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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기압을 이용한 파암공법의 현장 적용성 연구

김덕영1)*, 김선웅2)

Experience of the Application of a Rock Cracking Method Using 
Steam Pressure to Tunnel Excavation

Duk-young Kim, Sun-Woong Kim

Abstract In this study, the characteristics of a new rock cracking method using steam pressure are briefly presented. 
The rock cracking method was originally developed as a means to decrease the ground vibrations from underground 
rock excavations. The validation tests were also conducted by applying the method to an actual rock tunnel under 
construction. The ground vibrations were measured in the vicinity of the test site. The measured vibration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values predicted by an attenuation equation, which had been proposed by a company in 
Japan. Also, a simple cost assessment for the method was conducted to demonstrate its cost effectiveness in 
underground tunnel excav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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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증기압을 이용한 새로운 파암공법의 특징을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이 파암공법은 지하 

암반굴착에서 지반진동을 저감시키려는 목적으로 개발된 것이다. 한 터널굴착 현장에서 대상공법에 대한 검증시

험을 실시하였다. 지반진동은 시험현장 부근에서 측정하였다. 측정된 진동자료는 일본의 한 기업이 제안한 진동

추정식으로 예측한 결과와 서로 비교하였다. 공법의 경제성을 입증해 보이기 위해 간단한 비용분석 결과도 제시

하였다.

핵심어 증기압, 파암공법, 지반진동, 터널굴착

1. 서 론

화약 발파 시 항시 주민이나 보안 물건에 문제가 되

는 것은 진동 소음과 비산 관계로 그동안 이를 줄이기 

위한 해결 방안으로 미 진동 발파 또는 할암 공법이 

제시되어 왔다. 하지만 미 진동 발파는 화약사용, 양

수허가 및 운반신고 문제와 할암 공법은 과도한 공기

나 비용문제가 대두되어 왔다. 따라서 발파에 종사하

는 모든 관계자들은 기존의 화약 발파에 익숙한 작업 

흐름을 유지하며, 보다 안정적이고 낮은 진동 ․ 소음

과 비산을 막을 수 있는 친환경적인 작업을 할 수 있

는 파암 공법을 모색하여 왔다. 

국내외에서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국내

에서는 프라즈마를 이용한 파암 파쇄, 일본의 증기압

을 이용한 파암 파쇄,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불꽃으로 

발생되는 다량의 팽창 가스를 이용한 NoneX 등이 활

발하게 연구 개발되고 실용화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증기압 파암공법을 터널 굴착에 적

용하여 이때 실제 성능과 특징, 투입 실비용을 산출코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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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적용시험 및 결과

2.1 파암 원리

파암 원리는 산화 금속이 테르밋 반응에 의하여 환

원될 때 발생하는 1000도 이상의 고온에 물결정체 

(명반)를 혼합하여, 발생하는 팽창 증기압에 의해 암

석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을 파암하는 원리로 그림 1의 

파암 원리와 같다.

2.2 천공 및 파암

시험 파암 현장은 한국철도 시설공단 진접선(당고개 

그림 1. 파암 원리.

그림 2. 락카를 이용하여 천공 위치 표시.

그림 3. 표시된 천공위치에 따라 점보가 천공하는 작업.

【파쇄제원】
사용약재 38-75형(1셋트0.75kg)

점화재 순발점화재

암질 Soft rock

천공경(mm) 45

파암면적(m2)

굴진장(m) 1.0

파쇄량(m3)

펀공수량(본) 26

단위체적당 천공수(본/m2)

약재사용량(kg) 19.50

파쇄원단위(kg/m3)

천공깊이(m) 1.43

전체천공깊이(m) 42.9

단위체적당 천공깊이(m/m3)

【파쇄 횟수 및 장약 약량】
파암No. 공수

장약개수
장약량(kg)

(개/공) (개)

① 30 1 26 19.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30 　 26 19.50

그림 4. 1차 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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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접) 복선전철 제4공구 포스코 터널 현장으로 극

심한 민원으로 진동 및 소음 허용치는 0.3cm/s, Lmax 

75dBA로 브레카를 사용 터널 굴진 시공을 하여 공기 

및 굴진 비용에 어려움이 있던 현장이다. 사용 증기압 

파암재는 총 61개 (30kg)으로 ⌽45mm × 1.2m 천공, 

굴진장 1m. 약재는 산화 금속분말과 물결정체 혼합물

로 폭속은 300m/s의 정적 에너지로 파암한다.

