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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목 

한국원자력연구소내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에 따른 발파 향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거동 실증을 위해 한국원자력연구소내에 추진되고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은 고성능 폭약을 이용한 발파 기법에 의해 지하 암반내

에 건설된다. 수십 kg 에 달하는 폭약이 순간적으로 기폭됨에 따라 발생하는 발

파진동 및 소음이 인접한 연구시설 및 하나로 원자로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 설계를 해야 하며 발파설계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한 시험 발파가 실시되

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터널 건설 현장에서의 발파 향에 대한 예측 및 발

파설계, 측정된 현장 진동값을 이용한 발파진동식의 도출 및 이를 이용한  실제 

건설 작업시 예상되는 발파진동 예측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연구는 향후 고준위폐기물 처분장이 발파작업에 의해 건설되는 경우, 발파 

설계 및 발파 향 평가, 발파진동 및 소음 감소 기술의 개발 등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하여 지하연구시설 부지

에서 발파기법에 의해 굴착이 진행되는 경우 예상되는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예비 분석을  실시하 다. 이를 통해 원자력연구소의 주요 연구시설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파설계가 이루어졌다.  발파설계의 실증을 위해 시험발파가 실

시되었으며 이를 통해 얻어진 발파진동, 소음 측정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발

파진동 추정식의 계수들을 산정하 다.  이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에서 인접한 

수송용기안정성 시험시설, 종합엔지니어링동과 하나로 원자로에서 예상되는 발

파진동을 추정하 다.  제안된 발파설계에 따라 터널 굴착작업이 실시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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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연구소내 주요시설에 미칠 향은 설계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분

석되었다.  또한 터널 건설이 실시되면서 암질의 변화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의 

변화와 발파 위치에 따른 발파진동 및 소음의 변화를 계속적으로 측정하여 암반

의 동적특성을 규명하고자 하 다.  

      

IV.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본 연구는 원자력연구소내에 건설되고 있는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을 위한 

발파작업과 관련된 발파진동 및 소음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용으로 건설되는 지

하암반내 구조물에 대한 발파기법의 적용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

으로 추진될 대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향후 발파기법에 의해 지하 심부 암반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및 건설 작업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경험 축적에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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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I. Project Title

Blasting Impact by the Construction of an Underground Research Tunnel in 

KAERI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The underground research tunnel, which is under construction in KAERI for 

the validation of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system, is 

excavated by drill and blasting method using high-explosives.  In order 

not to disturb the operation at the research facilities such as Hanara 

reactor, it is critical to develop a blasting design by which the blasting 

vibration and noise will not influence on the facilities, even though 

several tens of explosives are detonated almost simultaneously. To develop 

a reasonable blasting design, a test blasting at the site should be 

performed.  In this study, prediction of blasting impact, blasting design, 

determination of  vibration equations from the measurements during the 

test blasting, and the prediction of vibration using the equation were 

carried out. Such a study will be utilized for the blasting design, 

evaluation of blasting impact, and development of vibration and noise 

reducing technique, if it will determined that the HLW repository will be 

excavated by blasting technique.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A preliminary analysis for predicting the expected vibration and noise by 

the blasting for the construction of the underground research tunnel was 

performed using a typical empirical equation.  From the study, a blasting 

design could be developed not to influence on the major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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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lities in KAERI.  For the validation of the blasting design, a test 

blasting was carried out at the site and the parameters of vibration 

equation could be determined using the measured data during the test 

blasting.  Using the equation, it was possible to predict the vibration at 

different locations at KAERI and to conclude that the blasting design 

would meet the design criteria at the major facilities in KAERI. During 

the main construction, the vibration and noise level were continuously 

measured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dynamic characteristics of the site.

IV. Result of Projects

This study is for the investigation of the blasting noise and vibration 

generated from the construction work for the underground research tunnel 

in KAERI.  The study would verify the applicability of blasting method for 

the construction of a research tunnel in a rock mass and that would help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large scale 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 which might be carried out in the future.  It is also 

meaningful to accumulate technical experience for enhancing the 

reliability and effectiveness of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the HLW 

disposal repository, which will be constructed in deep underground by 

drill and blast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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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 거동 실증 및 처분 안전성 평가와 관련된 현장 실

증 연구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한국원자력연구소내에 소규모의  지하처분연구시

설인 KURF(KAERI Underground Research Facility)를 건설하는 연구가  2003년부

터 추진되고 있다.  2000년 도출된 고준위처분을 위한 기준개념에 따르면 지하

처분장은 지하 수백미터의 결정질 암반에 위치하며 수직갱 또는 경사터널을 통

해 지상과 연결되도록 된다. 처분용기가 거치되는 6mx7m 크기의 처분터널과 접

근터널은 조절 발파기법을 통해 굴착되어진다.  이러한 처분개념을 실증하기 위

해 추진되는 지하연구시설은 결정질 암반에 위치시키고 처분개념과 유사한 터널 

크기를 가지며 처분장에서 적용될 방법으로 굴착함으로써 향후 처분장에서의 적

용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장기간의 연구기간이 소요되는 고준위 

폐기물 처분연구의 특성상 현장 연구를 장기간 수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암반 조

건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부지조사자료(이 남 등, 1997) 및 문헌조사를 통해  처분연구시설

의 기본개념을 도출하 으며(권상기 등, 2003) 이를 바탕으로 2003년 하반기에

서 2004년도 전반기에 걸쳐 지표지질조사, 물리탐사,시추 작업, 실험실 및 현장

시험이 실시되었다. 이에 대한 결과는 조원진 등(2004a)에 의해 정리되었으며 

부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부지특성을 고려한 기본설계가 실시된 바 있다(조원진 

등, 2004b). 시설의 시공을 위해 필요한 지반의 특성 조사를 위한 실험실 및 현

장시험 결과를 정리하고 부지의 대푯값을 산출하 으며 특히 처분관련 연구가 

주로 수행될 연구모듈 구간에서의 암반물성을 추정한 바 있다(권상기 등, 

2004.a).  여러 가지 기존의 경험식들이 예상하는 암반의 거동 특성 및 암반 물

성을 분석하 으며  도출된 암반 물성을 이용한 3차원 구조 안정성 해석이 실시

되었다(권상기 등, 2004.b). 

본 연구에서는 부지조사를 통해 얻어진 부지의 특성을 고려한 조절 발파기

법의 설계에 대해 기술하 다.  조절발파란 터널 단면이나 노천 사면을 깨끗하

기 얻기 위해 적용되는 발파기법으로 line drilling, control blasting, 

pre-splitting, smooth blasting 방법이 있으며 앞의 세 가지는 주로 노천 사면

에서 적용되며 터널에서는 smooth blasting 기법이 적용된다. Smooth blasting 

을 적용하면 굴착면의 요철을 감소시킴으로써 응력 집중을 완화시킬 수 있으며 

유효 단면적 확대, 부석 발생 억제, 소음 칯 진동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윤

지선 등, 1998).  연구용원자로인 하나로를 비롯한 연구시설이 집되어 있는 

원자력연구소내에 지하구조물을 발파를 통해 건설하고자 하는 경우  부지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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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을 파악하여 발파에 의해 발생 가능한 진동 및 소음을 예측 평가할 필요

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시 소음 및 진동이 주변 환경에 미칠 향을 시

험발파를 통해 평가하 으며 실제 굴착을 위한 발파 작업시에 측정된 소음,진동 

값을 분석하여 KURF 부지의 진동특성을 평가하고자 하 다. 

본 보고서에서는 제 1장에서 KURF 관련 연구에 대한 정리를 기술하 으며 2

장에서는 연구시설의 설계에 있어서의 주요 내용, 지질조사를 통해 얻어진 부지

의 지질특성, 발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암석 및 암반의 물성, 발파설계 순서

와 같은 KURF의 현황에 대해 정리하 다. 3장에서 발파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

에 대해 정리하 으며 발파 향에 대한 예비평가 결과를 재 4장에 기술하 고 

이를 통해 결정된 발파설계 내용에 대하여 5장에 정리하 다. 발파 설계의 검증

을 위한 시험발파의 개요 및 측정 결과, 시험발파를 통해 얻어진 발파진동식을 

이용한 연구소 인접 시설에서의 진동예측 등은 6장에 정리하 다. 7장에서는 본 

발파의 과정에 대해 정리하 으며 본 연구의 결론은 제 8장에 기술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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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하처분연구시설의 현황

제 1 절 연구시설 설계 

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 프로젝트는  2003년에 지표지질조사, 선구조분석, 

물리탐사, 시추작업 및 현장 시험을 포함하는 부지조사 작업과 함께 착수되었으

며 2005년 현재까지의 추진 주요 현황은 다음과 같다.

  - 부지조사 완료 : 2004년 2월 6일

  -  기본설계 완료 : 2004년 3월 20일

  -  실시설계 완료 : 2004년 6월 4일

  - 시설 건설에 대한 인허가 완료 : 2004년 11월 3일

  - 건설 착수 : 2005년 5월

  - 1단계 건설 완료 : 2005년 8월

2003년에서 2004년 초까지 실시된 부지조사 결과 및 원자력 연구소내 지하연

구시설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2004년 도출된 지하처분연구시설 설계의 주요 내

용은 다음과 같다. 

o 지하처분연구터널의 심도가 100m 이상이 되도록 설계하는 것을 기본 방향으

로 설정하 다(조원진 등, 2004b).   100m 의 심도를 확보하기 위해 평지

에서 10% 하향경사 터널을 건설하는 경우 1km 의 진입터널이 필요하며  이 

경우  건설 및 유지비용이 과다할 것으로 판단되어 진입터널의 길이를 단축

시키면서 최소요건을 만족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산 정상부 아래에 터널을 위

치시키도록 하 다. 터널을 따른 단면도는 그림 2.1과 같다.

o 연구시설이 연구소 부지내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민원발생이 없도록 해야 

하며 또한 토지의 형질 변경과 그린벨트 훼손 허가와 관련된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지하처분연구시설이 국가공업단지개발 계획선 내에 위치하도록 

지하처분연구시설의 배치와 선형을 결정하 다. 

o 연구모듈은 원칙적으로 진입터널 끝 부분에 좌우 양쪽에 하나씩 배치하며, 

산 정상부 아래에 위치하도록 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심도를 확보할 수 있도

록 하 다.  

o 연구모듈이 지표면에서 깊은 곳에 위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부지경계면에서 

충분한 공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230m 길이의 진입터널을 굴착하며 진입터

널과 연구모듈의 크기는 기계식 굴착이 가능하도록 6mx6m로 설계하 다. 

o 작업차량의 교행을 위한 8m 길이의 turning shelter 는 약 80m 간격으로 2

곳에 설치하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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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지하처분연구시설 개념도 

제 2 절  부지 지질 특성

1. 부지조건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는 행정구역상 대전시 유성구 덕진동 일대로 한국

원자력 연구소 북쪽 경계 지역과 인접해 있다. 본 지역의 대체적인 지형

형태는 우솔봉(573.8m), 금병산(364.1m), 대곡사(346.3m), 보덕봉

(263.6m)을 연결하는 SW-NE 방향의 산계를 이루고 있다.  본 조사 부지 

내에는 용바위 고개와 연결되는 218.1m와 208.2m의 봉우리를 가진 능선

이 덕진 저류지를 가로막고 있다.  그림 2.2 는 터널이 위치하게 될 지역

의 지형을 보여주고 있다.  KURF는 계곡부위에 위치하고 있으며 208m 고

지 아래쪽에 최단 거리로 연구모듈을 위치시킬 수 있는 곳임을 알 수 있

다. 지하처분연구시설과 원자력연구소 기존 시설물 사이에는 언덕이 놓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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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상태 

KURF 가 위치할 유성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들과 상호관계

가 불분명한 옥천층군의 변성퇴적암류, 이를 관입한 시대미상의 심성암류, 상부 

중생대의 화강암류 및 맥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조사 지역 주변의 지질

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중생대 화강암류 및 맥암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터널이 위치할 암반은 주로 중립 내지 조립질 화강암으로 이루어졌으며 이

들 사이에 안산암질 암맥이 관입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페그마타이트(거

정질 화강암)도 일부 분포하고 있다(그림 2.3).  본 지역의 계곡을 형성

하고 있는 지질구조선을 관통하도록 수평공으로 시추조사를 실시한 결과 

67~72m 구간이 단층구간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터널의 굴착시에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지역의 지질구조선은 단층으로 의해 형성되거나 절리가 

집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2.2  갱구부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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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현장 지질도  

3. 암석 및 암반 물성

시추공에서 회수된 54mm 직경의 NX 암석 코아를 이용한 실험실 실험을 통

해  암석의 탄성계수 및 포아송비가 구해졌다. 탄성계수의 경우 수직공과 

경사공에서의 평균값은 26.5 GPa,연구모듈 구간에서는 30.4 GPa 로 평균보다 약

간 높게 나타난다.  동탄성계수(Dynamic Young's modulus)의 평균값은 52 GPa 

이며 연구모듈이 위치하는 구간에서는 49.7 GPa 로 나타난다.  탄성계수,동탄성

계수, 포아송비의 경우 심도에 따른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Point load 시험을 통해 추정되는 단축압축강도는 평균 69 MPa로 단축압축시

험을 통해 얻어진 평균강도 70 MPa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연구모듈이 위치할 구

간의 경우 85 MPa 정도의 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인 화강암의 강도

(100-150 MPa) 보다 낮은 값을 가지는 이유는 본 부지의 화강암이 풍화를 많이 

받았으며 엽리구조에서 알 수 있듯이 생성 후 변성작용을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인장강도는 간접인장시험 및 수압파쇄시험을 통해 결정되었으며 심도에 따른 

변화는 그림 2.4와 같다.  터널의 진행에 따라 암석의 인장강도도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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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심도에 따른 인장강도의 변화

  그림 2.5은  경사시추공을 따라서 파악된 RMR(Rock Mass Rating) 변화를 표시

한 것이다.  RMR 이란 Bieniawski(1984) 가 제안한 정량적인 암반분류방법이며 

암석강도, RQD, 절리면 간격, 절리면 상태, 지하수 상태, 절리면의 상대적 방향 

등을 반 하여 암반상태를 분류하는 방법이다.   경사공에서의 RMR 값 변화와 

풍화대 및 주요 구조선을 고려하여  6개 구간으로 나누었다. 경사공 입구에서 

30-82m 구간의 경우 절리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RQD,RMR,Q 값이 특이 낮게 나

타난다.  177-192m 구간은 절리의 평균간격이 2.8cm 로 특히 취약한 구간으로서 

풍화구간을 제외한 경암부 중에서 가장 취약한 구간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

히 이 구간에서는 시추공 천공시 지하수의 유입이 있었으며 투수시험에서도 투

수계수가 다른 구간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났다(권상기 등,2004.a).  125-177m 

구간의 경우 평균 절리 간격이 80cm 이며  RQD 값이 90 이상으로서 매우 좋은 

암반으로 파악되었다. RMR 값이 80 이상이며 Q 값이 93 으로 나타나는 이 구간

은 터널의 굴착후에도 대부분 노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굴착기간

이나 굴착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모듈이 위치하게 

될 192-252m 구간도 양질의 암반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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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경사공에서의 RMR 변화

지하 암반에서의 불연속면의 방향성이나 발달 상태에 의한 암반의 이완 역 분

포양상 등을 파악하기 위해  BHTV(Borehole Televiewer)를 이용한 수직공 및 경

사공에서의 조사가 실시되었다. 경사공에서의 BHTV 해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지하처분연구시설 부지 암반 절리 분포 및 물성

Unit Set 1 Set 2 set 3 

Joint spacing m 0.209 0.332 0.5

Joint aperture mm 5.43 4.16 4.42

Dip 89.3 79.8 28.7

Dip direction 91.1 171.4 116.8

이와 같은 부지조사 결과를 통해  터널 굴착 시에 예상되는 지질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터널 굴착 시 3개의 파쇄대를 만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들의 폭과 위

치는 그림 2.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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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응력 σv는 상재하중으로부터 추정하 으며 수평응력은 수압파쇄시험에 의해 

얻어진 압력 매개 변수를 이용하여 계산하 다. 최대 수평응력대 수직응력의 비

인 측압계수는 1.45-3.09 사이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며 지표면에 가까울

수록 측압계수가 커짐을 알 수 있다.   

