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현대 산업구조물은 다양한 형태와 구조를 갖고 원

활한 기능을 위해 다양한 주변 시설물과 복잡하게 연

계되어 있으며, 대규모, 고강도, 고강성의 특성을 지

니고 있다. 이러한 산업구조물 중 노후화로 인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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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구조물을 해체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산업

구조물 해체 후 산업부지를 개발 전 본래의 자연의 

모습으로 복원하여 친환경 발전과 탄소중립을 향한 

복원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산업구조물의 해체공사는 일반적으로 지속적인 진

동, 소음, 분진 등의 발생과 공사 기간 증가에 따른 

시간적 제약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환경공해를 최소

화하고 시공능률을 높이기 위해 발파해체공법 또는 

발파해체공법과 기계식 해체공법이 혼용된 해체공법

을 적용할 수 있으며(박훈 외, 2021), 산업구조물 및 

특수구조물의 해체에 발파해체 공법을 적용한 사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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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Explosive Demolition of a the Industrial Stack

Hoon Park, Sung-Woo Nam, You-Song Noh, Suk-Weon Kim, Chul-Gi Suk

Abstract Recently, the demand of demolition for the unnecessary industrial structure is increasing due to 
deterioration tendency and the issue of demolition is becoming a major highlight. The restoration of the 
dismantled industrial site to its original natural state was currently underway. This execution case was 
intented to describe an application of the felling method one of the explosive demolition method to the 
demolition of the industrial stack. This stack was 150m high, a composite structure in which the outer 
wall of the stack was a reinforced concrete shell structure and internal stovepipe was a steel shell structure. 
As as result of the explosive demolition, the stack had collapsed precisely according to estimated direction. 
And the explosive demolition was completed without causing any damage to surrounding facilities.

Key words Explosive demolition, Stack, Reinforced concrete shell structure, Steel shell structure, Felling 
method

초 록 최근 노후화로 불용되는 산업구조물의 해체 수요가 증가하면서 산업구조물 해체에 대한 관심이 부각되고 

있으며, 해체된 산업부지를 원래 자연의 모습으로 복원하는 공사가 주요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본 시공사례는 

구조적 노후화와 기능적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산업용 연돌 해체에 발파해체공법 중 전도공법을 적용하였다. 

해당 연돌은 높이 150.0m이고, 연돌 외벽이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이며, 내부 연통은 스틸 셸 구조물인 복합구

조물이다. 발파해체결과, 연돌은 예측된 방향으로 정확히 전도하였고, 주변 시설물에 피해 없이 발파해체를 완료

하였다.

핵심어 발파해체, 연돌,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 스틸 셸 구조물, 전도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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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고 있다(박과 석, 2009, 박훈 외, 2016, 박훈 외, 

2018, 노유송 외, 2021, 박훈 외 2021). 본 시공사례는 

기능적 요건에 적합하지 못하여 해체가 결정된 연돌 

해체공사에 적용한 발파해체공법에 대한 시공사례를 

기술하였다.

2. 시공개요

본 현장은 서천군에 위치한 (구)서천화력발전소의 

연돌 해체현장이다. (구)서천화력발전소 1, 2호기는 

1983년 12월에 상업운전을 개시한 후 2017년 6월 가

동을 중단하였다. 해체 대상 구조물 주변에는 현재 

가동 중인 시설물은 존재하지 않으나, 연계된 주변 

구조물의 해체를 진행하고 있으며, (구)서천화력발전

소를 해체한 후 친환경 발전과 탄소중립을 위해 원래

의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리는 복원공사가 계획되어있

어 공사기간 내에 해체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또한 

주변에 인접한 시설물과 보안물건에 대한 피해가 발

생하지 않기 위해 환경공해를 최소화하고 시공효율을 

높이기 위한 발파해체설계와 방호를 계획하였다.

3. 발파대상 구조물의 구조 및 주변 현황

3.1 발파대상 구조물의 구조

발파해체대상 구조물인 연돌의 외벽은 철근콘크리

트 셸 구조물이며, 내부 연통은 스틸 셸 구조물이 2

개 존재하는 복합구조물이다(Fig. 1). Fig. 2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은 높이 147.0m, 하단부 외경 

17.8m, 상단부 외경 9.7m, 두께 495mm이며, 스틸 셸 

(a) 평면도 (b) 측면도-90°방향 (c) 측면도-270°방향

Fig. 2. 연돌 평면도 및 측면도

Fig. 1. 발파대상 구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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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물은 직경 43.4m, 높이 150.0m, 두께 8mm이며, 

연돌 외벽의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 115°방향과 245°

방향에 2개의 후드부를 가지고 있다.

