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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현장에서는 생산성 향상과 원가절감을 위해 지

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최근 환경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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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강화되는 추세임에 따라 작업여건은 갈수록 어려

워지고 있다. 화약을 사용하는 발파현장은 소음과 진

동, 비산 등의 발파공해는 주변시설물에 피해를 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용상 제약을 받는다. 때문에 보안

물건이 근접해 있는 경우, 설계단계에서 기계식굴착에 

의한 공법이 설계에 반영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전자

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의 개발로, 기존의 기계식 굴

착 구간에 한 발파작업 전환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 

전자뇌관의 주요 수요처를 보면 철도를 비롯한 지하철 

현장, 도로공사, 도심지 터파기 등에서 사용량이 많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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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sures for environmental regulations have become more strict over the recent years. Due to 
vibration and noise arising from blasting, every site that chooses to handle explosives has to be under certain 
restrictions in its use. Especially a site where a safety thing is situated within close proximity, the chosen 
method is through mechanical excavation. However, various applications of electronic detonators has made 
blasting possible where mechanical excavation used to be the only alternative. Hanwha Corporation has developed 
an electronic detonator, HiTRONIC™, which is an advanced fourth-generation detonator with a high accuracy of 
delay time(0.01%).
At this moment, HiTRONIC™ is widely used in highway and railway construction sites, large limestone quarries, 
and many other blasting sites where blasting had not been an available option before.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introduce a case study on construction of utilizing HiTRONIC™ at a large-scale tunnel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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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환경규제에 한 기준이 폭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화약을 사용하는 현장은 발파에 의해 발생되

는 소음과 진동의 영향으로 사용상 제약을 받게 되며, 보안물건이 근접해 있는 경우 부분 기계식굴착에 의해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존의 기계식굴착 구간에 해, 발파작업에 의한 암반굴착이 확 되고 있으며 이는 전

자뇌관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다. 하이트로닉(HiTRONIC™)은 한화에서 진보된 전자기술을 이용하여 생산하는 4세

 뇌관으로 높은 정밀도(0.01%)를 구현하여 초정밀발파가 가능하다. 전자뇌관의 수요처는 고속도로 및 철도현장, 

형 석회석 광산을 비롯한 도심지 터파기 등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단면 터널에서 하이트로닉

(HiTRONIC™)를 사용하고 있는 현장의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핵심어 환경규제, 하이트로닉, 전자뇌관, 기계식굴착



20 전자뇌관을 이용한 대단면 터널 시공 사례

편이다. 특히 화약 원가상승에 따른 부담으로 그동안 

전자뇌관 사용에 다소 소극적이던 석산에서 전자뇌관

에 한 관심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이는 전자뇌관을 

사용함으로서 화약 원가는 다소 증가 하더라도 후속공

정의 비용을 폭 절감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전

자뇌관을 사용하고 있는 ○○석산의 경우,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를 시행한 이후, 파쇄입도를 개선하여 2차 

소할비용을 절감하였으며 진동과 소음을 억제하여 민

원 발생을 최소화 하였다. 또한 발파수량에 제한을 받

아 매주 약 5회 이루어지던 발파횟수가, 1회 사용하는 

화약량이 증가하여 약 2회로 줄어드는 효과를 얻고 있

다((주)한화, 2018; 네스트엔지니어링, 2017). 이처럼 그

동안 발파작업이 불가능했던 현장이나 화약 사용에 제

약을 받던 현장에서 최근 전자뇌관을 이용한 시공 사

례가  폭넓게 늘어나고 있다. 

본고에서는 보안물건이 인접해 있어 설계단계에서 

기계굴착 공법으로 반영되어 있던 단면 터널현장에

서 전자뇌관(HiTRONIC™)을 이용하여 발파로 설계변

경이 이루어져, 성공적으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현

장에 관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전자뇌관 발파원리와 방법

2.1 HEBS(Hanwha Electronic Blasting System)

Hanwha Electronic Blasting System은 HiTRONIC(전

자뇌관), Logger(초시설정기), Blaster(발파기), Tester(통

신기), Connector(결선용커넥터),  Harness Wire(결선용 

보조모선)으로 구성 되어 있다(Fig. 1). 전자뇌관은 고

유의 ID를 가지고 있으며 뇌관 자체의 시차는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목적에 따라 Logger(초시설정기)를 

이용하여 현장에 적합한 초시를 설정해야 한다. 

