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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n Blast Effects of Stemming Materials by Trauzl Lead Block 

Test and Numer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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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widely used method for determining the blast effects of explosives is the Trauzl lead block 

test. This test is used to measure the explosive power (strength) of a substance by determining volume increase, 

which is produced by the detonation of a test explosive charged in the cavity of a lead block with defined quantity 

and size. In this paper, Trazul lead block test and AUTODYN numerical analysi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coupling medium effect of blast hole. The effects of coupling materials can be expressed as the expansion of the 

cavity in a standard lead block through explosion of the explosives. The tests were conducted with emulsion 

explosives. The coupling mediums used as the filling material around a explosive charge were air, sand, water 

and gelatine. Results of test and numerical analysis showed that expansion of lead block were much more affected 

by water&gel than by sand and air. The water and gel showed similar results. As expected, the transmitted pressure 

and dynamic strain was higher in water and gelatine coupled blast hole than in air and s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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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트라우즐 연주시험은 폭발물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이다. 일정크기 연주기둥 중앙의 발파

공 내부에서 폭발에 의한 용적 확대량을 측정하여 폭발력을 측정하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공 내부 

폭약주변의 채움재에 따른 폭발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하여 트라우즐 연주시험 및 AUTODYN 수치해석을 하였

다. 사용폭약은 일반 에멀젼 폭약을 적용하였고, 디커플링 조건과 모래, 물, 젤라틴의 충전재를 선정하였다. 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연주블록 발파공의 확대 정도는 물과 젤라틴이 유사하였고, 모래, 디커플링 조건 순으로 확대

치를 나타냈다. 또한 연주기둥 외곽에서 측정한 동적 변형률 및 수치해석 전달압력의 경우 시험결과와 상응하였

고, 같은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핵심어 트라우즐 연주시험, AUTODYN 수치해석, 충전재, 젤라틴

1. 서 론

전색물은 발파공 내에서 높은 충격압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여 파쇄도가 좋아지도록 만든다. 발파공은 

밀장전하는 것이 효과적이지만, 폭약의 포장상태에 

따라 또는 장약 비중의 유지를 위하여 다짐을 하지 못

하는 경우도 많다. 이때 적절한 전색물을 충전재로 사

용하게 되면 더욱 좁아진 발파공 내 체적 때문에 더 

높은 압력이 발생하고 이 압력이 주변 암반으로 잘 전

파될 수 있어서 파쇄도가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더 적은 화약으로도 효율적인 발파가 될 수 있

고 결과적으로 발파경비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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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과 양형식, 2017). 일반적으로 물은 발파공 내부에

서 전색물 및 충전재로 사용하였을 때 일 효과 측면에

서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다. Zhu는 폭발과 같은 동

적하중 하에서 발파공 내부폭약과 공벽과의 공간에 

물, 모래, 공기의 채움재에 따른 AUTODYN 수치해

석을 하였으며, 이중 물의 경우가 가장 확장된 파쇄영

역을 생성하였고, 충격파 전달에서도 탁월한 매개물

이라 해석하였다(Zhu et al., 2008). 인장 응력이 암석

의 최대 인장강도를 초과하면 균열이 발생한다. 이때 

물에 의한 충격파의 반사 및 버블펄스 등에 의해 큰 

하중이 작용하며 암석의 변형과 변위가 더욱 발생하

게 된다. 물은 공기 과압에 의해 팽창하며 그 에너지

는 암반으로 전달되어 파괴 및 균열을 생성하고 이어

서 높은 압력의 수증기는 균열부로 방출되며 균열확

장에 기여한다(Bohloli et al., 2001). 

물의 경우 발파결과에 있어 탁월한 매질이라 할 수 

있으나, 물은 형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며, 수밀 등의 

문제로 수직 발파공 외에 터널과 같은 수평 발파공에 

적용하기가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물을 대체하기 위

한 충전 재료로서 형태를 가지며, 충격파 전달에 있어 

물과 유사한 재료인 젤라틴을 선정하고 발파공 내부 

폭약 주변의 채움재에 따른 폭발영향을 비교·분석하

기 위하여 연주확대시험 및 수치해석을 하였다. 사용

폭약은 일반 에멀젼 폭약을 적용하였고 디커플링 조

건과 모래, 물, 젤라틴의 충전재를 각각 적용하여 효

과를 비교하였다. 

