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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파시스템을 이용한 발파진동 3D 모델링 연구 사례

김갑수, Ruilin Yang, 김용균, 강대우*

A Case Study on Blasting Vibration 3D Modelling with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Gab-Su Kim, Ruilin Yang, Yong-Gyun Kim, Dae-Woo Kang*

Abstract This study is using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which can input an accurate detonating delay, compare 
predicted blasting vibration level derived from vibration 3D modelling with real measured blasting vibrations, and 
then considered modelling results are able to apply blast design. It confirmed there are certain relations between 
modelling and real vibration data, so modelling prediction method also can be apply design various blast conditions 
and prediction equation of blast vib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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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는 정확한 단차부여가 가능한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모델링을 통한 진동예측과 실제 발파진동의 

결과를 상호 비교함으로써 발파 작업 시 발생하는 진동을 예측하고 설계에 반영할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연구하

였다. 모델링의 회귀분석 결과와 실제 획득한 진동 데이터의 회귀분석 결과를 비교하여 볼 때 유사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따라서 다양한 조건에서의 진동 추정이 보다 정밀성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핵심어 전자뇌관, 진동 모델링, 진동 추정

1. 서 론

도심의 발달과 함께 주거 및 교통시설의 확충을 위한 

개발이 지속적으로 요구됨에 따라, 기존 구조물과의 근

접 굴착공사들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굴착작업

에 있어서 가장 경제적인 방법으로 알려진 발파공법은 

필연적으로 진동을 발생시키게 되고, 이들 진동으로 부

터 인접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구조물의 특성

에 맞는 허용기준이 달리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발파작업에 대한 진동속도의 정확한 예측 기

술은 인접 구조물에 대한 피해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굴착 진행의 효율성을 높여 경제적인 굴착작업을 가능

하게 한다.
최근 전자발파시스템의 발달과 함께 정밀한 시차제어

가 가능해짐에 따라, 일반뇌관(전기뇌관, 비전기뇌관)과 

달리 정밀한 발파진동관리가 가능해졌으며, 이를 활용

한 진동 예측 기술도 함께 발전되어지고 있다. 
본 논문은 Orica 사의 전자발파시스템과 Shotplus5의 

MSW 발파진동 모델링 기술을 활용하여, 실제 근접 터

널발파 시공 현장에서 모델링에 의한 예측결과와 실측 

자료를 비교 분석 하였다.

2. 뇌관의 정밀도

발파진동의 크기는 최대 지발당장약량에 의하여 가장 

크게 결정되며, 설계 발파패턴의 정확한 최대 지발당장

약량 유지를 위해서는 뇌관의 기폭시차 정밀성이 가장 

중요하다.
뇌관의 정밀도에 관한 자료는 미국 노천광업청(Office 

of Surface Mining:OSM)의 지원하에 4년간 실시되어, 
2013년 9월에 완료한 “Field Testing and Analysi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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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 of detonating delay accuracy (Non-electronic detonators)

non-electric Detonators A non-electric Detonators B

Nominal Delay (ms) 9 1,000 1,400 25 100 700

Number of detonators Tested 68 60 67 59 65 59

Delay Average (ms) 11.342 1,125.501 1,418.766 27.751 102.730 715.710

Standard Deviation 4.594 6.550 19.054 0.765 11.250 6.195

Maximum (ms) 15.756 1,146.782 1,462.381 29.304 123.193 730.575

Minimum (ms) 1.534 1,114.704 1,367.035 26.155 79.835 697.925

Percent Error 26.023% 12.550% 1.340% 11.005% 2.730% 2.244%

Table 2. Result of detonating delay accuracy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Electronic Detonators A Electronic Detonators B

Programmed Delay (ms) 10 1,000 8,000 10 1,000 8,000

Number of detonators Tested 53 43 50 51 52 47

Delay Average (ms) 9.950 1,000.543 8,003.375 9.987 999.804 7,998.589

Standard Deviation 0.092 0.321 3.751 0.030 0.107 0.851

Maximum (ms) 10.201 1,001.120 8,015.625 10.052 999.954 7,999.400

Minimum (ms) 9.816 999.960 7,995.190 9.910 999.460 7,995.800

Percent Error -0.501% 0.054% 0.042% -0.130% -0.020% -0.018%

(a) Short delays (9, 25 and 100 ms) (b) Long delays (700, 1000 and 1400 ms)

Fig. 1. Detonating delay accuracy of non-electronic detonator

Blast Utilizing Short Delays with Electronic Detonators”
의 연구보고서를 인용하였다(Lusk B. and Silva J, 2013).

