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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금까지의 수중발파는 잠수부에 의존하여 많은 

부분을 시공하였으나, 이와 같은 재래식 공법은 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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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do was an uninhabited island located in the sea of Pusan Newport. It was a small island with the 

height of 32 m above sea level, and its area including the submerged part was approximately 24,400 m. 
Unfortunately, the island was located exactly in the middle of the narrow entrance way to the North and 
South Container Wharfs of Pusan Newport so that a number of ships had to turn quickly to avoid collision 
with the island, which frequently caused collisions with other ships or cranes. To avoid such a danger and 
make the water way wider and deeper,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decided to remove the island. 
This was believed to make even super-large vessels operate safely in the sea of Pusan Newport so that the 
competitiveness of the port could be highly enhanced. This paper describes in detail the whole process of the 
removing work, which was the first case of successful underwater blasting operation using bulk emulsion 
explosives and non-electric detonators to remove a whole island in South Korea.

Key words Underwater blasting, Bulk emulsion explosives, Non-electric detonator, Todo island, Pusan Newport 

초 록 토도는 부산신항 앞바다에 위치한 무인도였다. 이 섬은 해발 32 m 높이의 작은 섬으로서 물속에 잠긴 부

분을 포함한 총면적은 24,400 이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섬은 부산신항의 북 컨테이너 부두와 남 컨테이너 

부두로 들어가는 좁은 입구에 위치해 부두를 드나드는 수많은 선박들이 섬을 피해 운항하느라 급선회하면서 다

른 선박이나 크레인과 자주 충돌하는 사고의 원인이 되어 왔다. 이와 같은 위험을 없애고, 해로를 더 넓고 깊게 

만들기 위하여 해양수산부 당국은 토도를 제거하기로 결정하였다. 토도가 제거되면 부산신항 입구를 운항하는 대

형 선박들의 안전이 확보될 것이고, 이는 부산신항의 경쟁력을 한층 높일 것으로 기대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토

도 제거의 전체 과정을 상세하게 소개한다. 토도 제거작업은 국내 최초로 벌크 에멀젼 폭약과 비전기뇌관을 적용

하여 성공적으로 수중발파를 완수한 최초의 사례이기도 하다.

핵심어 수중발파, 벌크 에멀젼 폭약, 비전기뇌관, 토도, 부산신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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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등의 외부환경에 의한 영향이 크며, 시공성이 매

우 낮은 공법이었다. 부산신항의 토도 제거공사에는 

특수 제작된 수중발파전용 바지선과 장약량 및 장약

속도가 제어되는 고려노벨화약의 벌크에멀젼폭약 장

전 시스템의 적용으로 기존 잠수부에 의존한 수중발

파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모든 장약작업과 결선작업이 

바지선위에서 시행되어 안전하고 정확한 장약작업을 

가능하게 하였으며, 작업의 효율성을 극대화 하였고, 

월등한 암파쇄효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주변환경피해

를 최소화하면서 토도의 물속에 잠긴 부분까지 완전

히 제거하여 18ｍ의 수심을 확보했으며, 국내 수중발

파의 기술을 업그레이드시킨 부산신항 토도 제거 사

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2. 공사개요 및 주변현황

2.1 공사개요

⋅공사명 : 부산항 신항 토도 제거공사

⋅시행처 : 부산 지방 해양 수산청 부산항 건설사

무소

⋅감리단 : ㈜건일, ㈜천일기술단

⋅시공사 : 대림산업

⋅협력사 : 흥우산업(주)

 

2.2 지질 및 주변현황

(1) 지질

당 현장의 해저암반 노출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연암층까지는 해류에 의하여 완전히 깎여 나가

고 경암이 노출된 상태이다. 당 현장의 구성암석은 

화강암의 일종인 화강 섬록암으로서 흑운모와 각섬석

을 포함한다. 일축압축강도는 1,600kg/㎠으로 경암에 

속한다.

(2) 주변 현황 

보안물건 최단거리는 약1,000m로 현장의 주변 보

안물건 현황은 그림 1.과 같다. 

