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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석이나 콘크리트 등과 같은 비금속 구조재료들

은 발파나 고속충돌 등에 의한 동적하중조건에서 일

반적인 정적하중상태와는 매우 상이한 파괴거동 및 

역학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

암석시료 내 동적하중 분배특성이 동적일축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성에 관한 연구 

오세욱1), 민경조1), 박세웅1), 박 훈2), 석철기2), 조상호1)*
2)

The influence of dynamic force balance on the estimation of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Se-Wook Oh, Gyeong-Jo Min, Se-Woong Park, Hoon Park, 

Chul-Gi Suk, Sang-Ho Cho

화약⋅발파( 한화약발파공학회지)
제37권 제1호, 2019년 3월, pp. 14~23

EXPLOSIVES & BLASTING, Vol. 37, No. 1, 2019, pp. 14-23
https://doi.org/10.22704/ksee.2019.37.1.014 

Abstract It has been an always issue for the blasting or the impact analysis to consider the strength 
characteristics of the rock materials associate with loading rate dependency. Due to the nature of transient 
loading, the dynamic rock test requires a careful technique to achieve the stress equilibrium state of the 
specimen.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ock dynamic strength and the stress 
equilibrium state, a series of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tests for Pocheon granite were performed. As a 
result, the unbalanced stress state on the specimen can lead to the premature failure on the specimen and 
the less estimation of dynamic strength characteristic as well as the overestimation of strain rate. 
Consequently, a careful consideration of rock fracture process to achieve the dynamic force balance on the 
specimen should be required to make an reasonable evaluation of rock dynamic strength. 

Key words SHPB system, Dynamic compression test, Stress equilibrium state, Premature failure, Dynamic 
force balance

초 록 암석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취성재료의 경우에는 역학적 강도의 하중속도 의존성을 보임에 따라 발파 및 

충격해석에 있어 이를 반영코자 하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다. 이와 같은 암석의 동적강도의 경우에는 순간적으로 

높은 하중이 작용하는 동적하중의 가압특성에 따라 시험편 내의 응력평형상태를 고려한 평가가 수행되어야함이 

제안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플릿 홉킨슨 압력봉 장비를 이용한 포천 화강암의 동적일축압축강도 실험을 통

해 응력평형조건의 충족 유무에 따른 암석의 동적파괴과정 및 역학적 강도특성에 해 고찰하였다. 연구결과 적

절한 응력평형상태가 이루어지진 않은 상태에서 평가된 암석의 동적일축압축강도는 상 적으로 과소평가되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하중의 가압면에서 발생하는 조기파괴에 따른 에너지 파괴에너지 손실 및 변형률속도 과

평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결론적으로 합리적인 동적강도 평가를 위해서는 암석의 변형거동특성에 한 

분석 및 파괴패턴에 한 검토를 통한 응력평형조건의 세밀한 검증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어 홉킨슨 압력봉, 동적일축압축시험, 응력평형상태, 조기파괴, 동적하중 분배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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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고려한 암석 동적파괴과정에서의 하중속도 의존성

(loading rate dependency)을 반영코자 하는 노력이 최

근 국내외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다(Chen et al., 

2009, 최미진 외, 2008; Dai et al., 2010; 양정훈 외, 

2011 ; Cho et al., 2015). 암석의 동적강도특성 및 하

중속도 의존성의 평가에는 스플릿 홉킨슨 압력봉

(Split Hopkinson Pressuer Bar, SHPB)장비를 이용한 

실험기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SHPB 시스템을 이

용한 암석의 동적특성평가는 기법 자체의 원리는 비

교적 단순한편이나, 합리적 결과의 도출을 위해서는 

평가조건 및 결과분석에 한 세밀한 고려가 필요시 

된다. 이에 한 표적인 사안이 시험편의 응력평형

상태(Stress equilibrium state)충족에 한 부분으로, 

이는 역학적 특성 산정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Zhou et 

al., 2012). 국제암반공학회(International Society for 

Rock Mechanics and Rock Engineering, ISRM)에서는 

암석의 동적강도평가에 한 권장시험법(Suggestion 

method)을 통해 응력평형상태 조건을 권고사항으로써 

제시하고 있으나, 평형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른 암석

의 파괴특성 및 역학적 강도의 차이점 등에 한 실

증적 연구사례 자체는 부족한 실정이다(ISRM, 2015; 