뇌관의 기폭시차 정밀성 확인을 위하여 전기적 트리

거(Trigger)방식과 고속카메라 촬영 방식을 사용하였으

며, 실험 재료는 두개의 화약제조사로부터 674개의 비

전기뇌관 및 전자뇌관을 사용하였다. Table 1과 2는 각

각 비전기뇌관과 전기뇌관의 기폭시차 정밀도 실험결

과이다.
샘플링된 비전기뇌관의 시차와 실제 기폭시간은 Fig. 1

과 같이 9 ms 뇌관이 1.534∼15.576 ms, 25 ms 뇌관이 

26.155∼29.304 ms, 100 ms 뇌관이 79.825∼123.193 ms, 
700 ms 뇌관이 697.925∼730.575 ms, 1000m 뇌관이 

1114.704∼1146.782 ms, 1400 ms 뇌관이 1367.035∼
1462.381 ms로 각각 측정되어 약 1.3∼26%의 시차편

차가 발생하였으며, 제조회사에 따른 품질적인 편차도 

보여주고 있다.
전자뇌관은 10 ms, 1000 ms, 8000 ms로 시차를 지

경한 경우, Fig. 2와 같이 실제 기폭시간이 A사의 10 
ms 뇌관은 9.816∼10.201 ms, 1000 ms 뇌관은 999.96
∼1001.12 ms, 8000 ms 뇌관은 7995.19∼8015.625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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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etonating delay accuracy of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Fig. 3. Comparative result of recorded wave and predicted 
wave

Fig. 4. Regression analysis for PPV (mm/sec)

로 측정되었으며, B 사의 10 ms 뇌관은 9.91∼10.052 
ms, 1000 ms 뇌관은 999.46∼999.954 ms, 8000ms 뇌
관은 7995.8∼7999.4 ms로 측정되어 약 0.018∼0.5%
의 시차편차가 발생하였으며, 전자뇌관 또한 제조회사

에 따른 품질적인 편차가 나타남을 보여 주고 있다.
따라서, 국내 터널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지는 100 

ms, 700 ms, 1000 ms, 1400 ms 등의 비전기뇌관을 천

공 홀에 공내뇌관으로 장전하고 진동제어를 위하여 표

면뇌관(번치뇌관) 17 ms, 25 ms, 42 ms, 67 ms 등을 

추가적으로 사용할 경우, 공내 뇌관의 오차가 표면뇌관

이 지연하고자하는 범위 이상의 오차를 가지고 있기 때

문에, 사전 터널 설계패턴에서 정해진 지발당장약량은 

실제 발파 시 뇌관 시차 오차로 인하여 증가하게 되며, 
그 진동속도 또한 크게 발생하게 된다.

3. MSW(Multiple Seed Waveform) 발파진동 
모델링

통상의 발파진동 예측을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진동추

정식 은 지발당장약과 거리의 변화 이외에 

뇌관의 시차변화, 발파패턴(저항선, 공간격, 천공장)의 

변화 및 거리에 따른 진동파형의 변화 등이 적절히 반

영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Ruilin Y. and Scovira 
D. S. , 2010).

MSW 모델링에서는 발파조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정밀한 예측을 위하여 다음 사항들을 고려하

여 모델링을 실시한다.

3.1 각 발파공에서 발생되는 다양한 발파진동의 파형

들을 모델링에 반영

실제 발파진동은 동일 폭약량에서도 암반의 구속도, 

거리, 암질상태에 따라 다양한 파형을 나타내기 때문에, 
현 지반의 특성이 반영된 단일공 파형을 획득하여 이로

부터 변화 가능한 다양한 파형을 일정 규칙 내에서 무

작위로 생성한 후 Monte Carlo 통계분석법을 이용하여 

Fig. 3과 같이 그 결과를 도출한다.

3.2 단일공 파형을 활용한 진동추정식을 모델링에 

반영

발파에 의해 발생된 진동이 지반을 통과할 때 진행거

리에 따라 감소되어지는 크기를 반영하기 위하여 다수

의 단일공 파형을 획득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다. Fig. 
4는 단일공 파형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이다.

