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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차에 따른 파쇄입도 변화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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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Rock Fragmentation Variation by Delay Time

Yeon-Ho Jin, Hyung-Dong Min, Yoon-Suk Park, Eui-Haeng Heo, Sung-Oong Choi, 

Seung-Joong Lee

Abstract Since the rock fragmentation from a bench blasting can affect the subsequent processes including loading, 

hauling and crushing, its control is essential for the assessment of blasting efficiency as well as production cost. 

In this study, the delay time could be precisely controlled by using electronic detonators. The rock fragmentations 

resulted from the blastings with different delay times of 1, 2, 3, 4, 5, 7 and 10ms per each meter of burden were 

measured from full scale field tests in a limestone mine. The results showed that the optimum delay time for 

minimum fragmentation was approximately 6ms/m. From the analysis of fragmentation size distribution, it was 

possible to find that delay time can be a parameter on rock fragmentation and thus it would be possible to control 

rock fragmentation by adjusting delay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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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벤치발파에서 발파에 의한 암석의 파쇄입도는 적재, 운반과 파쇄로 이어지는 후속공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정확한 지연시차를 구현하였으며, 각 발파공에 대해 

저항선 m당 1, 2, 3, 4, 5, 7, 10ms의 지연시차를 적용하여 실규모 시험을 통해 암석 파쇄입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석회석 광산에서 저항선을 기준으로 약 6ms/m의 지연시차가 최소의 파쇄입도를 가지는 것으로 측정되

었다. 또한, 파쇄입도 분포 분석을 통해 지연시차가 암석의 파쇄입도에 변화를 줄 수 있는 요소로 정의될 수 

있으며, 지연시차를 통해 파쇄입도를 조절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핵심어 지연시차, 파쇄입도, 전자뇌관

1. 서 론

벤치발파에서 발파에 의한 암석파쇄도(Rock 파쇄

입도)는 적재, 운반과 파쇄로 이어지는 후속공정에 직

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므로 발파 효율성과 생산의 경

제성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

(Fig. 1). 발파로 만들어진 암석 파쇄물을 일정한 크기

를 가진 최종 생산물로 만들기 위해 파쇄기(Crusher)

를 이용하는데, 파쇄기는 장치의 규격에 적합한 일정

크기 이하의 암석만을 파쇄할 수 있으므로 발파과정

에서 이 크기를 초과하는 대형암괴가 발생할 경우에

는 소할 작업에 따른 추가 천공과 발파비용이 발생하

며, 파쇄물 적재와 운반시 대형암괴를 분리시키는 작

업이 추가되어 작업 능률을 저하시킨다. 이와 같이 대

형 암괴 발생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는 전체 생산원

가를 35% 이상 증가시킬 수도 있으며, 암석파쇄물의 

크기가 일정하게 유지되지 못함으로써 파쇄기 용량을 

증대시켜야 하는 등, 설비투자비용을 상승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발파 설계자들은 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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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rocess of quarry.

의 파쇄입도를 고려하여 발파설계를 실시하여야 하

며, 이를 위한 방법으로는 수치모델을 이용하는 방법

과 실제 실험발파를 통한 파쇄입도를 측정하는 방법

이 있다. 전자의 경우 간단한 수치 모델을 이용하여 

시간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실제 발파 전 파쇄입도를 

수치계산만으로 추정해 볼 수 있으므로, 비용과 시간 

절감 차원에서는 매우 유리하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며 

측정방법과 측정자의 오류를 간과할 수 없다. 이러한 

파쇄입도의 예측에 관한 몇 가지 모델이 제안되어 있

으며, 그 중 KUZ-RAM 모델이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Cunningham 1987 & 2005). 파쇄입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통제가 가능한 인자인 폭약의 종류, 

비장약량, 지연시차, 발파 패턴, 저항선, 공간격 등과 

같은 발파 조건과 통제 불가능한 인자인 암석 물성과 

암반의 불연속면등과 같은 지질 조건이 해당한다. 