HiTRONIC™(전자뇌관)를 기폭시키기 위해서는 전용 

통신기와 발파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발파기는 디지

텔 보안키에 의해서만 작동이 가능하며 최  1,000발

까지 기폭이 가능하다((주)한화, 2017).

2.2 작업과정

Fig. 2는 HiTRONIC™를 이용한 발파작업 과정을 

나타낸 것으로 안전하고 효율적인 발파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각 단계별로 이루어지는 작업절차 및 기기 

사용법을 사전에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초시설정 및 

기폭순서는 보안물건의 위치와 암질의 강도, 저항선, 

공간거리를 감안하여야 하며, 시험발파를 통해 현장

에 적합한 시차와 방법을 최종 확정한다(황남순 외, 

2016). 

3. HiTRONIC™ 시공사례

3.1 OO선 복선전철 제00공구 건설공사 현황

건설현장에서 발파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해는 

안락한 시민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발파에 

HiTRONICTM 전자뇌관

 · 초시범위 0~15,000ms(1ms 간격)

 · 초시정밀도 0.01%

 · 고유의 ID보유

 · 전기/전파에 안전(2500pF, 30kV)

Logger 초시설정기

 · 최  1,000발/1회 발파 입력 가능

 · 발파패턴별 스캔 모드 지원

 · 데이터 무선 전송(Bluetooth 기능)

Tester 통신기

 · 최  1,000발 통신 가능

 · 회로의 단선/단락 확인

 · Polling 기능

 · 전류의 누설검사

 · 뇌관 ID 확인 

Blaster 발파기

 · 최  1,000발 기폭 가능

 · 초시 프로그래밍

 · 회로의 단선/단락 확인

 · 디지텔 보안키로 작동

Connector 결선용 커넥터

 · 병렬결선

 · 편리한 결선

Harness Wire 결선용 보조모선

 · 뇌관 연결용 모선

 · 전용 모선 사용

Fig. 1. HiTRONIC™ 발파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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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공해로는 진동에 의한 구조물의 피해, 발파폭음

으로 인한 인체와 가축의 피해, 발파 비산석에 의한 

인체 및 구조물의 피해를 들 수 있다.

이 현장은 본선터널 주변에 주택, 빌라 및 종교시

설이 위치해 있어, 실시설계에서 근접구간에 한 무

진동 암파쇄 굴착공법이 반영되었다. 하지만 작업 진

행 중 주변 지역주민의 민원(장기간 브레이커 등 소

음⋅진동 영향으로 피해 호소하여 발파작업 전환 요

청)과 시공성 저하(기계굴착으로 약 0.4~0.5m/일 굴진)

로 시공사의 공사기간 단축을 충족시키기 위한 안

으로 미진동 전자발파 시험발파를 검토하게 되었다. 

사진 Fig. 3은 현장전경으로 원활한 작업을 위해서 심

발부(우측 아래사진)를 비롯한 터널 전면에 한 사전 

마킹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3.2 보안물건 현황 

현장주변의 보안물건 종류와 시험발파 구역에서 

최단거리는 Table 1과 같다(Fig. 4 참조).

Fig. 2. HiTRONIC™ 작업과정.

Fig. 3. 현장전경 및 사전 마킹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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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발파 진동⋅소음 허용기준

주변의 보안물건에 한 당현장의 발파진동 및 소

음 허용기준은 Table 2와 같다.

보안물건
진동

속도

진동

레벨

발파

소음
선정근거

주거시설, 

종교시설

0.2 

cm/sec

75.0 

dB(V)

75.0 

dB(A)

- 설계보고서

- 소음⋅진동 

관리법

Table 2. 발파 진동⋅소음 허용기준

3.4 발파패턴도 및 시험발파 제원표 

당 현장 발파패턴도는 Fig. 5와 같으며 심발부는 

다단평행 미진동 전자발파공법을 적용하였다. 기폭순

서는 심발부 → 심발확  → 상부확  → 외곽공 → 
바닥공으로 설계 하였으며 심발부분은 40ms, 확  및 

외곽⋅바닥부분은 25ms로 설정하였다(SK건설(주), 

2018). 