3.2 주변현황

발파대상 구조물의 주변현황은 Fig. 3과 같다. 주요 

보안물건으로 마량리 마을 내 민가와 마을회관, 동백

정 매표소, 동백정이 있다. 보안물건과의 거리는 

208.2∼368.0m 이격되어 있으며, 발파대상 구조물과 

주요 보안 물건의 이격거리는 Table 1과 같다.

보안물건 구조 이격거리(m)

마량리 마을-1(민가) 조적 구조 285.5

마량리 

마을-2(마을회관)

철근 콘크리트 

구조
368.0

마량리 마을-3(민가) 조적 구조 320.7

동백정 매표소 경량 철골구조 306.5

동백정 목재구조 208.2

Table 1. 보안물건과의 거리

4. 주요공정

4.1 발파설계

연돌은 센터라인에서 직각방향으로 시차를 두어 

발파함으로써 연돌이 전도 붕괴되는 전도공법으로 선

정하였다. 전도공법의 발파해체 시 고려할 사항은 발

파 개구부의 형태, 발파 개구부의 각도, 발파 개구부

의 높이이다. 발파 후 충분한 회전 모멘트가 발생되

기 전까지 후방파쇄를 방지하기 위해 발파 개구부의 

형태는 사다리꼴로 하였고, 수직방향의 초기속도를 

조절하여 충분한 회전 모멘트의 발생을 유도하기 위

해 연돌 외벽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 및 내부 스틸 

셸 구조물의 개구부의 각도는 230°, 발파 개구부의 높

이는 각각 2.5m, 1.5m, 전도 방향은 0°방향으로 전도

하도록 설계하였다.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은 외부에서 천공 후 폭약

을 장약하여 발파파쇄하고, 스틸 셸 구조물은 장약용

기를 사용하여 절단하도록 설계하였다. 장약용기는 

최대 절단 깊이에 도달 할 때까지 절단 깊이가 증가

Fig. 3. 주변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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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구간인 run-up 구간과 절단 깊이가 감소하는 구

간인 run-down 구간이 존재한다. 따라서 기존 수행한 

연구(박훈 외, 2018, 박훈 외, 2020)를 통해 검토된 바

와 같이, 장약용기는 계획된 절단 길이를 절단 시작

과 끝 지점에 3.0cm 씩 추가한 길이로 설계하였다. 

다음 Fig. 4는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과 스틸 셸 구

조물의 발파구간 및 사전취약화 구간의 평면도를 나

타낸 것이다.

4.2 시험발파

시험발파는 설계 장약량, 공간격, 저항선 등의 적

정성을 판단하고 보정하여 본 발파해체 시 적정한 장

악량을 결정하기 위해 수행하였고 Fig. 5와 같이 연돌 

외벽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전취약화 구간 1에 장

약량을 달리하여 2가지 유형으로 계획하였다. 발파공

은 착암기를 사용하여 천공경  38mm, 천공장 350mm, 

저항선 500mm, 공간격 500mm로 하여 타입별 4공씩 

총 8공을 수평으로 천공하였다. A 타입의 공당 장약

량은 0.125kg이며, B 타입의 공당장약량은 0.083kg을 

적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하였다. 다음 Table 2는 시

험발파에 사용한 발파 제원이다.

시험발파에 사용된 화약은 Table 3과 같은 제원을 

갖는 에멀젼계 폭약이었고 쇄석과 모래를 이용하여 

전색하였다. 기폭에 사용한 뇌관은 Orica의 전자뇌관

인 eDevTMⅡ를 사용하였다. 1차 방호는 능형철망

(#8-58mm), 장섬유 부직포(350g/m2)를 와이어를 이용

해 고정하였고, 2차 방호는 톤백을 발파정면에 쌓아

올려 방호하였다. 또한, 연돌 상부와 지면 충돌 시 발

생하는 분진을 제어하기 위한 분사시험을 수행하였다. 

