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일반적으로 암석이나 암반의 역학적 거동 특성은 

작용하는 하중의 상태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순간적으로 높은 하중이 가압되는 

동적 하중상태에서는 역학적 물성의 하중속도(또는 

변형률속도) 의존성(loading/strain rate dependency)이 

존재하며, 이를 고려한 공학적 설계 및 해석이 필요

하다(Zhang and Zhao, 2014). 이에 따라 국제암반공

학회(ISRM)에서는 2008년 암석동역학분과를 설립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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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으며, 기존의 정역학적 접근법과는 별도의 시험기

법들을 통해 연구를 권고하고 있다(ISRM, 2015). 암

석동역학(rock dynamics)은 암석역학의 세부 분야로

써, 암석이나 암반이 동적 하중상태에서 보이는 역학

적 거동 및 특성에 대해 연구하며 광산, 토목, 지반공

학 등 암석을 대상으로 하는 광범위한 분야에서 활용

되고 있다.

최근 자원 및 토목분야의 국제적 연구동향을 살펴

보면, 광산의 효율적 개발이나 지하구조물의 안정성, 

셰일가스 등의 심부자원개발 연구와 같이 다양한 주

제에 대해 암석동역학이 활용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

우, 현재까지 비주류 학문으로써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국내의 

연구자들을 위해 암석의 동역학적 특성에 대한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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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평가기법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2. 암석의 동적 충격 실험기술 

2.1 동적 하중 가압 기술

암석이나 암반에 동적 충격하중을 가압하는 하중

원(loading source)에는 발파에 의한 폭발하중(blasting 

explosion), 지진 활동(seismic event), 기계식 굴착이나 

군사무기에 의한 물리적 충격하중(physical impact 

loading) 등이 대표적이다. 암석의 동적 실험에 있어 

어려운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이러한 동적 충격하중을 

구현하는 것으로, 신뢰성 있는 결과 획득을 위해서는 

가압하중의 제어가 가능(controllable)하여야 하고, 재

현성(reproducibility) 및 동일성(uniformity)이 확보되

어야 한다. 암석재료 실험에서의 동적 하중 가압기술

(dynamic loading techniques)은 오늘날의 실험기법을 

성립하기까지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어 왔으며, 현

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가압기술들을 변형률속

도의 기준에 따라 정리하면 Fig. 1과 같다(Lindholm, 

1971; Nemat-Nasser, 2000; Ramesh, 2008; Zhang and 

Zhao, 2014). 근래의 암석동역학 연구들에서는 약 1/s 

내외의 변형률속도 조건을 기준으로 정적 거동과 동

적 거동을 나누어 분류하며, 동적 거동의 경우에는 변

형률속도 값에 따라 중간변형률속도(Intermediate 

Strain Rate, ISR), 고변형률속도(High Strain Rate, 

HSR), 초고변형률속도(Ultra High Strain Rate, UHSR) 

등으로 구분지어 표기하고 있다. Table 1은 변형률속

도 조건에 따른 주요 하중가압장치 및 그 원리를 정

리하여 기재한 것이다.

Fig. 2는 약 1/s에서 100/s 이내의 변형률속도 값에 

해당하는 중간변형률속도 조건의 암석 동적 실험을 

위한 대표적 실험 장치들을 나타낸 것이다. 암석의 

동적 실험에 사용되는 유압하중장치는 일반적인 정적

실험용 유압장치를 기반으로 하중의 가압속도를 증가

시킨 것으로, 피스톤의 움직임에 따른 가스(gas)나 오

일(oil)의 유동을 토대로 시험편에 동적인 하중을 가

압한다(Zhao et al., 1999; Yan and Lin, 2005; 

Asprone et al., 2009). 낙추시험장치(drop weight 

machine)는 일정한 질량을 갖는 강성 추(rigid mass)

를 자유낙하시켜 동적 충격하중을 가압하는 장치로 

Fig. 1. Classification of loading techniques for laboratory measurement of rock materials with a strain rates regime 