Langefors & Kihlström(1963)는 파쇄입도에 대해 지

연시차에 대한 영향을 연구하고 최적의 지연시차를 

3~5ms/m라는 결론을 내렸으며, Gustafsson(1981)은 

5~8m의 긴 저항선에서 실규모 발파 실험을 통해 

5ms/m가 최적의 지연시차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

도 하였다. 또한, Winzer & Ritter(1984)에 따르면 화

강암 블록에 대해 소규모 실험을 통해 1.5ms/m라는 

연구 결과와 Bergman(1974)은 화강암 블록에 대해 

Langefors & Kihlström(1963)와 비슷한 결과인 

3.3~6.6ms/m의 최적 지연시차를 발표했으며, Stagg 

& Rholl(1987)은 최적 지연시차를 축소 모형실험에

서 3.3~35ms/m와 실규모 실험에서 3.3~26ms/m로 규

명했다. 또한, Katsabanis et al.(2006)의 경우는 화강암

의 경우 이 시차의 구간은 0.11~11ms/m(저항선)임을 

주장하고 있다. Otterness et al.(1991)는 29개의 축소모

형 발파를 통해 전체 파쇄도 데이터를 제시했다. 그들

은 저항선당 3.3~13ms/m의 지연시차가 12~20%의 

파쇄도 개선효과가 있다고 주장하였으며, Chung & 

Katsabanis(2001)는 동일한 데이터를 분석하여, 그것

은 시간과 평균파쇄도 사이에 강력한 영향이 있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US DI_IC8550 자료에 의하면, 대

략 3ms/m(저항선)에서 가장 좋은 파쇄입도를 보인다

고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전자뇌관을 이용하

여 정확한 초시를 구현하고, 그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

며, 설정시차는 상기 연구결과들을 근거로 저항선 m

당 1~10ms 사이에서 변화시켜가며 측정 및 분석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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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arry (b) Test bench

Fig. 2. Site of test quarry.

Table 1. Properties of rock(KIGAM, 2012)

위치
비중

(g/cm
3
)

탄성파 속도(m/s)
UCS(MPa) 영률(GPa) 포아송비 인장강도(MPa) 점착력(MPa) 내부 마찰각(°)

S-wave P-wave

SL200 2.74 2,560 4,870 124 41.5 0.18 74 19 49

한다. 즉,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시도된 적이 없는 

발파변수 중 지연시차 변화에 따른 파쇄입도의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다른 발파변수들은 일정하게 유지

하고, 지연시차는 전자뇌관을 이용하여 저항선 m 당 

1, 2, 3, 4, 5, 7, 10ms의 총 7단계로 변화를 주었다. 

이에 대한 파쇄입도 분석은 발파 후의 파쇄석의 사진

을 촬영하고, 이를 파쇄입도 분석 프로그램인 

Split-desktop으로 분석하여 실측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석회석 광산에서의 파쇄입도와 지연시차와

의 상관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2. 현장 실험

2.1 현장 개요

본 연구는 강원도 동해시에 위치한 석회석 광산에

서 수행되었으며, 이 광산의 벤치는 약 15~19m로 형

성되어 있으며, 102mm 천공경으로 사용하고 있다. 

Fig. 2는 본 실험이 진행된 벤치(채광 구역 SL200)로 

일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태백산 편마암복합체

를 기저로 하여 고생대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의 상산

층, 묘봉층, 풍촌층, 삼화층과 이들을 후기에 관입한 

시대미상의 삼화화강암으로 구성된다. 동해광산은 풍

촌층을 대상으로 하는 석회석 광산이며, 풍촌층은 상

부 석회암대, 중부 백운암대, 하부 석회암대로 구분되

고 현재는 주로 하부 석회암대를 대상으로 채광이 진

행되고 있다. 

본 광산의 암석의 공학적 특성은 2012년도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의 사면안정성 평가에서 분석된 00개발 

동해광산의 석회석 광종에 대한 분석 자료를 이용하

였다(Table 1). 분석 자료로부터 확인할 수 있듯이, 시

험지역의 석회석은 일축압축강도 124MPa, 탄성계수 

41.5GPa로 경암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시험발파 지역의 벤치에 분포하는 절리군에 대

한 분석을 매 발파마다 수행하였으며 절리군의 방향

성, 간격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험지역의 벤치에서 조

사된 절리들의 방향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Rockscience

사의 Dip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동일한 

방향성으로 총 21회 조사된 절리군의 분포는 Fig. 3과 

같으며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절리군은 Table 2와 같

다. Table 2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본 연구지역에서

는 311~353° 경사방향과 67~82°의 급경사를 갖는 절

리군의 분포가 가장 우세하며, 동일한 벤치를 대상으

로 순차적으로 수행되기 때문에 유사한 절리군의 방

향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사된 절리의 

대부분이 Set-1과 Set-2의 절리군에 속하며, 기타 방

향이나 무작위로 분포하는 절리가 없는 등 매우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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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ereography of joint-set.

