균 공수 200공/일 130공/일

평균발파횟수 2회/일 15회/일

평균 굴착량 410m
3
/일 125m

3
/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5.2 비산 방지 결과

당 현장과 같은 도심지 발파에서 가장 많은 피해는 비

산에 의해 발생한다. 본 시공사례와 같이 주택과 근접된 

장소의 경우,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 적용

하여 상부단을 모두 발파한 후 하부단을 발파함으로서, 

먼저 발파된 상부암이 하부단 발파시 방호막역할을 하

게 함으로써 예상치 못한 비산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발파조건에 따라 뇌관의 점화 진행방식을 적극적으로 

제어함으로서 비산 현상을 방지 하였다.

5.3 전자발파의 시공성 평가

당 현장과 같이 제한된 작업시간과 협소한 공간, 주거

지 밀집지역에서 전기뇌관을 활용한 일반발파시에는 짧

은 천공장, 많은 분할발파에 따른 장시간의 발파작업과 

파쇄효과 저하 및 암반의 전방이동 불량, 브레이커에 의

한 2차 소할작업시간 및 상차작업시간 증가 등으로 인해 

민원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고, 전체 공사기간 또한 

길어지게 된다. 당 현장에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

장약공법을 적용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고, 건

축공사가 예정되어 있는 기간내(1.5개월)에 시공을 완

료할 수 있었다. 

㉠ 당 현장에서 일반발파는 평균 15회 정도의 발파횟수

가 이루어지는데 반면, 전자발파는 일일 발파횟수 

1~2회 정도로 최소화되면서 주변 민원이 최소화 되

었고, 작업자 안전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짧은 발파작

업시간으로 발파 이외의 가시설 작업 등의 다른 작업

공정의 능률도 함께 개선되었다. 

㉡ 전자발파는 1회 발파공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짧은 

뇌관시차 간격을 이용함으로서, 파쇄암반의 움직임

이 일반뇌관 발파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소할작업 없이 직상차가 가능함으로서 굴착 Cycle

이 크게 단축되었다. 

㉢ 표 4는 그림 1에서 전자발파를 적용한 ①구역과 일반

발파를 적용한 ②구역의 표준발파패턴을 비교한 표

로서 전기뇌관을 이용한 일반발파는 1일 평균 암굴

착량이 약 125m
3
정도인 반면 전자뇌관을 활용한 2

단 분산장약발파는 1일 평균 암굴착량이 약 410m
3

정도로서 생산성이 약 300% 이상 개선되었다. 

6. 결 론

 

1) 예정된 아파트 건축공사가 지연되어 경제적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해진 1.5개월 이내에 전자뇌관

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으로 안전하게 굴착공사

가 완료되었다. 

2) 민원에 대한 피해를 관리하기 위하여, 매 발파시 계

측을 실시하였고, 일별 최대 발파진동은 0.087~0.287 

cm/sec, 발파소음은 71.5~74.7dB(A)로서 모두 허용

기준 이내였다. 

3)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을 적용한 결

과,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었다.

㉠ 일일 발파횟수의 최소화 

    - 주변 민원의 최소화

    - 작업자 안전이 크게 증가

   - 발파작업시간 단축, 다른 작업공종 개선

㉡ 발파공수가 많을 뿐만 아니라 짧은 뇌관시차 간

격을 이용함으로서, 파쇄암반의 움직임이 일반

뇌관 발파보다 상대적으로 뛰어나기 때문에 소할

작업 없이 직상차가 가능함으로서 전체 굴착 

Cycle이 크게 단축

㉢ 전기발파에 비해 전자뇌관을 활용한 2단 분산장

약공법 적용으로 생산성 300% 개선

이상의 결과로 전자발파시스템은 일반뇌관과 달리 장

약작업 완료 후에도 시차 설정 및 변경이 자유롭고, 정밀

시차 적용에 의한 발파 진동 파형의 중첩 및 일반뇌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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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하는 Cut-off 현상이 없기 때문에 전자뇌관을 활

용한 2단 분산장약공법은 도심 구조물 근접구간의 발파

공사에서 발파진동 및 소음을 허용기준 이하로 제어하

면서 굴착 시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굴착방법

으로 널리 활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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