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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case study is concerned with the project of the explosive demolition for the DCRE Incheon 
plant located in Hakik district in Incheon city. The building was severely aging due to the high 
temperature and sea winds of hundreds of degrees emitted by chimney-shaped steel structures inside the 
building. Due to this, the concrete of the column and the beam fell off and rusted rebar were exposed, 
and some of the slabs were severely damaged, making it difficult for workers to access the structure. 
Therefore, it is not possible to apply a mechanical demolition method in which heavy equipment enters the 
interior of the building, and an explosive demolition method was applied to allow the building to be 
demolished without dismantling the internal facilities of the building. The order of blasting proceeded in 
the order of ➀ building → ➁ chimney 2 → ➂ chimney 1. A total of 406 electronic detonators (Unitronic 
600) was used to sequentially initiate the explosives installed at appropriate in building and chimneys. 

Key words Explosives Demolition, Plant equipment, Electronic detonator, Dust reduction

초 록 본 사례연구는 인천 학익동에 위치한 디씨알이 인천공장 발파해체 프로젝트에 관한 것이다. 상건물은 

건물내부에 위치한 굴뚝형태의 강구조 설비들이 가동 시 내뿜었던 수백도의 고열과 해풍 등의 영향으로 주요 구

조체에 극심한 노후화가 진행되었다. 이로 인해 기둥과 보의 콘크리트들이 탈락하여 녹이 슨 철근들이 노출되어 

있었고, 일부 슬래브들은 커다랗게 구멍이 뚫려있어 작업 인원의 접근도 힘들 만큼 구조물이 위험한 상태였다. 

따라서 중장비가 건물 내부로 진입하여 작업하는 기계식 철거방법의 적용이 불가능하여 건물 내부의 설비구조물

들을 그 로 두고 해체 할 수 있는 발파해체공법을 적용하였다. 발파순서는 ➀탄화탑 → ➁연돌 2 → ➂연돌 1 

의 순서로 진행되도록 계획하였다. 탄화탑과 연돌들에 설치된 폭약을 순차적으로 기폭시키는 데에는 총 406개의 

전자뇌관(Unitronic 600)이 사용되었다.

핵심어 발파해체, 공장설비, 전자뇌관, 분진저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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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고도 산업화 시기라 볼 수 있는 7∼80년  지

어졌던 많은 산업 시설물들이 노후화됨에 따라 기존

의 낡은 산업 시설물들을 철거하고 최신의 시설들로 

교체해 나아갈 필요가 두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산업 시설물들의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체 방법에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국내 발파해체기술의 지속적인 연

구와 발전을 위하여 산업 시설물 중 하나인 탄화탑과 

연돌 구조물에 한 발파해체공사 과정을 정리하여 

기술한 것이다. 

2. 대상 구조물의 구조 및 형태

2.1 건물개요

⋅공 사 명 : 주식회사 디씨알이 인천공장 발파해

체공사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동 595-1번지

⋅규    모 : ① 탄화탑 - 높이 46m, 폭 64m × 26m

지상 9층, 내부에 파이프

형태의 강구조물들이 산

재해 있음

            ② 연돌 1 – 높이 102m, 둘레 16.5m, 

외부직경 5.25m

            ③ 연돌 2 – 높이 86m, 둘레 14.5m, 

외부직경 4.6m

⋅건물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건물 및 철근콘

크리트 연돌

2.2 구조형식 및 상태

상 건물은 약 40년간 사용된 탄산화합 시설로 철

근 콘크리트 라멘조 건물이다. 본 건물은 10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채 방치된 상태로 있었고 기둥과 보 

등의 주요한 구조부재들의 콘크리트가 탈락하여 철근

들이 부식되어 노출되어 있었다. 또 건물 내부에는 15

기의 굴뚝 형태의 강구조 설비물들이 포진되어 있었다.

2기의 연돌은 철근콘크리트로 만들어 졌으며, 탄화

탑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에 부식이 진행되어 일부분

이 탈락하여 철근이 노출되는 등 상당히 노후화 되어 

있었다.

인파

현광아

제2경인

탄화탑

연돌 2

연돌 1

한나루로357
노적산

영타운

그림 1. 주변현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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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주변현황

주변의 보안물건 및 건물 전경은 그림 1∼2와 같다. 

