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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rittle materials such as rocks and concretes exhibit large strain-rate dependency under dynamic 
loading conditions. This means that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uch materials can significantly be varied 
according to load velocity. Thus, the strain-rate dependency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iderations in solving problems of blast engineering or rock dynamics. Unfortunately, however, studies for 
characterizing the dynamic properties of domestic rocks and other brittle materials are still insufficient in the 
country. In this study, dynamic tensile tests were conducted using the Hopkinson pressure bar apparatus to 
characterize the dynamic properties of Geochang granite and high-strength concrete specimens. The dynamic 
Brazilian disc test, which is suggested by ISRM, and the spalling method were applied. In general, the latter 
is believed to have some advantages in experiments under high-strain rate deformation. It was found from the 
tests tha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dynamic tensile strengths obtained from the two 
different test methods for the two materials given. However, this was not the expected result before the tests. 
Actually, authors expected that there be some differences between them. Hence, it is thought that further 
investigations are needed to clarify this results.

Key words Hopkinson pressure bar, Dynamic tension test, Spalling test, Dynamic increase factor (DIF), 
Strain rate dependency

초 록 암석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취성재료는 재료에 동하중이 가해질 때에는 큰 변형률속도 의존성을 보인다. 

이는 취성재료의 역학적 성질이 하중속도에 따라 크게 변화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런 성질 때문에 취성재료의 

변형률속도 의존성은 발파공학이나 암석동역학 문제를 풀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들 중의 하나이다. 하

지만 불행하게도 국내의 경우, 암석이나 여타의 취성재료들의 동적물성을 특성화하는 연구들은 아직 미진한 상태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거창 화강암과 고강도 콘크리트 시편의 동적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홉킨슨 압력봉을 이용하여 

동적 인장시험을 실시하였다. 시험방법으로는 ISRM이 제안한 동적 압열시험과 박리시험을 채택하였다. 일반적으로, 

고변형률속도 하에서는 후자의 방법이 더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 두 종류의 시험을 실시한 결과, 시편들

의 동적 인장강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저자들은 애초에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강도가 상이할 것으로 

예상했었다. 따라서 서로 다른 방법을 적용했음에도 측정 강도가 비슷하게 나타난 것은 오히려 시험과정에서 어떤 

오류가 개입된 것으로도 볼 수 있으므로 후속연구를 통해 이 부분에 대해 상세조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핵심어 홉킨슨 압력봉, 동적 인장시험, 박리시험, 동적 증가계수, 변형률속도 의존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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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암석이나 콘크리트 등의 비금속 취성재료는 재료

에 작용하는 하중속도(loading rate) 혹은 재료가 보이

는 변형률속도(strain rate)에 따라 역학적 특성이 크

게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i and Xia, 2010; 

Xia and Yao, 2015; Oh et al., 2019). 이와 같은 

성질을 역학적 특성의 하중속도/변형률속도 의존성

(loading rate/strain rate dependency)이라고 부르며 현

재까지도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Zhang and Zhao, 2014; Jin et al., 2017; Ren et 

al., 2018). 

동적 하중조건에서 비금속 취성재료의 변형이나 파

괴를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사용되는 여러 재

료모델들에서도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의 역학적 거

동 특성 변화를 반영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서, 전 

세계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JH2(Johnson-Holmquist-II), 

HJC(Holmquist-Johnson-Cook), RHT(Riedel-Hiermaier

-Thoma) 등의 취성 재료 모델의 경우, 재료의 변형 

및 손상을 모사함에 있어 변형률속도를 고려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며, 재료 상수로서 적용되는 입력변수 

값을 통해 그 정도를 반영할 수 있다(Holmquist et 

al., 1993; Wang et al., 2018; 최병희 외, 2020). 이러

한 재료모델들의 입력변수 값 산정을 위해서는 실험

을 통한 대상 재료의 동적 거동(변형, 강도, 손상 등)

에 대한 특성화(characterization)가 필요 시 되는 바이

나, 국내 암종(rock type)을 대상으로 한 동적 거동 특

성화 연구사례는 매우 드문 실정이다. 이러한 견지에

서 보았을 때, 다양한 국내 암종들에 대한 동적 거동

을 특성화 하고 이를 토대로 물성 데이터베이스를 구

축하는 것은 국내 발파공학 및 암석동역학 연구의 발

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거창지역의 화강암과 구조용 

고강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수행된 동적 인장강도 

특성화 결과에 대해 소개하고자 하며, 두 재료에 대

한 동적 증가계수(dynamic increase factor, DIF)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암석재료의 동적 인장시험 기법

