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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암반굴착성능은 견인력(pullback force), 회전속
도, 공기압축기 공기압력(공압), 타격대상의 물리적 특성 등에 의해 매우
복합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러나 확공기 운용 방법은 아직까지 운용자
(operator)의 경험에 의존할 뿐 정량적인 가이드라인이 제시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공압해머방식의 확공기를 이용한 지중관로
시공법에 대하여 간략히 언급하고,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암석 물성에
따른 최적의 굴착조건을 제시하였다.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을 찾기 위해 1열,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linear
percussion test)을 수행하였다. 이 시험은 선형절삭시험(linear cutting test)에
착안한 시험 방법으로 확공기에서 암반굴착을 담당하는 DTH(Down The
Hole) 해머비트의 암석굴착시험 데이터를 획득하기 위해서 개발하였다.
해머비트의 타격간격과 공압을 변수로 시험을 수행하였고, 암석 강도와
해머비트에 따른 최적굴착조건을 도출하였다. 이를 토대로 굴착 대상의
강도에 따른 해머비트 조합을 제시하고, 암반 등급에 따른 확공기의 최
적굴착조건을 제시하였다.
두 차례의 현장시험을 통해 확공기의 성능을 확인해보았다. 시험 전
굴착 암반의 물성을 수평 시추를 통해 확인하였고 이를 이용해 암반 등
급에 따른 굴진율을 측정할 수 있었다. 또한 시험 결과를 통해 암반 물
성에 따른 확공기의 굴진율을 이론적·경험적으로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
하였다. 이 과정에서 선형타격굴착시험에서 도출한 비에너지와 현장 암
반 비에너지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고, 제안된 확공기 굴진율 예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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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충분히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확공기에 사용되는 DTH 해머비트의 암석 타격빈도 분석을 수행하였
다. 암석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변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홉킨스바 시
험을 수행하였고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유변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성
한 유변학 모델을 AMESim 프로그램에 반영하여 암석 타격 시 해머비트
의 타격빈도를 해석하였고 암석의 항복 거동을 고려함에 따라 해머비트
의 타격빈도가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타격빈도는 타격에너지
와 함께 해머비트의 성능을 대변하는 주요 지표이므로, 향후 해머비트의
성능을 표시할 때 타격 대상의 물성도 함께 제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주요어 : 공압해머, 확공기, 암반굴착, 선형타격굴착시험,
최적굴착조건, 타격빈도
학번 : 2008-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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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인구와 시설물의 도심지 과밀화 현상으로 인해 도심지 내 지상공간이
포화되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안전과 미관개선 등의 이유로 각종
시설물을 지하공간으로 이설하는 지중화 사업을 가속화하고 있다. 특히
각종 전선 및 케이블을 지중관로에 설치하는 지중관로 공사는 IT 기반의
서비스 산업의 발달로 인해 수요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Thomson
and Rumsey, 1997). 이러한 시설물을 위치시키기 위한 관로는 대부분 직경
0.2 ~ 3.0 m로 지표면 50 m 이하의 저심도에 시공되며 그에 따라 암반을
포함한 복합지반을 관통하는 경우가 많다(Rowe, 2001; Ueki et al., 1999).
지중관을 매설하기 위해 사용되는 공법은 크게 개착공법과 비개착공
법으로 나뉜다. 개착공법의 경우, 특수한(하이테크놀러지) 기술이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시공 현장 주변에 사용가능한 여분의 공간
이 필요하고 지중관을 매립하는 심도까지 지반을 모두 제거해야 하므로
노동집약적이고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공법이다. 또한 개착식으로 시공
할 경우 현장 주변의 토지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기존 시설물 이용
과 상충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다(Rowe, 2001).
반면 비개착공법의 경우, 상부 지반의 시설물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기존의 터널공사와 같이 관로를 설계된 심도에 바로 시공하게 된다. 따
라서 상부 지반의 시설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이에 따른 사회비
용을 지불을 피할 수 있다(Jafarimoghaddam et al., 2013). 그러나 비개착공
법의 경우 특수기술이 요구되는 공법이며, 단일 구조 혹은 단일 매질의
지반을 관통할 경우가 아닌 토사와 암반 등이 섞여 있는 복합지반을 만
났을 때에는 시공상의 어려움이 발생하게 된다. 시공상의 장애가 발생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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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공사기간이 길어질 수 있고, 복합지반의 경계부에서는 지반침하 등
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게 된다. 현재 도심 내 지하시설물 공
사의 대부분은 비개착공법으로 시행되는데, 이는 개착공법의 가장 큰 단
점이라 할 수 있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에 기인한다(Chapman et al., 2007;
Jafarimoghaddam et al., 2013; Ma and Najafi, 2008).
비개착공법은 지중관을 유압잭을 이용하여 삽입하고 관 안에 들어온
토사를 인력으로 파내는 강관압입공법, 소규모 발파를 이용하는 발파공
법, 세미쉴드 TBM(semi-shield TBM) 공법 등이 있다(Rowe, 2001). 강관압
입공법의 경우 수직구 등의 가시설공이 필요하고 굴진율이 낮다. 또한
조향이 힘들고 암반굴착의 경우 인력에 의한 굴착방법의 한계로 인해 시
공속도가 매우 느린 문제점이 있다. 발파공법의 경우 지반 조건에 상관
없이 토사지반, 암반, 복합지반 등에 적용할 수 있지만 발파로 인한 지반
진동 및 소음 등으로 인해 도심지에서의 적용이 제한된다. 기계굴착의
일환인 세미쉴드 TBM 공법의 경우 작업장을 안전하고 환경적으로 운용
할 수 있다는 장점과 토사지반 암반 모두에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추진 기지를 구축하기 위한 수직구 등 가시설공이 필요하
고, 곡선시공이 불가하여 지장물을 우회하여 시공하는 것이 힘들다는 문
제점이 있다(조계춘, 2015; Centis and Giacomin, 2004; Jung et al., 2011; Shang
et al., 2004; Zhao et al., 2007).
한편, 조향식 수평 천공(HDD, 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공법을 지중
관로 공사에 활용하는 공법이 일부에서 사용되고 있다. HDD 공법은 별
도의 수직구를 설치할 필요가 없고 원하는 경로를 따라 굴착이 가능하다.
다만 암반 구간에서의 굴진율이 낮고, 최종 파이프 매설까지 최소 5 ~ 8
회의 확공 공정을 거쳐야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에 따라 HDD 공법의 단
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일부 연구진에 의해 개발 중인 공법으로 공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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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방식 확공기(reamer)를 이용하여 암반구간의 굴진율을 높이고 단 1회
의 굴착으로 목표 관로 직경에 도달할 수 있는 “다중식 공압해머를 이용
한 암반 수평 확공공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공법에서 사용되는
확공기의 암반 물성에 따른 최적굴착조건을 도출하고 굴진율을 예측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기계를 이용한 암반굴착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왔다. Su et al.(2012)은 적합한 유형의 굴착 도구 선택을 위해 치즐(chisel)
과 비트(button bits)의 암반굴착성능을 비교 검토했고, Altındağ(2009, 2003)
는 거침계수(coarseness index), 평균 입자 크기(mean particle size), 취성계수
(brittleness index) 등을 이용해 암반 굴착 시 굴진율을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했다. Shaterpour-Mamaghani et al.(2015)는 다수의 커터(cutter)를 장착한
raise boring machine의 굴진율과 운용 변수를 예측하기 위한 경험적인 모
델을 제안했으며, Zhao et al.(2014)는 DTH 해머비트를 경사방향으로 사용
했을 때의 성능 변화를 분석하고 예측모델을 만들었다. 확공기를 이용한
굴착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사전 연구에 더불어 커터헤드
설계, 해머비트 버튼의 배열, 암분 배토 문제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Kwon et al., 2014; Song et al., 2015, 2014).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암반 특성을 반영한 효율적 장비 운용보다 굴착장비의 성능 및
효율을 예측하고 증진시키는 것에 주된 초점이 맞춰져 있다. 따라서 대
상 암반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을 파악하는 연구
가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경 1 m 이하 지중관로 공사의 새로운 방
법으로 개발 중인 다중식 공압해머를 이용한 수평 확공공법에 대하여 간
략하게 언급하고, 이 공법의 최적굴착조건을 찾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실제 개발된 장비로 현장조건에서 실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겠으나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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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결과 측정 및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하는 것이 현실적인 한계가 있는
관계로 선형타격굴착시험을 개발하고 수행하였다. 다중공압해머의 운용
조건 중 공기압력과 회전 속도를 실험 변수로 두고 다양한 조건에서 선
형타격굴착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 대상은 암석의 강도가 경암, 중경암,
보통암에 해당할 경우를 가정하여 준비하였고, 이에 따라 암석의 강도에
따른 다중해머의 최적굴착조건을 도출하였다.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서 파악한 최적굴착조건을 두 차례의 현장시
험시공에 적용하였다. 시험 구간의 시추코어 분석을 통해 시험부지의 공
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굴진율 결과와 상호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공압
해머방식 확공기의 굴진율을 경험적·이론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한편, 기존의 DTH 해머비트의 타격 성능에 대한 이론적·해석적·실
험적 연구는 타격 대상체의 변형 특성을 반영하지 않고 이루어져왔다.
DTH 해머비트의 타격 성능 중 타격빈도는 타격 대상의 변형 특성에 영
향을 받기 때문에 타격 대상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변형 특성이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홉킨스바 시험을 통해 암석의 동
적 하중 하에서의 변형 특성을 분석하고, 이를 모사할 수 있는 유변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구성된 유변학 모델을 멀티도메인 해석 프로그램의
하나인 AMESim에 적용하여 암반 타격 시 DTH 해머비트의 타격빈도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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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기초이론 및 연구동향
이 장에서는 연구배경과 연구대상의 기본적인 작동원리에 대하여 고
찰하고 현재까지의 국내외 연구현황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압해머방식
확공기(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에 관한 연구를 시작하게 된 배
경에 대하여 기술하였고, 확공기의 구성 요소 및 굴착 메커니즘에 대하
여 논하였다. 공압해머를 이용한 확공기는 아직 기술 도입 단계로서 학
술적 연구 현황은 미비하다. 따라서 기존 천공장비(drilling machine)를 대
상으로 국내외 연구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2.1 연구배경
지중화 사업은 공중에 설치되어 있는 배전선로(콘크리트전주, 절연전
선)를 지중설비로 변경하는 사업으로 말한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1).
도심지역 및 주택가내 무질서하게 서 있는 각종 전력, 통신용 전주가 도
시미관을 해치고, 가공 전선으로 인한 빈번한 인축사고 발생, 태풍·홍수
등 자연재해 시 사고 발생 등으로 도심 지역 가공 선로의 지중화 필요성
은 날이 갈수록 더욱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경기개발연구원, 2007).
세계 주요 도시별 배전선로 지중화율을 비교해보면, 동일년도상의 상
호비교가 어려운 상황이나, 런던(100%), 파리(100%) 등을 비롯하여 선진
국의 주요 도심지 지중화율은 70% 이상을 유지하고 있어 서울(55%)은
다소 낮은 편이다(한국산업개발연구원, 2011). 이에 따라 2013년부터 정부
차원에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디지털타임스, 2015), 부산, 전주, 삼
척 등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다(파이낸션뉴스, 2016; 뉴시스, 2013; 국토
일보,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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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전선로를 지중화하면 많은 장점이 있지만, 도로의 협소에 의한 시
공 중 교통장애 발생과 상·하수도, 전화선로, 가스관 등의 기존 매설물
과의 교차로 인한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다(경기개발연구원, 2007).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중식 공압해머를 이용한 암반확공 공법”이
개발중이지만 아직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운용 지침 작성, 성능 평가
등이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압해머방식 확공
기의 암반굴착성능을 평가하고 굴착 대상의 물리적 특성에 따른 운용 방
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2 공압해머방식 확공기 개요
2.2.1 단일 DTH(Down The Hole) 해머비트의 암반굴착 메커니즘
(1) DTH(Down The Hole) 해머비트 작동 원리
DTH 해머비트(Figure 2.1, Figure 2.2)는 공기압축기로부터 공급받은 압
축공기에 의해 암반을 타격하여 파쇄하는 천공장비로, 공기압력(공압)에
의해 작동하므로 공압해머(pneumatic hammer)로 분류된다. 공급된 압축공
기는 해머 내부의 피스톤을 왕복 운동시키고 피스톤은 드릴비트를 타격
하게 된다. 이에 따라 드릴비트 바닥에 장착된 버튼이 암반에 충격을 주
게 되어 암반을 파쇄한다. 또한, 로터리 헤드(rotary head)에 의해 해머비
트를 회전시켜 암반의 타격 위치를 분산시키고 파쇄된 암반의 크랙을 진
전시킨다.
DTH 해머비트를 사용하여 암반을 천공하면 롤러비트 등을 이용한
천공에 비해 속도가 매우 증가하는 반면에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고 분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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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 진동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다.

Figure 2.1 8 inch hammer with 10 inch drill bit

(2) DTH 해머비트 구조
DTH 해머비트는 Figure 2.2와 같이 로터리 헤드에 장착되는 백 헤드
(backhead), 공기압축기로부터 토출되는 압축공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체
크 밸브(check valve), 왕복운동을 하면서 타격을 가하는 피스톤(piston),
암석 및 지반에 천공 작업을 가능케 하는 드릴비트(drill bit)등으로 구성
이 되어있다. 드릴비트에는 굴착 대상에 충격을 전달하는 버튼(button)이
다수 배열되어 있다(Figure 2.3). 드릴비트를 제외한 부분을 해머(hammer)
라고 부르며 해머와 드릴비트는 상황에 따라 다양한 조합이 가능하다.
Table 2.1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창신인터내셔널 주식회사의 5, 6, 8
인치 해머의 제원이 나타나있다. 해머에서 ‘인치’의 의미는 굴착 가능한
홀의 최소 직경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5 인치 해머가 굴착가능 한 홀의
최소 직경은 5 인치이다. 최소 직경보다 작은 홀을 천공할 경우 공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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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 몸통 사이의 공간이 충분치 않아 타격에 의해 생성된 암분이 원활
히 배출되지 않는다(Atlas Copco, 2012). Table 2.1, Table 2.3에 표기된 바와
같이 해머의 ‘인치’가 커질수록 해머 몸통의 최외곽직경, 피스톤 직경,
타격에너지가 따라서 증가한다.

Figure 2.2 Structure of DTH hammer bit

Figure 2.3 Drill bit (3D view) (after Kwon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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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DTH hammer specification (창신인터내셔날 주식회사 홈페이지)
5 inch hammer

6 inch hammer

8 inch hammer

125 - 152

149 - 225

191 - 311

Length(without bit) (mm)

1162

1383

1390

Outside diameter (mm)

117

138

180

Net weight (without bit) (kg)

65

108

185

Specification

Model

Available bit size (mm)

(3) DTH 해머비트 작동 과정

Figure 2.4 Action principle of DTH hammer (after Song and Shin, 2010)