주요 보안물건으로는 동남쪽으로 인파크빌이 약 

60m, 현광아파트가 약 230m, 남쪽으로는 제2경인고속

도로 영종램프가 약 40m, 동쪽으로 한나루로 357번길 

주택들이 약 200m, 북쪽으로는 노적산로 주택들이 약 

24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4. 발파해체 설계

4.1 적용공법

발파해체공법의 종류를 살펴보면 표 1과 같다. 당 

현장의 경우 상건물의 노후화로 위험하여 내부의 

(a) 탄화탑 전면 (b) 탄화탑 측면

(c) 탄화탑 후면 및 연돌 (d) 연돌 전경

그림 2. 건물전경.

종 류 특 징 발파해체 전경

전도

(Felling)

⋅기술적으로 가장 간단한 공법.

⋅전도방향으로의 충분한 공간 확보 필요

⋅전도방향의 조절로 계획된 공간으로 붕락시킴

⋅구조물의 하부에 쐐기를 형성하여 힌지 포인트를 만듦

⋅정확한 전도방향을 얻기 위해서 일정 구조부위를 사전취약화 시킴

상부붕락

(Toppling)

⋅일반적으로 2∼3열의 기둥을 가진 건물을 한쪽 방향으로 전도시키

는 공법

⋅전도와 붕괴가 동시에 발생

⋅단방향 또는 양방향으로 여유 공간이 있을 경우 적용

표 1. 발파해체공법의 종류 (박근순,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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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구조물을 사전철거하지 못하는 점과 상구조물 중 

연돌이 포함된 점을 고려하여 전도(Felling) 공법을 적

용하였다. 

4.2 발파층 선정

발파층은 1층을 주 발파층으로 2층을 보조 발파층

으로 선정하였다. 1층의 비내력벽 중 전면과 측면 기

둥사이의 블록벽체를 사전에 제거하고 천공작업을 실

시하였다. 발파층의 전면도와 천공작업 할 기둥과 

탄화탑 내부의 설비기초 개소는 표 2와 그림 3과 

같다. 

4.3 구조해석 및 사전취약화

탄화탑 구조물이나 연돌들의 구조적인 정보를 알 

수 있는 도면이나 구조계산서 등의 자료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고, 또 주요부재의 극심한 노후화로 인해 탄

화탑 내부로 중장비의 진입이 불가능하여 탄화탑 내

부에 산재한 강구조 설비들을 사전철거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고려하여 다음의 발파해체 방법들에 한 

검토를 하였다.

1안 : 탄화탑의 우측과 후면의 저층부분을 남기고 

고층부분만 전도시키는 방법

2안 : 탄화탑 내의 강구조물만 남긴 채 수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만 붕괴시키는 방법

3안 : 탄화탑 및 강구조물을 일체로 전도시키는 방법

고층의 콘크리트 구조물만 해체하더라도 남은 강구

조물들은 중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해체할 수 있으

므로 이 세 가지 안에 해 검토한 결과 작업자들의 

안전을 최 한 고려하여 최소한 1, 2안의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작업하는 것을 주된 목표로 하였다. 

탄화탑 구조물 및 연돌들의 구조해석은 그림 4와 

같고, 평면도 및 전개도는 그림 5와 같다.

단축붕괴

(Telescoping)

⋅구조물이 위치한 제자리에 그 로 붕락 되도록 하는 공법.

⋅주변의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적용

⋅초기의 붕괴 운동량이 계속적인 붕괴를 유도하며 구조물 하부에 

파쇄물이 쌓이므로 그 자체가 충격흡수제의 역할을 하여 진동제어 

가능

내파

(Implosion)

⋅구조물의 내부에만 화약을 장전하여 기폭 시키므로 붕락 시 외벽을 중심부로 

끌어 당길 수 있도록 유도하는 공법으로 주변의 여유 공간을 최소화 할 수 

있음

⋅제약된 공간 특히 도심지에서 사용됨

점진붕괴

(Progressive 

Collapse)

