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충격센서를 이용한 동적하중 계측기법은 발파 및 

암석동역학(rock dynamics) 연구의 수행에 있어 널리 

적용되고 있다(Yu et al., 2017, Choi eta l., 2018). 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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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하중이 가압되는 충격하중의 특성상 신

뢰성 있는 계측을 위해서는 상 재료의 동적응답특

성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는 고성능 센서의 사용이 

요구되며, 이러한 센서들은 부분 고가의 가격 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발파와 같이 매우 높은 수준

의 충격하중 가압이나 암석 파쇄편의 비산으로 인한 

센서의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 충격감쇠를 위한 제진

장치(damping system)나 외부 캡(cap) 등 보호 장치의 

적용을 통해 파손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Yoon et al., 

2006; Delahunty and Pike, 2014; Yman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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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Calibration Method for Dynamic Shock 

Sensor Using Hopkinson Pressure B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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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easurement technique with dynamic shock sensor was widely used in academic experiment 
for blasting and impact. However, most of dynamic sensors are expensive so that it needs to be protected 
by external housing structures or damping devices. In this study, the calibration method for dynamic shock 
sensor under the distortion by external structures. Hopkinson pressure bar system was adopted to measure 
the input acceleration to the sensor, and it was compared to the acceleration measured by accelerometer 
with customized damping device. Consequently, it is conclued that this method can be useful to calibrate 
the dynamic shock sensor under the linear distor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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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발파나 충격과 관련된 연구에서 충격센서를 이용한 하중 및 진동의 계측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부분의 충격센서는 고가이며 외부로부터의 손상에 해 보호할 필요성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충격센서의 

외부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계측 상 매질로부터 입사되는 하중정보의 왜곡현상을 보정할 수 있는 방법에 해 

고찰하였다.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이용해 충격센서로 전달되는 충격가속도를 산출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충격

진동의 감쇠를 야기하는 센서 홀더를 고안 및 적용하여 센서의 출력 값에 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

로 센서에 적용된 외부 구조적 변화가 센서의 진동운동 자체를 왜곡시키는 비선형 거동이 아닌 경우 본 방법을 

통한 충격센서 보정기술이 합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핵심어 홉킨슨 압력봉, 동적충격센서, 자유단 입자속도, 센서 캘리브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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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외부 보호 장치의 적용은 재료간의 임

피던스 차이 및 거동 특성에 따라 암반으로 부터 센

서에 전해지는 하중 특성을 왜곡시킬 우려가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외부적 보호 장치의 적용여부나 센

서의 설치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신뢰성 있는 계측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홉킨슨 압력봉을 이용한 

충격센서 보정기술에 해 고찰하였다. 봉의 한쪽 끝

단에 충격센서를 설치하고 단계별 충격하중을 가압하

여 제진장치의 유무에 따른 센서의 응답특성에 해 

비교분석하였으며, 가압 하중 값을 토 로 센서 출력 

값에 한 보정기법을 제안하였다. 

2.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에서의 자유단 입자속도 

산정기법 및 검증

2.1 홉킨슨 압력봉 이론 및 자유단 입자속도 산정기법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은 동일한 축위에 놓인 두 

개의 금속봉을 충돌시켜 물리적 충격하중을 발생 및 

가압시키는 장비로써, 동적하중상태에서의 재료 물성 평

가실험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Zhang and Zhao, 2014; 

Xia and Yao, 2015). Fig.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홉

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나타낸 것으로, 가스건(gas gun)

에 의해 발사되는 금속봉 형태의 발사체인 충격봉

(striker bar)에 의해 동일한 축위에 위치하는 입사봉

(incident bar)에 충격하중이 가해지고 이때 발생한 압

축 응력파가 입사봉을 따라 충격면의 반 편을 향해 

전파하는 원리로 구성되어 있다. 입사봉 내부를 전파

하는 응력파에 한 정보는 봉의 표면에 부착된 변형

률 게이지(strain gauge)를 통해 획득할 수 있으며, 충

격봉과 입사봉의 충돌부에 설치된 레이저 속도측정 

시스템에 의해 충격봉의 충격속도 산출이 가능하다.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 내에서의 응력파의 거동은 1

차원 탄성파 전달이론을 따르며, 다음의 관계식 (1)이 

성립한다(Kolsky, 1949; Gray, 2000). 