2. 연주시험 

2.1 연주블록 형태 및 시험방법 

연주확대시험의 연주블록형태는 Fig. 1과 같다. 기

둥 높이 및 직경은 200mm이며, 중앙의 발파공 직경

은 25mm, 공 길이는 125mm를 적용하였다. 사용폭약 

시료는 H사의 일반 에멀젼 폭약을 직경 12mm, 길이 

150mm의 튜브에 삽입하여 전기뇌관으로 기폭 하였다. 

연주블록 발파공과 폭약 시료 간의 공간에 충전한 

커플링 매질의 경우 모래, 물, 젤라틴을 채워 실험하

였으며, 또 충전되지 않은 경우로 공기를 충전물로 간

주하였다(Fig. 2). 

연주블록 중앙 표면에 수평, 수직 방향으로 변형률 

Fig. 1. Schematic of lead block test. 

(a) non coupling material(air)

(b) sand

(c) water

(d) Gelatine

Fig. 2. Coupling materials of lead block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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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이지를 부착하여 폭발과정에서의 동적 변형률을 측

정하였으며, 샘플링 간격은 3 ㎲로 설정하였다. 

2.2 시험결과

 연주 블록 발파공 내부 폭약 주변의 채움재에 따

른 폭발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연주확대시험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폭약 시료 기폭 전 발파공의 

초기용적은 공기, 모래, 물, 젤라틴 각각 65.5cc, 

65.5cc 65cc, 65cc로 측정되었고, 기폭 후 연주 블록 

확대치는 물과 젤라틴의 경우가 380cc로 같이 높았다.

모래의 연주확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커플링 매

질별 위력을 산정하였을 때 공기(Air)의 경우는 0.94, 

물과 젤라틴은 같이 1.14로 평가되어 발파공 내부 충

전물로써 사용에 있어 물과 젤라틴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조건별 연주 블록 발파공의 확대형상은 방추형

으로 내부에서 공 입구 부분으로 크기가 줄어드는 형

태로 나타났다. 초입 확장크기는 젤라틴, 모래, 물, 충

전재 없음 순으로 나타났으나 용적 확대치 결과와 큰 

상관성을 보이진 않았다(Fig. 3).

측정된 동적 변형률의 결과는 Fig. 4와 같다. 최대

변형구간은 축, 횡 방향 모두 약 200ms의 시간 동안 

지속하였고, 물과 젤라틴의 경우가 대동소이하였으며, 

공기 및 모래보다 높은 동적변형률을 나타냈다. 이때 

축 변형률보다 횡 변형률의 경우가 두 배가량 높게 나

타났다. 

Table 1. Results for blast hole expansion of lead block test

Air Sand Water Gelatine

Before 

blasting
65.5cc 65.5cc 65cc 65cc

After 

blasting
315cc 335cc 380cc 380cc

Expansion 

rate
481% 511% 585% 585%

(a) non coupling material(air) (b) sand

(c) water (d) Gelatine

Fig. 3. Variation of blast hole diameter after explosion. 

(a) axial strain

(b) lateral strain

Fig. 4. Dynamic strai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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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UTODYN 수치해석 

3.1 해석모델

커플링 매질에 따른 연주확대시험 AUTODYN 해

석에서 공기와 물의 물성은 Material library자료를 사

용하였고 모래, 젤라틴의 물성은 참고문헌들(Antoun 

et al, 1912; Hamilton, 1969; Yoon et al, 2015; 

Awoukeng et al, 2014; Cook et al, 2011; Winter et 

al, 1975)을 조사하여 적용하였다. 