3.3 파형의 형상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다양한 단일공 

파형을 모델링에 반영

Fig. 5에서 보여지는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근거리는 

진폭 및 주파수가 높고 지속시간은 짧으며, 원거리는 

진폭 및 주파수가 낮고 지속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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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Variations of seed waveform by distances

Fig. 6. Partial alteration of 3-axial vibration components

Fig. 7. A screening effect

Fig. 8. Variations of seismic velocity by distances

따라서 발파진동의 진폭, 주파수 및 지속시간이 이격

거리에 따라 변화되는 것을 모델링에 반영하기 위해 다

양한 단일공 독립파형을 획득하여 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한다. 
이 기초자료는 모델링 시에 해당거리와 일치하는 파

형을 모델링에 반영하게 된다.

3.4 발파원과의 이격 거리에 따라 3축(V,T,R) 성분의 

비율 변화를 모델링에 반영

일반적으로 발파진동은 Fig. 6에 도시한 것과 같이 근

거리에서 수직성분(V)이 크고, 원거리에서는 진행성분

(R)이 상대적으로 크게 된다.

3.5 진동전파경로에 따른 진동 특성을 모델링에 반영

Fig. 7은 터널 작업단면(막장면)의 위치에 대비한 보

안물건의 위치의 다양성을 간략하게 도시한 것으로, 터

널막장의 위치에 따라 발파진동의 전파경로가 달라진

다. 따라서 전동 전파경로의 방향성 및 선행 파쇄영역

의 영향으로 인한 진동 감소효과(Screening Effect)를 

모델링에 반영하게 된다.

3.6 현지 지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탄성파 속도를 
모델링에 반영

현지 지반의 탄성파 속도가 발파공 사이의 파형합성

에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 이를 모델링에 반영한다. Fig. 8
은 발파원과 보안물건의 거리를 간략하게 도시한 것이다.

4. 전자뇌관

4.1 전자뇌관의 개요

전자발파시스템의 특성은 다음 Table 3과 같다(Orica 
Mining Services, 2011).

Fig. 9의 (a)와 (b)는 각각 전자뇌관과 일반뇌관을 사

용한 발파 시, 진동파형을 샘플링한 결과로서 eDevII 
전자발파시스템은 일반뇌관과 달리 뇌관의 정밀도가 

우수하여 단일공의 지발 발파를 통해 파형중첩에 의한 

진동 및 소음의 증가 현상이 없으며, 장약공 사이의 짧

은 시차설정으로 인한 뛰어난 제발발파 효과로 파쇄도 

및 굴진효율이 높을 뿐만 아니라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가장 안전한 뇌관 시스템이다.

4.2 전자발파시스템의 작업절차

전자발파시스템의 작업절차는 다음 Fig.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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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stics of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전자뇌관의 특성

∘ 전자 직접회로에 의한 초정밀 시차 및 무한 단차효과 구현

∘ 뇌관 기폭초시 오차 : ±0.01%
∘ 높은 시차정밀도에 의한 진동 분해능력 우수함.
∘ 뇌관 고유오차에 의한 파형중첩의 진동 증가 현상이 나타나지 않음.
∘ 1MS 단위로 기폭시차 설정이 가능함.
∘ 발파원과 구조물 사이의 지반조건에 따른 최적 시차조절이 가능함.

Cut-off에 의한 

불발뇌관 방지

∘ 각 뇌관의 기폭은 내부 Capacitor에 충전된 자체 에너지 사용

∘ 발파명령 이후 단선이 되어도 Programming 시간에 자동기폭

장약공내부의 

불발뇌관방지

RDI Tester(현장 내에서 직접 테스트)
∘ RDI Tester의 양방향 통신에 의한 불량뇌관 교체 지시

∘ 결선 불량 뇌관 보고로 보완 지시

∘ 시차 미지정 뇌관 보고로 보완 지시

Blast Box
∘ 최종 발파명령을 내릴 때 까지 모든 뇌관과의 통신 계속 감시

∘ 통신중 문제가 발생되면 즉시 발파작업 자동 중지

∘ 발파준비 완료 후 10분내 발파하지 않으면, 자동 중지 

작업자 실수에 의한 

발파 실폐 사전방지

∘ 천공조건에 따른 발파패턴 변경 용이

∘ 장약완료 후 기폭순서 부여

∘ 미숙련자에 의한 시차배열 오류 방지

뇌관 안전사고 예방

∘ 저압전류(누설전류) 유입시 내부 안전장치 작동으로 기폭사

고 방지

∘ 고압전류(낙뢰, 인체정전기) 유입시 내부 안전장치 작동으로 

기폭사고 방지

∘ 내부 ASIC(집적회로)는 특정 신호명령 체계를 가진 전용발

파기에 의해서만 작동 

Vibration waveform maintenances in regular Vibration amplification occurs locally by synthesize
(a)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b) Normal detonator