3. 수중발파

3.1 개요

수중발파란 일부 또는 전체가 물에 덮힌 상태의 

암반에 대하여 실시하는 발파이다. 수중발파는 그 특

수성으로 인하여 획기적인 기술발전이 상당히 어렵다. 

그 이유는 수중에서의 열악한 환경에서 기인하기도 

하며 발파 후 발파결과의 평가에도 정확성을 기하기

가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천공 장약 등의 작업이 수

중에서 이루어지고 잠수부에 의존하게 되므로 다양한 

조건에서의 시험이 어렵다. 수중발파작업은 같은 작

업이라도 신중하고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다. 수중발

파를 성공시키려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

가 있다. 

⋅천공방법, 천공장비, 천공경의 선택

⋅장약방식

⋅강한 폭력과 내수성이 좋은 폭약

⋅안전하고 신뢰성 있는 기폭시스템 

수중발파의 작업과정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1. 토도 주변 보안물건 현황.



안봉도⋅김갑수⋅이수형⋅정병열⋅임대규 39

4. 시공사례

4.1 사용 폭약 및 뇌관

(1) 에멀젼 폭약(New Emulite)

에멀젼폭약(Emulsion Explosives)은 장기저장에도 

안정된  폭속을 가지며, 내한성 내수성 안전성 및 후

가스가 매우 우수한 폭약으로 신뢰성이 있으며, 다양

한 암질에 대한 암석파괴 특성외에도 뇌관으로만 기

폭되지 않는 벌크폭  약의 기폭약으로도 사용된다.

그림 3. 에멀젼폭약.

(2) 벌크 에멀젼 폭약(New Emulite Bulk) 

일반적으로 벌크폭약이란 낱개 단위의 포장 공정

을 거치지 않은 상태의 화약류를 말하며 벌크 에멀젼 

폭약(Bulk-Emulsion explosives)은 포장하지 않은 상태

에서 기계화 장전 시스템을 이용하여 직접 공내로 주

입되는 에멀젼계 폭약을 말한다. 벌크폭약은 공장 직

접제조방식과 발파현장에서 장약과정에 예감성을 부

여하여 폭약이 되는 방식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현

장제조 벌크에멀젼 폭약시스템을 SSE System(Site 

Sensitized Emulsion System)이라 한다. 

뉴 에뮤라이트 벌크 폭약(Bulk Explosives)은 뇌관

비기폭성 폭약으로 제조, 저장, 운반 및 사용에 있어

서 극히 안전하며 반드시 기폭약이 있어야 폭발한다. 

기존 카트리지 폭약은 공내에 밀장전 되지 않지만 벌

크 폭약은 공내에 공저부로부터 밀 장전에 의해 공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아 폭력손실이 적어 폭력을 효율

적으로 활용하여 공당 파쇄범위 증가 및 파쇄도 향상 

효과를 최대로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자동화된 전용 

장전장비를 사용하여 장약 작업이 매우 간편하며, 장

전시간이 단축되어 시공성 및 경제성을 극대화시킨 

환경 친화적인 제4세대 벌크 형태의 폭약 제품이다. 

(3) 비전기뇌관

비전기뇌관은 플라스틱 튜브내에 미량의 화약

(HMX)이 함유되어 있으며, 2,000m/sec 폭속의 충격파

가 플라스틱 튜브내에 전달되어 뇌관을 기폭시킨다. 

비전기뇌관 튜브는 타격이나 다른 기계작용 및 튜브

의 연소에도 기폭되지 않으며, 3중 구조를 채용하여 

암반확인측량

장비 setting

천공작업

장약 및 결선

발파

파쇄암 준설(준설       쇄암       준설)

반복

GPS사용 위치측량

진동/소음측정

그림 2. 작업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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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충격에 강하다.

- 공내뇌관 : 공내에 장약된 폭약 기폭용 뇌관. 

- 표면뇌관 : 비전기튜브 신호 전달용 뇌관

그림 4. 비전기뇌관.

4.2 사용장비 제원

(1) BULK 장전기

벌크폭약 장전기의 사용은 1. 폭약의 현장운반 2. 