제 3 절 발파설계 순서

발파계획을 세우는 데 있어서는 미리 정해진 굴착공법, 굴착공정을 근거로 하여 

지반조건, 단면의 모양과 크기를 고려하여 우선 발파예정 진행장(천공깊이)을 

정한 다음 심발 형식, 발파공배치, 화약의 종류, 장약량, 뇌관의 형식, 주변공

의 간격 및 약량, 발파순서 등을 정한다. 경제적 측면에서는 발파당 굴진길이를 

길게 하는 것이 유리하나, 지반의 자립성 및 주변환경을 고려하여 굴진길이는 

정해진다. 굴진길이는 대부분 지반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연암에

서는 1.5∼2.0m 정도로 하며, 강지보재 설치가 필요 없는 경암지역에서는 지반

의 상태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이 가능하다. 다만 발파지역 주위에 미치는 진동, 

소음 등에 유의하고, 장공(4.0m이상)발파도 포함하여 경제성과 안정성을 고려하

여 1회 발파 굴진길이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발파설계를 위한 일반적인 순서도는 그림 2.7과 같다.  먼저 주변환경에 대

한 상황을 조사하고 기존의 발파진동 추정식을 사용하여 발파 향에 대한 예비 

평가를 실시하여 장약량을 비롯한 발파설계를 하게 된다.  실시 설계후 시공전

에 시험발파를 실시하여 현장의 발파 진동추정식을 도출하고 장약량에 따른 거

리별 발파 향을 평가하게 된다. 시험발파 시의 진동 및 소음 분석 결과에 따라 

필요시 발파 설계를 수정 보완하게 된다.  시공중에도 발파에 의한 진동 및 소

음을 지속적으로 계측하여 발파에 의해 주변 환경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

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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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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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약량 산정
⇔ 진동추정식산정

⇓
발파영향권검토

⇓
발파공해 허용기준치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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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발파설계 조정

그림 2.7 발파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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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발파기법의 적용

제 1 절 기계식 굴착법과의 비교

암반내에 위치하는 지하구조물의 굴착방법은 크게 기계식 굴착과 발파굴착으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장여건과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적합한 굴착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기계굴착은 쇼벨(shovel), 브레카(baker) 등 중장비 혹은 TBM(Tunnel 

Boring Machine)이나 쉴드 등 터널 굴진 장비를 사용하여 굴착하는 방법으로   

TBM은 재래의 천공 및 발파를 반복하는 시공과는 달리 폭약을 사용하지 않고  

전면에 장착된 커터의 회전에 의하여 터널 전단면을 절삭 또는 파쇄하여 굴진하

는 터널굴착 기계이다.  TBM에 의한 터널시공은 굴착면에 상응하는 원형의 단면

으로 굴착됨으로 역학적으로 안정되고, 기계화 굴착이므로 지반변형을 최소화할 

뿐만 아니라 발파 작업에 비해 안전하고 청결한 터널내 작업환경을 얻을 수 있

는 터널굴착공법이다. 

  TBM 은 높은 굴진속도를 얻을 수 있지만 경제성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터

널의 길이가 길어야 한다.  또한  TBM 굴착법은 암반상태의 변화에 따라 굴착속

도, 굴착압력 등을 변경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상황에서 최선의 굴착방법이 되

지는 못한다. 현재 개발된 TBM 기술은 단일의  긴 터널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에 

방사성폐기물 처분장과 같이 상대적으로 짧은 터널이 많이 존재하는 경우의 적

용을 위해서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폐기물이 처분되는 처분공의 

경우 약 2미터 직경의 공이 수직방향이나 수평방향으로 보아링 기법으로 만들어

지기 때문에 이를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과 검증이 필요하다.   그림 3.1 

은 현재 광산 및 터널 건설에서 사용되고 있는 TBM 기술을 보여주고 있다.  수

직터널의 경우 통기저항을 줄여주기 위해 상향 보아링을 이용한 굴착이 사용되

기도 한다. 

 기계굴착이 계획되지 않은 암반막장은 대부분 발파굴착을 시행하고 있다. 발

파굴착은 가장 일반적인 암반 굴착방법으로 폭약을 사용하여 암반을 굴착하는 

방법이다. 발파굴착은 경제성과 시공성은 양호하나 진동과 소음 등이 수반되기 

때문에 지반조건 또는 주변여건에 따라서 적용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발파의 

기본은 적정 장약에 있으므로 과장약이 되거나 폭약의 사용량을 너무 제한하여 

약장약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주변에 발파진동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할 시

설물이나 구조물이 있는 경우, 대상 시설물 위치에서의 발파진동 허용치를 기준

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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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3.1  TBM 종류. (a) full face machine (b) roadheader  (c) blind borer 

(d) 상향 보아링

 수직터널의 경우  발파기법 또는 상향 보오링에 의해 굴착된다. 보오링으로 

굴착되는 환기용 수직터널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벽면을 가지기 때문에 공기의 

흐름에 대한 저항을 감소시키는 장점이 있다.  수직터널의 발파는 단계로 나누

어서 발파하는 계단식 발파법이나 전면을 한번에 발파하는 전단면 발파법(full 

face)이 사용된다.  계단식 발파법은 자유면이 제공되기 때문에 심빼기 발파가 

불필요하고,  지하수가 많은 경우 별도로 물을 저장하는 장소를 설치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굴진속도가 빠르고 유리하다. 전단면 발파법에는  경사공이 주로 

이용되며  경우에 따라서 비석 (fly rock) 이나 지보에의 손상을 줄이기 위해 

평행공이 사용되기도 한다.  경사공을 사용할 경우 굴진량은 높아지지만 공동 

주위의 암반이 파쇄되는 여굴의  증가가 문제가 된다.  원형 수직터널의 굴착에 

가장 유리한 발파공의 배열은 피라미드 발파이다.  수직터널의 굴착 시 지하수

문제를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물에 약한 ANFO 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함수폭약이

나 다이너마이트가 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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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사터널의 경우 미국의 Yucca Mountain 경우처럼 TBM을 사용하여 굴착하거

나 발파에 의해 굴착한다.매우 단단하고 지질구조가 복잡한 암반에 공동을 굴착

하는 경우 smooth blasting 기법을 이용하는 것이 TBM을 이용하는 것 보다 효과

적이다.  발파에 의한 공동굴착의  문제로는 발파충격에 의한 공동 주위의 손상

을 들 수 있다.  효과적인 발파를 위해서는 적절한 채굴순서에 따라 적절한 폭

약을 적절한 시간간격으로 기폭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pre-splitting 과 

같은 조절 발파기술을 이용함으로써 보다 양호한 발파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스웨덴에서의 연구에 따르면, 조절발파를 실시함으로써 손상대의 크기를 0.3 m 

까지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기계식 굴착법과 발파기법 중에서 선

택해야할 때 활용될 수 있는 일반적인 방법은 다음과 같다(Persson et al., 

2000).

- 2km 이상의 긴 터널인 경우

. 퇴적암 : 기계식 굴착법 사용

. 단단한 화성암: 기계식 굴착법 사용 가능

- 2km 이하의 굴곡이 있는 짧은 터널인 경우

. 퇴적암 : 발파굴착법 사용가능

. 단단한 화성암: 발파 굴착법 사용

암반의 불안정성이나 지하수의 유입문제가 예상되는 경우 환경에 대한  유연성

이 뛰어난 발파기법이 선호된다. 똑바르고 깨끗한 굴착면이 필요한 경우 기계식

이 선호된다.  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경우 화강암반에 위치하는 200미터 내외

의 짧은 터널이기 때문에 발파기법에 의한 굴착법이 적합하다.

제 2 절 발파기법 및 TBM을 이용한 적용 사례 

고준위폐기물 처분연구와 관련하여 건설된 지하공간 중에서 캐나다 URL, 일본의 

미즈나미 URL, 스웨덴의 Aspo, 핀란드의 Onkalo, 스위스 Mont Terri 등은 발파

기법으로,  미국 Yucca Mountain 은  TBM 을 이용해서 굴착되었다. 다음은 캐나

다 URL과 미국 Yucca Mountain 에서의 굴착 기법에 대한 내용이다.

1. 캐나다 URL

캐나다 Manitoba 주 Winnipeg시 북동 방향 110km 에 위치하는 Lac du Bonnet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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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인근의 지하 450m에 건설되어 있는 URL의  터널과 수직갱은 대부분 발파 기

법을 통해 굴착되었다. 터널의 경우, 초기 단계에서는 굴진장 2.4m 의 단계적 

굴착법(pilot&slash) 이 사용되었으나 후기 굴착 단계에서는 굴진장 3m 이상의 

전면 굴착법을 적용한 조절발파에 의해 터널 굴착이 이루어졌다.  특히 굴진장

이 8m 이상이 되는 전면 발파 기법의 적용 가능성을 연구하기 위한 발파 작업이 

실시되기도 했다. 그 밖에도 환기 터널의 굴착을 위한 raise boring 법, 터널의 

연구 목적에 따라 기계식 굴착법이 적용되기도 했다. 

수직갱의 굴착을 위한 지상시설 및 수직갱 입구부의 설치는 1982-1983년에 

실시되었으며 255m 심도의 1단계 수직갱 굴착은 1984년 5월에 시작되어 1985년

에 끝났으며 이후 1987년까지 240m 심도의 터널들에 대한 굴착과 환기용 수직갱

의 굴착이 실시되었다.  수직갱을 심도 443m 까지 확장하기 위한 작업이 

1987-1988년 사이에 이루어졌으며 420m 심도에서의 연구용 터널 건설 및 환기용 

수직갱의 건설이 뒤따라 실시되었다.  

수직갱은 발파 기법으로 두 단계로 나뉘어 굴착되어졌다.   지표에서 255m 

까지는 2.8mx4.9m 크기의 직사각형의 형태로 굴착하 으며 이후 443m 까지는 직

경 4.6m 의 원형으로 굴착되었다.  직사각형 수직갱의 굴착은 전형적인 벤치식 

발파에 의해 이루어졌는데 조절 발파 기법의 적용이 어려웠다. 사각형 형태를 

가질 경우 모서리 부분에 응력 집중이 발생하면서 손상이 발생하는 문제도 있었

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수직갱 255m-443m 구간은 전면 발파 

기법을 이용하여 원형으로 굴착되었다.  원형 수직갱의 발파에는 조절발파기법

이 적용되었으며 이를 통해 벽면의 손상이 적고 안정성이 뛰어난 수직갱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3.2). 수직갱 굴착을 위한 발파공 천공은 두 대의 shaft 

sinking 점보 드릴을 이용하 으며 점보 드릴은 천공과 지반조사 활동을 위해 

설계된 Galloway sinking stage 에  장착하 다. 하루 3 교대중 1교대는 지반조

사, 나머지 2교대는 수직갱 굴착에 사용되었으며 하루 1회 실시된 발파를 통해 

3.7m 의 굴진장을 얻었다.  

그림 3.3은 전면 발파기법으로 수직갱을 원형으로 굴착하는 경우의 발파 설

계도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에서 보듯이 4개의 원을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연시간

을 가지는 총 67개의 발파공이 천공되었다. 각 원에 천공된 발파공의 간격이 수

직갱 벽면 쪽으로 갈수록 작게 설계하 다. 주변장을 따라서 32개의 발파공을 

450mm 간격으로 천공하고  25mm 직경의 75% Forcite 다이너마이트를 장약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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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nching Method        (b) Full-Face Method

그림 3.2  Shaft excavation methods used at the Canadian URL 

Ring 2
11 blastholes at 617mm centers
Tamped Forcite 75% 32mm, 
500mm Collars

Long-period delay number

Ring 4
32 perimeter holes with a collar spacing 
of 450mm.  Three cartridges of Forcite
75% 25mm plus Xactec, 200mm collar 

Ring 3
17 blastholes at 735mm centers
Forcite 75% 25mm, Untamped
except last stick, 400mm collars 

그림 3.3  Blast design for the excavation of circular shaf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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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RL에서 발파기법을 적용한 이유는 단단한 화강암질 암반에서의 굴착시 발

파기법이 유연하면서도 비용 측면에서 효과적이기 때문이라는 점 외에도 캐나다

의 지하 처분장이 발파기법에 의해 만들어질 것이라는 점도 고려되었다.  URL 

에서는 터널 벽면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burn-cut 을 이용한 조절발파 기법

을 적용한 굴착이 실시되었다.  URL 건설의 초기 단계에서는 그림 3.4.a 에 묘

사된 단계별 굴착에 의한 터널 굴착이 실시되었는데 이때의 굴진장은 약 2.4m 

다.  단계별 굴착법을 적용하는 경우 암반 손상의 최소화라는 측면에서는 매

우 효과적이며 성공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지만 굴착이 2단계로 실시되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굴착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기 실시하기 위해 그림 

3.4.b 의 전면 발파에 의한 굴착이 시도되었으며 굴진장은 3.5m 로 늘릴 수 있

었다.  전면 발파의 경우, 발파에 의한 암반 손상 측면에서는 단계적 굴착법에 

비해 효과적이지 않았지만  조절 발파 기법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서는 

뛰어난 발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URL에 굴착된 대부분의 터널은 크기가 3.5m x 3.3m 정도로 비교적 작기 때문

에 발파공의 천공은 1 boom 점보 드릴을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심도 240m 에 

건설된 터널들은 터널면에서의 응력 집중에 의한 파괴를 막기 위해 곡면을 가지

도록 설계되었다.  

(a) 굴진장 2.4m (Pilot and slash method)

(b) 굴진장 3.5m (Full face method)

그림 3.4  Tunnel excavation at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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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cut발파에서는 발파공의 성격에 따라 4 종류의 장약이 실시되었다. 매 

발파에서는 65개의 발파공이 천공되며 이들의 직경은 38mm 이다(그림 3.5).  터

널 중앙부에 직경 89~ 100mm 로 확공된 3개의 무장약공(relief hole)은 적어도 

300mm 이상 더 깊게 천공함으로써 주변의 심발공(Cut hole)과 무장약공 사이의 

암반이 깨끗하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 다.  

