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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터널 굴착공사에서 발파작업은 부득이 폭약을 사

용하여 암반을 제거하는 작업으로, 진동과 소음 같은 

발파공해가 필수적으로 수반되어 인근 주민들과 건물

에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줄 수 있다. 특히 인구밀

도가 높은 도심지에서 발파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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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Study on Blasting at the Tunnel Excavation in an 

Adjacent Section of a Subway Station

Hyo Lee, Jeoung-Hwan Kim, Nam-Sun Hwang

Abstract Recently, there has been an increasing number of cases of improving constructability by using 
electronic detonators with precise delay time in tunnel blasting sites. This case is a case of conducting test 
blasting using with non-electric detonator and electronic detonator at the site of �Seoul Metropolitan Area 
Express Railroad Route A Private Investment Project Section 00� that requires careful management of 
vibration and noise. Although this site was designed with a non-electric detonator, it was attempted to 
improve the advance rate and control vibration and noise by mixing the non-electric detonator and the 
electronic detonator due to the decrease in the advance rate. As a result of the blasting, the target value 
was achieved with an advance rate of about 85% and a maximum measured value of vibration and noise 
is 0.215cm/sec and 73.22dB(A) which were measured below regulatory standards. As blasting works in 
downtown areas, it is necessary to designate measurement and management objects to continuously manage 
vibration and noi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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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터널 발파현장을 중심으로 정밀한 시차를 갖는 전자뇌관을 활용하여 시공성을 향상하는 사례가 증가

하고 있다. 본 사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제00공구� 현장에서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을 

혼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한 사례로, 현장 주변 상업시설과 지하철 등 보안물건이 있어 발파작업 시 진동과 소음

의 세심한 관리가 필요한 곳이다. 당 현장은 비전기뇌관으로 설계되었으나, 굴진율의 저하로 비전기뇌관과 전자

뇌관을 혼용함으로써 굴진율을 향상하고 진동과 소음을 관리하고자 하였다. 시험발파 결과 굴진율이 약 85%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진동과 소음의 최대 측정값은 0.215cm/sec와 73.22dB(A)로 규제기준 이하로 계측되었다. 당 

현장은 도심지에서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계측관리 대상물을 지정하여 지속해서 진동과 소음을 관리할 필요

가 있다.

핵심어 터널, 발파, 전자뇌관, 지연시차, 진동,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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욱 각별한 관리가 요구되어 발파공해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발파방법의 개선이 절실한 상황이다. 최근 정부

의 개발 정책에 따라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철 공사가 

다수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도심지 하부에서 발

파작업시 야기되는 시민들의 불편과 보안물건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다양한 발파공법들이 적용되고 있다.

본 사례의 현장은 당초 미진동화약인 로벡스(Lovex)

와 비전기뇌관이 실시설계에 반영되었으나, 굴진효율

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하여 굴진효율을 증대시킴과 

동시에 기준치 이하의 발파공해를 목표로 하는 새로

운 발파방법이 요구되었다. 이에 다양한 대안공법 중 

기존의 비전기식 뇌관과 정밀한 시차로 개발된 전자

뇌관을 혼용하는 방안을 도입하게 되었다. 비전기식 

뇌관과 전자뇌관의 혼용은 최근 터널 발파현장에서 

주목받는 공법으로 실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등의 

건설현장에서 활용된 바 있는 대안공법이다(황남순 

외, 2021; 황남순 외, 2022).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보

안물건이 근접한 발파지역에서 비전기뇌관과 전자뇌

관의 조합을 통해 미진동화약인 로벡스의 굴진효율 

개선과 발파공해를 목표치를 이내로 달성한 사례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2. 전자뇌관 기폭시스템

본 사례에서 활용한 전자뇌관 기폭시스템은 ㈜한

화에서 개발한 HEBS II(Hanwha Electronic Blasting 

System II)로 발파기(blaster), 초시입력기(planner), 테

스터기(logger), 전용 모선(harness wire), 커넥터(connector), 

전자뇌관(HiTRONIC II™)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전자뇌관은 1ms(millisecond) 간격으로 1ms부터 최대 

50,000ms까지 시차를 조절할 수 있으며 0.02%의 정밀

도를 갖는다. 또한 발파기는 단일모드로 최대 3,000개, 

다중연결 시 최대 63,000개의 뇌관을 기폭할 수 있다

(㈜한화, 2019; 황남순 외, 2021). 본 사례에서는 이러

한 HEBS II와 비전기뇌관을 혼용하여 굴진효과를 높

이고자 하였다. Fig. 1은 HEBS II의 구성을 나타낸 

그림이며, Table 1은 구성의 각 특징을 나타낸 표이다.

