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70년대 경제개발계획 아래 국내에서는 많은 산업

구조물이 건설되었다. 이러한 산업구조물은 다양한 

형태와 규모로 고강성, 고강도의 구조적 특징을 지니

고, 기능적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주변 시설물들과 

구조적으로 복잡하게 상호 연계되어 있다. 최근 국내

에서는 이러한 산업구조물이 구조적 노후화 및 기능

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해체되는 사례가 증가하

고 있다(박훈 외, 2008). 산업구조물의 해체공사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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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환경위해

요소를 최소화하기 위해 발파해체공법 또는 기계식해

체 및 발파해체를 혼용한 해체공법의 적용이 증가하

고 있으며, 현재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는 산업구

조물 및 특수구조물의 해체에 적용되고 있다(박과 석, 

2009, Park and Suk, 2010, Park et al., 2013, 박훈 외, 

2016). 본 연구에서는 산업구조물 중 하나인 플랜트 

기초 구조물 해체공사에 적용한 발파해체공법에 대한 

시공사례를 기술하였다.

Abstract The number of a industrial plant that must be demolished due to functional and structural 
deterioration has been increased. There is an increasing application of explosive demolition or explosive 
demolition combined with mechanical demolition to minimize temporal and spatial environmental hazardous 
factors created during the process of demolition. In this case study, to demolish the industrial plant 
foundation, which is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the explosive demolition technique was conducted. As a 
result of the explosive demolition, the overall crushing of plant foundation structure was satisfactory, and the 
explosive demolition was completed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surrounding facilities.

Key words Explosive demolition, Industrial plant foundatio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Industrial structure

초 록 산업용 플랜트의 기능적⋅노후화에 따른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시간적⋅공간적 환경위해요소를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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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공개요

본 현장은 포항시 남구 포스코 내에 위치한 플랜

트 기초 해체현장으로 해당 플랜트는 2001년 1월에 

착공하여, 2003년 5월에 준공되었다. 해체대상 플랜트

의 기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로 주변에 가동 시설

물이 인접되어 있고, 주변에 신규 플랜트를 건설하고 

있어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해체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파패턴을 설계하고 환경

공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계획하였다.

3. 발파대상 구조물의 구조 및 주변 현황

3.1 발파대상 구조물의 구조

발파대상 구조물인 기초는 그림 1과 같은 철근콘

크리트 구조물로써, type 1의 경우 가로 75.1m, 세로 

34.6m인 장방형 구조물이며, type 2의 경우 가로 

34.5m, 세로 31.1m인 정방형 구조물이다. 기초 두께

는 type 1의 경우 1.9∼3.9m, type 2의 경우 1.2∼1.9m

로 다양하였다. 

(a) 평면도(단위: mm)

(b) A-A′단면도(Type 1)

(c) A-A′단면도(Type 2)

그림 1. 발파대상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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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주변현황

발파대상 구조물인 플랜트 기초의 현황은 그림 2

와 같다. 주요 보안물건으로는 전기실(P-1), 스크러버

(P-2), 카 레일(P-3), 터빈동(P-4) 등이 있으며, 발파대

상 구조물로부터 약 74∼277m 이격되어있다.

4. 주요공정

4.1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설계 장약량, 공간격, 저항선 등의 적

정성을 판단하고 보정하여 본 발파 시 실제 적용 장

약량을 결정하고 설계 장약량에 따른 발파 대상 부재

의 방호방법의 적정성 판단 및 보완, 기초 콘크리트

의 파쇄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지발당 장약량을 type 

별로 달리적용하였다. 기초 두께가 3.9m인 type 1의 

경우 2단으로 분산장약하여 하부 2.0kg, 상부 1.5kg씩 

장약하였고, 기초 두께가 1.9m인 type 2의 경우 1.0kg

를 장약하였다. 지발당 장약량의 변화는 type 1의 경

우 지발당 장약량을 1.5∼2kg, 3.5kg, 7.0kg으로 type 

2의 경우 지발당 장약량을 1.0kg, 2.0kg으로 설정하여 

총 5회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다. 표 1은 시험발파의 재

원을 나타낸 것이며, 그림 3은 type 별 장약 및 천공 

패턴도이며, 그림 4는 type 별 뇌관 배열을 나타낸다.

그림 5는 시험발파 후 type 별 파쇄상태를 나타낸

다. 시험발파 후 기초 콘크리트의 파쇄를 육안으로 

확인한 결과 분산장약의 상⋅하부에 다른 시차를 적

용하여 지발당 장약량을 1.5∼2.0kg를 적용한 type 1-2

의 경우 상부 콘크리트의 일부 파쇄만 발생하고 전체

적인 파쇄효과가 미미하였으나, 지발당 장약량을 

3.5kg, 7.0kg을 적용한 type 1-1과 type 1-3의 경우 전

체적인 파쇄가 적합하였다. Type 2-1의 경우 발파공

의 배열대로 파쇄되어 큰 블록이 발생하였고, type 

2-2의 경우 큰 블록의 발생 없이 전체적인 파쇄상태

가 양호하였다.