Table 1. Application of the dynamic testing apparatus against the strain rate regime

Strain rate regime Apparatus Loading techniques and principles

ISR (1/s~10/s) Specialized hydraulic machine Hydraulic pressure

ISR~HSR (1/s~100/s) Drop weight machine Gravitational potential energy

ISR~HSR (1/s~100/s) Detonator based dynamic loading system Explosive loading

HSR (10/s~1,000/s)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One-dimensional elastic wav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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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재료의 중간변형률속도 실험에 가장 널리 사용

되는 장비이다(Reddish et al., 2005; Whittles et al., 

2006). 낙추시험은 추의 질량과 모양, 낙하 높이 등의 

조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동적 충격하중을 가압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구조적 안정성 및 낙하높이 

확보 등의 이유로 공간 효율성이나 비용적 부담이 

크다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뇌관구동 충격실험장치

(detonator based dynamic loading system)는 낙추시

험장치의 단점 보완을 위해 일부 연구자들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뇌관이나 저폭속 화약류의 폭굉에 

따른 팽창압력을 이용하여 동적 충격하중을 가압하

는 장치이다(Cho et al., 2007; 민경조 외., 2017). 이 

장치는 고강성의 금속 실린더 내부에 뇌관이나 기폭

제 등의 화약류를 위치시키고 실린더 하부에 시험편 

및 계측장비를 고정하는 구조로써, 화약류 기폭 시 

발생하는 폭발압력 및 기체팽창에 의한 금속 실린더

의 운동이 시험편에 동적 충격하중을 가압하는 원리

를 이용한다. 가압 충격하중의 세기나 형태는 폭원으

로 사용하는 기폭재료를 변경하거나 실린더 내부에 

물을 채워 수중충격파를 이용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다양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중간변형률속도 실험

에서는 피에조(piezo) 유형의 동적 하중 측정용 로드

셀(load cell)을 이용한 가압하중 정보의 직접적인 계

측이 주로 이루어진다. 

암반 발파 시의 폭발하중이나 군사목적 무기에 의

한 물리적 타격 등과 같은 고변형률속도 조건에 대한 

동적 충격하중의 구현에는 스플릿 홉킨슨 압력봉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 또는 Kolsky 

bar) 장치를 이용한 실험기법이 주로 사용된다. SHPB 

시스템은 약 10/s에서 1,000/s 수준의 변형률속도 조건

에 대한 고체 재료물질의 역학적 특성 평가에 이상적

인 장비로써, Fig. 3(a)에 나타낸 것과 같이 동일한 축 

상에 위치하는 3개의 금속봉을 기초로 한다(Xia and 

Yao, 2015). SHPB 실험에서 암석 시험편은 입사봉

(incident bar) 및 전달봉(transmission bar)으로 불리우

는 두 금속봉 사이에 위치하며, 가스건(gas gun)이나 

유압장치 등의 추진 시스템에 의해 발사되는 충격봉

(striker bar)이 입사봉의 한쪽 측면을 타격함으로써 

충격 응력파를 발생 및 시험편에 전달한다. 충격 응

력파의 세기(amplitude)는 가스건의 충전압력을 변화

시켜 조절이 가능하며, 레이저 속도계(laser velocity 

meter)를 이용해 측정한 충격봉의 충격속도(impact 

velocity)를 토대로 입력조건을 제어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Fig. 3(b)는 SHPB 시스템 내에서의 충격 응력

파의 전파를 위치-시간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다음

과 같은 과정으로 요약할 수 있다: 

⋅ 충격봉과 입사봉의 충돌에 의해 발생한 압축

파(compression wave)는 입사봉을 통해 시험편 

방향으로 전파한다(입사파, incident wave). 

⋅ 입사봉과 시험편의 경계면에 도달한 입사파 

중 일부는 시험편을 통해 전달봉으로 전파하

며(전달파, transmitted wave); 

⋅ 입사봉과 암석 시험편의 임피던스(impedance) 

Fig. 2. Schematics of typical loading apparatus for the rock tests under ISR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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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에 의해 입사파의 일부는 반사되어 인장파

(tensile wave)의 형태로 입사봉을 따라 시험편 

반대방향으로 전파한다(반사파, reflected wave). 

