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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화약의 폭발현상과 암반 파쇄에 대한 과학적인 접근이 완전하지 않고

모델링이 발파분야에 도입되어 활용도를 넓혀가고 있으나, 폭발현상을

이상폭굉모델로부터 산정하기 때문에 밀폐도, 혼합도 등이 독립적인 변

수로 작용하는 산업용 화약에는 부적합하다. 또한, 화약의 종류, 밀도 및

성분을 현장에서 조정, 제조하는 모바일 설비를 갖춘 벌크형 혼합폭약에

대해 암반파괴에 활용가능하고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비이상 폭발현상의

해석이 요구되고 있다.

화약의 폭발력에 대한 정량화 관점에서 발파공 압력이 발파설계의 입

력 자료로 활용되지만, 폭발속도를 근거로 계산식에 의해 구하는 발파공

압력은 그 실제적인 의미와 응용방법에 대해 명확한 이론이 제시되고 있

지 않은 실정이다. 폭발속도는 폭굉 진행 구역(DDZ, Detonation Driving

Zone)내에서 방출되는 에너지에 의해 결정되고, 산업용화약의 경우에는

폭굉 진행구역 내에서 반응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발파공 압력이

폭발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이상 폭발과 이로 인한 폭

발속도를 발파공에서 직접 측정하고, 벌크형 혼합폭약의 밀도, 장약의 직

경, 발파공 외벽 특성에 따른 구속정도 등이 폭발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을 규명하였다. 또한, 현장시험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벌크형 혼합폭

약의 비이상 폭발정도를 평가하고, 폭발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량과

폭발온도를 기반으로 반응에너지의 관점에서 벌크형 혼합폭약의 특성을

규명함으로써 발파공의 압력을 추정할 수 있는 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현재까지 측정보다는 계산에 의존하여 왔던 발파공 압력을 직

접 측정하였고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으로 대상

암반의 특성과 현장조건에 대해 목적하는 발파효과를 얻을 수 있는 폭약

의 조건, 혼합비와 밀도를 산정할 수 있는 기법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시험발파를 시행하여 발파공의 폭발속도와 압력을 측정하고 추정식

의 유효성을 검증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추정식과 기법은 다양한 국내외 작업

환경 및 주변조건에 따른 평가를 통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하고 보완․수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향후, 발파설계단계에서 암반조건, 작업조

건에 따른 발파결과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고, 목적하는 발파효과를 향

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

주제어 : 폭발속도, 발파공 압력, 폭굉 진행 구역, 비이상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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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발파설계란 파괴하고자하는 암반 등의 대상물에 폭약을 설치하여 목적

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사전계획으로서 화약의 특성, 대상물의 상태와

조건, 폭발현상과 유관한 주변상황 등의 종합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한다.

다만, 발파는 여타의 과업과는 다르게 시공결과의 생산물이 후속공정인

운반, 적재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을 만족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발

파설계에 대한 결과의 상관성을 규명하려는 노력이 부족하다. 또한, 위험

물의 취급에 따른 어려운 접근성으로 일부 화약 취급자의 경험에 의존하

기 때문에 공사관리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지속적인 기술의 축적과 발전

이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화약의 발명 이래로 공사현장에서 오랜 시간에 걸쳐 발파기술이

사용되어 왔지만 발파에 의한 암반의 파괴를 규명하는 과학적인 이론의

도출은 드물다. 또한, 화약의 폭발과 함께 암석파괴 과정을 동시에 해석

하여야 하는 관계로 그 해석이 완전하지 않고 목적하는 성과를 완전히

달성하는 수준으로 발파결과를 제어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리고, 근래에는 공학적 접근법으로 모델링이 발파분야에 도입되고 점

차 활용도를 넓혀가고는 있으나 모델링의 유효성이 화약과 암반과의 상

호작용의 이해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암반 속에서의 폭발현상을 예측하

기는 더욱 어렵다.

특히,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폭약은 취급의 용이성, 위험요소의 억제,

작업효율과 안전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화염과 열을 억제하는 성분비를

높이고 여러 종류의 화약을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군사용

으로 사용되는 폭약은 고유한 화학식을 갖는 화합 화약류로서 폭발반응

이 일어나는 조건이나 발생하는 가스와 열 등이 비교적 일정한 특성을

가지지만, 여러 종류의 화약과 첨가제를 혼합한 산업용 혼합폭약의 경우

는 폭발현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해석이 어려운 상황이다. 따라서, 산업용

폭약의 폭발현상을 규정하고 발파설계와 결과의 상관성을 데이터베이스

화하여 쉽게 이용 가능한 기술로 정립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서는 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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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 전기전자 및 통신기술 등 빠르게 발전하는 현대기술과 접목하여

한 단계 높은 기술성장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1.1 연구배경

화약은 충격이나 열 등 외부의 요인에 의해 급격한 화학반응을 일으키

고 열과 가스를 생성할 수 있는 물질이다. 화약의 폭발반응은 화약 자체

의 특성과 함께 반응환경에 따라 반응속도, 열, 생성가스의 양 등이 변

화하는데, 반응속도에 따라 연소(combustion), 폭연(deflagration), 폭굉

(detonation)으로 구분한다. 그 중에서 폭굉은 음속 이상의 매우 급속한

속도로 반응이 진행되는 경우로서 이상 폭굉과 비이상 폭굉으로 구분할

수 있다(Esen et. al., 2005). 이상 폭굉(ideal-detonation)이란, 주변 환경

에 의한 에너지의 투입과 손실이 없이 폭약 자체의 반응 에너지로만 주

변에 일을 하는 상태로 폭발반응이 시작되는 첨두면(shock front)에서

C-J면(Chapman-Jouguet plane) 사이로 정의되는 폭굉 진행 구역(DDZ,

detonation driving zone)에서 폭발반응이 완료되어 반응에 대한 시간적

인 또는 크기와 방향 등의 형태적인 외부요인의 영향이 없는 상태를 의

미한다(Cooper, 1996).

이에 반해, 비이상 폭굉(non-ideal detonation)은 C-J면의 배면에서도

반응이 지속되어 기체의 지속적인 발생과 함께 발파공 압력이 변화하고

암반조건, 형상조건 등에 영향을 받아 폭약의 반응정도가 차이를 나타낸

다. 일반적으로 폭발현상의 주요한 측정지표인 폭발속도(VOD, Velocity

of Detonation)는 해당 폭약의 성분과 반응조건에 따라 다른 값을 나타

내기 때문에 고유한 폭약의 성질로 인정되지만, 산업용 화약의 경우에는

봉상장약(column charge)으로 성형된 폭약의 직경에 따라 폭발속도가

달라지기도 하며, 발파공의 성형재료인 철관, 암반 등의 외부특성에도 영

향을 받는다. 또한, 개방상태의 폭발반응을 모사하고자 고안된 지관시험

에서도 폭발속도와 한계 약경(critical diameter)이 지관의 두께와 폭약의

시험 중량에 따라 차이를 나타내기도 한다(Seller,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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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현재의 산업용 화약은 초유폭약(ANFO)에서부터 에멀젼 폭약에

이르기까지 여러 성분이 혼합된 형태이며, 그 성상 또한 벌크형태로서

발파공 내부를 완전히 채움으로써 발파효과를 높이고, 운반과 장약작업

에 기계장비를 활용하여 현장안전과 작업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특히, 화약의 특성 관점에서는 암반특성, 현장 특수조건에 적합하

도록 화약의 조성성분을 현장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현장 혼합 방

식(site-mixing)이 채택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렇듯 현장 환경은 다양한 종류의 화약과 기계작업의 활용으로 변화

하고 있지만, 발파공의 폭발현상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은 군사용 폭약

인 화합화약을 중심으로 하는데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므로 산업현장에

서 사용되는 혼합폭약을 대상으로 하여 암반파쇄에 활용 가능한 비이상

폭발현상의 해석기법 개발이 요구된다.

1.2 연구목적

암반 속에서의 폭발현상은 시각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며 암반

은 균질 등방 재료가 아닌 관계로 화약과 암반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하는 암반내 폭발반응의 동적과정(dynamic process)을 이해하거나 예측

하는데 본질적인 어려움이 있다(Cunningham, 2006).

발파결과의 예측이 어려운 것이기는 하나 현장에서 적용하기에 가장

간편한 방법으로 파쇄 암석 단위체적당 사용 화약량인 비장약량을 사용

하고 있다. 비장약량은 특정 현장 조건에서의 발파로 인한 파쇄정도나

암석의 이동정도에 대한 발파결과를 대표한다. 그러나, 단위 발파공 내에

서 폭발반응의 관점에서 보면, 비장약량은 발파공 내 에너지 변화에 따

른 암반에의 영향 정도를 적정하게 반영할 수 없다(Tosun, 1991;

Persson et al., 1993; Hopler, 1998).

이러한 경우에 주로 사용되는 것이 발파공 압력으로 폭약의 폭발반응

으로 생성된 가스의 량과 폭발온도를 측정한다면, 폭발시의 발파공 체

적과 생성가스의 량 및 폭굉압으로 산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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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의 폭발현상을 이해하는 기초는 초기 군사용 폭약을 중심으로 개

발된 이상 폭굉 코드(ideal detonation code)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기

초 이론으로는 장약경이나 구속정도가 독립적인 변수로 작용하며, 폭발

반응과 가스의 발생이 비교적 긴 시간동안 지속되는 특징을 가지는 산업

용 화약의 폭발현상을 완전히 설명하지 못한다(Braithwaith et al., 1996).

또한, 현장에서 간단히 활용할 수 있는 도구로서의 발파공 압력이 발

파설계의 기준값으로 사용될 수 있으나, 폭굉 진행 구역 내에서의 반응

에너지가 폭발속도와 발파공 압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어서 이상 폭

굉 코드로부터 구한 발파공 압력은 그 실제적인 의미와 응용방법에 대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다. 즉, 산업용 폭약은 폭굉 진행 구역 내에서 반응

이 완료되는 것이 아니어서 발파공 압력이 폭발속도만으로 결정되는 것

이 아니기 때문이다(Cunningham, 2006).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발파공경과 벌크형 혼합폭약을

대상으로 암반의 파쇄와 이동의 주된 역할을 담당하는 비이상 발파공 압

력의 추정식을 개발하고 검증하고자 하였다.

1.3 연구내용 및 기대성과

첫째로 벌크형 혼합폭약의 조성비를 달리하면서 폭발속도를 측정하고

자 하였다. 폭약의 혼합비에 따른 밀도, 장약직경, 발파공 외벽 특성에

따른 구속정도 등의 여러 가지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폭발속도를 측정하

였다. 또한, 각각의 인자에 따른 폭발속도를 분석하고 폭발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폭약의 혼합비에 따른 밀도의 변화,

장약경의 증가, 발파공의 구속정도로 표시되는 암반의 강도특성 등에 따

른 폭발속도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둘째로 벌크형 혼합폭약의 생성가스 에너지를 분석하였다. 폭약은 화

학반응에 의해 가스를 발생시키고 그 가스의 급속한 팽창은 발파공의 압

력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므로 폭약의 성분에 따른 가스 팽창에너

지는 비이상폭굉을 일으키는 혼합폭약의 에너지를 대변해준다. 이때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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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팽창에너지는 폭굉의 비이상 정도에 따라 변화하지 않으므로 벌크형

혼합폭약이 발파공 압력에 미치는 고유한 특성이다.

셋째로 앞서 얻어진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발파에서의 비이상 정도를

평가하고, 동적압력과 함께 가스에너지를 반영한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

정식을 개발하였다. 또한, 추정식을 활용하여 적정한 발파공 압력을 얻을

수 있는 폭약의 조건, 해당 암반의 특성과 현장조건에 적합한 폭약의 종

류와 혼합비를 결정할 수 있는 기법을 수립하였다.

향후, 비이상 발파공 압력의 추정식을 활용하여 발파설계와 발파결과

의 상관성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수 있다면, 발파현장에서 암반,

화약조건에 따른 발파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

이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벌크형 혼합폭약의 폭발현상 해석의 정확도

를 높이고,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통하여 발파기술의 성장과 발전을 기

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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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존문헌 고찰

2.1. 충격파

2.1.1 충격파 이론

충격파(shock wave)는 일정 매질의 내부를 전파해가는 파가 음속보다

빠른 속도로 진행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물질의 모든 상(phase)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 특히, 기체 매질에서의 충격파는 기체의 종류에 관

계없이 균질하고 일정한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전파특성을 분석하기에

비교적 유리하다.

일정한 압력()과 밀도()를 가지고 있는 기체의 한 지점에서 내적외

적 요인으로 압력이 변화()하게 되면, 그 기체는 흐름이 발생하고 밀

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이를 표현하면 다음과 같으며, 여기서 는 음

속(sonic velocity)이며, 는 압력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입자속도

(particle velocity)이다(일본 공업화약협회, 1993).

  




(2.1)

∙   ∙ (2.2)

  ∙ ∙ (2.3)

일반적으로 기체 내에서의 압력변화가 작으면 전파속도는 음속과 같으

나 압력변화가 아주 큰 경우에는 압력변화에 의한 기체흐름의 속도가

음속에 합쳐져서 커지게 된다. 이때의 충격파가 압축파인 경우에는 압축

에 의해 기체의 밀도가 상승하게 되기 때문에 전파속도가 증가하게 되

며, 팽창파의 경우는 반대로 감소한다. 또한, 압축파에서의 밀도 증분

()과 압력 증분()이 모두 양의 값(+)으로서 밀도가 증가하면 속도가

증가하여서 전파속도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무한대로 증가하게 되지만,

실제 기체에서는 열전도에 의한 에너지손실 등에 의해 어느 한계에 이르

러 일정한 속도로 전파해 간다.

충격파는 소밀파(wave of condensation and rarefaction)로 전파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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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에 수직인 상태의 횡파(transverse wave)이며, 파면의 압력을 첨두

압(shock front pressure)이라고 한다. 최초의 급격한 압력변화정도가 충

격파의 크기를 좌우하며 일정거리를 진행해가면서 압력변화가 완화되면

서 음파로 변한다. 또한 충격파는 기체뿐만 아니라 액체나 고체 어느 매

질에서든 급격한 압력변화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충격파는

폭약의 폭발현상에 의해 발생한다.

2.1.2 고체 매질에서의 충격파

고체 매질에서의 충격파는 기체의 경우와 다르게 일정한 질량이 가지

는 물질이 입사하는 형태로 충격이 전달된다. 일정한 속도()로 일정시

간()동안 고체 매질에 충격파가 입사하는 경우, 단위면적당 충격파의

질량은 가 된다. 또한, 충격파가 통과한 후에 매질의 밀도가 변화하

여 로 되고, 매질 내에서 입자속도( )가 발생하게 된다면, 충격파의 전

파속도는 가 된다. 이때, 충격파 통과 전후의 질량은 일정하므로 다

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2.4)

또한, 운동량이 없는 상태에서 충격파가 통과하면 입자속도()가 발생

하기 때문에, 파면 직전의 운동량은 , 파면직후의 운동량은

   가 되어서 운동량보존의 법칙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이때, 는 파면 직전의 압력이고 는 파면 직후의 압력이다.

        (2.5)

그리고, 고체 매질에 입사하는 충격파의 전후방에서 단위체적당 위치

에너지의 증가는   로 표현할 수 있고, 단위체적당 운동에너지의

증가는 ∙로 나타낼수 있다. 이때, 입사하는 충격파의 압력이 한

일은 로서 에너지보존의 관점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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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여기에서 고체 매질의 단위질량당 체적인 비체적(  )을 활용하여

충격파의 속도와 입자속도를 정리할 수 있는데, 식(2.8)을 리만방정식

(Riemann equation), 식(2.9)를 랜킨-위고니오방정식(Rankine-Hugoniot

equation)이라고 한다(Cooper, 1996).

  


 

 
(2.7)

     


  

 
      (2.8)

   

      (2.9)

2.1.3 충격파속도와 입자속도

정지되어 있는 기체에 가해진 충격하중으로 발생하는 충격파는 2개의

속도를 가지는데, 하나는 충격파 자체의 전파속도이고, 다른 하나는 입자

속도(particle velocity)로 기체 내에서 일정지점에 위치한 입자가 충격파

의 도달과 함께 운동하는 속도이다.

기체 내에서 충격파가 행한 일은 압력( )과 체적( )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이상기체의 일정영역에서 정압비열( ,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과 정용비열( , Specific heat at constant volume)의

비를 라고 한다면, 충격파에 의해 발생한 에너지는 다음과 같다.

   

∙ 


(2.10)

여기서, 식(2.9)를 이용하여 충격파 도달전후의 압력( ), 밀도

( )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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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1)




 


 





∙


  (2.12)

이러한 방식으로 이상기체 내에서 충격파에 의한 기체의 압력과 체적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 위고니오(Hugonoit)곡선이다.

Fig. 2.1 Hugonoit curve of shock wave at a point in ideal gas(Cooper,

1996)

Fig. 2.1의 위고니오곡선은 폭발에 의한 충격이 매질에 가해지는 응력

의 변화경로를 표시한 것이 아니라 압력과 체적으로 표현되는 일의 평형

상태를 나타낸다. 일정위치 A에서의 압력과 체적인 에서  로의

평형상태가 유지되는 일정위치 B로의 변화를 의미하는 곡선( )이지만

각 위치에서의 압력과 부피에 대한 평형경로이므로 직선화하여 나타낼

수 있다.

2.2 충격파의 전파

탄성이론에서는 물체에 가해진 외력에 의해 응력이 발생하여, 변형이

생기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형의 회복이나 영구변형으로 나타난다. 암

반 내 폭약의 폭발에 의한 충격파 역시 외력으로서 매우 짧은 시간동안

영향을 미치지만, 응력을 발생시키고 탄성파로서 암반을 매질로 하여 전

파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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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외력인 충격파의 속도가 음속 이상의 매우 빠른 속도를 가지기

때문에 충격에 의해 발생한 응력 또한 매우 빠른 속도의 응력파(stress

wave)의 전파라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즉, 폭발에 의해 발생한 응력파

가 하중으로 작용하고, 폭발반응의 완성과 함께 응력의 발생이 종료되지

만, 발생한 응력이 매우 빠른 속도로 주변으로 전파해 가기 때문에 응력

파로 나타나며 평형상태에 도달할 때까지 전파되는 것으로 해석한다.

2.2.1 매질내의 응력파

무한평면의 매질 내에서 응력파(plane stress wave)가 발생하여 일정

한 방향()으로 전파하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 응력과 변형을 라그랑

지안 좌표계(Lagrangian coordinate)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2.13)

여기서, 는 매질의 밀도로 매질 내 응력파의 전파속도를 구하면 다음

과 같다. (Kolsky, 1953)

 





∙


(2.14)

또한, 특정재료에 일정방향()의 하중을 가하여 발생하는 응력()과

변형률()의 관계를 도시하면, Fig 2.2와 같다.

Fig. 2.2 Elasto-plastic behavior(일본 공업화약협회,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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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에서 항복점 위치(1)까지는 탄성거동, (1)~(2)사이는 소성거동을

하게 되는데, 는 그래프의 경사로 탄성변형구간이 소성변형구간

보다 더 크다. 그것은 소성파의 속도가 탄성파의 속도보다 느리게 전달

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소성변형구간에서는 응력의 변화보다 변형률의

변화가 더 크다.

이때, 일정한 지점(2)에서부터 변형률의 증가보다 응력의 증가가 급속

히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면, 가 탄성변형구간 보다 더욱 커

지게 되며 탄성파보다 매우 빠른 속도의 응력파가 발생한다.

이렇게 충격적인 하중을 받은 매질은 그 응력의 정도에 따라 파동이

생성되고 전파하는데, 응력과 변형률이 직선적인 관계를 보이는 매질에

서는 탄성파로, 그 이후에는 소성충격파로 전파된다.

2.2.2 응력파의 전파속도

물체 내부를 전파하는 응력파의 전파속도는 밀도와 탄성정수에 의해

결정된다.

