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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보드릴 자동천공 시스템 도입에 의한 발파효과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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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ment of Blast Effect by Inducing Drill Jumbo on 

Automatic Drilling System

Seung-Jun Kim, Jeong-Gyu Kim, Young-Hun Ko, Je-Min Ahn, 

Nam-su Kim, Hyung-Sik Yang

Abstract Drilling operation for blasting is an important factor to determine blast effect. Drilling errors that arise 

from performing drilling for blasting purposes can reduce blasting effect causing residual holes, overbreak, and 

heterogeneous fragmentation, etc. Automatic drilling system was induced for precise drilling. As a result, drilling 

error caused by spaces between holes and burden was minor at 0~2.6% and accordingly, blasting effect was improved 

with over 90% drilling rate, the ratio of overbreak amount to total drilling amount at 4.3%, proportion of 

fragmentation rock under 50cm at 89~95% and so from this analyses, it was estimated to reduce the total cycle 

times related to blasting process.

Key words Automatic drilling, Blasting efficiency, drilling, Jumbo drill, 

초  록 발파작업을 위해 필요한 천공작업은 발파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 시 발생되는 천공오차는 잔류공 및 여굴 발생, 불균질한 파쇄입도 등 발파효율 저하요인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정확한 천공을 위해 자동 천공 점보드릴을 도입하였다. 그 결과 공간격, 저항선의 천공오차율 

0~2.6%로 미미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90%이상의 굴진율, 전체 굴착량 대비 여굴량 4.3%, 50cm 이하 

파쇄석 비율 89%~95% 등 발파효과가 향상된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발파 Cycle time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자동천공, 발파효율 향상, 천공, 점보드릴

1. 서 론

발파에 의한 굴착작업에서 대상 암반과 사용 폭약

의 특성, 발파 패턴 및 천공 패턴 등은 발파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매우 직접적인 요인으로 알려져 왔다. 

특히 이중에서도 발파작업을 위해 필요한 천공작업은 

발파의 효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되고 

있다(이덕환 외, 2014). 발파의 경제성을 좌우하는 요

인으로는 암질상태, 화약특성 그리고 천공 등 작업방

법이 있다. 즉, 암질이 불량한 구간에서는 다른 요인

보다도 특히 암반의 특성이 여굴에 중대한 영향을 미

칠 것이고 암질이 양호한 구간에서는 천공상태가 상

대적으로 중요하게 된다. 이중 실질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요인은 천공각 및 공간격 등과 같은 천공방법 및 

패턴으로 귀착된다(김양균 외, 2003).

발파를 위한 천공작업 시 발생되는 천공오차는 잔

류공 및 여굴 발생, 불균질한 파쇄입도 등 발파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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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반자동 점보드릴과 자동 점보드릴 비교

구 분 반자동 점보드릴 자동 점보드릴

장비사진

장비명 Boomer E1 C-DH Boomer E1 C-DH

제작사 Atlas Copco Atlas Copco

적용시스템
ABC Regular Ver.4.1

(반자동 천공시스템)

ABC Total Ver.5.0

(자동 천공시스템)

적용성
∙ 붐(Boom) 및 피드(Feed) 수동 운용

∙ 천공 깊이 및 각도 자동 운용

∙ 붐(Boom) 및 피드(Feed)  자동 운용

∙ 천공 깊이 및 각도 자동 운용

저하요인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 동일한 기종의 천공

장비를 사용하더라도 기능공의 숙련도에 따라 과다 

여굴 및 발파효율 저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철저한 

교육과 관리가 필요하다(배상훈 외, 2005). 또한, 자동

형 천공장비에 비해 작업자에 의한 수동형 천공작업

은 발파효율 저하가 쉽게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정선군에 위치한 OO 석회석 

광산을 대상으로 기존의 수동형 천공방식(반자동 점

보드릴)과 점보드릴 시스템 업그레이드에 의한 자동 

천공방식(자동 점보드릴)의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그 

발파효과를 검토하였다.

2. 천공장비

본 연구에서 비교를 실시한 반자동 점보드릴 및 자

동 점보드릴의 모델명은 Atlas Copco사의 Boomer E1 

C-DH로 동일하다. 그러나 두 점보드릴의 차이는 적

용 시스템에 있으며 반자동 점보드릴은 반자동 천공

시스템인 ABC Regular Ver. 4.1, 자동 점보드릴은 자

동천공 시스템인 ABC Total Ver. 5.0을 적용하고 있

다. 반자동 점보드릴 및 자동 점보드릴에 대한 비교는 

표 1과 같다.

반자동 천공시스템(ABC Regular)과 자동 천공시스

템(ABC Total)의 가장 큰 차이는 붐(Boom) 및 피드

(Feed) 운용에 있으며, 반자동 점보는 수동 운용만 가

능하고, 자동 점보드릴은 수동 및 자동운용이 모두 가

능한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다.