Fig. 1. HEBS II의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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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터널 발파굴착 시공사례

3.1 현장개요

본 사례에서 발파를 수행한 현장은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제00공구�로 

도심지 하부(심도 약 35∼40m)를 굴착하는 터널공사 

현장이다. 현장 주변에는 범서빌딩, 신한은행, 연서시

장 등이 지상에 있으며, 지하철 3호선과 6호선 및 승

(a) 현장 내부전경 (b) 현장 상부 지상전경

Fig. 2. 현장 전경

구성 형상 특징

발파기

(blaster)

ㆍ단일모드 기준 전자뇌관 최대 3,000발 운용 

ㆍ다중 발파 시 최대 63,000발 운용 가능

ㆍ이중 보안 잠금 장치(비밀번호, 카드키)

초시입력기

(planner)

ㆍ최대 1,000발 운용

ㆍ자체 개발 소프트웨어 운용(HiPlanner)

ㆍ무선 블루투스 통신(Logger, Blaster)

테스터기

(logger)

ㆍ선로 테스트 가능

ㆍ최대 500발 운용

ㆍ뇌관과 플래너 사이 통신 기능

ㆍ블루투스 통신

전용 모선

(harness wire)

ㆍ한화가 제공하는 Harnesswire 사용

ㆍ사용 편의성, 강도가 향상된 Duplex 타입

ㆍ250m/roll

컨넥터

(connector)

ㆍ병렬연결

ㆍ편리한 결선

전자뇌관

(HiTRONIC II™)

ㆍ최대 50,000ms, 1ms 단차

ㆍ0.02% 초시 정밀도

ㆍ고유 ID(QR 코드) 사용

ㆍ전기, 정전기 테스트 완료(과전류 4A, 정전기 2500pF, 30kV)

Table 1. HEBS II 기폭시스템의 구성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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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보안물건 최단이격거리 전경 용도

1 범서빌딩 70m 상가

2 신한은행 47m 상가

3 연서시장 72m 상가

4
지하철

6호선
11m

철도 및

승강장

5
지하철

3호선
26m

철도 및

승강장

Table 2. 보안물건 현황

Fig. 3. 시험발파 및 보안물건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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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장이 지하에 있어 발파작업 시 진동과 소음에 각별

한 주의가 필요한 현장이다. Fig. 2는 당 현장의 내부 

전경과 상부 지상의 전경이다.

3.2 보안물건 현황

시험발파 현장 주변 보안물건은 지상의 상업건물

과 지하의 지하철(승강장 포함) 등 총 5개이며, 그 중 

직상부에 위치한 지하철 6호선과 3호선의 승강장은 

유동 인구가 매우 많고 발파현장으로부터 약 11m와 26m 

이격되어 있는 민감한 보안물건이다. Fig. 3은 시험발

파 위치와 보안물건의 위치를 함께 나타낸 그림이며, 

Table 2는 당 현장 주변의 보안물건 상세현황이다.

3.3 발파진동 및 소음의 규제기준

보안물건에 대한 발파진동 및 소음 규제기준은 당 

현장의 실시설계보고서와 소음⋅진동관리법, 2006년 

건설교통부(현 국토교통부)에서 발간한 �도로공사 노천

발파 설계⋅시공 지침�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Table 

3). 터널 주변 보안물건인 상가의 발파진동 규제기준

은 1.0cm/sec이나 지상 시민들의 통행과 상가 입주민

의 민원예방을 고려하여 0.3cm/sec으로 하향 적용하였

다. 더불어 철도시설물인 지하철(승가장 포함)의 규제

기준 1.0cm/sec은 승강장의 잦은 유동 인구를 고려하

여 0.3cm/sec로 하향 설정하였다. 발파소음은 생활소

음 규제기준(주간)에 근거하여 상가와 철도시설물 모

두 75dB(A)로 설정하였다.

