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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반적으로 하상이나 해상에 구조물을 설치하거나 

선박 등이 통행하는 수로 또는 항만을 구축할 때는 

수중바닥을 준설하는 작업을 선행하게 되며, 이 때 

수중에 암반이 존재하는 경우 폭약을 사용하여 파쇄 

하는데 이를 수중발파로 칭한다.

수중발파 방법 중 수중천공발파의 경우 바지선 상

부에 천공장비를 위치시켜 천공 후 전문 잠수부에 의

한 장약, 결선 후 점화시켜 발파를 실시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 이 때 사용하는 폭약은 사압(Dea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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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 등으로 폭약의 불폭 우려가 있기 때문에 통상 

다이너마이트 등과 같은 고성능폭약이 사용된다. 이

러한 고성능폭약은 위력이 강하고 사압현상의 발생가

능성이 줄어드는 장점이 있으나 마찰 및 충격에 민감

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높아 작업의 위험성이 증가한

다. 또한, 기존 수중천공발파공법은 부분 잠수부에 

의한 장약작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계가 불량하고 

유속이 빠른 장소에서는 작업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수중발파 시 마찰이나 충격에 예민한 

고성능폭약을 노천발파에 사용하는 에멀젼(Emulsion)

계열 및 초유폭약(ANFO)으로 체, 작업의 위험성을 

감소시킴과 동시에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고 바지선 

상부에서 천공, 장약, 결선 등 기존 수중발파에 비해 

개선된 안전하고 경제적인 수중발파 방법을 연구하

였다.

Abstract This study introduces a suggested underwater blasting method in contrast with conventional underwater 
blasting methods which adopt the drilling and charging procedures by divers. A structural underwater charging 
system makes it possible to drill into underwater bedrock and charge explosives on the deck of barge ship. The 
applic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suggested method was experimentally approved by comparing with a kind 
of underwater charging system as a conventional underwater bla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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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기존 수중발파와 달리 잠수부에 의존하지 않고 바지선위에서 천공, 장약, 발파 등 수중발파작업의 전 과정

이 바지선 상부에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완전수밀이 가능한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제안 및 제작하였다. 이 구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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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 수중발파

2.1 기존 수중발파의 구분

기존 수중발파는 수중부착발파, 수중현수발파, 수

중천공발파 등으로 구분할 수 있고 현재 수중천공발

파 방법이 수중 암반파쇄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2.2 기존 수중천공발파의 작업순서

기존의 수중천공발파 방법에서 천공은 바지선 상

에서의 천공방법과 자양식 플랫폼(Self-elevating platform, 

SEP)에서의 천공방법이 있으며, 보편적으로 국내에서

는 바지선을 앵커로 고정시켜 천공하는 방식이 주로 

사용된다.

기존 수중발파에 적용 가능한 폭약은 노천발파에 

사용하는 에멀젼계열 폭약의 경우 수중에서 폭발충격

압으로 사압현상에 의한 잔류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

로 일반적으로 밀도는 1.2 이상, 폭속은 5,500m/sec이

상, 내수성이 우수하고 취급성이 좋은 폭약사용을 권

장하고 있으며, NG계열이나 에멀젼계열 폭약이라 하

더라도 기존보다 몇 배 정도 임계압력이 높은 예감제

를 첨가한 폭약이 주로 사용된다.

기폭시스템은 바지선상에서 전폭약포제작과 결선

작업 등이 이루어지며, 바지선 위에 많은 전기장비 

등이 산재하고 있기 때문에, 누전의 위험성이 없고 

결선작업이 용이한 비전기식을 주로 적용한다. 또한 

수심이 깊어질수록 작업환경이 열악해지며, 장약작

업을 실시하는 잠수부의 시야확보와 거동의 불편함

에 의한 불폭 및 침수위험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전폭약포에 삽입하는 뇌관의 수는 최소 2개를 사용

한다.

수중발파의 장약은 노천발파와는 달리 잠수부에 

의한 수중작업에 의존하므로 수중에서의 시야확보와 

조류의 흐름에 의해 작업이 지장을 받기 때문에 플라

스틱케이스에 미리 약포를 장약하고 가능하면 케이스 

내부에 전색도 병행할 수 있도록 제작한 후 잠수부에 

의해 수중잠수 후 기 제작된 플라스틱 장약케이스를 

천공내부에 삽입하는 과정을 거친다. 이 때 장약하는 

플라스틱케이스는 내부의 폭약이나 전색물이 항상 해

수나 담수 등 물에 노출되기 때문에 전폭약포를 제작

할 때 사압현상에 의한 잔류약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술한 바와 같이 고성능폭약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

성능폭약은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기폭 될 수 있

고 단가가 고가이다.

