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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쐐기와브라켓으로구성된
암반파쇄기를이용한무진동
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본 기술은 건설현장의 암반 제거 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되어 기존의 발

파공법이나브레이커공법으로는암반을효과적으로제거할수없을때주로적용되며,

천공-파쇄-집토 전 공정을 기계화 시공하는 무진동 무소음 암반파쇄공법이다. 

당사는1999년부터현재까지특허등록30여건, 실용신안등록10

여건, 특허출원17여건을비롯하여건설신기술2건, 환경신기술

1건, 전력신기술2건등총5건의신기술을보유하고있다. 이중

전력신기술 2건은 2004년 12월에지정받아 2004년겨울호

(Vol.33)에소개한바있다. 

본고에서는2002년6월건설신기술로지정받아보호기간3년이

완료되는시점에보호기간연장신청을하여5년을더보호받게

된‘Super Wedge 공법’과2005년11월새롭게건설신기술로지

정받은‘Soundzero Plus 공법’등2건의건설신기술과2005년

10월환경신기술로지정받은‘KSMBR 공법’에대하여소개하

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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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 허 / 신 기 술 ❶

건설신기술

제33 6호

특허/신기술
❶장대쐐기와브라켓으로구성된암반파쇄기를이용한무진동암반파쇄공법(SUPER WEDGE공법)

❷발포EVA, 경질우레탄폼및플라스틱루핑으로구성된단열완충재를이용한온수온돌바닥시공공법(Soundzero Plus System)

❸비포기-포기-비포기와비포기로운전되는병렬형교대반응조와폴리올레핀계침지식중공사정 여과막을이용한
하수고도처리기술(KSMBR 공법)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 특허출원 신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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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 보유 산업재산권 현황(2005.11.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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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공방법

①자유면확보및천공작업: 현장중간지점에자유면을형성하고

천공간격은암반의조건에따라<표1>을기준으로하며, 현장에

서의사전조사및암반조성변화에따라천공간격을조절한다.

②천공구멍에파쇄기삽입및파쇄

③파쇄된암반집토및상차

④이후천공ㆍ파쇄ㆍ집토의공정을연속하여시행

본기술의가장큰특징은유동성을갖는브라켓을굴삭기에착탈

이가능하게하여천공구에파쇄기를인력에의존하지않고굴삭기

의운전에의하여삽입이가능하다는것이다. 이렇게최소한의인

력을필요로하기때문에작업자가안전사고에노출되는공정을최

소화할수있으며, 암반파쇄량및공사기간단축도기대할수있다.

4-1. 신기술의내용

본기술은장대쐐기를암반내천공구에삽입후유압으로쇄기를

상하이동하여장대쐐기좌우의날개가벌어져암반을파쇄하는

공법으로굴삭기의몸체에와이어로브라켓을연결하여장대쐐기

를암반내천공구의방향에관계없이운용할수있다. 특히수직

암반파쇄시공에서기존무진동공법의경우크랙을유도한후2

차파쇄작업이필요하지만, 본기술은 2차파쇄작업없이천공

→ 파쇄→집토및상차의연속동시시공이가능하다.