2.1 동적 압열인장 시험법

“Brazilian disc test” 또는 “Splitting test”라고도 불

리우는 압열인장 시험법은 암석재료의 간접인장강도 

평가를 위해 널리 적용되는 방법으로, 국제암반공학

회의(International Society of Rock Mechanics, ISRM) 

제안시험법으로도 등록되어 있다(ISRM, 2015). 시험

의 원리나 이론에 있어 정적과 동적 시험법에 따른 

차이는 없으며, 정적 시험에서 서보 제어 방식(servo- 

controlled system)의 유압식 정적하중이 수직으로 가

압되는 반면, 동적의 경우 스플릿 홉킨슨 압력봉(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 장비를 이용한 수평 

방향에서의 동적 충격 하중을 가압한다. 동적 압열인

장 시험법은 Fig. 1과 같이, 원판형 시험편에 압축하

중을 가하여, 시험편 내 응력구배에 따라 시험편의 

중심부에 집중되는 인장응력에 의한 인장파괴를 유도

Fig. 1. Schematics of dynamic Brazilian Disc tes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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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시험편의 파괴하중  및 인장강도 


 는 식 

(1)과 식 (2)를 통해 산정할 수 있다(ISRM, 2015).

               



 

  (1)

 

                




(2)

여기서,  및 은 각각 금속봉과 암석시료의 직

경, 는 전달파의 최대응력, 은 암석시료의 길

이(두께)를 의미한다. 시험편 파괴시점의 변형률 속도 

는 식(3)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ISRM, 2015). 

                  
 




(3)

여기서, 은 금속봉의 영률, 는 전달파의 최대

응력 도달시간을 나타낸다.

2.2 박리 시험법

박리 시험법(spalling test)은 고체매질을 따라 전파

하는 압축 응력파가 자유면(free surface)에서 인장 응

력파로 반사되는 홉킨슨 효과(Hopkinson effect)를 응

용하는 동적 인장강도 시험법으로 Fig. 2와 같은 원리

를 이용한다. 

박리 시험법에서의 동적 인장강도는 시험편 매질의 

탄성파 속도 과 시험편의 파괴과정에서 관측된 파

단면의 위치 즉, 자유면으로부터 파단면까지의 거리 

를 토대로 파단면에서의 응력분포를 이론적으로 계

산하여 산정할 수 있다. Fig. 2와 같이, 시험편 내 어

떤 지점에 파단면이 발생했을 때, 파단면에는 잔류 압

축응력(residual compressive stress) 과 반사 인장응력

(reflected tensile stress)이 함께 작용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응력구배상태에서 시험편 내 인장파괴가 발생

하였다면, 이를 야기한 순수 인장응력(net-tensile stress)

의 값이 시험편의 인장강도를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박리 시험법에서의 동적 인장강도 계산식은 다음의 식

(4) 및 식(5)와 같다(Cho et al., 2003; 정우진, 2010).

        


  ∆
(4)

 

                   ∆ 


 (5)

여기서, 은 시험편의 밀도, 는 시험편의 입자속

도를 나타낸다. 

박리 시험에서의 변형률 속도는 시험편의 자유면

에서 측정된 입자속도와 시험편의 길이를 토대로 식

(6) 및 식(7)을 통해 산정이 가능하다(Cho et al., 

2003; 정우진, 2010). 단, 이러한 기존의 방법은 이론

Fig. 2. Principle of spall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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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계산법으로 시료의 길이에 의한 영향을 받을 수 

있어 겉보기 변형률 속도(apparent strain rate)로 간주

되며, 직접인장시험 등에 의해 평가되는 변형률 속도

와는 차이가 있음을 명시해야 한다. 

                









(6)

 

                      



(7)

3. 실험장치 및 시험편

3.1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을 이용한 동적 인장시험

본 연구의 수행을 위해 두 종류의 홉킨슨 압력봉 

실험장치가 적용되었다. 첫 번째는 Fig.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진 스플릿 홉킨슨 

압력봉 장치를 이용하는 것으로, 동적 압열인장시험

의 수행을 위해 사용되었다. 두 번째 실험장치는 박

리 시험을 위해 적용된 것으로, Fig. 3과 같이 시험편

의 자유단 조건을 형성하기 위해 일반적인 스플릿 홉

킨슨 압력봉 시스템에서 전달봉을 제거한 형태로 실

험이 수행되었다. 