DTH 해머비트는 공기압축기에서 토출되는 압축공기의 공압에너지를
피스톤의 운동에너지로 변환시켜 드릴비트를 타격함으로써 천공작업이
이루어지게 된다. Figure 2.4, Figure 2.5를 참고하여 구성된 부품별로 작동
과정을 살펴보면 초기 위치[STEP 0]에서 공기압축기로부터 토출되는 압
축공기는 rotary head를 지나 hole 1을 통해 하단 챔버(lower chamber)에 압
력을 형성하게 된다[STEP 1]. 이때 피스톤의 단면적 A2에 작용하는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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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피스톤은 좌측으로 거동한다[STEP 2]. 이러한 동작이 계속되어 hole
2와 check valve가 유로를 형성하면 피스톤은 동작을 멈추게 되고 hole 2
를 통해 압축공기는 피스톤의 상단 챔버(upper chamber)에 유입되어 고압
을 형성하게 된다[STEP 3]. 이때, 하단 챔버에 형성되었던 공기압은 드릴
비트를 통해 외부로 배출이 되어 하단 챔버는 대기압 상태가 된다[STEP
4]. 따라서 하단 챔버는 상단 챔버보다 상대적으로 저압이 형성되고 A1
에 작용하는 압력과 자중에 의해 피스톤은 우측으로 이동하여 드릴비트
를 통해 대상물에 타격에너지를 전하게 된다[STEP 5]. 이 때 천공작업에
의해 만들어진 암분은 공기압축기에서 유도된 압축공기에 의해 외부로
배출된다. 마지막으로 상단 챔버의 압력은 피스톤이 우측으로 이동함에
따라 소산되며 압축공기가 다시 하단 챔버에 공급되어 피스톤을 좌측으
로 이동시키며 STEP 1부터 타격 행정을 반복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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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Mechanism of DTH hammer step by st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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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DTH 해머비트 암반굴착 메커니즘
DTH 해머비트에 압축공기가 공급되면 피스톤이 움직이면서 드릴비
트와 충돌한다. 이 때 응력파(stress wave)가 형성되고 드릴비트를 통해 암
반까지 전달된다. 결국 드릴비트에 삽입된 버튼에 높은 응력이 집중되고
as, 2000; Depouhon et al., 2015).
암반에 균열이 발생한다(Chiang and Elı́
DTH 해머비트의 드릴비트에 삽입되어 있는 단일 버튼 차원에서 암
반 파쇄 메커니즘을 살펴보면 Figure 2.6과 같다. 버튼의 타격에 의해 직
하부 영역은 미세한 분진 형태로 파쇄되며 분화구(crater)를 형성하고, 그
주변으로 파쇄영역(crushed zone)과 균열영역(cracked zone)이 형성된다. 균
열영역 외곽으로는 중간 균열(median cracks), 방사형 균열(radial crack), 측
면 균열(side crack)이 형성된다(Kou et al., 2004; Liu et al., 2008; Raghavan,
2014). Figure 2.7은 두 개의 버튼 타격에 의해서 발생된 균열과 균열이 서
로 연결된 모습을 보여준다. Figure 2.7(b)에 비해 Figure 2.7(a)는 버튼간 간
격이 좁고 이에 따라 각 단일 버튼에 의해서 발생한 측면 균열(side crack)
이 서로 연결되었다. 만약 드릴비트에 버튼이 삽입된 간격이 넓거나 드
릴비트의 회전속도가 지나치게 빨라 적절한 타격 간격이 형성되지 못할
경우 Figure 2.7(b)와 같이 균열 간 연결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적절한 드릴비트 설계 및 회전속도의 선택이 중요하다(Kou et al., 2004).
Figure 2.8은 단일 DTH 해머비트의 암반 타격 시 발생된 균열 모습을
보여준다. DTH 해머비트와 같은 회전타격식 굴착공법(rotary-percussive
drilling)의 굴착 메커니즘은 압입(indentation)과 절삭(cutting)으로 구분된다
(Franca, 2011a; Teale, 1965). 압입 운동은 해머비트에 공급된 압축공기가
피스톤을 운동시켜서 발생하는 타격에너지(percussion energy)와 타격에너
지가 암반에 전달될 수 있도록 드릴비트를 굴착면에 밀착시켜주는 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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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ust force)에 영향을 받는다. 절삭 운동은 드릴비트를 회전시켜 버튼의
타격지점을 변화시키기 위한 토크(torque)와 그에 의해 발생된 회전 속도
에 영향을 받는다.
회전식 굴착공법(rotary drilling)의 경우 임계점(critical force) 이상의 힘
이 작용하면 추력이 증가할수록 굴진율이 증가한다(Figure 2.9). 그러나
추력이 지나칠 경우 발생한 암석 파편이 드릴비트 아래에 갇혀서 잘 배
출되지 않고 버튼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다. DTH 해머비트는 회전식 굴
착공법에 타격력이 추가 결합된 공법이므로, 추력이 지나칠 경우 타격에
의해 지나친 진동이 드릴 로드(drill rod)에 발생하게 된다(Atlas Copco,
2012; Halco Rock Tools, 2015; The Australian Drilling, 1997). Table 2.2는 이를
고려한 DTH 해머비트 운용 시 추력의 상·하한선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DTH 해머비트의 경우 트리콘 비트(tricone bit)등과 다르게 토크
를 크게 필요치 않는다. DTH 해머비트의 주요 굴착 효과는 타격
(percussion)에서 발생하고 회전운동은 새로운 타격 지점으로 비트의 버튼
을 옮겨주는 것에 주안점을 둔다. 또한 일반적으로 버튼에 사용되는 재
질인 tungsten carbide는 압축에 매우 강하지만 인장과 전단에는 상대적으
로 약하기 때문에 회전속도를 빠르게 운용할 경우 급격한 버튼의 마모를
야기한다(The Australian Drilling, 1997). 따라서 DTH 해머비트 운용 시 토
크와 회전속도는 드릴비트가 새로운 타격 지점을 타격할 수 있는 정도면
충분하다(Atlas Copco, 2012; The Australian Drilli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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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General picture of fracture systems in rock under a single button (after Liu et al.,
2008)

Figure 2.7 Subsurface cracks and crater development (horizontal white line denotes the
original surface, the curved lines indicate the positions of the buttons) (a) Note
significant crack interactions, extensional crack development and the crater (b)
Crater development and significant extensional cracks (after Howarth and
Bridge,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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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Rock fragmentation mechanism of a drill bit (after Kwon et al., 2014)

Figure 2.9 Relationship between penetration rate and thrust force in rotary drilling
(modified from The Australian Drilling,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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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Requisite pullback force operating 5, 6, 8 inch DTH hammer bit (after Halco
Rock Tools, 2015)
Hammer model

Minimum pullback force

Maximum pullback force

5 inch

400 kg

900 kg

6 inch

500 kg

1500 kg

8 inch

800 kg

2000 kg

DTH 해머비트의 타격에너지는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에서 공급되
는 압축공기(compressed air)에 기인한다. 공급되는 공기압력(공압)이 높아
지면 해머의 1회 타격 시 타격에너지가 커지고 타격빈도도 빨라진다. 타
격에너지는 균열의 발생정도 및 범위에 영향을 주고 타격빈도는 타격간
격에 영향을 미친다. 즉 인접한 타격에 의해서 발생한 균열이 서로 연결
될 수 있는 적정 타격간격은 DTH 해머비트에 공급되는 공압에 따라 달
라진다. 일반적으로 Figure 2.10과 같이 DTH 해머비트에 공급되는 공압이
높아지면 타격에너지가 증가하므로 굴진율도 빨라지게 된다. Table 2.3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DTH 해머비트의 산술적 타격에너지와 타격빈도를
나타내며, Table 2.4는 이 결과를 공압에 따른 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해머
의 굴착가능한 최소 직경이 커질수록 타격에너지가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2.5에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DTH 해머와 드릴비트 조합이 나
타나 있고, 그에 따른 드릴비트 단위면적에 작용하는 타격에너지(Earea)를
보여준다. 6 인치 해머비트가 5 인치 해머비트보다 타격에너지가 크지만
Earea를 비교하면 5 인치 해머비트가 6 인치 해머비트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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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0 Relationship between penetration rate and air pressure (after The Australian
Drilling, 1997)

Table 2.3 Performance of DTH hammer
Air pressure
(kPa)

Frequency (Hz)

Impact energy (J)

5 inch

6 inch

8 inch

5 inch

6 inch

8 inch

1200

22.3

17.2

18.6

218

241

679

1800

27.2

21.0

22.6

339

375

1068

2400

31.4

24.2

26.7

461

509

1476

Table 2.4 Impact frequency and energy of 5, 6, 8 inch DTH hammer
Hammer model
5 inch
6 inch
8 inch

E

0.2025 ×

− 25

0.0076 ×

+ 13.2

0.6643 ×

− 118

0.0068 ×

+ 10.4

0.2233 ×

−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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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58 ×

+ 10.2

Table 2.5 Impact energy per unit area according to DTH hammer/drill bit size and air
pressure
Hammer model

Diameter of
drill bit

Impact energy/unit area
according to air pressure (Earea, J/in2)
1200 kPa

1800 kPa

2400 kPa

5 inch

7.5 inch

4.93

7.67

10.43

6 inch

10 inch

3.07

4.77

6.48

8 inch

10 inch

8.60

13.60

18.80

2.2.2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암반굴착 메커니즘
(1) 확공기 모델 및 제원
본 연구의 대상이 된 확공기는 직경 900 mm에 6, 8 인치 DTH 해머비
트를 장착한 모델과 직경 650 mm에 5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모
델 등 총 세 가지 모델이다. 900 mm 모델은 Figure 2.11과 같이 제작 완료
되어 현장시험시공에 사용되었고, 650 mm 모델은 설계까지만 완료된 상
태이다. Figure 2.12, Figure 2.13은 각각 900 mm, 650 mm 확공기의 도면 일
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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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1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s using in the field tests

Figure 2.12 Front (left) and side view (right) of the Φ 900 mm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modified Ry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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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Specification of 650 mm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2)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작동 원리
Figure 2.12와 같이 공압해머방식 확공기(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에는 네 개의 DTH 해머비트가 장착되어 있다. 각각의 해머비
트는 공기압축기에서 공급된 공압에 의해 타격 에너지를 발생시키며
Figure 2.14와 같이 압입장비(pulling machine)에 의해 제공된 견인력
(pullback force)과 토크에 의해 굴착 단면에 밀착하여 회전하며 타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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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4 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technology with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3) 내·외곽 DTH 해머비트의 타격 영역
Figure 2.15는 확공기에 장착된 네 개의 DTH 해머비트가 회전하며 타
격하는 위치를 표시하고 있다. 각 해머비트는 확공기의 회전에 의해 원
운동하며 타격빈도에 따라 굴착면을 타격하게 된다. 이 때 모든 해머비
트에 동일한 공압이 공급되므로 각 해머비트의 타격에너지와 타격빈도는
같다. 따라서 내·외곽 DTH 해머비트의 타격간격은 서로 상이하고 확공
기의 회전속도에 따라 타격간격이 변한다. 앞서 Figure 2.7을 통해 언급한
바와 같이 버튼간 타격간격이 적절하지 않으면 원활한 균열 연결이 이루
어지지 않는다. 같은 원리로 확공기의 회전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면 타격
간격이 넓어져서 각 해머비트의 타격간 균열 연결이 원활하지 않다. 따
라서 적절한 회전속도의 선택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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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5 Locations of bit impacts during rotation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2.2.3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운용조건
암반굴착 메커니즘에 영향을 주는 확공기의 운용조건으로는 견인력
(pullback force), 토크(torque), 타격간격(=회전속도), 공기압축기 공기압력
(공압)이 있다. 본 연구의 경우 견인력과 토크는 상황에 맞춰 운용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타격간격과 공압만을 변수로 채택하였다.

(1) 견인력(pullback force)
확공기는 압입장비에 의해 굴착방향으로 당겨지면서 운용되므로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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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pullback force)이 Figure 2.8, Figure 2.9에 언급된 추력(thrust force)에 해당
한다. 견인력이 증가하면 굴진율이 증가하지만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각 장비의 내구성, 굴착효율 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상한선이
제시되어 있다. 한편, 국내에서 사용중인 압입장비는 모두 토사 지반에
사용되는 것으로 암반에 사용되는 장비에 비해 최대 토크가 작고, 만약
Table 2.2에 언급된 견인력 중 최대값을 사용하면 압입장비에 발생하는
토크가 최대값을 초과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견인력 증가에
따른 단점과 국내 장비 제원의 한계를 감안하여 확공기 현장 운용 시 사
용되는 견인력은 Table 2.2에 언급된 견인력 중 최소값과 동일하다고 가
정하였다.

(2) 토크(torque)
단일 DTH 해머비트의 주요 굴착 효과는 타격에너지에 기인하므로
토크는 해머비트의 회전이 가능한 최소한의 크기로 제한한다. 과도한 토
크가 발생할 경우 마찰에 약한 버튼의 내구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확공
기 운용 시에도 토크는 확공기를 회전 시킬 수 있는 수준에 맞춰 운용한
다고 가정하였다.

(3) 타격간격(=회전속도)
확공기에 장착된 네 개의 DTH 해머비트는 단일 해머비트 운용 시와
다르게 회전(자전)하지 않는다. 따라서 해머비트이 삽입된 각각의 버튼은
확공기의 회전속도에만 영향을 받아서 타격간격을 형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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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las Copco(2006)는 드릴비트의 최외곽버튼(gage button) 타격간격이 10
mm 내외가 되도록 회전속도를 유지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하였다.
최외곽버튼이 10 mm이므로 내곽영역의 버튼은 그 이하에서 타격간격이
형성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 결과는 단일 해머비트가 자전하며 타
격할 때에 해당하는 결과이므로 확공기의 해머비트가 공전(이동)하며 타
격할 때와는 차이점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Kwon et al.(2013)은 홉킨스바 시험을 개량하여 단일 버튼의 타격
간격에 따른 비에너지를 조사하였고 최외곽버튼의 타격간격이 12 mm에
서 25 mm로 증가할 때까지 굴착성능이 최적치로 유지되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다만 저자 역시 해당 논문에 언급하였듯이 단일 버튼을 이용한
타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추정한 것이므로 실제 드릴비트의 굴착성능을
정확히 예측하기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tlas Copco(2006)에서 제안한 10 mm를 기준으로 해머비트의 타격간격이
약 5 mm에서 15 mm까지 변화하는 것을 가정하여 시험조건을 산정하였
다.