   
 






(2.15)

  







 







(2.16)

2.2.3 응력파의 반사

물체 내부를 전파하는 응력파가 이종의 다른 매질에 입사하는 경우는

경계면에서 반사하게 된다. 이 경우에서 경계면과 직각방향인 응력은

“0”이 되어야 하므로 압축파가 입사하면 인장파로 반사하는 등 방향이

반대가 된다. 또한, 응력파가 경계면에 의 경사각으로 입사하는 경우,

스넬의 법칙(Snell’s law)에 의해 입사파가 횡파일 때는 의 경사각, 종

파일 때는 의 경사각으로 반사된다.

sin

sin
 


 

 





(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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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입사하는 횡파의 응력 와 반사하는 횡파의 응력 및 종파의 응

력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 ( : 반사계수) (2.18)

   cot∙ (2.19)

 
tan∙ tan tan

tan∙ tan tan
(2.20)

또한, 종파의 응력파가 의 경사각으로 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입사하는 종파의 응력 와 반사하는 종파의 응력 및 횡파의 응력 

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일본 공업화약협회, 1993).

  ∙ (2.21)

    tan∙ (2.22)

2.3 폭굉이론

2.3.1 폭굉파

공기 중에서 일어나는 폭약의 폭발은 다량의 가스발생과 함께 폭굉파

(detonation wave)를 동반한다. 폭굉파는 폭발에 의해 발생하는 공기 중

충격파로서 밀도와 압력의 변화가 발생하고, 폭굉파가 암반으로 입사하

여 전파하는 경우에는 응력파의 형태로 확산된다. 이때의 폭발가스 상태

방정식과 채프먼-주게(Chapman-Jouguet) 조건식은 다음과 같다(Cooper,

1996).

     (2.23)

   (2.24)

여기서의 는 폭굉파의 속도이며, 폭발생성 가스 내에서의 속도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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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속과 입자속도를 더한 값으로 표현된다. 폭굉파 또한 매질을 대상으로

전파해가므로 충격파의 속도( )가 폭굉파의 속도이다.

     (2.25)

        (2.26)

2.3.2 폭굉파의 에너지

폭약의 폭발반응에 의해 발생한 기체에 대해 일과 에너지 관점에서 압

력-체적( ) 관계를 나타내면 다음과 같고, 이때에는 폭발로 인한 반

응생성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야 한다.

    

      (2.27)

Fig. 2.3 Hugonoit curve of explosives detonation(일본 공업화약협회,

1993)

Fig. 2.3의 위고니오곡선에서 와 의 관계는 식(2.27)의 반응열이

포함된 것으로, 폭발전의 상태를 나타내는 점이 A( )로 선행하는 충

격파에 의한 곡선인  , 폭발반응에 의한 일정수준의 반응열을 고려한

곡선은 에 해당된다. 식(2.27)에서처럼 폭발반응에 의해 압력과 부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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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한 일정지점 C( )에서의 충격파속도는 폭굉파의 속도이고, A와

C를 연결한 선의 경사()가 가장 낮은 선은 과의 접선으로 반응의 완

결면으로서 C-J면이 되며, 이때의 압력()을 C-J면 압력()으로 표현

한다.

또한, 반응열이 고려되지 않은 충격파와 폭약의 폭발에 의한 폭굉파는

그 속도가 같으므로 A-C선의 연장선상에 있는 B점이 폭굉의 첨두면에

서의 압력으로 폭굉압이 되는데, 폭발에 의한 반응열로 부피가 팽창하게

되면 폭굉파의 압력은 P가 아니라 P1이 되어서, 이때의 압력은 최초 충

격압( )의 1/2 정도가 된다(일본 공업화약협회, 1993).

   (2.28)

2.3.3 폭굉압

폭굉압(detonation pressure, )은 폭발 충격파의 첨두면에서의 압력

으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29)

폭발의 발생으로 인한 충격파의 첨두면에서의 압력으로 해당폭약의 고

유 특성이며, 맹도(brisance)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현재까지 폭굉압을 발

파공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되어 여러 연구자들

이 평형방정식을 기초로 경험적인 수치로 폭굉압을 산정하는 식을 제시

하고 있다.

2.3.4 C-J면 압력

일반적으로 폭발현상을 해석하는 경우에는 이상폭발과 이상적인 밀폐

에 의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첨두면과 C-J면 사이에서 1차원적인 반응이

완료되고, 이후에는 시간, 면적, 외부요인의 영향이 없는 상태일 경우를

가정한다(Fickett & Davis,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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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 제안식

Fickett & Davis(1979)  





Persson(1993)   





연구자(기관) 제안식

Johansson & Persson(1973)     


히노 구마오(1974)   
   

Atlas powder co.(1987)   


National highway Ins.(1991)  






Liu & Tidman(1995)   






ISEE (2000)   


따라서, 폭발현상에 의해 대상물에 충격을 가하여 파괴를 일으키는 힘

은 첨두면의 폭굉 압력() 보다는 반응의 완결점인 C-J면에서의 압력

(C-J plane pressure, )을 기준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Table 2.1과 Table 2.2에 기존 연구자들의 제안식을 나타내었으며, 전

반적으로 폭약의 밀도와 폭굉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폭굉압과 C-J면상의

압력을 산정한다.

Table 2.1 Suggested formulae for detonation pressure(after 최성웅 외,

2004)

Table 2.2 Suggested formulae for C-J plane pressure(after 정용훈,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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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이상 폭굉

Fig 2.4은 원통형 장약공(cylindrical charge)내에 위치한 폭약의 폭발

반응에 의한 압력의 변화를 나타낸 것인데, A에서 D방향으로 폭발이 진

행된다. 폭발반응이 일어나는 위치는 “D”, 폭굉파의 첨두면은 “C”, 이후

C-J면에서의 압력 의 위치는 “B”이다. 이때의 D-C는 
 ,

C-D는 1~10mm정도의 매우 짧은 구간으로, C-J면 이내에서 모든 폭발

반응이 완료되어 원통형 장약공의 변화가 없는 한 일정한 압력상태를 유

지하게 되며, 이것을 이상 폭굉이라고 한다.

Fig. 2.4 Pressure variation from explosion in blasthole(일본

공업화약협회, 1993)

즉, C-J면 이전의 폭발반응에 의해 생성된 가스가 팽창하여 일정한 압

력상태에 도달하면 밀폐된 장약공(confined cylinder)내에서는 균일한 상

태인 일정압력()에 이르게 된다. 이때의 압력이 발파공 압력으로서 실

린더의 강도를 초과하게 되면 장약공이 파괴되면서 주변에 일을 하게 되

고 대기압에 수렴하게 되는 과정으로 발파가 종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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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6 산업용 화약의 폭굉특성

일반적으로 화약의 형상이 봉상인 경우에는 약경(charge diameter)이

감소할수록 폭발속도도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이유는 장약벽면

에서 발생하는 마찰저항에 의한 압력감소 때문이다. 만약, 폭약의 약경이

아주 크다면 폭굉 첨두면의 에너지 생성정도에 관계없이 폭발속도의 감

소는 크게 나타나지 않지만, 약경이 작은 경우에는 생성된 에너지에 정

도에 비례하여 폭발속도의 감소정도가 커진다.

Fig. 2.5 Schematic diagram of non-ideal detonation(Byers, 2002)

따라서, Fig. 2.5에서처럼 비이상적 환경(non-ideal condition)에서는 폭

굉 첨두면의 형상이 곡선이고 반응생성물의 흐름이 발산되는 형태로 나

타나며, 폭발반응이 폭굉 진행 구역에서 완료되지 않는다. 폭굉 진행 구

역이 첨두면에서 음속선(sonic line)까지의 구역인 이상폭발에 비해 더

후방에 위치한 반응의 최종점까지 반응이 진행되는 비이상 폭굉의 폭발

속도는 절대로 이상 폭발속도보다 커질 수 없다. 음속선 이후의 흐름은

여전히 초음속(supersonic)상태이지만 압축과 희박에 의한 소밀파와 같

은 요동(turbulence)이 발생하기도 하며 일반적인 음속수준에 속도를 나

타내기도 하여서 절대로 폭굉 진행 구역 내 폭굉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며

폭약의 폭발속도에도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다만, 산업용 화약은

음속선 이후에서도 여전히 반응이 지속되고, 음속선에서 부터 반응 종료

점 사이의 변화 또한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지속적으로 발파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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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발파공 압력

2.4.1 발파공 압력의 의미

발파에서 화약의 역할이나 효과를 예측하고 발파설계를 조정하는 방법

으로 가장 간편한 기준인자는 비장약량(specific charge)이다. 하지만, 비

장약량은 발파대상물의 단위체적에 대한 화약량을 구한 것으로 화약 자

체의 성능과 효과에 대한 분석보다는 작업관리의 측면에서 요구되는 지

표이다. 또한, 발파공 내에서 생성되는 에너지의 관점에서 비장약보다 발

파공 압력이 더 적정한 발파설계의 기준이다. 발파공 압력은 폭약의 밀

도와 생성가스의 체적이 정해진다면, 폭발 시의 약실체적과 생성 가스량

및 폭발압력에 의해 정의되는 것이다. 또한, 발파공 압력이 자주 사용되

는 것은 폭약의 폭발속도나 밀도 등으로 쉽게 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이다(Cunningham, 2006).

  ∙
 (2.30)

이러한 방식으로 0.8 g/cc의 밀도를 갖는 ANFO의 폭발속도가

3,500m/s일 때의 발파공 압력은   ×
  이다(Cooper,

1996).

그러나, 이것은 심각한 결함을 안고 있는데, 그 이유는 폭발의 지속시

간과 유동적인 요소를 무시하였고, 계산방식 자체가 가정이 포함(폭발압

력을 폭발속도, 밀도에서 유도)되어 있어 일반적인 암반발파에서의 응용

이 유효하지 않다. 즉, 발파공 압력은 이상폭발의 개념에서 첨두면과

C-J면사이의 지역에서 완전반응이 이루어지고 시간적, 공간적 외부요인

의 영향이 없는 상태일 경우를 가정한다. 또한, 전체적으로 외부와 분리

되어 반응계는 체적이나 온도가 변하지 않고 폭발에 의한 에너지를 발산

하거나 흡수되지도 않는 이상적인 밀폐를 가정한다(Cunningham, 2006).

2.4.2 이상폭발의 발파공 압력

위의 식(2.30)은 이상적인 상태에서의 힘과 에너지를 표현한 것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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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인 폭발은 폭굉 진행 구역 내에서 완전 반응하는 것을 말하는 것

으로 이때의 압력과 체적(  )곡선을 Fig. 2.6에 나타내었다. 여기서는

물리적인 반응지역을 총 5가지의 단계로 구분하였는데, 지점 3에서 5까

지의 구간에서는 반응이 종료되어 생성물인 가스의 팽창에 의해 일을 하

는 상태이다.

Fig. 2.6 Ideal detonation(Cunningham, 2006)

Fig. 2.6에서 (1)은 폭굉이 일어나기 이전의 초기상태이며, (2)는 반응

이 시작되는 위치의 첨두면 폭굉압력()에 해당한다. 이후, 반응이 지속

되면서 음속면의 위치에 도달하는 (3)에서 반응이 완료된다. 이 시점에서

화학적 에너지의 변환이 종료되고 압력만으로 주변에 영향을 미치게 된

다. 이후 (4)의 위치에서는 발파공 압력()이 형성되고, 발파공의 팽창

하면서 압력저하가 일어나고 (5)의 위치에서는 대기압과 평형을 이루게

된다.

완전밀폐상태에서 최종반응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이상 폭굉이 일어나

서 변화가 없다면, C-J면 압력()이 발파공 압력()이 될 것이다. 그

러나, 에너지, 질량, 모멘트 등의 보존에 의해 열, 압력, 속도의 동적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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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일어나고 충격파가 미반응 물질을 압축하고 입자속도를 가속화하여

기폭을 일으키고 발생한 열과 압력은 충격파를 전파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반응계가 완전 밀폐되지 않고 압력저하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렇

게 발파공 압력은 C-J면 압력에 비해 낮아지게 되는데, Persson et.

al.(2003)은 다음의 식으로 발파공 압력을 추정하였다.

   (2.31)

일반적으로 음속면을 경계로 물리적 변화가 일어나는 지점과 폭굉 진

행 구역으로 분리되기는 하지만, 폭발반응은 폭굉 진행 구역 이후의 위

치에서 반응을 억제하고 폭약을 잔류시키는 것은 아니다. 즉, 폭굉 진행

구역 이후의 지점에서는 폭발속도의 저하가 발생하지만 여전히 초음속인

상태의 반응조건이 지속되어 전체적인 화약에너지를 감소시키지는 않는

다.

다만, 동적환경만을 고려하면 폭굉파가 진행하면서 생성가스를 폭굉의

진행방향으로 끌어당기게 되어 첨두면 후면에서는 희박이 일어나고 부분

적으로 발파공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Cunningham,

2006).

2.4.3 비이상 폭발의 발파공 압력

폭약의 고유한 에너지가 폭굉파의 형태로 주변의 매질에 대해 어떠한

속도로 전파해 가는 가를 나타내는 것이 폭발속도이다. 폭발속도가 높다

는 것은 폭굉압력이나 C-J면 상 압력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폭발속

도는 발파공 압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된다.

다만, 산업용 화약의 대부분은 음속면 이내에서 폭발반응이 완료되지

않으며, 반응의 지속과 더불어 생성가스와 미반응 폭약 및 반응 생성물

간의 2차 반응이 일어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것은 이상폭발과는

다르게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반응의 생성가스

와 열에 의해 압력이 변화하게 되는데, 밀폐된 발파공 내부의 압력을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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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산업용 화약의 폭발반응을 비이상

폭발이라고 하며, 폭약의 종류와 밀도 등의 특성, 반응의 지속정도, 생성

물의 양과 상태 등에 따라 발파공 압력의 차이를 나타낸다.

또한, 발파공 압력을 산정함에 있어서 폭발속도의 측정값이 이상폭발

상태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는 비이상 폭발이 일어나는 폭약을 대상으

로 생각하면, 식(2.31)로부터 정확한 발파공 압력을 얻을 수 없다.

Fig. 2.7 Non-ideal detonation(Cunningham, 2006)

상기의 Fig 2.7은 발파공 내에서 폭발이 일어난 후, 발파공이 와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실선은 이상폭

발, 점선은 비이상 폭발을 나타내는데, 산업용화약의 비이상 폭발에 의한

C-J면 상 압력()은 이상폭발에 비해 낮지만, 폭굉 진행 구역 이후의

지속적인 반응에 의해 압력은 오히려 더 높게 나타난다. 발파공이 와해

되지 않는다면 일정한 발파공 압력으로 수렴되어 이상폭발과 비이상 폭

발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음속면 이후의 일정위치에서 발파공의

균열과 확장이 일어나게 된다면 비이상 폭발에서는 생성가스 분출에 의

한 손실과 파쇄암의 이동 등으로 에너지가 소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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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기관) 제안식

Calder(1977)   
   



Neil(1982)   


Sanchidrian et al.(1996)  






2.4.4 폭굉이론에 기초한 발파공 압력

폭굉이론에 기초하여 폭약의 밀도와 폭발속도 만으로 발파공 압력을

산정하고자 하는 것은 산업용 화약의 비이상 폭발에서 C-J면이후의 압

력이 상승하는 결과를 반영할 수 없다. 그러나, 발파공 압력을 추정한 기

존 연구에서는 음속면 이전에서 폭발반응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대부분 폭굉압의 약 45%정도를 발파공 압력으로 보고 있다. Table 2.3에

서 폭굉이론에 기초한 발파공 압력의 경험적 산정식을 정리하였다.

Table 2.3 Suggested formulae for blasthole pressure from detonation

theory(after Nie 1999)

발파공 내에서 발생한 동압력에 의해 암반에 가해진 하중은 암반특성

에 의한 상호작용으로 응력과 변형을 유발하고 물체를 운동시키거나 파

괴에 이르게 한다. 동하중은 정하중과는 다른 형태의 응력과 변형특성을

나타내는 충격하중으로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상승하였다가 감

소하며, 하중의 작용시간은 아주 짧다. 정하중과 구별하여 동하중의 특성

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작용하는 물체의 반응에 따라 하중이 영향을 받음

- 충격하중에 의한 응력분포는 물체 내에서 불균질함

- 충격하중은 작용물체에 운동을 일으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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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 동적환경에서의 비이상폭발

전술한 대로 폭굉파가 진행하면서 생성가스를 폭굉의 진행방향으로 끌

어당기게 되어 발파공 압력()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기도 하여서 동

적환경에서의 발파공 압력은 폭발속도 하나로 도출될 수 있는 것이 아니

다. 만약, 열손실이 발생하지 않고 발파공벽이 파괴되어 이동하기 전에

일정한 압력이 발파공벽 전체에 가해진다고 하면, 순간적인 발파공 압력

으로 폭발효과를 산정하여 나타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러한 경우

는 거의 없다. Fig. 4.1은 봉상장약에서 축방향으로의 이상적인 폭굉을

정적인 상태와 동적상태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이들 두 가지 모두

주변으로의 에너지 방출에 의한 압력변화를 정확하게 나타내지 못한다.

2.4.5.1 폭발진행모식

Fig. 2.8 Static (A) and dynamic (B) analysis on ideal detonation

during ideal confinement(Cunningham, 2006)

Fig. 2.8에서 (A)는 정적인 환경, (B)는 동적인 환경의 폭발로서 (A)의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일정한 수준에 해당하는 발파공 압력(4)이 유지되

고, (B)의 경우에서는 폭굉압력과 C-J면 상 압력으로 대표되는 충격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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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후에 급격히 감소하여 안정화(1→2→3)되는 형태를 보인다. 즉,

동적인 환경과 정적인 환경에서의 발파공 압력이 주변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정적환경에서는 폭굉속도와 관련 없이 발파공 전반에 걸쳐 일정한 발

파공 압력이 작용한다.

- 동적환경에서는 폭굉속도로 발파공에 가해지는 압력를 끌어올렸다가

아주 급격하게 감소하는데, 이것은 발파공 압력의 균등 안정화에 따른

것으로 안정화 이전에 발파공이 팽창하게 된다면 발파공 압력은 더욱

낮아진다.

2.4.5.2 발파공의 동적요소

발파공에서 이상폭발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완전 밀폐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반응 생성 가스는 발파공 내에서 외부로 확산되는 과정을 거친

다. 물론 일시적인 급격한 압력저하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가스에너지의

손실 없이 발파공 압력이 점점 감소하는 경우는 없다. 물론 이것은 발파

공의 파괴와 동시에 진행되는 발파공 압력의 급격한 저하가 발생하는 시

점 이전의 가스에너지의 손실을 의미한다.

또한, 비이상 폭발의 경우에는 동적인 환경에서의 변화와 더불어 지속

적인 가스의 발생이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발파공 압력의 산정은 더욱

복잡한 상황이 된다.

동적인 환경에서 산업용 화약의 폭발반응을 정리하면,

(1) 화약의 폭발에너지는 지속적으로 일을 하지만, 에너지 평형은 생기지

않으며,

(2) 최초 폭굉압은 발파공 압력의 2배정도에 이를 정도로 크지만 급속하

게 감소하며,

(3) 반응의 지속으로 인한 가스의 발생은 급격하게 감소한 발파공 압력

을 다시 상승시키는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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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5.3 폭발속도와 발파효과

Dremin(2005)은 실험을 통하여 폭발속도의 변화에 따른 발파효과를

비교하였다. Fig. 2.9는 28 mm 직경의 강관에 동일한 종류의 폭약(TNT

30%, AN 70%)을 장약하여 모래 속에서 기폭 시키고, 그 폭발속도와 폭

발 후 상태를 비교한 것이다. 폭약의 밀도는 같으나 입자의 크기를 달리

하여 폭발속도를 변화시키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거친 입자의 폭발속

도는 2,100 m/sec, 고운 입자의 폭발속도는 4,100 m/sec로서 약 2배 정

도의 차이를 보였으며, 폭발 후 상태는 거친 입자의 강관이 폭발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많이 손상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물론 폭발에너지의 많고 적음을 검증할 수 있는 결과는 아니지만,

Dremin(2005)은 폭약의 폭발에너지가 측정된 폭속보다는 이론적인 반응

에너지와 더욱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a) Low VOD (b) High VOD

Fig. 2.9 Steel pipe with equal density(Dremin,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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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폭발생성 가스에너지

발파공에서의 폭발에 의한 폭굉압력의 전달과 함께 발파공의 팽창을

일으켜서 암반파괴에 이용하는 폭발에너지는 생성가스에 의한 것이다.

