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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의 정확성과 신속성은 광산이나 토목공사의 생산

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천공 방식은 크게 회전-충격

식(rotary-percussion drill)과 회전식(rotary drill)이 있

으며 회전-충격식 천공법은 타격력(percussion force)을 

제공하는 드리프트(drifter)의 위치에 따라 Top Hammer 

(TH)와 Down-The-Hole(DTH)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 

TH방식은 드리프트에 결합한 샹크-어댑터(shank 

adapters), 익스텐션-로드(extension rod)를 통해 비트

에 추진력(feed or pull down force), 타격력(percussion 

force) 및 회전력(rotation force)을 공급하는 비교적 

Abstract Bit damage is one of the primary causes of decreasing drilling efficacy. Nevertheless the management 
of bit ware and failure are often left for field engineers’ experience. Thus it is imperative to establish a 
proper system to predict and manage the bit damage during the rock drilling process. In this study, the 
drilling sound signal has been recorded and analyzed using wavelet transform analysis to identify the exact 
moment of bit failure. Through the analysis wavelet time-frequency spectrums have been constructed and 
an abnormal point has been identified with 0.9 of wavelet transform value at the 652.8s on a frequency 
band around 500Hz. Furthermore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penetration rate of the damaged bit has 
been decreased to 23mm/s which is 9mm/sec lower than the average of undamaged bit. The study verifies 
that wavelet transform analysis can be used to build a system to diagnose the bit damage while dri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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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천공 중 비트의 손상은 천공 효율을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현재 천공 중 비트의 마모와 손상에 대한 

관리는 현장 작업자의 기술에 의지하고 있어 이를 예측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하다. 비트의 정확한 

손상 시점을 판단하기 위해 천공 중 발생하는 소음 자료를 이용해 웨이블릿 변환 분석을 하였다. 이를 통해 얻은 

시간-주파수 스펙트럼을 분석한 결과 천공 후 652.8 sec에 주파수 500 Hz 구간에서 웨이블릿 변환 값이 0.9로 최

대치가 되는 이상점을 확인하였다. 또한, 천공 속도 분석을 통해 이상치가 발견된 후 천공 속도가 평균인 32 

mm/s 보다 9 mm/s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웨이블릿 변환 분석을 이용해 천공 중 드릴 비

트의 손상을 진단할 수 있음을 보였다.

핵심어 천공, 비트, 손상, 발파, 웨이블릿 변환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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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한 에너지 전달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127 mm 

미만의 소구경 천공에 주로 적용된다. TH방식의 드

릴은 DTH방식이나 회전식 천공 드릴과 비교하면 경

량으로 신속한 운반 및 천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지만, 드리프트에서 생산되는 에너지가 익스텐션-로드

와 어댑터 등을 거치며 손실되어 천공장이 길어질수

록 천공 효율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DTH방식은 

90 ~ 254 mm까지의 천공경에 주로 이용되는 천공 방

식으로 타격력을 공급하는 해머가 비트와 결합되여 

있는 형태이다. 이는 천공 중 비트에 일정하고 효과

적으로 타격 에너지의 공급하며 천공 오차가 작고 천

공장에 관계없이 일정한 천공 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비트에 직접 일정한 타격 에너지

를 공급함으로 익스텐션-로드와 어댑터 등을 통한 에

너지 전달과정에서 소모가 없다. 회전식 천공 방식은 

타격력 없이 추진력(feed or pull down force)과 회전

력으로 천공하는 방식을 말한다. 회전식 천공법을 이

용한 발파공 천공은 대게 트라이콘-비트(tri-cone bit)

가 익스텐션-로드에 고정된 형태로 100 mm부터 최대 

406 mm까지의 대구경 천공에 주로 적용된다(Atlas 

Copco, 2009; Song et al., 2013).

천공 방법의 결정은 공사의 연속성, 공경, 공의 깊

이 및 암반의 특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된다

(Gokhale, 2010). 광산에 비해 공사 규모가 작은 토목

공사의 경우 대게 127 mm 미만의 천공경과 20 m 이

내의 천공 깊이에서 발파공사를 진행하게 되며 TH방

식의 회전-충격식 천공법이 효과적이다. 공사기간이 

상대적으로 긴 광산은 천공법의 선택이 생산력에 아

주 큰 영향을 미치므로 암반의 강도와 지질학적 특성

을 고려해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Fig. 1은 천공 암

반 강도에 따른 천공법에 따른 천공 속도의 변화를 

보여준다. 