홉킨슨 압력봉 시스템은 동일한 축에 위치한 금속

봉들의 물리적 충돌에 의해 동적 하중을 가압하는 장

치로, 시험편에 작용하는 동적 하중에 대한 정보는 

금속봉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를 이용해 측정할 수 

있다. 동적 압열인장시험의 경우, 시험편 내 응력 평

형상태를 충족시키기 위해 구리 디스크를 이용한 파

형 성형기법이 적용되었으며, 박리 시험에서는 시험

편 자유면에서의 입자속도 측정을 위해 레이저 변위

측정시스템을 추가로 설치하였다. 두 실험 모두 초고

속카메라를 이용한 관측시스템을 설치하여 시험편의 

파괴거동 및 최초 파단면에 대한 화상 모니터링을 수

행하였다. 실험 장비에 관한 세부 규격 및 성능은 

Table 1에 기재하였다.

3.2 시험편의 준비 및 제작

본 연구에서는 동적 인장강도시험을 위해 국내 경

남 거창 지역에서 채취한 화강암과 일축압축강도 기

준 50MPa의 설계 강도로 배합된 고강도 콘크리트를 

이용해 시험편을 제작하였다(Fig. 4). 동적 압열인장 

시험편의 경우, 국제암반공학회의 제안시험법을 준수

하여 직경 50mm, 길이 25mm의 규격을 갖도록 제작

Fig. 3. Hopkinson pressure bar system for Spalling test(without transmission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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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별도의 시험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박리 시

험편은 재료 내 구성광물의 최대 입자크기가 시험편 

크기의 10배 이상이 되도록 직경 35mm, 길이 170mm

의 원주형 코어의 형태로서 제작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모든 시험편은 동일한 암반 및 콘크리트 블록에 

대해 동일한 방향으로 코어링하여 제작되었으며, 제

작 후 시험편의 기초물성 측정 결과는 Table 2에 기

재하였다. 

4. 실험결과 및 고찰

4.1 실험결과

Table 3 및 Table 4는 화강암과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동적 압열인장시험 및 박리 시험 결과를 기재한 

것이며, Fig. 5(a) 및 Fig. 5(b)는 이를 변형률 속도에 

대해 도시한 것이다. 동적 압열인장 시험의 경우, 약 

5/s에서 25/s의 변형률 속도 조건에 대해 거창 화강암

과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동적 인장강도 평가가 수

Fig. 4. Photographs of specimens for dynamic tensi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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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41 0.23 4,150 41 0.21 202 10

Concrete 21,97 15.35 3,698 16 0.19 48 4

Table 2. Mechanical properties of specimen

Hopkinson pressure bar system

Split Hopkinson pressure bar (SHPB) Hopkinson pressure bar (Single bar)

Materials: Maraging steel

Diameter: 38 mm

Length: 2600 mm (Incident bar), 

1500 mm (Transmission bar)

Density: 8215 kg/m3

Elastic wave velocity: 5474 m/s

Young;s Modulus: 196 GPa

Poisson’s ratio: 0.27

Materials: Maraging steel

Diameter: 35 mm

Length: 2000 mm (Incident bar)

Density: 7975 kg/m3

Elastic wave velocity: 5435 m/s

Young;s Modulus: 210 GPa

Poisson’s ratio: 0.21

Table 1. Specification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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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valuated dynamic tensile strength by dynamic 

Brazilian Disc test

 

(b) Evaluated dynamic tensile strength by Spalling test

Fig. 5. Evaluated dynamic tensile strength of Granite and Concrete

Granite Concrete

Sample ID
Strain rate

(1/s)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Sample ID

Strain rate

(1/s)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BG01 12.91 24.94 BC01 16.54 12.44

BG02 15.51 29.97 BC02 13.86 9.54

BG03 16.99 32.05 BC03 20.68 14.22

BG04 6.14 14.13 BC04 23.17 15.10

BG05 11.48 21.13 BC05 19.84 13.65

BG06 10.82 21.90 - - -

BG07 17.27 33.37 - - -

BG08 19.48 34.05 - - -

BG09 11.07 22.40 - - -

BG10 9.34 19.77 - - -

Table 3. Evaluated dynamic tensile strength by dynamic Brazilian Disc test

Granite Concrete

Sample ID
Strain rate

(1/s)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Sample ID

Strain rate

(1/s)

Dynamic uniaxial 

compression strength (MPa)

SG01 11.36 23.39 SC01 58 31.39

SG02 14.69 27.95 SC02 82.64 40.50

SG03 16.28 30.01 SC03 30 16.04

SG04 20.82 37.21 SC04 91.74 43.77

SG05 22.69 39.02 - - -

SG06 29.3 45.83 - - -

SG07 33.36 54.89 - - -

Table 4. Evaluated dynamic tensile strength by Spalling test



16 암석재료 인장강도의 동적 증가계수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에 대한 실험적 연구

행되었으며, 이때 화강암은 약 14MPa에서 34MPa의 

값을 보여 9MPa에서 15MPa의 값을 보이는 콘크리트

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동적 인장강도 값을 보였다. 