이 폭발 생성 가스에너지는 폭굉압의 발생과는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발

생하며, 음속면 이후에서는 반응지속에 의해 발파공 압력이 상승하는 경

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폭발생성 가스에너지는 폭약의 성능을 나

타내는 인자임에도 폭굉압과 마찬가지로 측정이 어렵다. 다만, 이것은 폭

약의 조성과 반응에 의한 생성물의 작용으로 발생하는 폭약의 고유특성

에 해당하고, 한정된 발파공 공간 내에서 생성되는 가스의 양과 온도에

의해 결정된다.

2.5.1 폭발반응 상태방정식

상태방정식은 발파공 내 폭발반응에 대한 등 엔트로피적인 상태를 가

정하여 생성 기체의 종류와 양으로 가스에너지를 산정하는 것으로 JWL

상태방정식과 AN상태방정식 등이 사용된다.

(1) JWL(Jones-Wilkins-Lee) 상태방정식

이것은 폭발 생성 물질의 압력과 부피를 산정하기 위해 고안된 경험식

으로 등엔트로피 조건은 다음과 같다(Urtiew & Hayes, 1991).

  ∙ exp


∙ exp


 ∙

   (2.32)

이 식에서 상대체적(  )은 발파공의 체적과 생성가스의 체적을

정상상태로 가정하여 압력으로 변환시킨 것으로   로 표현된 압력

계수와   의 고유상수를 근거로 한다. Table 2.4에 단일 화학식을

갖는 화합화약인 펜트리트의 고유 상수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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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A

(GPa)

B

(GPa)

C

(GPa)
R1 R2 ω Remark 

Value 1,032.16 90.57 3.73 6.0 2.6 0.57
Density

1.763

Table 2.4 JWL parameters of PETN(after 조상호 외, 2004)

(2) AN(Abel-Nobel) 상태방정식

이것은 해당 폭약의 단위에너지를 근거로 발파공의 체적으로 폭발생성

가스의 압력을 산정한 것으로 사용된 폭약의 양을 고려한 것이 특징이

다. 다만, 코볼륨(covolume)을 폭약의 밀도로 반영한 경험식을 바탕으로

하였으며, 발파공 내 가스압력은 다음과 같이 산정된다(Cook, 1958).

 
∙

(2.33)

  


(2.34)

여기서, 는 해당 폭약의 비에너지(-kgf/㎠.kg)으로 단위 장약량에 대

한 생성가스의 체적과 압력을 나타내는 값으로 코볼륨()은 발파공의 체

적에서 폭약체적을 뺀 값을 산정하기 위한 폭약의 밀도와 관련된 상수이

다.

일반적으로 JWL상태방정식이 AN상태방정식에 비해 더 현실에 부합

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해당 폭약의 압력계수와 고유상수를 찾아

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며, 이 두가지 모두 단일 화학식으로 이루어진 화

합화약이 아닌 산업용 혼합폭약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2.5.2 가스에너지

폭약의 화학적 조성에 따른 산소평형, 가스량, 폭발열, 폭발온도, 비에

너지 등은 그 폭약의 고유한 특성이며, 실제의 폭발현상을 단순화하여

얻은 것으로 그 값이 폭발에 의한 실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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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차이는 크지 않다. 또한, 폭발반응에서 측정에 의한 데이터의 확보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화약제조사에서 제시한 성분조성과 특성값을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계산식은 폭약의 폭발거동에 대한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폭

약은 폭발에 의해 완전연소하며 생성물은 가장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을

이룬다는 가정에 기반을 둔 것이다. 예를 들면, C는 CO2, H는 H2O, N

은 N2가 되고, NaNO3는 Na2CO3, CaCO3는 CaO, Cl은 HCl, S는 SO2, Al

은 Al2O3를 생성한다(이승찬, 2005).

(1) 산소평형(oxygen balance)

폭약의 폭발 반응 후 발생하는 생성물이 CO2, H2O, N2가 되도록 각

성분을 배합하며 폭발의 위력이 충분히 발휘되고 발생가스의 성분이 유

독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조성성분을 조절하는 이유이다. 이에 분자식이

인 물질 100 g이 분해하여 CO2, H2O, N2을 생성할 때, 필요한

산소의 양을 중량단위로 표시한 것이 산소평형이며, 혼합폭약의 산소평

형은 각 조성의 대수합으로 구할 수 있다.

→  

 


  


  


 (2.35)

  분자량




  


∙ 

× (2.36)

(2) 생성 가스량( , ℓ/kg)

폭발 후 생성물들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성분물질 1kg이 방출

하는 CO2, H2O, N2, O2의 양을 산정하여 해당성분물질의 조성을 곱하여

구한다.

(3) 폭발열량( , kcal/kg)

폭발 시 발생하는 연소열을 나타내는 것으로 각 성분물질 1kg의 연소

열에 해당 성분물질의 조성을 곱하여 얻은 값의 총합이며, 이때 생성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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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팽창에 따른 일의 열량값을 더하여 산정한다.

   (2.37)

≓ (2.38)

여기서, 는 연소열량, 는 가스팽창에 의한 열량으로 가스팽창에

의한 열량값은 1 기압일 때와 비교하여 생성 가스량()을 40으로 나눈

값으로 근사하여 적용한다. 폭약 및 조성성분 물질의 산소평형, 가스량

및 폭발열량을 Table 2.5에 나타내었다.

(4) 폭발온도( , °K)

폭발온도는 반응종료 시 발열량()과 생성가스의 평균정용비열( ,

specific heat at constant volume)을 통해 산정한다.

   


∙ (2.39)

여기서, 은 생성가스의 몰수, 는 폭발 전 온도이며, 생성가스의 대

부분이 CO2, H2O, N2, O2이므로 생성 가스량에 대해 단순화시켜 사용하

며, 조성중에 기체를 생성하지 않는 물질이 포함된다면 이 또한 조성비

의 백분율에 포함시키되 폭발 후 기체생성물의 열량을 조성 백분율로서

합한 값으로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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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5 Estimating standard for explosive detonation(이승찬, 2005)

Composition
OB

(g/100g)

Gas Amount(ℓ/kg) Heat of

explosion

(kcal/kg)O2 N2 CO2 H2O

NG 3.53 24.68 148.06 296.12 246.76 1,583

Nitro glycole 0 0 147.40 294.8 294.8 1,695

NC -38.8 -271.29 95.75 510.66 329.8 2,486

TNT -74.1 -518.2 148.06 690.94 246.76 3,589

AN 20 139.79 279.98 - 559.95 607

목분 -137.54 -961.79 - 933.78 672.32 4,726

Starch -118.60 -829.36 - 829.36 691.13 4,364

NaCl 0 - - - - -124

DNT(Solid) -114.4 -800 123 862 369 4,630

SN 47.13 329.55 131.82 -132.82 - -259

Al -88.95 -622.85 - - - 7,390

CH4 -351.78 -2,460 - 1,600 1,600 9,200

MAN -34.08 -238.3 238.3 238.3 714.9 2,292

Urea -80.08 -560 373.3 373.3 746.7 2,167

(5) 비에너지( , ℓ-kgf/㎠.kg)

폭약의 폭발에너지를 대표하는 값으로 비에너지(specific energy)라고

하며, 생성가스의 총량과 폭발온도를 사용하여 구한다. 단위는 ℓ-kgf/

㎠.kg으로 폭약 1kg이 폭발하여 1기압, 0℃(273°K)의 조건에서의 생성가

스 체적이  , 폭발온도가 일 때의 비에너지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Cook, 1958).

 





(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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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합폭약의 폭발현상

3.1 벌크형 혼합폭약

벌크형 혼합폭약(bulk blend explosives)은 물을 포함하고 있는 에멀젼

폭약(슬러리, 워터겔 등)과 초유폭약(ANFO)으로 구성되어 있는 혼합물

이며, 그 혼합비는 0~100%의 범위로 다양하다. 에멀젼 함량이 60% 미만

인 혼합폭약은 펌프로 이송하기 어렵기 때문에 ANFO와 마찬가지로 오

거(auger)형태의 장치를 이용하여 이송하며, ANFO의 주성분인 초안입

자 사이의 빈 공간에 에멀젼이 채워져서 ANFO의 비중을 증가시켰다고

하여 “Heavy ANFO”라는 명칭으로도 불린다. 또한, 에멀젼 함량이 60%

이상으로 펌프이송이 가능한 폭약은 “벌크형 또는 폄프형 혼합폭약

(pumped blends)” 등의 명칭을 붙여 구분한다.

Fig. 3.1 Schematic diagram of bulk blend explosives(정천채, 2000)

Fig. 3.1에서 벌크형 혼합폭약에 사용하는 에멀젼은 산화제와 연료유

(fuel oil)를 계면활성제(surfactant)로 유화(emulsification)시킨 혼합물로

서 현장여건에 적합하도록 조성과 비중을 다양하게 변경하는 것이 가능

하다. 또한, 발파현장에서 펌프를 통한 장약이 가능하도록 경유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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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도가 낮은 연료유를 사용하여 에멀젼을 액상으로 제조하며, 기계식 장

약 장치를 이용하여 장약작업의 안전성을 향상시키고 뇌관으로도 기폭

되지 않는 수준의 기폭감도를 가진다. 대체로 예감제가 혼합되지 않은

에멀젼 성분을 초안(질산암모늄)과 유사한 정도의 위험성을 갖는 산화제

로 분류하여, 폭약이 아닌 블라스팅 에이전트(blasting agent)로 구분하

여 관리하는 나라도 있다.

Fig. 3.2는 현장시험에 사용한 기계식 장약 장치인 MPU(Mobile

Production Unit)와 기폭약으로 사용하는 고성능 에멀젼 폭약이다.

(a) MPU (b) Bulk blend explosives

(c) charging hose (d) Primer

Fig. 3.2 MPU(Mobile Production Unit)

Fig. 3.3은 MPU의 내부 절단면을 표시한 것으로 벌크형 혼합폭약을

구성하는 각 성분을 적재할 수 있도록 분리된 용기와 쉽게 혼합할 수 있

는 혼합조를 탑재하고 있으며, ANFO를 이송하는 오거와 벌크형 혼합폭

약을 이송하는 펌프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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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A partial cross sectional of MPU

3.1.1 임계밀도

일반적으로 ANFO는 초안의 종류, 장약 방법에 따라 0.75~0.90 g/㎤의

장약밀도를 가지는데, 장약 작업 중에 초안입자가 분쇄되어 비중이 높아

지면, 초안입자의 산화가 일어나는 표면적이 증가하고 폭발속도와 기폭

감도가 증가하지만, 장약밀도가 1.15 g/㎤ 수준에 도달하면 폭발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불폭점에 도달하게 된다. 약포형 에멀젼 폭약의 밀도는 1.

30 g/㎤ 정도, 벌크형 혼합폭약은 1.28 g/㎤ 정도에서 기폭성이 불안정해

진다. 이렇듯 폭약의 직경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나기는 하지만, 강

력한 기폭약(primer, 주로 Pentolite)에 의해서도 기폭 되지 않는 밀도를

임계밀도(critical density)라고 한다.

임계밀도와 관련하여 고려하여야 할 사항으로는 선행 발파공의 충격에

의한 사압 현상, 예감제로 사용되는 가스버블의 유실, 장공에서의 가스버

블 압축, 다공성 초안의 오일성분 흡수 등으로 인한 비중이 증가로 임계

밀도를 초과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것이다(민형동 et. al., 2007).

3.1.2 폭약의 예감화

폭약의 비중이 낮아지면 기폭감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핫스팟(hot-spo

t)이론에 의해 설명되는데, 폭약 중 위치한 기체가 충격에 의해 순간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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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압축되어 고온고압의 상태가 되고 이 기체가 다시 팽창하면서 인근의

산화제와 연료를 활성화시켜 반응 에너지를 얻는 것이다. 이때, 폭약 내

존재하는 기체의 분포가 편중되거나 적어지게 되면 폭약의 비중이 높아

지면서 기폭감도가 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 벌크형 혼합폭약은 산화

제와 연료가 각각의 상(phase)를 유지하여 계면에서 접촉 면적이 높지

않기 때문에 빠른 속도의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다. 초안은 170℃부터 분

해하기 시작하여 250℃ 까지는 분해열이 크지 않기 때문에 폭굉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는 300℃ 이상의 반응열이 필요하다(이영호 et. al., 2005).

따라서, 기폭용 프라이머와 같은 고성능 폭약의 폭발이나 분해열의 축

적 등 외부요인에 의한 온도상승과 산화제의 주성분인 NOx(NO, NO2,

N2O3 등)가 연료성분과 산화반응을 일으키는 반응열로 인접한 미반응

물질들을 더욱 빠른 속도로 활성화시켜 산화반응을 가속하여야 한다.

이때, 에멀젼은 기폭약으로 부터 오는 강력한 충격에 분산된 기체가

순간적으로 단열 압축되면서 온도가 상승하고, 고온의 기체와 접촉한 표

면성분부터 활성화되어 반응이 연쇄적으로 전파되는데 이것을 핫스팟이

론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산업용 화약은 뇌관이나 프라이머로 부터의

폭발충격 이외에 열적, 기계적, 전기적 충격에는 감도가 그리 높지는 않다.

일반적으로 초안입자 사이는 공극이 있어 에멀젼의 기포역할을 하기도

하는데, 외부의 충격에 의해 공극이 단열압축하면서 온도가 상승하여 반

응이 시작된다. 하지만, 벌크형 혼합폭약은 초안의 입자공극을 에멀젼이

나 오일이 채우는 경우가 많아서 폭굉을 활성화 시키는 예감제를 첨가하

여야 한다. 예감제의 종류로는 미소중공구체(microsphere), 화학적 기포

제(chemical gassing agent), 다공성 초안, 펄라이트(perlite), 발포 폴리

스타이렌(expanded polystyrene, EPS) 등이 있다. 벌크형 혼합폭약 중에

서 “Heavy ANFO”의 경우에는 초안입자 사이의 공극에만 에멀젼이 채

워지고 초안의 기공은 보호되기 때문에 예감화하지 않은 에멀젼을 혼합

하더라도 기폭감도는 유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또한 혼합 후 시간이

경과하면 에멀젼의 오일이 초안의 기공에 흡수되어 비중이 증가하게 되면 불폭

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예감제를 사용하기도 한다(이영호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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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혼합비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중과 내수성은 에멀젼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상승하는데, 에멀젼 함량 40~50% 사이에서 모든 공극이 채워져서 물이

침투하지 못하므로 내수성도 완전해진다. 또한, 폭발속도는 ANFO의 함

량이 감소할수록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스트레이트 에멀젼 폭약에서 최대

가 되지만 공경, 조성성분, 예감제의 종류 등 여러 가지 조건에 따라 차

이를 보인다.

스트레이트 에멀젼 폭약은 에너지 측면에서는 ANFO와의 혼합폭약에

미치지 못하지만, 폭발속도가 우수하여 비중을 높이기만 하면 에너지 부

족을 어느 정도 상쇄시킬 수 있다. ANFO에 에멀젼을 첨가할수록 단위

중량당 반응열은 꾸준히 감소하는 반면, 단위 중량당 유효 에너지는 Hea

vy ANFO영역에서 증가하여 40~50% 범위에서 최대가 된 후, 다시 감소

하게 된다. 이런 현상은 Heavy ANFO 영역에서는 물의 함량이 적어서

에너지가 높지만 펌프형 혼합폭약 영역에서는 물의 함량이 많아서 에너

지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일정한 폭발속도와 반응열을 기준으로 산정한

상대중량강도(RWS, relative weight strength)와 상대체적강도(RBS, rela

tive bulk strength)를 Table 3.1에 나타내었다.

Table 3.1 Available energy as mixing rate(정천채, 2000)

구  분
EM :

ANFO

비중

(g/cc)

폭속

(m/s)

반응열

(J/g)

@1,000atm

for rock

RWS RBS

ANFO 0:100 0.90 3,000 3,700 100% 100%

Heavy

ANFO

20:80 1.10 3,400 3,537 104% 127%

30:70 1.18 3,500 3,435 104% 136%

40:60 1.27 3,700 3,339 105% 148%

50:50 1.2~1.25 3,800 3,227 101% 140%

Blend

60:40 1.2~1.25 5,300 3,125 98% 136%

70:30 1.2~1.25 5,500 3,019 94% 131%

80:20 1.2~1.25 5,900 2,919 91% 126%

EMX 100:0 1.2~1.25 5,900 2,710 85% 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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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혼합폭약의 에너지

혼합폭약의 특징은 천공, 발파, 상차, 운반과 분쇄 등의 후속공정을 최

적화하기 위해 발파현장의 조건에 맞게 비중, 폭속, 에너지 등을 다양하

게, 그리고 쉽고 신속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현장여건에

맞는 화약을 선택한다는 것은 화약의 에너지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여야

가능한데, 기존의 연구에서처럼 화약은 충격에 의해 암석에 균열을 발생

시킬 수 있는 능력인 동적위력과 발생한 균열을 확장하거나 파쇄암석을

이동시킬 수 있는 능력인 정적위력으로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다. 일반

적으로 동적위력은 폭발속도로 정적위력은 가스 발생량, 폭발온도 및 탄

동구포 시험으로 평가하기는 하지만, ANFO에 비해 벌크형 혼합폭약은

폭발온도와 탄동 구포값이 크게 떨어져서 ANFO보다 더 좋은 발파효과

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우수한 발파결과를 보인

다.

Fig. 3.4 Diagram of adiabatic expansion(민형동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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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의 열역학적인 에너지는 화약을 구성하는 성분물질과 생성가스 및

그 반응열로부터 구하는데, 반응의 시작에서 완료까지 외부로 방출된 총

에너지를 나타낸다. 따라서 화약폭발시의 고온고압 상태와 대상암석의

특성이 반영되지 않아 실제 발파상황과는 차이가 있다.

고온 고압의 가스가 팽창하면서 주변 암석에 하는 일은 암석을 파괴하

는 일과 암석을 이동시키는 일이며, 가스의 압력이 단열 팽창하면서 암

석의 파괴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지속한다. 화약에너지의 사용형태를 도

식으로 단순화하여 표현하면 Fig. 3.4와 같다. 발파공 압력과 발파공 체

적으로 구성된 도표에서 암석 파괴의 임계압력에 도달할 때까지의 하부

면적이 화약에너지이며, 그 이후는 암석을 파괴하면서 팽창하던 가스의

압력이 낮아지고, 깨진 암석을 이동시키며 고온의 가스 형태로 대기 중

으로 손실된다.

Fig. 3.5 Available energy as rock strength(민형동 et. al., 2007)

이상과 같이 암석을 파괴하는 유효한 일을 하는 에너지는 폭발압력으

로부터 암석의 파괴를 위한 임계값까지의 단열팽창곡선을 적분하여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발파공 내 폭발압력을 높이는 것이 발파효과를 상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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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벌크형 혼합폭약의 조성비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인다. Fig. 3.5는 혼합정도에 따른 유효에너지의 특성 차

이를 비교한 것으로  선도 하부의 면적에 대해 1 기압까지 전체를

반영하면 ANFO가 더 큰 에너지를 갖게 되고, 일정 압력 이상에서는 벌

크형 혼합폭약이 더 큰 에너지 값을 갖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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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혼합폭약의 폭발속도

폭발은 기폭과 전파의 두 과정을 거치게 되며, 기폭이 완료되어 폭굉

파가 발생하고 일정한 정상파의 형태로 폭약 내부를 전파해 가는데, 이

폭굉의 전파속도가 폭발속도이다. 폭약의 폭발속도는 폭약의 성능과 관

련된 주요한 인자로 사용되고 있는데, 발파 현장에서 측정할 수 있는 화

약의 특성값으로 정량적인 수치화가 가능하여 평가도구로 자주 활용되고

있다.