심발공의 위치는 순차적으로 기폭되는 발파공에서 야기될 수 있는 기폭공

조(sympathetic detonation: 앞의 발파공 기폭에 의해 예정보다 빨리 기폭되는 

현상)나  폭압에 의한 고 화(dynamic pressure desensitization: 앞의 발파공 

기폭에 의해 발생한 충격파에 의해 폭약의 도 증가로 발생함으로써 적기에 기

폭되지 못하는 현상) 효과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설정하 다.  무장약공 주변

에 3개의 심발공과 2개의 보조공(helper hole)이 설치된다.  터널 중심부에 설

치되는 확장공(production hole)에는 Amex II 폭약을 장약하 다. 심발공과 확

장공에는 공기압을 이용하여 collar 길이 250-300mm 까지 ANFO 를 장약하 다.  

확장공 외곽에는 18개의 외곽보조공(cushion hole)을 천공하고 Lomex III 폭약

을 장약하 다. 충격 에너지를 감소시켜 암반에 미치는 향을 줄여야 하는 외

곽보조공 또는 외곽공(perimeter hole)에서는 충격 에너지가 낮은 폭약을 사용

하여 가스의 팽창 에너지에 의해 암반 파쇄가 일어나도록 함으로써 성공적인 발

파 작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 

터널 바닥부에는 6개의 바닥공(lift hole)을 천공하고 25mm 직경의 Forcite 

75%라고 불리는 니트로 리세린(NG) 계열의 폭약을 장약하 다.  발파충격에 의

한 여굴을 방지하기 위해 터널 주변장을 따라서 21개의 외곽발파공을 조 하게 

천공하 다. 그림 3.5는 URL 에서 적용된 전형적인 전면 조절 발파 설계도를 보

여주고 있다. 순차적인 기폭을 위해 0-18 까지의 시간 지연을 가지는 shock 

tube 뇌관이 사용되었으며 ANFO, Lomex, Primaflex 를 장약한 발파공 바닥에는 

기폭제로 NG 계열의 폭약을 설치하 다.  그림 3.6은 발파 설계에 따라 발파공

을 천공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3.7은 천공된 발파공에 폭약을 장약

하기 위해 준비하는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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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Typical tunnel blast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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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Single boom electric-hydraulic jumbo setup

그림 3.7  Loading full-face blast round on the 420 Level of the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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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 YM

Yucca Mountain 처분 후보부지에 건설된 ESF (Exploratory Studies Facility)를 

건설하기 위해 1993년 발파공법을 사용하여  입구에서 60m의 터널을 굴착하 으

며 1994년부터 직경 7.5m 의 TBM을 이용하여 굴착을 시작하여 1997년 4월 총 길

이는 2.8km에 달하는 ESF 건설을 완료하 다. 처분터널들은 지하 약 300m 불포

화 응회암 (tuff) 에 위치하게 되며 대수층은 이보다 약 100m 정도 아래에 분포

하게 된다.  처분장이 위치할 암반의 특성 연구를 위해 1998년  5m 직경의 TBM

을 사용하여  cross-drift를 굴착하 다. Yucca Mountain에 ESF 와 cross-drift 

를 건설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가. 터널 진입 구간의 정비 :  1993년 1월 north portal 에서의 진입터널을 굴

착하기 위한 사전 정지작업이 실시되었다. 그림 3.8은  1993년 3월 ESF 입구부

에서의 “box cut" 굴착이 완료된 이후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림 3.8 Completion of the ESF's "Box Cut" excavation in March 1993

나. 발파기법에 의한 진입구간 굴착

1993년 발파공법으로 60m의 터널 입구부에 대한 공사가 개시되었으며 암반 보강

을 위해  철재 라이닝을 설치하 다. 그림 3.9는 1993년 9월 발파작업에 의한 

초기 60m 의 진입터널에 대한 굴착이 완료된 모습을 보여준다.  터널의 형태는 

말발굽 형태로  환기를 위해 터널 천정부에  통기 턱트가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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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View of the starter tunnel at the ESF in September 1993.

다. TBM을 이용한 굴착

1994년 7월 TBM을 이용한 ESF 의 굴착작업이 개시되었으며 그림 3.10은 7.5m 직

경의 대형 TBM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1은 1995년 10월 TBM을 이용하여 굴

착된 ESF 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다.  바닥에는 철로를 짤았으며 터널 벽면에는 

컨베이어밸트와 utility line 들이 설치되어 있고 천정부에는 환기용 덕트가 설

치되어 있다. 

그림 3.10 TBM approaching the starter tunnel in the ESF in Jul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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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View of the first curve in the main drift of the ESF in October 

1995.

라. South portal 굴착

굴착을 완료한 TBM 이 빠져나올 south portal 에 대한 사전 정지 작업이 1997년 

초에 실시 되었다.    그림 3.12는 1997년 4월 South portal 로 모습을 드러낸 

TBM 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12  TBM cutter head at the South Portal in Apri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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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F 의 경우 처분장이 위치할 암반을 관통하지 않기 때문에 1998년 1월 처분장

이 위치할 암반에 대한 정보획득을 위해 Cross drift 에 대한 굴착작업이 착수

되었다.   Cross-drift의 총길이는 2.7km, 직경은 5m 이다.  Cross-drift의 시

작 지점은 발파기법을 사용하여 길이는 26.4m, 높이 10.5m 의 마제형으로 굴착

되었다.  이후  5m 직경의 TBM을 이용한 굴착이 실시되었으며   그림 3.13 은   

cross drift 건설에 사용된 TBM 의 모습을 보여준다.  굴착진행과 함께 터널 벽

면에서의 지질 상태에 대한 상세한 조사가 실시되었다.  Cross-drift 가 굴착되

는 암반은 암반의 특성에 따라 Tptpul, Tptpmn, Tptpll, Tptpln  구간으로 나누

어진다.  그림 3.14는 1998년 10월 완성된 cross-drift 의 모습을 보여준다.  

터널 바닥의 철로와 천정부의 환기 덕트, 벽면의 컨베이어 밸트와 각종  

utility line,  암반지보에 사용된 철제 라이닝을 볼 수 있다.  Cross drift 에

서의 초기활동으로는 geologic mapping, systematic sampling, 수리물성 및 지

구화학적 물성 분석, 수리 측정 등을 들 수 있다.  ESF 와 같이 cross drift를 

따라서도 시험을 위한 연구용 터널들이 설치되었으며 이들을 이용한 연구로는 

처분장이 위치할 암반에서의 유동, 이동 seepage 물성, 열적 향에 관한 것을 

들 수 있다. 

그림 3.13 TBM  in the launch bay of the Exploratory Studies Facility, 

March 1998



- 25 -

그림 3.14  Cross-drift tunnel built for scientific studies near the 

potential repository. 

제 3 절 발파기법에서의 주요 향 인자

1. 심발발파

터널발파에서는 발파공 진행 방향과 평행한 자유면이 없는 상태에서 발파를 실

시해야 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자유면을 만들어 가면서 암석을 파쇄해야 할 필

요가 있다.  이를 위해 실시되는 심발발파는 터널발파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

며  심발발파를 통해 2개의 자유면이 새롭게 형성됨으로써 확공발파가 용이해지

게 된다. 특히, 심발발파는 주변공 발파 전에 먼저 이루어지는 자유면 형성 과

정이므로 현장여건 및 지반조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방법을 채택하여야 한다. 심

발방법의 종류는 여러 가지 있으나 비교적 많이 사용되는 심발방법으로는  

V-cut, burn-cut, cylinder-cut 등이 있으며 최근 국내에서 개발되어 건설교통

부 신기술 등록을 받은 supex-cut을 들 수 있다. 이들 심발발파 기법의 특징 및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V-cut

경사심발 중 가장 일반적인 심발방법으로서 충분한 발파 진행장을 얻기 위해서



- 26 -

는 어느 정도의 폭을 필요로 한다. 즉 천공방향이  심발중심선 방향으로 향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천공시 착암기 조작의 한계성 때문에 소단면에서는 적

용하기가 곤란하다. 그러나 일회 굴진장이 비교적 짧은 경우(L=1.5 m 이하)에는 

진동으로 인하여 장약량이 극히 제한된다면 심발을 여러 단계로 나눈 다중 심발

발파를 함으로써 비교적 적은 장약량으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그

리고, cylinder-cut와 같이 대공(통상 75 ∼ 200 mm)을 천공하기 위한 특수장비

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도심지 터널에서는 진동제어로 인하여 굴진장도 짧고 

단면의 크기도 중단면 이상일 뿐만 아니라 특히, 심발부에서의 진동제어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히 활용하면 효과적인 심발방법이다.  터널중심 부분

에 서로 마주보는 3-4개의 발파공을 그림 3.15에서 처럼 V자를 이루도록 천공하

여 동시에 집중발파한 후 확장공, 외곽공, 바닥공의 순서로 확대발파하는 공법

이다. 

    

그림 3.15  V-cut 천공패턴도 및 장약 단면도

나. Burn-cut

Burn-cut은 공히 심발의 중앙부에 burn hole(무장약공)을 천공하여 이를 자유면

으로 활용한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나, burn-cut은 비교적 소구경(공경 75 mm 이

하)의 burn hole을, 또 cylinder-cut은 대구경(공경 75 mm ∼ 200 mm)의 burn 

hole의 목적이 기본적으로 자유면의 형성에 있으므로 심발효과면에서 보면 

cylinder-cut이 burn-cut보다 우월하다. Burn-cut은 중앙부에 1개 혹은 수개의 

Burn Hole을 천공하고 그 주변의 수평공으로부터 발파를 하여 순차적으로 발파

를 해가는 방법으로 정확한 수평천공을 기본요건으로 하며 Burn hole 주변공의 

장약량이 많아지고 또 Burn hole의 공경이 작아 자유면 역할을 충분히 못할 경

우 진동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Burn-cut 을 이용한 천공패턴도 및 장약단면도

는 그림 3.16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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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Burn-cut  천공패턴도 및 장약 단면도

다. Supex-cut

Supex-cut 은 기존의 경사공 및 수평공 심빼기 발파공법의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터널 발파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심빼기의 저항선을 2단계로 나누어 발파

하는 방법이다.  이 공법의 심빼기 공은 심빼기 경사공과 심빼기 수평공으로 이

루어진다. 심빼기의 1단계로 경사공을 통해 저항선의 80% 이상을 뽑아내고 경사

공의 잔류공 부분을 수평공으로  제거함으로써 완전한 제2자유면을 형성시키게 

한다. 경사공을 이용한 1단계의 심빼기로 형성된 자유면을 2단계 심빼기에서 활

용할 수 있게 되므로 심빼기의  발파효율을 높일 수 있다.   Supex-cut 을 이용

한 천공패턴도 및 장약단면도는 그림 3.17과 같다.

          

그림 3.17  Supex-cut  천공패턴도 및 장약 단면도

표 3은 각 발파공법별 특성과 Supex-cut 을 기준으로 예상되는  발파진동을 보

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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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발파공법별 특성

구 분 V-Cut Cylinder-cut SUPEX-Cut

특징

및 

장단점

∙단공/연암발파에 사용

∙천공패턴 단순

∙심발에서 집중발파

∙진동이 크게 발생

∙연암시 여굴량 증가

∙대 버력이 발생

∙2m이상시효율 낮음

∙장공 및 경암에 사용

∙굴진장의 제한이 없음

∙정 한 천공기술 필요

∙심발발파의 비장약량 증대

∙절리암반에서 작업효율 저

하

∙대구경공 천공으로 작업효

율 저하

∙암반의 종류에 관계없이 

적용가능

∙심발단면적이 큼

∙환경에 대한 적용성이 높

음

∙비장약량이 낮음

∙발파효율이 높음

∙굴착비용이 낮아짐

진동

비교
130~150%(▲30~50%) 110~120%(▲10~20%) 100%

2. 조절발파(controlled blasting)

보통 발파공법에는 폭약의 에너지가 작용하는 방향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암

반에 큰 손실을 주고 굴착면의 요철이 심하게 되며 때로는 암반 깊은 곳까지 균

열이 발달하기도 한다.  발파충격으로 인하여 터널의 굴착단면이 설계단면보다 

커지는 여굴이 발생하며  경우에 따라 발파공 주위 수 m 까지 암석 파쇄가 발생

하기도 한다. 이러한 여굴 이나 주위 암석의 파쇄는 발파면의 안전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콘크리트 타설량과 지보재의 설치를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설계 

굴착선에서는 여굴량과 암반의 균열을 최소로 하기 위해  적절한 발파설계를 통

해 암석파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여러 가지의 조절발파의 기법들

이 개발되었는데 조절발파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o 충격줄여 여굴을 감소시켜 발파면의 안전성을 향상시킨다.  

o 미관상 양호한 발파면을 얻는다  

o 가파른 절단면을 얻는다  

o 여굴을 채우는 콘크리트의 사용을 줄여준다   

o 균열이 적어 낙석, 누수, 낙반의 위험감소   

o scaling 비용과 이차발파에 따르는 비용절감

o  지하공동의 경우 통기효율의 증가   

표 4 은 여러 가지 조절발파의 특성을 정리한 것이다.    

   NATM 공법에서는 smooth blasting 이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Smooth 

blasting 기법에서는 터널의 주변장을 따라 발파공을 설치한 다음  다른 발파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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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발파된 후  이들을 최종 발파하여 터널의 모양을 완성하게 된다.  이들 주

변장을 따라 설치된 발파공들에는 장약을 가볍게 하고  발파시에는 발파공 사이

의 지연 시간을 최소로 하여 거의 동시에 기폭이 되도록 한다.   발파 작업에서

는 주변장 발파공들은 터널 진행 방향과 평행하게 천공된다.  이들 사이에는 저

항선의 1.5 배 정도의 간격을 둔다.  여기에 저강도의 폭약을 사용하거나 

decoupled 장약을 한다.  이들 주변장 발파공들은 다른 발파공들과 동시에 기폭

될 수도 있으나 시간 간격을 두고 기폭시키는 것이 저항선을 줄일 수 있어 유리

하다.  Smooth blasting 을 적용한 조절발파의 원리는 그림 3.18과 같다.   

(a) 1단계 발파      (b) 2단계 발파

그림 3.18 Smooth blasting 발파 원리   

3. 폭약의 종류

가. 다이나마이트

다이나마이트 계통의 폭약은 폭발력과 폭발속도가 우수하여 극경암 파쇄에 

용이하고 내수성, 내한성, 취급의 용이성 등의 장점을 고루 갖추고 있어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며 암반의 강도가 높고 절리가 발달한 곳

에서는 다이나마이트 계통의 폭약을 사용한다. 