소음과 진동을 줄이면서 원할한 발파가 이루어지

도록 하기 위해 폭약은 뉴마이트플러스 Φ32mm를 사

용하였으며 뇌관은 HiTRONIC™ 408발과 무장약공 4

공을 적용하였다(Table 3).   

구  분 수  량

시험발파 공법 다단평행 미진동 전자발파

굴착단면(m2) 108.780

발파패턴 PWM-1

심발공법 다단평행(분산장약)

굴진장 / 천공장(m)0 1.0 / 1.1

천공경(mm) Φ45mm

무장약공(mm) Φ102mm

천공수(공) 408(+4)

사용 폭약류 뉴마이트 플러스(Φ32mm)

적용뇌관 전자뇌관(HiTRONIC™)

공당

장약량

(kg)

심발부 0.25~0.375

확 부 0.250

외곽공 0.250

바닥공 0.250

총 장약량 (Kg) 104.00

비장약량(kg/㎥) 0.956

시험횟수 1회

Table 3. 시험발파 제원표

보안물건
시험발파 구역에서 

최단거리
현 황

주택 35.8m 주거시설

홍익빌라 38.7m 주거시설

서울교회 52.0m 종교시설

하얀빌라 53.4m 주거시설

Table 1. 보안물건 현황

Fig. 4. 보안물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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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시공절차

천공작업 전에 심발부 위치를 결정한 다음 암반 

자유면에 천공위치를 표시하여 정확한 천공작업이 이

루어지도록 하였다. 공별 천공장 및 공간격을 확인하

여 장약장과 메지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또한 

작업전 교육을 통해 작업순서와 방법에 해 설명함

으로서 신속한 작업이 진행되도록 하였다. Fig. 6은 

전자뇌관 시공에 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4. 시험발파 결과 

4.1 진동소음 계측결과

발파진동 및 소음 계측결과 모든 보안물건에서 허

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홍익빌라는 계측기 미

Fig. 5. 적용 발파패턴도.

천공장 확인 공간격 확인 저항선 확인 다단평행 심발공법

사용 화약 사용 뇌관 장약 작업 결선작업

Fig. 6. 전자뇌관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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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동으로 계측을 수행하지 못하였다(Table 4)  

구 분
진동속도

V=0.2mm/sec

진동레벨

75dB(V)

발파소음

75dB(A)

주 택 0.043 57.72 55.22

홍익빌라 계측기 미작동으로 계측 안됨

서울교회 0.022 70.30 61.18

허용치 

초과 여부
미만 미만 미만

Table 4. 시험발파 결과

4.2 진동추정식

Table 5은 당현장에서 측정된 발파 진동 데이터를 

확 공, 바닥공, 외곽공으로 세분화하여 초시분석을 

이용하여 회귀분석한 결과이며 상관계수는 국토교통

부 지침의 0.7 이상으로 적합하였다(국토교통부, 

2006). 시험발파 결과로부터 도출된 발파진동 추정식

을 교차 분석(D=23m)하여 근거리에서는 삼승근 추정

식을 원거리에서는 자승근 추정식을 적용하여 보수적

으로 평가하였다. Fig. 7은 허용기준치별 교차지점을 

나타내고 있다.

4.3 발파 영향분석 및 굴착공법 선정

전자발파 영향범위에 해 Table 6와 같이 Type 

A, B로 구분하였으며 영향범위(m)별 지발당 장약

량(kg)을 세분화하였다. Fig. 8는 발파진동 영향을 

고려한 굴착공법 선정한 결과로 보안물건별 적용 

패턴 범위를 나타내고 있다. 굴착공법 선정결과 

Table 7와 같이 기존 PWM-2, PWM-1의 기계굴착, 

무진동굴착 구간을 미진동 전자 발파 공법으로 전

환 하였다.