3.2.1 실험실 시험

일반적인 폭발속도의 측정은 광학 측정법이 주로 사용되는데, 원형의

발파공 형태로 성형된 강관이나 플라스틱관에 폭약을 충진하고 일정 거

리를 이격한 위치에 광섬유 프로브(optical fiber)를 삽입한 후 일정방향

으로 기폭시킨다. 이후 시작점에서부터 완료점까지의 길이와 폭굉의 진

행시간을 측정하여 폭발속도를 산정하는 것이다(강추원, 2004).

Fig. 3.6 schematic diagram for VOD measurement(이승찬,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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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eel pile (b) Charge in a pipe (c) Chronograph

Fig. 3.7 Instrument for lab test(after HANWHA Co.)

Fig. 3.7은 실험실 시험의 시험장비 및 시료이다. 주로 시료의 성형은

원형의 강관을 사용하며, 강관 내 시료를 채운 후, 중량을 측정하여 시료

의 비중을 산정한다. 강관의 길이는 30 cm에서 1 m까지 다양하게 적용하

고 있다.

3.2.1.1 시험방법

(1) 강관 시험

강관의 규격은 길이 300 mm, 내경 50 mm, 두께 3.5 mm이다. 강관의

중앙부에 프로브를 삽입하기 위한 제 1천공을 설치하고 100 mm이격된

위치에 제 2천공을 설치한다. 강관 내부에 시료폭약을 삽입할 때는 강관

내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하여 장약하는데, 다짐정도에 따

라 비중이 변화한다. 이후 두 개의 천공 내에 프로브를 삽입하여 시료

폭약 내부로 충분히 침투시키고 측정 장치에 연결한다. 측정점 간 이격

거리가 100 mm로서 한쪽 방향에 치우치게 설치하는데, 그 이유는 폭발

속도의 측정값이 정상상태(steady state)에 도달할 수 있도록 제 1측정

프로브가 중앙부에 위치하는 방향으로 뇌관을 삽입하여 기폭방향을 선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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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관 시험

Fig. 3.7은 지관시험의 시료이며, 시험방법은 강관시험과 같다. 지관은

길이 1000 mm로 적용하여 폭약의 약경을 변화시키면서 평가한다. 지관

의 경우에는 발파공의 밀폐가 전혀 없는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개방상

태의 폭발속도를 얻을 수 있다고 평가된다. 다만, 뇌관의 폭발에 의해 지

관이 와해되지 않고 정상 폭속을 측정할 수 있도록 제어되어야 하므로

지관의 직경을 30 mm이하로 적용하기는 어렵다, 지관시험의 직경은 38

mm에서 152 mm까지 다양하게 변화시키면서 폭발속도를 평가하였다.

(a) Cardboard pipe for charge(152 mm diameter)

(b) Charge in a pipe (c) Primer(Pentolite)

Fig. 3.8 Instrument for Cardboard test(after HANWHA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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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2 시료폭약

실험실 시험에 적용된 초유폭약은 질산암모늄과 경유의 함량이

94.5:5.5로 그 비중은 0.77~0.87로 측정되었다. 이 비중은 폭약의 고유비중

이라기 보다는 장약비중으로 강관과 지관에 투입된 양을 기준으로 산정

하였다. 또한, 혼합폭약은 에멀젼 68.5~73.5 %, 질산암모늄 25~30 % 및

1.5 % 정도의 예감제로 설정하였으며, 이 또한 강관과 지관에 투입된 중

량을 토대로 장약비중은 1.2~1.38로 변화시켰다.

3.2.1.3 측정결과

실험실 시험에 의한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Table 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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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No. 일자
혼합비(%) 직경 길이 약량 S.G VOD 비

고ANFO EM mm m kg g/㎤ m/sec

Lab test_01 2017-01-16 100 0 50 0.3 4.8 0.81 3,322

강
관

Lab test_02 2017-02-13 100 0 50 0.3 4.5 0.77 3,389

Lab test_03 2017-03-07 100 0 50 0.3 4.6 0.79 3,472

Lab test_04 2017-04-19 100 0 50 0.3 4.7 0.80 3,164

Lab test_05 2017-05-04 100 0 50 0.3 4.6 0.78 3,355

Lab test_06 2017-06-07 100 0 50 0.3 4.6 0.78 3,299

Lab test_07 2017-07-10 100 0 50 0.3 4.6 0.78 3,164

Lab test_08 2017-08-21 100 0 50 0.3 4.7 0.80 3,115

Lab test_09 2017-09-06 100 0 50 0.3 4.6 0.78 2,915

Lab test_10 2017-09-14 100 0 50 0.3 4.9 0.83 3,039

Lab test_11 2016-04-10 100 0 102 1.0 71.1 0.87 3,214

지
관

Lab test_12 2016-04-10 100 0 127 1.0 110.2 0.87 3,704

Lab test_13 2016-04-10 100 0 152 1.0 157.8 0.87 3,696

Lab test_14 2017-09-26 100 0 127 1.0 101.3 0.80 2,525

Lab test_15 2017-09-26 100 0 152 1.0 145.1 0.80 2,881

Lab test_16 2016-01-20 25 75 50 0.3 8.0 1.36 5,494

강
관

Lab test_17 2016-01-22 25 75 50 0.3 8.1 1.37 5,434

Lab test_18 2016-02-18 25 75 50 0.3 8.1 1.38 5,459

Lab test_19 2016-03-14 25 75 50 0.3 8.1 1.37 5,282

Lab test_20 2016-04-20 25 75 50 0.3 8.1 1.37 5,014

Lab test_21 2016-06-10 25 75 50 0.3 8.1 1.37 4,947

Lab test_22 2016-06-29 25 75 50 0.3 8.1 1.37 4,945

Lab test_23 2016-07-15 25 75 50 0.3 8.1 1.37 5,011

Lab test_24 2016-07-28 25 75 50 0.3 8.1 1.37 5,107

Lab test_25 2016-08-18 25 75 50 0.3 8.1 1.38 5,063

Lab test_26 2016-10-14 25 75 50 0.3 8.1 1.37 5,555

Lab test_27 2016-11-02 25 75 50 0.3 8.1 1.38 5,714

Lab test_28 2016-12-27 25 75 50 0.3 8.1 1.38 5,096

Lab test_29 2017-01-24 25 75 50 0.3 8.1 1.38 5,594

Lab test_30 2017-02-27 25 75 50 0.3 8.1 1.38 5,490

Lab test_31 2017-03-30 25 75 50 0.3 8.1 1.38 5,389

Lab test_32 2017-05-04 25 75 50 0.3 8.1 1.38 4,716

Lab test_33 2017-05-04 25 75 50 0.3 8.1 1.37 5,154

Lab test_34 2017-06-21 25 75 50 0.3 8.1 1.37 5,056

Lab test_35 2017-07-26 25 75 50 0.3 8.1 1.38 5,405

Lab test_36 2017-08-28 25 75 50 0.3 8.1 1.38 5,288

Lab test_37 2016-04-10 30 70 38 1.0 13.7 1.21 3,839

지
관

Lab test_38 2016-04-10 30 70 51 1.0 24.7 1.21 4,823

Lab test_39 2016-04-10 30 70 63 1.0 37.7 1.21 5,131

Lab test_40 2016-04-10 30 70 76 1.0 54.9 1.21 5,046

Lab test_41 2016-04-10 30 70 102 1.0 98.8 1.21 5,149

Lab test_42 2016-09-10 30 70 38 1.0 13.6 1.20 3,162

Lab test_43 2016-09-10 30 70 51 1.0 24.5 1.20 3,800

Lab test_44 2016-09-10 30 70 63 1.0 37.4 1.20 4,153

Lab test_45 2016-09-10 30 70 76 1.0 54.4 1.20 4,469

Lab test_46 2016-09-10 30 70 102 1.0 98.0 1.20 4,661

Table 3.2 VOD data from lab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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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현장시험

벌크형 혼합폭약의 폭발속도를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발파공 내에

폭발속도를 직접 측정하여 획득할 수 있다. 현장시험의 측정방식은 발파

공의 형상인 봉상장약의 기폭점에서 전색 위치인 장약 최종점까지의 폭

속 변화를 공 내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이다. 고저항 전선으로 만들어진

프로브를 폭약과 함께 설치하여 폭약의 폭발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프로

브의 저항이 감소하는 정도를 기록하여 폭속을 산정하는 것으로 연속식

폭속 시험법이라고 한다.

3.2.2.1 시험방법

Fig. 3.9에 발파공 내 측정장치를 설치하는 방법을 표시하였는데, 먼저

작은 암석이나 소형추에 프로브 와이어를 부착하여 발파공 하부에 위치

시킨다. 이후, 기폭약포를 설치하는데 항상 기폭약포에서 부터 폭발이 시

작되므로 기폭약포의 위치를 공저에 두는 것이 측정구간의 길이확보에

유리하며, 기폭약포에 프로브 와이어를 부착하여 설치하는 경우도 있다.

장약과 전색을 실시하고 프로브 와이어를 연장케이블에 연결하며 안전구

역까지 연장한 후에 측정시험기(Datatrap-II)에 연결한다.

또한, Fig. 3.10나타낸 것처럼, 이 방법으로 한 번에 여러 공의 폭발속

도를 동시에 측정할 수 있는데, 첫 번째 공에 프로브 와이어를 설치한

후에 다시 소형추에 프로브 와이어를 부착하여 제 2번 공의 공저에 두는

방식으로 여러 공을 동시에 측정한다. 프로브 와이어의 저항이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므로 각 공의 시간변화에 대한 저항변화의 증분을

측정하여 공별 폭발속도를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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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Schematic diagram for field VOD test(MREL Co.,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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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0 VOD assessment for field test(after MREL Co., 2010)

3.2.2.2 시료폭약

현장시험 발파에서 사용된 시료폭약은 ANFO와 에멀젼이 혼합된 벌크

형 혼합폭약으로 ANFO의 조성은 질산암모늄 94.5 %, 경유 5.5 %의 조

성비로서 비중이 0.8로 측정되었고, 벌크형 혼합폭약은 에멀젼 60~100

%, 초안 0~40 %, 예감제 0~1.5 %의 조성비로 비중은 0.98~1.22 범위에서

측정되었다.

3.2.2.3 폭발속도 측정결과

현장시험에 의한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Table 3.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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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VOD data from site test

구 분 일자
공번 혼합비(%) 약경 약장 약량 S.G VOD

no. ANFO EM mm m kg/공 g/㎤ m/sec

Site 
test_01 2016-06-20

H-01 100 0 89 11 57 0.80 4,019

H-02 100 0 89 11 57 0.80 4,092

Site 
test_02

2016-10-16

H-01 25 75 115 11 140 1.20 5,107

H-03 25 75 115 11 140 1.20 4,717

H-04 25 75 115 11 140 1.20 4,352

H-05 25 75 115 11 140 1.20 4,346

Site 
test_03

2016-10-20

H-01 25 75 115 11 140 1.20 5,269

H-02 25 75 115 11 140 1.20 5,098

H-03 25 75 115 11 140 1.20 5,099

Site 
test_04

2016-11-24

H-01 25 75 102 11 104 1.22 4,301

H-02 25 75 102 11 104 1.22 4,413

H-03 25 75 102 11 104 1.22 4,802

H-04 25 75 102 11 101 1.20 5,617

H-05 25 75 102 11 101 1.20 5,725

H-06 25 75 102 11 101 1.20 5,639

Site 
test_05

2017-03-13

H-01 30 70 229 4.85 236 1.18 -

H-02 30 70 229 4.85 236 1.18 5,068

H-03 30 70 229 4.85 236 1.18 4,804

H-04 30 70 229 4.85 236 1.18 4,823

Stest_06 2017-04-03 H-01 30 70 229 14.8 725 1.19 -

Site 
test_07

2017-05-25

H-01 40 60 229 23.5 948 0.98 -

H-02 40 60 229 23.5 948 0.98 4,240

H-03 40 60 229 23.5 948 0.98 3,812

H-04 40 60 229 23.5 948 0.98 4,210

Site 
test_08

2017-07-07

H-01 40 60 229 26.5 1124 1.03 4,843

H-02 90 10 229 26.5 970 0.89 4,701

H-03 90 10 229 26.5 970 0.89 4,631

H-04 90 10 229 26.5 970 0.89 4,646

H-05 40 60 229 26.5 1124 1.03 -

Site 
test_09

2017-04-07

H-01 40 60 229 13.4 552 1.00 4,608

H-02 40 60 229 13.4 552 1.00 4,724

H-03 40 60 229 13.4 552 1.00 4,646

H-04 40 60 229 13.4 552 1.00 4,628

Site 
test_10 2017-06-19

H-01 0 100 102 2.5 22 1.13 3,766

H-02 0 100 102 2.5 22 1.13 3,591

H-03 0 100 102 2.5 22 1.13 3,898

H-04 0 100 102 2.5 22 1.13 4,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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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폭발속도 영향인자

폭약의 폭발속도와 관련이 있는 인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발파공의

직경과 폭약의 밀도가 해당 현장의 조건과는 무관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현장의 조건이라 함은 대상 암반의 종류, 강도

특성, 절리 등 불연속면의 방향과 크기, 지하수의 상태나 양과 같은 제어

하기 어려운 조건과 함께 폭약이 장약되는 발파공의 형상과 길이, 상태

등 다양한 작업 조건을 포함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장 조건은 전술한 대

로 제어하기 불가능한 요건이거나 제어가 가능하다고 하여도 재현성이

없기 때문에 폭발속도의 분석대상으로 분류하여 고려하여야할 인자는 아

니다.

Esen et. al.(2005)은 일정한 암반과 폭약조건에서 공경이 클수록 폭발

속도, 폭발압력 및 반응의 규모가 커진다고 하여 공경의 크기를 강조하

였다. 폭발속도는 폭약의 성능이나 특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인자이지만,

측정방법에 따라 각기 다른 조건이 적용되기 때문에 사전에 조건이 정리

되어 있어야 한다. 그 조건으로는 폭발반응식, 한계약경, 폭약의 밀폐 상

태 하에서의 성능 등이 있다(Seller, 2007).

이 3가지 조건은 폭약의 성능시험으로 활용되는 원통시험에서 항상 요

구되는 조건들로 폭약 성형용기가 폭발시스템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하

는데, 폭약용기의 강도와 두께를 무시하여 잘못된 결과를 도출한 사례가

있다(Thomas, 2006).

폭약의 실제 성능을 예측하고 이해하는 관점에서 발파모델링이나 폭발

속도의 측정 등은 반응대 내에서 에너지 변환정도에 대한 기초적인 근거

를 제공해주며, 일반적인 수준 정도의 밀폐에 의한 폭약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로 첨두면의 곡률이 편평해지는 지점의 근사값을 도출하여 폭

약의 한계약경을 산정하는 경우도 있다(Sharpe & Braithwaite, 2006).

또한, 이상폭굉반응에서는 측면의 팽창이 없기 때문에 완전밀폐로 가

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반응이 느리게 일어나는 혼합폭약인 산업용 폭약

은 항상 밀폐된 발파공의 체적팽창에 의한 첨두면과 반응종료점 사이의

방사상 확장이 동시에 진행된다. 즉, 발파공의 측면압력의 변화가 첨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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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곡률을 변화시키고 폭약의 측면에서 충격하중을 감소시켜 에너지의

손실을 가져온다. 이것이 반응대의 위치를 뒤로 이동시켜 폭굉 진행 구

역 내에서 불완전반응을 일으키고 폭속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3.3.1 장약경

Esen et. al.(2005)은 모델링을 통하여 폭발속도에 미치는 장약경의 효

과를 비교하였다. 시료폭약은 0.8 g/㎤의 밀도를 가지는 ANFO, 1.15 g/

㎤의 벌크형 혼합폭약이며, 대상 암반은 킴벌라이트(Kimberlite)와 석회

암으로 165 mm, 250 mm공경에 대해 Vixen-i와 Cheetah code를 활용하

여 장약경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예측하였다. Esen(2005)은 이것을 크기

효과(size effect)라 표현하였으며, 장약경의 역수에 대한 폭발속도의 변

화를 Fig 3.9에 나타내었다.

Fig 3.11의 결과를 보면, ANFO와 벌크형 혼합폭약 모두 동일한 결과

로서 장약공의 반경에 대한 역수가 커질수록 폭발속도가 감소하는 결과

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장약경의 크기가 폭발속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며, 폭약의 종류와 무관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그 영항

정도에 대해서는 판정하기 어려우나 암반상태 역시 하나의 영향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결과로서 킴벌라이트에서의 폭발속도 변화가 석회암보

다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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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VOD fits for ANFO

(b) Unconfined VOD fits for blends

Fig. 3.11 Unconfined VOD for explosives(Esen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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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장약경에 대한 결과분석

현장시험에서 측정한 장약경의 크기 변화에 따른 폭발속도를 Fig. 3.12

에 나타내었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발파공경과 폭발속도의 상관관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전의 연구인 Esen et. al.(2005)의 모델

링과 다른 결과를 보인다.

폭
발
속
도(m

/se
c)

장 약 경 

Fig. 3.12 VOD vs blasthole diameter

이전의 연구결과와 다른 이유를 찾기 위해 ANFO와 벌크형 혼합폭약

으로 구분하여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3.13 ANFO에 대한 측정결과를

보면, 장약경의 증가에 따라 폭발속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어서 이

전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Fig. 3.14 벌크형 혼합폭약에 대

한 측정결과를 보면, 장약경의 증가에 따라 폭발속도가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처럼 보여 이전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벌크형

혼합폭약을 사용하는 경우에서는 폭약의 임계밀도에 대한 우려로 예감제

의 조성비를 높이고, 항상 임계약경 이상의 발파공경을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공경의 증가에 따른 폭속의 증가가 예상대로 발현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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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Measured VOD as blasthole diameter(ANFO)

구   분 시험No.
(Lab test)

약경
(mm)

폭발속도
(m/sec)

VOD시험
(Steel)

LT_01 50 3,322

LT_02 50 3,389

LT_03 50 3,472

LT_04 50 3,164

LT_05 50 3,355

LT_06 50 3,299

LT_07 50 3,164

LT_08 50 3,115

LT_09 50 2,915

LT_10 50 3,039

VOD시험
(cardboard)

LT_11 102 3,214

LT_12 127 3,704

LT_13 152 3,696

LT_14 127 2,525

LT_15 152 2,881

VOD시험
(Rock)

ST_1_1 89 4,019

ST_1_2 89 4,092

ST_8_2 229 4,701

ST_8_3 229 4,631

ST_8_4 229 4,646

폭

발

속

도

(m
/se

c)

장약경 (mm)

Fig. 3.13 VOD graph as blasthole diameter(A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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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Measured VOD as blasthole diameter(Blends)

구  분 시험No.
(Lab test)

약경
(mm)

VOD
(m/sec)

구  분 시험No.
(Site test)

약경
(mm)

VOD
(m/sec)

VOD
시험

(Steel)

LT_16 50 5,494

VOD
시험

(Rock)

ST_2_1 115 5,107

LT_17 50 5,434 ST_2_2 115 4,717

LT_18 50 5,459 ST_2_3 115 4,352

LT_19 50 5,282 ST_2_4 115 4,346

LT_20 50 5,014 ST_2_5 115 5,269

LT_21 50 4,947 ST_3_1 115 5,098

LT_22 50 4,945 ST_3_2 115 5,099

LT_23 50 5,011 ST_3_3 102 4,301

LT_24 50 5,107 ST_4_1 102 4,413

LT_25 50 5,063 ST_4_2 102 4,802

LT_26 50 5,555 ST_4_3 102 5,617

LT_27 50 5,714 ST_4_4 102 5,725

LT_28 50 5,096 ST_4_5 102 5,639

LT_29 50 5,594 ST_5_1 229 5,068

LT_30 50 5,490 ST_5_2 229 4,804

LT_31 50 5,389 ST_5_3 229 4,823

LT_32 50 4,716 ST_7_2 229 4,240

LT_33 50 5,154 ST_7_3 229 3,812

LT_34 50 5,056 ST_7_4 229 4,210

LT_35 50 5,405 ST_8_1 229 4,843

LT_36 50 5,288 ST_9_1 229 4,608

VOD
시험
(card
board)

LT_37 38 3,839 ST_9_2 229 4,724

LT_38 51 4,823 ST_9_3 229 4,646

LT_39 63 5,131 ST_9_4 229 4,628

LT_40 76 5,046 ST_10_1 102 3,766

LT_41 102 5,149 ST_10_2 102 3,591

LT_42 38 3,162 ST_10_3 102 3,898

LT_43 51 3,800 ST_10_4 102 4,032

LT_44 63 4,153 　 　 　 　

LT_45 76 4,469 　 　

LT_46 102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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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약경 (mm)

폭
발
속
도(m

/s
e
c)
(b) Blends

Fig. 3.14 VOD graph as blasthole diameter(Blends)

3.3.3 장약밀도

일반적으로 폭발속도와 장약밀도는 아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는 것으

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장약밀도를 근거로 한 폭발속도

산정식이 소개되고 있다. Cunningham(2006)은 이론적인 에너지의 보존

에 관점에서 완전반응에 의한 이상폭발코드에 의해 폭약의 밀도와 이상

적인 폭발속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였다.