발파공 천공에 주로 이용되는 버튼 비트의 효율은 

버튼의 형상, 재질, 그리고 배열에 따라 결정된다

(Kang et al., 2015). 통상 버튼의 재질은 텅스텐 카바

이드(Tungsten Carbide, WC)와 코발트(Cobalt, Co)의 

합금이 사용되며 압착과 정밀 소결 공정을 통해 재료

의 연성과 인성을 높여 취성파괴나 피로파괴의 확률

을 낮추고 마모 저항성을 높인다(Katiyar et al., 2016). 

특히 버튼의 마모 저항성은 비트의 수명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으로 탄소-다이아몬드(Diamond-like 

carbon, DLC-Diamond) 및 티타늄-실리카-알루미늄

(TiAlSi)을 코팅한 버튼에 대한 연구와 상용화가 이루

어지고 있다(Piri et al., 2020). 버튼의 형상은 완만한 

구체(spherical)부터 원뿔형의 탄도(conical-ballistic) 형

상까지 다양하다. 구체형은 주로 버튼을 통해 암반에 

가해지는 충격력을 주로 이용하여 암반을 천공하며 

탄도형에 비해 마모가 적은 반면 천공 속도는 느리며 

중경암이나 경암 천공에 적합하다. 버튼의 형상이 탄

도형에 가까울수록 전단력에 의한 암반의 절삭률이 

커지며 천공 속도가 증가하지만 버튼의 마모가 심해

져 연암 및 중경암 천공에 적합하다. 버튼의 배열 또

한 천공 효율을 결정하는 중요한 변수이다. 버튼의 

배열은 비트를 통해 암반에 일시에 가해지는 에너지

의 타격점을 결정짓는 것으로 버튼 배열이 최적화될 

때 천공할 암반에 중복 타격되는 면적이 줄어들고 비

트의 회전과 더불어 타격점들이 고르게 배치되어 천

공 효율이 좋아지게 된다(Kang et al., 2015).

Fig. 1. Penetration rate changes of drilling methods against increasing rock strength (modified after Gokhal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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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공의 효율을 높이고 비트의 수명을 늘리기 위해

서는 암반 강도에 적합한 비트 형상과 배열을 선택하

여야 하며 천공 중 마모되거나 파손되는 버튼의 관리

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텅스텐 카바이드 합금(WC/Co)

으로 제작된 버튼 비트의 경우, 상황에 따라 천공으

로 마모된 버튼과 버튼이 삽입된 비트 헤드의 플러슁 

홈을 재가공하여 사용함으로 비트의 수명을 늘릴 수 

있다. 일선 현장에서 지름 100 mm 내외의 비트의 경우 

최대 10회까지 재가공하여 사용한다. 버튼 비트는 비트

가 과도하게 사용(overused or overboard – industrial 

terminology)되기 전에 재가공되어야 하며 버튼 과사

용의 판단은 천공으로 인한 마모로 인해 생긴 버튼 

헤드의 평평한 부분의 너비가 버튼 지름의 1/3이 넘

는지를 기준으로 한다. 버튼의 과사용으로 생긴 마모

된 면의 너비가 버튼 지름의 1/3이나 2/3이 되면 천공 

속도가 각각 5 % 및 30 %씩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errgard, 2008). 또한, 버튼의 과사용은 버튼 손

상의 주된 원인으로 그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손상된 버튼이 있는 비트를 계속 사용할 경우 천공 

효율이 떨어짐은 물론이고 주변 버튼에 과도한 힘을 

전달하게 되어 2차적인 버튼 손상을 야기한다. 이러

한 버튼의 과사용과 손상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천공 중 버튼의 상태를 수시로 관찰하는 것이 필수이

나 천공 작업 중 주기적으로 작업을 멈추고 비트를 

관찰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또한, 자동 천공 

시스템이 도입된 대규모 광산의 경우 비트의 손상을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의 도입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논문의 목적은 천공 중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웨이블