3. 시험발파 발파패턴 제원

현장 사정으로 인해 2개의 막장면에서 시험발파를 

하였고 막장면은 폭 12m, 높이 8m로 동일하였다. site 

1에서 각 2회, site 2에서 각 1회씩 시험발파를 통해 두 

점보드릴의 발파효과를 비교하였다. 발파패턴 제원은 

표 2와 같이 천공장 3.9m, 저항선 1.2~1.5m, 공간격 

1.5~1.7m로 적용하고 ANFO, MegaMite, NewMite 

Plus 등 3종류의 폭약과 MS 뇌관을 사용하였다. 그림 

1과 2는 기존 발파패턴도를 수정한 시험발파 장약상

세도와 발파패턴도이고 그림 3은 시험발파 패턴도의 

A-A` 단면이다.

4. 천공시스템별 발파효과 분석

4.1 Cycle Time 분석

반자동 점보드릴 및 자동 점보드릴의 천공시스템별 

천공 및 발파, 환기 및 버럭처리 시간 등을 조사하여 

Cycle time을 분석하였다. Cycle time 분석은 첫 시험

발파 시 측정한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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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발파 제원

구 분 제 원 구 분 제 원

높이(H) 8.0m 천공수 48공

폭(W) 12.0m 굴착단면적 96m
2

천공장 3.9m 천공직경 ø57mm

뇌관

번호

심발공 #0

공당

장약량

심발공 5.125kg

확대공 #1 ~ #4 확대공 4.625kg

외곽공 #3 ~ #5 외곽공 4.125kg

바닥공 #4 바닥공 2.125kg

사용폭약
ANFO

MegaMite, Newmite Plus
총화약량 193.50kg

사용뇌관 전기뇌관 비장약량 0.576kg/m
3

그림 1. 장약도.

그림 2. 발파 패턴도. 그림 3. A-A` 단면도.

Cycle time에서 환기 및 버럭처리 시간을 제외한 

순수 발파작업 소요시간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공정은 천공작업이며, 이는 점보드릴의 성능, 장비기

사 등의 숙련도 및 암반 상태에 따라 작업시간 변동이 

심할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결과 반자동 점보드릴 1회당 Cycle Time은 천

공 작업시간 92분, 장약 및 발파 90분, 환기 30분 및 

버럭처리 240분으로 나타났다(표 3). 자동 점보드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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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반자동 점보드릴의 1회 Cycle time

구 분 작업시간 분석 비 고

발파 준비

천공준비 10분

92분

-

천공

붐이동 14분
1공 평균 천공시간 :

 01분 42초
천공 62분

로드회수 6분

장약 60분
90분

-

발파 30분 -

환기 30분 30분 편간 환기시간 상이함

버럭 처리

1차 버럭처리 120분

240분 -막장면 정리(B/K) 60분

2차 버럭처리 60분

표 4. 자동 점보드릴의 1회 Cycle time

구 분 작업시간 분석 비 고

발파 준비

천공준비 10분

124분

-

천공

붐이동 38분
1공 평균 천공시간 :

 02분 22초
천공 66분

로드회수 10분

장약 60분
90분

-

발파 30분 -

환기 30분 30분 편간 환기시간 상이함

버럭 처리

1차 버럭처리 120분

180분 -막장면 정리(B/K) 30분

2차 버럭처리 30분

발파준비 버럭처리 총 Cylce Time

그림 4. 반자동 점보드릴과 자동 점보드릴의 Cycle time 비교.

회당 Cycle Time은 천공 작업시간 124분, 장약 및 발

파 90분, 환기 30분 및 버럭처리 180분이 소요되었다

(표 4). 반자동 점보드릴의 경우 드릴 기사의 수동 작

업으로 대략적인 착점위치를 잡지만 자동 점보드릴의 

경우 자동 프로그램으로 정확한 착점위치를 잡기 때

문에 천공시간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버럭처리의 경우 반자동 점보천공은 천공오차로 

인한 미굴 발생으로 막장면 정리시간이 자동 점보 천

공보다 60분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는 

반자동 및 자동 점보드릴 1회당 Cycle Time 비교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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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반자동 점보드릴과 자동 점보드릴 천공 시 천공오차 비교

천공오차
반자동 점보 자동 점보

심발 확대 외곽 심발 확대 외곽

천공장 3.0% 4.7% 4.1% 0.4% 0.0% 0.4%

공간격 21.1% 21.1% 12.3% 0.0% 0.0% 2.6%

저항선 10.5% 16.7% 12.2% 0.0% 0.0% 0.0%

표 6. 반자동 점보드릴 발파 후 굴진장 해석결과

순번
전체 굴진장 해석결과 심발부 굴진장 해석결과

굴착량(m
3
) 평균 굴진장(m) 굴진효율(%) 굴착량(m

3
) 평균 굴진장(m) 굴진효율(%)