SHPB 시스템 내에서 파동의 전파에 대한 정보는 

입사봉과 전달봉의 표면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

(strain gauge)로부터 측정할 수 있으며, 증폭회로

(amplifier)를 거쳐 오실로스코프(oscilloscope) 등과 같

은 기록 장치에 저장된다. 전술한 중간변형률속도 실

험에서의 하중 계측 방식과는 달리, SHPB 시스템을 

이용한 실험의 경우, 시험편에 작용하는 하중을 직접

적으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시험편에 대한 가압

하중의 산출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이론적 계산을 필

요로 한다. SHPB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1차원 탄성파 

전달이론(one-dimensional elastic wave theory)을 기반

으로 하는 장치임에 따라 시험편의 양쪽 경계면에 작

용하는 힘 


, 


와 각 파동의 변형률 

, 


, 



 (이니셜   는 각각 입사, 반사, 전달파)사이에

는 아래의 식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Kolsky, 1949). 


 

   
        (1)

여기서, 

 및 

는 각각 금속봉의 단면적과 탄

성계수(영률, Young’s modulus)를 의미한다. 

2.2 3차원 응력분포를 고려한 구속압력 적용 기술

암석의 역학적 거동 특성에 대한 연구는 지표면이

나 비교적 천부에 위치한 암반 및 구조물을 대상으로 

하기도 하지만, 지하 깊은 곳에 위치한 심부 암반이

나 지하구조물 등을 대상으로 하기도 한다. 특히, 산

업기술의 발달에 따라 기존에는 도달하지 못했던 지

하 심부에서의 자원개발이나 방사성 폐기물과 같은 

유해 물질들을 지하공간에 격리시키는 등 다양한 최

신 연구들이 각광받고 있다. 이처럼 지하 심부에 위

치한 암반은 자중이나 응력분포 상태에 따른 구속압

(confining pressure)을 받고 있는 상태이며, 최근에는 

이를 고려할 수 있는 동적 실험기술 또한 도입되고 

있다. SHPB 시스템을 이용한 암석 동적 실험에서도 

일반적으로 원기둥 형상의 시험편을 적용함에 따라 

정적 실험에서 사용되는 것과 같은 원리의 구속압 장

치들이 주로 사용된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시험편의 

측면부 전체에 동일한 구속압력을 가압할 수 있는 

Hoek cell을 이용하는 것으로, Fig.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수평방향으로 하중이 가압되는 SHPB 시스템의 

구조에 적합하도록 개량된 Hoek cell 장치를 이용해 

다양한 암석동역학 연구들이 수행되어오고 있다(Min 

et al., 2016). 

Fig. 3. Schematic of conventional SHPB system and the diagram of stress wave propagation



34 암석의 동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실험기법의 분석

최근에는 시험편의 횡방향에 대한 구속뿐만 아니

라, 축방향에 대한 구속압을 가압할 수 있는 장치들 

또한 고안되고 있다(Li et al., 2008). Fig. 5(a)는 일반

적인 SHPB 시스템에 시료의 축방향 구속을 위한 유

압식 프레임 장치와 횡방향 구속을 위한 유압셀 장치

를 함께 적용하여 양방향에 대한 구속압 조건 실험이 

가능하도록 개량한 실험 시스템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험 시스템을 이용하면 축방향과 횡방향 모두에 효

과적인 초기 지중압력(pre-stress) 조건에 대한 모사가 

가능하나, 횡방향에 대해서는 모두 동일한 압력이 작

Fig. 4. Dynamic punch shear test using modified Hoek cell apparatus (Min et al., 2016, redrawing by this work )

Fig. 5. Modified SHPB system for triaxial confinement: (a)triaxial confinement system; (b)true-triaxial confinement system

(Li et al., 2008; Liu and Zhang,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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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므로 실제 암반의 응력조건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ig. 5(b)에 나타낸 진삼축(true-triaxial) SHPB 

시스템은 블록(block) 형태 시험편의 세 방향에 대해 

모두 각기 다른 구속압력을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 

실험시스템으로, 실제 지하암반이 받는 다양한 현장 

응력(In-situ stress) 조건을 모사하여 이들이 동적 충

격하중에 노출되었을 시의 역학적 거동 특성에 대한 

효율적 연구를 가능케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Liu 

and Zhang, 2019). 