4-2. 신기술의범위

유압실린더의유압으로상하이동하는장대쐐기에좌우의날개가

벌어져암반을파쇄하는장치와와이어에의한방향유동성을갖

는브라켓을주요구성요소로하는암반파쇄기를이용한무진동

암반파쇄공법

①무진동, 무분진공법으로민원해결

②2차파쇄생략에따른공사기간단축

③일반굴삭기에유동성을갖는브라켓부착으로최소인력투입

에따른현장안정성개선

④암석의낙석및비산으로인한안전사고방지

4신기술의내용및범위

5 기대효과

■ 그림 3. 기존 기술과의 비교

구 분 SUPER WEDGE DARDA BIGGER GNR

장비

파쇄방식 기계/쐐기방식수직ㆍ수평파쇄 인력/쐐기방식수직파쇄 인력+기계/쐐기방식수직파쇄 인력/팽창방식수평파쇄

파쇄시간(초/공/파쇄깊이) 30초/공/850~1,500mm 4~5분/공/500mm 4~5분/공/1,000mm 5분/공/770mm

파쇄량(㎥/일) 80 30 50 30

2차파쇄 × × × ○

■ 그림 2. 쐐기 및 날개의 제원

3 기존기술과의비교

지하공간의개발가능성에대한인식의변화와함께도심지의고

심도 지하공간의 개발, 국가 차원의 인프라 재정비 및 재구축을

위해도로ㆍ터널ㆍ지하철등토목공사가꾸준히계획ㆍ추진되고

있다. 인구가도시로 집하게되고, 각종인프라시설이산악지역

등을관통하거나통과하게됨에따라암반으로구성된산악지역

을개발하거나도심지를고심도로개발해야하는경우가더욱많

아지고있다. 

이러한토공사에대한수요의변화와증대에따라토공사가운데

암반처리분야가차지하는비중이매우커지고있다. 그러나, 지하

의 암반을 처리하는 기술은 관련산업의 기술발전속도와 비교해

볼때매우느린속도로발전이이루어져왔다. 

따라서경제적ㆍ기술적인측면에서국내토목공사의주요한부분

을차지하고있는암반처리기술분야에서, 국내의암반조건과작

업환경에적합성과범용성을갖추어적용할수있고더불어안전

사고의방지효과및기술적ㆍ경제적효율을구비한암반파쇄분야

의신기술ㆍ신공법개발이요구되고있다.

2-1. 원리

천공된구멍에파쇄기의파쇄부분(날개및쐐기)을삽입후, 유압

을가해피스톤을전진시키면실린더로더에연결된쐐기가동시

에전진하면서쐐기원리에의해분력을작용시켜암반을파쇄한

다. 역학적으로빗면의원리를이용하여빗면에수직인방향분력

으로암반이파쇄되는쐐기이론을이용한것이다.

1 신기술개발배경 2 신기술원리및시공방법

■ 그림 1. 신기술의 원리

■ 표 1. 암반의 조건에 따른 천공간격

* : 건설표준품셈토공용토질및암의분류 (A그룹 : 편마암, 석회암, 화강암, 안산암, 현무암등, B그룹 : 흑색편암, 셰일, 이암, 응회암등) 
** : 서울시표준지반분류

암종 암분류 풍화도** 불연속면 간격* RQD (%)**
일축압축강도 RMR (등급)

천공간격 (mm)

(kgf/cm2)* 절취 외 터널굴착

풍화암 H.W (심한풍화) 1 ~ 10cm 정도 RQD < 10 300 ~ 700 0 ~ 20 (Ⅴ) 750 ×800 600 × 700

연암
M.W (중간풍화) ~

10 ~ 30cm 정도 10 ≤RQD < 25 700 ~ 1,000 21 ~ 40 (Ⅳ) 600 × 700 600 ×600

A그룹 S.W (약간풍화)

보통암 S.W (약간풍화) 30 ~ 50cm 정도 25 ≤RQD < 50 1,000 ~ 1,300 41 ~ 60 (Ⅲ) 600 ×600 500 ×600

경암 Fresh (신선함) 1m 정도 50 ≤RQD 1,300 이상 61 이상 (Ⅰ~ Ⅱ) 500 ×600 400 ×500

풍화암 H.W (심한풍화) 1 ~ 10cm 정도 RQD < 10 100 ~ 200 0 ~ 20 (Ⅴ) 750 ×800 600 × 700

연암
M.W (중간풍화) ~

10 ~ 30cm 정도 10 ≤RQD < 25 200 ~ 500 21 ~ 40 (Ⅳ) 600 × 700 600 ×600

B그룹 S.W (약간풍화)

보통암 S.W (약간풍화) 30 ~ 50cm 정도 25 ≤RQD < 50 500 ~ 800 41 ~ 60 (Ⅲ) 600 ×600 500 ×600

경암 Fresh (신선함) 1m 정도 50 ≤RQD 800 이상 61 이상 (Ⅰ~ Ⅱ) 500 ×600 400 ×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