박리 시험은 약 11/s에서 90/s 수준의 동적 압열인장 

시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형률 속도 조건으로 

수행되었으며, 거창 화강암의 동적 인장강도는 약 

23MPa에서 55MPa, 콘크리트는 30MPa에서 44MPa로 

평가되었다. 상기 실험 결과에 대해 회귀분석한 결과 

동적 인장강도(


, )와 변형률 속도() 사이에 

아래와 같은 관계를 도출하였으며, 전반적인 실험 결

과값들의 분산이 작아 평균적으로 0.98 수준의 결정

계수 값을 나타내었다(식 (8)에서 식 (11) 참고).

화강암 : 


  (8)

   (9)

콘크리트 : 


  (10)

   (11)

4.2 동적 압열인장시험에서의 시험편 내 응력 평형상

태의 충족 여부

동적 압열인장시험의 경우, 정적 시험과 동일한 이

론에 의해 시료 전체에 하중이 평형하게 작용하는 상

태를 가정하여 강도를 산출한다. 서보제어를 통한 유

압식 하중을 가압하는 정적 실험의 경우, 상대적으로 

매우 느린 속도로 시료를 가압하여 시료 내 하중의 

평형 문제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가 없으나, 순간적으

로 매우 높은 수준의 하중이 가압되는 동적 실험의 

경우에는 시료 내 하중 평형 즉, 응력 평형상태(stress 

equilibrium state, SES)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Xia and Yao, 2015).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시료 내 응

력 평형상태를 만족시키기 위해 구리 원판(copper 

disc)을 이용한 펄스 성형기술을 적용하였다. 동적 압

열인장시험에서 시료의 응력 평형상태를 검증하는 방

법은 두 가지로, 첫 번째는 실험 시스템 내 입사봉과 

전달봉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 측정값을 이용하여 

응력 평형곡선(SES curve)을 도시하는 것이다. Fig. 

6(a)는 입사봉과 전달봉에 부착된 변형률 게이지로부

터 획득한 응력파 이력곡선을 나타낸 것이며, Fig. 

6(b)는 이를 토대로 SES 곡선을 도시한 것이다. SES 

곡선을 통한 응력 평형상태의 검증은 시험편의 입사

봉 방향 측면과 전달봉 방향 측면에 대해 동일한 형

태의 응력조건에서 시험편의 파괴가 발생하였는지를 

검증하는 것으로써, 입사파와 반사파를 중첩시킨 파

형과 전달파형의 대조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두 

파형을 대조했을 때 Fig. 6(b)에 나타난 것처럼 서로 

유사한 형태의 이력을 보일 시 응력 평형상태가 충족

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석 동적실험에서의 응

력 평형상태 검증 및 SES 곡선의 도시와 관련된 좀 

더 세부적인 사항은 앞서 발간된 우리 학회지의 논문

(오세욱 외, 2019)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a) Stress wave signal of BG01 obtained by strain gauges

  

(b) Stress equilibrium curve of BG01

Fig. 6. Stress wave signal and SES curve of B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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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방법은 시험편의 파괴거동에 대한 화상관

측을 통해 적절한 인장파괴가 발생하였는지를 확인하

는 방법으로, 시험편 내 적절한 응력 평형상태가 충

족되지 않을 시 시험편 중심부에서의 인장파괴가 아

닌 가압부에서의 압축응력 및 전단응력에 의한 조기

파괴(premature failure)가 발생하게 된다. Fig. 7은 동

적 압열인장시험에서의 시험편 파괴거동 화상관측 이

미지를 나타내는 것으로 150㎲ 시점에서 시험편 중앙

부에서의 균열을 시작으로 양쪽 측방향으로 파단면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3 박리 시험에서의 최초 파단면의 산정