릿 변환 분석을 시행하여 천공 중 드릴 비트의 손상을 

진단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2. 버튼 비트의 천공 메커니즘

회전-충격식 천공법은 천공기의 추진력, 타격력 및 

회전력을 비트를 통해 암반에 직접 전달하여 암반을 

파쇄 및 분쇄하며 이로 생성된 암석 파편이나 분말을 

압축공기 혹은 물을 통해 공 밖으로 배출하여 천공한

다. 암반에 밀착된 버튼을 통해 순간적인 타격력이 

암반에 전달되면 버튼의 첨단이 암반에 압입되며 순

간으로 발생한 충격파(shock wave)와 압축력(compressive 

stress)으로 인해 압입된 버튼 인근의 암반은 분쇄된

다. 이러한 충격파가 암반에 진행하며 주변 암반에 

전단과 인장 크랙을 발생시키게 된다. Fig. 2와 같이 

압입된 버튼의 첨단에서 시작된 크랙 일부는 자유면

과 가까운 부분의 암반을 떼어내는 rock chipping 현

상을 일으키며 이는 동시에 타격 되는 주변 버튼과의 

간격(blow spacing)이 최적화될 때 극대화된다. 비트

의 회전은 버튼에 새로운 타격점을 제공하며 동시에 

암반은 분쇄하는 역할을 한다. 암반에 전해지는 에너

지에 의한 크랙의 형성은 암반의 물성에 따라 달라서 

천공의 최적화를 위해서는 버튼의 형상, 재질 및 배

열뿐만 아니라 비트에 전해지는 추진력, 타격력, 회전

수, 그리고 파쇄된 암반 제거를 위한 적절한 공기압과 

수압이 적절하게 제공되어야 한다. 버튼의 천공 메커

Crack formation zone

Potential rock chip loosing zone

Impact

Elastic deformation zone

Free surface Crushed rock powder

Butten indentation 
depth per blow

Fig. 2. Stress formation and rock breakage by bit button percu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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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즘에 관련된 정보는 Kwon et al. (2013), Saksala 

(2013) 및 Song et al. (2018)을 참고하기 바란다. 

3. 텅스텐 카바이드 버튼의 손상

천공 중 발생하는 버튼 손상의 원인은 크게 비트

의 제작 공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현장에서 취

급하면서 생길 수 있는 오류, 및 암반에 기인한 원인

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천공 대상 암반의 물

성은 버튼의 마모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시

공 전 충분히 조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석영

(quartz)의 함량이 높은 경암은 천공 시 버튼에 매우 

큰 압력을 생성하며 버튼의 마모 및 손상률을 급격하

게 높인다(Beste & Jacobson, 2008; Mohamad et al., 

2012). 특히 서론에서 설명한 비트의 과사용(overused 

or overboard) 또한 비트를 손상시키는 주요 원인이며 

이는 천공 오차를 크게 하고 천공 효율을 떨어뜨린다. 

Fig. 3는 과도하게 사용된 비트(Fig. 3-f)와 암반 천공

용 비트의 제작사들(Atlas Copco, Sandvik, Mitsubishi 

등)에서 발표한 대표적인 버튼 손상((Fig. 3-a ~ e)을 

보여준다. 

비트의 과도한 사용은 Fig. 3의 (a) 버튼 쪼개짐

(button chipping), (b) 버튼의 비트면 절단(button 

sheared-off with body level), (c) 버튼의 비트면 아래 

절단(Button sheared-off below body level) 및 (d) 버

튼의 갈라짐(cracked carbide) 등의 손상에 대한 주요 

원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버튼의 비트면 절단(Fig. 

3-b)의 또 다른 원인은 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시공

상의 오류이며 버튼의 비트면 아래 절단(Fig. 3-c)은 

제조 시 버튼과 버튼 홈의 유격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e의 버튼 이탈(lost button)은 천

공기를 암반에 밀착하지 않고 타격을 가하는 공타

(free-hammering)가 주요 원인이다(Hwang & Jang, 

2019; Mitsubishi, 2010; Plinninger et al., 2002).

4. 웨이블릿 변환 분석

푸리에 변환은 시간에 대한 신호를 주파수 성분으

로 분석하는 것으로 정현파(sinusoidal wave)의 합과 

분해로 대상 신호의 주파수를 분석하는 방법이다. 어

떠한 신호 에 대한 푸리에 변환은 다음의 식(1)

과 같이 정의된다. 