⋅기술적으로 Implosion과 근접되어 있는 공법으로서 중심방향으로 붕

괴가 이루어지는 Implosion에 비해 이 공법은 선형적으로 붕괴가 진

행됨

⋅아파트와 같이 길이가 긴 구조물에 적용

구분 내용 비고

9층 -

8층 -

7층 -

6층 -

5층 -

4층 -

3층 -

2층 보조 발파층 기둥 13개소

1층 주 발파층
기둥 50개소, 

설비기초 15개소

표 2. 발파층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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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구조해석을 토 로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층별 장비작업 검토, 작업 공간, 부재 특성 등 

각종 상황을 고려하여 사전취약화 시공구역,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건물의 검토 사항 등을 작성하였다. 작

업장 내에 계단부, 개구부 등의 위험구역에 해서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

였으며 사전취약화 부위는 작업자 통행에 방해가 되

지 않도록 돌출부위를 다듬어 작업을 시행하였다. 

사전취약화 주요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➀ 탄화탑 1층의 비내력벽 중 전면과 측면 기둥 사

이의 블록벽체 제거

➁ 탄화탑 1층 내부 및 외부 작업동선 확인하여 설

비 파이프 산소절단

➂ 탄화탑 내부 강구조물의 둘레 결합볼트 산소절

단 (전도 반 방향 270°)

➃ 연돌 1, 2 하단부 힌지 포인트 형성 및 사전취약화

➄ 연돌 2 후면 철 계단 취약화

사전취약화 세부전경은 그림 6과 같다.

4.4 천공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 및 현장의 각종 상황(부재단

면의 형상, 천공 조건, 사용 장비 등)을 고려하여 적합

한 시공계획을 수립하였다. 천공은 구조부재의 충분한 

발파층 선정

그림 3. 발파층 전면도.

(a) 탄화탑 수직 반력 (b) 탄화탑 휨모멘트 반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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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탄화탑 상부에 수평지점을 가한 수평반력 (d) 연돌 발파 시 응력 및 붕괴거동

그림 4. 탄화탑 및 연돌 구조해석.

(a) 탄화탑 1층 기둥사이 비내력벽 제거 및 파이프 산소절단

(b) 탄화탑 내부 강구조물 결합볼트 산소절단 (c) 연돌 사전취약화

그림 6. 사전취약화.

A

6

2

B

8 107

3

9

1

5

11
층 평면도

12

4

C

(a) 탄화탑 평면도 (b) 연돌 전개도

그림 5. 탄화탑 평면도 및 연돌 전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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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쇄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충분한 깊이로 정확한 위

치에 실시하였다. 단, 철근 등의 매설물질로 인하여 

천공작업이 곤란할 경우에는 충분한 파쇄효과를 얻을 

수 있는 범위의 인접위치에 천공을 실시하였다.     

천공 중의 시공오차를 감안하여 천공부위를 정하였

으며 시공에 있어서는 관련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안

전에 유의하였다. 천공은 탄화탑 1층, 2층 일부기둥과 

연돌 하단부에 소형 착암기(Leg drill)를 이용하여 실

시하였다.  

➀ 탄화탑 내부 기둥에 한 천공 : ∅38mm로 수

평 천공

➁ 탄화탑 내부 기둥에 한 천공장 : 기둥 두께의 

70%까지 수평 천공

➂ 연돌에 한 천공 : ∅38mm로 수평 천공

➃ 연돌에 한 천공장 : 연돌 콘크리트 두께의 

|70%까지 수평천공

천공제원과 층별 천공 개소 및 천공수는 표 3∼5, 

천공작업은 그림 7과 같다.         

구분 기둥 [개소] 설비기초 [개소] 비고

1층 50 15 주 발파층

2층 13 - 보조 발파층

표 4. 탄화탑 층별 천공 개소

구분
기둥 설비기초 계

[천공수]
비고

[공/기둥] [천공수] [천공수]

탄화탑
1층 1∼3 143 71 214

2층 2 26 - 26

연돌 1 - 96 - 96

연돌 2 - 70 - 70

합계 335 71 406

표 5. 위치별 천공수

구분
기둥

규격 [mm] 천공장 [mm]