Xia et al., 2015; Zhou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화강암을 상으로 한 동적일축압

축강도 평가실험을 통해 응력평형조건의 충족여부에 

따른 암석의 동적파괴특성과 더불어 결과로써 산출된 

역학적 강도가 갖는 의미에 한 실증적 고찰을 수행

하고자 하였다.

2. SHPB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일축압축강도 

평가

2.1 실험 방법 및 원리

본 연구에서 암석의 동적일축압축강도 평가에 사

용된 SHPB 시스템은 약 1/s에서 104/s 사이의 변형률

속도 조건에서 재료의 동적물성평가에 이상적인 실험

장비로 알려져 있다(Xia et al., 2015). Fig. 1은 본 연

구에서 사용된 SHPB 시스템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으

로, 이는 동일한 축 상에 위치하는 세 개의 금속봉을 

기본구성으로 한다. 암석 시험편의 경우, 각각 입사봉

(Incident bar)과 전달봉(Transmission bar)으로 불리는 

두 봉의 사이에 밀착하여 위치하게 되며, 가스건 등 

추진시스템에 의해 발사된 충격봉(Striker bar)이 입사

봉을 타격함으로써 동적하중을 생성, 전달하게 된다. 

실험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하중 및 변형거동

에 한 정보는 입사봉과 전달봉에 부착된 변형률게

이지를 통해 측정하며, 증폭기를 통해 연결된 데이

터 기록시스템을 통해 모니터링 할 수 있다.

SHPB 시스템은 봉의 단면에 해 1차원 면하중을 

가압하는 장비로써, 1차원 탄성파 전달이론에 기반하

여 하중 및 변형에 한 정보를 산출한다. Fig. 2에 

묘사된 바와 같이 시험편이 입사봉 및 전달봉과 맞닿

아 있는 양 단면에 가해지는 동적 하중 PIB 및 PTB 

는 다음의 식(1)과 같이 계산되며, 이 때 발생하는 변

위  및   는 식(2)를 통해 산출할 수 있다

(Kolsky, 1949; Gray, 2000) : 

            (1)

Fig. 1. Schematics or dynamic compression testing method by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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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 , 는 봉의 단면적, 영률, 압축

파속도이며, ,  , 는 각각 봉으로부터 측정된 입

사 변형률, 반사 변형률 및 전달 변형률을 나타낸다.

SHPB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하중이나 변형에 

한 정보는 시간에 한 함수로써 다뤄지기 때문에, 

시험편에서의 응력 , 변형률 , 변형률속도  는 위

의 식 (1)과 (2)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Kolsky, 1949; Gray, 2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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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식에서 , 은 시험편의 단면적 및 압축파속

도이며, 은 시험편의 길이를 나타낸다. 

2.2 시험편 준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동적일축압축실험의 수행을 위해 

국내 경기도 포천지역에서 생산되는 보 화강암(이

하 포천 화강암)을 사용하여 18개의 시험편을 제작하

였다. 시험편의 형상은 국제암반공학회에서 제안하는 

시험편 제작기준에 따라 원판(Disk shaped)형상의 직

경 30mm, 길이 15mm의 규격을 갖도록 제작하였다

(Fig. 3). 일반적인 정적하중상태에서의 일축압축시험

의 경우, 시험편 길이에 한 직경의 비율이 약 1.5∼

Fig. 2. Loading mechanism on SHPB system.