장전기장약통으로 폭약이송 3. 장전기의 시동 4. 콘트

롤러 작동 5. 장약의 순서로 아주 간단하며 간단한 

교육만으로 장약작업이 가능하다. 장전기의 상세제원

은 표2에 나타내었다.

(2) Jackup 바지선

그림 5에서 보는 발파 전용 바지선은 40m×25m크

기로 중앙에 천공작업구역을 두고 바닥판을 움직여서 

간격조정을 할 수 있다.

① 장비명 : KPCU(Koryo Portable Charging Unit)

② 용량 : 1,000kg

③ 장전속도 : 20∼70kg/min(2line)

④ 호스규격 : Φ19mm, 80m

⑤ 면적(L×W×H): 2,900mm×1,700mm×1,900mm

⑥ 특징 : 무선 주파수 원격조정, 

에어펌프로 이송되며 장약량에 제한이 없음

① 장비명 : Maxi loader

② 용량 : 1,000∼2,500kg

③ 장전속도 : 20∼60kg/min(2line)

④ 호스규격 : Φ19mm, 80m

⑤ 면적(L×W×H): 3,325mm×1,764mm×1,800mm

⑥ 특징 : 무선 주파수 원격조정, 

에어펌프로 이송되며 장약량에 제한이 없음

표 2. 벌크폭약 장전기 

구 분 Cartridge Type Bulk Emulsion Type

공내 

장전 

모식도

특 징

ㆍ안전성 폭약으로 마찰, 불 또는 기타 기계적  자극을 

통한 우연한 기폭에 대해 극히 둔감

ㆍ직경 32, 36mm의 원통형 포장으로 규격화

ㆍ기계화 장전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장약공 에 주입되

는 에멀젼계 폭약

ㆍ뇌관 비기폭성폭약으로 기폭약이 필요함

ㆍ천공내 밀장전으로 발파효율 극대화

표 1. 포장형 폭약과 벌크 폭약의 공내 장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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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ckup 바지선 평면도

그림 5. Jackup 바지선 전경과 평면도.

발파 전용선 위치 선정

케이싱 암 천공작업

천공완료 천공간격

그림 6. 천공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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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천공(Drilling)

그림 6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중발파방법중 

천공발파(Drill and blast method)방법은 바지선을 이

용한 천공과, 자양식 플랫폼(SEP)에서의 천공방법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바지선을 앵커로 고정하여 천공하

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였다. 본 사례에서는 특수 제

작한 자양식 플랫폼(SEP)방식을 사용하여 천공을 실

시하였으며, 천공위치선정은 바지선에서 조절이 가능

하게끔 제작이 되었다. 천공장비는 천공장비의 상부

에서 충격압을 주는 DTH형식이며, 천공경 114∼

127mm, 천공장 3.5∼9.0m를 천공하였다.  

4.4 장약 및 결선과정

그림 7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수중의 발파공에 

장약을 위하여 바지선의 케이싱을 통하여 기폭약을 각 

발파공별로 2개씩 장전하였고 벌크폭약은 호스를 케이

싱 안으로 넣어서 장약을 실시하였다. 전색은 쇄석골

재를 사용하여 1.4m 이상을 적용하였다. 본 현장에서

는 발파효율, 인접공의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전색을 철

저히 실시하였으며, 전색물로는 12.5mm 쇄석골재를 

사용하여 전색위치에 따라 1.4∼1.5m정도 전색을 실시

하였다. 장전 완료된 공의 비전기 뇌관 튜브는 수심보

다도 최소 35m정도 여유가 있게 하여 바지선에서 

장약준비작업(독립 2중회로) 폭약류 반입

벌크폭약장전 전색작업

표면뇌관 결선(독립 2중회로) VTS 통신 및 항로 경계

그림 7. 장약 및 결선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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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det Block를 사용하여 결선작업을 하였다. 결선작

업은 수중발파작업의 특성상 상당히 중요한 과정으로 

기폭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독립 2중회로를 사용하였

으며, Cut-off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직포 등으로 방호

를 하였고, 비전기튜브의 불폭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에 제작한 부표를 이용해 물위에서 기폭시켰다. 