Fig. 9. Sample waveform comparing of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and normal 

5. 발파진동 모델링을 위한 자료획득

2012년 6월 2주간 전자발파시스템을 사용한 발파작

업 결과를 통해 모델링이 수행되어졌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5.1 현장 현황

당 현장은 Fig. 11과 같이 직상부 12미터에 국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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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esign pattern (b) Drilling (c) Charging

(d) Connect detonators and 
communication confirm

(e) Give delays by scanning (f) Check signal and blast

Fig. 10. Work process in use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Fig. 11. A condition of test area

가스관이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에 아파트 및 주택이 

위치하고 있다.

5.2 지질 현황

주 구성암석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이를 관입

한 시대미상의 화강암류 및 중생대 백악기의 맥암류, 
그리고 제4기의 충적층으로 대별된다. 대부분의 변성암

류는 흑운모편마암이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며, 규장편

마암, 반상 변정질 편마암, 석영∼운모편암과 규암이 흑

운모 편마암에 협재 또는 점이적인 변화를 갖고 북북동 

방향의 대상 분포를 보인다. 과업구간은 변성암류를 관

입한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이 저반의 형태로 우세하

게 발달되어 있다(한국철도시설공단, 2006).

5.3 시험발파패턴 선정

직상부 국도와 가스관의 진동허용기준이 1.0 cm/sec 
임을 고려하여, 시험발파패턴을 선정하였다. Fig. 12는 

전자뇌관을 이용한 표준 발파패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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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rea : 49.436 m2 • Number of holes : 162 holes • Advance : 1.0 m

Fig. 12. A standard blasting pattern of electronic-delay system detonator

(b) 3-axial accelerator setting

(a) Locations of vibration monitors (c) 3-axial geophone setting

Fig. 13. The condition of vibration monitors setting

5.4 진동자료 확보

모델링을 위한 초기 진동자료 확보를 위하여 Fig. 13
과 같이 북쪽 방향에 6대의 가속도계와 3대의 진동속도

계를 설치하였으며, 남쪽 방향에 3대의 진동속도계를 

설치하였다.
센서는 지반과의 견고한 밀착을 위하여, 가속도 센서

는 하부에 블록을 설치하였으며, 속도센서는 흙속에 센

서 표면까지 묻은 후 센서 주변을 다짐하였다.

5.5 지반 탄성파 속도 측정

탄성파 속도는 첫 발파공의 폭발 신호를 전기적으로 

트리거하여, 탄성파 속도를 측정하였다. Fig. 14의 네 

번째 그래프가 트리깅 신호로서 원래 이 채널은 Mic 단
자이나, Mic 대신 전기신호를 부여하고 발파와 동시에 

트리깅이 일어나도록 설정하여 발파 시 발생하는 P파의 

초동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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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velocity = 48m/15.4ms=3,117m/sec

Fig. 14. Measuring ground seismic velocity

Fig. 15. Test area 3D modelling

6. MSW 모델링을 위한 자료 입력

6.1 현장 지형 및 노선 3차원 모델링

발파원과 계측기의 위치를 명확히 모델링하기 위하

여, 현장 지형, 보안물건, 계측위치 및 발파패턴도를 

Fig. 15와 같이 3차원으로 모델링하였다.

6.2 단일공 파형들을 모델링에 입력

3회의 현장 발파를 통해 얻어진 실측자료에서 30개의 

독립파형을 추출하여, 파형 모델링을 위한 기초 자료로

서 입력하였다. Fig. 16은 그 결과이다.

6.3 단일공 파형의 회귀분석결과를 모델링에 입력

파형 모델링을 위해 심발부에서 추출된 30개의 단일

공 독립 파형의 진동속도를 분석한 다음, 장약량 및 이

격거리에 따른 진동속도 감쇄 수준을 알기위하여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Fig. 17과 같이, 50% 추정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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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A seed waveform extraction from blast vibration data

Fig. 17. A result of regression analysis center cut waveforms

(a) Vibration modelling (b) Vibration frequency modelling

Fig. 18. Results of vibration prediction model

 였으며, 97.5% 추정식은    
로 각각 산출되었다.

