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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TX A 터널정거장에 대한 전자뇌관 적용 시공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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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f GTX A Tunnel Station Blasting with 

Electronic Detonator

Nam-Sun Hwang, Kyung-Hyun Kim, Jeoung-Hwan Kim, 

Yoo-Hyeon Seong, Chang-Won Lee

Abstract Electronic detonators are widely used in various construction sites due to accurate delay time. 
Including the cases with exceeded noise and vibration from site using electric/non-electric detonator, 
electronic detonators are used to improve blast fragmentation or to reduce the cost of secondary partial 
blasting. Furthermore, the number of cases using electronic detonators are increased for reduction of the 
cost and construction period by maximizing operations efficiency.
This case study is about applying electronic detonators on large section station, tunnel construction site 
which is the part of urban area GTX A project. Although it was initially planned to utilize non-electric 
detonators, damage was inflicted on safety-thing. We have considered blasting method using electronic 
detonators as solution of this problem. By applying electronic detonators, we not only satisfied 
environmental regulations but also prevented nearby safety-thing from getting damaged. In addition, we 
were able to shorten the construction period than the initial plan by conducting single simultaneous 
blasting on large section station, in order to ensure safe and efficient construction.

Key words Electronic detonator, Construction site, Noise, Vibration, Secondary partial blasting, Fragmentation, 
Environmental regulation

초 록 정밀한 시차를 갖고 있는 전자뇌관은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폭넓게 사용되고 있다. 전기뇌관이나 비전기뇌

관을 이용한 발파현장에서 소음과 진동이 허용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를 비롯하여, 발파작업에 의한 파쇄도를 개

선하거나, 2차 소할의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사용된다. 또한 작업효율성을 극대화하여 공사기간을 단축시키며 비

용을 절감하기 위해 전자뇌관을 이용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사례는 도심지 내 GTX A 프로젝트에서 대단면 정거장 공사현장에 전자뇌관을 적용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설계에 비전기뇌관을 이용하여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발파작업을 진행하던 중 보안물건에 손상이 가해졌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검토하였다. 전자뇌관을 적용하여 발파소음과 진동

에 대한 환경규제기준을 충족시켰으며 인근의 보안물건에 대한 손상을 방지할 수 있었다. 또한, 안전과 효율적인 

시공을 위해 정거장 대단면을 1회 동시발파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계획대비 공사기간을 단축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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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도심지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SOC 프로젝트들

은 인근에 보안물건들이 근접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현장은 사전 설계단계에서 보안물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최적의 굴착공법이 반영되고 

있다. 화약을 이용한 굴착공법이 반영된 일부 현장에

서 당초 계획과 달리 발파에 의한 소음과 진동이 환

경규제 기준을 초과하거나 또는 지형학적 특성 및 지

반여건 등으로 인근보안 물건에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

본 사례는 도심지 내에서 시공 중인 GTX A 대단

면 터널정거장을 위한 공사현장에서 전자뇌관을 적용

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공

법으로 반영되었으나, 발파를 진행하던 중 보안물건

에 대한 손상과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대안공법으

로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을 검토하였다. 소음

과 진동을 환경규제 기준 이내로 충족시켜 보안물건

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최적의 지발당 장약량과 공

간격, 저항선에 대한 발파 패턴도를 찾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비전기뇌관 발파에서 대단면을 중앙, 좌, 

우 영역으로 분할하여 각 영역을 수 차례에 걸쳐 소

규모 발파를 진행하였으나. 정밀한 초시를 갖고 있는 

전자뇌관을 이용한 공법을 통해 생산적인 발파작업과 

공기 단축을 통한 비용절감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HEBS II 전자발파 시스템 