1 (0편) 240.8 2.98 76.4 37.8 3.01 77.2

2 (6편) 247.2 3.06 78.5 39.1 3.11 79.7

3 (0편) 203.4 2.52 64.6 31.4 2.50 64.1

평균 230.5 2.85 73.1 36.12 2.87 73.6

표 7. 자동 점보드릴 발파 후 굴진장 해석결과

순번
전체 굴진장 해석결과 심발부 굴진장 해석결과

굴착량(m
3
) 평균 굴진장(m) 굴진효율(%) 굴착량(m

3
) 평균 굴진장(m) 굴진효율(%)

Site 1(1회) 269.8 3.34 85.6 44.1 3.51 90.0

Site 1(2회) 278.1 3.45 88.5 45.1 3.58 91.8

Site 2(1회) 302.7 3.75 96.2 45.9 3.65 93.6

평균 283.5 3.51 90.0 45.03 3.58 91.8

4.2 천공오차 분석

반자동 점보드릴 및 자동 점보드릴로 각각 천공 후 

점보드릴 장비에 따른 천공오차를 분석하기 위해 천

공장, 공간격, 저항선 등을 조사하였다.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심발 1열을 기준으로 천공된 심발, 확대, 외

곽부에서 조사를 하였다.

분석 결과 천공장의 천공오차율은 반자동 점보와 

자동 점보드릴의 차이가 2.6~4.7%로 천공 깊이는 기

존 및 신규장비 모두 컴퓨터 자동 천공이 가능하기 때

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반자동 점보드릴과 자동 점보드릴의 공간격 천공오

차율의 차이가 9.7~21.1%로 9%이상 오차가 발생하

였고, 저항선 천공오차율의 차이가 10.5~16.7%로 10% 

이상 오차가 발생하였다(표 5). 천공장에 비해 공간격 

및 저항선의 천공오차율이 큰 이유는 자동 점보드릴

의 경우 붐 및 피드의 위치선정을 자동 프로그램에 의

해 이동하므로 설계와 동일한 위치에 착점하여 천공

을 수행하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

4.3 굴진효율 분석

산출된 3차원 모델을 설계 단면을 기준으로 절단한 

후 절단된 모델의 부피를 산출하고, 설계 단면으로 부

피를 나눠 평균 굴진장을 측정하였다. 또한, 굴진율에 

영향을 미치는 심발부분을 나눠 굴진장을 측정하였다

(노유송, 2015). 

반자동 점보드릴 전체 굴진장 해석결과 굴착량 

203.4~247.2m
3
, 평균 굴진장 2.52~3.06m, 굴진효율 

64.6~78.5% 및 3회 발파 평균 굴진효율 73.2%로 나

타났다. 심발부 굴진장 해석결과 굴착량 31.4~39.1m
3
, 

평균 굴진장 2.50~3.11m, 굴진효율 64.0~79.7%로 산

출되었고, 3회 발파 평균 굴진효율은 73.6%로 분석되

었다(표 6).

자동 점보드릴 전체 굴진장 해석결과 굴착량 269.8~ 

302.7m
3
, 평균 굴진장 3.34~3.75m, 굴진효율 85.7~ 

96.2% 및 3회 발파 평균 굴진효율 90.1%로 나타났다. 

심발부 굴진장 해석결과 굴착량 44.1~45.9m
3
, 평균 

굴진장 3.51~3.65m, 굴진효율 89.9~93.6%로 산출되

었고, 3회 발파 평균 굴진효율은 91.8%이다(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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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1 Site 2

그림 5. 반자동 및 자동 점보드릴 굴착 모습(황색 : 자동, 빨간색 : 반자동).

Site 1 Site 2

그림 6. 반자동 및 자동 점보드릴 여굴량 측정(황색 : 자동, 빨간색 : 반자동).

그림 5는 site 1에서 자동 점보드릴 2회(1회, 2회 굴

착), 반자동 점보드릴 2회(3회, 4회 굴착)와 site 2에서 

자동 점보드릴 1회(1회 굴착), 반자동 점보드릴 1회(2

회 굴착) 굴착한 모습이다.

4.4 여굴 및 미굴 분석

여굴 및 미굴량을 평가하는 방법은 3차원으로 모델

링 된 굴진단면에 발파패턴 단면을 형상화하고 측정

한 굴진장을 통해 확천량(Look-out) solid를 형상화하

여 확천량 solid와 굴진공간 Solid 간의 체적 연산으

로 여굴량을 측정하였다.