3.4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의 혼용

본 사례에서 수행한 시험발파는 당초 비전기뇌관

만으로 기폭하도록 설계되었으나, 비전기뇌관의 제한

된 단수(시차)와 지연제 연소에 의한 기폭시스템 때문

에 정밀한 뇌관 기폭을 기대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안정적인 진동과 소음 관리 및 굴진효율을 높이기 위

하여 기존의 비전기뇌관과 정밀한 시차로 개발된 전

자뇌관을 혼용하여 기폭함으로써 목표 굴진효율을 충

족하고 발파로 인한 주변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하

였다. 탄성파 형태로 발산되는 진동에너지는 파동의 

전파특성에 따라 간섭현상을 일으킬 수 있다. 전자뇌

관은 우수한 정밀도로 각 발파공의 지발당 장약량을 

정확히 유지할 뿐만 아니라 진동 전파특성을 고려하

여 시차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파형 중첩에 의한 

보강간섭(constructive interference)을 발생시키지 않아 

장약량을 증가시켜도 진동수준은 규제치 이하로 관리

할 수 있다(김용표 외, 2013). 하지만 전자뇌관은 기존

의 전기뇌관과 비전기뇌관에 비해 가격이 높게 형성

되어있기 때문에 실제 현장 적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따라서 본 사례에서는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을 

적절히 혼용하여 굴진효율을 높이고 진동과 소음은 

규제치 이하로 관리하는 효율적인 시공방법을 도입하

게 되었다. 

3.5 천공 및 장약 제원

전자뇌관과 비전기뇌관을 이용하여 터널 전단면을 

총 3개 영역으로 나누어 1회 발파로 3개 영역의 모든 

뇌관이 1지발씩 순차적으로 기폭 되도록 하였다. 심

발부에 3공의 선대구경(Φ 362mm)을 천공하였으며 심

발공과 심발 확대공 및 바닥공에 전자뇌관을 사용하

였다. 확대공에는 10구역으로 나누어 순차적으로 비

전기뇌관을 사용하였고, 마지막 외곽공에 다시 전자

뇌관을 사용하였다. Fig. 4는 전체 터널 막장면에서 

금회 수행한 시험발파의 위치와 천공 및 기폭패턴, 

그리고 영역별 기폭방법을 구분한 그림이며, Table 4

는 전체적인 발파제원표이다. 전자뇌관은 2개의 영역

으로 나누었으며 1영역(심발공, 심발 확대공, 바닥공)

순번 보안물건
진동 소음

용도
속도(cm/sec) 레벨(dB(V)) dB(A)

1 범서빌딩 0.3 75 75 상가

2 연서시장 0.3 75 75 상가

3 신한은행 0.3 75 75 상가

4 지하철 6호선 0.3 75 75 철도 및 승강장

5 지하철 3호선 0.3 75 75 철도 및 승강장

Table 3. 발파진동 및 소음 규제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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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터널 막장면에서의 시험발파 위치

(b) 발파패턴도 (c) 기폭영역 구분도

Fig. 4. 발파패턴 및 기폭영역 구분

굴착구분 공별
공수

(공)

공당

장약량

(kg)

장약량

천공장

(m)

총천공장

(m)

미진동

화약

(kg)

정밀

폭약

(kg)

소계

(kg)

전자뇌관영역

대구경심발1 8 0.36 2.88 - 2.88 0.9 7.2

대구경심발2 10 0.36 3.66 - 3.66 0.9 9.0

확대공 하부 40 0.24 9.60 - 9.60 0.9 36.0

Line Drilling 29 - - - - 0.9 26.1

외곽공 30 0.22 3.60 3.0 6.60 0.9 27.0

바닥공 13 0.36 4.68 - 4.68 0.9 11.7

소계 130 - 24.36 3.0 27.36 - 117.0

비전기식뇌관영역 확대공 상부 182 0.24 43.68 - 43.68 0.9 163.8

합계 312 - 68.04 3.0 71.04 - 280.8

※ 미진동화약 : 로벡스(LoVEX) ☞ 32mm*200mm*120g/ea(약경*약장*본당중량) 

Table 4. 발파제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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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전기뇌관의 연결용 뇌관(번치컨넥터)의 기폭이 

완료된 후인 100ms에 시작하여 5ms씩 증가하도록 설

정 하였으며, 2영역(외곽공)은 비전기뇌관의 기폭이 완

료된 이후 7,200ms부터 15ms 간격으로 기폭 되도록 하

였다. 화약은 저폭속의 로벡스(LoVEX)를 사용하였다.

3.6 계측기 설치현황

본 사례에서는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의 혼용으로 

굴진효과의 개선과 함께 진동과 소음의 변화를 알아

보고자 보안물건과 발파구역 인근에 계측기를 설치하

였다. Fig. 5와 Table 5는 계측기의 설치 위치와 최단

이격거리를 나타내고 있다.