2.3 충격파 형상 제어기술

암석의 역학적 특성 실험에서 강도의 산정은 시험

편 전체 범위에 대한 고른 하중의 분포, 즉 응력의 

평형상태(stress equilibrium state)를 전제하여 수행된

다. 수십 초에서 수분에 이르는 상대적으로 긴 시간

에 걸쳐 하중의 가압과 에너지의 축적을 통해 파괴가 

발생하는 정적 상태에서는 시험편 내의 응력 분포가 

충분히 평형을 이룬 상태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높은 하중이 불과 수십 마이크로

초 수준의 짧은 시간동안 펄스파(pulse wave)의 형태

로 가압되는 동적 충격실험에서는 시험편 내부의 응

력이 불균형한 상태에서 파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특히, 취성파괴(brittle failure) 거동을 보이는 암

석의 역학적 특성과 맞물려 시험편 가압부에서의 국

부적 조기파괴(premature failure)를 유발하기 쉽다(Dai 

et al., 2010; Zhou et al., 2012). 따라서 고변형률속도 

조건에서의 암석 실험의 경우 인위적으로 충격 응력

파의 형상을 제어하는 펄스쉐이핑 기술(pulse shaping 

technique)을 통해 시험편 내 응력 불균형 파괴를 방

지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SHPB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충격 응력

파의 형상은 사다리꼴 형태의 사각파(rectangular 

wave)로써, 충격봉과 입사봉의 충돌과정에서 발생하

는 일정 수준의 부분 진동(oscillation)을 동반한다. 이

러한 파형(wave shape)은 응력이 작용하는 시작점에

서 파동이 갖는 최대 응력 값에 도달하는 시간이 매

우 짧으므로, 시험편 내 적절한 응력 평형상태 충족

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써 작용한다. 펄스쉐이핑 기

술은 사각파 형태의 응력파를 삼각파(triangular wave)

나 사인파(sine wave)의 형태로 변환시켜 응력의 작용 

시점으로부터 최댓값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는 

기술로 두 종류의 대표적 접근방식이 널리 사용된다. 

첫 번째는 충격봉과 입사봉의 충돌면에 두 금속봉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성이 낮은 구리나 고무 등과 같은 

물질을 디스크 형태로 가공하여 부착하는 것으로, 이

들의 변형거동을 이용해 입사파의 가압시간을 지연시

키는 방법이다. 이때, 충돌면에 부착하는 물질을 펄스

쉐이퍼(pulse shaper)라고 칭하며, 재료물질의 종류와 

크기(두께 및 면적)에 따라 입사파의 형상을 다양화시

킬 수 있다. Fig. 6은 펄스쉐이퍼 물질 종류에 따른 

Fig. 6. Variation of incident wave by different types and shapes of pulse shaper(Xia and Yao,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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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파형의 변화를 나타낸다(Xia et al., 2008; Xia 

and Yao, 2015). 두 번째 방법은 충격봉의 형상을 변

화시켜 다양한 형상의 입사파를 구현하는 방법이다. 

SHPB 시스템에서 발생하는 충격 응력파는 충격봉과 

입사봉의 물리적 충돌에 의해 발생하는 압축파이므로, 

1차원적인 관점에서 보면 결과적으로 충격봉의 형상

에 따라 파동의 형상이 결정된다 할 수 있다. 따라서 

입사봉을 타격하는 충격봉의 형상 자체를 변화시키면 

다양한 형태의 충격파를 구현할 수 있다. Fig. 7은 충

격봉의 형상에 따라 발생하는 입사파의 형태를 시뮬

레이션한 결과를 나타낸다(Kumar, 2004). 