4.2 사전작업 및 천공작업

사전작업은 주변 보안물건으로 발파진동의 전파를 

저감시키기 위해 기초와 보안물건 사이에 약 2m 깊

이의 방진구를 설치하였고, 파쇄효과를 높이기 위해 

상부 인장철근 일부를 절단하였다(그림 6).

유압 드릴을 사용하여 천공경 65mm로 수직 천공

하였으며, 상부에 철근이 배근 된 경우와 기존 플랜

트 기둥부에 천공이 배열된 경우 천공 위치를 조정하

여 천공 오차를 최소화하였다. 발파대상 기초 콘크리

트의 두께가 다르므로 각 type 별로 시험발파 결과를 

참고하여 천공하였다. 본 발파 시 발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보안물건과 인접한 기초 콘크리트 최외곽부에 

선균열 프리스플리팅(Pre-splitting) 발파공법을 적용하

였다. 다음 표 2는 각 type 별 천공 제원을 나타낸 것

이다.

그림 2. 주변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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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Type 1 Type 2

1 2 3 1 2

천공경(mm) 65 65 65 65 65

천공장(m) 3.6 3.6 3.6 1.6 1.6

저항선(m) 1.0 1.0 1.0 0.8 0.8

공간격(m) 2.0 2.0 2.0 1.6 1.6

천공수(ea) 14 9 12 14 14

공당 장약량(kg/hole) 3.5 3.5 3.5 1.0 1.0

지발당 장약량(kg/delay) 3.5 1.5∼2.0 7.0 1.0 2.0

총 장약량(kg) 49.0 31.5 42.0 14.0 14.0

분산장약(ea) 2 2 2 1 1

표 1. 시험발파 제원

(a) 장약 패턴도(Type 1) (b) 장약 패턴도(Type 2)

(c) 천공 패턴도(Type 1) (d) 천공 패턴도(Type 2)

그림 3. Type 별 장약 및 천공 패턴도(단위: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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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1-1 (b) Type 1-2

(c) Type 1-3 (d) Type 2-1

(e) Type 2-2

그림 4. Type 별 뇌관 배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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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1-1 (b) Type 1-2

(c) Type 1-3 (d) Type 2-1

(e) Type 2-2

그림 5. Type 별 시험발파 후 파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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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방진구 설치 (b) 상부 인장철근 절단

그림 6. 사전작업

구분
Type 1 Type 2 PS 발파

1 2 1 2 1 2

기초 두께(m) 3.9 1.9 1.6 1.2 4.0 1.9

천공경(mm) 65 65 65 65 65 65

천공장(m) 3.6 1.6 1.3 0.9 3.6 1.6

저항선(m) 1.0 0.8 0.8 0.8 0.8 0.8

공간격(m) 2.0 1.6 1.6 1.6 0.7 0.7

총 천공수(ea) 908 164 631 41 42 66

표 2. Type 별 천공 제원

4.3 장약

사용화약류는 MegaMite 25mm와 MegaMAX 

50mm를 사용하였다. 공당 장약량은 시험발파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하였다. 본 발파에 사용된 공당장약량

은 type 1-1의 경우 3.5∼4.0kg이며, 동일한 공에 1.5

∼2.0kg(상부), 2.0kg(하부)로 구별하여 분산장약을 하

였고, type 1-2의 경우 공당 1.33kg씩 장약하였다. 

Type 2-1의 경우 공당 1kg, type 2-2의 경우 공당 

0.75kg로 장약하였다. PS 발파의 경우 공당 장약량은 

0.25kg 및 0.5kg이며, 2단과 4단으로 분산장약을 하였

다. 전색은 분산장약의 작업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쇄석을 사용하였다. 그림 7은 type 별 대표적인 장약 

상세도를 나타내며, 본 발파에 사용된 총 화약량은 

약 4,100kg이다.

4.4 결선 및 방호작업

사용뇌관으로 공저뇌관은 비전기뇌관(#400ms)을 

사용하였으며, 연결뇌관으로 TLD(Trunkline delay 

detonators)를 사용하였다. 전체 공수는 1,852공이나 

분산장약으로 인해 공저뇌관은 3,000개를 사용하였다. 

발파 구간별 시차는 공별로 42ms, 열간 100ms로 하였

다. 기폭 후 연결뇌관 튜브의 컷오프(Cut-off)를 방지

하기 위해 부직포, 고무튜브, 모래주머니를 이용하여 

방호하였다. 결선 후 해체 대상인  기초 콘크리트 상

부에 발파매트를 설치하여 발파 시 발생하는 비석과 

폭풍압에 대해 방호하였다(그림 8). 