기존 수중발파의 결선은 수중 시야확보가 어려운 

잠수부에 의한 수중에서의 결선보다 수면 위 바지선 

상부에서 실시한다.

점화 및 발파작업 과정은 점화 후 폭약이 폭발하

여 암반을 파쇄하면 수면에 파동이 보이고 수면 위로 

수중 기포의 발생과 함께 발파가 이루어진다.

암 파쇄물의 확인은 GPS 장치로 수심을 확인하

는 방법과 잠수부의 투입으로 육안 확인이 가능하

며, 발파 후 부유물이나 조류로 인한 시야확보가 불

가한 경우 하루정도 경과한 후 잠수부 또는 수중용 

카메라를 이용하여 발파 후 암 파쇄물을 확인 할 

수 있다.

2.3 기존 수중발파의 종류 및 문제점

기존 수중발파는 수중부착발파, 수중현수발파, 수

중천공발파로 크게 나누어진다.

수중부착발파는 수중의 암석이나 구조물 표면에 

폭약을 부착하여 발파하는 것으로 천공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으나 피파괴물의 파괴범위가 폭약에 아주 

근접한 부분이므로 발파효율이 낮다. 개선해야할 사

항은 잠수부가 수중잠수에 의해 폭약을 설치하기 때

문에 작업이 난이하고 발파효율이 떨어지며, 잠수부

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점이다.

수중현수발파는 수중에 폭약을 매단 형태로 발파

하는 방법이다. 이는 폭약을 수중에서 폭발시킴으로

써 물이 그 압력에 의해 압축되는 성질을 이용하여 

피파괴물을 파괴나 변형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

이며 기뢰, 어뢰, 폭뢰 등이 이에 속한다. 개선사항으

로는 폭약의 폭발로 수중 생태계에 크게 영향을 미치

므로 다른 수중발파에 비해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수중천공발파는 피파괴물의 내부에 천공하여 천

공부에 폭약을 장약, 발파하는 방법으로 수중부착 

및 수중현수발파에 비해 발파효과는 좋지만 고성능

폭약을 사용하지 않으면 사압현상의 우려가 있고 고

성능폭약은 마찰이나 충격에 반응하여 폭발할 우려

가 있기 때문에 안전사고 발생우려가 높다는 단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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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선된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

3.1 개 요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이하 개선방

법)는 바지선 상부에서 완전 수밀(水密)이 가능한 구

조체를 이용하여 수중암반에 장약하는 공법이다. 이

러한 공법적 개선으로 사압현상을 방지하여 노천발파

에서 주로 사용하는 에멀젼계열 및 ANFO폭약을 사

용할 수 있으며, 안전하고 효율성이 향상된 수중발파

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이다.

3.2 개선방법 내용

수중발파용구조체의 구성요소는 그림 1에서와 같

이 상ㆍ하부가 개방된 Pipe 형태의 관체, 관체를 밀봉

시키는 상ㆍ하부 캡, 폭약을 장약하는 전색부, 하부 

캡의 외측 둘레에 판스프링과 판스프링을 감싸면서 

와이어에 의해 판스프링으로부터 분리되는 슬리브로 

구성되어 있다. 수중발파용구조체의 특징은 상부 캡

의 관통구멍을 통해 관체 내부의 뇌관과 연결되는 뇌

관각선이 상부로 인출되어 장약 및 결선작업이 용이

하고 뇌관각선 외부에 열수축 튜브설치로 해수유입을 

효과적으로 차단한다. 또한, 수중암반에 형성된 천공

내부에 관체를 고정시켜 부력에 의해 구조체가 떠오

르지 못하게 하여 폭약이 천공하부 정확한 위치에서 

수중발파를 할 수 있게 한다. 또한, 상ㆍ하부 캡과 관

체 사이에 O-Ring의 설치와 접착제 도포로 관체를 완

전 밀봉하고 관체, 상ㆍ하부 캡, 장약부 및 전색부를 

완전히 일체화시킬 수 있는 작업이 바지선 상부에서 

이루어짐에 따라 장약작업이 단순하고 신속한 것이 

특징적이다.