(4) 공기압축기 공기압력
Figure 2.10에 언급한 바와 같이 공압해머방식의 확공기 또한 공압이
증가하면 굴진율이 증가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확공기 운용 시 운용자
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경암 이하의 암반인 경우 두 대, 경암인 경
우 세 대 혹은 네 대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하고 있다. 아직까지는 운용자
의 경험적에 의존할 뿐 암반강도에 따른 적정 공압은 제시된 바가 없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한 대가 토출하는 공기 압력이 2400
kPa임을 감안하면, 공기압축기 한 대를 사용하였을 경우 네 개의 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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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머비트에 각각 600 kPa의 압력으로 압축공기가 공급된다. 따라서 두 대
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확공기를 운용할 경우에는 해머비트에 각각
1200 kPa, 세 대는 1800 kPa, 네 대는 2400 kPa의 압력으로 압축공기가 공
급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험 조건 산정 시 사용된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은 1200, 1800, 2400 kPa로 구분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공기압력
범위를 이와 같이 선택함에 따라 현장에서 확공기 운용 시 공기압축기
투입 대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암반등급에 따른 공기압축기 최적
사용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2.2.4 공압해머방식 확공기 활용 대상 공법
기존의 조향식 수평천공(HDD, 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공법은 별
도 수직 개착구 및 반력벽을 가설하지 않고 지면에서 특정각도로 조향식
으로 굴착하는 공법이다. 별도 수직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지
만 최초 슈팅공정부터 파이프매설까지 최소 5∼8회의 단계적 확공 과정
을 거쳐야 하는 단점이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개발중인 “다중공압해
머방식의 암반확공기를 이용한 암반 수평 확공공법”은 HDD 공법과 시
공 방법이 유사하지만, Figure 2.14와 같이 단계적 확공 과정을 단축하기
위해 요구되는 관경에 따라 적합한 직경을 가진 공압해머방식 확공기를
사용하여 단 1회에 확공과정을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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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천공장비의 굴착성능 예측
2.3.1 이론적·실험적 연구
DTH 해머비트는 공기압축기에서 공급되는 압축공기를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굴착장비로 자원 개발, 터널 굴착, 지표면 천공 등에 널리 사용
되고 있다(Bu et al., 2006; Karanam and Misra, 1998). DTH 해머비트는 충격
식 굴착공법(percussive drilling)의 한 방법으로 Hustrulid and Fairhurst(1972a,
1972b, 1971a, 1971b)는 충격식 굴착공법에 대한 이론적 모델을 수립한 후
실제 굴착 데이터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비에너지를 이용하여 굴진
율 예측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굴진율을 예측하기 위하여 실제 굴착 사례와 암반 물성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사례도 있다. Kahraman et al.(2003)는 top hammer drill을 이용하여 8
가지 암종에 대하여 굴진율을 측정하고 굴착 대상 암반의 물성을 분석하
였다. 그 결과 단축압축강도, 압열인장강도, 점하중강도, 슈미트 경도가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Kwon et al.(2013)은 암석 천공효율 조사를 위한 기초 데이터베이스 구
축을 위해 홉킨스바 시험기를 이용한 단일 타격 및 다중 타격시험을 수
행하였고, 수치해석을 통해 단일 버튼의 타격에 의한 암석의 파쇄과정을
모사하였다. 암석에 대한 타격시험 결과 타격압이 증가함에 따라 최적타
격간격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고, 타격을 수치해석으로 모사한 결과 타
격속도 증가에 따라 수평방향 균열의 길이가 증가하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Kwon et al.(2014)은 드릴비트 버튼의 디자인 변화가 굴착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화강암을 대상으로 piston drop type의 굴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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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을 수행하였고 기존 버튼 배열과 제안한 버튼 배열의 굴착효율을 비교
·분석하였다.
Franca(2011b)는 rotary-percussive drilling(RPD) 방식을 대심도 천공에도
사용하기 위해 실내시험 등을 통해서 RPD 방식의 타격 특성을 분석하였
다. 경암의 경우 RPD 방식이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연암의 경
우 타격방식의 효과가 미진하지만 타격에 드는 힘이 작아서 전체적인 천
공 효율 면에서는 긍정적인 것으로 분석했다. 또한 RPD 타격 성능을 추
정하기 위해 제안한 모델의 변수들과 암석의 종류, 물성 등과의 상관관
계에 대해서 분석하고, RPD 방식의 에너지 전환 계수를 산출하기 위해
비트-암반 상호작용을 유변학 모델(Zener 모델)을 이용하여 나타냈다.
성원준(2003)은 유압 브레이커 시스템을 모델링하고 브레이커의 성능
에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인자들을 선정하여, 그 값들을 변화시켜가며
인자의 변화가 브레이커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였다. 이 때 지반
상태를 단단한 지반과 무른 지반으로 나누어 분석하였고 이를 위해 지반
을 유변학 모델(스프링-댐퍼 시스템)로 모사하였다.
한편, 트리콘비트 방식의 확공기를 사용하여 수직 터널 굴착 사례 및
굴착성능예측에 관한 연구들이 있다. Shaterpour-Mamaghani et al.(2015)는
수직천공기(RBM, raise boring machine)를 이용하여 터키의 한 지하광산에
직경 2.6 m의 수직 환기구를 시공하면서 RBM의 주요 운용 변수들을 계
측하였다. 이후 계측 결과와 실내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RBM의 성능과
운용 변수를 예측할 수 있는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Elgenklöw(2003)는 칠
레의 El Teniente 광산에서 3개월 동안 2개의 boxhole boring unit을 운용하
며 굴진 성능 및 주요 운용 변수를 모니터링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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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수치해석적 연구
DTH 해머비트 굴착 성능 분석을 수치해석을 통해 수행한 연구도 있
다. Bu et al.(2009)는 FEM 상용 프로그램의 하나인 LS-DYNA를 사용하여
DTH 해머비트의 타격 성능을 연구한 결과 암반의 물성과 피스톤의 타
격 속도 등이 영향을 미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충격력-굴진거리 관계
그래프 분석을 통해 암반의 강도에 따른 해머비트의 타격 특성을 도출하
였다.
Oh et al.(2012), 오주영 등(2013, 2011)은 top hammer drilling에서 회전력
과 타격력을 발생시키는 드리프터의 유압 회로를 분석하고 타격 성능 해
석을 위한 해석툴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해석툴은 고효율의 천공 드리프
터를 개발하기 위해서 회전을 제외한 타격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인
자를 선정하고 타격빈도와 타격에너지를 통해 타격 성능을 분석하는데
사용되었다. 한편, 드리프터의 타격 성능 해석 결과 암반의 강성(stiffness)
이 굴진율과 굴진깊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Shin and Song(2012), 송창헌(2011)은 DTH 해머비트의 작동 원리 파악
과 공압해석을 실시해 DTH 해머비트의 공압적 특성을 규명하고 타격
성능에 영향력이 있는 설계인자의 도출과 도출된 설계인자에 대해 다구
찌 기법으로 타격 성능 최적화를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DTH 해머비트
의 타격 성능인 타격빈도와 타격에너지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설계
인자는 설정압과 행정거리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Song et al.(2014)은 CFD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드릴비트의 유로
(flushing channel)를 통해 배출되는 공기와 파쇄된 암석 분진의 흐름을 모
사하고 반응표면법(Response Surface Methodology, RSM)을 활용하여 유로
설계 인자를 최적값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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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기존 연구의 한계점
실험적 연구의 경우 대부분 단일 버튼 수준에서의 실험이 주를 이루
고 있다(Kwon et al., 2013). 또한 수직 천공 형태로 실험이 진행되었기 때
문에(Kwon et al., 2014), 확공기에 장착된 해머비트와 같은 원운동 형태의
타격 운동을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수직천공기의 경우 충격식 굴착
(percussive drilling)이 아닌 회전식 굴착(rotary drilling)으로 DTH 해머비트
의 암반 굴착 메커니즘과 상이하다. 그리고 굴착 성능과 영향 인자들의
상관관계 등에 연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Kahraman et al., 2003), 효율을
고려한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 산정에 적용은 힘들다.
이론적·수치해석적 연구의 경우 타격 메커니즘, 에너지 전달 메커니
즘 등을 정립하기 위해 암반을 탄성체로 가정한 모델이 주를 이루고 있
으며, 점탄성체로 상사한 경우라 할지라도 암반 계수를 가정에 의해 선
택하고 있다(Franca, 2011b; Hustrulid and Fairhurst, 1972a, 1972b, 1971a, 1971b;
성원준, 2003). 또한 단일 DTH 해머비트의 타격 성능을 잘 모사하고 있
지만 수직천공 형태가 아닌 원운동에 따른 해머비트의 타격 성능을 예측
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암반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변형 특성을 반영하
지 못했다(Bu et al., 2009; Oh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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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한 최적굴착조건 고찰
3.1 시험 개요
다중식 공압해머를 이용한 암반 수평 확공공법에 사용되는 확공기의
장비운용 조건으로는 견인력(pullback force), 토크(torque), 확공기 회전속
도,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의 공기압력(air pressure)이라는 네 가지 요
소가 있다. 현장 운용 시 대게 견인력과 토크는 고정된 값을 사용하고,
회전속도와 공압을 변수로 운용한다. 회전속도와 공압에 의해 각 해머비
트의 타격간격과 타격에너지가 영향을 받고, 이는 굴착량과 굴진율에 영
향을 준다. 선형타격굴착시험은 확공기에 장착된 해머비트의 암반 굴착
성능을 정량적으로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또한 시험에 사용된 에너지
대비 운용 조건별 굴착량(굴착부피)을 계산하여 해머비트 종류에 따른
최적굴착조건을 산출할 수 있다. 선형타격굴착시험(LPT, linear percussion
test)은 TBM 디스크 커터 성능 평가 및 설계를 위해 널리 사용 중인 선
형절삭시험(LCM test, linear cutting machine test)에 착안하여 개발되었다
(Bilgin et al., 2006; Gertsch et al., 2007; Nilsen L., 1993; Sanio, 1985; Snowdon
et al., 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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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1(a) Locations of bit impacts during rotation (b) their linear transformational
positions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확공기에 장착된 네 개의 DTH 해머비트는 확공기 중심(Figure 3.1(a)
의 파란색 원)을 공전하며 암반을 타격한다. 원운동하는 해머비트의 움
직임을 실제로 구현하여 실험하기에는 실험장비 제작에서부터 많은 애로
사항이 존재한다. 따라서 선형타격굴착시험은 해머비트의 원운동(Figure
3.1(a))을 직선운동(Figure 3.1(b))으로 변환하여 시험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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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편의 이송속도와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을 조절함으로써 해머비트의
타격간격과 타격에너지를 제어할 수 있고, 시험편의 강도를 조절하면 암
반 강도에 따른 굴착 성능을 시험할 수 있다. Figure 3.1은 확공기와 동일
한 굴착 효과를 갖도록 설계한 선형타격굴착시험의 한 예를 보여준다.
해머비트 직경별 최적굴착조건은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구한 비에
너지(specific energy)를 이용하여 산정하였다. 비에너지(Teale, 1965)는 단위
체적을 굴착하기 위해 수행된 일을 의미하며, Cho et al.(2013, 2010),
Hustrulid and Fairhurst(1971a), Snowdon et al.(1982) 등에 의해 굴착장비의
굴착 효율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고 있다. DTH 해머비트와 같은 타격
식 굴착장비(percussive drilling)의 경우 타격에너지를 반영하기 위해 식
3.1과 같이 단위부피 굴착을 위해 사용된 에너지(Okuchaba, 2008)로 사용
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후자의 개념을 선택하였고, 굴착효율에 초점
을 맞춰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조건을 최적굴착조건으로 선택하였다.

SE ( MJ / m3 ) =

Input Energy ( MJ )
Vcut ( m3 )

(3.1)

SE는 비에너지(specific energy)를 의미하고 Input Energy(MJ)는 DTH 해
머비트의 타격에너지, 압입장비(pulling M/C)의 이송에너지 등 선형타격굴
착시험에 사용된 총 에너지량,

은 사진측량을 통해 측정한 굴착 부피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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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시험 계획
(1)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Figure 3.1(a)과 같이 확공기에 장착된 네 개의 DTH 해머비트는 확공
기 중심을 기준으로 내·외곽에 2개씩 장착되어 있다. 회전반경이 서로
다르므로 내·외곽 해머비트의 선속도와 타격간격은 서로 상이하다. 한
편 내·외곽 비트간에는 서로 타격이 중첩되는 영역이 존재한다.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은 위와 같은 확공기의 굴착 현상을 동일하게
모사한다. 다만 해머비트의 운동 형태가 한 점을 중심으로 공전하는 방
식이 아닌 선형으로 모사된다는 점이 다르다. 확공기의 굴착 성능을 정
확히 평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확공기의 제원(ex. 직경, 회전반경
등)이 변화하면 기존 결과를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 개발중인 900 mm 확공기의 굴착 성능을 확인하
고 시험편 강도에 따른 최적굴착조건을 파악하기 위해 2열 선형타격굴착
시험을 수행하였다. Figure 2.12에는 대상이 된 확공기의 제원이 표기되어
있다. 2.2.3절에서 언급한 운용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2열 선형타격굴착
시험에서 고려한 확공기 회전속도 범위는 3 ~ 5 RPM 이고,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은 1200 ~ 2400 kPa 이다. 사용된 DTH 해머비트는 8 인치 모델
이다.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의 각 변수들과 시험 조건은 Table 3.1에 나

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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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Experimental conditions of variables in double-row linear percussion test
Variable

Experimental conditions

Specimen strength*

Moderate strength rock

Medium strength rock

High strength rock

Rotational speed (rpm)

3

4

5

Air pressure (kPa)

1200

1800

2400

*Specimen is classified by strength (Table 3.5)

(2)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
Figure 2.13과 같이 650 mm 확공기는 900 mm 확공기와 본체의 직경뿐
만 아니라 사용된 해머비트의 종류, 내·외곽해머비트의 회전반경 또한
다르다. 따라서 이와 같이 확공기 제원이 다르면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의 결과를 직접 적용하기 힘들다. 그에 따라 실험결과의 보다 광범위한
적용을 위해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을 고안했다.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에
서 고려한 해머비트 타격간격은 5 ~ 15 mm 이고,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은
1200 ~ 2400 kPa 이다. 사용된 DTH 해머비트는 5, 6 인치 모델이다.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의 각 변수들과 시험 조건은 Table 3.2에 나타냈다.

Table 3.2 Experimental conditions of variables in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
Variable
DTH hammer model
Specimen strength*
Rotational speed (rpm)
Air pressure (kPa)

Experimental conditions
5 inch hammer

6 inch hammer

Moderate strength rock

Medium strength rock

High strength rock

3

4

5

1200

1800

2400

*Specimen is classified by strength (Tabl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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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시험 시스템 구성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스템은 Figure 3.2와 같다. 본 시스템은 DTH 해머
비트에 공압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암석을
타격하는 선형타격굴착시험기(linear percussion testing apparatus), 암석 시료
를 선형으로 이송하기 위한 압입장비(pulling M/C)로 구성되어 있다.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스템 중 암석을 직접 타격하는 선형타격굴착시험
기는 Figure 3.3과 같이 파워유닛(power unit), DTH 공압해머(DTH air
hammer), 드릴비트(drill bit), 암석시료(rock sample), 버티컬 가이드(vertical
guide), 샘플 가이드(sample guide)로 구성된다.
DTH 해머비트의 타격에너지와 시료이송 에너지(pulling energy)는 외
부장비인 공기압축기와 압입장비로부터 각각 공급받게 된다. 해머 내부
의 피스톤은 공급받은 공압에너지를 이용하여 상하왕복운동을 하며 드릴
비트에 타격에너지를 전달하게 된다. 파워유닛은 해머비트가 버티컬 가
이드를 따라서 상하로 이동하도록 제어하고 타격 시 추력을 제공한다.
샘플 가이드는 시편이송 중 암석시료가 선형 운동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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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Linear percussion testing system

Figure 3.3 Components of the linear percussion testing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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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사진측량을 통한 굴착부피측정
선형타격굴착시험이 완료된 이후 시험편의 굴착 부피를 측정하기 위
한 방안으로 시험 후 파편을 회수하여 무게를 측정하는 파편회수법과 굴
착된 부분에 모래를 충진하여 모래의 부피를 측정하는 모래충진법 등이
있다. 그러나 파편회수법의 경우 DTH 해머비트의 굴착과정에서 발생하
는 미세한 파편들이 다량 소실될 가능성이 농후하고 모래충진법의 경우
지나치게 소요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igure 3.4와 같이 Cho et al.(2013), 조정우(2010)에서 검증된 바 있는
3GSM 社에서 개발한 ShapeMetriX 3D system을 이용하여 영상 취득 및
굴착부피를 분석하였다. 이 시스템은 크게 camera, lens, range pole, analysis
program으로 구성되어 있다(한정훈, 2007).
대상체가 선정되면 촬영대상 한 쪽에 range pole을 설치하고, 촬영대상
에 대하여 좌우 스테레오 영상을 취득한다. 지상 기준점을 필요로 하지
않으나, 필요에 의해 지상 기준점을 설치 후 촬영할 수도 있다. 또한 영
상 취득 시 촬영기선(base)을 따로 필요로 하지 않으며 자유롭게 촬영 가
능하다. Range pole은 scale bar의 역할을 하게 되는데, 각 원형 판의 중심
거리를 정의해 주면 이를 기준으로 대상면의 길이를 계산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range pole의 크기가 시험편에 비해 지나치게 큰 관계로 사용
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시험편의 특정 지점 두 곳을 표시해
두고 두 지점을 range pole 대용으로 이용하여 scale bar 역할을 하게 하였
다(조정우, 2010; 한정훈, 2007).
카메라는 Nikon D200, 렌즈는 Nikon AF-S DX 18-70 ㎜ f/3.5-4.5G IF-ED
를 사용하였다. 3GSM 社에서 카메라 및 렌즈에 대하여 검정 과정을 수
행한 후 분석 정보를 제공하였는데, 여기에는 본 연구에 사용된 카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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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렌즈의 모든 줌 및 초점 거리 등에 대한 보정 정보가 포함되어 있으
며, 이 정보를 분석 프로그램에서 불러들여 사용할 경우 자동으로 렌즈
왜곡에 대한 좌표 보정이 이루어진다(한정훈, 2007).
Table 3.3, Table 3.4에는 각각 카메라 및 렌즈의 제원을 나타나 있다.
부피 측정에 사용된 Nikon D200 카메라는 약 1000만 화소수를 가지를 디
지털 방식의 일안반사식 카메라이며, 부피 측정 시에는 최대 크기(L)의
영상을 이용하였다. 렌즈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표준 줌렌즈로서, 초점
거리 18~70 ㎜, 화각 76°~22°50′의 범위를 가진다(한정훈, 2007).

(a)

(b)

Figure 3.4 (a) Surface of sample after LPT test (b) 3D modelling to calculate cut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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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Specification of camera (Nikon D200) (한정훈, 2007)
Type of Camera

Single-lens reflex digital camera

Effective Pixels

10.2 million

Image Sensor

RGB CCD, 23.6×15.8 ㎜
total pixels : 10.92 million

Image Size (pixels)

3,872×2,592[L], 2,896×1,944[M] 1,936×1,296[S]

Shutter Speed

30 to 1/8,000 sec. in steps of 1/3, 1/2

Picture Angle

The equivalent in 35 ㎜ format is approx. 1.5 times lens focal length.

Table 3.4 Specification of lens (Nikon AF-S DX 18-70 ㎜) (한정훈, 2007).
Focal Length

18-70 ㎜

F-Number

3.5 – 4.5

Maximum Aperture

f/3.5 – 4.5

Minimum Aperture

f/22 - 36

Picture Angle

76° - 22°50′

Minimum Focus Range

0.38 m

Maximum Reproduction Ratio

1/6.2 (0.16)

Filter Attachment Size

67 ㎜

Lens Construction

· 15 elements in 13 groups
· Three ED glass elements
· One aspherical lens el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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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시험 방법
(1)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1) 시험 준비
Figure 3.3과 같이 해머비트를 장착하고 시험 조건에 따라 시험편, 시
험편 이송속도,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을 세팅한다. Figure 3.5는 각 시험 장
비들을 정렬한 모습이다.
확공기의 회전속도에 따른 DTH 해머비트의 선속도는 식 3.2와 같이
계산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스템에서는 DTH
해머비트의 원운동 구현이 불가하다. 따라서 설정한 회전속도에 상응하
도록 시험편의 선형이송속도를 조절하며 시험했다. 이 때, 확공기의 회전
속도가 동일해도 외곽 해머비트의 선속도(v1), 내곽 해머비트의 선속도(v2)
는 서로 상이하다.

Figure 3.5 Photograph of linear percussion test (air compressor, linear percussion testing
apparatus, pulling 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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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 rw = 2p rf = 2p r ´

RPM
60

(3.2)

여기서 v는 해머비트의 선속도(m/s), r은 확공기 중심에서 해머비트 중
심까지의 거리(m), ω는 확공기의 각속도(rad/s), f는 해머비트의 타격빈도
(Hz), RPM은 확공기의 분당 회전수이다.

2) 선형타격굴착시험기로 타격(외곽 비트 영역)
Figure 3.6(a)와 같이 해머비트를 선형타격굴착시험 타격영역 시점에
위치시킨 후, 타격을 실시하며 v1 속도로 시료박스를 직선 이동시켜 선
형타격굴착시험을 수행한다. 이 때,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스템에서 해머비
트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Figure 3.6 Percussion area of (a) the outer and (b) inner hammer bit during the LPT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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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형타격굴착시험기로 타격(내곽 비트 영역)
Figure 3.6(b)와 같이 해머비트를 선형타격굴착시험 타격영역 시점에
위치시킨 후, 타격을 실시하며 v2 속도로 시료박스를 직선 이동시켜 선
형타격굴착시험을 수행한다. 이 때,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스템에서 해머비
트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4) 굴착부피측정
Figure 3.7과 같이 선형타격굴착시험이 끝난 시험편의 표면 영역을 대
상으로 Shapemetrix 3D를 이용하여 굴착된 시험편의 부피를 측정하였다
(3G Software & Measurement, 2007; Golden Software, 2004; 조정우, 2010). 초
기 타격 위치와 시험 종료 위치는 고르게 굴착되지 않으므로, 굴착부피
산출 영역은 Figure 3.6에 나타낸 파란색 사각형 영역으로 한정한다.

