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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illing equipment is an essential part used in various fields such as construction, mining, etc., and it has drawn
increasing attention in recent years. The drilling method is generally divided into three types. There are a top hammer
method that strikes on the ground, a DTH (Down-The-Hole) method that directly strikes a bit in an underground
area, and a rotary method that drills by using rotational force. Among them, the DTH method is most commonly
used because it enables efficient drilling compared to other drilling methods. In the conventional DTH hammer, the
valve between the piston and the bit is opened and closed using a face to face method. In order to improve the
power of the DTH hammer, a DTH hammer with foot valve which is capable of instantaneous opening and closing
is used in the drilling field. In this study, we designed a lab-scale DTH hammer with the foot valve, and manufactured
an evaluation device for the experiment of the DTH hammer. In addition, we analyzed the performance of the DTH
hammer adopted with foot valve according to the pressure range of 3-10 bar. As a result, the internal pressure
distribution in the DTH hammer was experimentally analyzed, and then, the movement of the piston according to
the pressure was predicted. We believe that this study provides the useful results to explai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the DTH hammer with the foot val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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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 설명 

A : 면적 [m2]

F : 피스톤 상승 힘 [N]

P : 압력 [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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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공장비는 지열, 광산, 건설, 에너지 분야 등 다양한 분에서 필수적으로 활용되며 최근 상기 산업의 고

도화로 인해 그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상기 천공장비 중에서 DTH(Down-The-Hole) 해머는 고효율, 비용

절감, 친환경적인 측면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DTH 해머는 시추기의 마스

터에 부착되어 타격이 발생되고 이러한 타격력으로 시추가 이루어진다. 이 때 상기 DTH 해머는 압축공기

를 동력원으로 작동 된다.

DTH 해머의 작동 방식과 장점에 관하여 간단히 설명하면, DTH 해머는 압축된 공기로 유도된 피스톤의

타격력과 시추기 상부에 위치한 로터리 헤드가 회전 운동에 의하여 시추가 이루어진다. 이러한 방식은 타

격부가 지반에 직접 닿아 있기 때문에 타격하는 탑(top) 해머 방식에 비하여 작업 효율이 높고 또한 타격

이 없는 로터리 방식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빠른 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DTH 해머는 주로 1 km

미만의 얕은 심도에서 적용되었지만 최근 컴프레서 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장심도에서도 DTH 해머의 적

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기존의 DTH 해머가 장심도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타격 주파수 및 타

격 에너지, 그리고 소재 내구성 등의 항목에 대한 성능 향상이 요구된다.

DTH 해머에 대한 이전 연구를 살펴보면, 초기에는 실험법의 부재와 컴퓨터 활용이 보편적이지 않아 대

체적으로 이론에 근거하여 타격 성능을 예측하는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론적 해석 기법의 대표적 모델은

응력파 이론이며, Hustrulid와 Fairhurst는 초기 이 분야의 선도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1-5]. 그 후 Lundberg

는 상기 응력파 이론을 탑 해머 방식, DTH 해머 방식 그리고 churn 방식 등 다양한 타격방식에 적용하였

다[6-8]. 이후 컴퓨터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상기 응력파 방정식을 이용한 타격 특성에 대한 심층적인 연

구가 수행되기 시작했다. Lundberg는 앞서 언급한 단순화된 응력파 방정식에서 비선형 항을 고려하여 보

다 실제적인 타격을 모사하는 응력파 방정식을 컴퓨터에 이용하여 해석하였고, 타격 응력 그리고 작용하

는 힘이 실험값과 잘 일치함을 보였다[9, 10]. 그리고 Chiang와 Elías는 타격 시 발생하는 에너지 전달 현

상, 비트(bit) 와 암반의 타격 관계 그리고 암반의 파편화 과정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11]. 최

근에는 보다 최적화된 설계 기법을 이용하여 타격 성능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입자 군집 최적화 기법[12],

GA 및 PSO 기법[13], Rayleigh 기법[14] 등의 방법을 도출하였다. 이와 같이 대부분의 연구는 이론 및 수

치해석에 의존하여 수행되었고, 실험적인 연구는 미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실험을 위해서는 고가

의 실험 장치와 타격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뿐만 아니라 방진 시설 등의 추가적인 건축물이 구비되어야하

기 때문이다[15].

실제 DTH 해머의 구조는 형상이 3차원이긴 하나, 다른 탑 해머, 로터리 방식 등에 비하여 비교적 단순

한 형상을 지닌다. 이러한 DTH 해머는 기존 방식에 비하여 형상이 단순하다는 장점과 더불어 시추능력이

타 방식에 비하여 우수하기 때문에 산업분야에서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최근 DTH 해머는 컴프레서 기술의 향상에 힘입어 장심도 시추에 적용되기 시작하고 있다.