3.3 개선방법의 효과

수중발파용구조체는 수중암반의 형성된 천공내부

에 폭약을 견고하게 설치, 고정할 수 있고 구조체가 

물로부터 완전한 수밀(水密)이 가능하기 때문에 노천

과 거의 유사한 발파환경을 제공한다. 그 결과 에멀

젼계열 및 ANFO폭약을 사용할 수 있고 기존 수중발

파에서 잠수부에 의한 장약과 달리 바지선 상부에서 

직접 장약이 가능하므로 안전성 확보와 경제적인 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3.4 개선방법의 시공절차

개선방법의 시공절차는 그림 2와 같이 준비단계, 

안착공 형성단계, 가이드케이싱 설치단계, 장약공 형

성단계, 발파용구조체 설치 및 고정단계, 발파단계로 

이루어진다.

개선방법의 준비단계는 수중발파가 필요한 암반의 

상부에 바지선을 위치시켜 천공장비에 의해 수중의 

암반에 필요개수의 장약공을 천공하기 위한 단계이다. 

바지선이 적정 위치하면 천공작업 중 조류 등에 의해 

이동하거나 상, 하로 유동하지 않도록 고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바지선 가장자리에는 각각 고정 빔

그림 1. 수중발파용구조체의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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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설치하고 수중저부에 고정 빔이 닿도록 하강시켜 

바지선이 해수면 상 적정 높이로 고정한 후 천공작업

을 실시한다.

안착공 형성단계는 바지선 상부에 위치한 천공장

비를 이용하여 수중암반에 가이드케이싱이 안착될 수 

있도록 암반에 안착공을 형성하는 단계로 가이드케이

싱은 이 단계 작업 후 천공비트 및 장약구조체가 삽

입되는 경로로 사용된다. 수중암반에 가이드케이싱이 

안착될 공을 형성할 때에는 내, 외측에 각각 비트가 

형성된 안착공형성형 비트를 사용하는데 이는 정회전 

시 원심력에 의해 외측비트가 외측으로 돌출되어 직

경이 상 적으로 큰 안착공을 형성하고 역회전시에는 

돌출된 외측비트가 내측으로 축소되면서 안착공에서 

쉽게 제거되는 구조이다.

가이드케이싱 설치단계는 안착공 형성단계에서 형

성된 안착공에 가이드케이싱을 하강시켜 안착시키는 

단계이다. 안착공을 형성한 안착공형성용 비트 및 로

드의 외주면을 따라 가이드케이싱을 하강시켜 안착공 

상부에 가이드케이싱을 위치시킨다. 그 다음 공구를 

역회전시켜 돌출된 외측비트를 내측으로 축소시킨 후 

가이드케이싱을 하강시켜 밑단을 안착시킨다. 이 가

이드케이싱은 다음에 언급하는 천공비트 및 로드와 

관체의 입출경로를 안내하는 역할을 한다.

장약공 형성단계는 안착공에 가이드케이싱이 안착

되고 나면 가이드케이싱의 내부에 천공비트 및 로드

를 삽입하여 암반에 일정 깊이의 천공을 실시하는 단

계이다.

발파용구조체 설치 및 고정단계는 천공작업 완료 

후 가이드케이싱에서 천공비트 및 로드를 제거한 상

태에서 가이드케이싱을 따라 발파용구조체를 삽입하

여 장약하는 단계이다. 먼저, 바지선 상부에서 상ㆍ하

부 캡과 장약부 및 전색부로 이루어진 발파용구조체

를 조립한 상태에서 가이드케이싱의 내부에 삽입한다 

그 다음 긴 길이의 장약봉을 이용하여 발파용구조체

를 천공 내 완전히 삽입되도록 밀어 넣고 와이어를 

당겨 하부 캡 외부에 판스프링을 감싸고 있는 슬리브

를 제거한다. 이로 인해 여러 개의 판스프링이 자체 

탄성력에 의해 외측으로 펼쳐지게 되며, 그 결과 이 

판스프링은 천공하부에 밀착되고 관체가 부력에 의해 

부상되지 않고 천공내부에 고정되게 된다.

발파단계 과정은 폭약 장약공에 수중발파용구조체

가 정확하게 삽입, 고정되고 나면 가이드케이싱을 제

거하고 바지선을 안전한 위치로 이동시켜 발파를 실

시한다.