6.4 MSW 모델링 실시

입력된 기초 자료를 근거로 모델링은 진동예측을 원

하는 관심점(Point of Interest:POI)에서 실시하게 되며, 
일회 모델링시 시뮬레이션 횟수를 100회 하여 그 결과

값을 산출하였다.
Fig. 18과 같이 100회의 시뮬레이션을 통한 진동속도 

모델링결과와 예상 진동파형 및 주파수에 대한 모델링 

결과값이 각각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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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Directional result variations of seismic velocities

Fig. 20. A comparative result of measured northern direction 
vibrations and predicted MSW modellings

Fig. 21. A comparative result of mixed measured northern 
direction vibrations with accelerations and predicted 
MSW modellings

7. 모델링 결과

7.1 북쪽과 남쪽 진동속도계의 진동속도 실측 값 비교

Fig. 19에서 보여지는 결과와 같이 진동속도의 계측

결과 남쪽의 진동속도 값 보다 북쪽의 진동속도 값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남쪽에 설치된 진동속도계의 센서 설치조건이 

습기가 있는 흙으로써 센서와의 밀착성이 양호했던 반

면 북쪽 센서의 설치조건은 매우 건조한 흙으로써 센서

와의 밀착성이 불량하여 나타난 현상으로 판단된다

(Blair D. 1995).

7.2 북쪽 진동속도계의 실측값과 MSW 모델링 예측

치 비교

MSW 모델링 예측치와 3개의 진동속도계에서의 실

측값을 비교한 결과, Fig. 20과 같이 진동속도의 크기가 

모델링 결과 값 보다 높은 결과를 보여 주었다.

7.3 북쪽 가속도계 및 남쪽 진동속도계의 실측값과 

MSW 모델링 예측치 비교

지반과의 센서 밀착성이 양호한 북쪽의 가속도계와 

남쪽의 진동속도계의 진동속도 실측값과 MSW 모델링 

예측치 값을 비교한 결과, Fig. 21과 같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보여 주었다.

8. 결 론

일반뇌관(전기뇌관, 비전기뇌관)을 사용하여 발파작

업 수행 시 통상의 발파진동 예측을 위하여 사용되어지

는 진동추정식은 지발당장약량과 거리의 변화 이외에 

뇌관의 시차변화, 발파패턴 및 거리에 따른 진동파형의 

변화 등이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Orica 사의 전자발파시스템과 발파조건 

및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보다 정밀한 예측이 가능

한 Shotplus-5의 MSW 발파진동 3D모델링 기술을 활

용하여, 실제 근접 터널발파 시공 현장에서 모델링에 

의한 예측결과와 실측 자료를 비교 분석 하였다.

1. 모델링을 위한 초기 진동자료 확보를 위하여 북쪽과 

남쪽방향에 가속도계와 진동속도계를 설치하였고, 
계측결과 남쪽에 설치한 진동속도계보다 북쪽에 설

치된 진동속도계의 진동속도 크기가 상대적으로 높

게 나타났는데 이는 센서와 지반의 밀착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blair D. 1995, Ruilin Y. and Scovira 
D. S., 2007 , Ruilin Y.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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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측자료에서 파형모델링과 회귀분석을 위해 30개
의 단일공 파형을 추출하였고, 회귀분석 결과 50% 
추정식은  였으며, 97.5% 추정

식은  로 산출되었다.
3. 현지 지반의 특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탄성파 속도를 

측정한 결과 3,117 m/sec로 나타났다. 
4. 정확한 발파모델링을 위하여, 현장 지형, 보안물건, 

계측위치, 발파위치, 터널 노선 및 발파패턴도 등을 

3차원으로 모델링 하였다.
5. MSW 모델링을 실시한 진동예측결과, 북쪽 가속도

계와 남쪽 진동속도계의 실측된 진동속도가 모델링

으로 예측된 진동속도와 유사한 진동수준을 나타내

었다.
6. MSW 발파진동 모델링 시 진동 측정기의 센서와 지

반과의 밀착성이 견고하여야 정확한 기초 진동자료 

획득이 가능하고, 신뢰성 높은 예측이 이루어짐을 

확인하였다.
7. 이상과 같이 MSW 모델링을 통한 발파진동예측 기

술은 기존의 진동추정식 또는 단순한 단일공파형의 

합성에서 벗어나 실제 발파조건에서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다양한 독립파형, 발파패턴, 탄성파 진

행 경로, 발파시차 등)를 모델링에 반영함으로써 터

널 및 노천 발파의 발파진동 예측의 정밀성에 기여

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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