천공은 점보를 이용 45mm 천공, 천공 깊이는 1.2m

로 하고 메지로는 록볼트용 고착재를 사용하였다. 

진동 소음 저감 목적으로 우측 심 빼기 10공 파암 

【파쇄제원】
사용약재 38-30형(1셋트0.3kg)

점화재 순발점화재

암질 Soft rock

천공경(mm) 45

파암면적(m2)

굴진장(m) 1.0

파쇄량(m3)

펀공수량(본) 35

단위체적당 천공수(본/m2)

약재사용량(kg) 10.50

파쇄원단위(kg/m3)

천공깊이(m) 1.2

전체천공깊이(m) 76.8

단위체적당 천공깊이(m/m3)

【파쇄 횟수 및 장약 약량】
파암No. 공수

장약개수
장약량(kg)

(개/공) (개)

① 35 1 35 10.5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합계 64 　 35 10.50

그림 5. 2차 파암.

그림 6. 파암 결과

그림 7. 파암 결과.

표 1. 진동 소음 측정 데이터

상가 현장 측정거리

1-1차 파암

(11:22:36)

진동(cm/s) 0.2635 0.2879 (L) = 20m

소음dB(A) 65.8 68.9 (R) = 20m

1-2차 파암

(11:34:04)

진동(cm/s) 0.3587 0.3319 (L) = 15m

소음dB(A) 68.2 66.4 (R) = 20m

2차 파암

(14:41:36)

진동(cm/s) 0.3465 0.3318 (L) = 15m

소음dB(A) 67.33 72.5 (R) = 20m

- 1-1차 파암 : 38-75 (750g/개) × 10개 7.5kg 사용 

- 1-2차 파암 : 38-75 (750g/개) × 16개 12kg 사용 

- 2차 파암 : 38-30 (300g/개) × 35개 10.5kg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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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측정 그래프(상가측) 1-1차 파암 (1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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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측정 그래프(상가측) 1-2차 파암 (11:3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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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진동 및 소음에 대한 측정 그래프(상가측) 2차 파암 (14:4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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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좌측 심 빼기 20공 파암으로 2회 분할 파암 실시

하였으며, 이때 천공장 1.48m, 굴진장 1m, 사용 약재

는 1 본당 0.75kg 파암재가 들어 있는 약재 30본을 

사용하였음. 따라서 총 사용 약재는 19.5kg 임. 

천공한 64개 파암공 중 많은 수의 파암공이 1차 심

빼기 2회 분할 파암 시 이미 파암이 완료되어, 장약 

가능한 35개 파암공에 1본당 0.3kg의 약재를 장약 후 

파암을 실시하였다.

천공 깊이 1.2m, 굴진장 1m, 총 약재 사용량 10.5kg

이다. 

2.3 장약 및 파암 결과

장약은 화약과 동일한 방법 및 절차에 의해 신속히 

진행되었으며, 1,2차 파암을 통하여 61개 장약, 총 

30kg 의 약재를 사용하여, 굴진장 1m의 약 24m3 단

면적을 파암할 수 있었으며, 아래 2개의 파암 결과 사

진에서 보듯이 집토, 운반을 위하여 브레이커를 이용

한 2차 소할 파암이 필요 없을 정도로 파쇄된 암의 크

기가 작았다.