2.1 전자뇌관

전자뇌관의 지연초시는 전자집적회로(IC칩)에 의하

여 제어되기 때문에 높은 초시 정밀도(0.02%)를 갖고 

있다. 또한, 사용자가 현장의 환경에 적합한 초시를 

1ms 초시간격으로 직접 입력이 가능하다. 반면 전기

뇌관 및 비전기뇌관은 지연제의 연소에 의한 기폭시

스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시차의 편차가 큰 편이

다. 전자뇌관은 인접 발파공에서 발생되는 발파진동

파형의 중첩에 의한 증폭을 방지하여 소음과 진동을 

경감시키는데 탁월한 효과가 있다(㈜한화, 2016; 황남

순 외, 2017). 이러한 전자뇌관의 장점 때문에 일반발

파가 불가능한 현장이나 기계식굴착에 의해 설계된 

현장에서 전자뇌관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최근

에는 터널현장 뿐만 아니라 일반 석산 현장에서도 널

리 사용되고 있다. 일반 석산 현장에서는 소음과 진

동경감에 따른 대규모 발파작업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발파 후 후속 공정인 2차 파쇄 및 운반, Crushing 비

용 절감을 위해 전자뇌관을 사용하고 있다(황남순 외, 

2019; ㈜한화, 2020).

2.2 HEBS II (Hanwha Electronic Blasting System II)

㈜한화에서 개발한 HEBS II(Hanwha Electronic 

Blasting System II)는 전자뇌관 발파시스템으로 블라

Fig. 1. HEBS II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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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터(발파기), 플래너(초시입력기), 로거(테스터기), 하

네스와이어, 그리고 HiTRONIC II™(전자뇌관)으로 이

루어져 있다(Fig. 1). Fig. 2는 HEBS II 발파시스템에 

대한 설명이다. HiTRONIC II™ 전자뇌관의 지연초시

는 1ms부터 최대 50,000ms까지 가능하며, 발파기를 

이용하여 단일모드에서 최대 3,000발, 다중발파 시에 

최대 63,000발의 뇌관을 기폭 할 수 있다(㈜한화, 

2017; ㈜한화, 2019).

3. 시공사례

3.1 현장개요

당 현장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GTX A) 제

00공구 터널정거장 굴착 공사현장으로 도심지에 위치

하고 있다. 주변에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힐스테이트

일산오피스텔, 꿈에그린아파트 등의 보안물건이 근접

해 있다. 터널정거장의 설계는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이 적용되었다.

Fig. 3. 현장 현황

HiTRONIC IITM

⋅최대 50,000ms, 1ms 단차

ㆍ0.02% 초시 정밀도

ㆍ고유 ID(QR 코드) 사용 

ㆍ전기, 전정기 테스트 완료

  (과전류 4A, 정전기 2500pF, 

30kV)

Planner

(ID를 읽고, 초시 입력)

⋅Scan type 운용 장비(QR 코드 스캔)

ㆍ최대 1,000발 운용

ㆍ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운용(HiPlanner)

ㆍ무선 블루투스 통신(Logger, Blaster)

Connector

⋅병렬연결

ㆍ편리한 결선

Blaster

⋅단일모드기준 최대 3,000발

ㆍ다중 발파시 최대 63,000발 

운용

ㆍ이중 보안 잠금장치

  (비밀번호, 카드키)

Harness Wire

(Blasting cable)

⋅뇌관을 결선하기 위해 사용 

ㆍ전용 Harness Wire 사용 추천

ㆍ편의성, 강도 향상된 Duplex 타입

ㆍ250m/roll

Logger

⋅선로 테스트 가능

ㆍ최대 500발 운용

ㆍ뇌관과 플래너 사이 통신 기능

ㆍ블루투스 통신 

Fig. 2. HEBS II 발파시스템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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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널굴착을 위한 발파 시공 중 인근 보안물건에서 

측정한 소음 및 진동은 허용기준치를 충족하였으나 

시설물에 대한 손상 및 민원이 발생하였다. 이에 안

전하고 신속한 시공을 위한 대안 굴착공법을 검토하

게 되었다. Fig. 3은 당 현장 위치와 현장모습이다.