Figure 3.7 Surface of high strength rock sample after L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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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
1) 시험 준비
Figure 3.3과 같이 시험 조건에 따라 해머비트를 장착하고 시험편, 시
험편 이송속도,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을 세팅한다.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과 달리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에서는 확공기의 회전속도가 아닌 해머비
트 타격간격이 시험 변수이다. 따라서 식 3.3을 이용하여 시험편 이송속
도를 계산한다.
Pulling Velocity (v, mm / s) = Blow Spacing (mm) ´ Blow Frequency ( Hz)

(3.3)

2) 선형타격굴착시험기로 타격
Figure 3.8과 같이 해머비트를 선형타격굴착시험 타격영역 시점에 위
치시킨 후, 타격을 실시하며 v의 속도로 시료박스를 직선 이동시켜 선형
타격굴착시험을 수행한다. 이 때,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스템에서 해머비트
위치는 고정되어 있다.

Figure 3.8 Specimen size and percussi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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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굴착부피측정
선형타격굴착시험이

끝난

시험편의

표면

영역을

대상으로

Shapemetrix 3D를 이용하여 굴착된 시험편의 부피를 측정한다. Figure 3.9
는 시험 후 시험편의 모습이다.

Figure 3.9 Specimen after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

3.1.5 선형타격굴착시험 주요 시험 변수
(1) 타격간격
1)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은 확공기의 굴착 메커니즘을 동일하게 모사하
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확공기에 장착된 내·외곽 해머비트의 타
격간격이 동일하지 않듯이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역시 그렇다. 따라서 2
열 선형타격굴착시험 시에는 타격간격에 대응되는 개념인 확공기의 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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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도를 변수로 채택하였다. 회전속도의 변화에 따른 굴착성능 변화를 분
석하고 시험편 강도에 따른 최적회전속도를 분석했다.

2)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
해머비트의 타격간격을 5, 10, 15 mm로 변화시켜가며 선형타격굴착시
험을 실시한다. 선택된 타격간격을 유지하지 위한 시험편의 선형 이송속
도는 Table 2.3과 식 3.3을 이용하여 구한다.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타격간격의 변화에 따른 각 해머비트별 시험편 강도에 따른 최
적타격간격을 도출하고자 한다.

(2) 공기압축기 공기압력
선형타격굴착시험 시 사용된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은 1200, 1800,
2400 kPa로 구분하였다. 일반적으로 확공기 운용 시 운용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따라 중경암 이하의 암반인 경우 두 대, 경암인 경우 세 대 혹은
네 대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공기압축기 한 대
가 토출하는 공기 압력이 2400 kPa임을 감안하면, 공기압축기 한 대를 사
용하였을 경우 네 개의 DTH 해머비트에 각각 600 kPa의 압력으로 압축
공기가 공급된다. 따라서 두 대의 공기압축기를 사용하여 확공기를 운용
할 경우에는 해머비트에 각각 1200 kPa, 세 대는 1800 kPa, 네 대는 2400
kPa의 압력으로 압축공기가 공급된다. 시험에 사용된 공기압력 범위를
1200, 1800, 2400 kPa로 선택함에 따라 현장에서 확공기 운용 시 공기압축
기 투입 대수에 따른 영향을 파악하고, 암반등급에 따른 공기압축기 최
적 사용대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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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편 물성
대부분의 지중관로 시공 현장에서는 시추조사를 통하여 시공 전에 굴
착 대상 암반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고, Table 3.5와 같이 단축압축강도
를 이용하여 암반 구간을 등급에 따라 분류한다. 한국에서 주로 발견되
는 암반의 등급은 보통암, 중경암, 경암이다. 따라서 선형타격굴착시험
또한 보통암, 중경암, 경암에 해당하는 강도를 가진 시험편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경암 등급 시험편의 경우 황등화강암을 선택하였다. 보통암, 중경암
등급 시험편의 경우 대상 등급의 강도를 가진 석회암, 셰일 등을 대상으
로 여러차례 제작을 시도하였으나 발달한 불연속면을 따라서 분리되는
경향이 강하였다. 따라서 1,000 mm × 600 mm × 600 mm 크기의 암석블럭
을 제작할 수 없어 해당범위의 압축강도를 갖는 콘크리트 시험편으로 대
체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각 시험편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3.6에 기록
하였다. 특이할만한 점은 전반적인 항목에서 화강암이 콘크리트에 비해
단단한 시험편의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지만 탄성파 속도는 콘크리트보
다 낮게 나왔다. 그러나 황등화강암에 대한 기존 문헌(이희석 등, 1999;
조상호 등, 2009; 홍창우 등, 2002)과 고강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이준철 등, 2015; 이태규 등, 2015; 이희근 등, 2003)와 비교했을 때
기존 연구 결과와 크게 차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현상의 재료 고유의 특성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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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ISRM rock classifications (after ISRM, 1981)
Rock clas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MPa)

Very high strength (극경암)

> 240

High strength (경암)

100 – 240

Medium strength (중경암)

50 – 100

Moderate strength (보통암)

25 – 50

Low strength (연암)

5 – 25

Very low strength (극연암)

1–5

Table 3.6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
Hwangdeung
granite

High
strength
concrete

Normal
strength
concrete

UCS (MPa)

184

52

27

Specific gravity

2.65

2.23

2.17

Porosity (%)

0.63

10.75

12.48

P-wave (m/s)

3,530

4,370

4,230

S-wave (m/s)

1,950

2,300

2,260

Young’s modulus (GPa)

42.3

26.9

16.3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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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시험 결과 및 분석 – 2 열 선형타격굴착시험
3.2.1 경암 시험편
경암 시험편에 대한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Table 3.7에 나타냈
다. Figure 3.10에 나타난 반응표면도의 회귀식은 식 3.4와 같다. Figure 3.11
을 통해 경암 시험편에 대한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분석해 보면, 비
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공기압축기 공기압력, 확공기 회전속도 조
합은 1900 kPa, 3.9 RPM으로 도출되었다. 이 결과를 현장에 반영하면 공
기압축기 세 대, 확공기 회전속도를 4 RPM 내외로 운용하는 것이 절삭
효율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암 강도의 암반 타격
시, 암석 내부의 균열 발생을 위해서 세 대 이상의 공기압축기가 투입되
어야 하고, 회전속도를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며 조밀한 타격을 실시하여
야 암반에 생긴 균열이 효율적으로 상호 연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해
당 조건으로 현장시험 운용 시 가장 효율적인 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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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Doub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high-strength rock
Rotational
speed
(RPM)

Cut
volume
(Vcut, c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3

182

98,007

540

4

148

73,505

495

HI12R5

5

75

58,804

780

HI18R3

3

350

188,158

538

4

300

141,118

471

HI18R5

5

209

112,895

539

HI24R3

3

529

304,375

575

4

463

228,281

493

5

321

182,625

569

Test No.

Air pressure
(Ap, kPa)

HI12R3
1,200

HI12R4

1,800

HI18R4

2,400

HI24R4
HI24R5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Contour Plot

RPM

5

S pecific
Energy
< 450
450 – 500
500 – 550
550 – 600
600 – 650
650 – 700
> 700

4

3
1200

1500

1800

2100

2400

Air Pressure

Figure 3.10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RPM and air pressure for highstrength rock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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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Optimum conditions of air pressure and RPM for high-strength rock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Specific Energy
= 1839.37 - 0.23 ´ Ap - 608.68 ´ RPM
2

+16.55 ´10-5 ´ Ap + 104.22 ´ RPM 2 - 103.19 ´10-3 ´ Ap ´ RPM

(3.4)

( R 2 = 0.88)

3.2.2 중경암 시험편
중경암 시험편에 대한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Table 3.8에 나타
냈다. Figure 3.12에 나타난 반응표면도의 회귀식은 식 3.5와 같다. Figure
3.13에 나타난 것과 같이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공기압축기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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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압력, 확공기 회전속도 조합은 1700 kPa, 4.8 RPM 이다. 이 결과를 현장
에 반영하면 공기압축기 세 대, 확공기 회전속도를 5 RPM 내외로 운용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절삭 효율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암 시험편 결과에 비하여 최적회전속도가 증가한
이유는, 암반 강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타격간격을 증가시켜도 인
접한 균열이 원활히 연결되기 때문이다.

Table 3.8 Doub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medium-strength rock
Rotational
speed
(RPM)

Cut
volume
(Vcut, c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3

282

98,007

348

4

221

73,505

333

ME12R5

5

185

58,804

318

ME18R3

3

528

188,158

356

4

467

141,118

302

ME18R5

5

382

112,895

296

ME24R3

3

819

304,375

372

4

672

228,281

340

5

538

182,625

339

Test No.

Air pressure
(Ap, kPa)

ME12R3
ME12R4

ME18R4

ME24R4
ME24R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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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our Plot

RPM

5

Specific
Energy
< 310
310 – 320
320 – 330
330 – 340
340 – 350
350 – 360
360 – 370
> 370

4

3
1200

1500

1800
2100
Air Pressure

2400

Figure 3.12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RPM and air pressure for
medium-strength rock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Figure 3.13 Optimum conditions of air pressure and RPM for medium-strength rock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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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Energy
= 779.843 - 215.586 ´10-3 ´ Ap - 124.457 ´ RPM
2

+65.120 ´10-6 ´ Ap + 13.236 ´ RPM 2 - 1.045 ´10-3 ´ Ap ´ RPM

(3.5)

( R 2 = 0.90)

3.2.3 보통암 시험편
보통암 시험편에 대한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Table 3.9에 나타
냈다. Figure 3.14에 나타난 반응표면도의 회귀식은 식 3.6과 같다. Figure
3.15를 이용하여 산출한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공기압축기 공
기압력, 확공기 회전속도 조합은 1200 kPa, 5 RPM 이다. 이 결과를 현장
에 반영하면 공기압축기 두 대, 확공기 회전속도를 5 RPM 내외로 운용
하는 것이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고 굴착 효율을 가장 증대시킬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경암, 중경암 시험편에 비하여 암
반 강도가 낮으므로 두 대의 공기압축기에서 토출하는 공압만으로도 암
반을 파쇄하는데 충분한 타격에너지를 발생할 수 있고, 회전 속도가 5
RPM 일 때도 타격으로 인해 발생한 인접 균열들을 원활히 결합시킬 수
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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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Doub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moderate-strength rock
Rotational
speed
(RPM)

Cut
volume
(Vcut, c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3

389

98,007

252

4

303

73,505

243

MO12R5

5

245

58,804

240

MO18R3

3

720

188,158

261

4

576

141,118

245

MO18R5

5

454

112,895

248

MO24R3

3

1142

304,375

266

4

860

228,281

265

5

708

182,625

258

Air pressure
(Ap, kPa)

Test No.
MO12R3

1,200

MO12R4

1,800

MO18R4

2,400

MO24R4
MO24R5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Contour Plot

RPM

5

Specific
Energy
< 240
240 – 245
245 – 250
250 – 255
255 – 260
260 – 265
> 265

4

3
1200

1500

1800
2100
Air Pressure

2400

Figure 3.14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RPM and air pressure for
moderate-strength rock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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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Optimum conditions of air pressure and RPM for moderate-strength rock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Specific Energy
= 330.376 - 16.232 ´10-3 ´ Ap - 34.595 ´ RPM
2

+7.102 ´10-6 ´ Ap + 3.299 ´ RPM 2 - 1.501´10-3 ´ Ap ´ RPM
( R 2 = 0.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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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3.2.4 최적굴착조건 회귀분석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암반강도(UC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에 따른 최적굴착조건(공기압축기 공기압력, 확공기
회전속도)을 조사하였다. 암석 강도와 최적공압(Ap), 최적회전속도(RPM)
의 관계를 Figure 3.16, Figure 3.17에 각각 도시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최적
굴착조건 예측식으로 식 3.7, 식 3.8과 같이 제안하였다.

Ap

= 1920 - 2050 ´ e

æ UCS ö
ç÷
ç 38.2 ÷
è
ø

æ UCS ö
ç÷
ç 105.3 ÷
è
ø

RPM = 3.32 + 3.18´ e

( R 2 = 0.99)

(R2 = 0.99)

(3.7)

(3.8)

확공기를 운용함에 있어 암반이 강하다 할지라도 네 대 이상의 공기
압축기 운용은 투입된 에너지 대비 굴착량이 적어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확공기 회전속도는 경암 지대라도 4 RPM 정도로
유지하면 원활한 균열 발생 및 성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보통암 시험편의 경우 시험 조건의 경계(공기압축기 공기압력 1200
kPa, 확공기 회전속도 5 RPM)에서 비에너지 값이 최소가 되었다. 시험
조건의 한계로 인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1200 kPa 이하, 5 RPM 이상의 시험 조건에서 추가적인 실험을 수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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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Correlation of UCS with optimum air pressure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Figure 3.17 Correlation of UCS with optimum RPM (modified from Ryu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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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시험결과 및 분석 – 1 열 선형타격굴착시험
3.3.1 경암 시험편
(1) 5 inch DTH hammer 시험 결과
Table 3.10에는 5 인치 해머비트의 경암 시험편에 대한 선형타격굴착
시험결과가 나타나있고 이 결과를 이용하여 반응표면도를 작성하였다
(Figure 3.18). 반응최적화 도구를 이용하여 구한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타격간격과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은 각각 6.7 mm, 2150 kPa로 예측
되었다(Figure 3.19). 중경암, 보통암 시험편에 비해 시험편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균열발생을 위해서는 조밀한 타격이 필요하고 높은 공압을 필요
로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경암 굴착 시 운용 조건에 따른 5 인치 해머
비트의 비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3.9와 같이 비에너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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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high-strength rock (5 inch hammer)
Blow spacing
(mm)

Cut
volume
(Vcut, m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5

48975

21157

432

10

29974

13968

466

HI5A12B15

15

18900

12323

652

HI5A18B05

5

78961

30953

392

10

49933

19324

387

HI5A18B15

15

29259

16239

555

HI5A24B05

5

115828

41235

356

10

59881

24012

401

15

36092

19923

552

Test No.

Air pressure
(Ap, kPa)

HI5A12B05
HI5A12B10

HI5A18B10

HI5A24B10
HI5A24B1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Figure 3.18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high-strength rock (5 inc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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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 Spa
15.0
[6.7172]
5.0

Optimal
High
D
Cur
0.93295 Low

Air Pres
2400.0
[2145.4545]
1200.0

Composite
Des irability
0.93295

Specific
Minimum
y = 354.0795
d = 0.93295

Figure 3.19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high-strength rock
(5 inch hammer)

Specific Energy
= 862.111 - 365.278 ´10-3 ´ Ap - 34.567 ´ Bs
2

2

+88.426 ´10-6 ´ Ap + 2.873 ´ Bs - 2.000 ´10-3 ´ Ap ´ Bs
(R 2 = 0.98)

- 60 -

(3.9)

(2) 6 inch DTH hammer 시험 결과
Table 3.11에 6 인치 해머비트의 경암 시험편에 대한 선형타격굴착시
험결과를 나타냈고 Figure 3.20은 그 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반응표면도
이다. Figure 3.21과 같이 반응최적화 도구를 이용하여 구한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타격간격과 공기압축기 공기압력 조건은 각각 5.0
mm, 2180 kPa 일 때로 나타났다. 중경암, 보통암 시험편에 비해 시험편의
강도가 크기 때문에 균열을 발생시키고 연결시키기 위하여 조밀한 타격
과 높은 공압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된다. 경암 굴착 시 6 인치 해머비트
의 다양한 타격간격,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에 대한 비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3.10과 같이 비에너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Table 3.11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high-strength rock (6 inch hammer)
Blow spacing
(mm)

Cut
volume
(Vcut, m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5

45356

22905

505

10

31445

14842

472

HI6A12B15

15

21296

12905

606

HI6A18B05

5

88654

33689

380

10

44983

20692

460

HI6A18B15

15

30142

17151

569

HI6A24B05

5

113340

44883

396

10

56166

25836

460

15

35349

21139

598

Test No.

Air pressure
(Ap, kPa)

HI6A12B05
HI6A12B10

HI6A18B10

HI6A24B10
HI6A24B1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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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high-strength rock (6 inch hammer)

Optimal
High
D
Cur
0.96501 Low

Blow Spa
15.0
[5.0]
5.0

Air Pres
2400.0
[2181.8182]
1200.0

Composite
Desirability
0.96501

Specific
Minimum
y = 387.6977
d = 0.96501

Figure 3.21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high-strength rock
(6 inch hammer)

- 62 -

Specific Energy
= 1000.17 - 485.00 ´10-3 ´ Ap - 34.75 ´ Bs
2

2

+101.39 ´10-6 ´ Ap + 1.80 ´ Bs + 8.42 ´10-3 ´ Ap ´ Bs

(3.10)

( R 2 = 0.96)

3.3.2 중경암 시험편
(1) 5 inch DTH hammer 시험 결과
5 인치 해머비트의 중경암 시험편에 대한 선형타격굴착시험결과를
Table 3.12에 나타냈다. Figure 3.22는 시험결과를 이용하여 작성한 반응표
면도이다. 반응최적화 도구를 이용하여 예측한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타격간격과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은 각각 8.5 mm, 1780 kPa로 나타
났다(Figure 3.23). 경암 시험편에 비해 중경암 시험편의 강도가 작기 때
문에 상대적으로 균열 발생과 연결이 쉽게 이루어진다. 따라서 최적타격
간격이 증가했고 최적공압은 감소했다. 식 3.11은 중경암 굴착 시 운용
조건에 따른 5 인치 해머비트의 비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도출한 회
귀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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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medium-strength rock (5 inch hammer)
Blow spacing
(mm)

Cut
volume
(Vcut, m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5

65558

21157

323

10

62886

13968

222

ME5A12B15

15

32923

12323

374

ME5A18B05

5

122235

30953

253

10

68662

19324

281

ME5A18B15

15

48952

16239

332

ME5A24B05

5

140934

41235

293

10

74294

24012

323

15

70539

19923

282

Test No.