측점 보안물건 최단이격거리 계측 전경 비고

1 6호선 승강장-1 11m 지하

2 6호선 승강장-2 53m 지하

3 3호선 승강장-1 26m 지하

4 3호선 승강장-2 60m 지하

5 신한은행 47m 지상

6 범서빌딩 70m 지상

Table 5. 계측기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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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분석

본 사례에서 시험발파는 총 1회 실시하였으며 발

파구역을 전자뇌관을 사용한 2개 구역과 비전기뇌관

을 사용한 1개 구역 등 3개 구역으로 나누어 수행하

였다. 발파결과는 굴진율(천공장 대비 굴진장)과 진동 

및 소음을 측정하여 각각의 목표치 및 기준치에 부합 

여부로 평가하였다.

시험발파 결과, 천공장 대비 굴진 효율성은 약 

85%(천공장 0.9m/ 굴진장 0.77m)의 당초 목표치를 얻

었다. Fig. 6은 발파 후 암 파쇄 상태이다.

발파진동과 소음의 측정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내

었다. 발파진동 측정 결과 중 가장 큰 값은 0.215cm/sec

로 측점 1(6호선 승강장-1)에서 계측되었으며, 당 현

장의 발파진동 규제기준(0.3cm/sec) 보다 낮게 나타났

다(Table 3). 또한 지상의 보안물건(측점 5∼7)에서는 

진동값이 계측기의 측정 가능 최소값(0.02cm/sec)에 

미치지 못하여 계측이 불가하였다. 따라서 시험발파

로 인한 진동값은 모두 규제치 이내로 계측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발파소음의 최대 측정값은 73.22dB(A)로 발파진동

과 달리 측점 2에서 계측되었으며, 발파소음의 규제

기준인 75dB(A) 이하로 계측되어 시험발파로 인한 소

음값은 모두 규제치 이내임을 확인하였다.

7 연서시장 72m 지상

Fig. 5. 계측기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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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사례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A노선 민간투자

사업 제00공구� 현장에서 미진동화약인 로벡스를 사

용하여 비전기뇌관과 전자뇌관을 혼용하여 시험발파

를 수행한 사례이다. 당 현장은 현재 도심지 하부에

서 터널을 굴착하고 있어 발파로 인한 진동과 소음의 

세심한 관리를 필요로 한다. 현장 주변 보안건물은 

지상의 상업시설 3곳과 지하철 6호선 및 3호선으로 

Fig. 6. 시험발파 후 암 파쇄 입도

측점

최단 

이격거리

(m)

측정결과

진동속도

(cm/sec)

소음레벨

(dB(A))

1

(6호선 승강장-1)
11 0.215 72.83

2

(6호선 승강장-2)
53 0.075 73.22

3

(3호선 승강장-1)
26 0.089 62.88

4

(3호선 승강장-2)
60 0.032 67.37

5

(신한은행)
47 N/T N/T

6

(범서빌딩)
70 N/T N/T

7

(연서시장)
72 N/T N/T

※ 진동속도(PPV)는 진행(longitudinal), 접선(transverse), 수직(vertical) 성분 중 최대값임

※ N/T : 0.02cm/sec 이하의 진동치로 계측 불가함

Table 6. 발파진동 측정결과



34 지하철역 인접구간에서의 터널 발파굴착 사례

승강장을 포함하며, 진동과 소음의 규제기준은 각각 

0.3cm/sec와 75dB(A)이다.

당 현장은 비전기뇌관으로 설계되었으나, 저폭속의 

미진동화약(로벡스)의 효율을 극대화해 굴진효율을 높

이고 진동과 소음을 규제치 이하로 관리하고자 비전

기뇌관과 정밀한 시차를 갖는 전자뇌관을 혼용하여 

기폭하는 대안공법을 도입하게 되었다. 그 결과, 전자

뇌관을 혼용하여 시험발파를 수행한 결과 굴진 효율

성은 약 85%로 목표치를 달성하였고, 지하철 6호선 

및 3호선 승강장에서 측정한 진동과 소음의 최대치는 

당 현장의 규제치 이하로 계측되었다. 이에 비전기뇌

관과 전자뇌관을 혼용한 발파방법이 터널 발파공사에

서 기존의 방법보다 효율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당 현장은 시민들의 유동이 매우 많은 지하철 승

강장과 상업지역 하부에서 발파작업이 진행되는 만큼 

지속적인 계측관리 대상물을 지정하여 매 발파 시 진

동과 소음을 관리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갑작스러운 

발파에 따른 심리적 불안감이 조성되지 않도록 지역

주민과 지하철 승객들에게 발파에 대한 사전 안내조

치(경고 및 안내방송 등)를 취함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음에도 본 사례에서 제시한 기폭방법으로 터널발파

를 수행한다면 진동 및 소음기준을 충족한 시공성 향

상으로 공사원가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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