3.2 보안물건 현황

Table 1은 당 현장 인근의 보안물건 현황이다. 시

험발파 구역에서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은 46m, 힐스

테이트일산오피스텔은 134m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Fig. 4는 시험발파 위치를 나타낸다.

3.3 환경규제 기준

당 현장의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진동 및 소

음 허용기준은 Table 2와 같다. 발파소음, 진동 규제

기준은 소음진동관리법 및 시공 설계보고서를 참고로 

하여 적용하였다. 인근 보안물건 중 주거시설은 

0.2cm/sec, 상업시설 및 공공시설은 진동 허용기준치 

0.3cm/sec로 설정하였다. 소음 허용 기준치는 소음진

동 관리법 시행규칙 생활소음⋅진동규제기준(제20조 

제3항 관련)을 참조하여 주간 75dB(A)로 설정한다(국

토교통부, 2006; 환경부, 2019).

구 분 보안물건

발파구역

에서 

최단거리

현 황

현대

모터

스튜

디오

고양

46m
상업

시설

힐스테

이트

일산오

피스텔

134m
주거

시설

Table 1. 보안물건 현황

보안물건 진동속도 진동레벨 발파소음

주거시설 0.2 cm/sec 75 dB(V) 75 dB(A)

상업시설 0.3 cm/sec 75 dB(V) 75 dB(A)

Table 2. 발파진동 및 소음 허용기준

Fig. 4. 주변 보안물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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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전자뇌관 굴착검토 사유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터널정거장 발파 굴착 중 인

접 보안물건인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 Table 3과 

같이 시설물 손상 및 민원이 발생하였다. 상시 계측

결과 측정데이터는 환경규제기준을 충족하였으나 비

전기뇌관 사용 시 뇌관초시 오차에 의한 진동의 중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정밀한 시차를 통한 

진동 및 소음 제어가 용이한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

공법으로 발파패턴 변경을 검토하게 되었다.

발생일자 피해장소 피해위치 피해내용

2021.5.

현대모터

스튜디오

1층

가구 

마감재 

2021.5.

현대모터

스튜디오

지하3층

강화유리 

파손 

2021.5.

현대모터

스튜디오

지하1층

출입문 

브라켓 

고정 부위 

탈락

Table 3. 인근 보안물건의 피해현황

3.5 발파패턴도 및 시험발파 제원표 

당 현장에서 실시한 시험발파 패턴도는 Fig. 5와 

같다. 인근의 보안물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

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영역별로 나누어 각각 1회씩 

총 2회 분할발파를 실시하였다. 1-1영역은 보안물건과 

최근거리(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46m)에 근접해 있어 

공간거리를 축소하여 천공하였으며 지발당 장약량을 

최소화하여 발파를 실시하였다. 반면, 상대적으로 보

안물건과 원거리(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53m)에 위치

한 1-2영역은 공간거리와 지발당 장약량을 늘려 시험

발파를 실시하였다. Table 4는 각영역별 시험발파 제

원이다. 

Fig. 5. 적용 발파패턴도

구 분

터널정거장 

1-1영역 SPLC-2 

(에멀젼 0.25kg + 

전자뇌관)

터널정거장 

1-2영역 SPLC-2 

(에멀전 0.375kg + 

전자뇌관)

폭약 에멀젼

(Φ32×295mm, 

0.25kg)

158.5ea(39.625kg) 160ea(40.000kg)

정밀폭약

(Φ17×500mm, 

0.10kg)

23ea(2.300kg) 23ea(2.300kg)

사용뇌관(공수) 전자뇌관(170EA) 전자뇌관(122EA)

전자뇌관 

전용모선

(Harness Wire)