탄화탑
700×700 490

600×900 630

연돌
450 310

400 280

표 3. 천공제원

공 볼볼볼볼

공

볼볼볼볼

(a) 탄화탑 1,2층 기둥천공 (b) 탄화탑 설비기초 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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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방호

시공에 앞서 방호 상 부위의 형상과 작업조건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계획을 수립하였다. 탄화탑의 경

우 그림 8과 같이 부직포 2겹으로 1차 방호를 실시하

였다. 또한 그림 9와 같이 건물의 구조가 개구부의 단

면이 큰 형상이었기 때문에 내부 발출압력을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부직포의 겹이음을 시행하여 폭풍압

의 외부누출을 충분히 차단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고

정하여 2차 방호를 실시하였다. 그림 10∼12는 연돌 1

과 연돌 2에 시행한 방호 및 방진둑의 모습이다. 방진

둑은 각 연돌의 전도방향으로 20m, 50m, 70m 지점에 

높이 3m, 폭 5m, 길이 15m로 설치하였다.       

➁ 탄화탑 2차 방호 (개구부 방호) : 부직포 1겹 (겹 이음) + 2층 부직포 2겹

그림 9. 탄화탑 2차 방호(개구부 방호).

공 공

(c) 연돌 1 천공 (d) 연돌 2 천공

그림 7. 천공작업.

➀ 탄화탑 1차 방호 : 부직포 2겹

그림 8. 탄화탑 1차 방호(기둥 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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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장약, 전색 및 결선

장약작업 전에 작업자들에게 안전교육과 표준장약

량 등 작업방법에 해서 설명하고, 2인 1조로 조를 

구성하여 화약과 뇌관을 위치별로 분리하여 운반하

였다.        

장약작업에는 406개의 전자뇌관(Unitronic 600)과 

에멀젼 폭약(59.4kg)이 사용되었다. 전색은 점토로 1차 

다짐 후 비닐봉지에 넣은 석분으로 2차 다짐을 하였

고, 우레탄폼을 사용하여 공 입구까지 빈틈없이 메우

는 방법으로 실시하였다.

본 발파에 사용된 화약류는 표 6∼7과 같고 본 발

파에 사용된 표준장약량은 표 8과 같다.     

결선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서와 장약작업 현황을 

➂ 연돌 1차 방호 : 능형철망 + 부직포 2겹

그림 10. 연돌 1차 방호. 

➃ 연돌 2차, 3차 방호 : 강관비계 + 부직포

그림 11. 연돌 2차, 3차 방호. 

➄ 연돌 방진둑 설치

H
 =

 6
0

0
0

약30m

붕괴괘적

약
15

m

방진뚝

약30m

약
3

m

약 5m

약 20m

그림 12. 연돌 방진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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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분히 검토하여 결선 계획도를 작성하여 작업을 실

시하였다.       

장약이 완료된 개소는 전자뇌관의 커넥터(Connector)

를 전용보조모선(Duplex Harness Wire)에 결선하고 스

캐너(Scanner)를 이용하여 각 뇌관의 초시를 설정하였

다. 모든 뇌관을 스캐닝한 후 발파기에 뇌관정보를 다

운로드받고 전자뇌관과 발파기 간의 양방향 통신을 

통해 각 뇌관의 오류를 실시간으로 감시하였다. 각각

의 위치별 결선은 장비 간 통신의 신속, 정확성을 높

이고 혹시 모를 컷오프의 위험을 차단하기 위해 병렬

연결 하였다.

발파 당일 각 과정별 모습은 그림 13과 같다.

4.7 기폭 시스템

탄화탑 및 연돌에 사용된 전자뇌관의 기폭 시스템

은 그림 14와 같다. 본 발파에 사용한 전자뇌관은 내

부 ASIC(집적회로)를 사용하여 특정 신호 명령체계에 

의해서만 작동되므로 외부 전기적 요인에 해 안정

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초시 정밀도와 무한 단차 효과

를 낼 수 있다. 

4.8 발파 및 안전대책

1) 발파 시 예상되는 분진발생을 비하여 주변 확

산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책을 

수립하였다.