공기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EoS, equation of 

state)을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물질은 충격 EoS를 적

용하였다. 상태방정식은 외부하중에 대한 재료의 부

피 및 형상변화를 좌우하는 방정식으로서 상태에 따

라 다른 구성 방정식이 적용된다. 

Table 2는 모래, 젤라틴의 물성으로서 충격 EoS 적

용에 필요한 물성들이다. Table 2에서 는 밀도, 는 

탄성파 전파속도이고 는 충격을 받은 물질의 이동속

도와 관련된 계수이며 
  Hugoniot 폭굉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Awoukeng et al, 2014, Huang, 

2015). 

는 폭굉 식에서 사용되는 Grüneisen 변수이다. 

높은 수준의 충격 상태 방정식에서는 Grüneisen 변수

나 탄성파 속도가 최대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밀도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며 여기서 


 폭굉파 속도


 진동속도이다. 

연주블록 모델의 형상은 Fig. 5와 같다. 해석시간 

단축을 위해 실제 연주확대시험 연주블럭의 Axial 

symmetry 대칭모델을 구성하였고, 연주블록은 

Table 2. Properties of coupling materials

Materials
Density 

D(cm3)

Sound 

velocity 

c (m/s)

Coefficient 

s

Grüneisen 

parameter



EoS

Air 0.001225 - - - ideal gas

Sand 1.5 1694 1.75 0.6 shock

Water 0.998 1647 1.92 - shock

Gelatine 1.03 1520 1.87 0.17 shock

(a) non coupling material(air)

(b) sand

(c) water

(d) Gelatine

Fig. 5. AUTODYN numerical model of lead bl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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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grange part로 물성은 Table 3을 적용하였고, 발파

공 내부 충전재와 폭약의 경우 Euler part로 구성하여 

Euler/Lagrange Coupling 해석을 하였다. 

폭약은 에멀젼 폭약으로 하였으며 JWL모델을 적용

하였다(Table 4). 공기의 대기조건 부여를 위해 내부

에너지를 표준대기조건인 2.068×105J/kg을 부여하였

다. 연주블록모델 외곽은 free boundary 조건으로 적

용하고, 오일러 영역 외부는 전달된 기체의 유동을 위

해 flow out 조건을 적용하였다. Euler part의 요소 수

는 32,481개, Lagrange part의 요소 수는 80,601개였

다. 압력이력을 구하기 위하여 한 개의 게이지를 연주

블록 외곽 중앙지점에 지정하였다.

3.2 해석결과

각각의 충전물질에 대한 연주확대시험 수치 모델의 

발파공 확장 결과는 Fig. 6과 같다. 연주 발파공의 초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lead block

Materials Density D(cm3)
Sound velocity 

c (m/s)
Coefficient s

Grüneisen 

parameter 


EoS
Shear modulus

(kPa)

Lead 11.34 2006 1.429 2.74 shock 6.0e+06

Table 4. JWL, C-J Characteristics values (Emulsion) 

A (GPa) B (GPa) R1 R2 

243 7.671 4.991 1.967 0.499

(a) non coupling material(air) (b) sand

(c) water (d) Gelatine

Fig. 6. Blast hole expansion for different coupling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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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용적은 61cc 이었으며, 해석종료 후 채움재 없음, 

모래, 물, 젤라틴의 경우가 각각 305, 359, 399, 420cc

로 나타났다(Table 5). 이중 젤라틴 충전의 경우가 초

기용적에서 확장률 688 %로 가장 높은 용적 확대를 

보였다.

3.3 결과 비교

연주 블록 발파공 내부 폭약 주변의 채움재에 따른 

폭발영향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 모델의 게

이지 설정 지점 압력 이력은 Fig. 7과 같다. 채움재 없

음 해석모델의 측정점에서의 최대압력은 113 MPa로 

나타났고, 모래 306 MPa, 물 356 MPa, 젤라틴 358 

MPa로 물과 젤라틴의 경우가 거의 같은 결과를 보였

다(Fig. 8). 