나. ANFO 

질산암모늄을 주성분으로하여 연료유와 혼합한 초안 폭약의 일종인 ANFO

는 민감성이 낮고 뇌관만으로는 기폭되지 않는 안전성이 우수한 저폭속, 

저비중 폭약류로 값이 저렴하기 때문에 발파에서 널리 보급되고 있으나, 

내수성이 약하고 가스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터널현장의 경우, 

암반을 따라서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상존하며 기계식 환기 대책이 필요하

기 때문에 ANFO 를 사용한 발파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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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터널에서 적용되는 조절발파 기법의 특성

구 분 Smooth Blasting Cushion Blasting Pre-Splitting Line Drilling

개 요

∙최종열에 좁은공간

격, 최소저항선, 소

구경 화약을 이용한 

약장약으로 주변에 

미치는 향 최소화

∙소량의 분상장약과 

전색재, 공기에 의한 

완충효과 활용

∙장약을 자유면쪽에 

붙여 수행

∙발파전에 선행 발

파를 실시하여 인위

적 파단면을 형성함

으로서 진동의 전파

경로 차단

∙보안물 방향에 천

공경의 2~4배 간격으

로 천공하여 인위적

으로 진동 전파경로 

차단

천 공  

간 격

∙S:W=(0.5~0.8):1

∙S : 공간격

∙W : 최소저항선

∙넓은 공간격
∙공경에 비례

∙SB보다 좁음

∙공경의 2~4배

∙전열 최소저항선의 

0.5~0.75배

장 점

및

단 점

∙주발파와 동시시행

∙정 폭약 이용으로 

장약 용이

∙주변암반이완 손상 

적음

∙여굴이 적고 평활

한 굴착면 확보

∙Line-Drilling에 

비해 천공수 적음

∙불량한 암질에서도 

효과적

∙부분 장약

∙주발파 후 시행

∙장약시 주의

∙균질한 암반에서 

효과적

∙암반균열 최소화

∙선행 발파시 소음, 

진동 우려

∙숙련공 필요

∙진동 경감

∙암반균열 최소화

∙무장약

∙과도한 천공비

∙숙련공 필요

용 도 ∙노천・터널발파 ∙노천발파 ∙노천발파 ∙노천・터널발파
 

다. 함수폭약

함수폭약은 물과 산소공급제, 특수예감제 등이 적당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겔

(gel)상의 폭약이며, 일반 폭약이 물을 흡수하면 폭발 위력이 감소하거나 불발

되는데 반하여 이 폭약은  수공에서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물에 대한 민감도

가 낮으며  취급이 대단히 안전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라. 정 폭약 

터널의 외곽선을 확보하기 위해 사용되는 정 폭약은 개당 중량에 비해 

폭약직경이 가는 특징이 있어 특수발파에 사용된다. 정 폭약은 여굴의 발

생을 억제하고 진동을 약하게 하는 동시에 decoupling 효과를 이용하여 모암의 

균열을 최소화 하여 미려한 발파면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특수 폭약으로  순

폭도, 내수성이 뛰어나며 Prespliting, Smooth Blasting, Cushion Blasting 의 

조절발파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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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에멀젼 폭약(Emulsion explosives)

에멀젼 폭약은 작은 양의 질산암모늄 용액과 산화제로 구성, 미네랄 오일과 왁

스의 혼합물로 구성된 폭약으로서 기존의 함수폭약이 갖고 있는 내한성, 약상, 

폭력 등을 개선한 최신 폭약이다. 함수폭약의 안정성, 내수성, 후가스 등의 장

점을 보유하면서 성능이 우수한 폭약이다. 위력(폭속, 폭력)은 다이나마이트에

는 미치지 못하나 여건이 적합한 경우 터널에 이용하면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에멀젼 폭약류는 취급이 안전하고 폭속도가 높기 때문에 널리 쓰

이고 있으나 사압에 의한 감도가 일시적으로 떨어져 기폭이 되지 않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어 천공경과 폭약직경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최근의 에멀젼계 폭약은 이러한 단점들이 많이 제거 되어 

세계적으로 그 사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한화에서 생산하

는 뉴마이트 (newmite)와 고려화약의  에뮬라이트 (emulite) 가 사용되고 있다.

   폭약의 폭속, 내한성, 발생 가스량, 내수성과 같은 주요 특성 및 용도에 대

한 내용은  표 5에 정리되어 있다. 

4. 뇌관

뇌관은 다음과 같은 전기뇌관 및 비전기식 뇌관으로 대별될 수 있다.

가. 전기뇌관 (Electric Detonator)

기폭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지발식 전기뇌관에서 지발간격(delay interval)은 제

품마다 약간 차이가 있으나 대략 25MS (Millisecond) 간격으로 지발되는 MSD(Milli 

Second Detonator)와 250 MS 간격으로 지발되는 DSD(Deci Second Detonator)가 있

다. 그림 3.19의 전기뇌관은 모든 공사에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으며 터널 발파

에 서도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림 3.19 전기식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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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폭약의 종류에 따른 특성

구  분 정 폭약 ANFO 에멀젼 폭약 다이나마이트

폭  속 3,900~4,400m/sec 2,800m/sec 4,500~5,500m/sec 5,600~6,700m/sec

내한성 -20 0C -30 0C -20 0C -20 0C

가스량 640~740 ℓ/㎏ 970 ℓ/㎏ 815~821 ℓ/㎏ 880~906ℓ/㎏

내수성 보통 취약 최우수 우수

특  징

․모암의 균열 

최소화

․여굴방지,발파면의  

  미려함과 정 성

․연암에 적용

․취급은 용이하나 

흡습에 약함

․가스량이 많아 

갱내환기에 불량

․경암,연암에 적용

․수분 친화력 양호

․열,마찰,충격 등에 

안전

․후개스가 적음

․경암,중경암에 적용

․폭력이 가장 우수

․적용현장이 많음

용  도

․굴착선공등 

제어발파에 사용

․대절토사면 

굴착경계부의 

암반균열이나 

이완억제용

․노천발파에서 

대량의 채석,채광을 

목적으로 주로 사용

․용출수가 거의 

없는 지역에서 사용

․환기가 어려운   

장대터널에서 사용

․용출수 많은 

지역에도 적용

․대발파

․산악터널

․건설산업용 주폭약

나. 비전기식 뇌관 (Nonelectric Detonator)

비전기식 뇌관은  열을 이용하여 뇌관을 기폭시키기 때문에 충격 및 마찰에 대해 안전하

며 지연 정 도가 우수하고 또한 커넥터의 사용으로 결선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갖는다. 

또한  낙뢰, 유도전류등 전기적 위험에 대해 안전하여 전기장치가 많은 터널이나 수중에

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전기뇌관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사용후 튜브 잔해물이 

남으며 튜브로 인해 전기뇌관에 비해 부피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비전기식 뇌관의 형태

는 그림 3.20과 같고  특성은 표 6과 같다.

그림 3.20 비전기 뇌관



- 33 -

표 6. 기폭뇌관의 특성 비교

구   분 전기뇌관 비전기뇌관

원   리 ․전기뇌관단차로 기폭 ․전기뇌관단차+표면뇌관단차로 기폭

단   차 42단차 단차제한 없음(기본 42단차)

안정성
․물리적 외력에 민감

․전기․전파에 불안정
․전기나 물리적 외력에 안정

결선확인 통전시험 육안 확인

진동 및 

소음

․표면뇌관에 의한 소음 없음

․42단차로 진동제어 가능

․지발당 장약량 감소가능

․표면뇌관의 소음발생

작업성

․현재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

․결선의 잘못 여부 확인가능

․환경오염 우려 없음

․누설전류 또는 낙뢰에 의한 사고 위험

․지하수 유출지역에서 안전성 저하

․결전작업이 용이함.

․안전성이 높음.

․불발뇌관의 확인이 불가능

․플라스틱 튜브 미회수에 따른 환경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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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발파 향 평가

제 1 절 서론

발파로 인한 인접 구조물에 미치는 향은 지반으로 전파되는 발파진동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소음을 들 수 있다.  일반적으로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총에너

지 중에서 5-20%가 탄성파로 변환되어 발파진동으로 소비된다. 발파에 의한 

향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터널이 굴착되는 암반 및 지질의 특성, 지장물의 

위치 및 종류, 환경에 대한 향등 현장조건에 따라 제한 조건이 발생하

며 이러한 각각의 조건들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시공방법을 고려하여야 

한다.  소음 및 진동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암반계수와 진동추정

식을 알아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험발파를 통한 계측자료의 회귀분석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시험발파를 통해 산정된 진동추정식을 사

용하여 최대지발당 장약량을 산출할 수 있으며  진동 및 소음을 예측,  

발파설계에 반 하게 된다. 하지만 설계 단계에서 시험발파가 어려운 경

우, 인접한 부지에서의 발파 진동 및 소음 측정 자료나 일반적인 진동추

정식을 사용해서 발파설계를 수행하게 되며 이때 안전율을 고려하여야 한

다.  

   발파진동은 일반적으로 지반진동 속도(V)로 측정되며, 전파특성은 지발당장

약량(W)과 폭원으로부터의 거리(D)를 주변수로 하여 다음과 같이 일반식으로 표

현할 수 있다.

   V = k (
D

W
b )

n

   여기서 V : 발파진동속도 (㎝/sec) 

          W : 지발당 최대 장약량 (㎏)

          D : 발파폭원 으로부터의 거리 (m)

          b : 장약지수

          n : 감쇄지수

   위 식에서 D/Wb는 거리를 장약량으로 나눈 환산거리(scaled distance) 를 나

타내며 지수 b는 폭원의 특성에 따라 1/2 또는 1/3 의 값으로 처리되고 이를 각

각 자승근 환산 및 삼승근 환산이라 부른다. 위 식의 변수는 시험발파를 통해 

정해져야 하지만 설계단계에서는 채석장에서 10년간 계측하여 제시한 미국 광무

국식(USBM) 으로 k=160, n=-1.6 이 상수로 널리 적용하고 있다.  



- 35 -

 

     V = 160 (
D
W
)
- 1.6

  

    발파에 의한 소음의 경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dB = 20log V + 71                                        

여기서 V는 최대 진동속도치(mm/s), dB는 진동레벨이다. 

제 2 절.  발파진동 및 소음 예측

일반적인 지반진동 추정식을 이용하여 지하처분연구용 터널의 발파 작업에 의한 

하나로 및 터널 인접 시설인 수송용기 시설에 미치는 발파진동과 소음을 예측하

다. 최대 지발당 장약량은 16kg/delay 를 가정하 다. 최대장약량을 사용한 

발파가 예상되는 시험터널 중심에서 수송용기 시설 및 하나로 까지의 거리는 

3000:1 지도를 사용하여 결정하 으며 터널에서 수송용기까지의 거리는 300m, 

하나로까지의 거리는 500m로 추정되었다. 

o 수송용기시설의 경우

. 수송용기에서 시험터널까지의 거리  : 300 m

. 예상되는 발파진동

V = 160(
300
15.6

)
- 1.6

=0.152 cm/sec

. 예상되는 소음

        Y = 20log 1.52 + 71 = 74.5 dB

    

o 하나로의 경우 

. 수송용기에서 시험터널까지의 거리  : 500 m

. 예상되는 발파진동

V = 160(
500
15.6

) - 1.6=0.067 cm/sec

. 예상되는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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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 = 20log 0.67 + 71 = 67 dB

    서울 지하철 시방기준의 경우 진동에 가장 취약한 문화재 및 정 기기의 설

치 건물인 경우 발파진동은 0.2cm/sec 이하가 되도록 발파 작업이 진행되도록 

해야하며 건교부의 터널설계 기준에 따르면 진동예민 구조물의 경우 0.2cm/sec 

이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일반 주택이나 아파트의 경우 0.5cm/sec 이하의 

발파진동이 허용되고 있다(표 7).   진동예민 구조물이 아닌 일반 구조물로 분

류될 수 있는 수송용기시설의 경우 최대 장약량으로 발파 작업을 실시하는 경우 

0.15cm/sec 정도의 발파진동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나로의 경우 예상 

발파진동이 0.067 cm/sec 로 이는 표 8에서 보듯이 일상적인 걷기에 의한 진동 

수준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소음의 경우 수송용기시설의 경우 최대 장약량으로 발파하더라도 일상적인 

대화의 수준보다 약간 높은 정도의 소음이 예상되며 하나로의 경우에는  일상적 

대화수준의 소음이 예상된다(표 9).   

표 7.국내 공공기관의 발파진동 허용 기준   (단위 : ㎝/sec)

구      분
진동 속도에 따른 규제 기준

건 물 종 류 허용 진동치

서울시 지하철 

시방기준

 문화재, 정 기기 설치건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 사무실, 공공건물 1.0

 RC, 철골조 공장 4.0

노 동 부

(노동부고시 

94∼26호)

 문화재, 컴퓨터등 정 기기 0.2

 결함 또는 균열이 있는 건물 0.5

 균열이 있고 결함없는 빌딩 1.0

 회벽이 없는 공업용 콘크리트 구조물 1.0∼4.0

한국토지공사

시방기준

 가축(소, 닭, 돼지등) 0.09

 문화재, 진동예민 시설물 0.2

 주택, 아파트 0.5

 상가건물 1.0

 철근 콘크리트건물 1.0∼4.0

건교부 터널설계기준

(1999)

 진동예민 구조물(문화재등) 0.3

 조적식벽체와 목재 천장구조물(재래가옥등) 1.0

 조적식 중소형건축물(저층양옥,연립주택등) 2.0

 철근콘크리트 중소형건축물(중,저층 아파트등) 3.0

 철근콘크리트 대형건축물(고층아파트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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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미국 광무국(USBM)의 조사 자료에 따른 일상적인 생활에서의 진동 수준

     

구             분 진 동 수 준  (㎝/sec)

    일상 활동 걷기 0.08

    뜀뛰기 0.71

    문을 꽝 닫았을 때 1.27

    벽면에 못을 박을 때 2.24

 표 9.  폭풍압 크기에 의한 구조물 및 인체 반응          단위: dB(L)

  dB (L) 폭 풍 압 (psi) 구조물 및 인체 반응

   180   3 ←구조물 손상

   170   0.95 ←대부분의 유리창이 깨어짐

   150   0.095 ←일부 유리창들이 깨어짐

   140   0.030 ←피해 한계      

   130   9.5  ×  10
-3

←미광무국 허용 한계치

   120   3    ×  10
-3

←미광무국 안전 수치

   110   9.5  ×  10
-4

←고통 한계(고통을 느끼는 시점)

   100   3  ×  10
-4 ←불평 한계 (접시나 창문 흔들

림)

    80   3    ×  10
-5

←안정

    60   3    ×  10
-6

←일상적대화  

    20   3    ×  10
-8

←속삭임

     0   3    ×  10
-9

←가청 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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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발파 설계

 

제 1 절 발파설계 개요

발파기법에 의해 굴착되는 터널공사에서 여굴량의 증가는 공사비 증가 및 터널 

안정성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굴이란 터널 단면보다 더 깊이 파쇄

가 발생하는 것을 뜻한다.  여굴은 그 양이 증가함에 따라 버력 반출량, 숏크리

트 시공량 및 콘크리트 라이닝 시공량이 증가하게 되어 상대적으로 공사비의 증

가를 초래하며 터널 안정성 측면에서도 가능한 한 여굴량을 감소시키는 것이 유

리하다. 여굴량을  감소시키기 위해 지하처분연구시설의 발파설계에서는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 다.