상기 2.2절에서 서술한 것과 같이 박리 시험에서의 

동적 인장강도 산정을 위해서는 시험편의 최초 파단

면 위치를 특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시험편 내에 단

일 파단면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큰 문제가 되지 않

으나 다중 파단면이 발생하게 되면 실험 후 회수된 

시험편의 모습만으로는 어느 파단면이 최초로 발생한 

것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박리 시험에서는 초

고속카메라 등의 화상관측 장비를 이용하여 실험 과

정에서 발생하는 시험편의 파괴거동을 기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Fig. 8(a)는 박리 시험에서 시험편 파

괴거동에 대한 화상관측 이미지를 나타내며, Fig. 8(b)

는 실험 후 회수된 시험편의 모습이다. 해당 실험의 

경우, 약 90㎲ 시점에서 시험편 내 최초 파단면의 발

생이 확인이되며, 두 번째 파단면은 이로부터 한참 

후인 800㎲초의 이미지에서 처음으로 포착되었다. 

Fig. 8(b)와 같이 회수된 시험편에 대해 자유면(free 

surface)으로부터 최초 파단면까지의 길 를 산정할 

수 있다. 박리 시험에서의 동적 인장강도는 이렇게 

산정된 와 실험과정에서 계측된 자유면 입자속도 

Fig. 7. High speed camera images of dynamic Brazilian Disc 

test (BG01)

(a) High-speed camera images (b) Normal photograph

Fig. 8. Photographs of specimens for dynamic tensile test (SG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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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선(free surface particle velocity curve)을 토대로 Fig. 

9에 나타낸 방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4.4 시험방법에 따른 동적 인장강도 값의 비교

Fig. 10은 거창 화강암과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동적 압열인장시험 및 박리 시험결과를 변형률 속도

에 대해 함께 도시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재료에 대해 시험법에 따른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다만, 본 연구에서 두 시험법에 적용된 시험

편의 규격(크기 및 형상)이 각기 다르며, 현재까지 동

적 인장시험에서의 시험편 크기효과(scale effect)에 대

한 연구 등이 진행된 바 없으므로 두 시험법에 따른 

결과가 완전히 상응한다고 단정 짓기는 어렵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결과는 두 시험법에 의한 산

출 결과가 상당히 유사할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여

지는 분명히 보였다고 판단되며, 향후 두 시험법에 

대해 시험편 규격 및 파괴메커니즘 등을 고려한 심도 

있는 비교연구가 상당히 기대되는 바이다. 

4.5 재료에 따른 변형률 속도 의존성 비교

상기 Fig. 10의 결과를 살펴보면, 대상 재료에 따른 

변형률 속도 의존성의 차이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다. 

거창 화강암의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보다 변형률 

속도 증가에 따른 강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경

향을 보인다. 이는 화강암이 콘크리트에 비해 변형률 

속도 의존적 경향이 높다고 할 수 있는 것으로, 기존

의 선행 연구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기존 연

구결과에 따르면, 암석이나 콘크리트와 같은 불균질 

취성재료가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보이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재료의 불균질성과 동적 하중상태에서의 

파괴메커니즘이 논의된 바 있다(Cho et al., 2003; Oh 

et al., 2019). Cho et al.(2003)의 연구에서는 Inada 화

강암과 Tage 응회암에 대한 박리 시험 및 수치해석 

분석을 통해 동적 인장강도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에 

재료의 불균질성이 큰 영향을 미치며, 재료의 구성광

물 입자들 간의 불균질도가 높을수록 변형률 속도 의

존성은 낮아짐을 보고한 바 있다. 이러한 견지에서 

볼 때 본 연구의 대상재료인 화강암의 경우, 대표적

인 불균질 이방성의 재료로서 구성광물간의 미세결합

강도(microscopic strength) 차이 및 다수의 미세균열

(pre-existing microcrack) 존재로 변형률 속도 의존성

이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일부 

골재를 제외한 부분이 시멘트에 의한 상대적으로 균

질한 결합을 보이는 콘크리트의 경우 화강암에 비해 

변형률 속도 의존성이 낮게 나타남을 유추해 볼 수 

있다. 

4.6 화강암 및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 대한 동적 

증가계수 산정

동적 증가계수(Dynamic Increase Factor, DIF)는 

재료의 정적 강도   값에 대한 동적 강도  값을 

나타내는 무차원 상수로서, 각기 다른 조건(실험 환

경, 규격, 암종 등)에서 산출된 재료의 역학적 특성에 

대한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비교할 때 주로 사용되는 

Fig. 9. Determination of dynamic tensile strength in Spalling

test by using the free surface particle velocity profile

Fig. 10. Evaluated dynamic tensile strength of Geo-chang 

granite and concrete by different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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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념이다(Zhang and Zhao., 2014). 동적 증가계수 

DIF의 계산은 식 (12)와 같다. 