  ∙   (3.1)

여기서,  는 폭약의 이상적인 폭발속도, 는 폭약의 장약밀도이며, 그

단위는 각각 km/s, g/cc이다. 또한, Harries(2000)는 다음과 같이 장전

비중에 반응열을 더하여 이상 폭속을 산정하는 계산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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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여기서, 는 반응열(heat of reaction)로 단위는 MJ/kg, 는 열역학적

상수이며 0~1.15의 값을 갖는다.

3.3.4 장약밀도에 대한 결과분석

Fig. 3.15 폭약의 장약밀도에 따른 폭발속도 측정결과이며, Fig. 3.16과

Fig. 3.17은 폭약종류에 따른 결과를 구분하였다. 그 결과, 이전의 연구결

과와 유사한 형태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폭
발
속
도(m

/se
c)

장약밀도 (g/㎤)

Fig. 3.15 VOD graph as charging d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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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Measured VOD as charging density(ANFO)

구   분
시험No.

(Lab test)
장약밀도
(g/㎤)

폭발속도
(m/sec)

VOD시험
(Steel)

LT_01 0.81 3,322

LT_02 0.77 3,389

LT_03 0.79 3,472

LT_04 0.80 3,164

LT_05 0.78 3,355

LT_06 0.78 3,299

LT_07 0.78 3,164

LT_08 0.80 3,115

LT_09 0.78 2,915

LT_10 0.83 3,039

VOD시험
(cardboard)

LT_11 0.87 3,214

LT_12 0.87 3,704

LT_13 0.87 3,696

LT_14 0.80 2,525

LT_15 0.80 2,881

VOD시험
(Rock)

ST_1_1 0.80 4,019

ST_1_2 0.80 4,092

ST_8_2 0.89 4,701

ST_8_3 0.89 4,631

ST_8_4 0.89 4,646

폭
발
속
도(m

/se
c)

장약밀도 (g/㎤)

Fig. 3.16 VOD graph as charging density(A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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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Measured VOD as charging density(Blends)

구  분
시험No.

(Lab test)

장약
밀도
(g/㎤)

VOD
m/sec 구  분

시험No.
(Site test)

장약
밀도

(g/㎤)

VOD
m/sec

VOD
시험

(Steel)

LT_16 1.36 5,494

VOD
시험

(Rock)

ST_2_1 1.20 5,107

LT_17 1.37 5,434 ST_2_2 1.20 4,717

LT_18 1.38 5,459 ST_2_3 1.20 4,352

LT_19 1.37 5,282 ST_2_4 1.20 4,346

LT_20 1.37 5,014 ST_2_5 1.20 5,269

LT_21 1.37 4,947 ST_3_1 1.20 5,098

LT_22 1.37 4,945 ST_3_2 1.20 5,099

LT_23 1.37 5,011 ST_3_3 1.22 4,301

LT_24 1.37 5,107 ST_4_1 1.22 4,413

LT_25 1.38 5,063 ST_4_2 1.22 4,802

LT_26 1.37 5,555 ST_4_3 1.20 5,617

LT_27 1.38 5,714 ST_4_4 1.20 5,725

LT_28 1.38 5,096 ST_4_5 1.20 5,639

LT_29 1.38 5,594 ST_5_1 1.18 5,068

LT_30 1.38 5,490 ST_5_2 1.18 4,804

LT_31 1.38 5,389 ST_5_3 1.18 4,823

LT_32 1.38 4,716 ST_7_2 0.98 4,240

LT_33 1.37 5,154 ST_7_3 0.98 3,812

LT_34 1.37 5,056 ST_7_4 0.98 4,210

LT_35 1.38 5,405 ST_8_1 1.03 4,843

LT_36 1.38 5,288 ST_9_1 1.00 4,608

VOD
시험
(card
board)

LT_37 1.21 3,839 ST_9_2 1.00 4,724

LT_38 1.21 4,823 ST_9_3 1.00 4,646

LT_39 1.21 5,131 ST_9_4 1.00 4,628

LT_40 1.21 5,046 ST_10_1 1.13 3,766

LT_41 1.21 5,149 ST_10_2 1.13 3,591

LT_42 1.20 3,162 ST_10_3 1.13 3,898

LT_43 1.20 3,800 ST_10_4 1.13 4,032

LT_44 1.20 4,153 　 　 　 　

LT_45 1.20 4,469 　 　

LT_46 1.20 4,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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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발
속
도(m

/s
e
c)

장약밀도 (g/

(b) Blends

Fig. 3.17 VOD graph as charging density(Blends)

3.3.5 구속정도

폭약과 발파공 구속정도(confinement)의 상호 관련성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는 Stewart & Bdzil(1989)과 Eden & Belcher(2005)에 의해 수행되

었는데, Fig. 3.18에서처럼 발파공으로 사용된 원형관 자체의 탄성파속도

보다 폭발속도가 더 빠른 경우에는 구속정도가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

고, 밀폐 원형관의 두께와도 상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반대로, 원형관의 탄성파의 속도가 폭발속도보다 더 빠른 경우에는, 관

의 내측면에 전달된 충격파가 발파공 외관체를 따라 전방으로 빠르게 전

파되면서 폭굉파를 끌어당기는 역할을 하게 된다. 이런 이유로 폭약의

측면 폭굉속도가 중심의 폭굉속도보다 더 빨라져서 첨두면의 곡률이 왜

곡되는 현상을 발생시키고, 속도차가 점점 커지면서 폭발속도의 측정값

에 변화를 주게 된다. 발파 현장으로 확대하면, 암반의 탄성파속도보다

폭발속도가 낮은 ANFO의 경우에는 폭발속도의 저하가 비교적 급속하게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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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ubsonic(Cp<VOD) b) Supersonic(Cp>VOD)

Fig. 3.18 Schematic of strong confinement(Seller, 2007)

3.3.6 구속정도에 대한 결과분석

발파공의 구속정도에 대한 폭발속도 측정 결과를 보면, 강관이 암반에

비해 구속정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지관의 구속정도는 거의 없는 개방

상태로 간주된다. 즉, 발파공의 상대적 구속정도는 강관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암반이며, 지관은 아주 낮다.

장약밀도를 증가시키면서 구속정도가 다른 3가지 밀폐관을 대상으로

폭발속도를 비교하였는데, 그 이유는 장약밀도와 폭발속도의 상관성이

장약경보다 크기 때문이다. 구속정도에 따른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Fig.

3.19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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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Measured VOD as confinement

구  분 시험No.
장약밀도
(g/㎤)

폭발속도
(m/sec) 구  분 시험No.

장약밀도
(g/㎤)

폭발속도
(m/sec)

VOD
시험

(steel)

LT_01 0.81 3,322

VOD
시험
(card
board)

LT_41 1.21 5,149

LT_02 0.77 3,389 LT_42 1.20 3,162

LT_03 0.79 3,472 LT_43 1.20 3,800

LT_04 0.80 3,164 LT_44 1.20 4,153

LT_05 0.78 3,355 LT_45 1.20 4,469

LT_06 0.78 3,299 LT_46 1.20 4,661

LT_07 0.78 3,164

VOD
시험

(Rock)

ST_1_1 0.80 4,019

LT_08 0.80 3,115 ST_1_2 0.80 4,092

LT_09 0.78 2,915 ST_8_2 0.89 4,701

LT_10 0.83 3,039 ST_8_3 0.89 4,631

LT_16 1.36 5,494 ST_8_4 0.89 4,646

LT_17 1.37 5,434 ST_2_1 1.20 5,107

LT_18 1.38 5,459 ST_2_2 1.20 4,717

LT_19 1.37 5,282 ST_2_3 1.20 4,352

LT_20 1.37 5,014 ST_2_4 1.20 4,346

LT_21 1.37 4,947 ST_2_5 1.20 5,269

LT_22 1.37 4,945 ST_3_1 1.20 5,098

LT_23 1.37 5,011 ST_3_2 1.20 5,099

LT_24 1.37 5,107 ST_3_3 1.22 4,301

LT_25 1.38 5,063 ST_4_1 1.22 4,413

LT_26 1.37 5,555 ST_4_2 1.22 4,802

LT_27 1.38 5,714 ST_4_3 1.20 5,617

LT_28 1.38 5,096 ST_4_4 1.20 5,725

LT_29 1.38 5,594 ST_4_5 1.20 5,639

LT_30 1.38 5,490 ST_5_1 1.18 5,068

LT_31 1.38 5,389 ST_5_2 1.18 4,804

LT_32 1.38 4,716 ST_5_3 1.18 4,823

LT_33 1.37 5,154 ST_7_2 0.98 4,240

LT_34 1.37 5,056 ST_7_3 0.98 3,812

LT_35 1.38 5,405 ST_7_4 0.98 4,210

LT_36 1.38 5,288 ST_8_1 1.03 4,843

VOD
시험
(card
board)

LT_11 0.87 3,214 ST_9_1 1.00 4,608

LT_12 0.87 3,704 ST_9_2 1.00 4,724

LT_13 0.87 3,696 ST_9_3 1.00 4,646

LT_14 0.80 2,525 ST_9_4 1.00 4,628

LT_15 0.80 2,881 ST_10_1 1.13 3,766

LT_37 1.21 3,839 ST_10_2 1.13 3,591

LT_38 1.21 4,823 ST_10_3 1.13 3,898

LT_39 1.21 5,131 ST_10_4 1.13 4,032

LT_40 1.21 5,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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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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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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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약밀도 (g/

Fig. 3.19 VOD graph as confinement

발파공의 구속정도에 따른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발파공의 구속정도가 우수하면 폭발속도는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2) 동일한 장약밀도에서는, 지관에 비해 강관의 폭발속도가 높고, 강관

에 비해서 암반의 폭발속도가 높다.

: Confined(암반) > Confined(강관) > Unconfined(지관)

(3) 개방상태보다는 구속정도가 큰 상태의 폭발속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

나지만, 발파공의 구속정도가 과도한 경우에는 폭발속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것은 폭굉파의 전파속도보다 빠른 탄성파 전달

속도를 갖는 발파공의 외벽에서 폭굉파가 반사되어 폭굉 진행 구역

이후의 반응을 억제한다는 이전 연구결과와 일치한다(Cunningham,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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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파공의 구속정도에 따라 폭발속도가 변화한다는 것은 벌크형 혼합

폭약의 폭발반응이 폭약 자체 특성이 아닌 주변 환경 조건에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5) 대상암반의 특성 변화에 따라 폭발속도가 변화하고 완전반응에 의한

이상적인 폭발속도와 실제 폭발속도와의 차이만큼 폭발현상의 비이

상정도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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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폭발속도와 발파공 압력

화약의 폭발력을 정량화하는 방법으로 계산식이나 소규모 폭약성능시

험(탄동구포시험, 트라우즐 연주시험, 상대중량강도 등)을 통한 비교 수

치화 방법이 있다. 그러나, 벌크형 혼합폭약은 뇌관-비기폭성(non-cap

sensitive)으로 실험실 단위 규모의 소형시험으로 폭발압력이나 폭발속도

의 측정이 어렵고, TNT(Trinitrotoluene)에 대한 상대적 위력 정도로 정

량화하는 전통적인 상대 중량 강도방식은 발파에서의 실제적인 효과를

판단하기에는 부족하다. 폭발력 중에서 무엇이 암석의 파괴에 사용되었

는지를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상대 중량 강도는 폭약의 성능을 표현하

는 유용한 요소가 아니다.(Tosun, 1991; Persson et al., 1993; Hopler,

1998)

암반이나 구조물 등 발파 대상물에 미치는 파괴효과를 관점으로 볼

때, 폭발속도는 폭약의 폭발현상을 표현해주는 지시자이기는 하지만, 실

질적인 대상물의 파괴나 이동은 발파공의 압력이 담당한다. 따라서, 발

파설계의 기준이 되는 지표로 사용되는 것이 발파공 압력이다. 그러나,

발파공 압력은 측정하기가 어렵고, 폭약의 자체특성과는 별개로 현장조

건에 따라 변동하기 때문에 폭약의 밀도와 폭발속도 등으로 단순히 산정

하여 이용하고 있다.

이론적인 분석에 의한 폭약의 성능(performance)은 초기 군사용으로

개발된 이상폭발 모델에 의해 계산되는데, 이것은 공경과 구속정도와는

무관하게 산정되어 산업용 화약의 성능을 예측하기에는 효과적이지 못하

다. 그러나, 이상폭발모델은 화약이 얻을 수 있는 최대의 성능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한 면이 있다(Braithwaith et al., 1996).

3.4.1 위고니오 상태방정식

폭발이 시작되는 첨두면에서 초기조건을 구하기 위해서는 첨두면과 수

직인 방향의 입자속도, 압력, 내부에너지, 밀도와 체적의 변화를 결정하

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unshocked)에서 폭발

이 일어난 후의 상태(shocked) 사이의 불연속을 뛰어넘어 연결하는 것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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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점진적으로 정도나 경로로 변화시키지 않고 폭발 전에서 곧바로 폭

발 후로 점프하는 방법이다. 이때의 변수는 Table 3.9에서처럼 모두 5개

로서 이들 사이의 관계를 찾아 상태방정식의 해를 구한다.(Cooper, 1996)

질량, 모멘트, 에너지의 보존 관점에서 구할 수 있는 3가지 관계식은

랜킨위고니오 방정식으로, 변수의 구분자인 “0”과 “1”은 첨두면의 전면과

후면으로 폭발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와 폭발이 일어난 후의 상태를 나타

낸다.

Table 3.9 Variables before and after shock

Classification
Shocked 

material

Unshocked 

material

Specific Volume  

Pressure  

Density  

Particle velocity  

Specific internal energy  







 


(3.3)

     (3.4

   

       (3.5)

이때, 이상폭발에서는 와 의 초기조건을 “0”으로 두는 일반적인

단순화를 활용하며, 대체로 충격파 속도는 고체 매질 내에서 입자속도와

선형적인 관계가 있다.

    (3.6)

고체매질은 자체의 강도를 가지고 있는 입자의 연속체이기 때문에 여

러 종류의 파형이 나타날 수 있으나, 매질의 항복강도보다 수배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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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이 작용하는 경우는 고체를 유체로 취급하여 단순화시킨

다.(Davis, 1998)

Fig. 3.20 Typical p-v Hugoniot curve(Cooper, 1996)

Fig 4.1에서의 그래프는 더 이상 반응이 지속되지 않는 상태의 전형적

인   위고니오곡선으로, 이 곡선은 반응의 진행과정에서 일정위치의

압력과 부피관계를 나타내기 때문에 실제는 곡선이지만 두 지점을 직선

화한 점프조건으로 나타내기도 한다. 이것을 레일리선(Rayleigh line)이

라 말하며, 랜킨위고니오 방정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폭발전후의 압력

을 구할 수 있다.

    

 




 
 (3.7)

폭약의 폭발에 의한 압력의 해는 일정위치에서의 압력()으로 구할

수 있고, 초기압력()를 무시한다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3.8)

여기서,  는 폭굉 위고니오변수(Shock Hugoniot parameter)라고

하며, 를 체적음속(bulk sound speed)라고 하며 단위는 km/s이고, 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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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원의 상수이다. 일반적인 에멀젼 폭약의  는 2.04와 1.91이다(Lee

et al., 1989). 또한 0.86, 1.73 g/㎤의 밀도를 가지는 초안의  은 0.84,

1.42과 2.2, 1.96이다(Cooper, 1996).

Table 3.10 Shock Hugoniot parameters

Subject Density  s Note

Emulsion - 2.04 1.91 Lee et al., (1989) 

ANFO
0.86 0.84 2.00

Cooper(1996)
1.73 1.42 1.96

주어진   위고니오곡선의 일정위치(s)에서의 해로서 비체적, 입자

속도 및 내부에너지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3.9)

 

   
(3.10)

  

     (3.11)

  위고니오곡선의 해는 폭약의 폭발반응이 완전하게 종료된다는

가정하에 압력과 체적을 구하는 것으로 폭약의 폭발속도의 변화에 따라

반응종료후의 비체적을 얻고 이를 바탕으로 일정 체적 하에서의 압력을

얻는다.

폭발속도가 상승함에 따라 비체적이 감소하고 폭약의 성분 중 산화제

(주로 NH4NO3)의 양이 많을수록 비체적이 커진다. 이것은 반응으로 인

한 생성가스의 단위 체적이 폭발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것이

아니라 폭발속도의 증가에 비해 비체적이 증가하는 정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폭약의 성분 중에서 가스를 생성시키는 산화제의 성분비가

높은 ANFO가 에멀젼에 비해 생성가스의 단위 체적이 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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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blasthole pressure using Hugoniot EoS

Fig. 3.21는 Cooper(1996)의 폭굉 위고니오변수를 사용하여 발파공 압

력을 산정한 것으로 현장시험에서 측정한 장약밀도와 발파공 내부의 폭

발속도를 사용하였다. 산정된 발파공 압력은 3.47 ~ 13.25 GPa로서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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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에서 보는 것처럼 폭발속도의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가 1에 근접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장약밀도보다는 폭발속도의 변화에 따

라 발파공 압력이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은 위고니오 상태방정식

에 의한 발파공 압력은 폭발속도에 의해 좌우된다는 것을 보인 것으로,

비이상적인 폭발반응으로 인한 폭발속도의 저하가 일어나는 벌크형 혼합

폭약의 발파공 압력을 추정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3.4.2 Win-CalQ 코드

이 코드는 폭약의 폭발이 완전 연소한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는데,

폭발반응으로 폭약의 조성성분이 CO2, NO2, H2O, N2로 변화한다는 가정

하에 폭발 반응 후 발생하는 생성물로 폭발온도, 가스양, 에너지 등을 산

정한다.

이것은 실제의 폭발현상을 단순화시키는 것(approximation)으로 그 값

이 폭발에 의한 실제값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그 차이는 크지 않

은 것으로 본다. Win-CalQ 코드는 MSI사에서 개발되어 보급된 것으로

화약 제조사를 중심으로 사용되는 프로그램으로 폭약의 조성성분을 입력

하기 때문에 사용이 편리하다.

Fig. 3.22 Win-calQ user interface(after MSI Co.)