20m 20m

발파기(Blaster) 1대 1대

Tester 1대 1대

Logger 1대 1대

공 경(mm) 45 45

천공장(m) 1.3 1.3

굴진장(m) 1.2 1.2

지발당 

장약량(kg/delay)
0.25 0.375

단면적(㎡) 32.277 32.277

총장약량(kg) 41.925 42.300

비장약량(kg/㎥) 1.082 1.092

Table 4. 발파제원표

3.6 시공절차

Fig. 6은 전자뇌관 시공에 대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안전한 시험발파를 위해 천공 후 터널단면에 

대한 부석 제거작업과 마킹작업을 실시하였다. 천공

장 및 공간격을 확인하여 계획된 장약량과 전색

(Stemming)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그룹별로 결

선작업과 초시입력 작업을 실시하였다. 

터널의 중앙부분을 제외한 좌, 우 측면에 대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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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발파를 실시하였다. 시험발파 당시에는 터널중앙부

분에 터널개착을 위한 사갱이 위치하고 있어 단면적

이 협소하였으나(Fig. 5) 터널굴진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터널면적이 확대되었다(Fig. 9). 터널 중앙부분은 

좌, 우 측면에 비해 6m 선굴진과 안전을 고려하여 터

널측벽에 대한 보강작업이 이루어졌다. Fig. 10은 본 

발파 작업을 진행하는 모습이다. 

3.7 계측기 설치 현황

시험발파에 의한 정밀한 결과 분석을 위해 보안물

천공확인 및 마킹작업 장약 및 전색작업

결선작업 초시입력

발파준비완료(1-1영역/ 1-2영역)

Fig. 6. 전자뇌관 시공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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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비롯한 현장 인근에 계측기를 설치하였다. Fig. 

7은 계측기 설치 위치를 나타낸다. 특히 인접한 현대

모터스튜디오고양에는 발파에 따른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건물의 지상에서부터 지하층까지 여러 대의 계

측기를 설치하였다. 

3.8 시험발파 결과

시험발파는 1-1영역과 1-2영역으로 나누어 총 2회 

실시하였다. Table 5와 7은 진동속도, Table 6와 8은 

소음레벨 계측결과이다. 발파진동 및 소음계측 값은 

모든 보안물건에서 허용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대우건설, 2021).

계측기
거 리

(1-1영역/1-2영역)
비 고 범 례

� 55m/ 66m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지하4층

시험발파위치� 53m/ 57m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지하3층

� 46m/ 53m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지하1층

� 계측기 번호
� 66m/ 79m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지상1층

� 143m/ 134m 힐스테이트일산오피스텔

� 60m/ 49m 자유장1

계측기� 76m/ 63m 자유장2

	 94m/ 80m 자유장3

Fig. 7. 계측기 설치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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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측위치

지발당장약량(kg/delay)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힐스테이트

일산오피스텔지하4층 지하3층 지하1층 지상1층

0.3cm/s 0.3cm/s 0.3cm/s 0.3cm/s 0.2cm/s

0.25 0.111 0.0476 0.0825 - -

측정결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Table 5. 시험발파 진동속도 결과(1-1영역, SPLC-2) 

 계측위치

지발당장약량(kg/delay)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힐스테이트

일산오피스텔지하4층 지하3층 지하1층 지상1층

0.3cm/s 0.3cm/s 0.3cm/s 0.3cm/s 0.2cm/s

0.375 0.0254 0.0365 0.0238 - -

측정결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Table 7. 시험발파 진동속도 결과(1-2영역, SPLC-2) 

 계측위치

지발당장약량(kg/delay)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힐스테이트

일산오피스텔지하4층 지하3층 지하1층 지상1층

0.3cm/s 0.3cm/s 0.3cm/s 0.3cm/s 0.2cm/s

0.25 74.8 60.1 72.7 - -

측정결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Table 6. 시험발파 소음레벨 결과(1-1영역, SPLC-2)

 계측위치

지발당장약량(kg/delay)