                    (1)

여기서, 는 금속봉 내 한 단면에서의 응력, 는 

금속봉의 밀도, 그리고 는 입자속도이다. 입사봉의 한 

끝단은 공기와 맞닿아 있는 자유면(free surface)이므

로, 홉킨슨 효과(Hopkinson’s effect)에 의한 응력파의 

반사가 발생하며, 자유면에서의 입자속도 는 입사

파 및 반사파 모두의 영향에 따라 다음의 식 (2)와 같

이 산출할 수 있다(Kolsky, 1949; Gray, 2000).

              
 

  (2)

여기서,   및 은 각각 입사파와 반사파에 한 

입자속도를 의미하며,   및 은 입사파와 반사파의 

응력을 나타낸다. Fig. 2는 변형률 게이지를 통해 계

측된 입사파와 반사파를 파형이동(wave shifting)을 통

해 식 (2)와 같이 중첩(superposition)하는 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Fig. 2. Stress wave superposition by wave shifting

2.2 레이저 변위센서를 이용한 실험 시스템 검증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이 전술한 이론적 해석을 만

족하기 위해서는 충격봉 및 입사봉의 중심축이나 충

돌면의 편명도, 입사봉을 지지하는 서포팅 시스템과의 Fig. 1. Schematics of Hopkinson Pressure Ba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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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찰요소 등 물리적 구성요소들이 정밀하게 세팅되어

야 하며, 본 연구가 충격센서의 보정기술을 다루는 

만큼 시스템의 정밀성을 깊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입사봉의 자유

면 부근에 두 종류의 레이저 비접촉 변위센서를 설치 

후 위의 식 (1) 및 식 (2)를 통해 산출되는 이론적 자유

단 입자속도(free surface particle velocity, FSPV) 값과 

비교검증 실험을 수행하였다. 

TLDS(through laser displacement sensor) 시스템은 

레이저를 발사하는 레이저 제너레이터, 레이저의 크

기를 조절하는 조절 슬릿(aperture slit), 분산되는 레이

저를 한곳으로 집중시키는 집중렌즈(collecting lens), 

그리고 레이저를 수신하는 포토다이오드(photodiode)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사봉의 이동방향과 직교하는 방

향에 해 일정한 두께(15mm)를 갖는 선형 레이저 

빔을 진행시키도록 설치하였다. 이때 입사봉의 움직

임에 따라 포토다이오드로 수신되는 레이저의 양이 

변화하게 되며 이를 토 로 물체의 변위를 측정할 수 

있다. 수신되는 레이저 양에 한 변위로의 변환은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는 조절 슬릿을 이용한 사전 캘

리브레이션(calibration) 작업을 통해 수행된다. 다음의 

Fig. 4는 본 실험의 수행에 앞서 TLDS 시스템의 출력

전압(레이저 수신량) 값을 실제 발생 변위에 해 캘

리브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내며, 이는 다음의 식 (3)과 

같은 과정을 통해 변환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발생 변위(mm)이며, 은 TLDS 시

스템을 통해 측정된 출력전압(V)을 의미한다.

Fig. 4. Calibration result of TLDS system

RLDS(reflect laser displacement sensor) 시스템은 일

반적인 비접촉 레이저 측량기법에 널리 사용되는 레

이저 삼각법의 원리를 사용하는 장비로, 스팟(spot)형

식의 레이저를 물체에 발사해 반사되어 돌아오는 레

이저의 상의 위치를 토 로 물체의 변위를 측정한다. 

다음의 Table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레이저 변위측정 

시스템의 주요 제원을 기재한 것이다. 