Air pressure
(Ap, kPa)

ME5A12B05
ME5A12B10

ME5A18B10

ME5A24B10
ME5A24B1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 64 -

Figure 3.22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edium-strength rock (5 inch hammer)

Optimal
High
D
Cur
0.94709 Low

Blow Spa
15.0
[8.5354]
5.0

Air Pres
2400.0
[1781.8182]
1200.0

Compos ite
Des irability
0.94709

Specific
Minimum
y = 263.2279
d = 0.94709

Figure 3.23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edium-strength rock
(5 inc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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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Energy
= 406.581 - 95.313 ´10-3 ´ Ap - 13.874 ´ Bs
2

2

+39.148 ´10-6 ´ Ap + 1.356 ´ Bs - 5.142 ´10-3 ´ Ap ´ Bs

(3.11)

(R 2 = 0.37)

(2) 6 inch DTH hammer 시험 결과
6 인치 해머비트의 중경암 시험편에 대한 선형타격굴착시험결과를
Table 3.13에 나타냈고 이를 분석해서 Figure 3.24와 같은 반응표면도를 작
성했다. 반응최적화 도구를 이용해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타격
간격과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을 도출한 결과 각각 7.9 mm, 1870 kPa 일 때
로 나타났다(Figure 3.25). 경암 시험편 시험결과보다 최적타격간격이 증
가하고 최적공압이 감소한 이유는 경암 시험편에 비해 중경암 시험편의
강도가 작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균열 발생과 연결이 쉽게 이루어지기 때
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중경암 굴착 시 다양한 운용 조건에 따른 6 인치
해머비트의 비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3.12와 같은 회귀식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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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medium-strength rock (6 inch hammer)
Blow spacing
(mm)

Cut
volume
(Vcut, m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5

95072

22905

241

10

52700

14842

282

ME6A12B15

15

35133

12905

367

ME6A18B05

5

156691

33689

215

10

89088

20692

232

ME6A18B15

15

59969

17151

286

ME6A24B05

5

162619

44883

276

10

128951

25836

200

15

67274

21139

314

Test No.

Air pressure
(Ap, kPa)

ME6A12B05
ME6A12B10

ME6A18B10

ME6A24B10
ME6A24B1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Figure 3.24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edium-strength rock (6 inc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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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timal
High
D
Cur
0.98169 Low

Blow Spa
15.0
[7.9293]
5.0

Air Pres
2400.0
[1866.6667]
1200.0

Compos ite
Desirability
0.98169

Specific
Minimum
y = 205.4921
d = 0.98169

Figure 3.25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edium-strength rock
(6 inch hammer)

Specific Energy
= 554.188 - 310.012 ´10-3 ´ Ap -15.032 ´ Bs
2

2

+98.825 ´10-6 ´ Ap + 1.803 ´ Bs - 7.333 ´10-3 ´ Ap ´ Bs
(R 2 = 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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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3.3.3 보통암 시험편
(1) 5 inch DTH hammer 시험 결과
5 인치 해머비트의 보통암 시험편에 대한 선형타격굴착시험결과
(Table 3.14)를 분석해보면,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타격간격과
공기압축기 공기압력은 각각 9.8 mm, 1650 kPa 일 때로 나타났다(Figure
3.26, Figure 3.27). 세 시험편 중 시험편의 강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최적
타격간격은 가장 넓고, 최적공압은 가장 낮게 나타났다. 운용 조건에 따
른 보통암 굴착 시 5 인치 해머비트의 비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3.13과 같이 비에너지 회귀식을 도출하였다.

Table 3.14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moderate-strength rock (5 inch hammer)
Blow spacing
(mm)

Cut
volume
(Vcut, m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5

79998

21157

264

10

64908

13968

215

MO5A12B15

15

45703

12323

270

MO5A18B05

5

128660

30953

241

10

83969

19324

230

MO5A18B15

15

67002

16239

242

MO5A24B05

5

151548

41235

272

10

85774

24012

280

15

74727

19923

267

Test No.

Air pressure
(Ap, kPa)

MO5A12B05
MO5A12B10

MO5A18B10

MO5A24B10
MO5A24B1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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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oderate-strength rock (5 inch hammer)

Optimal
High
D
Cur
0.92325 Low

Blow Spa
15.0
[9.8485]
5.0

Air Pres
2400.0
[1653.2547]
1200.0

Compos ite
Des irability
0.92325

Specific
Minimum
y = 224.5822
d = 0.92325

Figure 3.27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oderate-strength
rock (5 inc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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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fic Energy
= 457.679 - 208.183 ´10-3 ´ Ap - 12.378 ´ Bs
2

2

+65.643 ´10-6 ´ Ap + 0.701´ Bs - 0.887 ´10-3 ´ Ap ´ Bs

(3.13)

(R 2 = 0.66)

(2) 6 inch DTH hammer 시험 결과
6 인치 해머비트의 보통암에 대한 선형타격굴착시험결과(Table 3.15)를
분석해보면,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최적의 타격간격과 공기압축기 공
기압력은 각각 9.5 mm, 1770 kPa 일 때로 나타났다(Figure 3.28, Figure 3.29).
세 시험편 중 시험편의 강도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과 연결이
비교적 잘 이루어지므로 최적타격간격은 가장 넓고 최적공압은 가장 낮
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통암 굴착 시 운용 조건에 따른 5 인치 해머비트
의 비에너지를 추정하기 위하여 식 3.14와 같이 비에너지 회귀식을 도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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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Single-row linear percussion testing of moderate-strength rock (5 inch hammer)
Blow spacing
(mm)

Cut
volume
(Vcut, mm3)

Total
input energy*
(J)

SE
(MJ/m3)

5

97885

22905

234

10

72400

14842

205

MO6A12B15

15

52675

12905

245

MO6A18B05

5

156691

33689

215

10

106660

20692

194

MO6A18B15

15

72674

17151

236

MO6A24B05

5

186236

44883

241

10

133178

25836

194

15

81933

21139

258

Test No.

Air pressure
(Ap, kPa)

MO6A12B05
MO6A12B10

MO6A18B10

MO6A24B10
MO6A24B15

1200

1800

2400

* Total input energy = percussive energy + pulling energy

Figure 3.28 Contour plot of specific energy with respect to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oderate-strength rock (6 inc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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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w Spa
15.0
[9.5455]
5.0

Optimal
High
D
Cur
0.91600 Low

Air Pres
2400.0
[1770.2096]
1200.0

Compos ite
Des irability
0.91600

Specific
Minimum
y = 187.5603
d = 0.91600

Figure 3.29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for moderate-strength
rock (6 inch hammer)

Specific Energy
= 468.667 - 147.500 ´10-3 ´ Ap - 31.667 ´ Bs
2

2

+40.278 ´10-6 ´ Ap + 1.620 ´ Bs + 0.500 ´10-3 ´ Ap ´ Bs

(3.14)

( R 2 = 0.94)

3.3.4 최적굴착조건 회귀분석
(1) 5 inch hammer bit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5 인치 해머비트의 암반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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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에 따른 최적굴착조건(타격간격, 공압수
준)을 조사하였다. 암반강도와 최적타격간격(

), 최적공압(

)의 관계를

Figure 3.30, Figure 3.31에 각각 도시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최적굴착조건
예측식으로 식 3.15, 식 3.16과 같이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해 극경
암에 해당하는 암반구간일지라도 공압수준은 약 2200 kPa을 초과할 필요
는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타격간격은 약 6.5 mm가 되도록 확공기 회전
속도를 조절하면 될 것으로 생각된다.

Bs = 6.61 + 7.62 ´ e

æ UCS ö
ç÷
ç 41.4 ÷
è
ø

æ UCS ö
ç÷
ç 69.6 ÷
è
ø

Ap = 2220 - 950 ´ e

(R 2 = 0.99)

( R2 = 0.99)

(3.15)

(3.16)

Figure 3.30 Correlation of UCS with optimum blow spacing (5 inch DT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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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1 Correlation of UCS with optimum air pressure (5 inch DTH hammer)

(2) 6 inch hammer bit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6 인치 해머비트의 암반강도
(UC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에 따른 최적굴착조건(타격간격, 공압수
준)을 조사하였다. 암반강도와 최적타격간격(

), 최적공압(

)의 관계를

Figure 3.32, Figure 3.33에 각각 도시하고, 회귀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
굴착조건 예측식을 식 3.17, 식 3.18과 같이 제안하였다. 분석 결과를 통
해 극경암에 해당하는 암반구간을 시공할 경우 공압수준은 약 2400 kPa
에서 타격간격은 약 5 mm가 되도록 확공기를 운용하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s = 5.36 + 9.53 ´ e

æ UCS ö
ç÷
ç 43.3 ÷
è
ø

(R 2 =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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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7)

æ UCS ö
ç÷
ç 95.8 ÷
è
ø

Ap = 2380 -890 ´ e

( R2 = 0.99)

(3.18)

Figure 3.32 Correlation of UCS with optimum blow spacing (6 inch DTH hammer)

Figure 3.33 Correlation of UCS with optimum air pressure (6 inch DT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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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적정 해머/비트 조합
선형타격굴착시험 수행 시 5 인치 해머의 경우 7.5 인치 비트와 조합
하여 사용하였고, 6, 8 인치 해머는 10 인치 비트와 조합하여 사용하였다.
Table 3.16은 각 해머/비트 조합과 타격에너지가 정리되어 있고, Table 3.17
~ Table 3.19에는 보통암, 중경암, 경암 시험편에 대한 각 해머/비트의 최
적굴착조건 및 비에너지 등이 표기되어 있다.
해머비트의 타격에너지는 5 인치, 6 인치, 8 인치 순으로 커진다. 그러
나 비트의 단면적을 고려하여 타격 단위면적당 타격에너지를 계산해보면
6 인치, 5 인치, 8 인치 해머비트 순으로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5 인치 해머/7.5 인치 비트 조합이 6 인치 해머/10인치 비트 조합보다 시
험편에 균열을 더 잘 발생시키고 확장시킨다. 그로 인해 5 인치 해머비
트가 6 인치 해머비트보다 최적타격간격(Figure 3.34)은 넓고 최적공압
(Figure 3.35)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총 굴착 깊이도 5 인치 해머비트
가 더 깊다.
한편 8 인치 해머비트의 경우 세 가지 해머비트 중 단위면적당 타격
에너지가 가장 크므로, 최적공압이 가장 낮고 총 굴착 깊이가 가장 깊은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36). 다만 최적타격간격의 경우 5, 6 인치 해머
비트보다 다소 좁게 나타났다. 이는 2열 굴착 시 발생하는 타격 중첩영
역 때문으로 생각된다. 중첩영역은 굴착 부피 증가에 긍정적 영향을 미
치지만 특정 영역에만 굴착이 집중되는 등 굴착 효율 측면에서는 부정적
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최적굴착조건에서 소비되는 비에너지 측면에서 살펴보면 경암 시험편
에서는 5 인치 해머비트가, 중경암, 보통암 시험편에서는 6 인치 해머비
트가 가장 효율적인 것을 알 수 있다(Figure 3.37). 굴착 대상의 단축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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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UCS)가 큰 경암 시험편의 경우 단위면적당 타격에너지가 큰 5 인
치 해머비트가 효율적이고, 비교적 단축압축강도(UCS)가 작은 중경암,
보통암 시험편의 경우 6 인치 해머비트로도 균열 발생 및 연결이 충분하
기 때문에 6 인치 해머비트가 더 효율적인 것으로 생각된다. 8 인치 해머
비트의 경우 모든 시험편에서 5, 6 인치 해머비트보다 비에너지가 크게
나타났다. 이 역시 2열 굴착 시 발생하는 타격 중첩영역으로 인해 에너
지 효율과 연관있는 비에너지 값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
서 1열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8 인치 해머비트의 추가적인 분석이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비에너지가 높다고 하더라도 5, 6 인치 해머
비트에 비해 굴착 성능이 월등하므로 높은 굴진율이 필요할 경우 8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효율적인 측면만 생
각해서 소수의 8 인치 해머비트 대신 다수의 5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할
경우 시공 중 비트가 마모될 경우 다수의 비트를 교환해야 하는 단점이
발생한다. 해머의 내구성만 놓고 살펴봤을 때도 직경이 큰 해머가 직경
이 작은 해머에 비해 내구성이 높다.

Table 3.16 Impact energy of 5, 6, 8 inch DTH hammer
Hammer model
/bit size

Impact energy
according to air pressure (J)
2400
1800
1200
kPa
kPa
kPa

5 inch / 7.5 inch

218

339

6 inch / 10 inch

241

8 inch / 10 inch

679

Impact energy/unit area
according to air pressure (Earea, J/in2)
1200 kPa

1800 kPa

2400 kPa

461

4.93

7.67

10.43

375

509

3.07

4.77

6.48

1068

1476

8.60

13.60

1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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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Linear percussion test result with impact energy per unit arear (high-strength
rock)
High-strength rock
Hammer
model/
bit size
5 inch/
7.5 inch
6 inch/
10 inch
8 inch /
10 inch

Impact energy/unit area
at optimum air pressure
(Earea, J/in2)

Net
Penetration
Depth
(mm)

Optimum
Air
Pressure
(kPa)

Optimum
Blow
Spacing
(mm)

Specific
energy
(MJ/m3)

9.29

6.5

2150

6.7

354

6.05

4.8

2250

5.5

408

14.56

10.5

1900

5.6*

441

* In case of 8 inch hammer, average blow spacing calculated on optimum rotational speed condition is substituted
optimum blow spacing.

Table 3.18 Linear percussion test result with impact energy per unit arear (medium-strength
rock)
Medium-strength rock
Hammer
model/
bit size
5 inch/
7.5 inch
6 inch/
10 inch
8 inch/
10 inch

Impact energy/unit area
at optimum air pressure
(Earea, J/in2)

Net
Penetration
Depth
(mm)

Optimum
Air
Pressure
(kPa)

Optimum
Blow
Spacing
(mm)

Specific
energy
(MJ/m3)

7.59

9.5

1780

8.5

263

4.97

8.8

1870

7.9

205

12.87

17

1700

7.2*

301

* In case of 8 inch hammer, average blow spacing calculated on optimum rotational speed condition is substituted
optimum blow spac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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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9 Linear percussion test result with impact energy per unit arear (moderatestrength rock)
Moderate-strength rock
Hammer
model/
bit size
5 inch/
7.5 inch
6 inch/
10 inch
8 inch/
10 inch

Impact energy/unit area
at optimum air pressure
(Earea, J/in2)

Net
Penetration
Depth
(mm)

Optimum
Air
Pressure
(kPa)

Optimum
Blow
Spacing
(mm)

Specific
energy
(MJ/m3)

7.00

10.8

1650

9.8

224

4.69

10.0

1770

9.5

187

8.64

22.5

1200

9*

240

* In case of 8 inch hammer, average blow spacing calculated on optimum rotational speed condition is substituted
optimum blow spacing.

Figure 3.34 Optimum blow spacing according to hammer/bit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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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5 Optimum air pressure according to hammer/bit combination

Figure 3.36 Net penetration depth according to hammer/bit comb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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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7 Specific energy according to hammer/bit combination

3.5 공압해머방식 확공기 최적굴착조건
1, 2열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공압해머방식 확공기의 최
적굴착조건을 산출한다. 선형타격굴착시험의 분석결과 및 회귀식에 근거
하여 경암, 중경암, 보통암 강도의 암반확공 시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
및 현장사용 기준을 Table 3.20과 같이 제안하였다. 참고로 공기압축기
(Air compressor) 한 대가 토출하는 공기압력은 2400 kPa이며, 네 개의
DTH 해머비트가 장착된 확공기에 연결될 경우 해머비트 한 개에 600
kPa의 공압이 분배된다. 따라서 만약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최적공압
조건이 1800 kPa로 나타날 경우, 총 세 대의 공기압축기로 확공기를 운용
하는 것이 최적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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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1 직경 900 mm 확공기
(1) 8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경우
8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직경 900 mm 모델의 경우 2열 선형
타격굴착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최적굴착조건 산출이 가능하다. 2열 선형
타격굴착시험에서 고려한 내·외곽 해머비트의 회전반경이 대상 확공기
와 동일하므로 시험결과를 바로 적용 가능하다. 따라서 식 3.7, 3.8을 이
용해 암반강도별 확공기의 최적회전속도와 최적공압을 구할 수 있고 그
결과는 Table 3.20과 같다.