-  Smooth Blasting 공법 채택

-  막장 발파후 조속히 초기 보강 실시 

-  적정 사용 장비의 선정

-  정 폭약 사용 및 적정량의 폭약량 사용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설계에서 고려한 암반 타입별 여굴량은 표 10과 같다.  

표 10.  암반 타입별 여굴량 (단위:cm)

    구분

  터널명
Type Ⅰ Type Ⅱ Type Ⅲ Type Ⅳ Type Ⅴ Type Ⅵ

지하처분

연구시설
10 10 15 20 20 20

   본 발파설계에서는  터널 입구부인 연약암반에서는 여굴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진장을 짧게 하고 단단한 암반 구간에서는 발파효율을 극대화기 

위해 굴진장을 늘려서 설계함으로써  터널의 안정성과 굴착작업의 경제성

이 최적화 되도록 하 다. 발파 설계시의 고려사항 및 본 발파 설계에 반

한 사항은 표 11과  같다.

  터널의 구조적인 안정성 확보와 낙석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약 및 무리한 굴진장의 변경을 금지하고 과도한 여굴이 발생하지 않

도록 적정발파를 수행하여 터널의 구조적 안정성과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

하도록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터널의 입구부에서는 소음 또는 비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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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방음벽의 설치를 설계에 반 하

다. 

표 11.  발파 설계시의 고려사항

발파 설계시 고려사항 설계반  사항

 ∙ 지반상태를 고려한 발파패턴 설계  ∙ 지반종류 및 암반 등급을 고려한 발파패턴

 ∙ 굴진장 및 주변환경에 적합한 심발 공법
 ∙ 갱구부 소음진동 감소 및 장공발파 효율이 

좋은 SUPEX-cut 적용

 ∙ 적재 및 운반에 용이한 버력 크기 고려  ∙ 공간격 및 최소 저항선 조정

 ∙ 발파에 의한 허용 기준치 설정
 ∙ 허용 진동속도 0.2 cm/sec - 하나로원전

 ∙ 허용 진동속도 0.1 cm/sec - 가축류

 ∙ 여굴 및 주변 암반의 이완 최소화  ∙ 외곽공에 Smooth Blasting 발파

제 2 절 발파용품 선정

1. 폭약의 선정 

폭약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물리적 외력에 안전한 폭약

  ∙ 제조․운반 및 사용에 안전한 폭약

  ∙ 발파진동 및 소음이 작은 폭약

  ∙ 지하수 유입에 대한 내수성이 우수한 폭약

  ∙ 여굴 및 주변암반의 이완을 최소화할 수 있는 폭약

  본 지하처분연구시설의 건설에서는  여굴방지와 굴착선 확보를 위한 외곽

공에 Smooth  blasting 공법 적용을 위해서 정 폭약을 사용하도록 설계하 으

며 내수성이 뛰어나고 경암 및 연암에서의 적용력이 높은 에멀젼 폭약을 사용하

도록 하 다.

2. 기폭뇌관의 선정 

기폭뇌관의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취급하기 쉽고 경제성이 우수한 뇌관

  ∙ 안전성 및 불발확인이 용이한 뇌관

  ∙ 수공이나 열악한 환경에서도 시공성이 우수한 뇌관

  ∙ 지발당 약량 제한에 따른 단차 확보가 가능한 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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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차에 제한 없는 기폭 시스템 선정

  ∙ 발파잔류물에 의한 환경오염 최소화

본 터널 발파작업에서는 누설전류 또는 낙뢰에 대한 안전성을 높이고 결선시간

의 단축으로 시공성 향상시키기 위해 비전기식 뇌관을 선정하 다. 

3. 심발공법 선정

터널에서의 발파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심발발파가 이루어지는 1자유면 

발파로서 새로운 자유면을 만들기 위한 심발발파의 결과에 의해 굴진의 

성공여부가 좌우된다. 터널의 발파공법은 심빼기의 천공방법과 발파메커

니즘에 따라 각도공 심빼기와 수평공 심빼기로 구분되며 최근에는 국내에

서 개발된 Supex-cut 이 국내 여러 현장에 적용되고 있다. 발파공법을 선

택할 때에는 아래의 사항을 검토해야 한다.

  ․ 발파진동과 소음등 주변환경에 대한 향     

  ․ 천공의 용이성과 천공시간            

  ․ 파편의 비산거리와 버력의 크기 

  ․ 발파효율(굴진장/천공장)                   

  ․ 막장과 주변암반에 대한 손상(여굴 및 구조물의 안정성)  

  ․ 경제성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설계에서는 암반의 상태에 무관하게, 현장 적용실적이 많고 

가장 경제적이며 진동기준에 따라 지발당 장약량 조절이 용이한 Supex-cut 공법

을 선택하 다. 이 공법은 현장조건변화 및 시공에 대한 기술지원을 받을 수 있

으며 단공의 연암에서 천공패턴이 단순하고 시공이 용이하다는 장점도 가진다. 

4. 제어발파 방법 선정

본 지하처분연구시설 공사에서는 Smooth blasting 기법을 적용하여 설계하

다. 외곽공에 Smooth blasting을 적용함으로써 발파에 의한 모암의 이완과 여굴

을 최소화하고 평활한 굴착면 확보될 수 있도록 하 다.  이 기법은 국내에서 

적용실적이 많으며 시공성과 경제성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Smooth blasting을 채택하는 경우에는 두가지 압력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는  폭발속도가 작은 정 폭약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압력

감소이며 다른 하나는 폭약경이 작고 다짐을 하지 않은 장약법에 따라 

Decoupling Index(DI)가 커짐으로써 생기는 것이다. 본 설계에 적용된 

Smooth blasting은 표 12와 같이 타 장약공에 비해 약 20% 정도의 압력 

감소를 가져오기 때문에  진동 및 암반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여굴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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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진동을 최소로 할 수 있게 한다. 

표 12. 폭약의 종류에 따른 장약공내 폭발압력 감소

구  분 폭속(m/sec) 비중(g/cm
3
) PD(kgf/cm

2
) Pa(kgf/cm

2
)

다이나마이트 5,500 1.3 9.83×10
4

11.22

정 폭약 4,400 1.0 4.84×104 8.97

압력감소 ▼ 20%

제 3 절.  발파 계산

1. 설계 요약

지하처분연구시설은 암반의 타입에 무관하게 전단면 굴착법으로 굴착된다.  

각 타입별 발파설계 내용은 표 13과 같다.  암반의 상태가 양호한 type 1,2 의 

경우 천공장과 비장약량, 파쇄량이 상대적으로 크게 설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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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암반 타입에 따른 발파 설계 

구  분
굴착단면적

(m2)

비장약량

(m3/kg)

천공경

(mm)

천공장

(m)

파쇄량

(m3)

비천공장

(m/m3)

발파효율

(%)

TYPE 1,2 전단면 34.91 0.96 45 3.7 122.18 2.67 94.6

TYPE 3 전단면 34.91 0.91 상동 2.1 69.89 2.47 95.2

TYPE 4 전단면 45.15 0.86 상동 1.6 67.73 2.24 93.7

TYPE 5 전단면 45.15 0.79 상동 1.3 54.19 2.28 92.3

TYPE 6 전단면 45.15 0.70 상동 1.1 45.15 2.31 90.9

2. 천공패턴 및 장약량 산출식

가. 천공패턴의 계산

Supex-cut의 심빼기공은 크게 심빼기 각도공과 심빼기 수평공으로 이루어

져 있다. 심빼기 각도공은 주각도공인 Main-V 공과 보조각도공인 Baby-V 

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적절히 혼용하여 사용하면 좋

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심빼기공의 설계는 심빼기공의 기하학적 형태

를 고려하여 설계 하 다. 

나. 공당 장약량의 산출

공당 장약량을 산출하는  여러 식들이 제시되어 있으며 발파 장소마다 수

반되는 조건에 따라 적절하게 조정되어 사용되고 있다.  지하처분연구시

설의 발파 설계에서는 국내에서 흔히 쓰이는 몇가지 장약량 산출식으로 

부터 적절한 부분을 선택하여 적용하 다. 이로부터 실제의 설계장약량은 

이 계산치의 ±5%내에서 결정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러나 장약량 계산과

정에서 정확한 현장 상황을 반 하기는 어려우므로 초기의 지질자료와 상

이한 곳에서는 시험 발파를 통하여 설계한 장약량에 대한 확인 및 보완 

하는 작업을 수행하도록 한다. 

   표 14는 발파설계시 발파공당 할당되는 장약량을 계산하는데 사용된 

변수들을 보여주며 사용된 계산식은 표 1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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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4. 공당 장약량 계산식에 사용된 변수

기호 단위 구    분 기호 단위 구   분

W m 최소 저항선 D m 공  간  격

H m 천  공  장  h m Vhole발파후 잔류 천공장

 d mm 천  공  경 Ltotal kg 총 장 약 량

Pb kg/m 장 약 집 중 도 ls m  전  색  장

ψ mm 정 폭약의 약경 α - 막장면과의 천공각도

lb m 장  약  장  P.L m 전폭 약포의 길이

ξ
-

다짐정도에 따른 장약 도 

수정계수 

(약 0.65~0.95으로 설정 ) λ -

폭약 비중에 따른 장약 도 

수정계수 

(일반폭약과 정  폭약과의 

장약 도비(1/1.3) = 0.769)
S m Main-V의 좌우 공간격 / 4

표 15.  공별 장약량 계산식

구  분 계  산  식 비  고

Main V, Baby V

(1자유면, 

2자유면)
lb= (0.3, 0.4, 

0.5)×H

ls= Hlb Ltotal= Pb×lb×β

Pb= 

(d
2
/1,000)×ξ

▶lb(장약장의 높이) :

 ‧1자유면-천공장의 50%

 ‧2자유면 - 천공장의 40%

 (단 Sub. V는 30%, 바닥공은 

50%)

▶β(천공장 변수)

 ‧극경암(Type 1, 천공장 

3.2m):  β=1.0 

 ‧퐁화암(Type5, 천공장 

1.1m):  β=0.6

Sub. V,바닥공,

심발보조공

(2자유면)

심발 수평중심공

(1자유면)

lb= 0.5×h 

ls = hlb

h = H(H×0.80) 

심발 수평보조공

(2자유면)

lb=0.4 × h

ls = hlb

h = H(S×tan 65°) 

외곽보조공,외곽

공

(2자유면)

A = Pb × lb

Pb = (ψ
2
/1,000)×λ

lb = H  ls P.L   

ls(max) = H × 

0.25

Ltotal = A ＋ B

Pb=(ψ
2
/1,000)×

  λ(kg/m) 

▶lb(장약장의 높이) : 

천공장의 75%

▶A : 정 폭약의 무게

▶B : 전폭약포의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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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암반타입별 발파설계 

암반 타입별 천공패턴은 표 16에 그리고  발파공에 설치되는 장약량은 표 17에 

정리되어 있다. 

표 16.  타입별 발파공 천공패턴 (단위: m)

공 별 항 목

TYPE

(천공장 H)

숏크리트구간

TYPE 1,2

숏크리트구

간

TYPE 3

동상방지층

구간

TYPE 4

동상방지층

구간

TYPE 5

동상방지층

구간

TYPE 6

3.7m 2.1m 1.6m 1.3m 1.1m

Main
V-hole

최소저항선 3.57 2.07 1.60 1.32 1.13

공저간격 0.60 0.60 0.60 0.60 0.60

좌우 공간격 1.70 2.10 1.80 1.50 1.40

상하 공간격 0.80 0.80 0.80 0.80 0.80

Baby
V-hole

최소저항선 2.13 - - - -

공저간격 0.60 - - - -

좌우 공간격 2.50 - - - -

상하 공간격 0.80 - - - -

Sub

V-hole

최소저항선 - 0.60 0.70 0.70 0.70

공저간격 - 1.80 2.00 2.00 2.00

좌우 공간격 - 2.90 2.90 2.90 2.60

상하 공간격 - 0.80 0.80 0.80 0.80

심  발 
수  평
중심공

실천공장 0.70 0.42 0.32 0.26 0.22

최소 저항선 0.70 0.42 0.32 0.26 0.22

상하 공간격 0.80 0.80 0.80 0.80 0.8

심  발
수  평
보조공

실천공장 1.42 - - - -

최소 저항선 0.80 - - - -

상하 공간격 0.8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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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타입별 장약량 

공  별 기호 단위

TYPE (천공장 H)

숏크리트구간

TYPE 1,2

숏크리트구간

TYPE 3

동상방지층

TYPE 4

동상방지층 

TYPE 5

동상방지층 

TYPE 6

3.7 2.1 1.6 1.3 1.1

Main

V-hole

바닥공

Pb kg/m 1.52 1.52 1.52 1.52 1.52

lb m 1.85 1.05 0.80 0.65 0.55

ls m 1.85 1.05 0.80 0.65 0.55

Ltotal 본 4.5(φ36mm) 3(φ32mm) 7(φ28mm) 5(φ28mm) 4(φ28mm)

Baby

V-hole

Pb kg/m 1.52 - - - -

lb m 1.11 - - - -

ls m 1.11 - - - -

Ltotal 본 2.5(φ36mm) - - - -

Sub

V-hole

Pb kg/m - 1.52 1.52 1.52 1.52

lb m - 1.05 0.80 0.65 0.55

ls m - 1.05 0.80 0.65 0.55

Ltotal 본 - 3  (φ32mm) 7(φ28mm) 5(φ28mm) 4(φ28mm)

심  발

수  평

중심공

Pb kg/m 1.52 1.52 1.52 1.52 1.52

h m 0.74 0.42 0.32 0.26 0.22

lb m 0.37 0.21 0.16 0.13 0.11

ls m 0.37 0.21 0.16 0.13 0.11

Ltotal 본 1(φ36mm) 1(φ32mm) 1(φ28mm) 1(φ28mm) 1(φ28mm)

심  발

수  평

보조공

Pb kg/m 1.52 - - - -

h m 1.63 - - - -

lb m 0.65 - - - -

ls m 0.98 - - - -

Ltotal 본 1.5 (φ36mm) - - - -

주변공

Pb kg/m 1.52 1.52 1.52 1.52 1.52

lb m 1.48 0.84 0.64 0.52 0.44

ls m 2.22 1.26 0.96 0.78 0.66

Ltotal 본 3(φ36mm) 2(φ32mm) 5.5(φ28mm) 4(φ28mm) 3(φ28mm)

외  곽

보조공

Pb kg/m 0.37 0.37 0.37 0.37 0.37

ls m 0.93 0.53 0.40 0.33 0.28

lb m 2.38 1.18 0.80 0.58 0.43

A 본 6(φ22mm) 3(φ22mm) 3(φ22mm) 2(φ22mm) 1(φ22mm)

Ltotal kg 1.38 0.94 0.80 0.71 0.66

외곽공

Pb kg/m 0.22 0.22 0.22 0.22 0.22

ls m 0.93 0.53 0.40 0.33 0.28

lb m 2.38 1.18 0.80 0.58 0.43

A 본 6(φ17mm) 4(φ17mm) 3(φ17mm) 2(φ17mm) 1(φ17mm)

Ltotal kg 1.03 0.76 0.68 0.63 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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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시험발파

제 1 절 시험발파 개요 

시험발파는 실시 설계한 발파공법을 적용하여 현장의 지반조건 및 지형적 특성

에 맞는 현장 발파진동 추정식을 산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근거로  발파

향권을 검토하여 이에 따른 최적의 발파제원(최소저항선, 공간거리, 천공

장, 지발당 장약량 등)으로 효율적인 발파공사를 수행하는데 목적이 있

다. 지발당 장약량을 고정시키고 계측점을 달리하여 측정함으로써 거리에 따른 

감쇠지수를 파악하여 진동 추정식을 산출한다. 시험발파를 통해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분석, 검토된다. 