Fig. 3. Photographs of Pocheon granite specimens for dynamic compressi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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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배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제시하고 있으나, 동적 하

중조건에서의 역학적 특성 실험들의 경우, 고속으로 

작용하는 가압하중의 특성상 관성에 의한 영향을 고

려해야만 하므로 별도의 조건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

행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와 관련하여, Dai et 

al.(2010)은 연구결과를 통해 동적일축압축시험 시 시

험편의 종횡비가 0.5∼2.0 사이의 조건에서는 동적일

축압축강도에 큰 영향이 없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 

국제암반공학회에서 제안하는 동적일축압축시험법의 

경우에는 0.5 또는 1.0의 종횡비를 권장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0.5의 종횡비를 갖도록 시험편을 제작하

였다. 제작된 시험편에 한 기초물성측정결과는 

Table 1에 기재한 바와 같다.  

2.3 펄스성형 기법의 적용

SHPB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강도실험의 경우, 정적

일축압축시험법과 마찬가지로 시료 전체에 한 하중 

평형조건을 가정하여 강도를 산출하고 있다. 정적하

중의 경우에는 시료의 가압이 매우 느리게 진행됨에 

따라 시료의 하중 평형(응력평형상태)을 별도로 고려

할 필요가 없으나, 순간적으로 높은 하중이 가해지는 

동적실험의 경우, 이를 위한 펄스성형 기술(Pulse 

shaping technique)의 적용이 필요시 된다. 펄스성형 

기술은 물리적인 방법을 이용해 가압하중에 지연시간

을 부여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구리(Copper) 원

판을 충격봉과 입사봉의 충돌면에 부착하여 연성이 

높은 구리의 변형거동에 따라 입사충격시간을 지연시

키는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총 18개의 화강암 

시험편 중 10개의 시험편을 이용한 실험에 펄스성형 

기술을 적용하였으며, 응력평형상태 충족여부에 따른 

비교분석을 위하여 8개의 시험편에 해서는 펄스성

형 기술의 적용 없이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Table 2는 화강암 시험편에 한 동적일축압축강도 

평가 결과를 표기한 것이며, Fig. 4는 이를 변형률속

도에 해 도시한 것이다. 평가결과, 응력평형상태를 

고려한 펄스성형 기법이 적용된 경우가 적용되지 않

은 경우에 비해 약 1.2배에서 1.7배가량 높은 값을 보

Rock 

type

Density

(kg/m3)

Porosity

(%)

Elastic wave 

velocity

(m/s)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Stat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Static tensile 

strength

(MPa)

Granite 2,604 1.09 3,731 46 0.21 202 10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Pocheon granite 

Pulse shaping No pulse shaping

Sample ID
Strain rate

(1/s)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Sample ID
Strain rate

(1/s)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PG-PS-01 103.35 167.52 PG-NPS-01 112.09 98.75

PG-PS-02 159.52 167.53 PG-NPS-02 225.34 143.29

PG-PS-03 180.18 179.80 PG-NPS-03 254.99 127.44

PG-PS-04 226.44 234.03 PG-NPS-04 287.13 159.75

PG-PS-05 244.67 250.86 PG-NPS-05 370.39 180.64

PG-PS-06 296.62 275.39 PG-NPS-06 380.08 165.86

PG-PS-07 319.15 300.89 PG-NPS-07 446.59 206.65

PG-PS-08 334.93 336.50 PG-NPS-08 513.51 202.24

PG-PS-09 339.17 314.23 - - -

PG-PS-10 370.94 326.83 - - -

Table 2. Evaluated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of Pocheon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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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변형률속도 증가에 한 증가폭(기울기) 또한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4. 토의 및 고찰

4.1 시험편 내 응력평형조건에 따른 파괴거동 특성 

및 변형률속도의 산정

Fig. 5는 SHPB를 이용한 암석의 동적일축압축강도 

실험을 통해 획득할 수 있는 충격하중에 한 정보를 

나타낸다. 입사봉에 부착된 변형률게이지를 통해 계

측되는 정보는 입사봉을 따라 암석 시험편으로 입사

되는 가압하중(입사파)에 한 정보와 입사봉과 암석 

시험편의 임피던스(Impedance) 차이에 따라 입사봉으

로 다시 반사되는 반사파에 한 정보로 구성되어 있

으며, 전달봉에서 계측되는 정보의 경우, 암석 시험편

을 통해 전달봉으로 전달되는 하중(전달파)에 한 정

보를 나타낸다. 하중의 가압 시 시험편 내에 작용하

는 응력의 구배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Fig.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간차에 한 보정(Wave shift)을 통해 세 