4.5 발파 및 파쇄암 처리

결선작업이 완료된 후 발파를 위하여 바지선을 안

전구역으로 이동시킨다. 이때에는 바다위의 결선장치 

등을 유심히 살펴보면서 바지선에서 조절하여야 한다. 

발파전에 안전조치와 계측기 설치를 확인한 후 발파

를 실시하였다. 발파실시 후 수면위의 Unidet Block

의 불발유무를 우선 확인하였다(그림 8). 

4.6 발파제원

토도제거 수중발파에 적용된 발파제원은 표 3과 

같고 장약도는 그림 9와 같다. 

발파 발파암 준설

그림 8. 발파 및 파쇄암처리.

구  분
수중발파

패턴 1 패턴 2

벤치높이 m (KR) 5.0 6.0

수심 m (KW) 18.0 18.0

천공직경 ㎜ (d) 121 127

벤치경사 ﾟ (α) 수직천공 수직천공

최소저항선 m (B) 3.3 3.5

공간격 m (S) 3.3 3.5

초과천공장 m (U) 3.3 3.5

천공장 m (L) 8.3 9.5

공당 파쇄량 ㎥ (Y1) 54.45 73.50

공당 장약량 ㎏ (Q) 70.0 107.0

지발당 장약량 ㎏ - 35.0 53.5

비장약량 ㎏/㎥ (Qc) 1.286 1.456

비천공장 m/㎥ (Ls) 0.152 0.129

사용폭약 벌크에멀젼 벌크에멀젼

사용뇌관 비전기식 뇌관 비전기식 뇌관

장약방법 2단 분산 장약 2단 분산 장약

표 3. 수중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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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토도제거 진행과정

토도제거 수중발파진행과정 요약은 아래와 같으며, 

진행과정 사진은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천공경의 선택은 현장 여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본 사례에서는 작업의 효율성 및 천공상

태의 유지, 발파의 효과 등을 고려하여 최대 

공사전 토도 전경 2017년 12월 5일

2018년 2월 21일 2019년 2월 23일

2019년 5월 26일 2019년 9월 4일

그림 10. 토도제거 진행과정.

수중발파패턴 1 장약도 수중발파패턴 2 장약도

그림 9. 수중발파 장약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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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7mm의 천공경을 사용하였다.

⋅전색을 최소 1.4m 이상 반드시 실시하였다. 

⋅기폭시스템은 비전기식 뇌관을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고, 성공적인 수중발파를 기대할 수 있다. 

⋅최소한 2개 이상의 기폭용 뇌관을 사용하였으며, 

주장약은 발크에멀젼폭약을 사용하였고 기폭약

은 에멀젼폭약을 사용하여 역기폭으로 하였다.

⋅장약이 완료된 비전기 튜브를 바지선에서 Unidet 

Block를 사용하여 결선을 마무리하고 부표를 사

용하여 바다위에 내렸다.

⋅발파 후 부표위의 Unidet Block 불발유무 확인 

후 불발이 없으면 차후 작업을 위하여 파쇄석 

처리한 후 GPS를 사용하여 수심의 증감을 확인

하였다.

6. 맺음말

부산 신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도 제거 공사

에서 벌크에멀젼폭약을 기계화된 장전시스템으로 장

전하고 비전기뇌관과 결합하여 수중발파전용 바지선

위에서 천공, 장약, 결선, 발파의 모든 작업이 이루어

지는 수중발파를 시공하는 일련의 과정들을 소개하였

다. 본 시공 사례는 잠수부 투입을 최소화하여 안전

하게 작업을 진행하였고 벌크에멀젼폭약을 기계화된 

장전시스템을 이용하여 발파공에 밀장전하여 암파쇄

도를 극대화시키면서, 이중 장약(deck charge)을 통하

여 주변영향을 최소화 하면서도 18m 깊이의 수심을 

성공적으로 확보하였다. 향후 수중발파공사에서 벌크

에멀젼폭약 장전시스템과 전용 바지선 그리고 비전기

뇌관(nonel system)의 적용은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효

율적인 시공이 가능한 수중발파방법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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