Table 2. Result of joint-set at test site

발파회차 지연시차(ms) 절리간격(cm)
Set - 1 Set - 2 Set –3

Dip   dir. Dip Dip   dir. Dip Dip   dir. Dip

1 4 15 317 82 257 57 132 89

2 8 17 318 80 88 70 136 89

3 12 15 321 61 239 53 139 88

4 16 14 311 80 251 67 130 69

5 20 13 312 82 254 65 133 89

6 28 17 258 77 58 79 288 80

7 40 20 237 62 59 77 263 61

8 4 17 237 61 60 76 - -

9 8 16 353 71 90 60 245 61

10 12 14 351 71 239 65 156 72

11 16 16 132 77 214 31 278 72

12 20 17 321 74 75 79 263 47

13 28 17 320 75 212 47 45 68

14 40 53 325 72 229 27 - -

15 4 28 330 72 53 51 230 42

16 8 58 322 76 65 69 - -

17 12 30 327 67 16 51 240 70

18 16 32 53 80 237 88 325 70

19 20 58 84 79 329 70 - -

20 28 42 320 76 260 76 5 45

21 40 38 249 37 274 76 - -

적인 분포상태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리 간격은 시험지역에 가장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는 Set-1의 절리들 중에 가장 취약한 구조, 즉 최소

의 수직간격을 갖는 절리들을 대상으로 측정하였으

며, 매 발파시마다 측정된 절리 간격을 측정하였으며 

평균 간격은 26cm였다.

2.2 현장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화약류는 국내에서 제조하는 

전자뇌관인 Hitronic을 사용하여 정밀 지연 초시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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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Properties of Bulk explosives

구 분 평균 폭속(m/sec) 가비중(g/cc) 폭발열(kcal/kg) RWS(%) 가스량(l/kg) 내수성

Booster 5,700 1.1 ~ 1.2 880 120 826 최우수

Bulk Emulsion 5,500 1.2 ~ 1.3 990 110 996 최우수

Fig. 4. Work process of electronic detonator.

Table 4. Blasting pattern

구분 단위 내용

발파 패턴

천공경 mm 102

저항선 m 4.0

공간격 m 4.9

벤치높이 m 17.0

서브드릴 m 2.0

천공장 m 19.0

전색장 m 5.5

장약장 m 13.5

공당 장약량 kg 132

공수 hole 9

발파 수량/회

총 장약량 kg 1,191

총파쇄물량 m
3

2,999

Powder Factor (PF) kg/m
3

0.397

저항선 m 당 시차 ms/m 1, 2, 3, 4, 5, 7, 10

발파공간 적용시차 ms 4, 8, 12, 16, 20, 28, 40

어하였으며, Table 3은 사용된 화약류의 성능이며 기

폭약으로는 에멀젼계 카트리지 폭약인 NewMite Plus 

65mm를 사용하였으며 주장약은 에멀젼과 안포의 비

율이 7:3인 HiMEX 700을 사용하였다. 

또한, 점화는 전자뇌관을 사용하였으며, Fig. 4는 실

험에 사용된 전자뇌관 시스템을 사용하여 발파 작업

을 할 경우의 작업 흐름도인다. 전자뇌관 시스템은 각 

뇌관의 시차(Delay time)를 내부의 IC chips에 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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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chematic figure of test blasting.

(a) 발파 전 (b) 발파 후

Fig. 6. Blasting of delay time 1ms/m.

여 제어되기 때문에 ±5~10% 이상의 시차 오차를 가

지는 기존 전기뇌관 및 비전기뇌관과 비교하여 시차 

정밀도가 매우 높다(0.001%). 또한, 각 뇌관의 시차는 

1/1000초 단위로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기 때문에, 발

파현장의 암반 조건에 따라 진동/소음 제어 및 파쇄입

도를 향상에 부합하는 최적시차 설정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전기적 위험에도 안전하게 제조된 최신 뇌관

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밀 초시를 가진 전자뇌관을 사용하여 저

항선 m당 지연시차를 1, 2, 3, 4, 5, 7, 10ms의 총 7단

계(Type)로 변화를 주었으며, 분석상의 정확도를 높

이기 위하여 3차례의 반복 발파를 계획하였다. 시험 

발파패턴의 벤치 높이는 17m로서, 벤치에 대한 세부 

발파패턴과 회당 발파수량은 Table 4와 같다. Table 

4의 패턴을 도식화하면 Fig. 5와 같다. 각 회차별 천

공패턴은 1열로 9공을 천공하였으며, 각 발파공마다 

지연시차를 다르게 하여 발파를 실시하였다. Fig.5와 

같이 각각의 발파공에 대해 저항선 m당 지연시차를 

7가지 type으로 1, 2, 3, 4, 5, 7, 10ms를 적용하여 설

계 저항선인 4m를 기준으로 각 단계별 공당 지연시차

를 적용하였다. 즉, 예를 들어 저항선 m당 1ms라 함은 

첫 발파공은 0ms이고 2번째 발파공은 4ms, 다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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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파쇄석 사진 (b) 파쇄석의 경계부 추출 결과

% Passing Size (cm)

10.00 11.91

20.00 20.60

30.00 28.58

40.00 35.57

50.00 42.75

60.00 51.55

70.00 63.35

80.00 79.11

90.00 104.68

99.95 155.07

Fig. 7. Example for image analysis.