  - 시간 별 풍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여 최적의 

발파시간 확정 (바다방향 시간  확인)

  - 일기예보를 최 한 고려하여 비오는 날로 발파

제 품 명
평균폭속

[m/sec]

가비중

[g/cc]

폭발열

[kcal/kg]

낙추감도

[cm]

가스량

[l/kg]

약경

[mm]

약장

[mm]

낱본중량

[g/EA]

뉴 슈퍼 에멀젼 

200
6,000

1.22∼
1.26

1,398 100 675 25 200 100

뉴 에뮤

라이트 150
5,900

1.18∼
1.25

1,100 100 830 25 200 100

표 6. 사용폭약 성능 및 규격 (고려노벨화약, 2016)

구분

탄화탑 내부 기둥 및 연돌 탄화탑 내부 강구조물 설비기초

에멀젼폭약

∅25mm [g]

규격

[mm]

천공장

[mm]

에멀젼폭약

∅25mm [g]

규격

[mm]

천공장

[mm]

1층 150
600∼700×

700∼900
490∼630 100∼300 - 500∼700

2층 150 700×700 490

연돌 1 66 450 310

연돌 2 50 400 280

표 8. 본발파 표준장약량 및 제원표

제 품 명 Unitronic 600(노천용)

제어장치 ASIC(전자집적회로)

정 밀 도 ±0.03%

시차범위 0∼10,000ms

발파기용량 800pcs

각선길이 6.0m

박스당수량 80pcs/box

표 7. 사용뇌관 규격 (고려노벨화약,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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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 확정 

  - 건물 붕괴 시 낙하물에 한 분진확산 및 방지

시설 (2차, 3차 방호)

  - 발파 후 2차 분진 확산방지를 위한 주변 살수

계획 및 청소계획

2) 발파 당일 공사현장을 완전봉쇄하여 피해를 예방

한다.

3) 설계도서에 명시된 안전지역을 검토한다.

4) 안전거리 내의 통행인들은 최소한 발파 전 일정

시간까지 피되도록 조치한다.

5) 발파 최종 1분 전부터 발파작업을 알리는 경보음

을 발생하여야 하며, 최소 거리 30m 지점에서는 

충분히 들을 수 있어야 한다.

6) 초읽기는 매 10초 간격으로 확성기를 통하여 주변 

지역에 잔여 시간을 주지시킨다.

7) 발파 후에는 안전관리자의 안전 확인 전에는 작

(a) 화약검수 (b) 사용화약류 (c) 장약

(d) 장약 (e) 결선 (f) 스캐너를 이용한 초시입력

그림 13. 장약, 결선 및 스캐너를 이용한 초시입력.

11 12
층 평면도

7 98 10654

321

C

B

A

기폭순서

(a) 탄화탑 기폭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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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내 일체의 출입을 금한다.

발파 시 초시별 건물의 거동모습은 그림 15와 같다. 

      

5. 계측 및 균열측정

본 건물의 발파해체 시 발생되는 발파진동과 충격

진동 그리고 발파소음이 영향을 미치는 범위와 인접

구조물에 한 피해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진동, 소음 

계측을 실시하였다.

각 보안물건별 진동, 소음 측정치는 표 9와 같다.

발파 전 인접한 보안물건에 한 균열 상태를 사전

조사 후 기록 보존하기 위하여 보안물건의 균열 부위

에 균열 게이지를 설치하고 발파 전, 후를 측정 비교

하였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표 10과 같다.

(b) 탄화탑 및 연돌 초시입력표

그림 14. 탄화탑 및 연돌 기폭시스템.

(a) 0ms (b) 500ms (c) 1,000ms

(d) 3,000ms (e) 12,000ms (f) 20,000ms

그림 15. 초시별 거동.



46 디씨알이 인천공장 발파해체 시공사례

6. 결론

디씨알이 인천공장 발파해체와 관련하여 그 결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당 현장의 발파해체공법은 탄화탑 내부의 강구

조물들을 사전철거하지 못하는 점과 연돌이 포

함된 점 등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전도공법

을 적용하였다.

2) 발파해체를 위한 준비작업으로 탄화탑 1층을 주 

발파층으로 그리고 2층을 보조 발파층으로 선정

하였다. 1층은 일부 비내력벽을 철거하였으며 

탄화탑 내부 강구조물의 둘레를 결합시키고 있

는 결합 볼트들을 절단하여 힌지화 하였다. 또 

연돌 하단부 또한 전도방향을 고려하여 쐐기를 

형성하였다. 또 연돌의 전도 시 충격 진동을 저감

시키기 위하여 방진둑을 각각 3개씩 설치하였다.