- 69 -

장약밀도(g/㎤)

발
파
공

압
력

(a) blasthole pressure vs charge density

폭발속도(km/s)

발
파
공

압
력

(b) blasthole pressure vs VOD

Fig. 3.23 Blasthole pressure using Win-CalQ

Fig. 3.23는 현장시험에서 사용된 벌크형 혼합폭약의 조성과 측정된 장

약밀도를 입력하여 발파공 압력을 산정하여 나타낸 것으로 발파공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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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1.7 ~ 3.4 GPa의 범위이다. Fig. 3.23(a)는 장약밀도와 발파공 압력,

Fig. 3.23(b)는 폭발속도와 발파공 압력과의 관계로서, 폭발속도에 비해

장약밀도의 상관성이 더 높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Win-CalQ의 입력값이

폭발속도가 아닌 장약밀도이기 때문이다.

(a) Available energy of TNT at 1 atm

(b) Available energy of TNT at 1000 atm

Fig. 3.24 Comparison 2 case of available energy at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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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발파공 내 일정 압력 하에서의 유용에너지의 개념을 도입하여

폭발반응의 발생에너지가 실제 암반의 파괴에 이용되는 정도에 대한 유

효한 에너지를 표현한다. 이때의 입력값은 압력이며 출력값은 일정 압력

하에서의 유용에너지이다.

Fig. 3.24는 단일조성의 화합화약류인 TNT의 해석값으로 압력단위 1

기압과 1000기압의 압력 하 유용에너지를 비교하였다. 전체 화약의 반응

에너지 중에서 암반이 파괴하는 시점인 암반강도를 압력단위로 표현하여

입력함으로써 일정 압력 수준까지의 에너지를 산정한 것이다. 이렇게 하

여 해당 압력값 이하의 에너지는 암반이 파괴된 이후의 에너지로서 손실

되거나 암반파괴에 이용되지 못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또한, 이 코드는 해당 폭약의 추정폭발속도를 산정하여 나타내는데,

Fig. 3.25에서처럼, 산정값보다 측정값이 낮게 나타나고 상관성조차 낮은

것은 전술한 것처럼 산업용 화약의 비이상 폭발에 의한 결과이다.

장약밀도(g/㎤)

폭
발
속
도(k

m
/se

c)

Fig. 3.25 Comparison measured VOD with calculated VOD

Win-CalQ 코드는 폭약의 조성성분을 이용하여 에너지를 산정하고 암

반파괴의 유효한 에너지를 구분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코드 역시 폭약조성의 이상적인 반응을 전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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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혼합폭약의 발파공 압력

3.5.1 발파공 압력의 측정

현장 시험발파를 통하여 혼합폭약의 비이상 폭발이 일어나는 발파공

내에서 발파공 압력을 직접 측정하였다. 측정방식은 연속식 폭속시험에

사용된 다목적 측정 장치인 데이터트랩(Datatrap-II)으로 압력 프로브를

발파공 내에 설치하여 측정하는데 온도 프로브를 통해 폭발온도를 동시

에 측정한다.

3.5.1.1 시험방법

Fig. 3.26 Set up the pressure and temperature probe

Fig. 3.26에서 처럼 먼저 폭발속도 측정용 프로브와이어와 기폭 약포를

공저에 위치시키고 장약을 실시하는데, 압력 프로브와 온도 프로브는

전색층 하부에 위치시켜야 한다. 이유는 반응이 종료되는 지점에 설치하

여야 압력과 온도의 변화를 측정 가능하기 때문이며, 그 상부에 전색을

실시한다. 이후 연장케이블에 연결하여 안전구역까지 연장한 후 데이터

트랩에 연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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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ssure probe (b) Temperature probe

(c) Datatrap-II (d) Connecting wire

Fig. 3.27 Measuring instrument and probes

Fig. 3.27은 측정에 사용된 압력과 온도 프로브, 그리고 기록장치인 데

이터 트랩으로 총 8개의 채널을 사용하여 폭발속도, 온도, 압력을 동시에

측정할 수 있다.

3.5.1.2 측정결과

Table 3.11의 측정결과를 보면, 발파공 압력은 2.29~8.69 GPa, 폭발온

도는 4046~4698 °K의 결과를 얻었는데, 발파공 압력의 편차가 크게 나타

났다. 공저에서 기폭이 시작되어 발파공 상부로 폭발이 진행되며 전색부

아래에 위치한 압력 프로브가 망실되기 이전까지의 최대압력을 측정한

것이기 때문에 측정된 발파공 압력이 최대의 발파공 압력이라고 단정하

기는 어렵지만 측정 가능한 최대의 발파공 압력이며, 발파공 내부에서

직접 발파공 압력을 직접 측정한 것은 매우 의미가 큰 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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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약 밀도
(g/㎤)

폭발속도
(m/sec)

발파공압력
(GPa)

폭발온도
(°K) 비고

ST_5_1 Blend_70 1.18 - - 4,354 VOD 
미측정

ST_6_1 Blend_70 1.19 - - 4,031 -

ST_7_1 Blend_60 0.98 - 8.69 4,047 VOD 
미설치

ST_7_4 Blend_60 0.98 4210 - 4,354 -

ST_8_4 Blend_10 0.89 4646 4.23 4,692 -

ST_8_5 Blend_60 1.03 - - 4,698 VOD 
미설치

ST_9_3 Blend_60 1.0 4646 - 4,142 -

ST_9_4 Blend_60 1.0 4628 2.29 4,046 -

또한, 측정시간이 0.01~0.02 ms이내로서 매우 짧은 시간 동안의 전압

강하를 측정하여 분석하는 것은 많은 경험과 분석이 요구되는 작업으로

이후 더 많은 측정과 분석을 바탕으로 정확도를 높이는 노력이 요구된

다.

다만, 발파공 내에서 일어나는 폭발현상을 모델링이나 예측에 의하지

않고 직접 측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고, 발파공 압력의 측정에 대

해서는 기존의 이상폭발 모델이나 산정식과 비교할 수 있는 실제적인 데

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 할 수 있다.

Table 3.11 Measured data for blasthole pressure and temperature

3.5.1.3 기존 연구와의 비교

발파공 압력을 발파공에서 직접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인식

되어 여러 연구자들이 평형방정식을 기초로 경험적인 수정항을 적용하여

폭굉이론을 바탕으로 산정하는 식을 제시하고 있다. 대체로 이상폭발과

이상적인 밀폐에 의한 개념을 사용하는데, 첨두면과 C-J면 사이에서 1차

원적인 완전반응이 지속되어 외부요인의 영향이 없는 상태일 경우를 가

정한 것이다. 하지만, 이상적인 폭발속도를 계산하여 발파공 압력을 산정

하는 것보다 이미 발파공 내에서 폭발속도를 직접 획득하였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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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측정값을 바탕으로 발파공 압력을 추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Cunningham, 2006).

발
파
공

압
력(

G
P
a)

장약밀도 (g/

Fig. 3.28 Blasthole pressure from measured data

Fig. 3.28는 기존 연구자들의 발파공 압력 산정식을 바탕으로 현장시험

에서 얻은 폭발속도 측정값으로 발파공 압력을 계산한 결과를 보여준다.

그 결과를 비교해 보면, Calder의 산정값은 2.03~4.13 GPa, Gulf oil의 산

정값은 1.45~4.42 GPa, Sanchidrian의 산정값은 1.74~4.58 GPa,

Cunningham의 산정값은 1.92~4.92 GPa 범위로 산정되었다. 발파공 압력

측정값의 표본수가 작기는 하지만 산정값과 비교하면 보면, 기존 연구자

들의 산정값에 비해 측정값이 2.29~8.69 GPa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인

다.

결과적으로, 기존 연구자들의 산정식은 모두 폭발속도와 장약밀도에

기반을 둔 폭굉압력의 일정량을 감소시키는 경험식으로는 발파공의 직

경, 암반의 구속정도 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판단된다.



- 76 -

3.5.2 혼합폭약의 동압력

기존의 연구에서는 폭발반응에서의 동압력인 폭굉압을 산정하는 기준

인자로 장약밀도와 폭발속도를 두고 있다. 이 중에서 폭발속도는 현장

조건에 의한 영향을 배제한 이상폭발을 가정하여 산정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이미 현장시험을 통하여 발파공 내에서의 직접 폭발속도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실제적인 발파공의 동압력을 산정할 수 있다.

폭발속도(m/sec)

발
파
공

압
력(G

P
a)

Fig. 3.29 Dynamic pressure from measured data

Fig 3.29에 현장시험을 통해 얻은 장약밀도와 폭발속도를 바탕으로 폭

굉압력()과 C-J면 압력()을 산정하여 나타내었다. 산정값을 살펴보

면, Fickett & Davis(1979)의 식에서 정적비열에 대한 정압비열의 비()

를 3으로 반영하면, Persson(1993)의 경험식, Atlas Co.(1987)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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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EE(2000)의 산정식 모두 3.23~9.54 GPa로 동일한 값을 나타낸다. 또한,

Johansson et al.(1973)은 3.93~10.74 GPa, 히노(1974)의 식은 3.78~10.44

GPa, National Highway Ins.(1991)의 식은 3.55~9.03 GPa으로 산정되어

서 대체로 유사한 결과값을 나타낸다. 이것은 이전 연구자들의 경험식은

최초의 첨두면에서의 폭굉압력이 아닌 C-J면 압력을 대상으로 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3.5.3 혼합폭약의 정압력

폭약의 성분이 완전 연소하며 안정한 상태의 화합물을 이루는 과정에

서 정적에너지를 산정하는데, 폭약의 화학적 조성에 따른 발생 가스량과

반응열, 그리고 폭발온도 등을 바탕으로 하는 비에너지로 표현된다. 이것

은 해당 폭약의 고유한 특성으로 폭발이 일어나는 발파공 내에서 측정하

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산정값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니트로글리세린, 펜트리트 등 화합 화약류의 폭발반응식이나 특

성값에 대해서는 기존의 연구 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나 벌크형 혼합폭약

의 조성과 특성에 대해서는 해당 제조업체의 고유기술로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비에너지를 획득하기는 어렵다. 다만, 벌크형 혼합폭약의

경우에는 그 조성성분이 이미 알려진 ANFO와 초안을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서 약간의 첨가물 성분만 추가하면 반응생성물의 양과 폭발에너지

를 산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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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시험에 사용된 벌크형 혼합폭약의 조성을 Table 3.12에 나타내었

다.

Table 3.12 Formulation of blends at site test

구분 ANFO Blend10 Blend100 Blend60 Blend70 Blend75

Solution

AN 0.00% 82.00% 82.00% 82.00% 82.00% 82.00%

Fuel Oil 0.00% 0.00% 0.00% 0.00% 0.00% 0.00%

H2O 0.00% 18.00% 18.00% 18.00% 18.00% 18.00%

Sum 100% 100% 100% 100% 100% 100%

Matrix

Solution 100% 93.00% 93.00% 93.00% 93.00% 93.00%

Oil 0.00% 5.50% 5.50% 5.50% 5.50% 5.50%

SAA 0.00% 1.50% 1.50% 1.50% 1.50% 1.50%

Sum 100% 100% 100% 100% 100% 100%

EMX

Matrix 100% 10.00% 100% 60.00% 70.00% 73.50%

GMB 0.00% 0.00% 0.00% 0.00% 0.00% 1.50%

AN 94.5% 85.05% 0.00% 40.00% 30.00% 25.00%

Fuel Oil 5.5% 4.95% 0.00% 0.00% 0.00% 0.00%

Sum 100% 100% 100% 100% 100% 100%

Formulation

AN 94.50% 92.68% 76.26% 85.76% 83.38% 81.05%

Fuel Oil 5.50% 4.95% 0.00% 0.00% 0.00% 0.00%

H2O 0.00% 1.67% 16.74% 10.04% 11.72% 12.30%

Oil 0.00% 0.55% 5.50% 3.30% 3.85% 4.04%

SAA 0.00% 0.15% 1.50% 0.90% 1.05% 1.10%

GMB 0.00% 0.00% 0.00% 0.00% 0.00% 1.50%

Sum 100% 100% 100% 100% 100% 100%

정적에너지의 산정을 위한 가스량, 폭발열 등을 산정예시를 Table

3.13에 나타내었으며. 이를 근거로 현장시험에 사용된 폭약의 에너지 산

정값을 Table 3.14에 그리고, 현장시험에서의 혼합폭약의 정적압력을

Table 3.15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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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성 O₂Bal. Gas 발생량 (ℓ/㎏) 연소열

(%) (g/100g) O₂ N₂ CO₂ H₂O (Kcal/㎏)

AN 94.50 18.90 132.10 264.58 0.00 529.15 1031.5

CH₂ 5.50 -19.35 -135.3 0.00 88.00 88.00 19.64

소계 100 -0.448 -3.20 264.58 88.00 617.15 1051.1

항 목
Blends

ANFO Blend_10 Blend_60 Blend_70 Blend_75 Blend_100

O₂ Balance -0.448 -1.143 3.554 0.812 -0.450 -7.411

Gas 발생량 967 950 874 856 835 803

연소열량 1,051 1,032 954 932 907 863

폭발열량 1,075 1,056 976 953 928 883

폭발온도 2,556 2,546 2,593 2,555 2,538 2,440

비에너지 9,364 9,169 8,585 8,289 8,032 7,424

구분 Mixture 
ratio(A:E)

약경
(mm)

약장
(m)

약량
(kg)

발파공 정압력

비에너지
(ℓ-kgf/㎠.

kg)

약실
체적(ℓ)

정압력
(GPa)

ST_1 100 0 89 11 57 9,364 68 0.77

ST_8 90 10 229 26.5 970 9,169 1,091 0.80

ST_2 25 75 115 11 140 8,032 114 0.97

ST_3 25 75 115 11 140 8,032 114 0.97

ST_4 25 75 102 11 104 8,032 90 0.91

ST_5 30 70 229 4.85 236 8,289 200 0.96

ST_7 40 60 229 23.5 948 8,585 967 0.83

ST_8_1 40 60 229 26.5 1,124 8,585 1,091 0.87

ST_9 40 60 229 13.4 552 8,585 552 0.84

ST_10 0 100 102 2.5 22 7,424 20 0.78

Table 3.13 Estimating standard from formulation(ANFO)

Table 3.14 Specific energy of blends

Table 3.15 Static blasthole pressure from measur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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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비이상 폭발의 발파공 압력 추정식

4.1 비이상 폭발정도

벌크형 혼합폭약의 폭발현상에서 비이상 정도를 수치화하여 고정시키

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그 이유는 폭약의 조성과 밀도 이외에도 암반의

온도, 상태, 지하수 등 현장조건에도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항상 비이

상정도가 일정한 값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폭발반응의 진행속

도인 폭발속도가 폭굉 진행 구역안에서 반응이 완료되어 이상 폭발속도

로 측정되어야 가능하지만, 산업용화약의 대부분은 비이상 폭발이 일어

나고, 이로 인해 폭발속도의 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Dremin(2005)의 연구에 의하면, 폭발속도는 화약의 반응에너지가 암반

내에서의 폭발에너지로 변환되는 정도를 가리키는 지시계는 아니지만,

폭굉 진행 구역에서의 반응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측정된 폭발속도는 폭약의 조성과 장약밀도와 함께 공경 및 구속정도

를 반영하기 때문에 폭발속도의 저하정도가 바로 산업용 화약의 비이상

정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Cunningham의 이상폭속 산정식을 기준

으로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이상 정도를 결정하였다(Cunningham, 2006).

     (4.1)

위 식 4.1에서 나타낸 비이상 정도상수(non-ideal criteria, α)는 측정

폭발속도( )와 이상 폭발속도()의 비로 표현된다. 다만, 비이상 정도

는 폭발에서의 반응의 미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적인 폭발반

응에 대비한 반응의 지연을 의미하는 것으로, C-J면 이후에도 반응이 지

속된다. 이때, 비이상 폭발로 인한 생성 가스의 량은 감소하거나 증가하

지 않으며, 반응열량 또한 변화하지 않는다.

현장 시험발파에서 측정한 발파공 폭발속도를 바탕으로 하여 산정한

비이상 정도상수를 Table 4.3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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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Non-ideal criteria

구분 시험No.
VOD(m/sec) 비이상정도

상수(α) 

ANFO

ST_1_1 4,019 4,602 0.873

ST_1_2 4,092 4,602 0.889

ST_8_2 4,701 4,979 0.944

ST_8_3 4,631 4,979 0.930

ST_8_4 4,646 4,979 0.933

Blends

ST_2_1 5,107 6,278 0.813

ST_2_2 4,717 6,278 0.751

ST_2_3 4,352 6,278 0.693

ST_2_4 4,346 6,278 0.692

ST_2_5 5,269 6,278 0.839

ST_3_1 5,098 6,278 0.812

ST_3_2 5,099 6,278 0.812

ST_3_3 4,301 6,362 0.676

ST_4_1 4,413 6,362 0.694

ST_4_2 4,802 6,362 0.755

ST_4_3 5,617 6,278 0.895

ST_4_4 5,725 6,278 0.912

ST_4_5 5,639 6,278 0.898

ST_5_1 5,068 6,194 0.818

ST_5_2 4,804 6,194 0.776

ST_5_3 4,823 6,194 0.779

ST_7_2 4,240 5,356 0.792

ST_7_3 3,812 5,356 0.712

ST_7_4 4,210 5,356 0.786

ST_8_1 4,843 5,566 0.870

ST_9_1 4,608 5,440 0.847

ST_9_2 4,724 5,440 0.868

ST_9_3 4,646 5,440 0.854

ST_9_4 4,628 5,440 0.851

ST_10_1 3,766 5,985 0.629

ST_10_2 3,591 5,985 0.600

ST_10_3 3,898 5,985 0.651

ST_10_4 4,032 5,985 0.6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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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

현재, 사용량을 기준으로 벌크형 혼합폭약은 국내에서는 45%, 세계적

으로는 90%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산업용 폭약의 대표적인 제품이

다. 이러한 벌크형 혼합폭약의 폭발이 암반파괴에 미치는 영향을 이해하

고 정량화하기 위한 발파공 압력 추정식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

표로서, 먼저 벌크형 혼합폭약의 조성비를 달리하면서 폭발속도를 측정

하였고, 폭약의 혼합비에 따른 밀도, 발파공의 직경, 발파공 외벽 특성에

따른 구속정도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발파공 내부에서 발파공 압력을

측정한 결과, 기존의 연구결과에 비해 높은 발파공 압력을 나타내었다.

비이상 폭발은 폭발반응의 지연으로 인하여 이상적인 폭굉압보다 낮은

압력이 발생하지만, 반응의 지속으로 생성가스가 점점 증가하여 발파공

압력을 다시 상승시키거나 감쇄하는 정도를 더디게 만든다.

따라서, 비이상 폭발의 발파공 압력은 비이상 정도상수를 반영한 폭발

속도와 장약밀도로 동압력을 얻고, 여기에 생성가스에 의한 정압력을 포

함하여 산정한다.

       (4.2)

여기서, 동압력은 폭약특성에 의해 결정되기는 하지만, 항상 일정한 반

응완성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수로 반영할 수 없다. 다만,

본 연구에서의 비이상 정도상수는 현장 암반조건이 반영된 발파공 내부

의 폭발속도를 실측하여 얻은 값으로 해당 현장의 특성이 반영된 것이므

로 상수값으로 반영하였다.

4.2.1 발파공 동압력

이전 연구의 폭굉압력 산정식이 C-J면 압력을 대상으로 하고 거의 유

사한 수치를 나타내며, 그 편차도 크지 않다. 뿐만 아니라, 혼합폭약의

비이상 폭굉에 의해 C-J면 이후의 반응이 지속되어도 C-J면 압력에 영

향을 미치지 않는다. 또한, Persson et. al.(2003)은 C-J면 이전에 폭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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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이 완료되는 것으로 가정하여 C-J면 압력의 약 45%정도가 발파공 압

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 있으며, Calder(1977), Neil(1982), Sanchidrian et

al.(1996) 등이 모두 C-J면 압력의 1/2 정도를 발파공의 압력으로 산정하

고 있다. 따라서, 발파공 동압력은 C-J면 압력의 1/2로 산정하여 적용한

다.

  

 (4.3)

한편, Table 4.3에서처럼 Fickett & Davis(1979)의 C-J면 압력식에서

일반적인 폭약의 비열비()를 3으로 둔다면, Persson(1993)의 추정식과

동일한 값을 나타내고, ISEE(2000) 및 Atlas powder(1987) 또한 동일한

값의 C-J면 압력이 산정된다.