- 발파지역 주변환경조사 및 향평가

- 관련자료 검토 및 분석

- 해당지역 진동 허용기준치 설정

-  해당지역 발파진동식 추정

-  지발당 허용 장약량 수치계산

- 지반진동 및 폭풍압(소음수준․음압수준)측정

- 회귀 분석 결과에 의한 해당지역 진동 허용기준치 설정

- 최종 발파진동식에 따른 이격 거리별 지발당 허용 장약량 산출

- 최적의 발파제원(최소저항선, 공간거리, 천공장,지발당 장약량 등)

시험발파는  터널 발파작업시 발생하는 소음,진동을 평가하여  현장 적용패턴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 인근의 주요 보안물건에 대한 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

하처분 연구시설 건설공사 현장에서 2005년 5월 27일 오전 10시 30분에 실시하

다. 폭약이 설치된 지점은 STA 0+092 지점이며 시험발파에 의한 소음 및 진동

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그림 6.1 에서와 같이  시험발파 현장 인근에 일정한 

거리 간격으로 5 지점, 종합엔지니어링동, 수송용기시험시설, 하나로 원자로 인

근에 각각 계측기를 설치하 다. 그림 6.2 는 각 지점에 설치된 계측기의 모습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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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1 시험발파 위치 및 진동계측 위치

계측5(현장내100m)
계측6(수송용기시험

동)
계측7(종합ENG동)

계측8(하나로원자로

동)

계측1(현장내60m) 계측2(현장내70m) 계측3(현장내80m) 계측4(현장내90m)

 

그림 6.2 진동계측전경



- 48 -

2절.  시험발파 기준 및 조건

1.  진동, 소음 기준 

현장의 진동적용 기준치는 원자력연구소내 구조물, 실험실동, 원자로의 특수성

을 감안하여 실시설계시 설계기준으로 설정한 0.2cm/sec 을 기준으로 설정하

다.소음기준치는 “소음진동 규제법” - 생활소음규제기준 제29조의 2 제3항을 참

조로 하여 80dB(A)로 설정하 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의 내진설계 기준에 따르면 국내 원자력 발전소의 

내진 설계값은 0.2g이며, 이는 중력가속도 9.8m/s의 20% 크기를 뜻한다. 0.2g는 

규모 6.5정도(진도 8에 해당)의 강진에 해당하며, 실제 원자력 발전소 내진설계

를 할 때에는 내진설계값 0.2g의 지진이 원자로 건물 기초 바로 밑에서 일어나

는 것을 보고 설계한다.  국내 원자력 발전소 시설물에 대한 적용기준인 0.2g는 

196gal(196cm/sec
2
)과 같으며, 이는 기상청 자료에 대비시 진도 5등급이상의 강

진에 대해 안전한 기준으로 이를 진동속도로 환산시 동 5등급 기준이 

1.0~2.0cm/sec 이므로 본 지하처분연구시설 건설 현장에 대한 적용 기준치 

0.2cm/sec는 안전기준의 10~20% 수준으로 매우 안전한 수준으로 적용된 기준임

을 알 수 있다.   

2.  시험발파 조건

시험발파에서 사용된 폭약은 에멀젼폭약(Emulite)이며 폭약을 기폭시키기 위해 비전기식

뇌관(NONEL)을 사용하 다.  비전기식 뇌관의 순차적 기폭을 위해 Bunch connector와  전

기뇌관을 추가로 사용하 다. 막장 우상부의 심발부에서 확대부에 걸치는 일부분이 쐐기

파괴가 형성되어 발파공 천공이 불가능하여, 쐐기파괴가 형성된 부분은 발파공 천공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림 6.3 은 시험발파에 적용된 천공 배치도 및 각 발파공에서의 기폭 

순서를 보여주는 뇌관 배치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18에서 정리되어 있듯이 시험발파에 

사용된 직경 32mm 의 Emulite 는  28kg이며 기폭을 위해 MS 비전기식 뇌관이  54개, LP 

비전기식 뇌관이 38개 사용되었다. 각 발파공은 6개의  Bunch connector 를 통해 기폭되

었다.  Smooth blasting 을 위해 주변공에는 직경 17mm 의 정 폭약을  3.75kg 설치하

으며 최초 기폭용으로 1개의 전기뇌관이 사용되었다.   그림 6.4는 시험발파를 위해 

Bunch connector 를 사용해서 발파공을 결선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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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천공 배치도 (b) 뇌관 배치도 

그림 6.3 시험발파 제원

그림 6.4. 시험발파를 위한 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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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8.  심발공/확장공의  장약 제원표

구  분
뇌관

번호
공수

공당장약량(ea) 계

수량

(ea)

장약량

(kg)

지발당장약량(ea) 계

EM 정 폭약 EM 정 폭약
수량

(ea)

장약량

(kg)Φ32mm Φ17mm Φ32mm Φ17mm

심

발

공

M-V
MS3 3 3 3 6 0.48 9 9 1.44

MS4 3 3 3 6 0.48 9 9 1.44

수평 MS5 3 1 1 2 0.16 3 3 0.48

S-V
MS6 2 3 3 6 0.48 6 6 0.96

MS7 6 3 3 6 0.48 18 18 2.88

확

장

공

주변공

MS9 6 2.5 2.5 5 0.40 15 15 2.40

MS10 4 2.5 2.5 5 0.40 10 10 1.60

MS12 3 2.5 2.5 5 0.40 7.5 7.5 1.20

MS17 2 2.5 2.5 5 0.40 5 5 0.80

MS18 2 2.5 2.5 5 0.40 5 5 0.80

외  곽

보조공

MS11 6 1.5 1.5 3 0.28 9 9 1.44

MS14 4 1.5 1.5 3 0.28 6 6 0.96

MS16 5 1.5 1.5 3 0.28 7.5 7.5 1.20

MS17 1 1.5 1.5 3 0.28 1.5 1.5 0.24

MS18 1 1.5 1.5 3 0.28 1.5 1.5 0.24

외곽공

LP6 10 1 1 2 0.285 10 10 20 2.85

LP7 10 1 1 2 0.285 10 10 20 2.85

LP8 8 1 1 2 0.285 8 8 16 2.28

LP8 2 0.5 1 1.5 0.285 1 2 3 0.41

바닥공

MS19 3 3 3 0.48 9 9 1.44

LP9 4 3 3 0.48 12 12 1.92

LP10 4 3 3 0.48 12 12 1.92

3. 진동 계측 장비

진동 측정을 위해 표 19 의 3 종류의 진동 측정기기 사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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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9.  진동계측기 제원 및 설치 대수   

 

구  분

(설치대수)
개 요 도 PMT 진동측정기 주요특성

PMT

2대

∙최대 진동 측정범위 : 80 mm/sec 까지

∙소음측정 범위 : 90~140 (dB L)

∙진동주파수 범위 : 250HZ

∙TRIGGER LEVEL : 0~80 mm/sec의 범위내 설정

∙샘플링 레이트 : 1024/초

∙저장용량 : 1초 데이터 300개

Blastmate

5대

∙최대 진동 측정범위 : 254 mm/sec 

∙최소 진동 분석 가능치 : 0.0159 

∙TRIGGER LEVEL[진동] : 0.13~253.9 mm/sec의 범위내 설정

∙가속도 : 0.01~30 gal 범위내 진동 가속도 계산 가능

∙변위 0.0001“~1.5” 범위내 진동 변위 계산 가능

∙주파수 분석 : USBM/DIN4150 주파수  

VMS-200S

1대

∙최대 진동 측정범위 : 127 mm/sec  

∙최소 진동 분석 가능치 : 0.1mm/sec

∙TRIGGER LEVEL : 0.51~127 mm/sec의 범위내 설정

∙가속도 : 0.001~30 gal 범위내 진동 가속도 계산 가능

∙변위 0.000254~3.81cm 범위내 진동 변위 계산 가능

∙주파수 분석 : USBM/DIN4150 주파수  

3 절.  시험발파 결과

1. 시험발파 측정 결과

시험발파에 의해 형성된 발파면에 대한 조사 결과 상부(좌측) 굴착선부에 일부, 

미굴이 발생하 으나 미굴량이 적고 전반적으로 양호한 결과를 보 으며, 굴진

장은 1-1.2m 이며 파쇄암의 크기는 평균 10-30cm 정도로 집적형태도 양호한 결

과를 얻었다(그림 6.5).  진동, 소음의 측정결과는 표 20 에 정리하 다.  표 

20에서 N/T (No Triggered) 는 소음,진동이 검측되지 않았음을 뜻한다. 이는 발

파에 의해 생성된 지반진동이 Sensor 지점에 이르러 완전 소멸되거나 진동계측

기에 설정된 Trigger Level 이하의 미약한 진동으로 감쇄하여 진동계측기의 기

록/저장 작동을 유발시키지 못함으로서 해당 발파조건에 대하여 검측이 이루어

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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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파후 막장면 상태 #1 발파후 막장면 상태 #2 발파후 막장면 상태 #3

굴진율 측정 파쇄도 #1 파쇄도 #2

 그림 6.5  시험발파에 의한 암반 파쇄 결과

 표 20.  진동, 소음 측정결과  

PMT(A04122884) PMT(A04122885) VMS-200S(V2E240191) Blastmate(2070)

계측 #1 (현장내) 계측 #2 (현장내) 계측 #3 (현장내) 계측 #4 (현장내)

진동

cm/sec

소음

dB (L)

진동

cm/sec

소음

dB (L)

진동

cm/sec

소음

dB (L)

진동

cm/sec

소음

dB (L)

0.477 136.6 0.383 136.6 0.188 135.3 0.139 137.7

 

Blastmate(1643) Blastmate(2485) Blastmate(1706) Blastmate(2331)

계측 #5 (현장내)
계측 #6 

(수용용기동)
계측 #7 (종합ENG동) 계측 #8 (하나로동)

진동

cm/sec

소음

dB (L)

진동

cm/sec

소음

dB (A)

진동

cm/sec

소음

dB (A)

진동

cm/sec

소음

dB (A)

0.093 125.3 0.051 54.2 N/T N/T N/T 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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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진동 측정 장소 중에서  가장 인접한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수송용기 시

험시설에서 측정된 진동 DATA 최대값은 0.051cm/sec이며, 이는 진동허용기준치

인 0.2 cm/sec의 25%에 해당되는 수치이다. 종합엔지니어링동, 하나로원자로동

의 경우 계측지점이 발파지점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 전파된 진동 속도의 크기

가 Trigger Level 이하(진동측정기 최저설정레벨 0.013cm/sec이하)로서 계측기

록이 되지 않았다. 수송용기 시험시설에서 측정된 소음 DATA 최대값은 54.2 

dB(A)이며, 이는 과업 현장 소음허용기준치인  80 dB(A)의 68%에 해당되는 수치

이다. 표 21-22는 계측된 진동치와 소음을 나타내고 있다.  시험발파는 비산석 

및 소음 방호를 위해 갱문 설치후 실시되었으며, 따라서 원거리 비산석이 발생

하지 않았으며, 파쇄암석은 터널내부에 고르게 집적되었다.  

표 21. 진동 계측 결과분석 

계 측 위 치 허용 진동치(cm/sec) 계측 진동치(cm/sec)

수송용기 시험시설

0.2

0.051

종합엔지니어링동 N/T(0.013cm/sec이하)

하나로원자로동 N/T(0.013cm/sec이하)

 표 22. 소음 계측 결과분석

계 측 위 치 허용 소음치 dB(A) 계측 소음치 dB(A)

수송용기 시험시설

80

54.2

종합엔지니어링동 N/T

하나로원자로동 N/T

2. 진동 추정식의 산정

측정된 진동 자료를 이용하여 단순 회귀분석을 통한 진동상수 산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진동관계식 V=K (
D

W
b )

n

을 이용하여 표본 회귀식으로 변환하고, 양변에 로

그를 취하면

  LogV=LogK+nLog( D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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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LogV=Y, LogK=a, Log (
D
W
)=X, n= b 라 하면 Y=a+bX

  위 식을 모회귀 직선(표본회귀식)이라 하며, 모회귀 직선을 생성할 때 발생하는 오차

들의 자승근 합을 최소로 하기 위해 최소자승법(Least Square Method)을 사용하여 발

파진동 상수를 산출하 다. 발파진동 계측자료는 진동회귀분석을 위해 측정된 진동 데

이타를 발파의 각 역 (심발 역, 확대 역, 굴착선 역, 바닥 역)별로 총 5분할하여 

역별 최고치를 산출하 다. 그림 6.6은  발파진동의 계측에서부터 데이터의 분할까

지의 과정을 보여준다.

그림 6.6  발파진동 계측 및 데이터 분할 과정 

발파진동의 계측 Download 발파진동 DATA 추출

▶ ▶

▼

역별데이터분할(Blastware

)
역별데이터분할(eXAD-8)

역별데이터분할(THOM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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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측정데이터의 발파 역별 진동치

구분

계측 #1 계측 #2 계측 #3 계측 #4 계측 #5 계측 #6

진동

cm/sec

진동

cm/sec

진동

cm/sec

진동

cm/sec

진동

cm/sec

진동

cm/sec

심발 역 0.404 0.302 0.177 0.136 0.079 0.032

확대 역 0.246 0.148 0.154 0.091 0.069 0.038

굴착선전열 역 0.256 0.097 0.164 0.101 0.064 0.024

굴착선 역 0.467 0.363 0.154 0.132 0.087 0.044

바닥 역 0.368 0.263 0.154 0.083 0.069 0.020

표 24.  발파 역별 지발당 화약량의 산출

구분 발파 역 지발당 화약량(kg/delay)

1 심발 역 2.80

2 확대 역 2.40

3 굴착선전열 역 1.20

4 굴착선 역 2.85

5 바닥 역 1.92

측정된 결과치를 거리별, 장약량별로 정리한 후 식(1)에서 변수 b를 1/2과 1/3

로 취하고, 
D

W b 를 SD(Scaled Distance)라 놓으면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된다.  