종류 파형을 모두 동일 시간 에 위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 때 입사봉과 시험편이 맞닿은 면에 작

용하는 하중은 입사파(압축파)와 반사파(인장파)의 중

첩을 통해 상쇄된 응력파형을 통해 산출할 수 있으며, 

전달파는 그 자체로 전달봉과 시험편이 맞닿은 면에 

작용하는 하중을 의미한다. 시험편 내의 응력평형상

태는 위와 같은 응력평형곡선의 도시를 통한 시험편 

양 끝단에 작용하는 가압 하중의 일치 여부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

Fig. 6은 충격하중 제어기법의 적용유무에 따른 응

력평형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펄스성형 기법이 적절

히 적용된 경우, 시험편의 양 끝단에 작용하는 하중

이 거의 유사한 상태로 시험편 내 응력평형상태가 충

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펄스성형 기법이 적

용되지 않은 경우에는 입사봉에 의한 가압 하중이 전

달봉에 의한 가압 하중보다 낮게 작용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하중이 입사봉을 

통해 시험편에 가압됨에 따라, 입사봉과 인접한 부분

에서 시험편의 조기파괴(Premature failure)의 발생에 

따른 파괴에너지 손실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SHPB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일축압축실험의 경우, 

반사파가 나타내는 응력거동은 전술한 식(5)에 의해 

시험편이 보이는 변형률속도의 음의 값(Negative 

value)에 비례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Fig. 6의 (a)의 

반사파 이력을 살펴보면, 시험편 내 주요 파괴(Critical 

Fig. 4. Evaluated dynamic compression strength of Pocheon granite as a function of strain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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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lure)의 발생을 의미하는 즉, 전달파의 값이 최 를 

보이는 지점 부근의 하중속도(곧, 변형률속도)가 일정

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에 따라 적절한 응력평형상태 

조건에서의 파괴가 발생했음을 예상할 수 있으나, 

Fig. 6(b)의 경우에는 전달파가 최 값을 보이는 지점

에서 상 적으로 높은 값을 가지며 불안정한 변형률

속도 이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펄스

성형 기법의 적용유무에 따른 동적강도 평가 결과의 

차이가 시험편 가압부에서의 조기파괴 발생으로 인한 

변형률속도의 과 평가에서 기인한 것임을 방증한다.  

암석 파괴거동에서의 경화(Hardening) 및 연화

(Softening)거동에 한 분석을 위해 각 조건별 다섯 

가지씩의 케이스를 선정하여 Fig. 7과 같이 응력-변형

률곡선을 도시하였다. 펄스성형 기법의 적용을 통해 

시험편 내 응력평형상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의 파괴

가 발생한 경우, 강도 증가에 따른 곡선의 기울기가 

(a) Pulse shaping (PG-PS-05) (b) No pulse shaping (PG-NPS-03)

Fig. 6. Representative stress equilibrium curve of each cases. 

Fig. 5. Measured wave profiles from SHPB system (PG-PS-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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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는 경향과 함께 이상적인 연화거동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응력평형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편의 파괴가 일어난 경우에는 가

파르고 불일치된 하중경화거동과 함께 매우 짧은 시

간 만에 하중이 모두 해방되는 양상의 연화거동을 나

타내었다. 이는 앞선 응력평형곡선 분석결과에 상응

하는 것으로, 시험편이 충분한 하중을 받기 전 발생

하는 조기파괴로 인해 파괴에너지 및 하중이 해방됨

으로써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응력평형조건에 따른 시험편 파괴형태에 대한 고찰