반자동 점보드릴 천공 발파는 굴착량이 203.4~247.2m
3

이고, 전체 여굴량은 15.79~22.44m
3
, 전체 굴착량 대

비 여굴량은 7.4~9.1%, 평균 여굴량은 8.1%로 나타

났다. 자동 점보드릴 천공 발파는 굴착량 269.8~302.7m
3
, 

전체 여굴량 8.40~15.29m
3
, 전체 굴착량 대비 여굴량 

3.0~5.1%, 평균 여굴량은 4.3%로 분석되었다. 그림 6

은 반자동 및 자동 점보드릴 여굴량 측정 모습이다.

4.5 파쇄입도 분석

파쇄입도 분석 프로그램은 Split Engineering 사의 

Split Desktop 2.0으로 해석하였으며, 파쇄입도 분석

과정은 발파 후 파쇄암의 사진 영상을 획득, 길이당 

pixel수로 기준크기를 입력해주는 set scale 작업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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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반자동 점보드릴 파쇄입도 분석결과

구 분
통과율(%) P50 SIZE

(평균)

P80 SIZE

(상위 20%)10cm 이하 25cm 이하 38cm 이하 64cm 이하

1회 32.96 59.53 74.90 94.56 19.4cm 42.9cm

2회 25.37 53.25 70.37 94.98 23.2cm 46.1cm

3회 37.34 57.14 73.94 96.44 19.4cm 43.0cm

평균 22.78 45.93 61.09 84.51 21.30cm 44.50cm

표 9. 자동 점보드릴 파쇄입도 분석결과

구 분
통과율(%) P50 SIZE

(평균)

P80 SIZE

(상위 20%)10cm 이하 25cm 이하 38cm 이하 64cm 이하

1회 21.41 55.00 78.11 97.87 22.9cm 39.4cm

2회 47.32 74.77 90.41 100 11.1cm 29.8cm

3회 42.16 66.87 81.56 100 13.5cm 36.6cm

평균 22.78 45.93 61.09 84.51 15.8cm 35.2cm

행 후 find particle과정을 거쳐 입자분리 및 수정하고 

최종 파쇄석 크기 분포를 분석하였다.

반자동 점보드릴 파쇄입도 분석 결과는 10cm 이하 

25.4~37.3%, 25cm 이하 53.3~59.5%, 38cm 이하 70.4~ 

74.9%, 64cm 이하 94.6~96.4%가 통과될 수 있으며, 

P50 SIZE는 19.4~23.2cm, P80 SIZE는 42.9~46.1cm

로 분석되었다(표 8). 자동 점보드릴 파쇄입도 분석 

결과는 10cm 이하 21.4~47.3%, 25cm 이하 55.0~74.8%, 

38cm 이하 78.1~90.4%, 64cm 이하 97.9~100%가 통

과될 수 있으며, P50 SIZE는 11.1~22.9cm, P80 SIZE

는 29.8~39.4cm로 분석되었다(표 9).

발파암의 파쇄도 관리는 생산계획을 수립하는데 있

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발파 

후 파쇄되는 암석의 크기에 따라 2차 발파 및 브레이

커 작업을 추가로 진행하기도 한다. 본 광산에서 적용

하는 2차 브레이커 파쇄없이 파쇄장비에 직접 투입하

는 파쇄석의 크기는 50cm 이하이다. 파쇄입도 분석결

과 50cm 이하 파쇄석 크기의 비율이 반자동 점보드

릴 천공 발파는 약 83~87%, 자동 점보드릴 천공 발파

는 약 89~95%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자동 점보드릴 

천공 발파의 파쇄입도 분석결과 추가 작업 없이 파쇄

장비에 투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자동 점보드릴 시스템과 반자동 점보드

릴 시스템으로 천공, 발파 시 천공오차, Cycle time, 

굴진효율, 여굴 및 미굴, 파쇄입도 등의 비교분석을 

통해 자동 점보드릴 시스템 도입에 의한 발파효과를 

분석한 결과이다.

1) Cycle Time 분석결과 자동 점보드릴은 천공 소요

시간이 반자동 점보드릴에 비해 길지만 정밀천공

이 가능하고 발파효율이 우수하여 막장면 정리 등

의 소요시간이 짧아 전체적인 Cycle Time은 약 28

분 빠르게 분석되었다.

2) 자동 점보드릴의 공간격 및 저항선 천공오차는 0~2.6%

로 미미하게 나타났다. 굴진효율 분석결과 자동 점

보드릴의 경우 평균 굴진율이 90% 이상으로 나타

났으며 전체 굴착량 대비 여굴량은 4.3%로 분석되

었다.

3) 파쇄입도 분석결과 50cm이하 파쇄석 크기의 비율

이 자동 점보드릴은 약 89~95%로 분석되어 자동 

점보드릴은 추가 작업 필요 없이 파쇄장비에 투입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자동 점보드릴 도입으로 인한 효과 검증결과 천공 

정밀도 향상으로 굴진효율, 여굴량, 파쇄입도 등이 

향상되었고, 이로 인하여 발파 Cycle Time을 절감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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