           V = k(SD)n    

b=1/2 인 경우 자승근 진동추정식이라고 하고 b=1/3 인 경우, 삼승근 진동추정

식이라고 한다.  측정된 진동값에 대한 회귀분석을 실시하기 위해 대수눈금 그

래프에 나타내면, 직선관계가 성립되어 k 값과 n 값이 최종적으로 결정되며, 당 

현장에 적합한 진동 추정식을 얻게 된다.  자승근 진동추정식 결정을 위한 거리에 

따른 진동치는 그림 6.7과 같으며 회귀분석을 통해 결정된 50%, 95% 신뢰도를 

갖는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50%신뢰도 V= 51.91 (
D
W
)
- 1.45

95%신뢰도 V= 83.24 (
D
W
)
- 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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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자승근 진동 추정식의 도출 

 삼승근 진동추정식은 그림 6.8에서 구해지며 50%, 95% 신뢰도의 추정식은 다음

과 같다. 

                     50%신뢰도 V= 77.42 (
D
3 W

)- 1.50

95%신뢰도 V= 124.26 (
D
3
W
)
- 1.50

그림 6.8  삼승근 진동 추정식의 도출 



- 57 -

3.  지발당 장약량의 예측 (0.2 cm/sec 기준시)

산출된  진동 추정식중 95% 신뢰도 진동추정식을 이용하여 진동 허용 기준치를 0.2 

cm/sec로 제한하 을 경우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을 예측하 다.  자승근(square root)과 

삼승근(Cube Root)의 분기점(Cross Point)은 발파원으로부터 이격거리 95m 지점이다.   

두 식을 이용한 거리에 따른 지발당 장약량 변화는 그림 6.9 와 같다.

그림 6.9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

표 25.  거리별 지발당 장약량의 변화 (0.2cm/sec기준)  

Distance (m)
Particle Velocity 0.2 cm/sec 기준

자승근 삼승근 적용값

50 0.610 0.324 0.324

60 0.878 0.560 0.560

70 1.195 0.889 0.889

80 1.561 1.326 1.326

90 1.975 1.889 1.889

95 2.201 2.221 2.201

100 2.439 2.591 2.439

150 5.487 8.743 5.487

200 9.755 20.725 9.755

250 15.242 40.478 15.242

300 21.949 69.946 21.949

350 29.875 111.071 29.875

400 39.020 165.797 39.020

450 49.385 236.067 49.385

500 60.969 323.067 60.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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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거리별 진동속도의 산출

발파현장의 산출 진동추정식을 이용하여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를 예측할 수 있다.  자승

근 진동추정식은 원거리에서 삼승근 진동추정식에 비해 안전율이 높으며, 터널 건설 현

장은 주요보안물건이 최소 270m 이상 이격되어 있으므로 자승근 진동추정식을 이용하여 

거리별 진동속도를 예측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 연구에서는  95%신뢰도를 가지는 자승근 

진동추정식을 이용하여 지발당 장약량을 변화시켜 가면서 거리별 진동속도를 예측하여 

그림 6.10과 표 26 에 나타내었다.  

그림 6.10 거리에 따른 진동속도 

표 26. 거리별 진동속도의 분포

 

Distance (m)
Particle Velocity (cm/sec)

1kg/delay 2kg/delay 3kg/delay 4kg/delay 5kg/delay

60 0.220 0.363 0.487 0.600 0.706

70 0.176 0.291 0.390 0.480 0.565

80 0.145 0.239 0.321 0.396 0.465

90 0.122 0.202 0.271 0.334 0.392

100 0.105 0.173 0.232 0.286 0.337

150 0.058 0.096 0.129 0.159 0.187

200 0.038 0.063 0.085 0.105 0.123

250 0.028 0.046 0.062 0.076 0.089

300 0.021 0.035 0.047 0.058 0.068

350 0.017 0.028 0.038 0.047 0.055

400 0.014 0.023 0.031 0.038 0.045

450 0.012 0.020 0.026 0.032 0.038

500 0.010 0.017 0.023 0.028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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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발파 향 검토

1. 구간별 발파설계

시험발파를 통해 얻어진 진동추정식을 이용하여 발파설계에 따라 터널건설이 이

루어지는 경우에 대한 주요 지점에서의 발파진동을 예측할 수 있다. 터널 건설 

현장의 발파패턴 적용 계획은 그림 6.11 과 같다. 

그림 6.11   지하처분연구시설 구간별 발파 패턴

각 발파 구간의 폭은 표 27 과 같다.  터널 입구에서 140-170m에 해당하는 

STA 0+210 ~ 0+238 의 경우 Type-1 에 해당하는 양질의 암반이 나타나며 이곳에

서 발파에서는 총 장약량은 117kg, 지발당 최대 장약량은 9kg 으로 가정한다.   

주변장에 설치되는 정  폭약은 26kg 이 사용된다. 터널 입구부의 경우 Type-6 

의 약한 암반이 나타나며 이곳에서는  총장약량 31kg, 지발당 장약량은 2.25kg 

정도로 사용함으로써 발파에 의한 암반손상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각 구간별 발파 패턴의 제원은 표28-29 에 정리되어 있다. 

표 27.  구간별 발파패턴 적용현황

 

구간별 구분 패턴 연장(m) 구간별 구분 패턴 연장(m)

STA 0+075 ~ 0+094 6 19 STA 0+168 ~ 0+210 2 42

STA 0+094 ~ 0+107 5 13 STA 0+210 ~ 0+238 1 28

STA 0+107 ~ 0+117 4 10 STA 0+238 ~ 0+252 2 14

STA 0+117 ~ 0+141 3 24 STA 0+252 ~ 0+268 3 16

STA 0+141 ~ 0+168 4 27 STA 0+268 ~ 0+310 2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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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발파패턴 및 제원 (P1,P2,P3)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3

장약량(주폭약) 47.875kg

장약량(정 폭약) 15.65kg

총장약량 63.525kg

지발당 장약량 4.725kg/delay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2

장약량(주폭약) 91.25kg

장약량(정 폭약) 26.10kg

총장약량 117.35kg

지발당 장약량 9.00kg/delay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1

장약량(주폭약) 91.25kg

장약량(정 폭약) 26.10kg

총장약량 117.35kg

지발당 장약량 9.00kg/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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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발파패턴 및 제원(P4,P5,P6)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4

장약량(주폭약) 42.8125kg

장약량(정 폭약) 15.075kg

총장약량 57.8875kg

지발당 장약량 4.25kg/delay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5

장약량(주폭약) 32.50kg

장약량(정 폭약) 10.05kg

총장약량 42.55kg

지발당 장약량 3.25kg/delay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6

장약량(주폭약) 26.75kg

장약량(정 폭약) 5.025kg

총장약량 31.775kg

지발당 장약량 2.25kg/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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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패턴별 진동 향권 검토

각 발파 타입을 적용할 경우 거리에 따라서 추정되는  발파 진동은 표 30 에 

정리되어 있다.  200m 거리에서 P-1 발파 타입에 의해서 발생될 것으로 추정

되는 진동은 0.189cm/sec 로 타나났다.  표 31-32 은 원자력연구소 주요 지

점에서 예상되는 진동을 발파 타입별로 정리해서 보여주고 있다.  터널 입구

에서 100미터 정도 떨어진 STA-168에서 P-2 타입으로 발파가 있을 경우, 최

대의 발파진동이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며 이때 수송용기시험시설에서 

0.092cm/sec의 최대 진동이 예상되지만 발파 설계 기준인 0.2cm/sec 에 비해

서는  절반 정도임을 알 수 있다. 

표 30.발파패턴별 거리에 따른 진동 (단위: cm/sec)

 

Distance 

(m)

P-1 P-2 P-3 P-4 P-5 P-6

9.00kg/delay 9.00kg/delay 4.73kg/delay 4.25kg/delay 3.25kg/delay 2.25kg/delay

200 0.189 0.189 0.118 0.110 0.090 0.069

220 0.164 0.164 0.103 0.095 0.079 0.060

240 0.145 0.145 0.091 0.084 0.069 0.053

260 0.129 0.129 0.081 0.075 0.062 0.047

280 0.116 0.116 0.073 0.067 0.055 0.042

300 0.105 0.105 0.066 0.061 0.050 0.038

320 0.095 0.095 0.060 0.055 0.046 0.035

340 0.087 0.087 0.055 0.051 0.042 0.032

360 0.080 0.080 0.050 0.047 0.038 0.029

380 0.074 0.074 0.047 0.043 0.036 0.027

400 0.069 0.069 0.043 0.040 0.033 0.025

450 0.058 0.058 0.036 0.034 0.028 0.021

500 0.050 0.050 0.031 0.029 0.024 0.018

550 0.044 0.044 0.027 0.025 0.021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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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발파진동의 향권검토 (P-1,P-2,P-3)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1

지발당장약량 9kg/delay

진동기준치 0.2cm/sec

진동예측치 0.080cm/sec(수송용기)

검  토 OK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2

지발당장약량 9kg/delay

진동기준치 0.2cm/sec

진동예측치 0.092cm/sec(수송용기)

검  토 OK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3

지발당장약량 4.725kg/delay

진동기준치 0.2cm/sec

진동예측치 0.070cm/sec(수송용기)

검  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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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발파진동의 향권검토 (P-4,P-5,P-6)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4

지발당장약량 4.25kg/delay

진동기준치 0.2cm/sec

진동예측치 0.067cm/sec(수송용기)

검  토 OK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5

지발당장약량 3.25kg/delay

진동기준치 0.2cm/sec

진동예측치 0.058cm/sec(수송용기)

검  토 OK

 

구  분 제  원

패턴구분 P-6

지발당장약량 2.25kg/delay

진동기준치 0.2cm/sec

진동예측치 0.047cm/sec(수송용기)

검  토 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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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본발파

제 1 절 발파 공정

터널 굴착 공법은 지질적인 조건 특히 표토 두께, 단층. 파쇄대, 지하수의 상

태, 단면의 크기 등에 따라 결정된다. 굴착 단면이 비교적 적고, 지반이 안정되

어 있을 경우에는   전면을 동시에 굴착하는 전단면 굴착공법이 채용된다.  본 

KURF의 경우 굴착단면이 도로터널에 비해 비교적 작고 심도가 얕아 작용하는 응

력이 크지 않기 때문에 전단면 발파기법을 적용하여 굴착을 실시하 다. 

   원칙적으로 단면 전체를 1회에 굴착하는 방법으로서 지반의 자립성과 지보능

력이 충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며, 주로 지반 상태가 양호한 중소단면의 터

널에서 적용할 수 있는 공법으로 그 주된 특징은 아래와 같다.

 ∙ 굴착에 따른 응력의 재배치가 한 공정(cycle)에 완료되므로 조기에 터널을 

안정화시킬 수 있는 공법이다.

 ∙ 막장이 균일하므로 작업이 단순하다.

 ∙ 기계화에 따른 급속 시공에 유리하다.

 ∙ 굴착 부분이 크기 때문에 지반 조건변화에 대한 대응성이 떨어진다.

 ∙ 단면이 큰 경우 숏크리트 및 록볼트 작업이 늦어지고 큰 작업대 등이 필요

하다.

터널 발파는 1차 자유면이 막장면 밖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암석이 상당히 구

속된 상태이다. 따라서 심빼기 발파를 통해 2차 자유면이 형성시키고 본 발파를 

실시하게 된다.  심빼기 발파는 경사공 심빼기와 평행공 심빼기 등이 실시되고 

있는데 본 발파에서는 경사공 심빼기가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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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발파 사이클

단위 적용 공  종  명

7:00 ~ 7:30 MIN 30 작업지시 및 안전조회

7:30 ~ 8:00 MIN 30 작 업 준 비

8:00 ~ 8:30 MIN 30

8:30 ~ 9:00 MIN 30

9:00 9:30 MIN 30 발파 및 환기

9:30 10:00 MIN 30 버럭처리 작업

10:00 ~ 10:30 MIN 30
부석제거 및 측구 정지작업

(면정리 포함)

10:30 ~ 11:00 MIN 30

11:00 ~ 11:30 MIN 30 Sealing Shot'c (t = 40mm)

11:30 ~ 12:00 MIN 30 중 식

12:00 ~ 13:00 MIN 60
격자지보 설치(Δ-50×20×30)

(내공 및 선형 측량 포함)

13:00 ~ 13:30 MIN 30

13:30 ~ 14:00 MIN 30 1차 Shot'c (t = 80mm)

14:00 ~ 14:30 MIN 30

14:30 ~ 15:00 MIN 30 Rock Bolt 천공위치 MARKING

15:00 ~ 15:30 MIN 30 Rock Bolt 천공(D25, L=3.5m)

15:30 ~ 16:00 MIN 30 간 식

16:00 ~ 16:30 MIN 30

16:30 ~ 17:00 MIN 30

17:00 ~ 17:30 MIN 30 2차 Shot'c (t = 40mm)

17:30 ~ 18:00 MIN 30

18:00 ~ 18:30 MIN 30

18:30 ~ 19:00 MIN 30

19:00 ~ 19:30 MIN 30

19:30 ~ 20:00 MIN 30

20:00 ~ 20:30 MIN 30 현장 정리

Rock Bolt 삽입 및 주입
(D25, L=3.5m)

시   간

천공위치 측량 및 LINE MARKING

장약 및 뇌관연결

천공(ATRAS-2B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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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달 작업내용은 갱구부 토공 및 보강 작업으로 절토부 깍기작업 (STA 0+30∼

70, 좌우측)과 법면 보호공으로 녹생토 작업을 실시하 다. 터널굴착작업은 개

착터널구간 갱문가시설과 NATM 터널 동상방지층 구간 (TY-D6) STA 00+75 ∼ 

00+96.4 (21.4m)를 시공하 다.6월달 주요공정은 NATM터널 굴착작업으로 지보타

입 TY-5 STA 00+96∼00+107, TY-4 STA 00+107∼117, TY-3 STA 00+117∼00+141 

및 터닝셀터 TY-3 STA 00+134 지점에서 5m 를 시공하 다. 7월달 주요공정은 

NATM터널 굴착작업으로 지보타입 TY-4 STA 00+142∼169, TY-3 STA 00+169∼

00+179 지점까지 8월 5일 굴착 완료 하 으며 8월13일까지 현장 정리 및 공사팀 

철수를 완료하 다. 그림 7.1 은 설계 보고서에 포함된 예정 공정표를 보여주고 

있다.

시험굴착 전단면 1.0 식 5일 2005.05.09 2005.05.13

TYPE-D6 전단면 19.0 M 1.0M/회 0.7M/일 27일 2005.05.14 2005.06.09

TYPE-D5 전단면 13.0 M 1.2M/회 0.8M/일 16일 2005.06.10 2005.06.25

TYPE-D4 전단면 10.0 M 1.5M/회 1.0M/일 10일 2005.06.26 2005.07.05

TYPE-S3 전단면 24.0 M 2.0M/회 1.4M/일 17일 2005.07.06 2005.07.22

TYPE-S4 전단면 27.0 M 1.5M/회 1.0M/일 27일 2005.07.23 2005.08.18

TYPE-S2 전단면 10.0 M 3.5M/회 2.5M/일 4일 2005.08.19 2005.08.22

103.0 M 107일 2005.05.04 2005.08.22

START FINISH수 량 단위
설   계
굴진장

일 일
굴 진
계 획

소  요
일  수

터널굴진 소 계

6월 7월 8월5월

그림 7.1 예정 공정표 

제 2 절.  발파작업 순서

1. 천공 

굴착과 천공시 안전성확보를 위하여 점보 드릴을 사용하여 발파공 천공작업을 

수행하 다.  2boom 점보로 길이는 13m,  폭은 2.5m, 총중량은 26톤이다(그림 

7.2,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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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 점보 드릴

 

그림 7.3   점보드릴을 이용한 천공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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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약

비전기식 뇌관(NONEL)을 발파공 끝의 폭약 아래쪽에 끼워서 각 발파공에 삽입한

뒤 모래주머니를 이용해서 발파공 입구를 막아 발파효과를 높이는 전색작업을 

실시한다(그림 7.4). 