 


∙  


∙  (4.4)

여기서, 의 단위는 kPa이며, 의 단위는 m/sec, 의 단위는 g/

㎤로서, 발파공 동압력은 다음과 같다.(Cunningham, 2006; Fickett &

Davis, 1979).

  

  


∙  (4.5)

이때. 벌크형 혼합폭약은 비이상 폭발에 의해 일정 수준의 동압력 감

소가 발생하는데, 그 정도는 발파공 내부에서 측정된 폭발속도가 이상적

인 폭발속도에 대해 감소하는 정도와 동일하며, 비이상 정도상수는 다음

과 같다(Cunningham, 2006).

 ∙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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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비이상 정도상수에서의 의 단위는 km/sec로서 비이상 정

도상수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의 단위를 일치시켜야 한다.

  ∙


  (4.7)

 ∙ 


×


∙  (4.8)

따라서, 발파공 동압력은 비이상 정도상수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정

리할 수 있다.

 ∙  

 ∙
(4.9)

여기서, 의 단위는 Pa이며, 의 단위는 m/sec, 의 단위는

g/㎤이다.

4.2.2 발파공 정압력

폭약의 비에너지는 생성되는 가스의 량과 폭발온도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ℓ-㎏/㎠의 단위로 표현된다. 이는 발파공 내에서 발생한 가스가

폭발온도에 의해 팽창하여 발파공 압력을 형성한다는 것으로 발파공의

체적(약실체적)이 커지게 되면 동일한 가스량과 온도에서의 발파공 압력

은 감소하며, 발파공의 체적이 작다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발파공 정

압력()는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
(4.10)

여기서, 발파공 정압력()의 단위는  , 폭약의 단위당 비에

너지()의 단위는  로서 폭약 단위의 에너지이며, 공당

장약량()은  , 약실체적()의 단위는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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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벌크형 혼합폭약의 발파공 정압력()은 에서 GPa로

압력단위를 조정하여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

  (4.11)

4.2.3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

해당 현장의 폭발속도 측정에 의한 비이상 정도를 반영한 동압력과 생

성가스에 의한 정압력을 반영하여 비이상 폭발에 의한 벌크형 혼합폭약

의 발파공 압력을 추정하는 식을 다음과 같이 제안한다.

    ∙


 ×  

∙∙
×  (4.12)

여기서, 비이상 발파공 압력(   )의 단위는 GPa이며, 의

단위는 m/sec, 의 단위는 g/㎤, 의 단위는 kg, 의 단위는 이다.

또한, 현장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측정된 장약밀도와

폭발속도로 다음과 같이 발파공 추정식을 단순화하였다.

    

 ∙
×  

∙∙
×  (4.13)

4.2.4 발파공 압력 비교

현장시험에서 측정된 장약밀도와 폭발속도를 바탕으로 발파공 압력을

추정하고 위고니오 상태방정식과 Win-CalQ를 이용하여 추정한 값을

Table 4.2와 Fig. 4.1에 나타내었다.

제안 추정식의 발파공 압력은 1.88~5.37 GPa, Win-CalQ의 산정값은

1.7~3.5 GPa, Hugoniot EOS는 3.47~13.25 GPa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Win-CalQ보다 제안식의 추정값이 높고, Hugoniot EOS은 매우 큰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Hugoniot EOS는 폭발속도가 높아질수록 급격하게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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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공 압력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것는 비이상 폭발에 의해

폭발속도가 억제되고 생성가스의 영향이 커지는 벌크형 혼합폭약의 특성

과는 거리가 있다고 평가된다. 즉, 비교적 주변 환경 조건에 영향이 적은

화합 화약류(TNT, RDX 등)에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제안 추정식은 발파공 압력을 정량적이고 현실적으로 산정하기 위한

것으로 발파공 내부의 장약밀도와 폭발속도를 측정하여 구하는 것으로

추정식의 검증을 위한 시험을 거쳐야 하며, 현장에서 발파결과를 피드백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장약밀도(g/㎤)

발
파
공

압
력(G

P
a)

Fig. 4.1 Estimation of non-ideal blasthol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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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장약
밀도

폭발
속도

발파공 압력

제안
추정식

Hugoniot
EOS

Win_CalQ

(g/㎤) (m/sec) (GPa) (GPa) (GPa)

ST_01_01 0.8 4,019 2.18 4.65 1.70

ST_01_02 0.8 4,092 2.25 4.84 1.70

ST_08_02 0.89 4,701 3.12 7.34 2.00

ST_08_03 0.89 4,631 3.02 7.10 2.00

ST_08_04 0.89 4,646 3.04 7.15 2.00

ST_02_01 1.2 5,107 4.15 9.84 3.40

ST_02_03 1.2 4,717 3.47 7.93 3.40

ST_02_04 1.2 4,352 2.94 6.32 3.40

ST_02_05 1.2 4,346 2.93 6.30 3.40

ST_03_01 1.2 5,269 4.46 10.69 3.40

ST_03_02 1.2 5,098 4.13 9.79 3.40

ST_03_03 1.2 5,099 4.13 9.80 3.40

ST_04_01 1.22 4,301 2.82 6.21 3.50

ST_04_02 1.22 4,413 2.97 6.69 3.50

ST_04_03 1.22 4,802 3.57 8.47 3.50

ST_04_04 1.2 5,617 5.12 12.62 3.40

ST_04_05 1.2 5,725 5.37 13.25 3.40

ST_04_06 1.2 5,639 5.17 12.75 3.40

ST_05_02 1.18 5,068 4.06 9.48 3.20

ST_05_03 1.18 4,804 3.60 8.20 3.20

ST_05_04 1.18 4,823 3.63 8.29 3.20

ST_07_02 0.98 4,240 2.57 4.79 2.00

ST_07_03 0.98 3,812 2.09 3.47 2.00

ST_07_04 0.98 4,210 2.53 4.69 2.00

ST_08_01 1.03 4,843 3.50 7.32 2.20

ST_09_01 1.0 4,608 3.09 6.20 2.00

ST_09_02 1.0 4,724 3.27 6.64 2.00

ST_09_03 1.0 4,646 3.15 6.34 2.00

ST_09_04 1.0 4,628 3.12 6.27 2.00

ST_10_01 1.1 3,766 2.05 3.85 2.60

ST_10_02 1.1 3,591 1.88 3.30 2.60

ST_10_03 1.1 3,898 2.18 4.28 2.60

ST_10_04 1.1 4,032 2.33 4.75 2.60

Table 4.2 Comparison blasthole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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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의 검증과 활용

벌크형 혼합폭약의 발파공 압력 추정식은 폭약 특성만이 아닌 대상물

인 암반에 의해 폭발속도나 발파공 압력이 변동하는 만큼 암반특성과 발

파공 압력과의 상관관계에 대한 피드백과 보정절차가 필요하다. 여기서,

암반은 암석의 종류, 일축 압축 강도, 균열의 상태, 지하수 등 다양한 조

건을 의미하며, 입력 자료로서 전반적인 데이터를 갖추는 것이 정확한

판단을 위해 요구된다. 다만, 현장시험의 규모로 판단할 때, 당해 발파공

의 강도, 균열 등 불연속면의 빈도나 방향, 지하수의 상태 등을 정확한

값을 반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암반의 판단기준을 암종, 암석강도, 탄성

파속도 등으로 판단기준을 단순화 하였다.

4.3.1 암반강도 판정기준

발파대상 암반의 강도특성에 따라 발파공 압력을 어느 수준으로 유지

할 것인가에 대한 답은 정확한 수치나 획일적인 판정방식으로 정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첫째, 암반의 특성은 밀도, 압축강도, 전단강도, 탄성파속도

등 다양하기 때문에 하나의 수치로 특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둘째, 발

파작업장은 작게는 수 십 미터에서 크게는 수 킬로미터에 이르는 규모로

서 해당 암반의 종류가 변하는 경우도 있어서 특정구역의 강도특성이 전

체 단위의 암반특성을 대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발파의 목

적이 현장상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파쇄도(fragmentation)의 평균입도

나 파쇄석의 이동정도(Scattering)로 발파결과를 발파공 압력과 상관시켜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다만, 발파공 압력은 발파공 내에서 암반을 파괴하고 이동시키는 힘으

로서 암반의 강도특성에 대한 상관성을 부여하여야만 발파결과를 기준으

로 발파공 압력을 조정하여 활용할 수 있다. 따라서, 암반의 강도특성을

판정하는 기준으로 서울시 표준 지반 분류안(1996)을 사용하고, Table

4.3에 분류기준에 부합하는 발파공 압력의 범위를 선정하였다.

일반적으로 암반은 심도에 따라 점진적으로 변화되어 경계를 뚜렷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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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기 곤란하기 때문에 분류기준을 설정하여 암반평가하게 된다. 이

표준 지반 분류는 국내에서 관습적으로 사용되어 오던 지반층 이름을 사

용하여 서울시에서 제안한 것이다.

Table 4.3 Rock classification for blasthole pressure

(after 서울시 건설안전본부, 1996)

구분 분류기준
탄성파속도

(m/sec)

발파공 압력

(GPa)

풍화암

TCR(코어회수율) ≥ 10 %  

N ≥ 50회/10cm

UCS < 100 kgf/cm2

1,000~2,500 <1.0

연암

TCR ≥ 30 % 

RQD ≥ 10 %  

UCS ≥ 100 kgf/cm2

Js(절리간격)) ≥ 20 cm 

2,000~3,200 1.0~2.5

보통암

TCR ≥ 60 %  

RQD ≥ 25 %  

UCS ≥ 500 kgf/cm2

Js ≥ 60 cm  

3,000~4,200 2.0~3.5

경암

TCR ≥ 80 % 

RQD ≥ 50 % 

UCS ≥ 1000 kgf/cm2

Js ≥ 200 cm

4,000~5,000 3.0~4.5

극경암

TCR ≥ 80 %

RQD ≥ 75 %  

UCS ≥ 1,500kgf/cm2

Js ≥ 300 cm 

>4,200 > 4.0

4.3.2 추정식의 검증 및 피드백 절차

혼합폭약의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은 현장의 암반과 공경, 장약량

등의 조건과 실측된 폭발속도를 바탕으로 해당 발파의 비이상 정도를 판

단하고 암반파쇄의 주요한 근거인 발파공 압력을 얻는다. 하지만, 발파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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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의 근거가 되는 발파공 압력을 높이기만 하는 것은 발파의 경제성 측

면에서 옳지 못한 일이기도 하며, 소음진동 등의 발파공해를 유발시키거

나 비석에 의한 작업안전 측면의 위해요소가 되기도 하므로 적절하게 제

어되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추정된 발파공 압력이 해당 암반의 파쇄에 적절한 것인

지를 판단하고 혼합폭약의 조성비와 비중을 조정하여 발파공 압력을 적

절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발파설계를 조정하는 보정(feed-back)이 필요

하다. 이를 위해 3가지 종류의 암반을 대상으로 시험발파와 보정을 위한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4.2은 피드백 절차를 도시한 것이다.

조건설계/시험발파
-. 특수조건 반영(공경/약량)

-. 시험발파/VOD측정

↓

발파공 압력

목표설정
-. 암반강도 판정 기준 

↓

발파설계
-. 비이상 정도상수 반영

-. VOD/발파공 압력 예측

↓

현장계측
-. 공내압력/폭발온도 측정

-. 발파결과 평가

↓

결과분석
-. 추정식 검증

-. feed-back/Database화

Fig. 4.2 Feed-back process

4.3.3 추정식의 검증시험(Feed-back test)

4.3.3.1 석회석 채광현장 검증시험(FT_1)

현장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의 활용도를 검

증하고자 보정절차에 따라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석회석 채광현장 시

험(FT_1)의 대상현장은 충청북도 단양군에 위치한 ○○양회 채광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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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암반의 특성은 Table 4.4과 같다

Table 4.4 Rock condition from core test of FT_1

Specimen No. 1 2 3 4 5 AVG

Diameter (cm) 5.423 5.390 5.411 5.421 5.411 5.411

Length (cm) 10.021 10.225 10.935 9.854 10.124 10.232

Apparent density(g/㎤) 2.68 2.70 2.79 2.67 2.71 2.71

P-wave velocity(m/sec) 4,500 5,230 4,990 5,035 4,930 4,937

Uni. Comp. Strength(kgf/㎠) 1,210 1,330 1,051 1,069 1,155 1,163

Young’s modulus(105kgf/㎠) 5,234 5,227 5,698 5,324 5,247 5,346

Poisson’s ration 0.225 0.237 0.219 0.230 0.221 0.226

Tensile strength(kgf/㎠) 119 120 98 97 112 109

(1) 시험발파 결과

해당 현장의 시험발파 결과, 1.2~1.22의 밀도를 갖는 Blend-75를 사용

하여 발파공 폭발속도는 4,301~5,725 m/sec로 측정되었다. 대상 암반은

석회암으로 높은 수준의 발파공 압력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폭발속

도를 낮추어서 발파공 압력을 떨어뜨릴 필요가 있다.

(2) 발파공 압력의 목표설정

현장암반의 시추조사 결과, 일축압축강도 1,000~1,200 kgf/㎠, P파 속도

4,500~5,200 m/sec로 나타나 경암에 해당하여 발파공 압력의 목표는

3.0~4.5 GPa로 설정하였다.

(3) 발파설계

피드백 검증시험은 Table 4.5와 같이 발파설계를 조정하여 공경은 203

mm, 저항선 7.5 m, 공간격 8.5 m, 비장약량 0.35 kg/㎥로 적용하고, 에

어데킹(air-decking)으로 발파공 내 공간을 조성하여 전색장을 기존의

시험발파와 일치시켰다. 또한, 혼합비를 25:75에서 30:70으로 조정하여

장약밀도를 1.2g/㎤로 설정하였으며, 폭발속도는 4,700cm/sec이하를 목표

로 하였다.



- 92 -

구    분 시험발파 설계조정

혼합비(%)
ANFO 25 30

EM 75 70

장약밀도 (g/㎤) 1.2~1.22 1.2

장약경 (mm) 102 203

비장약량 (kg/㎥) 0.284 0.350

폭발속도 (m/sec) 4,300~5,700 4,700이하

Table 4.5 Adjusting blast design of FT_1

(4) 현장계측

시험발파 설계패턴에 따라 혼합비와 밀도를 조정하여 현장에서 혼합되

어 장약되었으며, 장약길이는 8.0 m, 장약량은 303~307 kg으로 계량되

었고, 발파공 내에 공간을 배치하여 폭발속도, 폭발압력, 폭발온도를 측

정하였다. 연속식 폭속시험법에 따라 발파공 하단에서부터 프로브 와이

어를 설치하여 폭발속도를 측정하고 압력과 온도 프로브를 전색하부의

공간에 위치시켜 측정하였다.

Fig. 4.3 Set up the probes of FT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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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last hole(203mm) (b) MPU(Mixing)

(c) mix ratio setting (d) specific gravity

Fig. 4.4 Site mixing of FT_1

(a) VOD cable (b) probe setting

(c) decking tool (d) charging

Fig. 4.5 Site work of FT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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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발속도
(m/sec)

비이상 
정도상수

발파공 
압력

(GPa)

폭발온도
(°K) 비고

추정식 3,766~5,012 0.6~0.75 3.0~4.5 - 기댓값

측정값 5,116~5,140 0.82 4.33 2,255 -

(5) 결과분석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의 검증을 위한 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를 Table 4.6에 나타내었다.

(a) before blast (b) after blast

Fig. 4.6 Before and after blast of FT_1

Table 4.6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blasthole

pressure of FT_1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보면, 5,116~5,140 m/sec로서 목표하였던 값보다

약간 높은 수준의 결과로 측정되었다. 이는 예상된 비이상도보다 높은

반응 완성도를 보인 것으로 현재의 발파공 직경과 암반상태에서는 폭발

속도를 억제시키기 힘들다고 판단되며, 향후 폭약의 혼합도를 조정

(40:60)하여 ANFO의 혼합비를 높이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또한, 발파공 폭발압력은 4.33 GPa로 측정되었는데, 발파공 압력의 기

댓값 3.0~4.5 GPa의 범위에 해당하는 결과로서 발파공 폭발압력의 검증

은 유효하였다고 할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발파공 압력을 낮추는 조치

를 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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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2 석탄광 채광현장 검증시험(FT_2)

FT_2 현장은 인도네시아 칼리만탄(Kalimantan) 섬의 동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하상퇴적으로 생성된 제3기의 이암(mudstone)과 사암(sandstone) 및

석탄(coal)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퇴적층들은 동서와 남북방향에서 차

례로 압축력을 받아 조밀한 습곡과 트러스트 구조를 보이며 지표부근에서는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보인다. Table 4.10는 시험현장의 주요 발파대상 암석

들인 이암과 사암에 대한 물성시험 결과이다(Chung et. al., 2003).

Table 4.7에서 보듯이 이 암석들은 강도가 매우 약하여 토양에 가깝다고

할 수 있으며, 건조하면 푸석푸석 해지고 비가 내려 포화상태가 되면 진흙과

유사해지는 특성을 보인다.

암종 밀도
(g/c㎥)

탄성파속도 (m/s) 일축압축강도
(MPa)

인장강도
(MPa)S 파 P 파

이암 2.2 1.6 2.6 17 1.4

사암 2.2~2.3 1,500~1,700 2,500~3,000 15~25 0.6~1.5

Table 4.7 Rock properties of FT_2

(1) 시험발파 결과

발파공경 203 mm, 천공 길이 8.0 m, 저항선 9.0 m, 공간격 10.0 m로

Blend-70(EM70%)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강우량이 많은 지역특성상 내

수성을 확보하고 우수한 기폭감도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연속식 폭속 시험법에 따라 발파공 하단에서부터 probe wire를 설치하

여 2 개 공에서 폭발속도를 측정한 결과, 5,232 m/sec, 5,140 m/sec로 측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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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rial site(203mm) (b) specific gravity

(c) probe set-up (d) after blast

Fig. 4.7 Trial blast of FT_2

(2) 발파공 압력의 목표설정 및 발파설계

해당현장은 암반밀도와 강도가 비교적 낮기 때문에 현재의 폭발속도로

는 매우 높은 발파공 압력을 나타내게 되어 폭음과 비산의 발생을 동반

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 검증시험에서는 혼합도를 조정하고 폭약의 비

중을 변경하는 조치를 취하여 발파공 압력을 낮추도록 하였다.

또한, 발파패턴은 조정은 2가지 형태로 실시하였는데, 폭약의 혼합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장약밀도를 낮추는 방안(FT_2_1)과 폭약의 혼합도를

조정(30:70→40:40)하는 방안(FT_2_2)으로 하여 4,100 m/sec이하의 폭발

속도를 목표로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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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시험발파 설계조정

혼합비(%)
ANFO 30 30 40

EM 70 70 60

장약밀도 (g/㎤) 1.18 1.1 0.9

장약경 (mm) 203 203 203

비장약량 (kg/㎥) 0.181 0.197 0.174

폭발속도 (m/sec) 4,300~5,700 4,100이하

Table 4.8 Adjusting blast design of FT_2

(3) 현장계측

Fig. 4.8에서처럼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중을 직접 측정하고 2차에 걸쳐

검증시험을 실시하였다.

(a) 1차 검증시험(FT_2_1)

(b) 2차 검증시험(FT_2_2)

Fig. 4.8 Feed-back test of FT_2

(4) 결과분석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보면, 4,406~5,197 m/sec로서 두가지 설계 조정안



- 98 -

구분 폭발속도
(m/sec)

발파공 압력
(GPa)

폭발온도
(°K) 비고

추정식 3,000~4,100 1.57~2.55 - 기댓값

측정값
FT_2_1 4,406 3.27 4,318~4,390 -

FT_2_2 4,728~5,197 4.2~4.4 4,605~4,711

모두 목표하였던 4,100 m/sec의 폭발속도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폭약의 장약밀도만으로는 폭발속도를 낮추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

미한다. 즉, 현재의 현장조건에서 혼합도 30:70, 40:60는 높은 수준의 반

응 완성도를 나타내며, 발파공 압력도 3 GPa 이상을 보일 것이므로 혼

합도와 장약밀도를 더욱 낮추는 조치가 필요하다.