기존 DTH 해머가 장심도 시추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기존 DTH 해머 내부의 밸브 개폐 방식이 개선되어

야 한다. 기존의 DTH 해머는 피스톤이 바닥과 비트 상부 면의 접촉 유무에 따라서 밸브의 개폐가 이루어

진다[16, 17]. 따라서 장심도 시추 시 시추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타격수를 향상시킴과 더불어 타격에너지

를 획기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DTH 해머에 풋밸브(foot valve) 방식을 적용하여 기

존의 밸브 개폐 방식에 비하여 보다 급작스런 개폐가 가능하도록 구조를 변경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풋

밸브를 적용에 따른 DTH 해머의 급작스런 개폐 특성을 상세하게 규명 할 수 있는 연구는 아직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에서 언급한 풋밸브 방식이 적용된 DTH 해머의 성능 특성을 실험적으로 분석

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위해서 실험실 수준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DTH 해머를 설계하고, 상기 DTH 해

머를 테스트하기 위한 시험 장치를 설계하고 이를 제작하였다. 상기 DTH 해머의 성능 특성을 정량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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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하기 위해서 해머 내부 주요 부분에서의 압력의 분포를 실험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를 이용하여 해

머 내부 피스톤의 움직임을 예측하였다.

2. 실 험

2.1 DTH 해머의 구조

본 장에서는 실험실에서 테스트가 가능한 수준의 소형 DTH 해머의 구조와 설계 방법에 대하여 기술하

고자 한다. 먼저 Fig. 1은 기존의 일반적인 DTH 해머의 구조를 나타낸다. 아래 그림에 도시된 바와 같이

DTH 해머는 로터리 헤드 아래에 장착되는 탑서브, 공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체크밸브, 피스톤으로 공기를

전달하는 리지드밸브, 비트를 타격하는 피스톤, 피스톤이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가이드슬

리브, 그리고 지반을 직접적으로 시추하는 비트로 구성된다.

Fig. 2는 본 연구에서 개발된 DTH 해머의 개략도를 나타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실험용 DTH 해

머와 기존의 DTH 해머의 차이점을 나타내었다. 먼저 Fig. 2의 왼쪽은 기존의 DTH 해머로 가이드슬리브

Fig. 1. Structure of DTH hammer

Fig. 2. Schematic diagram of DT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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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구비되어 있으며, Fig. 2의 오른쪽은 본 연구에서 개발한 DTH 해머로서 가이드 슬리브가 제외되고 풋

밸브가 구비된 DTH 해머의 도해를 나타내고 있다. 가이드슬리브는 피스톤이 비트를 안정적으로 타격할 수

있게 도와주는 역할을 담당하며, 풋밸브는 피스톤 외부의 고압의 기체가 순간적으로 외부로 배출시키는 역

할을 한다. 풋밸브를 사용하는 효과는 밸브를 닫았을 경우에는 완벽한 기밀을 형성하고, 개방 시에는 급작

스런 개방을 가능하도록 한다.

2.2 DTH 해머의 설계

Fig. 3은 본 연구의 DTH 해머를 설계하기 위한 절차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DTH 해머의 핵심 부품

을 구성하는 풋밸브, 피스톤 그리고 리지드밸브의 설계 방법만 언급하는 것으로 하며, 자세한 설계 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공기가 비트에서 외부로 배출될 때 지나는 홀(hole)의 지름을 기준으로 하여 풋밸브 하

부의 외경을 선정하고, 상부의 외경은 피스톤의 내경과 동일하게 설계하였다. 풋밸브의 길이는 피스톤의

스트로크와 관계하므로 슬리브 내부에서 피스톤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설계하였다. 피스톤의

외경과 길이는 슬리브 내부 공간을 감안하여 선정하고, 피스톤 상부에 위치한 2개의 홀 간격이 스트로크

이므로 풋밸브 상부의 길이보다 더 길게 선정하여 공기가 구조적으로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리

지드밸브의 하부 지름은 피스톤의 내경과 일치하고 리지드밸브의 길이는 피스톤이 하사점으로 이동했을

때 피스톤의 홀과 리지드밸브 홀이 연통할 수 있도록 그 길이를 설정하였다. 설계 파라미터 결정을 위한

자세한 설명은 본 연구에서는 생략하기로 한다.

피스톤을 설계하기 위해서는 우선 실험을 위한 압력 조건의 범위를 설정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

실험을 통해 압축기의 압력 약 3~10 bar 수준으로 실험을 진행 할 예정이다. 따라서 피스톤도 상기 실험

조건에 적합하도록 3~10 bar 수준에서 왕복 운동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실제 피스톤을 상승시키는 힘

이 작용하는 면적은 아래 식 (1)과 (2)를 통해서 계산되었다. 상기 식을 이용하여 계산된 면적은 식 (3)에

의하여 힘으로 계산 될 수 있다. 여기서 P는 압력으로 해당 피스톤 면적에 가해지는 유체의 압력을 의미

한다. 피스톤의 경우 급격한 압력의 변화의 의해 계속 상승과 하강을 반복하므로 피스톤으로 가해지는 힘

을 충분히 버틸 수 있도록 설계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서 계산된 작용 면적의 넓이와 힘의 결과를 토대

로 피스톤의 무게는 약 0.5 kgf로 결정하였다. 