 

그림 7.4 장약 작업

3.발파공 연결 및 기폭

그림 7.5에서와 같이 Bunch connector 를 사용하여 발파공을 연결하며 인원과 

장비를 터널 밖으로 철수시킨 후 터널 외부 안전한 장소에서 뇌관을 기폭시킨

다. 발파시 발생하는 충격파를 완화시키기고 비석을 차단하기 위해 기폭전 터

널 입구에  철골구조물과 다다미 복합소재등으로 제작한 그림 7.6과 같은 방음

막을 설치한다. 공기중으로 전달되는 발파 작업에 의한 소음은 지발당 장약량

에 의존하기 보다는 지형의 향을 많이 받는다. 시험발파의 측정결과에서도 

볼 수 있지만  언덕 너머에 있는 연구소 건물에서는 발파소음을 거의 인식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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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발파공 연결작업

 

그림 7.6  공사용 방음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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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버력처리

 버력반출은 터널시공 공기 중에서 1/4∼1/3을 차지하는 요소이며 어떻게 합리

적으로 기계를 조합시키는가에 따라 공기의 단축도 가능하며 1일당 굴착진행을 

좌우하고 굴착경비에 크게 향을 미친다. 공기 중 착공, 발파, 지보재에 요하

는 시간은 터널내경, 지질 등에 의해 결정되어서 큰 단축은 곤란하나 이 버력 

반출 시간은 그 터널에 합당한 기구의 조합 여하에 따라서 단축될 수 있다.

   버력의 크기는 버력처리 능력을 결정하는데 크게 작용되어 상대적으로 굴착

경비 결정에 중요하며, 또한 버력의 이용을 위해서도 그 크기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버력의 크기는 지반조건, 절리, 균열 등 지질 구조적인 여건, 

발파법, 천공수, 천공장, 장약량 등 제 여건에 따라 크게 좌우되어 단정적으로 

기술하기는 극히 곤란하므로 터널 굴착 초기에 시험발파를 통하여 그 크기를 측

정하고 이를 토대로 목적하는 크기를 결정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이용되고 있

다.  그림 7.7 은 발파에 의해 파쇄된 버력을 보여주며 발파장소 주변에 쌓인 

버력은 그림 7.8의 페이로더를 사용해서  15톤 덤프트럭에 실은뒤  임시로 마련

된 버력 보관장소로 운반하 다(그림 7.9). 

그림 7.7 발파에 의해 파쇄된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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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8 버력 적재

 

그림 7.9 버력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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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발파면 정리

발파후 이완된 상태로 남아 있는 터널 주변부의 손상된 암반이나 제거하여 추후 

작업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절리면의 향 등으로 인해 터널면이 확보되지 않은 

구간을 확보하기 위해 벡호를 이용해서 발파면을 정리한다(그림 7.10).  지반조

건 및 터널굴착시 수시로 변화하는 지질여건에 따라 연약지반 부위 및 절리의 

상호 교차지점에서 나타나는 미끄러짐 현상으로 여굴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  발파면 정리가 끝나면 암반의 상태에 따라 록볼트, 숏크리트, 철재지보

를 설치하며 배수,조명 시설을 포함하는 utility 의 설치 작업이 이어졌다(그림 

7.11).  이와 함RP 노출된 암반의 상태를 조사하여 fracture network 을 조사하

고 암반 분류를 실시하 다.  그림 7.12는 1단계 굴착이 완료된 후의 터널을 보

여준다.

 

그림 7.10 발파면 정리



- 74 -

그림 7.11 록볼트 설치

그림 7.12 굴착후 진입터널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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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굴착 진행에 따른 발파진동 및 소음

지하처분연구시설의 1단계 건설을 위한 하루 한차례의 발파에 의해 발생하는 소

음과 진동은 터널 입구에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지점에서 측정하 다. 그림 

7.13은 측정정에서의 시간에 따른 소음 진동 측정값의 변화를 보여준다.  터널

이 굴진됨에 따라 암질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사용되는 폭약의 양도 늘어나고 이

로 인해 측정되는 소음과 진동값은 시간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1단

계 후반기의 발파작업에서 측정된 진동값은 0.05cm/sec 정도로 이는 진동기준치

인 0.2cm/sec 에 비해 미미함을 알 수 있다.  즉 본 터널에서의 발파에 의해 발

생하는 지반진동은 민감한 구조물이 200m 안에 있더라도 큰 향이 없는 정도로 

파악되었다. 소음의 경우 85dB 정도로 약간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측정 지점이 

터널 진입방향의 전면에 위치함으로서 발파소음이 직접적으로 향을 미쳤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원자력연구소 시설의 경우 터널 진입 방향의 측면에 있으며 

또한  언덕이 중간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연구소의 작업자들이 느끼는 소음의 

정도는 훨씬 낮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보다 명확한 판단을 위해서 향후 

2단계 건설 작업에서는 연구소 내에 소음,진동 측정기를 설치해서 비교 검토하

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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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굴착 진행에 따른 발파,진동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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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4  터널 굴진에 따른 발파진동 예측치와 측정치의 비교

그림 7.14 는 시험발파를 통해 구해진 자승근과 삼승근 추정식을 이용하여 측정 

지점에서의 발파 진동을 추정한 것과 실측된 진동을 비교하여 보여준다.  실측

된 값이 추정식을 이용한 값보다 훨씬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시험발파가 

실시된 터널 입구부의 경우 실측값과 추정값이 비교적 유사하지만 터널 굴진에 

따라  그 차이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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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결론

2005년 현재 건설이 추진되고 있는 한국원자력연구소내의 지하처분연구시설은 

고준위폐기물 처분시스템의 실증을 위한 시설로 고성능 폭약을 이용한 발파 기

법에 의해 지하 암반내에 건설된다. 한번의 발파로 6mx6m 크기의 터널을 굴착하

기 위해 수십 kg 에 달하는 폭약이 순간적으로 기폭된다.  이때 발생하는 발파

진동 및 소음이 인접한 연구시설 및 하나로 원자로에 향을 미치지 않도록 발

파 설계를 해야 하며 발파설계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한 시험 발파가 실시되었

다.  시험 발파를 통해 다음과 같은 진동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었다.

자승근 50% 신뢰도 V= 51.91 (
D
W
)
- 1.45

  

자승근 95% 신뢰도 V= 83.24 (
D
W
)- 1.45

                   삼승근  50% 신뢰도 V= 77.42 (
D
3
W
)
- 1.50

   삼승근 95% 신뢰도 V= 124.26 (
D
3 W

)- 1.50

시험발파를 통해 얻어진 발파진동식을 이용하여 건설 현장에 인접한 연구시설에

서 예상되는 발파진동을 추정해본 결과,  발파설계에 따라 터널 굴착작업이 실

시될 경우 원자력연구소내 주요시설에 미칠 향은 설계기준 0.2cm/sec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정된 발파설계에 따라 

100m 의 진입터널 구간을 성공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 터널 건설을 위한 굴착

의 진행에 따른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측정하 다. 측정결과

에 대한 분석결과, 시험발파를 통해 얻어진 추정식이 예측하는 지반 진동보다 

더 낮은  지반 진동이 측정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용으로 건설되는 지하암반내 구조물에 대한 발파기법의 적용 

타당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발파기법에 의해 지

하 심부 암반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및 

건설 작업의 효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경험 축적에 의의가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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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 터널 굴진에 따른 발파진동 및 소음

날 짜 station 진 동  소 음  에 멀 젼 정 밀 천 공 장 최 대 장 약 량
(m ) (cm /s) (dB ) 폭 약 (kg) 폭 약 (kg) (m ) (kg/delay)

2 005 -05-17 76.5 0 .005 80 .8 20 0 1 .1 1 .92
2 005 -05-18 77.5 0 .006 71 .4 20 0 1 .1 1 .92
2 005 -05-19 78.5 0 .019 87 .2 16 1 .25 1 .1 1 .92
2 005 -05-20 80.5 0 .032 87 .0 16 1 .25 1 .1 1 .92
2 005 -05-21 82.5 0 .030 82 .6 20 2 .5 1 .1 1 .92
2 005 -05-23 83.5 0 .043 85 .2 20 2 .5 1 .1 1 .92
2 005 -05-24 85.5 0 .038 80 .8 32 3 .75 1 .1 1 .92
2 005 -05-25 86.5 0 .033 79 .4 32 3 .75 1 .1 1 .92
2 005 -05-26 88.0 0 .021 84 .6 32 3 .75 1 .15 1 .92
2 005 -05-27 91.0 0 .024 80 .8 28 3 .75 1 .1 1 .92
2 005 -05-28 92.0 0 .025 83 .2 28 5 1 .1 1 .92
2 005 -05-30 93.0 0 .022 82 .2 28 5 1 .1 1 .92
2 005 -05-31 95.2 0 .021 78 .4 40 6 .25 1 .35 4 .80
2 005 -06-01 96.4 0 .044 79 .6 44 6 .25 1 .35 4 .80
2 005 -06-03 98.8 0 .019 80 .4 40 7 .5 1 .35 4 .80
2 005 -06-04 100 .0 0 .029 88 .0 3 4 .5 5 1 .35 4 .80
2 005 -06-06 101 .2 0 .024 83 .6 4 2 .5 6 .25 1 .35 4 .80
2 005 -06-07 102 .4 0 .025 88 .4 4 2 .5 6 .25 1 .4 4 .80
2 005 -06-08 104 .8 0 .025 83 .4 6 2 .5 6 .25 1 .45 4 .80
2 005 -06-09 106 .0 0 .022 92 .4 5 4 .5 6 .25 0 .9 3 .84
2 005 -06-10 107 .2 0 .027 84 .4 73 1 1.25 1 .65 5 .60
2 005 -06-11 108 .7 0 .033 88 .0 28 2 .5 1 .25 5 .76
2 005 -06-13 110 .2 0 .032 85 .4 77 10 1 .85 6 .72
2 005 -06-14 111 .7 0 .029 82 .0 65 7 .5 1 .65 5 .76
2 005 -06-15 113 .2 0 .027 82 .0 85 1 2.5 1 .9 7 .68
2 005 -06-16 114 .7 0 .068 81 .4 73 1 2.5 1 .7 7 .68
2 005 -06-17 117 .7 0 .030 89 .2 65 10 2 7 .68
2 005 -06-18 120 .0 0 .021 82 .2 65 15 2 .15 7 .68
2 005 -06-20 122 .0 0 .035 85 .4 5 4 .5 10 2 .2 7 .68
2 005 -06-21 124 .0 0 .035 87 .8 65 1 2.5 2 .3 8 .64
2 005 -06-22 127 .0 0 .070 82 .0 9 5 .5 1 7 .5 2 .55 1 0 .56
2 005 -06-23 130 .0 0 .062 86 .8 73 1 7.5 2 .35 8 .64
2 005 -06-24 132 .5 0 .030 78 .0 73 1 8.75 2 .35 8 .64
2 005 -06-25 135 .0 0 .052 90 .2 73 1 2.5 2 .2 8 .64
2 005 -06-27 137 .0 0 .040 88 .4 1 03 .5 21 3 .15 9 .60
2 005 -06-28 134 .0 0 .035 86 .6 65 7 .5 2 .15 6 .72
2 005 -06-29 134 .0 0 .038 83 .6 85 20 2 .4 9 .60
2 005 -07-01 134 .0 0 .046 79 .6 85 20 2 .85 9 .60
2 005 -07-14 140 .0 0 .024 86 .2 73 0 2 .3 9 .00
2 005 -07-15 142 .0 0 .024 85 .4 77 3 2.5 2 .35 9 .00
2 005 -07-16 145 .0 0 .022 86 .6 61 7 .5 2 .3 8 .40
2 005 -07-18 147 .0 0 .024 86 .0 65 1 2.5 2 .3 9 .00
2 005 -07-19 150 .0 0 .041 89 .6 65 10 2 .3 9 .00
2 005 -07-20 151 .5 0 .065 88 .4 5 4 .5 10 1 .65 9 .00
2 005 -07-21 153 .0 0 .046 87 .6 85 25 2 .6 7 .68
2 005 -07-21 148 .5 0 .057 8 2.8 30 3 .3 7 .68
2 005 -07-22 154 .5 0 .065 88 .4 65 20 2 .6 7 .68
2 005 -07-23 156 .0 0 .037 89 .4 5 0 .5 6 .25 1 .65 6 .00
2 005 -07-25 157 .5 0 .022 86 .6 3 8 .5 5 1 .65 6 .00
2 005 -07-26 159 .0 0 .030 82 .4 5 0 .5 10 1 .65 6 .00
2 005 -07-27 160 .5 0 .038 83 .4 65 16 2 .2 7 .20
2 005 -07-28 162 .5 0 .029 83 .4 16 2 .5 0 .8 3 .20
2 005 -07-29 164 .0 0 .032 87 .0 3 8 .5 3 .75 1 .65 6 .00
2 005 -07-30 165 .5 0 .022 81 .0 4 2 .5 5 1 .65 6 .00
2 005 -08-01 167 .0 0 .046 82 .4 4 2 .5 5 1 .65 6 .00
2 005 -08-02 169 .0 0 .046 87 .4 73 1 2.5 2 .6 9 .00
2 005 -08-03 171 .0 0 .114 84 .8 90 1 7.5 3 .35 1 2 .00
2 005 -08-04 174 .5 0 .060 88 .6 90 10 3 .6 1 2 .00
2 005 -08-05 177 .0 0 .021 90 .0 6 2 .5 5 1 .55 1 2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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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발파설계의 타당성을 실증하기 위한 시험 발파가 실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일반적인 발파진동 추정식을 이용하여, 예상되는 발파진동 및 소음에 대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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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도록 발파설계를 하 다.  발파설계의 실증을 위해 시험발파가 실시되었으며 측정

된 발파진동, 소음 측정치를 이용하여 현장에서의 발파진동식의 계수들을 산정하

다.  이를 이용하여 건설 현장에 인접한 연구시설에서 예상되는 발파진동을 추정해

본 결과,  발파설계에 따라 터널 굴착작업이 실시될 경우 원자력연구소내 주요시설

에 미칠 향은 설계기준에 비해 훨씬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용으로 건설되는 지하암반내 구조물에 대한 발파기법의 적용 타당

성을 실증적으로 보여줌으로써 앞으로 추진될 대규모 지하처분연구시설의 설계 및 

건설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향후 발파기법에 의해 지하 심부 암반

에 건설될 것으로 예상되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설계 및 건설 작업의 효

율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한 기술적 경험 축적에 의의가 있다.  
 주제명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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