파공은 8ms로 각 발파공에 증가함에 따라 저항선을 

기준으로 4ms의 증분시켜 지연시차를 적용하였다. 이

렇게 각 발파공을 독립적으로 기폭시킴으로써 저항선

과 공간격이 동일하게 유지하게 하여 단발 발파에서 

발생하는 지연시차의 영향을 통해 파쇄입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Fig. 6은 저항선 m당 1ms를 작용한 발파 

전후 비교 사진이다. 매 발파시마다 발파 전후의 비교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영상처리 기법(Image 

processing)을 이용하여 파쇄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2.3 실험 결과

총 21회의 발파를 수행하였으며 각 발파 종료후 파쇄

입도 측정은 현장 적용이 간편하고 빠른 시간에 다량의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영상처리 기법(Image processing)

을 이용하여 파쇄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발파 후 파

쇄석의 형상과 크기 분포를 고려하여 벤치로부터 전

체 파쇄석 더미의 길이 2/3의 지점을 기준 위치로 설

정하고, 파쇄석 더미 중앙의 기준 위치로부터 동일한 

거리만큼 좌측, 우측의 방향으로 이동하여 사진촬영

을 수행하였다. 촬영 사진상에서 분석 대상이외의 지

역을 최소화하고, 중첩되는 영역을 최대화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 카메라는 파쇄석 더미가 쌓여있는 벤치

의 중앙을 향하도록 하여 촬영하고 수평을 유지하도

록 하였다. 또한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한 파쇄입도 분

석시 분석상의 기준과 원근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기 

위하여 원형의 기준 물체를 2개 이용하였고 이를 카

메라 전방 5m와 10m에 위치시켰다.

기준점인 중앙과 좌측, 우측에서 촬영된 사진을 Split- 

engineering 사의 Split-deskto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방향의 파쇄입도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결과

들의 평균을 각 발파에 대한 대표 파쇄입도 분포로 선

정하였다(Fig. 7). 

이러한 분석 결과들의 평균을 각 발파에 대한 대표 

파쇄입도 분포로 선정하였다. 각 발파에 해당하는 파

쇄입도는 Rosin-Rammler 분포곡선을 이용하여 파쇄

입도 분포 곡선을 작도하였으며, 분석된 X50과 X90은 

Fig. 8(a)와 같다.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X50은 

32.43~54.78cm의 범위, X90은 64.15~112.34cm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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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X50과 X90 측정결과 (b) X50 상관선

Fig. 8. Results of fragmentation variation by delay time.

위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8(a)에서 X50에 대해 상관선을 작도하면 Fig. 

8(b)와 같으며 데이터 오차를 제외해보면 약 24ms에

서 가장 작은 파쇄입도를 가지고 있었다. 이를 저항선 

m단위로 환산시 본 연구에서는 약 6ms/m에서 최소

의 파쇄입도를 보인다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3. 결론 및 제언

 

국내에서는 시도된 적이 없는 지연시차에 따른 석

회석 광산의 파쇄입도를 변화를 연구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해외 연구 사례와 동일하게 발파의 지연시차

가 파쇄입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를 얻었으

며 영상처리기법을 이용하여 지연시차별 파쇄입도를 

분석한 결과, X50은 32.43~48.62cm 범위였으며, 동일

한 지연시차 내에서도 최대 약 18cm 정도의 편차를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편차는 동일한 벤치

를 대상으로 발파를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인위

적으로 제어할 수 없는 요소들, 즉 내부 암반상태(국

부적으로 형성된 단층이나 암맥 등) 및 소규모 공동과 

이로 인한 발파조건의 변경 등의 이유로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21회의 한정된 시험발파를 통해 실측된 

X50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지연시차 24ms에서 X50이 

최저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저항선 m당 

6ms가 최소의 파쇄입도가 발생했다. 즉, 다른 조건이 

동일한 경우 지연시차를 사용하여 파쇄입도의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향후에는 파쇄입도 예측모델인 KUZ-RAM 모델

(Cunningham, 2005)을 사용하여 실측값과 비교해 보

고 석회암 광산의 파쇄입도 예측 모델식을 추정식을 

도출하고자 하며, 지연시차 변화에 따른 버럭 형상의 

변화를 표준화하고 이를 통해 버럭 상차(mucking) 효율

에 대한 변화를 측정할 예정이다. 즉, 지연시차를 통해 

제어되는 파쇄입도가 후속공정인 버럭 상차(mucking), 

운반, 조쇄 및 분쇄에 미치는 원가 분석을 통해 국내 

광산 비용의 최적화(mine to mill optimization)에 대

한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며, 지연시차외에 비장약량 

변화를 통한 파쇄입도의 제어를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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