2.4 진동소음 측정 데이터

해당 현장은 심한 민원으로 진동 및 소음 허용치는 

0.3cm/s, Lmax 75dBA의 미진동 설계구간으로, 파암 

파쇄 시 발생되는 진동 소음치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진동치는 3회로 1-2차 파암과 2차 파암 시 허용치를 

약간 상회하는 평균 0.3375cm/s 가 나왔으며, 소음은 

모든 파암에서 허용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측정 시 사

용한 진동소음측정기는 환경부의 형식 승인을 받은 것

으로 진동과 소음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 HLVS-04 

모델과 속도 진동 측정을 위한 HLS-01 이었다.

2.5 파암 결과 분석 

국내에ㅅ는 아직 증기압을 이용한 파암파쇄 시공 

현장이 없는 관계로 일본 제조업체(Nippon Kokki ㈜)

가 과거 많은 시공을 통하여 수립한 터널공사 적용 진

동 추정식을 사용하였다. 

본 증기압 파암공법의 지하철 터널공사 적용 진동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 × (1)

V : 진동 속도 (cm/s）
K : 계수Ｗ：장약량（kg）
D : 측정거리（m）

실제 측정거리는 파암지점으로부터 수평과 수직거

리를 감안한 직선 이격거리이다(수직 거리는 심도를 

뜻하며, 여기서는 16 m). 그리고 본 시험파암 시에 사

용한 파암재는 전체적으로 38-75규격 제품 26개, 

19.5kg과 38-30규격 제품 35개, 10.5kg로 총 30kg였다.

단위체적(m3) 당 상부 파암 비용분석에서는 (상부 

높이 5.825m × 폭 11.54m × 굴진장 1m) 3회 파암 

실시로 약 80% 파암이 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표 2. 측정결과 K 값 산출

파암
측정

지점 

장약량 

W(kg) 

수평

거리

(m)

실 측정

거리

(m)

진동치

(cm/s)
산출 

K값

1차 

파암

현장(R) 7.5  20 25.9 0.2879 49.2

상가(L) 7.5 20 29.1 0.2635 58.2

2차 

파암

현장(R) 12.0 20 27.3 0.3319 61.4

상가(L) 12.0 15 22.6 0.3587 64.2

3차 

파암

현장(R) 10.5 20 24.4 0.3318 41.2

상가(L) 10.5 15 21.3 0.3465 42.2

표 3. 단위체적(m3) 당 상부 파암 약재 비용 분석 

단면적

(m2)
천공장

(m)
굴진장

(m)

총 

장약량 

(kg)

파쇄량

(80%, 
m3)

m3당

장약량

(kg)

m3당파암

약재비용 

약 30m2   1.2m 1m 30kg 24m3 1.25kg 52,958원

표 4. 파암 파쇄 공법에 따른 단위체적당 파암원가 비용 분석 

(시공단가 기준)

파암 파쇄 공법
단위체적당 파암 

원가 
비  고

화약 파암 파쇄 56,000원 천공 장약 파쇄 소할 

포함

집토 운반 사토 

불포함 

기계식 파암 

파쇄(브레카)
140,000원 

증기압 파암 파쇄 96,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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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 론 

과거 일본 측 많은 증기압 파암 실측에 의해 장약량 

15kg, 측정거리 15 내지 20m에서는 측정된 진동치로 

계산된 K 값은 15m = 7.4 20m = 11 정도였으며, 따

라서 금번 시험 파암에서 0.3cm/s 미만의 진동치를 

얻기 위해서는 K 값이 10 전후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

되었다. 따라서 사용된 장약량을 적게 사용하거나 또

는 다단식 파암기를 사용하여 진동 분산의 효과를 꾀

하여야 한다고 판단된다.

상기 비용분석으로 증기압 파암제의 단위체적(m3) 

당 파암 비용이 96,000원으로 기계식 굴착에서 운용

해야 하는 굴삭기, 브레카, 컴프레사 등의 장비 사용

료와 유류대 및 브레이커 기사 등 인건비 투입비용이 

적어 경제적인 이점과 시공 면에서 화약을 이용한 파

암 파쇄와 동일한 빠른 시공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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