ω 
∞

∞

ω  (1)

 π
 

∞

∞

ω ωω (2)

여기서 는 분석 대상 신호에 대한 푸리에 변

환값이며 는 주파수,  는 오일러의 공식

         Fig. 3. Common carbide button bits failure modes (a) Button chipped (b) Button sheared-off with 

body level (c) Button sheared-off below body level (d) Cracked carbide (e) Lost button (f) 

overused buttons (modified after Hwang and Ja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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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ler’s equation)으로   sin 로 정

의된다. 식(2)는 푸리에 역변환 공식으로 변환된 값에

서 정보의 유실 없이 원래의 신호를 재생할 수 있다. 

푸리에 변환은 주파수 분해능이 크지만, 시간에 대한 

분해능이 없으므로 시간에 따라 변하는 신호에 대한 

분석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

자 시간을 나누어 푸리에 변환을 적용한 단시간-푸리

에 변환(Short Time Fourier Transform, STFT)이 개

발되었으나 시간과 주파수의 분해능이 불확실성의 원

리(uncertainty principle)에 의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다시 말해 시간을 짧게 분해해 시간 분해능을 

크게 하면 주파수 분해능은 그에 반해 작아진다는 것

이다. 

웨이블릿 변환(Wavelet transform, WT) 분석은 이

러한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 FT)의 단점을 

보완하고자 1982년 프랑스의 지구물리학자인 Jean 

Morlet에 의해 소개되었다(Morlet et al., 1982). Fig. 4

에 FT, STFT, WT를 간략히 비교하였다. WT는 

STFT에 비해 저주파 성분의 주파수 해상도를 높이고 

고주파의 시간 해상도를 높인 형태이다. 연속적인 정

현파를 사용하는 FT분석과는 다르게 시간축에 유한

한 정의역을 가지는 모-웨이블릿(mother wavelet) 함

수를 기저 함수로 사용하여 피크 값을 가지는 불연속

적인 신호의 분석에 유용하다. 

모-웨이블릿 함수를 라 할 때 이 함수는 이전

요인(, translation parameter)와 척도조절요인( , 

scale parameter)를 통해 이동, 수축 혹은 팽창되며 새

로운 웨이블릿을 만들며 이는 식 (3)으로 표현된다. 

이때 분석 대상 신호 함수 에 대한 연속 웨이블

릿 변환()은 식 (4)와 같이 정의된다.

연속 웨이블릿 변환은 식 (4)와 같이 분석 대상 신

호 함수를 식 (3)의 웨이블릿 함수에 투영시키며 분석

하는 것으로 원래 신호의 복잡한 구조를 단순화할 수 

있다. 웨이블릿 분석의 자세한 내용은 Choi (2001)과 

Graps (1995)을 참고하기 바란다. 

신호의 분석과 해석에 탁월한 성능을 보이는 웨이

블릿 변환 분석은 영상이나 소리의 분석과 압축, 특

정 파동의 분석을 통한 물체나 구조물의 손상 진단 

및 특성 해석 등 여러 분야에서 다양하게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면 Lee et al. (2004)는 웨이블릿 변환을 

이용한 콘크리트 라이닝의 비파괴 검사법을 제안하였

다. 또한, 락볼트에서 유도된 신호를 AE(acoustic 

emission) 센서를 통해 수집하고 웨이블릿 변환 분석

을 시행하여 락볼트의 건전도를 평가하는 지표를 제

안하였다(Lee et al., 2007). 비슷한 방식의 연구가 강

관다단의 건전도 평가에도 적용되었는데 강관의 타격

에 의한 유도 초음파를 분석한 결과 그라우팅의 충진

률에 따라 주주파수의 변화를 확인하여 시공의 건전

성을 확인하였다(Hong et al., 2013). 

Fig. 4. Schematic view of time and frequency resolutions of FT, STFT, and WT (modified after Graps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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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 개요 및 자료 수집

본 연구는 천공 시 발생하는 소음의 웨이블릿 분

석을 통해 버튼의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연구

를 위한 자료는 호주 퀸즐랜드에 있는 지하 구리광산

에서 수집되었다. 해당 광산은 중단붕락공법(sublevel 

caving)을 적용한 곳으로 각력질 화강암(brecciated 

granitic rock masses) 지대로 복잡한 황동 광맥

(chalcopyrite veins)이 널리 분포되어 있다. 분석을 위

한 영상 및 소음 자료 수집을 위해 막장에서 약 10 

m 떨어진 점보 드릴의 운전석 앞 유리에 고프로

(Go-pro) 카메라를 설치하였다. 소음은 카메라에 내장

된 마이크로폰을 이용하여 녹음되었으며 이는 128 

kbps의 속도를 갖는 향상된 오디오 압축 코딩 방식

(Advanced Audio Coding (AAC) compression)으로 자

료의 샘플링은 48 kHz로 진행되었다. 