2.4 하중 사이클 제어 기술

암석 및 암반의 동역학적 거동에 대해 명확히 이

해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통해 산출되는 역학적 특성 

뿐 아니라 재료의 파괴형태나 패턴에 대해서도 면밀

히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인 SHPB 시

스템의 경우, 한 번 발생한 충격 응력파는 자연적으

로 감쇠되기 전까지 금속봉 내에서 맴돌며 시험편에 

반복적인 하중을 가압하게 된다. 시험편의 역학적 특

성 평가는 초기에 가압된 단일 하중에 대한 정보를 

토대로 산출되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파괴패턴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이러한 반복 하중을 억제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이 필요 시 된다. 모멘텀 트랩 장치

(momentum trap device) 장치는 SHPB 시스템 내에서 

발생하는 충격 응력파가 시험편에 반복적으로 작용하

는 것을 물리적으로 억제하기 위해 고안된 장치로써, 

Fig. 8과 같은 구조 및 원리를 가지고 있다(Xia et al., 

2008). Fig. 8(a)와 같이 충격봉과 충돌하는 금속봉의 

끝단부에 봉의 직경보다 큰 직경을 갖는 Flange plate 

구조를 적용하고, 이와 일정 이격거리를 갖는 위치에 

봉의 움직임을 방해하지 않도록 중앙이 천공된 Rigid 

Fig. 7. Special shaped striker bar(a) and the corresponding incident waves(b) (Kumar,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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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s를 위치시킨다. 충격봉과 입사봉의 충돌에 의해 

1차적으로 발생하는 충격 응력파가 발생 및 전파하고, 

입사봉의 운동에 의해 Flange plate와 Rigid mass간의 

충돌이 발생한다. 이 충돌로 인해 시험편 방향으로 

전파하는 압축 응력파는 인장 응력파의 형태로 전환

되며, 결과적으로 입사봉의 운동방향은 시험편 방향

의 반대가 되어 추가적인 반복하중을 억제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Fig. 8(b)). 

3. 암석의 동적 파괴 메커니즘 및 

역학적 특성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

3.1 하중상태에 따른 암석의 파괴메커니즘 변화

암석은 다양한 광물 입자들의 결합체로써, 구성 입

자들 간의 결합강도가 모두 상이하고, 생성과정 및 

오랜 시간에 걸친 지질학적 하중의 작용으로 재료 내

부에 다양한 불연속면(discontinuity) 혹은 결함(defect)

들을 내포하고 있다. 이처럼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

(void)이나 미세균열(micro-crack), 절리(joint) 및 층리

(bedding) 등의 구조적 결함으로 암석이나 암반은 구

조적 이방성(anisotropy) 및 불균질성(inhomogeneity)

을 나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러한 성질들은 역

학적 파괴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Fig. 9는 현

재 여러 연구들에서 통용되고 있는 역학적 상태에 따

른 불균질 암석재료의 파괴메커니즘을 단순화시킨 것

이다(Cho et al., 2003; Dai et al., 2011; Oh et al., 

2019). 이러한 이론에 따르면 정적 및 준정적 하중상태

에서 암석재료에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재료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이나 미세균열 등의 취약부(weak part)를 

토대로 파괴가 발생하며, 이러한 파괴부위(균열)들이 

성장 및 연결되어 최종 파단면을 형성하게 된다. 반면

에, 동적 하중상태의 경우, 순간적으로 매우 높은 수준

의 하중이 가압되므로 재료의 파괴과정에 있어 내부에 

존재하는 취약부의 적극적 개입이 억제되며, 구조적으

로 응력이 집중되는 부위를 따라서 다발성의 균열이 

발생 및 성장을 통해 최종 파단면이 형성된다. 