5. 발파해체 결과

5.1 발파 및 결과

발파는 9일간 총 17회 수행하였다. 발파 전 장약 

및 결선상태를 최종 확인한 후 기타 이상 유무를 확

인하였다. 인원 및 장비통제를 위해 기초 콘크리트 

발파 구역 경계를 위험구역으로 설정하였으며, 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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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ype 1-1 (b) Type 1-2

(c) Type 2-1 (d) Type 2-2

(e) PS 발파 1 (f) PS 발파 2

그림 7. Type 별 장약 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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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경계로부터 주변 30m 구간을 경계구역으로 

설정하여 발파 30분 전부터 발파 시까지 주기적으로 

경계방송 및 인원 접근을 통제하였다. 또한, 발파 후 

불발 유무를 확인하고 안전 여부를 확인한 후에 통제

를 해제하였다.

발파해체 결과, 기초 콘크리트 중 기존 플랜트의 

기둥 부분 및 상부 철근으로 인한 천공간격의 오차 

때문에 일부분에서 부분파쇄가 발생하였으나, 2차 소

할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전체적인 파쇄

상태는 양호하였으며(그림 9), 공장 내 주변 기존 시

설물 및 구조물의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5.2 발파진동 계측결과 분석

주변 신규 플랜트를 건축하고 있는 터빈동을 중심

으로 발파해체 시에 발생하는 발파진동을 측정하였다. 

Instantel사의 Blastmate Ⅲ 5대를 터빈동 내부에 위치

한 지상 1층 터빈기초(#2), 지상 2층 터빈설비(#3), 지

하 공동구(#4∼6)에 설치하였으며, 1대는 현장 내에 

설치하였다. 그림 10은 계측기 설치 위치 및 터빈동 

내 계측기 설치 모습이며, 표 3은 발파진동 계측 결

과이다.

발파진동 계측결과, 이격거리 41.6∼128.5m에서 측

정한 발파진동의 최대진동속도의 범위는 0.019∼

0.721cm/s, 발파소음의 경우 58.5∼85.4dB(A)로 측정되

었다. 발파진동이 진동에 가장 민감한 보안물건인 터

빈설비(#3)의 경우 발파진동이 0.033∼0.179cm/s로 측

정되어 현장 진동 기준치인 0.45cm/s 이하로 측정되었

으나 이격거리가 가까운 지하 공동구에 설치한 계측

기 #4번에서 발파진동이 0.721cm/s로 가장 크게 측정

되어 현장 진동기준을 초과하였다. 하지만 주요 보안

물건이 위치한 터빈설비와 약 40∼50m 이격되어 있

어 터빈설비에 물리적인 영향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발파소음의 경우 지상 1층 터빈기초에 설치

한 계측기 #2번에서 85.4dB(A)로 측정되어 당 현장 

기준치인 75dB(A)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현장 

내 근무하는 작업자가 없는 시간에 발파를 실시하였

고 발파 전 안내방송으로 소음을 인지하고 있었으므

로 실제 발파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a) 고무튜브 및 모래주머니 설치 (b) 발파매트 설치

그림 8. 방호작업

(a) Type 1 (b) Type 2 (c) PS발파

그림 9. 발파 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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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계측기 설치 위치도

(b) 터빈기초(#2-지상 1층) (c) 터빈설비(#3-지상 2층)

(d) 지하 공동구(#4-지하 1층) (e) 지하 공동구(#5- 지하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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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지하 공동구(#6-지하 1층)

그림 10. 계측기 설치 위치

No. 측정위치
지반진동(cm/s) 발파소음

(dB(A))

이격거리

(m)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비고

Trans. Vert. Long.