폭발성 물질의 폭발에 따른 물과 같은 유체가 가지

는 압력 영향은 대표적으로 최대압력 이후 수차례의 

맥동 운동과 일반 커플링 물질과는 상대적으로 긴 압

력 지속 시간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최대압력 이후 

Table 5. Results for blast hole expansion of AUTODYN lead block model

Air Sand Water Gelatine

Before blasting 61cc 61cc 61cc 61cc

After blasting 305cc 359cc 399cc 420cc

Expansion rate 500% 588% 654% 688%

(a) non coupling material(air) (b) sand

(c) water (d) Gelatine 

Fig. 7. Pressure history for different coupling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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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 반응 때문에 가스로 변환된 압력은 충격파 발생 

이후 고압의 가스 구체(gas bubble)를 형성하고, 이러

한 고압 버블은 주기적인 팽창과 수축의 맥동 운동

(pulsating motion)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Fig. 9는 연주 블록에서 젤라틴 충전물 모델의 압력 

이력 및 맥동을 나타낸다. 채움재 없음(Air) 및 모래

의 압력이력과 달리 수차례의 맥동 운동을 보였으며, 

첫 번째 맥동에서 65 MPa, 이어서 46, 28 MPa 정도

로 나타났다. 물 및 젤라틴의 경우가 높은 연주 확대

치를 나타낸 결과는 이러한 맥동 운동이 기인하였음

을 시사한다.

4. 결 론

 

일반적으로 물의 경우 좋은 발파결과를 위한 탁월

한 충전 및 전색물질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물은 형

태유지 측면 및 수밀 등의 문제로 다양한 발파환경에 

적용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물을 대

체하기 위한 충전 재료로서 형태를 가지며, 충격파 전

달에 있어 물과 유사한 재료인 젤라틴을 선정하였으

며, 선정재료의 실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연주확대

시험 및 수치해석을 하였다. 시험 및 AUTODYN 수

치해석을 통해 다음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1) 모래의 연주확대 경우를 기준으로 하여 커플링 매

질별 위력을 산정하였을 때 공기(Air)의 경우는 

0.94, 물과 젤라틴은 같이 1.14로 평가되어 발파공 

내부 충전물로써 사용에 있어 물과 젤라틴이 우수

한 것으로 검증되었고, 측정된 동적 변형률에 의하

면 물과 젤라틴의 경우가 공기 및 모래보다 높은 

동적 변형률을 나타냈다. 

2) 연주확대시험 및 수치해석 결과 모두 같은 경향을 

나타냈고(Fig. 10), 연주 블록 발파공의 확대 정도

는 물과 젤라틴이 유사하거나 젤라틴이 근소하게 

높았으며, 모래, 채움재 없음 순으로 확대치를 나

타냈다.

3) 연주 블록 AUTODYN 수치해석에서 젤라틴, 물

의 충전물 모델에서 수차례의 맥동 운동을 보였으

며 물과 젤라틴의 경우가 높은 연주확대 결과를 

나타낸 것은 이러한 맥동 운동이 기인하였음을 시

사한다.

4) 맥동 운동은 주기마다 압력의 최소 수축 점에서 

폭발 공동이 붕괴하면서 압력 펄스를 주기적으로 

Fig. 8. Peak pressure for different coupling medium.

Fig. 9. Pressure pulsation of Gelatine coupling case.

Fig. 10. Comparison of lead block test and numer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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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출하게 된다. 젤라틴 및 물과 같은 유체를 발파

공 내부에 전색 및 폭약 주변에 충전하여 사용할 

시 발파공벽에 대한 충격압의 지속시간 증가 및 

압력 펄스의 다단작용으로 발파 효과는 상승하며, 

비교적 적은 장약량으로도 일반계산 장약량에 상

응하는 발파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젤라

틴의 경우 물과 같은 긍정적 발파 효과 재고가 가

능함을 확인하였고, 젤라틴의 경우 형태유지 및 수

밀 용이성의 측면에서 물보다 적용성이 뛰어날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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