그림 2. 수중발파용구조체의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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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기존 수중발파의 문제점 보안 및 개선 방안

기존 수중발파는 장약 Pipe 상ㆍ하부가 수밀(水
密)이 불가능하므로 사압현상이 발생하여 폭약이 

잔류할 수 있어 고성능폭약을 사용하고 있다. 이 

고성능폭약은 마찰이나 충격 등에 의해 기폭 될 수 

있어 항상 위험성이 내재되어 있다. 이를 보완ㆍ개

선하기 위하여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

파에서는 구조체를 완전 방수하여 노천발파 시 일

반적으로 사용하는 에멀젼계열 폭약 및 기존 수중

발파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ANFO폭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전성과 경제성을 높이 개선하

였다.

기존 수중발파는 잠수부에 의한 장약을 시도했으

나 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는 바지선 상부에서 수

중의 천공된 암반내부에 케이싱을 통해 정확하고 안

전한 장약이 가능하므로 작업위험성이 감소하고 발파

효율이 증가한다.

기존 수중발파는 잠수부가 수중에서 장약작업을 

해야 하므로 조수 및 유속 등 수중 상황에 따라 작

업가능 여부가 좌우되었으나 개선 공법은 바지선 

상부에서 장약이 가능하므로 잠수부가 필요치 않아 

인건비의 절감효과와 시공성의 기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개선공법에 사용하는 장약구조체가 해수 및 담수 

등 물에 한 완전 방수가 가능하여 육상발파와 동일

한 조건 구현이 가능하므로 노천발파 시 사용하는 에

멀젼계열 및 ANFO폭약사용이 가능하고 분산장약 및 

Air-deck공법 등 건설 신기술 공법을 병행, 적용할 수 

있다.

4.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시험발파

○○현장의 수중 암반굴착은 중추(10ton 및 20ton)

에 의한 쇄암 준설공법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시험

시공 확인결과 쇄암 준설공법은 설계와 매우 상이한 

것으로 확인된 바 체방안으로 수중발파공법으로 변

경하였다. 또한 ○○현장의 시험발파는 기존의 수중

발파공법인 잠수부에 의한 수중천공발파와 달리 개선

된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방법을 사용

하였다.

4.1 현장 개요

○○현장에서 시험발파를 실시하였으며, 현장개요

는 표 1와 같다.

공 사 명  ○○항 물양장 축조공사

시 행 처  해양수산부 ○○지방해양항만청

시 공 사  ○○건설

위    치  ○○도 ○○군 ○○읍 일원

표 1. 현장개요

4.2 현장 암반특성

○○지역의 기반암은 장항각력암으로 시 적으로

는 중생  쥐라기말에서 백악기초로 추정하고 있으

며, 비교적 다양한 기원의 각력을 포함하고 있는 것

이 특징이다. 이들 각석은 직경이 일정치 않은 상태

로 각력 중 최  직경이 50cm 이상에서부터 최소 

2mm에 이르는 다양한 크기를 보이고 있으나 평균적

으로 5cm 내외이며, 전반적으로 색조는 적갈색을 보

이고 있다. 각력은 편마암, 화강암, 편암, 석영, 장석, 

규암 등으로 강도가 매우 강한 것으로 풍화에 한 

저항력이 강하고 내마모성이 우수하여 석재로 사용

되고 있다. 반면 각력의 틈 사이를 충진하고 있는 

교결물질은 암석을 적색으로 보이게 하는 점토광물

과 0.1mm내외의 석영입자 및 녹니석입자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방해석 광물이 관찰되기

도 한다. 암반의 강도는 연암에서 경암까지 구역에 

따라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

4.3 발파지역 주변현황

발파지역 주변 보안물건은 표 2와 같이 민가, 제

련소 연돌, 공장, 접안시설 및 물양장 외곽시설 등이

며, 시험발파지역 위치도는 그림 3과 같다.

4.4 시험발파 설계

시험발파를 위한 천공작업은 그림 4와 같이 소형 

바지선 상부에서 공압식 Crawler Drill을 사용하여 실

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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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물건 종류 최단 이격거리 형태 및 규모 발파 시 고려사항 전       경

민 가 233m
조적조

단  층
발파진동 및 소음

제련소 연돌 300m 조적조 발파진동 및 소음

공 장 320m
조립식

단  층
발파진동 및 소음

남측 접안시설 현장 내 철근콘크리트 발파진동

서측 접안시설 현장 내 철근콘크리트 발파진동

북측 외곽시설 현장 내 방파제 발파진동

표 2. 발파지역 주변 보안물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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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노천발파의 경우 도로공사 노천발파 

설계ㆍ시공 지침에서 비장약량 0.30~0.35kg/m3을 적용

하여 암 발파를 설계하고 있으나 수중발파의 경우 수

압과 진흙층 및 암석층을 고려하여 표 3과 같이 비장

약량 1.00kg/m3 이상을 설계 반영하였다.