Classification Specifications

TLDS system

Schafter+Kirechoff laser line generator

Line length : 15mm

Line width : 0.04mm

Length of focus : 153mm 

THORLAB Photodiode

Wave length range : 340nm∼1100nm

Band width : 1.5MHz

Active area : 9.8mm

RLDS system

KEYENCE LK-H152 laser sensor

Sampling rate : 392kHz

Sensitivity : 0.005μm

Measuring distance : 150mm

Measuring range : -40mm∼+40mm

Table 1. Specifications of TLDS and RLDS systems

Fig. 5는 5m/s에서 20m/s 범위의 충격속도 조건에서 

측정기법별 자유단 입자속도 측정결과를 도시한 것이

며, 세부 결과를 Table 2에 기재하였다. Fig. 5에서 

Theoretical method는 1차원 탄성파 전달이론에 따른 

자유단 입자속도 산출 결과로써, 충격봉의 충격속도

Fig. 3. Laser displac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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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세 가지 산출법 모

두 서로간 약간의 오차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성 및 입자속도 값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이용한 

충격센서 보정기술

3.1 충격센서의 동적응답 실험

충격의 감쇠나 파손보호를 위한 외부적 장치가 적

용된 충격센서의 측정 값 보정을 위한 방법으로써,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응답실험을 수행

하였다. 다음의 Fig. 6은 충격센서 동적응답 실험을 

위한 실험 시스템 개요를 나타낸 것이다. 홉킨슨 압

력봉의 시스템적 구성은 위의 Fig. 1과 같으나, 입사

봉의 끝단에 레이저 변위센서 신 보정을 수행코자 

하는 충격센서를 설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충격센

서는 압저항형(piezo-resitive) 가속도 센서로 최  

60,000m/s2까지의 가속도를 측정할 수 있다. 다음의 

Table 3은 실험에 사용된 충격센서의 세부 제원을 표

기한 것이다.

충격센서의 가속도 측정값과 홉킨슨 압력봉 시스

템에서의 자유단 가속도 값에 한 비교 검증을 위해 

Free surface particle velocity (m/s)

ID
Theoretical method

(Impact velocity)
Strain gauge TLDS system RLDS system

Pre01  5.25  4.90  4.42  4.25

Pre02  7.68  7.33  6.97  7.34

Pre03  9.58  9.80  8.61  8.49

Pre04 10.56 10.62  9.45 10.44

Pre05 12.74 13.20 12.21 12.23

Pre06 13.29 14.19 12.91 13.03

Pre07 14.51 15.49 14.94 13.77

Pre08 15.49 16.32 14.93 15.94

Pre09 16.60 17.81 16.69 17.58

Pre10 17.55 18.65 18.36 18.20

Pre11 18.25 19.45 19.72 18.60

Pre12 18.95 20.06 20.91 18.84

Pre13 20.19 21.92 22.49 19.73

Pre14 20.64 21.47 22.31 20.39

Pre15 22.12 23.57 24.58 21.39

Table 2. Result of FSPV by various measurement systems

Fig. 6. Experimental setup

Fig. 5. Comparison of FSPV with various measurement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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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센서를 입사봉의 끝단에 고정하고 충격하중을 가

압하여 변형률 게이지를 이용해 측정된 가속도 값과 

센서의 출력 값을 비교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음

의 Fig. 7은 이에 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측정된 가속도 값 및 초기거동에 있어 매우 유사한 

거동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가속도 센서의 보호

를 위해 자체 제작한 실험용 센서 홀더(holder)로써, 입

사봉과 동일한 재질 및 직경으로 제작하였으며, 중앙에 

위치하는 센서의 전후 가압면에 해 두께 약 3mm의 

실리콘 층을 이용한 충격감쇠효과를 유도하도록 설계

되었다. 본 실험에서는 센서를 보호하는 외부장치인 센

서 홀더 및 충격감쇠 기능을 하는 실리콘의 적용에 따

른 충격센서의 동적응답특성 변화를 변형률 게이지의 

측정값으로 부터 산출되는 가압하중에 의한 자유단 

가속도 값과 비교분석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다음의 Fig. 9는 변형률 게이지를 통해 측정된 입