분사시험은 프랑스 Delair CFD사의 vertical dust 

suppression system을 적용하였고, 철사를 이용하여 제

작한 도폭선 고정장치를 페들링 풀(padding pool)에 

설치 한 후 기폭하여 물의 분사 높이가 확인되도록 

하였다. Fig. 6은 시험발파 작업과정이다.

(a) 평면도(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 (b) 평면도(스틸 셸 구조물)

Fig. 4. 연돌의 발파구간 및 사전취약화 구간

구분
천공경

(mm)

천공장

(mm)

공간격

(mm)

저항선

(mm)

천공수

(EA)

공당 장약량

(kg/hole)

총 장약량

(kg)

A 38 350 500 500 4 0.125 0.500

B 38 350 500 500 4 0.083 0.332

소계 8 0.832

Table 2. 시험발파 제원

Fig. 5. 시험발파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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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발파 결과 A 타입, B 타입 모두 공별 파쇄 정

도는 양호하였으나 콘크리트가 탈락되지 않고 발파구

간에 존재하였다(Fig. 7). 따라서 본 발파 시 확실한 

콘크리트 제거를 위해 공간격 500mm, 저항선 250mm, 

장약량 0.1kg을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변 비산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 적절한 방호 성능을 확인 하였

다. 물 분사 시험 결과 20m 이상의 분사높이를 확인

하여, 본 발파 시 분진저감 대책으로 패들링 풀을 적

용 할 수 있었다.

4.3 사전취약화

연돌 외벽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의 사전취약화 

구간은 1구간, 2구간으로 설계하였고, 내부 스틸 셸 

구조물의 사전취약화 구간은 1구간, 2구간, 절단 구간

(a) 천공 (b) 방호 (c) 패들링 풀

Fig. 6. 시험발파 

(a) 정면(A 타입) (b) 후면(A 타입) (c) 후면(B 타입)

Fig. 7. 시험발파 결과

폭속

(m/s)

가비중

(g/cc)

폭발열

(Kcal/kg)

낙추감도

(cm)

가스량

(l/kg)
내한성(℃) 내수성

5,900 1.15∼1.20 950 100 888 -20 최우수

Table 3. 폭약제원((주)고려Nobel화약)

(a) 와이어 쏘 절단 (b) 산소 절단 (c) 사전취약화 후 모습

Fig. 8. 사전취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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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계하였다. 사전취약화 1구간은 자유면 확보 

역할을 하며, 사전취약화 2구간은 전도방향을 정확하

게 유지할 수 있도록 힌지점 형성 역할을 수행한다.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은 사전취약화 구간을 와

이어 쏘로 절단한 후 1.0m3급 유압 장비를 사용하여 

파쇄하였고, 스틸 셸 구조물은 산소 절단기를 이용하

여 사전취약화 구간, 절단구간, 장약용기 설치 구간을 

취약화하였다(Fig. 8).

4.4 장약용기 제작

두께 8mm의 스틸 셸 구조물을 절단하기 위해 두

께 1.5mm, 순도 99.9%의 구리판을 사용하여 W자형

으로 장약용기를 제작하였다. 장약용기의 중심각도는 

70°, 양측면부의 각 35°, 곡률반경은 1.5mm로 절곡하

였다. 장약용기의 폭과 높이는 절단 대상 스틸 셸 구

조물의 두께 및 절단 길이를 고려하여 폭 25mm, 높

이 28mm, 길이 300mm로 제작하였다. 장약용기의 고

정 및 일정한 절단 성능 확보를 위한 stand-off의 유

지를 위해 장약용기 고정장치를 L형으로 제작하였다. 

장약용기와 장약용기 고정장치의 결합은 M4(직경 

4mm, 길이 8mm)의 볼트를 이용하여 고정하였다(Fig. 9).

4.5 천공 및 장약

천공은 연돌 외벽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 외부에

서 착암기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천공하였다. 천공경 

38mm, 공간격 500mm, 저항선 250mm로 총 313공 

천공하였다. 스틸 셸 구조물의 경우 절단 예정선에 

장약용기를 고정하기 위해 핸드드릴을 이용하여 천공

경 5.5mm로 천공하였다.

장약은 시험발파와 동일한 에멀전계 폭약을 사용

하였고,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의 경우 공당 0.1kg씩 

총 31.3kg을 장약하였고, 쇄석과 모래로 전색하였다. 