4.4 발파 패턴도 

전자뇌관을 이용한 시험발파를 통해 PWM-1(CB5, 

Type A) 및  PWM-2(CB5, Type B)에 한 최종 발파

패턴도를 확정하였다(Table 8, 9).

5. 결 론

○○선 복선전철 ○○공구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본선터널 0km544.9 지점에서 PWM-1 패턴으로 시험

발파 결과 인근 보안물건에서 발파진동 및 소음은 허

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발파진동 영향분석 결

과 0km509.4 ~ 0km519.9(L=10.5m) 구간은 미진동 전

자발파(우측상단면 Type A + 좌측상단면 Type B) 적

용, 0km519.9 ~ 0km544.9(L=25m) 구간은 미진동 전자

발파(Type A) 공법이 적용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발파진동 전파속도는 상현장의 지형⋅지질적 특성 

및 발파위치에 따라 변화되므로 지속적인 발파진동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현장 지반의 발파진동 전파특성

이 반영된 진동추정식을 재산정하여 시공관리가 이루

어져야 한다. 

본사례는 터널 굴착단면 108.78m2에서 1회 발파에 

100kg이상의 폭약(뉴마이트플러스 Φ32mm)과 전자뇌

관(HiTRONIC™) 408발을 사용하여, 인근에 위치한 

보안물건에서 계측한 결과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

다. 이는 단면 터널에서 정밀도가 높은 전자뇌관

(HiTRONIC™)을 이용함으로서 가능한 결과라 판단

된다. 

기존 기계굴착, 무진동굴착 구간에 해 장기간 브

레이커 등 소음⋅진동 영향에 따른 민원인들의 피해 

호소로 설계변경이 진행되었으며 전자뇌관을 이용한 

미진동 전자발파 공법 적용으로 민원을 해소할 수 있

구  분
다단평행 미진동 전자발파

자승근 95% 삼승근 95%

추정식

상관계수 0.79 0.78

Table 5. 진동추정식 

Fig. 7. 허용기준치별 교차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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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발파진동 영향을 고려한 굴착공법 선정.

구  분 적용구간(STA.) 연장 적용공법 비  고

PWW-3 0km499.4~0km509.4 10.0m 기계/무진동굴착 기계굴착/무진동굴착

PWM-2 0km509.4~0km519.9 10.5m
미진동 전자발파

(CB5)

Type A+Type B

(상단면 2분할발파) 

PWM-1 0km519.9~0km544.9 25.0m
미진동 전자발파

(CB5)
Type A

합  계 45.5m

Table 7. 굴착공법 선정결과  

구  분 상반 하반

굴착단면적 44.650 m2 46.027 m2

굴진당/천공장 1.0m / 1.1m 1.0m / 1.1m

심발공법 다단평행 분산장약 -

적용뇌관 전자뇌관 전자뇌관

총 천공수 175(+ 4) 공 111 공

지발당 장약량 0.25 kg 0.25 kg

총장약량 44.650 kg 27.75 kg

비장약량 0.935 kg/m3 0.603 kg/m3

Table 9. PWM-2(CB5, Type B)

구  분 TYPE
굴진장

(m)

지발당

장약량(kg)

영향범위(m)

V=0.2cm/sec
비  고

미진동 

전자발파(CB5)

TYPE A 1.0 0.25 20

TYPE B 1.0 0.1875 14 분할발파+L/D 2열

Table 6. 전자발파 영향범위  

구  분 상반 하반

굴착단면적 108.78 m2 45.722 m2

굴진당/천공장 1.0m / 1.1m 1.0m / 1.1m

심발공법 다단평행 분산장약 -

적용뇌관 전자뇌관 전자뇌관

총 천공수 410(+ 4) 공 111 공

지발당 장약량 0.25 kg 0.25 kg

총장약량 104.5 kg 27.75 kg

비장약량 0.961 kg/m3 0.607 kg/m3

Table 8. PWM-1(CB5, Type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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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기계굴착에 의해 약 0.4~0.5m/일 굴착에서 

전자발파를 통한 공법변경으로 1.0m/일 굴진이 이루

어질 수 있었다. 따라서 시공사의 공사기간 단축이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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