3) 발파해체 시 발생하는 비산먼지의 피해를 최소

화하기 위하여 풍향과 우천상태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고, 일기예보를 고려하여 발파일시를 

결정하였다. 모든 안전 책과 사전준비 작업을 

마치고 발파당일인 2018년 09월 20일 13시에 발

파해체작업을 수행하였다.

4) 발파순서는 탄화탑→연돌2→연돌1의 순서로 해

체하였다. 탄화탑의 경우 붕괴 시 건물 내부의 

강구조물들을 끌어안고 함께 전도시킬 수 있도

록 초시를 설정하여 붕괴를 유도하였다. 해체결

과 구조물이 오랜 시간 방치되어 제 로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일부 부재들이 구조내력을 충

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먼저 부서지며 전도 에너

지가 소산되어 내부의 강구조물 일부가 전도되

지 않고 남았다. 그러나 강구조물의 기초 콘크

리트 부분을 함께 발파하여 파쇄 하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 없이 중장비를 이용한 2차 전도를 마

번호
측정

위치

이격

거리

[m]

진동 소음

비고PPV

[cm/sec]

Lmax

[dB(V)]

소음

[dB(A)]

1 인파크빌 가동 60 0.0770 67.5 88.7

허용기준 0.3cm/sec

 75.0dB(V)

2 인파크빌 나동 80 0.0640 67.3 87.3

3 인파크빌 다동 90 0.0550 67.9 86.4

4 현광아파트 104동 150 0.0238 90.6

5 제2경인 교각기초 40 0.2746 98.5 허용기준 1.0cm/sec

6 한나루로357번길 136-21 230 N/T -

Trigger Level : 

0.020cm/sec 이하로 

측정안됨

7 노적산로 36-83 200 0.0444 99.4

표 9. 발파진동 및 소음

번호 위치
초기치(mm)

2018.09.17

1차조사(mm)

2018.09.18

2차조사(mm)

2018.09.21
비고

1 인파크빌 외부담장 41.09 41.09 41.09 변위없음

2 인파크빌 외부바닥 58.28 58.28 58.28 변위없음

3
인파크빌 가동

2층 계단실
44.72 44.72 44.72 변위없음

4
인파크빌 가동

3층 계단실
39.09 39.09 39.09 변위없음

5
인파크빌 나동

3층 계단실
33.70 33.70 33.70 변위없음

표 10. 주변 보안물건 균열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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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 할 수 있었다.

5) 연돌의 경우 사전취약화 시의 구조안전 및 발파 

시의 붕괴 거동이 구조 해석상 이상 없는 것으

로 확인되었고, 해체결과 연돌 1, 2 모두 예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결과를 나타냈다.

6) 발파해체 시 인접한 보안물건들에서 진동과 소

음을 측정하였으며, 발파 전 균열 게이지를 설

치하여 발파 후 균열의 변위를 비교하였다. 측

정결과 발파진동 및 충격진동이 허용기준치 이

내로 측정되었고, 균열게이지 측정값에서도 변

위가 없었으므로 발파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

생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 또 발파 시 측정된 

발파소음은 비교적 높은 수준이었으나 발파 전 

주변 아파트 단지 및 거주민들에게 적극적인 홍

보를 하였고 발파해체 전 메가폰과 무전기를 이

용하여 발파 시점을 주변에 미리 예고해 주어 

갑작스런 발파소음에 주변 주민들이 놀라지 않

도록 하였다. 그 결과 발파소음과 관련한 주변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전자뇌관을 사용한 디

씨알이 인천공장 발파해체는 순수 국내 기술에 의하

여 성공적으로 실시되었으며, 미흡했던 부분들은 더욱 

연구하고 발전시켜 향후 건물 내부에 기계설비를 포

함하고 노후화한 고층 산업시설물 철거작업과 높은 

연돌 철거작업에 효과적이고 경제적인 철거공업으로 

현장접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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