수중발파에서 비장약량이 부족할 경우 약장약에 

의한 다음발파 재 천공 시 암반의 교란 등으로 인하

여 천공작업이 어려워진다. 천공 후 장약 시 천공내

부의 불규칙한 형상으로 인해 장약작업 또한, 곤란해

진다. 따라서 수중발파의 특성상 노천발파에 비해 현

저하게 증가하는 비장약량을 고려하여 132mm 천공

경을 적용하였다.

시험발파는 수중발파의 특성상 매회 독립발파의 

난이성 고려와 시험발파 자료 분석을 위하여 전기식 

다단발파기를 사용하여 발파를 실시하였다.

시험발파 작업과정은 그림 5와 같이 수중발파용 

장약구조체 침수시험, 바지선 상부에서 천공장비에 

의한 케이싱 설치, 천공작업, 바지선 상부에서 장약구

조체 제작, 장약구조체 천공 내 장약, 장약구조체의 

전색 및 별도의 천공 내 추가전색 실시, 장약 및 결

선 완료 후 점화준비, 계측기기 설치, 발파과정으로 

그림 4. 천공작업.

그림 3. 시험발파지역 위치도.

구    분 설 계 제 원

천 공 경 132mm 132mm

천 공 장    3.00m    3.00m

수중 벤치높이    2.50m    2.50m

저 항 선    1.50m    1.50m

공 간 격    1.50m    1.50m

공당장약량    6.00kg    6.00kg

최  지발당장약량   12.00kg    6.00kg

비장약량    1.07kg/m3     1.07kg/m3

사용폭약 NewEmulite 200 50mm

표 3. 시험발파 장약 및 천공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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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였다.

시험발파를 위한 발파진동 및 소음계측은 현장 내 

7개소, 현장 남측 접안시설 상부 1개소, 서측 접안시

설 인근 1개소, 민가 1개소, 제련소 연돌 인근 1개소 

등 총 11개소에서 측정하였으며, 보안물건에서 계측

결과는 발파공해 허용규제기준치 이내 안전수준을 보

였다.

시험발파에 한 측정 자료의 회귀분석 결과는 도

로공사 노천발파 설계ㆍ시공 지침에서 제시한 국토교

통부 설계식과 유사한 보안물건과 이격거리별 최  

지발당장약량의 범위를 보였다.

시험발파 후 준설을 통하여 수중발파의 암 파쇄 

입도 분석 및 암반굴착상태를 확인한 결과, 비장약량 

1.07kg/m3은 표준장약에 해당되므로 현장적용은 타당

한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1) 기존 수중발파는 잠수부를 투입하여 발파작업을 

진행하지만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는 

잠수부를 투입하지 않고 바지선 상부에서 장약구조체

를 이용해 가이드케이싱에 따라 장약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침수시험 케이싱설치 천공작업

장약구조체 제작 구조체를 이용한 장약작업

구조체를 이용한 장약작업 전색작업 계측기기 설치

발파

그림 5. 시험발파 진행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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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는 장약구

조체가 물에 한 완전한 방수가 가능하도록 상ㆍ하

부 캡을 장약관체에 접착물질을 사용하여 밀착시켰으

며 또한 장약구조체 외부로 노출된 뇌관 인출부분의 

수밀을 위해 다수의 방법을 적용해 본 결과, 열수축 

튜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가 탁월하여 장약구

조체의 완전수밀이 가능한 재료로 사용하였다.

3)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는 장약구

조체의 완전방수가 가능하여 노천발파에서 보편적으

로 사용하는 에멀젼계열 및 ANFO폭약 사용이 가능

하다.

4)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의 시험발

파 결과, 기존 수중발파와 유사한 파쇄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5) 수중발파용구조체를 이용한 수중발파는 수중상

황에 관계없이 작업이 가능하며, 장약 구조체의 물에 

한 완전수밀 효과로 에멀젼계열 및 ANFO폭약사용

이 가능하여 기존 수중발파에 비해 경제적이고 안전

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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