                    


 (12)

Fig. 11은 본 연구를 통해 산정된 거창 화강암과 

고강도 콘크리트의 동적 및 정적 인장강도 값을 토대

로 DIF를 산출하여 변형률 속도에 대한 함수로써 나

타낸 것이다. 거창 화강암 및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

해 산출된 인장강도의 동적 증가계수, DIF 값은 다음

의 식 (13) 및 식(14)와 같다.

   거창 화강암 :  



  (13)

  고강도 콘크리트 :  



  (14)

Fig. 11에서 도출된 결과를 살펴보면, 시험방법이나 

(a) Relationship between DIF and strain rates of 

Geo-chang granite

 

(b) Relationship between DIF and strain rates of Concrete

Fig. 11. Relationship between the DIF and strain rate for Geo-chang granite and concrete

Fig. 12. Normalized dynamic tensile strength as a DIF against the strain rate (Zhang and Zhao,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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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종류와 무관하게 변형률 속도에 대한 DIF 값

은 매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앞서 4.3절

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단순한 두 종류 재료 및 시험

법만으로 단정 짓기는 어려운 문제이나, Fig 12에 나

타낸 것처럼 다양한 규격이나 암종에 대한 실험결과

들일지라도 DIF 값 자체는 의미 있는 수준의 유사성

을 보인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에 상응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단, 본 연구에서 적용된 동적 압열인장시

험법이나 박리 시험법은 모두 간접인장시험법(indirect 

tensile test)에 속하는 것으로, 기존 연구결과를 참고

했을 때 직접인장시험(direct tensile test) 결과와는 상

이할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홉킨슨 압력봉 실험장치를 이용한 

거창 화강암 및 고강도 콘크리트의 동적 인장강도 시

험을 통해, 국내 암종 및 구조재료에 대한 동적 인장

강도와 이에 대한 동적 증가계수를 산정하였다. 뿐만 

아니라, 각 재료에 대해 동적 압열인장시험 및 박리 

시험법을 적용하여 실험이 수행되었으며, 그 결과 및 

변형률 속도 의존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도출한 주요 결론은 다음에 기술한 바와 같다.

(1) 동적 압열인장시험법 및 박리 시험법을 통해 국

내 거창 화강암과 대표적 구조재료인 고강도 콘

크리트에 대한 동적 인장강도 평가 결과 시험법

에 따른 차이는 미미하였으며, 매우 유사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다만, 본 연구의 결과는 시험편의 

규격 및 시험법 특성에 따른 파괴메커니즘에 대

해 다룬 것이 아님에 따라, 두 방법을 통한 동적 

인장강도 산출 값이 완전히 상응한다고 단정짓기

에는 부적절하며, 추후 이 부분에 관한 연구의 기

대와 필요성을 제시한 것으로 생각한다. 

(2) 재료에 따른 동적 인장강도의 변형률 속도 의존

성에 대해 고찰한 결과, 거창 화강암이 고강도 콘

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변형률 속도 의

존성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기존의 제시된 연구결

과 및 가설들을 뒷받침하는 연구사례로서의 의미

가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된 바로는 암석재

료의 변형률 속도 의존성을 야기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재료의 불균질성을 지목한 바 있으며, 

구성광물 간의 결합에 따른 미세강도 및 암석 내

부에 존재하는 미세균열 등으로 불균질성이 높은 

화강암이 시멘트 입자 간의 상대적으로 균질한 

결합강도를 갖는 콘크리트에 비해 변형률 속도 

증가에 따른 강도 의존 경향을 더 크게 받은 것

으로 판단된다. 

(3) 본 연구를 통해 산정한 두 재료의 인장강도에 대

한 동적 증가계수(DIF)는 매우 유사한 경향 및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재료나 시험편에 따른 변

형률 속도 의존성 모델링에 있어 그 편차를 최소

화하기 위해 도입된 DIF의 개념에 상응하는 부분

이며, 국내외의 많은 연구결과들의 누적을 통해 

추후 심도 있는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 본 연구의 결과는 현재까지 미비한 국내 암종의 

동적 거동 특성화 연구결과의 일환으로, 국내 암

종에 대한 동적 물성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수

치해석 모델링 등 국내의 암석동역학 및 발파공

학 연구의 확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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