현대모터스튜디오고양 힐스테이트

일산오피스텔지하4층 지하3층 지하1층 지상1층

0.3cm/s 0.3cm/s 0.3cm/s 0.3cm/s 0.2cm/s

0.375 65.4 53.1 74 - -

측정결과 미만 미만 미만 미만 미만

Table 8. 시험발파 진동속도 결과(1-2영역, SPLC-2) 

Fig. 8. 발파 후 파쇄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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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은 전자뇌관 시험발파 후, 암 파쇄상태를 확

인한 결과이다. 미굴이나 여굴 없이 계획했던 굴착예

정선과 굴진장, 그리고 양호한 파쇄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9는 시험발파 결과를 바탕으로 본 발파

에 대한 제안 발파패턴도이다. 본 발파에서는 터널 

영역을 중앙, 좌, 우의 3영역으로 구분하여 공간격 및 

지발당 장약량을 달리하여 경제적인 발파가 가능하도

록 하였다. 또한 작업의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3영

역에 대한 발파작업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3영역에 

대한 천공, 장약, 발파, 상차, 보강작업이 동시 Cycle

Fig. 9. 본 발파 제안 패턴도

Fig. 10. 본 발파 작업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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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진행되어 전체 작업시간과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었다. HEBS II 전자뇌관 발파시스템의 편리한 기

능을 이용하여 터널 전단면을 1회 동시기폭으로 3영

역에 대한 개별적인 소음과 진동 계측이 이루어지도

록 하였다(영역별 지연시차는 1,000ms이상 설정).

4. 맺음말

당 현장은 터널정거장 대단면(폭 26m, 높이 17.65m) 

공사현장으로 설계단계에서 주변 보안물건에 대한 진

동허용 기준치는 주거시설 0.2cm/sec, 상업시설, 공공

시설에서 0.3cm/sec, 소음은 75dB(A) 이하로 적용하여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으로 반영되었다. 비전

기뇌관을 이용한 본 발파를 실시한 결과, 인근 보안

물건에서 측정된 계측값은 모두 허용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그러나 최근거리에 위치한 보안물건(현대

모터스튜디오고양)에서 시설물에 대한 손상 및 민원

이 발생하여 전자뇌관을 이용한 발파공법 변경을 검

토하였다. 

터널 좌, 우측면에서 전자뇌관을 이용한 시험발파 

결과, 소음과 진동이 환경규제기준 이내로 충족되었

으며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기존발파에 비해 진동속도

는 50∼60%, 소음레벨은 8∼10%의 개선 효과를 확인

하였다. 기존 비전기뇌관을 이용한 발파에서는 강화

유리 파손 및 가구마감재 균열등의 피해가 보고 되었

으나 전자뇌관을 이용한 공법을 적용한 이후, 추가적

인 물적 피해는 발생하지 않고 있다. 

기존에는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 및 민원을 의식하

여 터널 좌, 우, 중앙 구역에 대해 각각 수차례 분할

발파를 실시하였으나, 전자뇌관을 이용한 공법변경을 

통해, 터널 전단면(좌, 우, 중앙)을 동시 발파를 실시

하였으며 이로 인해 터널굴착 공기를 대폭 단축할 수 

있었다. 전자뇌관 발파시스템의 편리한 기능을 이용

하여 터널 3개 구역을 한번에 기폭 시켰으며 이러한 

전단면 발파의 경우, 각 구역별로 지연초시(1000ms 

이상)를 설정하여 진동 및 소음에 대한 데이터를 개

별적으로 확인하였다. 설계에서 안전을 고려하여 터

널 중앙부를 선굴진하면서 보강이 이루지도록 되어 

있어, 터널의 중앙부와좌, 우 영역에 대해 6m의 거리

를 두면서 1회 동시기폭으로 발파를 실시하고, 발파 

후 터널 지보설치 및 보강작업을 실시하였다. 천공, 

장약, 발파, 상차, 보강작업이 동시에 진행되어 장비

에 운영 및 안전을 대폭 향상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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