천공에 사용된 드릴은 2개의 드릴 붐이 장착된 센

드빅(Sandvik)의 AXERA7모델이며 비트는 미츠비시

(MITSUBISHI)의 45 PCD tapered 버튼 비트가 사용

되었다. 설계된 천공장은 4.0m이며 두 개의 붐이 동

시에 천공을 시행하였다. 천공 시 평균 추진압, 타격

압, 회전압은 각각 80 bar, 160 bar, 55 bar이며 평균 

분당회전수(rpm)은 220을 유지하였다. 천공 중 공청소

를 위한 평균 이수압은 18 bar을 유지하였으며 평균 

천공 속도는 32 mm/s로 나타났다. Fig. 5는 해당 현

장의 막장 천공 장면을 보여준다. 

천공 시작 후 1287 sec이 지난 시점에 드릴 비트에 

대한 육안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오른쪽 붐

에 장착된 비트의 게이지 버튼 1개가 파손된 것을 확

인하였다. 점검 이후 비트 교체 없이 전체 막장에 대

한 천공이 완료되었고 비트의 파손이 있었던 오른쪽 

비트에서 다른 게이지 버튼의 파손이 확인되었다. 

Fig. 6은 전체 막장 천공 후 2개의 게이지 버튼이 파

손된 오른쪽 붐의 비트를 보여준다. 

6. 천공 영상 및 소음 신호처리 및 결과분석

자료 확보를 위한 천공 중 두 개의 붐이 동시에 

천공되거나 혹은 양쪽 붐이 번갈아 천공(단일 붐 천

공)되는 상황을 분석하기 위해 비디오가 이용되었다. 

Fig. 7은 분석의 일례로 천공 시작 후 600 sec부터 

900 sec까지의 비디오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고프로를 이용해 녹화된 영상에서 음성파일을 

WAV(WAVeform audio format) 포맷으로 추출 후 원

활한 자료처리를 위해 10 sec 단위로 나누었다. 이 자

료는 다시 CSV(Comma Separated Values) 포맷으로 

변환되었으며 이는 48000/sec의 소음 자료로 이루어져 

있다.

6.1 소음 자료의 웨이블릿 변환 분석

수집된 천공 소음 자료로부터 비트가 파손된 이상

점 분석을 위해 웨이블릿 변환을 적용했으며 분석에

는 OriginPro (1992) 프로그램을 사용되었다. 전체 소

음 자료에 대해 웨이블릿 변환 분석을 하여 시간과 

주파수에 따라 변하는 웨이블릿 변환값을 관측하고, 

변환값의 강도가 높은 650 sec부터 680 sec 사이에 대

한 웨이블릿 매트릭스(시간-주파수 스펙트럼)를 생성

하였다. 이어서 시간 분해능을 높이기 위해 해당 구

Fig. 5. A scene of face drilling with AXERA7 (after 

(Kawamura et al., 2017))

Fig. 6. The bit on the right boom after whole face drilling
shows failure of two gauge buttons (after (Kawamura
et al., 2017))



20 웨이블릿 변환 분석을 이용한 천공 중 드릴 비트의 손상 진단

간(650s– 680s)의 웨이블릿 매트릭스를 0.2초 단위로 

재구성하였으며 Fig. 8은 정상상태(a)와 이상점이 포

함된 구간(b)의 시간-주파수 스펙트럼을 보여준다. 

Fig. 8-b의 분석을 통해 약 652.8 sec에 주파수 500 

Hz 부근에서 웨이블릿 변환값이 높은 이상 값을 확

인하였다. 이상점에서 웨이블릿 변환값은 약 0.9이며 

이는 전체 소음 자료에 대한 평균적인 웨이블릿 변환

값인 0.5 – 0.6보다 높았다. 또한, 이상점 분석으로부

터 500 – 600 Hz의 주파수가 비트 파손과 관련이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웨이블릿 변환 분석을 통한 

신호 강도의 평가를 위해 이상점이 발견된 주파수 

500 ~ 600 Hz 사이와 비트 파손 후 강도 값이 커지

는 것으로 판단되는 5.7 ~ 6.2 kHz 구간에 대한 강도 

값을 Fig. 9에 도표화 하였다. 