암석의 파괴과정은 미시적 파괴(microscopic fracture)

거동과 거시적 파괴(macroscopic fracture)거동 모두에

Fig. 8. Schematics of momentum trap device(a) and its principle for wave propagations(b) (Xia et al., 2008)



38 암석의 동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한 실험기법의 분석

서 기인한다. 미시적 관점에서의 파괴과정을 살펴보

면, 전술한 것과 같이 암석은 다양한 구성광물

(composition) 입자들의 결합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결정입자들 간의 결합강도는 상이하다. 하지만 일

반적으로 결정입자 간의 결합강도는 결정을 이루고 

있는 원자들의 결합강도 보다는 작은 값을 갖는다. 

Fig. 10은 암석 시험편에 인위적인 노치(notch)를 가

공하고 노치 첨단에서 파괴를 유도했을 때, 가압하중 

조건에 따른 시험편 파단면에서의 미세 결정구조를 

주사 전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을 통해 관찰한 결과를 나타낸다(Zhang and Zhao, 

2013). Fig. 10(a)의 경우, 일반적인 준정적 하중상태

에서 파괴된 시험편의 파단면 관찰 모습으로, 구성광

물 결정들의 결정입자 형태가 잘 유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반면, 동적 하중 상태에서 시험편이 

파괴된 Fig. 10(b)에서는 결정입자들의 형태가 상대적

으로 모호하고 평탄한 모습을 보인다. 이는 준정적 

하중조건에서는 구성광물 결정들의 경계면을 따라 파

괴가 발생하는 입계파괴(inter-granular fracture)가, 그

리고 동적 충격하중 조건에서는 광물 결정들의 내부

를 가로질러 파괴가 발생하는 입내파괴(trans-granular 

fracture)가 우세함을 의미한다. 

거시적 관점에서도 하중상태에 따른 파괴메커니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Fig. 11은 앞선 경우와 마찬

가지로 암석 시험편에 인위적인 노치를 형성하여 노

치 첨단부에 균열을 일으키는 Mode I 파괴인성

(fracture toughness) 실험 결과로, 실험 후 발생한 시

험편 내 파단면을 Micro X-ray CT를 통해 촬영한 모

Fig. 10. Fracture plane of the rock specimen(SCB) under different loading states by SEM observation (Zhang and Zhao, 2013)

Fig. 9. Schematics of fracture mechanism under different loading states (Oh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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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다(Cho et al., 2014). 정적 하중 상태에서 발생한 

파단면의 균열은 단일 균열의 길이가 상대적으로 길

고, 거칠기(roughness)가 큰 형상을 나타내었으며, 동

적 하중상태에서 발생한 균열은 이에 비해 상대적으

로 짧은 균열길이와 완만한 거칠기의 파단면이 형성

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기 다른 하중상태에서의 

파단면 거칠기를 정량적으로 분석한 사례도 존재한다. 

Fig. 12는 동일한 Mode I 파괴인성 시험법을 이용해 

정적과 동적하중상태에서 형성된 시험편의 파단면을 

이미지 화상처리기법을 통해 정량적으로 분석한 결과

를 나타낸다(Oh et al., 2019). 시험편 파단면의 단면

에 대해 일정한 간격의 그리드(grid)를 조성하여 각 

그리드 상에서의 파단면의 위치를 추출 및 정량화한 

결과, 정적 하중 조건에서 발생한 파단면은 동적 하

중 하중조건 파단면에 비해 약 3배 이상의 표준편차 

값을 보여 상대적으로 거칠고 불균질한 특성을 보이

고 있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에서는 하중상태에 따른 파괴메

커니즘 차이가 암석의 이방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

Fig. 11. Fracture patterns of the SNDB specimen under 

different loading states by micro X-ray CT 

images(Cho et al., 2014; Oh et al., 2019)

Fig. 12. Comparison of the crack roughness of the SNDB specimen using image analysis (Oh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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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알려져 있다(Dai et al., 2013; Oh et al., 2019). 