(2) 6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경우
6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직경 900 mm 모델의 경우 1열 선형
타격굴착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암반강도에 따른 최적굴착조건 산출이 가
능하다. 다만 식 3.17, 3.18을 통해 산출 가능한 것은 최적타격간격과 최
적공압이므로, 최적타격간격을 최적회전속도로 변환해야 한다. 이는 식
3.2, 3.3을 이용하여 식 3.19와 같이 타격간격을 확공기 회전속도로 표현
하고, 식 3.10, 3.12, 3.14에 대입하여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확공기 회전
속도를 구하는 과정을 통해 가능하다. 변환과정을 통해 산출한 암반 등
급별 최적회전속도와 최적공압조건은 Table 3.20과 같다.

Blow Spacing (mm) = 2p r ´

RPM
1
´
60 Blow Frequency (Hz)

(3.19)

여기서 blow frequency는 최적공압조건에서의 타격빈도를 나타내므로
Table 2.4를 이용하여 계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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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직경 650 mm 확공기
직경 650 mm 확공기에는 5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되어 있으므로
3.5.1절 (2)와 같은 변환작업을 통해 최적굴착조건을 산출할 수 있다. 최
적공압을 식 3.16을 통해 계산하고, 식 3.19와 식 3.9, 3.11, 3.13을 이용하
여 비에너지가 최소가 되는 확공기 회전속도를 구한다. 암반 등급에 따
라 도출된 최적회전속도와 최적공압조건을 Table 3.20에 표기하였다.
Table 3.20 Optimum excavating condition of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according to rock classes
Rock
class

Highstrength
rock

Mediumstrength
rock

Moderatestrength
rock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UCS, MPa)

100 - 240

50 - 100

25 - 50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hammer model
/bit size
650 mm
/5 inch hammer
/7.5 inch bit
900 mm
/6 inch hammer
/10 inch bit
900 mm
/8 inch hammer
/10 inch bit
650 mm
/5 inch hammer
/7.5 inch bit
900 mm
/6 inch hammer
/10 inch bit
900 mm
/8 inch hammer
/10 inch bit
650 mm
/5 inch hammer
/7.5 inch bit
900 mm
/6 inch hammer
/10 inch bit
900 mm
/8 inch hammer
/10 inch bit

*Standard capacity : 900 cfm, cubic feet/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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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r
pressure
(kPa)

Air
Compressor*
(EA)

Rotational
speed
(RPM)

2000 - 2200

3-4

8.0 – 9.5

2100 - 2300

4

3.5 – 5.5

1800 - 2000

3-4

4.0 - 4.5

1800 - 2000

3–4

9.5 – 10.5

1900 - 2100

3–4

5.5 – 6.0

1400 - 1800

2–3

4.5 - 5.5

1600 - 1800

3

10.5 – 11.0

1700 - 1900

3

6.0 - 6.5

900 - 1400

2

5.5 - 6.0

4. 암반확공 현장시험
기계식 장비를 이용하여 지반을 굴착하는 경우에 굴진율을 예측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이론적인 모델과 실대형
시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예측 기법이며 다른 하나는 실내 실험데이
터와 현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 예측 기법이다(Rostami et al.,
1995). 특히 터널굴착기(TBM)의 경우에는 두 가지 예측기법에 대하여 다
양한 예측 모델이 제시되어 있으며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정호영, 2010;
조정우, 2010).
먼저 이론적인 모델 및 선형절삭시험을 바탕으로 한 예측기법은
CSM(Corlorado Schools of Mines, 콜로라도 광산대학)모델로 대표되며 지속
적으로 수정·보완되고 실무에도 활용되어 현장 적용성 검토가 이루어진
예측모델이다(Ozdemir et al., 1978; Rostami, 1997; Yagiz, 2002; Rostami

et al.,

1994).
현장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경험적인 예측 모델 중 가장 널리 사용되
고 있는 것은 NTNU(Norwegian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모델로
암석의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일련의 지수를 실내시험을 통해
산정하고 있다(Bruland, 1998).
이상 언급한 예측기법은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 TBM의 굴진율을
도출하지만 예측모델에 사용되는 변수(예: 커터간격, 관입깊이, 커터직경,
커터 너비 등)들 또한 디스크커터 및 TBM장비의 설계에 관련된 것을 포
함하므로 확공기의 굴진율 예측에 적용시키기는 어렵다.
따라서 신공법의 현장 적용성 검토, 확공기의 굴진성능 측정 및 예측
기법 개발을 위하여 경기도 여주시와 충청남도 금산군에서 각각 한 차례
씩 총 2회의 현장시험 시공을 실시하였다. 확공기를 이용한 기본적인 지

- 85 -

중관로 시공 모습은 Figure 4.1과 같다. 1차 현장시험에서 사용한 확공기
는 8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직경 900 mm 확공기이고, 2차 현장시
험에서 사용한 확공기는 6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착한 직경 900 mm
확공기이다(Table 4.1). 선천공 홀의 직경은 10 인치이고, 선천공 및 확공
작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용된 장비는 Table 4.2와 같다. 3.5절에서 도출
한 암반 등급별 최적굴착조건에서 압입장비(pulling machine)와 공압해머
방식 확공기(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을 운용하였으며, 확공 작
업 중 굴진율, 압입장비의 회전력, 견인력 등을 측정하였다. 수집된 데이
터는 기존 공법과의 굴착 성능 및 경제성 비교·검토 등에 사용된다.

Figure 4.1 Conceptual diagram of rock reaming field test

Table 4.1 Specification of each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No.

External diameter of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mm)

Hammer model/
Diameter of bit

1st field test
2nd field test

Diameter of
pilot hole
(in)

6 inch / 10 inch
900

8 inch / 10 i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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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able 4.2 list of construction machinery used in field test
Manufacture
Purpose

Category
Capacity
Volvo, Doosan etc.

Ground flattening and etc. to conduct test
easily

Excavator
21 tons, 30 tons
Pulling machine
(horizontal directional
drilling rig)

Hanjin D&B

Drilling pilot-hole and operating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Pullback : 250 tons
Torque : 11,020 kg∙m
Kia, Hyundai

Transportation and installation heavy
machineries such as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Crane
5 tons

Air compressor

Ingersoll Rand,
Copco etc.

Atlas

900CFM
Own manufacturing

Supply air pressure to percuss on DTH
hammer in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To prevent getting twist extension rod with air
hose which are connected behind of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Swivel joint
Φ127 ㎜
Hanjin D&B

Connection between HDD rig and reaming
machine

Extension rod
Φ 160 ㎜
Chang-Shin international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I. Φ 900 ㎜ reamer with
6 inch DTH hammer bit
II. Φ 900 ㎜ reamer with
8 inch DTH hammer bit

Rock drilling for piping

Hanjin D&B
Flushing slurry during reaming process

Mud-Pump
1200 L/min
Chang-Shin international
DTH hammer bit

6 inch hammer with 10
inch drill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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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ing for pilot-hole

4.1 현장 시험 도해
암반확공 현장시험의 개념도는 Figure 4.1과 같다. 먼저 사면 상부에서
하부를 향해 선천공 작업을 수행한다. 이렇게 작업된 선천공 홀은 확공
시 가이드라인 역할을 한다. 압입 장비를 이용하여 선천공 홀을 따라 확
공기를 견인하면 기존의 선천공 홀이 확장되며 지중관로 시공이 완료된
다.
확공기 견인 시, 후방의 익스텐션 로드를 통해 확공기의 DTH 해머비
트에 압축공기가 전달되며 이는 해머비트의 타격에너지를 발생시킨다.
확공기 전방의 로드는 압입장비의 견인력과 회전력을 확공기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물탱크는 압입장비의 머드펌프를 통해 관로 막장면에 물 혹은 벤토나
이트를 분사하여 해머비트의 냉각과 분진 억제, 슬러리 배출의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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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굴진율 산정 방법
굴착장비가 지반을 굴착할 때, 지반을 굴착하는데 소요되는 시간 이
외에도 장비의 문제 발생으로 인한 작업정지 및 장비의 유지보수를 위하
여 많은 시간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굴진율은 순굴진율(Penetration Rate,
PR)과 총굴진율(Advance Rate, AR)로 구분된다. 순굴진율은 순수하게 지반
을 굴착하는데 소요된 시간 대비 굴착거리를 의미하며 식 4.1과 같이 표
현된다. 반면 총굴진율은 총 소요된 작업시간 대비 굴착거리를 의미하며
식 4.2와 같이 표현된다. 굴진율의 단위는 일반적으로 시간 당 굴진거리
(m/day)를 사용하며 순굴진율과 총굴진율의 단위가 같을 때, 둘의 비율은
식 4.3과 같이 장비의 가동율(utilization coefficient, %)을 나타낸다. 순굴진
율은 지질학적구조나 지반의 물성에만 영향을 받는 값이며 총굴진율은
현장에서의 작업조건에 추가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Penetration rate ( PR ) =

Advance rate ( AR) =

Penetration depth
Penetration time

(4.1)

Penetration depth
Totalworkingtime

(4.2)

AR
´ 100
PR

(4.3)

Utilization coefficient (U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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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현장시험 –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
Figure 4.2는 1차 시험현장의 위성사진이다. 경기도 여주시 가업동에
위치한 주택 조성 사업부지로, 현재는 부지 정리 중인 단계이다. 풍화된
화강암질 암반이 주를 이루고, 구간에 따라 부분적으로 경암이 발견되었
다. 사용된 확공기 모델은 직경 900 mm 확공기로 8 인치 DTH 해머비트
를 장착하였다.

Figure 4.2 Satellite photograph of the 1st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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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1 현장시험 수행 전경
Figure 4.3은 현장시험 시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물탱크(water tank),
압입장비(pulling

machine),

공압해머방식의

확공기(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를 위치시킨 모습이다. Figure 4.3(b)는 확공기를 관로 입
구에 위치시킨 모습이다. 확공기 후방에 연결된 로드를 통해 압축공기를
공급하였으며 연결부위가 밑으로 처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굴삭기에
매달아 놓았다. Figure 4.4는 확공 중 관로 내부를 찍은 사진이다.

Figure 4.3 Pulling machine and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1st field test)

Figure 4.4 Pipeline section during reaming process (1st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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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수평시추코어 및 굴진율 측정
암반확공구간의 지질 상태를 현장시험 수행 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수
평시추를 실시하였다. Figure 4.5는 시추된 코어의 모습이고, 시추된 코어
의 강도를 기준(Table 3.5)으로 확공구간의 암반을 분류하였다. 시공된 관
로의 총 연장은 11 m이고 그 중 4 m 구간에서 단축압축강도, RQD, 순굴
진율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경암 구간의 순굴진율은 1.98 m/hr, 총
굴진율은 1.74 m/hr 로 나타났다(Table 4.3).

Figure 4.5 Core samples in the 1st field test site

Table 4.3 Penetration rate according to rock classes (1st field test)
Rock Clas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Net
penetration
depth(m)

Advance rate
(m/hr)

Penetration rate
(m/hr)

High-strength rock

119 - 215

4

1.74

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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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현장시험 –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면

Figure 4.6 Satellite photograph in the 2nd field test

Figure 4.6은 2차 현장시험부지의 위성사진이다. 충청남도 금산군 금성
면에 위치한 주택 조성 사업 부지로, 현재 사면 절취 및 지반 정리 중이
다. 사면 절취를 위해 1차로 유압브레이커를 이용해 작업을 수행한 상태
였고, 남아 있는 부분은 유압브레이커 작업이 힘든 경암 암반이었다. 사
용된 확공기 모델은 직경 900 mm 확공기로 6 인치 DTH 해머비트를 장
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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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1 현장시험 수행 전경
Figure 4.7은 선천공(shooting)을 위하여 압입장비를 위치시킨 모습이다.
Figure 4.8은 확공기를 지중관로 시공 시작 지점에 위치시킨 사진이고,
Figure 4.9는 시공 중 관로 벽면, Figure 4.10은 막장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Figure 4.11은 관로 종점에 도달한 확공기의 모습, Figure
4.12는 완성된 관로의 모습이다.

Figure 4.7 View in the 2nd field test

Figure 4.8 Positioning of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at the entrance (2nd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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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 Pipeline section during reaming process (2nd field test)

Figure 4.10 Pipeline face during reaming process (2nd field test)

- 95 -

Figure 4.11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at the exit

Figure 4.12 Completed pipe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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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수평시추코어 및 굴진율 측정
암반확공구간의 지질 상태를 현장시험 수행 전에 파악하기 위하여 수
평시추를 실시하였다. Figure 4.13은 시추된 코어의 모습이고, 시추된 코어
의 강도를 기준(Table 3.5)으로 확공구간의 암반을 분류하였다. 시공된 관
로의 총 연장은 9 m이고 그 중 6 m 구간에서 단축압축강도, RQD, 순굴진
율 데이터를 획득할 수 있었다. 경암, 중경암 등급의 암반으로 이루어진
현장으로 Table 4.4는 암반등급에 따른 굴진율을 나타낸다. 경암 구간에서
의 순굴진율은 0.98 m/hr, 중경암 구간에서의 순굴진율은 1.44 m/hr로 나타
났다. 1차 현장시험과 같은 900 mm 확공기를 사용하였지만 전반적인 굴
진율이 낮게 나타났다. 이는 1차 현장시험 때는 8 인치 DTH 해머비트를
확공기에 장착하였고, 2차 현장시험 때는 6 인치 DTH 해머비트를 확공
기에 장착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4.13 Core samples in the 2nd field test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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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Penetration rate according to rock class in the 2nd field test
Rock Clas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Net penetration
depth (m)

Advanced
rate (m/hr)

Penetration
rate (m/hr)

High-strength rock

105 - 168

4

0.85

0.98

Medium-strength rock

72 – 91

2

0.61

1.44

4.5 확공기의 굴진율 예측 모델
4.5.1 선형타격굴착시험에 의한 이론적 예측 기법
선형타격굴착시험은 TBM의 굴진성능예측을 위한 선형절삭시험에서
착안한 것이다. 선형절삭시험에서는 TBM의 굴진성능예측을 위하여 실규
모의 디스크 커터를 사용하여 커터의 간격, 커터의 관입깊이를 변수로
하여 디스크커터가 암석을 절삭할 때 작용하는 힘과 해당 절삭조건에서
의 암석의 절삭부피를 측정한다. 암석을 절삭하는데 소요되는 일과 암석
의 절삭 부피로부터 최소의 에너지를 요하는 절삭조건을 규명하게 된다.
최적의 절삭조건하에서 측정된 디스크 커터의 작용력으로부터 현장에
서 암반을 굴착하는데 필요한 TBM장비의 사양과 굴진율을 예측할 수
있다. 장비의 추력과 토크는 하나의 커터에 작용하는 힘에 커터의 개수
를 곱하여 산출된다. 1차적으로 산출된 추력과 토크 값을 기본으로 하여
현장에 알맞은 안전율과 에너지 손실을 고려한 장비의 사양을 계산할 수
있고 장비의 토크(동력)과 최적 절삭조건에서의 비에너지로부터 식 4.4와
같이 굴진율을 산정할 수 있다(Rostami et al., 1995, 1994; Roxborough, 1973).
마찬가지로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하여 사용한 에너지 대비 최대의
굴착효율을 보이는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 및 해당 운용조건에서의 비에
너지를 산출할 수 있다.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결정되는 확공기의 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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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조건으로는 회전속도(혹은 타격간격),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공기압축
기의 대수와 각 해머비트에 공급되는 공기압이 비례하다고 가정함)이며
해당 조건에서의 비에너지 또한 계산된다. 따라서 확공기의 굴진율 역시
식 4.4와 같이 계산될 수 있다.

PTotal _ opt

PR ( m / hr ) = k ´

SEopt

=k ´

= k´

´

1
Atunnel

Phammer + Protation
1
´
SEopt
Atunnel

( Eimpact ´ f hammer ) + (2p ´

공기 운용 시 투입된 총 에너지(J),

타격빈도(beat/sec),

RPM opt
60

SEopt

여기서 PR은 시간당 굴진율(m/hr),

3
비에너지(J/m ), E

(4.4)

_

´T )

´

1
Atunnel

은 최적굴착조건에서 확

는 최적굴착조건에서의 확공기

는 해머의 타격에너지(J/beat),

는 해머의

은 최적굴착조건에서의 확공기 회전속도, T는

확공기의 회전속도를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토크(N-m)를 의미한다.
2
은 확공기가 굴착하는 단면적(m )으로 확공기 단면적에서 선천공

홀의 단면적을 뺀 값이다. k는 무차원 상수로 확공기의 에너지 전환 효율
을 의미하며 TBM의 경우에는 보통 0.8-0.9의 값을 가진다(Balci et al.,
2009).
확공기 모델별 최적굴착조건(최적공압, 최적회전속도)은 3.5절과 같고
는 이를 산출하기 위해 계산된 바 있다.
를 구하기 위한 E

할 수 있다. 한편

와

는 Table 2.4을 계산하여 구

는 식 4.5과 같이 계산된다.

- 99 -

Protation = 2p ´
= 2p ´

RPM opt
60
RPM opt
60

´T
(4.5)

´ ( m ´ Fpull _ outer bit ´ router bit + m ´ Fpull _ inner bit ´ rinner bit )

는 확공기 운용 시 필요한 압입장비의 견인력으로 암반굴착 시
확공기에 장착된 해머비트가 굴착면에 적절한 힘으로 접촉해있지 않으면
효율적인 타격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고 해머비트의 내구성 또한 저하된
다(Halco Rock Tools, 2015). Table 2.2는 단일 DTH 해머비트 사용 시 추천
되는 압입장비의 견인력으로 확공기에는 총 네 개의 DTH 해머비트가
장착되므로 확공기 운용 시 Table 2.2에 나와 있는 것보다 네 배의 견인
력으로 운용해야한다. 내·외곽 해머비트에 할당되는
은 각각

_

_

과

의 1/2이고, μ는 해머비트와 암반면의 마찰계수

로 대게 0.2~0.4 사이의 값을 가진다.
마지막으로 확공기가 굴착하는 단면적

은 식 4.6과 같이 구할

수 있다.