스틸 셸 구조물의 절단을 위한 장약용기는 폭약 충진 

전에 좌우 측면을 아크릴 판으로 고정한 후 장약용기 

안쪽의 이물질을 제거하였다. 한쪽 측면 아크릴판에 

뇌관 삽입 구멍을 제작하고 뇌관 고정을 위해 아크릴

판을 제작하였다. 이후 장약용기 내 폭약을 일정하게 

충진하였고, 충진에 사용된 폭약량은 약 15.0kg 이다. 

충진이 완료된 장약용기 상부에는 폭약의 흘러내림 

방지를 위한 아크릴판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고정하였

(a) 장약용기 (b) 장약용기 고정장치

(c) 장약용기와 장약용기 고정장치 결합

Fig. 9. 장약용기 및 장약용기 고정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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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절단 예정 위치에 장약용기를 고정하기 위해 직

경 8mm의 육각 직결나사와 일정한 Stand-off를 유

지하기 위해 평와셔를 이용하여 스틸 셸 구조물 외부

에 장약용기를 고정하였다(Fig. 10).

4.6 방호

방호는 연돌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1차 방호부

터 3차 방호까지 수행하였다. 1차 방호는 철근콘크리

트 셸 구조물에 장섬유 부직포(350g/m2)와 능형철망

(#8-58mm)을 이용하였고, 와이어를 이용하여 발파대

상 부재에 밀착하여 결속하였다. 2차 방호는 1차 방

호재를 뚫고 비산할 수 있는 비석을 2차적으로 차단, 

발파 시 사전취약화 개구부와 후드부를 통해 비산 할 

수 있는 비석을 차단하기 위해 장섬유 부직포(350g/m2)

를 이용하여 방호하였다. 3차 방호는 1차 및 2차방호

로도 만약에 발생할 수 있는 비석과 분진을 제어하고 

붕괴 시 지면 충돌에 의한 파쇄석의 비산 및 파쇄석

과 파쇄석 간의 2차 충돌에 의한 비산을 방지하기 위

해 연돌 측면에 폐 컨테이너 박스를 설치하였다.

전도 방향의 선단 및 측면부에 지면 충돌 시 발생

하는 파쇄석의 비산과 분진을 제어하기 위해 쌍줄 비

계를 설치하였고, 장섬유 부직포(350g/m2)와 그물망, 

양계망을 설치하였다. 연돌 상단이 지면과 충돌 후 

발생된 폭풍압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도 방

향의 쌍줄비계는 그물망을 설치하였다. 

분진을 제어하기 위해 전도 방향 바닥에 장섬유 

부직포(350g/m2)를 설치한 후 습윤처리 하였다. 추가

적인 분진 제어를 위해 발파 당일 광역살포기를 6개 

(a) 장약 (b) 장약용기 (c) 장약용기 설치

Fig. 10. 장약작업

(a) 1차 방호 (b) 2차 방호 (c) 3차 방호

(d) 패들링 풀 (e) 광역살포기 (f) 방진구 설치

Fig. 11. 방호작업과 분진 및 진동저감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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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하였고, 연돌 전도 예상 끝 지점에 직경 366.0cm, 

높이 76.0cm인 패들링 풀 8개를 설치하여 충돌 후 발

생하는 분진을 억제하였다. 물 분사를 위해 사용된 

도폭선은 각목과 합판을 이용하여 제작된 고정장치에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전도 시 발생하는 충격진

동을 저감하기 위해 높이 5.0m의 흙둑을 2개 설치하

였고, 보안 물건 방향으로 깊이 2.0m의 방진구를 설

치하였다. 다음 Fig. 11은 방호작업과 분진 및 진동 

저감을 위한 작업을 보여준다.

4.7 결선

기폭에 사용된 뇌관은 Orica의 전자뇌관인 eDevTM

Ⅱ를 사용하였다. 시차는 0ms에 내부 스틸 셸 구조물

과 외벽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의 0°방향에서 기폭

이 시작한 후 25ms 간격으로 좌우측면으로 기폭하게 

설정하였다. 또한 분진방지를 위해 설치한 패들링 풀

의 기폭시차는 연돌의 기폭이 완료한 후 12.5초 뒤에 

기폭이 시작하여 14초까지 8개의 패들링 풀이 200ms 

간격으로 기폭하게 하였다.