Fig. 9를 보면 주파수 500 ~600 Hz 구간의 웨이블

릿 변환 강도가 651.0 sec부터 높아지며 1.8 sec 후인 

652.8 sec에 강도 값이 최고치에 이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이상점이 관찰된 시점에 버튼 비트의 파

손이 일어났을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이며 버튼 

파손의 여부는 이후의 천공 속도 분석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Fig. 7. An example of video inspection of drilling sequences between 600 sec and 900 sec after 
drilling start

Time (+650 sec)

Fr
eq

ue
nc

y 
(H

z)

Time (+652.6 sec)

Fr
eq

ue
nc

y 
(H

z)

50
0 

H
z

Fig. 8. Time-Frequency spectrum of a normal drilling condition ((a), 650.0s ~ 650.2s) and at the time interval including the button 
failure ((b), 652.6s ~ 652.8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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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천공 속도 분석

천공 속도의 분석은 현장에서 수집된 영상과 소음

을 동시에 관찰하여 좌우 드릴 붐의 공당 천공 속도

를 각각 계산하였다. 비트가 파손된 시간을 전후로 

분석이 이루어졌으며, 점보드릴의 좌우 붐 당 17공의 

천공에 대해 천공 속도를 각각 계산하였다. 앞서 웨

이블릿 변환을 통해 관측된 오른쪽 붐의 비트 파손 

시간은 천공 속도 분석의 4번째 천공에 해당하였다. 

Fig. 10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점보드릴의 왼쪽 천공 

붐의 경우 전체적으로 32 mm/s의 평균 천공 속도를 

보였으나 천공 중 비트가 파손된 오른쪽 붐의 경우 4

번째 천공 이후 평균 천공 속도가 23 mm/s로 낮아지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천공하며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웨이블릿 변환 분

석과 천공 속도 분석을 통해 주파수 500 ~600 Hz 구

간에서 웨이블릿 변환값이 최대가 되는 652.8 sec에 

점보드릴의 오른쪽 비트의 버튼이 손상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7. 결 론

천공 중 비트 버튼의 손상은 천공 속도를 줄어들

게 하고 다른 버튼의 손상을 초래하는 등 천공 효율

을 급격하게 떨어뜨리는 주요 원인이다. 현장에서 비

트의 손상과 이의 관리는 통상 작업자의 기술력에 의

지하고 있어 비트의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의 

구축이 시급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호주 퀸즐랜드의 

지하 구리광산에서 실시된 점보드릴의 영상과 소음 

자료를 분석해 비트의 손상을 진단할 수 있는 시스템

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소음 분석에는 웨이

블릿 변환 분석이 적용되었다. 현장에서 수집된 소음 

자료의 웨이블릿 변환 분석으로 변환값이 이상 상승

하는 구간이 천공 후 650 sec부터 680 sec 사이에 위

치함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구간에 대해 0.2 sec 단위

로 웨이블릿 시간-주파수 스펙트럼을 확인한 결과 

652.8 sec에 주파수 500 Hz 구간에서 웨이블릿 변환

값이 0.9에 육박하는 이상점을 확인하였다. 이후 영상 

자료의 분석으로 시행된 천공 속도 분석을 통해 버튼 

비트의 손상이 발생한 오른쪽 붐의 천공 속도가 23 

mm/s로 평균 32 mm/s의 천공 속도를 유지한 왼쪽 붐

의 천공 속도보다 9 mm/s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천공 중 비트의 손상 여

부를 웨이블릿 변환 분석을 통해 진단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천공할 때 발생하는 소음에 대한 웨이블

릿 분석을 통한 이상점 분석은 계산은 간단하여 근실

시간 분석 시스템의 구축이 가능하다. 이러한 근실시

간 비트 파손 모니터링 기술을 이용하면 비트가 손상

되는 시점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으며 비트 손상으

로 야기되는 천공 효율의 저감을 막을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이는 향후 자동천공 시스템의 천공 관리를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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