Atunnel =

p
2
2
´ ( Dreamer - D pilot hole )
4

여기서

(4.6)

는 확공기의 직경(m),

로 0.254 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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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선천공홀의 직경으

(1) 현장 암반 상태를 고려한 비에너지 산출
지금까지 언급한 이론식에 의해 계산된 굴진율과 현장시험 시 측정한
굴진율을 비교하면 큰 오차를 보인다. 이는 선형타격굴착시험에서 측정
한 비에너지와 현장 암반의 비에너지가 크게 다르기 때문으로, 선형타격
굴착시험에서 사용하는 시험편은 무결암 상태의 시험편이지만, 현장 암
반의 경우 절리, 파쇄대 등에 의해 이미 많은 균열을 내포하고 있기 때
문이다. 따라서 현장 암반의 비에너지가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한 산출
된 비에너지보다 낮을 가능성이 농후하고 현장 암반 상태를 고려하여 비
에너지를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Bilgin et al.(1996)은 식 4.7과 같이 rock mass cuttability index(RMCI)를
도입하여 충격식 해머(impact hammer)의 굴진율 예측식을 제안하였다(식
4.8). RMCI는 현지 암반의 단축압축강도(UCS)와 코어암질지수(RQD)를
고려한 값으로 RMCI 값이 증가하면 굴진율(instantaneous or net cutting rate,
ICR)이 감소한다.

RMCI ( MPa ) = UCS ( MPa ) ´ (

RQD (%) 2 / 3
)
100

ICR(m3 / hr ) = 140 ´ ( RMCI ) -0.567

(4.7)
(4.8)

본 연구에서도 RMCI 개념을 접목시켜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구
한 비에너지를 단축압축강도와 RQD를 이용해 현장암반의 비에너지로
전환하는 방법을 6 인치 해머비트와 8 인치 해머비트에 대하여 각각 식
4.9, 식 4.10과 같이 제안한다.

SE field = 1.941´ {UCS ´ (

RQD 1.538 -0.302
) }
´ SEop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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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

SE field = 0.423 ´ {UCS ´ (

RQD -18.804 -0.034
)
}
´ SEopt
100
3

는 현장암반 비에너지(J/m ),

(4.10)

는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구한 최적굴착조건에서의 비에너지(J/m3), UCS는 현장암반의 단축압축강
도(MPa), RQD는 시추코어를 통해 분석한 코어암질지수(%)를 의미한다.
변환된 비에너지를 확공기 굴진율 이론식(식 4.4)에 적용하였고 Table
4.5와 같이 계산되었다. 이 때, 에너지 전환 상수(k)는 0.8, 마찰계수(μ)
는 0.4를 가정했다. 현장암반조건(UCS, RQD)를 고려하여 선형타격굴착시
험에서 구한 비에너지를 변환한 결과, 이론식을 이용한 굴진율 예측이
현장 시험 굴진율과 상당히 근사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여주 현장
의 경우 이론식에 의한 굴진율(3.75 m/hr)과 현장시험 굴진율(0.79 m/hr)의
오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이는 시험 데이터가 부족하여 생기
는 현상으로 추후 추가적인 현장시험을 통해 보다 많은 시험 데이터 확
보가 필요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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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omparison between theoretical penetration rates and field test results
Order of field test
(Location)/
Reamer size/
Hammer model

1st field test
(Yeoju-si)/
900 mm/
8 inch

2nd field test
(Geumsan-gun)/
900 mm/
6 inch

Rock class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MPa)

RQD
(%)

Theoretical
penetration rate
(m/hr)

Field test
result
(m/hr)

Highstrength rock

119

77

3.49

3.53

Highstrength rock

215

59

4.79

5.00

Highstrength rock

211

70

4.29

3.75

Highstrength rock

220

86

3.75

0.79

Highstrength rock

105

74

0.90

0.78

MediumStrength rock

91

77

1.60

1.79

Highstrength rock

143

83

1.16

0.97

MediumStrength rock

72

68

1.37

1.20

Highstrength rock

112

75

0.96

1.18

Highstrength rock

168

54

1.02

1.05

4.5.2 현장 굴진데이터에 의한 경험적 예측 기법
본 연구에서는 직경 900 mm 확공기의 실시모델을 Figure 2.11과 같이
설계/제작하였다. 총 2회의 현장시험을 수행하였고, 시험 부지의 단축압
축강도(UCS), RQD, 확공기의 굴진율(Penetration rate, PR)등을 Table 4.5와
같이 기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식 4.11과 같이 확공기 굴진율 경험식을
수립하였다. 드릴비트 단위 면적에 작용하는 타격에너지가 커지면 굴진
율이 증가하고, 단축압축강도와 RQD가 증가하면 굴진율이 감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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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4.5에 나타난 현장시험의 부지의 특성을 살펴보면 모두 중
경암 강도 이상의 암반이고 RQD가 50% 이상이다. 따라서 식 4.11의 적
용 범위 또한 중경암 강도 이상의 암반, RQD 50% 이상으로 제한한다.
Figure 4.14, Figure 4.15는 각각 6 인치 해머비트, 8 인치 해머비트에 대하
여 식 4.11을 바탕으로 작성된 굴진율 회귀표면과 현장시험 굴진율 실측
값을 동시에 나타낸 그림으로 비교적 회귀식이 실측 값을 잘 예측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다 다양한 암반 강도와 RQD 지수에 적용 가능
한 회귀식 도출을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현장시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이를 통해 회귀식 계수의 신뢰도를 또한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PR ( m / hr )
= 1.329 ´ E area
여기서

1.800

´ {UCS ´ (

RQD 3.058 - 0.935
) }
( R 2 = 0.87)
100

(4.11)

는 암반 강도에 따른 최적굴착조건 운용 시 드릴비트 단

위 면적에 작용하는 타격에너지(J/in2), UCS는 현장암반 시추코어의 단축
압축강도(MPa), RQD는 현장암반 시추코어의 코어암질지수(%)를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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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4 Regression surface and measured value of penetration rate (Φ 900 mm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with 6 inch DTH hammer bit)

Figure 4.15 Regression surface and measured value of penetration rate (Φ 900 mm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with 8 inch DT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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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암석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 특성을 반영한
해머비트 타격빈도 분석
DTH 해머비트의 시간 당 타격에너지는 식 4.4와 같이 타격빈도와 타
격에너지의 곱으로 나타난다. 타격에너지는 공기압축기에서 공급되는 공
압에 의해 해머 내부의 피스톤이 운동하면서 발생하는 에너지로, 공압과
해머 내부 구조의 영향을 받을 뿐 타격 대상과는 무관하다. 그러나 타격
s, 2000).
빈도의 경우 타격 대상의 특성에 따라 변화한다(Chiang and Elıá
지금까지 DTH 해머비트의 타격빈도를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이론적·
수치해석적 방법은 타격에 따른 타격 대상의 상태 변화는 없다고 가정한
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암석과 같이 항복 응력(yield stress) 이후의 거
동이 확연히 달라지는 대상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MESi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암석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항복 거동을
고려한 해머비트의 타격빈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5.1 AMESim 을 이용한 DTH 해머비트 모델 구성
AMESim(Advanced Modeling Environment for Simulation of Engineering
Systems)은 프랑스의 IMAGINE사에 의해 개발된 멀티도메인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로서, 특정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부품들의 상호 작용을 운
동방정식, 유량방정식, 연속방정식 등을 이용하여 해석하고 평가할 수 있
는 소프트웨어이다. Figure 5.1과 같이 기계, 공압 등으로 구성된 복합적인
DTH 해머비트 시스템을 AMESim 내에 이미 라이브러리화 되어 있는 구
성 요소를 활용하여 모델링하면, 작동 조건인 공압에 따른 구성 요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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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변화(피스톤의 운동변화, 챔버의 압력변화 등)를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DTH 해머비트의 타격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각 유로가 체크
밸브와 피스톤을 통해 암석을 타격하도록 AMESim을 이용하여 해석 모
델을 구성하였다.
DTH 해머비트 해석 모델은 크게 공기압축기(air compressor), 암석
(rock), 체크 밸브(check valve) 및 피스톤(piston)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으
며, 암석을 제외한 각 요소들은 유로를 통해 연결되도록 구성하였다. 암
석의 특성을 기계적 해석 모델에 정확하게 반영하기 어렵기 때문에 암석
은 유변학 모델(spring coefficient, viscosity coefficient)로 상사하여 구성하였
다.

Figure 5.1 DTH hammer model in AMES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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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타격에 의한 암반의 하중 조건
특정 대상에 작용하는 하중 조건은 변형률 속도를 기준으로 Table 5.1
과 같이 정의되고, 하중이 가해지는 시간이 짧아질수록 높은 변형률 속
도로 변형된다. DTH 해머비트의 타격으로 인한 암반의 정확한 변형율
속도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다만 Bischoff and Perry(1991)의 조사에 따
-1
르면 drop hammer에 의한 콘크리트의 변형률 속도는 대략 101 (s ) 정도이

고, Sierakowski(2008)에 따르면 공압 장비(pneumatic machine)에 의한 금속
-1
의 변형률 속도는 102 (s )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변형률
-1
속도가 100 (s ) 를 초과하면 동적 하중조건으로 분류되므로 DTH 해머비

트에 의해 타격을 받는 암반은 동적 하중 조건이라 할 수 있다
(Sierakowski, 2008). 따라서 AMESim 해석 시 사용될 유변학 모델의 계수
는 동탄성계수와 동점성계수이다.

Table 5.1 Loading condition according to strain rate (after Sierakowski, 2008; 정순철,
2013)
Duration of
loading (sec)

102

100

10-2

10-4

10-6

10-8

Strain rate (s-1)

10-4

10-2

100

102

104

106

Loading condition

Quasi-static loading

Dynamic loading

Impact loading

Method of loading

Universal testing
machine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test device

Taylor rod impact test
device

Dynamic
considerations in
testing

Constant strain rate

Elastic-plastic wave
propagation

Shock-wav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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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홉킨스바 시험
암석의 동적 물성을 구하기 위해 탄성파속도를 통해 동탄성계수를 산
출하는 이론적 방법이 존재하지만 동점성계수를 구할 수 없다는 한계가
있다. 시험을 통한 방법의 경우, 정적 하중 조건에서의 암석의 거동 특성
은 만능재료시험기(universal testing machine)를 이용해 정확하게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반면 동적 하중에서는 정밀한 측정을 위한 특수한 시험장
치 및 측정시스템들이 필요하다(정순철, 2013).
4 -1
홉킨스바 시험은 일반적으로 구현 가능한 변형률 속도가 102 ~ 10 (s )

로 해머비트에 의한 변형률 속도와 다소 차이가 있지만 동적 하중 조건
에서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얻을 수 있어 동탄성계수, 동점성계수
를 산출 가능하고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된 시험방법이라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홉킨스바 시험을 통해 암석의 동적 물성을
산출하였다.

5.3.1 시험 원리
홉킨스바 시험(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은 시험 대상의 변형
-1
4
2
률 속도를 10 ~ 10 (s ) 정도로 제어할 수 있는 시험으로 Figure 5.2,

Figure 5.3에 시험 장비의 모습과 구성 요소를 나타냈다.
본 장비는 크게 충격봉(striker bar)의 발사 장치인 air pump, 타격에 의
한 탄성 압축파가 전달되는 입력봉(input bar)과 출력봉(output bar), 데이터
계측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력봉과 출력봉 사이에 원형 기둥의
시편을 장착하고, 충격봉을 발사하여 탄성 압축파를 생성시킨다. 압축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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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입력봉을 통과하여 입력봉과 시편의 계면에서 일부는 반사되고, 일부
는 투과된다. 반사된 압축파는 인장 응력파로 바뀌어 입력봉으로 돌아오
고, 투과된 응력파는 압축 응력파의 상태로 출력봉으로 전파된다. 이 때
입력봉과 출력봉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strain gage)를 통하여 전파하
는 응력파의 입사 변형률, 반사 변형률, 투과 변형률이 전기적 신호로 받
아들여진다. 투과 변형률과 반사 변형률로부터 시편에서의 응력과 변형
률을 결정할 수 있다.
한편 SHPB 시험에는 봉내의 1차원 탄성파 전파, 시편의 균일 단면
변형, 마찰과 관성의 영향 무시의 3 가지의 기본 가정이 존재한다. 이는
길이가 긴 봉을 사용하고, 적당한 치수의 시편을 사용하고, 시험 시 윤활
제를 사용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Ramesh, 2008).

Figure 5.2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test apparatus

Figure 5.3 Schematic diagram of SHPB test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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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응력-변형률 곡선 도출 과정
(1) 시편의 응력
SHPB 시험으로부터 시편의 응력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실험 시 시편
에서의 응력 상태를 Figure 5.4과 같이 고려해야 한다. 여기서 입력봉/시
편 계면에 작용하는 응력 F1(t)과 출력봉/시편 계면에 작용하는 응력 F2(t)
는 입력봉과 출력봉에 부착된 스트레인 게이지를 통해 측정되는 입사 변
형률, 반사 변형률, 투과 변형률을 이용해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F1 (t ) = EA0 (e I (t ) + e R (t ))

(5.1)

F2 (t ) = EA0 (e T (t ))

(5.2)

식 5.1과 식 5.2에서 E는 봉에서의 탄성계수, A0는 입력봉과 출력봉의
단면적이다. 따라서 시편에서의 평균 응력은 다음과 같다.

s (t ) =

( F1 (t ) + F2 (t )) / 2
A

(5.3)

식 5.3에서 A는 시편의 단면적을 나타낸다.

Figure 5.4 Stress condition in the cylindrical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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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1과 식 5.2를 식 5.3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시편에서의 평균 응력
을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 (t ) =

EA0
[e I (t ) + e R (t ) + e T (t )]
2A

(5.4)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SHPB 시험에서는 시편의 균일 단면 변형을
가정하고 있으므로 입력봉에서의 전체 변형량과 출력봉에서의 변형량은
동일하다고 할 수 있고, 다음 식을 만족하게 된다.

e I (t ) + e R (t ) = e T (t )

(5.5)

따라서, 식 5.5를 식 5.4에 대입하면 시편에 작용하는 응력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ss = E

A0
(e T (t ))
A

(5.6)

(2) 시편의 변형률과 변형률 속도
Figure 5.4에서 변형을 받은 시편 내부의 변형률 속도는 다음과 같다.

d e v1 - v2
=
dt
L

(5.7)

여기서 v1과 v2는 입력봉과 시편 계면에서의 입자의 속도, 시편과 출
력봉 계면에서의 입자의 속도를 의미한다. 입력봉과 시편 계면에서의 입
자 속도는 입력파와 반사파의 차이와 같으므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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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1 = C0 (e I - e R )

(5.8)

여기서 C0는 탄성파의 전파 속도이다.
한편, 시편과 출력봉 계면에서의 입자 속도는 투과파를 이용하여 표
현할 수 있다.

v2 = C0 (eT )

(5.9)

식 5.8과 식5.9를 식 5.7에 대입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시편에서
의 변형률 속도를 알 수 있다.

d e (t )
C
= - 0 [e I (t ) - e R (t ) - e T (t )]
dt
L

(5.10)

식 5.10의 음(-)의 기호는 압축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시편의 변형을
의미한다. 시편은 균일 단면 변형을 하므로 식 5.5로부터 시편의 변형률
속도를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d e (t )
2C
= - 0 (e T (t ))
dt
L

(5.11)

시편의 변형률은 식 5.11의 변형률 속도를 적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
다.

e (t ) = -

2C 0
e T (t )
L ò

(5.12)

최종적으로 식 5.6과 식 5.12로부터 구한 시편의 응력과 변형률을 이
용하여 재료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도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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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시험 재료 및 조건
(1) 시험 재료
충격하중 하에서의 암석의 동적 파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선정한
암석 재료는 선형타격굴착시험에서 사용한 암석과 동일한 황등화강암을
선택하여 시험하였다.

(2) 시험조건
SHPB 시험의 기본 가정에 해당하는 시편의 균일 단면 변형을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시험 장비의 크기 및 재료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당한 치
수의 시편을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SHPB 장비를 이용한 동적
압축 시험에서의 시편의 치수에 대한 고찰은 여러 연구자에 의해 많이
이루어져왔다. 이를테면, 시편의 종횡비(aspect ratio)인 (시편 길이) / (시편
직경) 이 0.12 이상이 되면 마찰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으며, 시편의 지
름은 입력봉과 출력봉의 지름의 절반을 넘지 않는 것이 좋다. 본 실험에
사용된 SHPB 시험의 입력봉과 출력봉의 지름은 19mm 이며, 실험에 사
용된 암석 시편은 직경이 10 mm, 길이가 9.45 mm인 원통형 시편으로 위
의 두 조건을 만족한다.
한편, 충격봉의 속도는 SHPB 시험의 공기압을 바꿈으로써 조절할 수
있다. DTH 해머비트 타격 시 암반 변형률 속도를 측정하여 SHPB 시험
에서도 암석이 동일한 변형률 속도를 갖도록 세팅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러나 암반 변형률 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어렵고 기존 연구에서도 제시
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TH 해머비트의 충격봉 속도를 피
스톤 속도와 동일하게 조절하였고 Kou et al.(2004), Saksala et al.(2014)의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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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 연구를 고려하여 15 m/s의 속도로 결정하였다.