(1)

(2)

(3)

A = 
d2

4
---------

A = 2  
a

b

 f x  1 f  x  
2

+ dx, f x  = ax + b

F = PA

Fig. 3. Design procedure of DT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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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Fig. 4에 도시한 실험 장치를 이용하여 풋밸브가 장착된 DTH 해머의 성능을 파악하고자 한다. 공기는 압

축기로 인하여 고압으로 압축되며 배관을 통해 압력용기로 전달된다. 압력용기의 공기는 DTH 해머로 연

결된 배관의 밸브를 개방하여 해머로 전달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압력 범위에서 실험을 수행하고자

설정압력(P1) 기준 총 7가지(3, 4, 5, 10, 15, 20 25 bar) 압력에 대하여 5회 반복 시험을 수행하였다. 측정

된 압력 데이터는 타격이 발생하고 충분한 시간이 지난 후 압력의 변화가 시간에 따른 편차가 없는 구간

에서 수집하였다. 데이터 수집 장치는 500 Hz의 시간 분해능을 가진다. 아울러 앞서 언급한 설정압력 세

팅은 실험자가 매 실험 시 설정하고 상기 설정압력에 따라서 타격이 발생하면 그 때의 해머 상부(P2) 및 피

스톤 내부의 압력(P3, P4)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Fig. 5는 다양한 설정압력(P1)에 대한 P2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아래 Fig. 5에 도시한 바와 같이 P1의 압

력이 4 bar 이하로 낮을 때는 타격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 결과 그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시간에 대하여

압력의 변화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압력이 4 bar 이상이 될 경우 타격이 일어나고 이러한

타격은 P1이 증가 할수록 P2의 압력도 상승함은 물론, P2의 주기와 진폭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

다. 이는 공기가 리지드밸브에서 피스톤으로 전달되었을 때는 P2의 압력이 하강하고, 전달되지 못할 때는

P2의 압력이 상승하여 나타난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P1이 증가함에 따라서 P1과 P2의 압력차이 또한 현

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Fig. 6은 P1의 증가에 따른 P3의 변화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P2의 경향과 유사하나 압력 파형의 주기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진폭의 변화 또한 커진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는 피스톤의 상부와 하부에서 공기의 팽창과 압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아

울러 피스톤의 거동도 활발하다는 사실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Fig. 7은 P4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

Fig. 4.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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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러한 주기성이 뚜렷하고 진폭의 크기가 P3에 비하여 더욱 크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

는 피스톤의 중력효과가 작용하여 압력의 변화폭이 P3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

다른 이유는 P4 근방의 유체가 머무르는 공간이 P3 공간에 비하여 비트 배출구와 더 인접해 있기 때문에

유체가 더욱 원활하게 배출되는 현상으로 해석될 수 있다. 

Fig. 5. Pressure (P2) distribution of DTH hammer 

Fig. 6. Pressure (P3) distribution of DTH ha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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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스톤의 왕복운동은 공기의 압축과 팽창으로 발생된다. 피스톤의 위치를 예측하기 위하여 Fig. 8에서와

같이 압력 분포 결과를 이용하였다. Fig. 8은 P1이 10 bar 일 때 해머 내부 압력(P2, P3, P4)을 나타내며, 그

래프의 가로축은 데이터를 획득한 시간 간격을 의미한다. 아래에 Fig. 8에 도시된 바와 같이 빨간색 원은

P4의 압력이 최하점을 의미하고, 이 경우 피스톤은 위치는 하사점에 위치한다. 이 후 동시에 리지드밸브에

공기가 슬리브를 통하여 P4의 공간에 다시 채워지며, 이러한 결과로 Fig. 8의 파란색 원에서 압력은 다시

최고점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Fig. 8의 붉은색 점선 네모 구간에서 피스톤의 1회 왕복이 수행되며, 파란

색 원의 위치가 이 피스톤이 상사점에 위치한 상황이라 예측 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하나 압력의 절대적 크

Fig. 7. Pressure (P4) distribution of DTH hammer

Fig. 8. Pressure distribution of P2, P3 and P4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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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정반대의 값을 가지는 P3를 고려하면, P4압력이 최하점(붉은색 원)에 위치한 시간에서 P3의 압력치는

최고점에 이르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피스톤 상부 압력 P3가 계측되는 공간이 피스톤의 상사

점 공간과 일치하기 때문이다.

4. 결 론

기존의 DTH 해머는 피스톤과 해머 간의 밸브가 단순히 면대면 방식으로 개폐가 이루어지는 접촉식 밸

브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풋밸브를 적용한 DTH 해머의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풋

밸브가 장착된 DTH 해머를 랩스케일 수준에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DTH 해머의 핵심 부품 풋밸브, 피스

톤 및 리지드밸브를 설계하였다. 그리고 성능 테스트를 위한 시험 장치를 설계하고 제작하였다. 그 결과 설

정압력(P1)이 증가함에 따라서 피스톤 내부 압력의 변화를 확인하였고, 이러한 압력의 변화폭은 피스톤 하

부(P4)에서 현저하게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내부 압력 결과를 이용하여 피스톤의 상사점과 하사점을

실험적으로 예측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풋밸브가 적용된 DTH 해머의 기초적인 성능 특성 연구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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