응력평형조건에 따른 암석의 파괴과정 유추에 있

어서는 측정된 변형이력에 한 정보뿐 아니라 시험

편이 파괴된 형상 또한 파괴과정을 나타내는 지표로

써의 의미를 가진다. 다음의 Fig. 8은 실험을 통해 관

측된 시험편의 표적인 파괴패턴을 나타낸 것으로, 

응력평형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의 파괴가 

발생한 경우, 낮은 변형률속도 조건에서 불균형한 하

중이 작용함에 따라 축 방향으로 쪼개지는 형태의 파

괴가 관찰되었으며(Fig. 8(a)), 비슷한 변형률속도 조

건하에서 응력평형상태가 이루어진 경우에 비해 체

적으로 큰 파쇄입도를 나타냈다. 반면, 응력이 평형을 

이루는 조건에서 파괴가 발생한 경우, 시험편의 중심

부에 작용하는 구속압에 따른 외곽부를 위주로 하는 

파괴양상을 보였으며(Fig. 8(d)), 변형률속도가 증가함

에 따라 파쇄입도가 감쇠하여 고변형률속도 조건에서

는 매우 작은 크기의 입자로 분쇄되는 양상을 나타냈

다(Fig. 8(f)). 이는 시험편의 조기파괴 발생 시 파괴

에너지가 손실 및 해방됨으로써, 초기거동 이후에 전

달되는 하중이 적절히 작용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HPB 시스템을 이용한 화강암의 

동적일축압축강도 평가를 통해 시험편 내에서의 가압

하중 균형분배 및 응력평형조건의 도달여부에 따른 

암석의 파괴특성과 이를 통해 산출되는 역학적 강도

특성에 한 고찰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

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1) 암석의 동적일축압축강도 평가에 있어 응력평

형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파괴가 발

생할 경우, 동적강도 값의 왜곡 발생에 한 

Fig. 7. Stress-strain curve of five representative cases for each experiment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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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가 기존 연구들을 통해 제시되어온 바 있

다. 본 연구에서는 이에 한 실증 실험을 수

행한 결과, 적절한 응력평형상태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암석의 파괴가 발생할 경우, 동

적강도 값이 과소평가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기존의 연구사례들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러한 현상은 순간적으로 높은 하중이 가압되는 

동적실험의 특성상 가압면에서 발생하는 조기

파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실증실험을 

통해 시험편의 조기파괴 발생은 파괴에너지의 

손실과 더불어 변형률속도의 불안정 과 평가

를 유발함에 따라 역학적 강도가 상 적으로 

낮게 평가되는 경향이 야기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3) 응력-변형률곡선에 한 분석결과 응력평형조

건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파괴가 발생할 

경우, 불안정한 조기파괴로 인해 시험편마다 

각기 다른 하중경화특성을 나타내었으며, 실험

시스템으로부터 시험편이 해방되면서 매우 짧

은 시간 만에 하중이 부분 제거되는 형태의 

연화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시험편의 파괴패턴 분석결과 펄스성형 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경우, 시험편의 양 끝단에 가압 

하중의 불균형이 발생하여 전단 파괴모드를 기

반으로 하는 축방향 파괴의 발생이 관찰되었으

며, 최초 하중가압부에서의 조기파괴 발생에 

따라 파괴에너지 및 하중의 해방현상과 함께 

전반적인 파쇄입도 또한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a) Axial splitting

PG-NPS-01,   = 112/s

(b) Crushed

PG-NPS-03,   = 256/s

(c) Crushed

PG-NPS-07,   = 447/s

None-pulse shaping

(d) Core-left

PG-PS-01,   = 103/s

(e) Crushed

PG-PS-04,   = 226/s

(f) Pulverized

PG-PS-07,   = 319/s

Pulse shaping

Fig. 8. Nominal fracture patterns of experimental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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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적으로, 암석의 동적강도평가 실험에 있어 

펄스 성형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고속의 동적하

중은 시험편의 조기파괴 및 하중의 불균형을 

야기하며, 이는 변형률속도의 과 평가와 동시

에 역학적 강도특성 값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합리적 동적강도의 산정을 

위해서는 적절한 응력평형상태의 구현과 함께 

이에 한 세밀한 검증 및 시험편의 파괴패턴

에 한 검토 또한 함께 병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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