5.3.4 시험 결과
(1) 동적 파괴 양상
Figure 5.5는 초고속 카메라를 이용하여 황등화강암의 동적 파괴 양상
을 관찰한 결과이다. Figure 5.5의 (a)는 시편에 동적 하중을 가하기 전, 입
력봉과 출력봉 사이에 화강암 시편이 장착된 모습을 나타낸다. 시험이
진행되는 동안 Figure 5.5의 (b), (c)와 같이 화강암은 외형이 유지되지 않
으며 매우 심하게 파괴되었다. Figure 5.5의 (b)에 빨간 타원으로 표시한
부분에서 볼 수 있듯이 화강암에서는 주로 타격 방향과 평행한 방향으로
상대적으로 큰 균열이 생겨 주된 파괴가 일어난다. 동시에 시편 전체에
서 미세한 균열들이 발생하여 미세한 가루 형태로 파괴가 일어났다.
Figure 5.5의 (c)에서도 마찬가지로 타격방향과 평행한 주 균열과 미세한
파편들을 관찰할 수 있다.

Figure 5.5 Dynamic failure mode of granite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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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적 응력-변형률 곡선
Figure 5.6은 황등화강암의 동적 응력-변형률 곡선(dynamic stress-strain
curve)이다. 그래프가 물결처럼 진동하는 모양으로 나타난 것은 SHPB 시
험에서 오실로스코프로 받은 파동의 전기적 신호를 이용하여 응력과 변
형률을 도출해 내기 때문에 생기는 진동이라고 볼 수 있다.
화강암의 동적 응력-변형률 곡선은 응력이 항복응력에 도달한 후 응
력은 거의 유지되면서 변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암
석의 SHPB 시험 시, 시편이 완전히 파괴되지 않는 경우에는 응력-변형
률 곡선이 최대점 직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는 형태로 나타나고, 시편이
파괴되는 경우에는 변형률이 계속 증가하는 형태를 보인다고 알려져 있
다. 따라서 Figure 5.6의 동적 응력-변형률 곡선은 본 실험에서와 같이 완
전 파괴 된 시편의 그래프를 잘 나타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변형 초기
에 화강암은 동적 하중을 버틸 수 있는 수준까지 응력이 증가한다. 이후
Figure 5.5의 (b)에서처럼 부분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응력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시편이 전체적으로 분쇄되면서 파괴에 이르게
된다.
-1
-3
10 (s ) 수준의 변형률 속도로 실험하는 준정적 하중 조건에서의 화

강암의 압축 강도는 약 180 MPa인 반면 동적 하중 하에서는 240 MPa 수
준의 최대 압축 강도를 갖는다. 동적 하중 하에서 더 높은 응력을 나타
내는 것은 strain rate hardening의 영향 때문이다. 항복응력은 오프셋 법
(offset method)를 이용하여 영구 변형률 0.2%를 유발하는 응력 수준인
215 MPa로 판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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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6 Dynamic stress-strain curve of granite

5.4 AMESim 을 이용한 DTH 해머비트 타격빈도 해석
AMESim의 DTH 해머비트 타격빈도 해석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Figure 5.7과 같이 공기압축기의 공기압력이 9 bar 일 때의 실내시험 타격
빈도 결과와 AMESim 해석 시 타격빈도(Figure 5.8)를 비교하였다. 실내시
험을 통한 타격빈도는 타격에 의한 부하 압력을 측정하여 도출하였으며,
20 Hz의 타격빈도를 갖는다. 해석 시에는 피스톤의 변위(Figure 5.8 (상))를
FFT analysis(Figure 5.8 (하))하여 타격빈도를 도출하였으며 약 21 Hz로 나
타났다. 따라서 AMESim 프로그램이 DTH 해머비트의 실제 타격빈도를
비교적 정확히 해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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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Impact frequency of DTH hammer bit by experiment

Figure 5.8 Impact frequency of DTH hammer bit by AMESim si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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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1 유변학 모델 구성
암반을 모사하기 위해 사용한 유변학 모델은 Voigt 모델(혹은 Kevin
모델)로 스프링과 대시포트를 병렬로 연결한 모델이다. 이 모델에서 총
응력은 스프링과 대시포트에 작용하는 응력의 합으로 표시할 수 있고,
각 요소에서 발생하는 변형률은 총 변형률과 동일하다. Voigt 모델의 응
력-변형률 관계식은 식 5.13과 같이 표현된다.

s = Ee + h

de
dt

(5.13)

여기서 s 는 암반에 작용하는 응력(MPa), e 는 응력에 따른 변형률,

E 는 스프링의 탄성계수(MPa), h 는 대시포트의 점성계수(MPa·s), t 는
시간(s) 이다.
Figure 5.6을 살펴보면 항복응력을 기준으로 암석의 거동이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식 5.13에 들어가는 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항
복 전·후로 구분하여 도출하였다. 계수를 도출한 방법은 식 5.13과 같은
형태의 회귀식을 선정하여 응력-변형률 곡선에 피팅하는 방법을 사용하
였고, 결과는 Table 5.2와 같다. 동적 재하 응력이 항복응력을 초과하면
탄성계수는 작아지고 점성계수가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2 Coefficients of Voigt model
Before yield stress

After yield stress

E (GPa)

44.55

0.31

η(MPa·s)

0.043

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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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2 AMESim 해석 결과
5 인치 DTH 해머비트에 1800 kPa의 공압이 형성될 때 타격빈도의 변
화를 살펴보았다. Figure 5.9는 암반의 항복 거동을 고려하지 않고 항복
전 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이용해서 해석한 결과로 해머비트의 타격빈도
는 약 29 Hz로 나타났다. 반면 Figure 5.10은 해석 시 암반모델이 항복 응
력에 도달하면 항복 후 탄성계수와 점성계수를 적용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이다. 항복 거동을 고려한 경우 DTH 해머비트의 타격빈도는 약 22
Hz로 나타났으며, 고려하지 않을 경우 해머비트의 타격빈도는 약 29 Hz
로 나타났다. 즉 항복 거동을 고려할 경우 타격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3 ~ Table 5.5는 동적 하중 하에서의 암석의 항복거동을 고려했
을 때 각각 5, 6, 8 인치 해머비트의 타격빈도 변화를 나타낸 표이다. 약
20%에서 최대 30%까지 타격빈도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앞서 언
급한 바와 같이 항복 이후 암석은 탄성이 줄어들고 점성이 증가한다. 이
러한 특성 변화가 해머비트의 리바운드를 저해하고 따라서 타격빈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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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 Simulation result with non-considering yield behavior

Figure 5.10 Simulation result with considering yield behavi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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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Frequency variations in consideration of yield stress (5 inch hammer)
Air pressure
(kPa)

Frequency (Hz)
Not considering yield behavior

Considering yield behavior

1200

22.3

18.0

1800

27.2

22.0

2400

31.4

24.0

Table 5.4 Frequency variations in consideration of yield stress (6 inch hammer)
Air pressure
(kPa)

Frequency (Hz)
Not considering yield behavior

Considering yield behavior

1200

17.2

14.0

1800

21.0

16.0

2400

24.2

18.0

Table 5.5 Frequency variations in consideration of yield stress (8 inch hammer)
Air pressure
(kPa)

Frequency (Hz)
Not considering yield behavior

Considering yield behavior

1200

18.6

15.0

1800

22.6

17.0

2400

26.7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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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선형타격굴착시험 재해석
식 4.4와 같이 타격빈도는 시간 당 사용된 해머비트의 총 에너지를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즉 위와 같은 암반의 항복 거동을 고려할 경우 해
머비트의 타격성능이 변화하게 된다. 타격빈도의 감소는 앞서 선형타격
굴착시험에서 계산한 비에너지를 감소시키고 동시에 굴진율 예측에도 영
향을 미친다. Figure 5.11 ~ Figure 5.13은 각각 5, 6, 8 인치 해머비트를 이용
하여 경암 시험편에 대하여 수행한 선형타격굴착시험을 Table 5.3 ~ Table
5.5에 나타낸 타격빈도를 이용하여 재해석한 결과이다. Table 5.6에 나타나
있듯이 모든 해머비트에서 최적공압과 최적타격간격이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Figure 5.14, Figure 5.15). 또한 타격빈도 감소에 따라 사용된 총
에너지량이 감소하였기 때문에 비에너지가 크게 감소하였다(Figure 5.16).
암석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항복 거동을 고려할 경우 DTH 해머비트
의타격빈도가 이론값과 달라지고 이는 최적굴착조건의 변화로 이어진다.
따라서 향후 DTH 해머비트의 타격빈도는 타격 대상의 특성에 따라 제
시되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를 위한 추가적인 시험 수행이 요구된다.

Table 5.6 Reinterpretation of linear percussion test result considering yield behavior (highstrength rock)
DTH
hammer
bit

Optimum air pressure
(kPa)
Not
Considering
considering
yield
yield
behavior
behavior

Optimum blow spacing
(mm)
Not
Considering
considering
yield
yield
behavior
behavior

Specific energy
(MJ/m3)
Not
Considering
considering
yield
yield
behavior
behavior

5 inch

2150

2400

6.7

8.0

354

286

6 inch

2250

2280

5.5

6.6

408

283

8 inch

1900

2050

3.87*

3.93*

441

333

* Optimum rational speed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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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1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to reflect yield behavior
of high-strength rock (5 inch hammer)

Figure 5.12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to reflect yield behavior
of high-strength rock (6 inc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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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3 Optimum conditions of blow spacing and air pressure to reflect yield behavior
of high-strength rock (8 inch hammer)

Figure 5.14 Reinterpretation of optimum air pressure considering yield behavior (highstrength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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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5 Reinterpretation of optimum blow spacing considering yield behavior
(*: optimum rotational speed) (high-strength rock)

Figure 5.16 Reinterpretation of specific energy considering yield behavior at optimum
condition (high-strength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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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시험 수행의 한계점
본 연구에서는 경암에 해당하는 황등화강암만을 대상으로 홉킨스바
시험을 수행하였다. 암석의 강도에 따라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 특성
이 다르므로 중경암, 보통암 강도의 암석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한편 홉킨스바 시험 시 펄스 세이핑(pulse shaping) 기법을
사용하여 입력파의 상승 시간(rising time)과 형태를 DTH 해머비트에서
발생하는 응력파와 동일하게 조정한다면 보다 정확한 시험결과를 획득할
수 있다(Frew et al., 2001; Ramesh, 2008; 정순철, 2013). 따라서 추가적인 홉
킨스바 시험 시에는 펄스 세이핑 기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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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DTH 해머비트의 암석 굴착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
할 수 있는 선형타격굴착시험을 개발하고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공압해
머방식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암석 강도에 따
른 최적굴착조건 회귀식을 제안하였고, 확공기의 현장운용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였다. 두 차례 실시한 현장시험을 통해 현장 암반의 물리적 특성
에 따른 확공기의 암반 굴착 성능을 측정하고,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와
현장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확공기의 굴진율을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을 제
안하였다. 확공기의 암반 굴착을 담당하고 있는 DTH 해머비트의 암석
타격빈도를 분석하기 위해 홉킨스바 시험을 수행하였고, 암석의 동적 하
중하에서의 특성을 반영한 유변학 모델을 수립하고 이를 AMESim에 반
영하여 해머비트 타격빈도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는 다
음과 같다.

(1) 선형타격굴착시험은 경암, 중경암, 보통암에 해당하는 강도를 가진 시
험편을 사용하여 수행하였고, 공압과 타격간격을 변수로 암석 강도에 따
른 최적굴착조건을 분석하였다. 타격 대상의 강도가 높아지면 최적공압
이 높아지고 최적타격간격(최적회전속도)은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암반의 강도가 높아지면 균열 생성 및 연결을 위해서 높은 타격에
너지와 조밀한 타격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1, 2열 선형타격굴착시
험 결과를 활용하여 6·8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한 직경 900 mm 확공기,
5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한 직경 650 mm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최적공
압, 최적회전속도)을 제시하였다. 또한 최적공압조건을 암반 등급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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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 공기압축기 대수로 표현하여 현장에 보다 쉽게 적용 가능하도록 표
시했다. 해머와 드릴비트 조합은 경암의 경우 5 인치 해머/7.5 인치 비트
가, 중경암과 보통암에서는 6 인치 해머/10 인치 비트가 효율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8 인치 해머/10 인치 비트의 경우 모든 암반 강도에서 다른
조합에 비해 비에너지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높은 굴진율이 필요할
경우에 사용이 권장된다.

(2) 1차 현장시험은 직경 900 mm 확공기에 8 인치 해머비트를, 2차 현장
시험은 직경 900 mm 확공기에 6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하여 수행하였다.
8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한 확공기에 비하여 6 인치 해머비트를 장착한
확공기의 굴진율이 다소 낮게 나왔다. 비록 에너지 효율 면에서는 6 인
치 해머비트가 우세하겠지만, 시공소요일까지 모두 고려한 경제성 분석
을 통해서 현장에 적합한 해머비트를 선택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3)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활용한 이론적 굴진율 예측방법과 현장시험
결과를 이용한 경험적 굴진율 예측방법을 제안하였다. 현장 암반의 UCS,
RQD를 활용하여 선형타격굴착시험에서 산출한 암석의 비에너지를 현장
암반의 비에너지로 변환하였고, 이를 통해 이론적 굴진율 예측방법의 정
확성을 향상 시켰다.

(4) 현재 주로 사용되고 있는 DTH 해머비트의 타격빈도에 대한 제원은
타격 대상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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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홉킨스바 시험을 수
행하였고, 시험 결과를 활용하여 암석의 유변학 모델을 구성하였다. 유변
학 모델을 유공압해석 프로그램인 AMESim에 적용하여 타격 대상을 고
려한 해머비트의 타격빈도 변화 양상을 분석하였다. 동적 하중 하에서의
암석의 항복거동을 고려할 경우 해머비트의 타격빈도가 이론식에 의한
제원보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활용하여 경암에 대한 5,
6, 8 인치 해머비트 선형타격굴착시험 결과를 재해석한 결과, 최적타격간
격과 최적공압이 모두 증가하였고 비에너지는 감소하였다. 향후 DTH 해
머비트의 타격빈도는 타격 대상의 동적 하중 하에서의 거동 특성에 따라
제시돼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본 연구의 선형타격굴착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를 분석하여 암
석의 강도에 따른 확공기의 최적굴착조건을 도출 가능하지만 몇몇 시험
의 경우 시험의 경계조건에서 비에너지가 최소로 나타났으므로 향후 추
가적인 시험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한 일반적인 홉킨스바 시험으로
모사 가능한 암석의 변형률 속도가 DTH 해머비트 타격에 노출된 암석
의 변형률 속도보다 빠를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DTH 해머비트의 암
석 타격빈도에 대한 보다 정밀한 결과 분석을 위해서는 홉킨스바 시험기
기를 보완하여 시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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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erformance assessment of a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for rock excavation
Sunghoon Ryu
Department of Energy Systems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erformance of a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is highly dependent on
pullback force, rotational speed, air pressure of on the pneumatic hammer and
physical properties of percussion target. The operating technique of the machine in
the industry, however, relies on the experience of operators, and the quantitative
guidelines of the operation have not been presented.
In this study, the new trenchless pipeline technology using the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 is introduced briefly and optimum percussion conditions
of the machine according to rock properties are proposed.
To evaluate the optimum percussion condition of the reaming machine, single
and double row linear percussion tests were conducted. The linear percussion test
(LPT) was designed based on the linear cutting machine test for TBM (Tunnel
Boring Machine) to obtain the drilling data of DTH (Down The Hole) hammer bit
used in the reaming machine. The LPTs in this study were conducted with various
air pressure and blow interval, and the optimum percussion condition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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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rived according to rock strength and hammer bit size. Based on the test result,
the optimum hammer/bit combination was obtained and the optimum percussion
conditions for rock strength were obtained.
The Pneumatic-hammer reaming machines were field-tested two times. The
horizontal coring was performed along the piping path before the field tests to
obtain test cores. According to the strength of rock cores, the pipeline path was
divided into several sections and the penetration rate for each rock section was
recorded. Using the field test results and rock properties, theoretical and empirical
methods to predict the penetration rates of reaming machines as well as correlation
analysis of specific energy between rock mass in the field and linear percussion test
results were proposed. The proposed models of the penetration rate are expected to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field.
Impact frequency of DTH hammer bits used in the reaming machine were
analyzed. The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test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deformation characteristics of rock under dynamic loading condition, and a
rheological model of rock was built based on the test result. The rheological model
was adopted in AMESim software which interpreted the impact frequency of
hammer bits changes depending on the yield behavior of rock. The impact
frequency as well as impact energy is an important factor of performance of DTH
hammer bit,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performance of hammer bit should be
presented with the dynamic properties of the target material.

Keywords: Pneumatic hammer, reaming machine, rock excavation, linear
percussion test, optimum percussion condition, impact frequency
Student number: 2008-2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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