Fig. 13은 앞선 Fig. 12와 동일한 연구를 통해 수행된 

내용으로, 정적 및 동적 하중상태에서 미세균열의 방

향성에 따라 각기 다른 파단면을 갖는 시험편을 제작

(Fig. 13 (a))하여 하중상태에 따른 Mode I 파괴인성 

실험을 수행한 연구 결과를 나타낸다. Fig. 13(b)는 실

험을 통해 산출된 파괴인성 값을 미세균열의 방향성

에 대해 분류하여 동일한 하중조건에서의 최댓값과 

최솟값의 편차를 이방성 지수(anisotropic factor)로 표

현한 결과이다. 정적 및 준정적 하중상태에서의 이방

성지수는 동적 하중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값

을 보이며, 하중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방성 지수는 

감소하여 추후에는 1에 근사하게 수렴할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결과적으로 고변형률(하중) 속도 조건

에서는 암석재료의 미세균열 방향성에 의한 이방성 

효과(anisotropic effect)가 무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2 암석 역학적 특성의 변형률속도(하중속도) 의존성

하중상태에 따른 암석의 파괴메커니즘 변화는 비

단 파괴거동 뿐만 아니라, 암석재료의 역학적 파괴 

특성에도 영향을 미친다. 기존의 암석동역학과 관련

된 연구사례들을 살펴보면, 수많은 연구들에서 암석

의 정적 강도 특성과 동적 강도 특성이 큰 차이를 나

타냄을 보고한 바 있다. Fig. 14는 근래의 암석 동적 

Fig. 13. The SNDB specimens with different micro-cracks orientations(a) and the determined anisotropic factor as a function of 

loading rates(b) (Oh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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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특성 연구결과들을 정리한 것으로, 변형률속도 

조건에 따른 암석의 동적 강도 증가비(Dynamic 

Increase Factor, DIF)를 나타낸다(Zhang and Zhao, 

2014). 암석의 동적 강도 증가비 DIF는 동일한 암종 

및 규격의 시험편에 대해 정적 강도 대비 동적 강도

의 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Fig. 14를 살펴보면, 정

적 및 준정적에 해당하는 변형률속도 조건에서의 

DIF 값은 1에 근사하며 변형률속도 변화에 대해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동적 하중 상태에 해당하

는 약 1/s 이상의 변형률속도 조건에서는 변형률속도

의 증가에 따라 DIF 값이 크게 증가함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암종이나 시험법, 시험편의 규격 등에 상

관없이 전반적인 연구결과들에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특성으로, 암석 강도의 변형률속도(혹은 하중속도) 의

존성이라는 역학적 특성의 하나로써 다루어지고 있다. 

암석의 역학적 강도 특성이 변형률속도 의존성을 나

타내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다양한 논의가 진

행 중이나, 근래의 수많은 연구들에서는 이러한 특성 

역시 하중상태에 따른 암석의 파괴메커니즘 차이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inehardt, 1965; 

Kipp and grady, 1980; Dai et al., 2013). 

4. 맺음말

본 보고에서는 암석재료의 동적 실험기법과 동역

학적 거동 특성에 관한 대표적 최근 연구결과들을 소

개하였다. 암석재료의 동역학적 특성은 실험의 기술

적인 한계와 계측 및 분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비

교적 최근에 들어서야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

는 추세이며, 현재까지도 매우 도전적인 연구 분야로

써 여겨지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암석동역학에 

관한 연구사례나 기술적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

다. 최근에 수행되는 다양한 암석동역학 연구결과들

에서는 하중의 상태에 따라 암석재료의 역학적 특성

이 매우 상이함을 보고하고 있으며, 이는 공학적 설

계나 해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인자인 만큼 추후 심

Fig. 14. Comparison of DIF for various rocks determined by several recent studies (Zhang and Zha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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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는 연구들에 대한 필요성과 앞으로 우리가 고민

해 보아야 할 새로운 해결과제들을 제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암석동역학 분야에 대한 국내 연구자들

의 관심과 추후의 학술적 진보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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