5. 발파해체 결과

5.1 발파결과

발파기로부터 점화 후 연돌의 기폭완료 시간은 0.1

(a) 1.0초 (b) 2.0초 (c) 3.0초

(d) 4.0초 (e) 5.0초 (f) 6.0초

(g) 7.0초 (h) 8.0초 (i) 9.0초

(j) 10.0초 (k) 11.0초 (l) 12.0초

Fig. 12. 발파 후 시간에 따른 연속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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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이며, 전체 붕괴거동 완료시간은 약 12초이었다. 연

돌 외벽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내부 스틸 셸 구조물

은 완전히 파쇄 및 절단되어 계획한 개구부를 확보하

여 충분한 회전모멘트를 발생하였고, 예상된 전도 방

향으로 전도되어 주변 보안물건에 피해 없이 해체를 

완료하였다. 전체적인 연돌의 붕괴거동 및 파쇄도는 

매우 양호하였다. Fig. 12는 연돌의 붕괴거동 연속사

진이며, Fig. 13은 연돌의 발파 후 파쇄된 양상이다.

5.2 지반진동 및 소음 계측 결과

발파해체 시 발생하는 지반진동 및 소음을 측정

하기 위해 보안물건 5곳에서 계측하였고, 그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계측결과 지반진동의 최대진동속도의 

범위는 0.044∼0.178mm/s, 발파소음의 경우 79.9∼

102.5dB(A)로 측정되었다. 지반진동의 경우 보안물건

의 허용 발파진동속도 규제기준인 3.0∼5.0mm/s 이하

로 측정되어 지반진동에 의한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소음의 경우 현장 규제기준치인 80dB(A)을 초과하

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나 현장 내 근무 직원이 없는 

일시에 발파하였고, 발파 전 주민설명회, 안내방송,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현장 주변 주민들이 발파 소음

을 인지하고 있었으나, 소음 관련 피해 사례는 발생

하지 않았다.

6. 결론

본 발파대상 구조물은 연돌로 발파해체를 통해 안

전하게 붕괴하였다.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철근콘크리

트 셸 구조물과 스틸 셸 구조물이 혼합된 높이 150.0m

의 연돌에 대한 발파해체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철근콘크리트 셸 구조물과 스틸 셸 구조물의 전

도 해체와 관련한 초기 수직 방향의 속도 조절과 회

전 모멘트를 발생하기 위한 발파 높이, 발파구간, 시

차 등의 설계가 수행되어 연돌의 전도방향을 예상할 

수 있었다. 철근 콘크리트 셸 구조물의 발파해체는 

시험발파를 통해 최적의 장약량, 공간격, 저항선을 산

정한 후 실시하였다. 스틸 셸 구조물의 절단 해체는 

장약용기를 필요로 하였고 장약용기의 최대 절단 길

이를 산정한 후 장약용기가 서로 겹치는 구간에 대해

서는 사전취약화를 실시하였다. 발파결과 예상된 방

향으로 전도하였으며, 붕괴거동은 양호하였다.

2) 발파 후 발생하는 비산을 방지하기 위해 3단계

의 방호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콘크리트 파쇄물의 

비산 및 절단 파쇄물에 의한 주변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3) 지반 진동, 소음, 분진 등의 환경위해요소를 최

(a) 우측면 (b) 좌측면 (c) 스틸 셸 절단면

Fig. 13. 발파 후 모습

측정지점
지반진동(mm/s) 소음

(dB(A))

거리

(m)Trans. Vert. Long.

마량리 마을-1(민가) 0.0524 0.127 0.160 84.5 285.5

마량리 마을-2(마을회관) 0.0762 0.0651 0.0460 79.9 368.0

마량리 마을-3(민가) 0.0571 0.0444 0.0683 82.7 320.7

동백정 매표소 0.0508 0.0683 0.0857 92.4 306.5

동백정 0.143 0.138 0.178 102.5 208.2

Table 4. 지반진동 및 소음 계측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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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로 설계한 후 발파를 수행하여 주변 보안물건의 

피해 없이 발파를 완료하였으나, 소음의 경우 기준치

보다 다소 높게 측정되었다. 향후 연돌 발파해체 시 

소음을 줄일 수 있는 추가적인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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