1

#2(1층) 0.058 0.100 0.049 79.1 74.2

2.0 PS발파

#3(2층) 0.108 0.068 0.103 70.8 95.0

#4(지하) 0.111 0.275 0.651 64.6 65.4

#5(지하) 0.114 0.433 0.095 63.0 41.6 

#6(지하) 0.073 0.167 0.082 66.2 62.2

2

#2(1층) 0.030 0.071 0.031 85.3 105.1

3.5 본발파1

#3(2층) 0.069 0.060 0.054 73.8 126.5

#4(지하) 0.088 0.092 0.044 62.1 77.4

#5(지하) 0.066 0.143 0.060 64.7 104.2

#6(지하) 0.046 0.082 0.065 61.8 93.0

3

#2(1층) 0.061 0.095 0.041 84.2 100.3

3.5 본발파2

#3(2층) 0.105 0.079 0.071 76.9 121.6

#4(지하) 0.117 0.135 0.054 62.4 91.6

#5(지하) 0.100 0.265 0.937 60.6 68.0

#6(지하) 0.073 0.106 0.079 61.2 88.2

4

#2(1층) 0.033 0.065 0.022 82.8 105.6

2.4 본발파3

#3(2층) 0.042 0.043 0.033 75.2 128.5

#4(지하) 0.333 0.071 0.031 65.2 122.4

#5(지하) 0.047 0.156 0.049 60.7 92.7

#6(지하) 0.041 0.096 0.035 62.2 93.6

5

#2(1층) 0.076 0.117 0.068 85.4 100.3

3.5 본발파4

#3(2층) 0.087 0.034 0.092 75.2 121.6

#4(지하) 0.105 0.189 0.092 65.2 91.7

#5(지하) 0.141 0.348 0.100 60.5 67.9

#6(지하) 0.129 0.019 0.100 62.8 88.2

표 3. 발파진동 계측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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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측정위치
지반진동(cm/s) 발파소음

(dB(A))

이격거리

(m)

최대 지발당

장약량(kg)
비고

Trans. Vert. Long.

6

#2(1층) 0.049 0.046 0.028 81.2 103.1

2.4 본발파5

#3(2층) 0.051 0.037 0.042 75.3 125.5

#4(지하) 0.071 0.068 0.044 58.5 112.6

#5(지하) 0.108 0.125 0.049 63.9 82.8

#6(지하) NA NA NA NA 88.3

7

#2(1층) 0.054 0.114 0.050 79.9 96.4

3.75 본발파6

#3(2층) 0.127 0.076 0.119 73.7 117.1

#4(지하) 0.093 0.216 0.077 60.4 89.9

#5(지하) 0.133 0.321 0.096 61.7 65.7

#6(지하) 0.079 0.195 0.108 65.4 84.2

8

#2(1층) 0.060 0.108 0.058 80.9 94.2

4.0 본발파7

#3(2층) 0.141 0.088 0.119 73.3 115.0

#4(지하) 0.132 0.240 0.698 77.5 85.4

#5(지하) 0.144 0.348 0.143 63.3 61.7

#6(지하) 0.093 0.151 0.100 70.9 82.8

9

#2(1층) 0.058 0.110 0.049 80.4 92.0

4.0 본발파8

#3(2층) 0.084 0.079 0.081 74.4 112.7

#4(지하) 0.082 0.187 0.081 66.3 83.2

#5(지하) 0.090 0.276 0.762 61.9 59.4

#6(지하) 0.066 0.151 0.084 67.4 80.4

10

#2(1층) 0.049 0.122 0.046 81.2 89.9

4.0 본발파9

#3(2층) 0.108 0.105 0.085 75.7 110.3

#4(지하) 0.096 0.194 0.081 65.3 80.9

#5(지하) 0.111 0.275 0.088 64.5 57.2

#6(지하) 0.063 0.176 0.093 65.2 78.1

11

#2(1층) 0.046 0.133 0.036 81.2 87.4

3.75 본발파10

#3(2층) 0.096 0.071 0.124 74.2 107.9

#4(지하) 0.085 0.281 0.063 62.2 78.5

#5(지하) 0.116 0.368 0.095 61.4 54.9

#6(지하) 0.092 0.165 0.106 61.9 75.6

12

#2(1층) 0.068 0.132 0.049 78.4 85.1

3.75 본발파11

#3(2층) 0.162 0.103 0.088 73.4 105.6

#4(지하) 0.121 0.197 0.081 61.4 76.2

#5(지하) 0.135 0.373 0.117 63.0 52.5

#6(지하) 0.073 0.152 0.119 62.8 72.2

13

#2(1층) 0.066 0.132 0.049 79.9 82.8

3.75 본발파12

#3(2층) 0.114 0.098 0.088 72.8 103.2

#4(지하) 0.154 0.164 0.092 61.2 73.9

#5(지하) 0.146 0.292 0.873 61.9 50.3

#6(지하) 0.079 0.171 0.114 63.8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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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기술사례는 산업용 플랜트 기초(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대하여 발파해체 방식을 채택하여 해체⋅시

공을 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플랜트 기초 콘크리트의 규격과 형상에 따라 설

계⋅적용된 발파 패턴은 부분 파쇄와 완전 파쇄가 이

루어져 전체적인 파쇄상태가 양호하였다. 하지만 고

강도의 콘크리트와 조밀한 철근 배근 때문에 목표 위

치에 정확한 천공작업이 어려웠던 일부 구간은 파쇄

가 미흡하였으나, 전체적으로 적정하게 파쇄되어 2차 

소할작업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진동 및 소음, 분진 등의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

함으로써 주변 시설물에 피해 없이 발파를 완료하였다.

3) 향후, 플랜트 기초에 발파해체 시 발생할 수 있

는 시공상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보완하면 플랜트 기

초 발파해체 공법은 시간적⋅공간적 환경위해요소를 

최소화 할 수 있는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해체공법으

로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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