사 자유단 가속도와 홀더 내에 위치한 센서에서 측정

된 가속도 파형을 비교한 것이다. 압축거동에 의한 첫 

번째 파를 비교해보면 입사봉을 통해 입사한 최  가

속도 값은 7,074m/s2였으며, 센서 홀더 및 실리콘 댐퍼

(damper)를 통해 센서에 전달된 가속도 값은 3,068m/s2

을 보여 약 50% 가량의 감쇠효과를 나타냈다. 이어지

는 진동운동에서도 유사한 수준의 감쇠율을 나타냈으

며, 파장 및 주파수에 한 주목할 만한 변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 진동에 한 좀 더 세밀한 분석을 위해 

FFT 분석을 수행한 결과, Fig. 10에 나타낸 것과 같이 

주주파수(dominant frequency) 영역에는 큰 차이가 없

었으며, 진폭이 약 50∼60%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센서 홀더 및 실리콘 댐퍼가 주 진동거

Classification Specifications

Accelerometer

(MEMS type sensor)

TE connectivity 64C Accelerometer

(Piezo-resitive MEMS sensor)

Acceleration ranges : ±500m/s2 to ±60,000ms2

Temperature : -40°C to 121°C

Sensitivity : 0.1mV/g(9.8m/s2)

Table 3. Specifications of accelerometer

Fig. 8. Schematics of customized acceleration sensor holder

Fig. 7. Acceleration comparison between strain gauge 
and accelerometer

Fig. 9. Acceleration comparison between strain gauge 
and accelerometer+ho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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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으로, 가속도 값에 한 선형 보정이 가능함을 의미

한다. 결과적으로 외부에 적용된 추가적 장치나 댐퍼 

등이 센서 자체의 거동 성능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

에서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방법을 통해 센서 출력 

값에 한 신뢰성 있는 보정을 수행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하였다. 

다음의 Fig. 11은 1,000m/s2에서 20,000m/s2의 입사 

가속도 범위에서 입사 가속도에 한 홀더 내 충격센

서의 가속도 측정값을 도시한 것이며, 이에 한 세

부 데이터를 Table 4에 기재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

한 센서 홀더 및 실리콘 댐퍼의 경우 전반적으로 약 

50%내외의 충격감쇠효과를 나타냈으며, 홀더를 포함

하는 충격센서 시스템에 실제로 가압된 가속도 는 

충격센서의 출력 가속도 값 에 해 식 (4)와 같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4)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이용한 충

격센서의 보정기술에 해 고찰하였다. 레이저 변위

센서를 이용한 자유단 입자속도 측정 및 비교분석을 

통해 변형률 게이지 측정값을 기반으로 한 이론적 산

출 값의 신뢰성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토 로 센서의 

외부 구조적 변화에 따른 출력 값 왜곡현상에 해 

실제 가압하중 정보의 획득을 위한 보정 기법을 소개

하였다. 결론적으로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이용한 

충격센서 보정기술은 계측센서의 선형 진동운동이 보

장되는 조건하에서 외부적 조건변화에 따른 충격센서

의 거동 보정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

후 발파 및 고압충격 실험 등의 연구에 있어 다양한 

응용성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Acceleration (m/s2)

ID
Strain gauge

(Input)

Accelerometer with holder

(output)

Acc01  1,660  894

Acc02  3,100 1,240

Acc03  4,240 2,140

Acc04  5,580 3,170

Acc05  6,450 3,540

Acc06  6,960 3,500

Acc07 12,320 5,740

Acc08 14,890 7,220

Acc09 17,570 8,890

Table 4. Calculated acceleration results

 Fig. 11. Relation of acceleration between accelerometer and 
accelerometer with holder

     (a) Strain gauge                                   (b) Accelerometer

Fig. 10. FFT analysis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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