Table 4.9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blasthole

pressure of FT_2

측정된 발파공 압력은 3.27~4.41 GPa로 측정되어 기대하였던 발파공

압력보다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것은 기댓값의 범위를 벗어난 90%

이상의 비이상 정도를 나타내어서 폭발속도가 4,406~5,197 m/sec에 이르

는 현상이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기대하였던 목표를 달성하

지는 못하였지만 발파공내의 폭발속도와 발파공 압력의 상관성은 충분히

입증되어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의 검증은 유효하였다고 판단된다.

4.3.3.3 철광석 채광현장 검증시험(FT_3)

FT_3 현장은 칠레북부에 위치한 자철광 채광현장으로 암반밀도는 2.8

g/㎤ S파의 탄성파속도는 3,500 m/sec, 일축압축강도는 150~200 MPa로

비교적 강도가 높고 견고한 상태를 보인다.

암종 밀도
(g/㎤)

탄성파속도 (km/s) 일축압축강도
(MPa)

S 파 P 파

Magnetite 2.8 3.5 - 150 ~ 200

Table 4.10 Rock properties of FT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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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험발파 결과

공경 203 mm, 천공장 11 m, 저항선 5.0 m, 공간격 6.0 m이며, 지역적

인 특성상 강우량이 많지 않아서 주로 ANFO를 사용하고 있다. 시험발

파의 장약밀도는 0.79 g/㎤, 폭발속도는 4,380, 4,522 m/sec로 측정되었

다.

(a) packaged explosives (b) EM(Emulsion Matrix)

(c) probe set-up (d) charging

Fig. 4.9 Trial blast of FT_3

(2) 발파공 압력의 목표설정 및 발파설계

해당 현장은 철광석으로 이루어진 중경암 수준의 암반으로서 암반밀

도와 강도가 비교적 높기 때문에 높은 발파공 압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이유로 ANFO만으로 폭발압력을 높이기 힘들기 때문에 혼합폭약을

30:70의 Blends로 변경하여 비중을 높여서 높은 수준의 폭발속도와 발

파공 압력을 얻을 수 있도록 발파설계를 조정하였다. 목표수준은 폭발

속도 4,500 m/sec이상으로 발파공 압력은 3.5 GPa이상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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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폭발속도
(m/sec)

비이상 
정도상수

발파공 압력
(GPa)

폭발온도
(°K) 비고

추정식 4,800~5,500 0.75~0.85 3.65~4.89 - 기댓값

측정값 4,664~4,912 0.75 3.66 4,209~4,298 -

구    분 시험발파 설계조정

혼합비(%)
ANFO 100 30

EM - 70

장약밀도 (g/㎤) 0.79 1.24

장약경 (mm) 203 203

비장약량 (kg/㎥) 0.542 1.337

폭발속도 (m/sec) 4,300~4,500 4,500이상

Table 4.11 Adjusting blast design of FT_3

(3) 현장계측 및 결과분석

검증시험(FT_3)

Fig. 4.10 Feed-back test of FT_3

Table 4.12 Comparison between estimated and measured blasthole

pressure of FT_3

폭발속도 측정결과를 보면, 4,664~4,912 m/sec로서 목표하였던 값을 달

성하였고, 측정된 발파공 압력은 3.66 GPa로 폭약의 조성비를 조정하여

목표로 하는 발파결과를 얻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는 기댓값의 범위

에 해당하는 결과로서 발파공 압력 추정식의 검증은 유효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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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추정식 측정값
측정값/
기댓값
(%)

폭발속도
(m/sec)

발파공 압력
(GPa,기댓값)

폭발속도
(m/sec)

발파공 
압력

(GPa)

FT_1 3,800~5,100 3.0~4.5 5,100 4.33 -3.8

FT_2_1
3,000~4,100 1.6~2.6

4,400 3.27 +25.8

FT_2_2 4,700~5,200 4.2~4.4 +69.2

FT_3 4,800~5,500 3.7~4.9 4,700~4,900 3.7 0

4.3.4 검증시험 평가

혼합폭약의 비이상 발파공 압력 추정식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해 검

증시험(FT_1~FT_3)을 실시하였다. 시험발파를 통해 벌크형 혼합폭약의

장약밀도와 폭발속도를 측정하고 해당 암반에 적합한 발파공 압력을 달

성하기 위해 발파설계를 조정하여 검증시험을 실시하였고, 폭발속도와

폭발압력을 측정하여 추정식의 기댓값과 실측값을 비교하였다.

Table 4.13 Assessment of blasthole estimating formula

Table 4.13에서 보는 것처럼, FT_1시험에서 폭발속도 5,100 m/sec인

경우의 발파공 압력 추정 기댓값은 4.5 GPa, 측정값은 4.33 GPa로서 약

–3.8%의 오차가 발생하였고, FT_3시험에서 폭발속도 4,800 m/sec인 경

우의 발파공 압력 추정 기댓값은 3.7 GPa, 측정값은 동일한 3.7 GPa로서

오차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FT_2의 검증시험에서는 폭발속도 4,100 m/sec인 경우의 발파공

압력 기댓값이 2.6 GPa로 추정되었으나, 측정값은 폭발속도 4,400~5,200

m/sec, 발파공 압력 3.2~4.4 GPa로 높게 측정되어 오차가 최대 69%에

이르는 결과를 보였다. 이것은 폭약의 혼합도, 장약밀도 등 폭약특성보다

암반상태, 지하수 등 현장조건에 의한 영향이 커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FT_2의 검증시험에서도 발파공 내부의 폭발속도와 발파

공 압력의 상관성은 3,000 m/sec-1.6 GPa(추정식), 4,400 m/sec-3.27

GPa(측정값), 5,200 m/sec-4.4 GPa(측정값) 등으로 유지되고 있기 때문

에 개발된 추정식의 타당성은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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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의 배경은 발파설계와 시공결과의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비장약량으로는 발파에 의한 발파공 내부의 에너지

변화와 암반파쇄 과정을 충분히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에 단위 발파공에

서 발파공 압력을 측정함으로써 암반의 파쇄도 등 발파결과를 정량적으

로 설명하고자 하는데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화약의 폭발현상을 이해하는 이론이나 해석방법이

군사용 폭약을 중심으로 개발된 이상폭발 모델로부터 산정되기 때문에

장약경이나 구속정도가 변수로 작용하는 산업용 화약의 폭발현상을 제대

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현재의 산업용 화약은 대부분 벌크형 혼

합폭약으로서 모바일 제조설비 등을 이용하여 현장의 조건에 따라 폭약

의 밀도 및 조성성분을 쉽게 조절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화약의 폭발현

상을 정량적으로 설명하기란 더더욱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계산식에 의해 간접적으로 구해왔던

발파공 압력값의 신뢰도를 증대시키기 위해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이상

폭발현상에 대한 폭발속도를 직접 측정하였으며, 이러한 측정값을 바탕

으로 다양한 공경과 밀도, 그리고 혼합비를 조절한 벌크형 혼합폭약의

발파공 압력을 예측하는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대상 암반의 특성 및 조건에 따른 최적의 발파공 압력을 도출할

수 있는 폭약의 밀도와 혼합비 범위를 제안하였으며, 피드백을 통해 발

파공 압력을 조정하는 기법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업용 화약의 발파공 내 폭발속도를 측정하고 공경, 장약밀도에 따

른 특성을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발파공경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와

배치되는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것은 벌크형 혼합폭약에는 예감제를 추

가로 투입하여 폭약의 감도를 인위적으로 높인 원인 때문으로 사료된다.

장약밀도의 경우에는 기존의 연구와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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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파공 강도특성으로 표현되는 구속도가 커질수록 개방상태에 비해

높은 폭발속도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일정수준 이상의 구

속정도에서는 오히려 폭발속도가 감소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이는 발

파공 외벽의 강도가 커짐에 따라 폭발반응을 구속하여 폭발속도를 감소

시키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 폭발속도는 폭발반응의 진행속도로서 산업용화약의 비이상 폭발현상

의 지표로 평가되며, 측정된 발파공 내 폭발속도과 이상적인 폭발속도로

해당 폭약의 비이상 정도상수를 결정하였다.

(4) 기존 연구자의 경험적 산정식이나 모델링으로만 추정되었던 발파공

압력의 측정을 시도하였고, 비교적 유효한 데이터를 확보하여 발파공 압

력의 예측에 활용하고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는 바탕을 제공하였다.

(5) 벌크형 혼합폭약의 조성에 따른 생성가스의 양과 열량, 폭발온도, 비

에너지를 산정하고 혼합비의 조절에 따른 정압력을 반영하여 비이상 발

파공 압력 추정식을 개발하였다.

(6) 현장시험의 획득 자료를 바탕으로 비이상 발파공 압력의 목표를 설

정하고 설계를 수정하여 검증시험을 시행하였고 발파공 내 폭발속도와

압력을 측정하여 비교한 결과, 추정식의 오차는 –3.8% ~ 0%로 나타나

개발된 추정식이 타당함을 입증하였다.

(7) 현장에서 손쉽게 이용할 수 있는 암반강도 평가표과 해당 암반에서

요구되는 발파공 압력의 범위기준을 마련하였다. 향후 비이상 폭발속도

와 발파공 압력의 측정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한다면 발파공 압력과 발

파결과와의 상관성을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그동안 계산식에 의해 간접적인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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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해왔던 발파공 압력에 대해 직접 측정을 통한 정량적인 데이터

의 확보방안을 제안하였고, 폭발속도 영향인자의 특성을 파악하여 비이

상 폭발현상을 분석하였으며, 벌크형 혼합폭약의 비이상 발파공 압력의

예측하기 위한 추정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벌크형 혼합폭약의 밀도와 혼

합비를 조절하여 대상암반에 적합한 발파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는 기법

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기법은 다양한 국내외 작업환경 및 주변조건에 따

른 평가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하면서 보완․수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되며,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향후 국내외 발파현장에서 사전에 발파

결과를 예측할 수 있고, 목적하는 발파결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수립하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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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A. 용어정리

연소 combustion

폭연 deflagration

폭굉 detonation

첨두면 shock front

소밀파 wave of condensation and rarefaction

입자속도  particle velocity

정압비열  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정용비열  specific heat at constant volume

충격파의 속도  velocity of shock wave

응력파의 속도  velocity of stress wave in material

기체 내 음속  sonic velocity

폭발속도  VOD, velocity of detonation

랜킨-위고니오 방정식 Rankine-Hugoniot equation

레일리선 Rayleigh line

이상 폭굉(발) ideal detonation

비이상 폭굉(발) non-ideal detonation

구속정도 confinement

반응열  heat of reaction

폭굉압  detonation pressure

C-J면 압력  pressure at C-J plane

발파공 압력  blasthole pressure

폭굉 진행 구역 DDZ, detonation driving zone

음속선(면) sonic line(plane)

벌크형 혼합폭약 bulk blend explosives

유화 emulsification

계면활성제 surfactant

기폭약 primer

산소평형 oxygen balance

생성 가스량  gas volume of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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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열량  heat of explosion

반응연소열  heat of combustion explosion

팽창열  heat of expansion

폭발온도  temperature of explosion

비에너지  specific energy

임계밀도 critical density

정상상태 steady state

핫스팟 hot-spot

미소중공구체 microsphere

발포폴리스타이렌 EPS, expanded polystyrene

화학적 기포제 chemical gassing agent

상대중량강도 RWS, relative weight strength

상대체적강도 RBS, relative bulk strength

티엔티 TNT, Trinitrotoluene

폭굉위고니오변수 shock Hugoniot parameter

체적음속  bulk sound speed

반응률 rate constant

상태방정식 EOS, equation of state

비이상 정도 상수  non-ideal criteria

파쇄도 frag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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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종 석회암
Bench

높이(m)
14

공경

(mm)
89 비중 0.8

밀도

(kg/㎤)
2.1-2.5

천공장

(m)
15

공경사

(°)
70 P.F(kg/㎥) 0.332

UCS

(MPa)
80-130

전색장

(m)
4.0

공수

(공)
2 공당약량(kg) 57

수공 -
Burden

(m)
3.5

열수

(열)
1 총장약량(kg) 114

채석량

(㎥)
343

Spacing

(m)
3.5

총천공

장(m)
30

Note

-. 폭약 : ANFO / Primer : NewMITEΦ50mm(1kg)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20ms간격)

-. 천공상태 : 양호함

현장작업 현황

Appendix B. 현장시험 기록표

[ Site test – 01 (2016.6.20)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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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결과 

구   분 Hole_1 Hole_2

VOD(m/sec) 4,019 4,092

Full trace

Hole_1 Hole_2

2.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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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석회암
Bench

높이(m)
15.0

공경

(mm)
115 HiMEX 1.20

밀도

(kg/㎤)
2.1-2.5

천공장

(m)
15.0

공경사

(°)
70

P.F

(kg/㎥)
0.46

UCS

(MPa)
80-130

전색장

(m)
4.0

공수

(공)
10

총장약량

(kg)
1,400

No. wet 

hole
2공

Burden

(m)
4.5

열수

(열)
1

채석량

(㎥)
3,038

Spacing

(m)
4.5

총천공

장(m)
150

Note

-. 폭약 : EMX Blend (HiMEX-750) / Primer : Pentolite 400g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9(20m간격)

-. 천공상태 : 양호함(8공-건공, 2공-수공)

-. HiMEX는 EMX blends, 예감제는 GMB, EPS

-. EM 함량 75%(HiMEX 750/저비중 75-120)

현장작업 현황

[ Site test – 02 (2016.10.16)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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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cable 설치현황

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

(m/sec)
5,107 - 4,717 4,352 4,346

발파후 상태

2. 발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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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Full trace

Hole_1

3.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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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Hole_3

Hole_4



- 119 -

VOD Traces

Hole_5



- 120 -

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석회암
Bench

높이(m)
15.0

공경

(mm)
115 HiMEX 1.20

밀도

(kg/㎤)
2.1-2.5

천공장

(m)
15.0 공경사(°) 70

P.F

(kg/㎥)
0.46

UCS

(MPa)
80-130

전색장

(m)
4.0 공수(공) 10

총장약량

(kg)
1,400

No. wet 

hole
-

Burden

(m)
4.5 열수(열) 1

채석량

(㎥)
3,038

Spacing

(m)
4.5

총천공장

(m)
150

Note

-. 폭약 : Bulk blend(HiMEX-750) / Primer : Pentolite 400g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9(20ms간격)

-. 천공상태 : 양호함(수공없음)

-. HiMEX의 예감제로 GMB와 Perlite를 사용

-. 조성 : EM 73.5%, PPAN 25%, GMB/Perlite 1.5%(중량비)

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VOD

(m/sec)
5,269 5,098 5,099 -

비  고 HiMEX-GMB HiMEX-Perlite

발파전후 상태

[ Site test – 03 (2016.10.20) ]

1. 발파제원

2. 발파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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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Hole_1 Hole_3

Hole_2 -

3.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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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석회암
Bench

높이(m)
13.5

공경

(mm)
102

저비중

blends
1.22

밀도

(kg/㎤)
2.1-2.5

천공장

(m)
15.0

공경사

(°)
70

비중

(HiMEX)
1.20

UCS

(MPa)
80-130

전색장

(m)
4.0

공수

(공)
20

P.F

(kg/㎥)
0.284

No. wet 

hole
2공

Burden

(m)
4.6 열수(열) 1

총장약

량(kg)
2,050

채석량

(㎥)
7,204

Spacing

(m)
5.8

총천공장

(m)
300

Note

-. 폭약 : Bulk blend(HiMEX-750) / Primer : Pentolite 400g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19(20ms간격)

-. 천공상태 : cavity 없음, 양호함(총2공에서 장약중 유출수 발생)

-. 저비중, HiMEX는 Bulk blend으로 예감제는 GMB, EPS사용

-. 조성 : EM 75%(HiMEX 750/저비중 75-120)

현장작업 현황

[ Site test – 04 (2016.11.24)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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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Hole_6

VOD

(m/sec)
4,301 4,413 4,820 5,617 5,725 5,639

발파후 상태

VOD Traces

Full trace

2. 발파결과

3.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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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Hole_1

Hole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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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Hole_3

Hole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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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Hole_5

Hole_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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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test – 05 (2017.03.13) ]

1. 발파제원

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역암
Bench

높이(m)
8.7

공경

(mm)
229 폭약 저비중

밀도

(kg/㎤)
2.2-2.8

천공장

(m)
8.35

공경사

(°)
90 비중 1.18

UCS

(MPa)
150-170

전색장

(m)
3.5

공수

(공)
330

P.F

(kg/㎥)
0.49

No. wet 

hole
다수

Burden

(m)
6.1

열수

(열)
-

총장약량

(kg)
83,225

채석량

(㎥)
169,359

Spacing

(m)
9.5

총천공장

(m)
1,645

Note

-. 폭약 : 저비중 Bulk blend/ Primer : PowerPlusTM 400

-. 뇌관 : 공내뇌관 비전기뇌관  DHD 600ms

         표면뇌관 비전기뇌관 Connector(17ms, 25ms)

-. 천공상태 : 측정Sensor설치 5공중 2공에서 유출수 발생

-. blend 70-120(EM 70%, 비중 1.2)

현장작업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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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Full trace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2. 발파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m/sec) - 5,068 4,804 4,823 -

폭발온도(°K) 4,354 - - - -

3. VOD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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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2

Hole_3

Hole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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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OD(m/sec) Trace 길이(m) 측정시간(ms)

Hole_1 - - -

Hole_2 5,068 3.958 -

Hole_3 4,804 2.601 30.866

Hole_4 4,823 3.452 31.132

비고

1) Hole_2 : 3가지 구배 3,504m/s(1.5m), 8,768m/s(1.5m), 4,847m/s(1.0m)

   → 전체구간에 대해 일괄구배를 적용하여 5,068m/s로 산정(선형보간법)

2) Hole_3에서는 2가지 구배가 측정됨 : 4,804m/s(2.6m), 8,990m/s(1.7m)

   → 두 번째 구배는 Trace의 길이구간이 감소하여 신뢰도가 떨어져 제외

3) Hole_4에서는 Trace의 길이 3.452m를 넘어서면서 급격하게 증가

   → Probe의 연소하는 현상으로 3.452m이상은 제외함. 

Detonation temperature

Hole_1 -

비고 

-. Hole 1 : 폭발온도trace의 Peak는 있으나 구분가능한 수준임(4,354K)

-. Hole 4 : 미 측정

4. 폭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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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te test – 06 (2017.04.03) ]

1. 발파제원

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역암
Bench

높이(m)
18.0

공경

(mm)
229 폭약

저비중

blend

밀도

(kg/㎤)
2.2-2.8

천공장

(m)
18.3

공경사

(°)
90 비중 1.19

UCS

(MPa)
150-170

전색장

(m)
3.5

공수

(공)
261

P.F

(kg/㎥)
0.88

No. wet 

hole
다수

Burden

(m)
6.5

열수

(열)
-

총장약

량(kg)
196,320

채석량

(㎥)
123,618

Spacing

(m)
7.5

총천공

장(m)
4,783

Note

-. 폭약 : blend 저비중 / Primer : PowerPlusTM 400g

-. 뇌관 : 전자뇌관 15m(112ms,72, 80ms)

-. 천공상태 : 전체적으로 25m수준의 수공(장약중에도 강수 있음)

-. 장약 : 저비중 blend 70-120(EM70%, 비중1.19)

현장작업 현황



- 132 -

VOD Traces

Full trace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2. 발파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VOD(m/sec) - - - -

Detonation temperature(°K) 4,031 - - -

Detonation pressure(GPa) - - -

3.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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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nation temperature

Time(ms) -

Voltage(V) 4.150

Det. Temperature(K) 4,031

Hole_1

비고 

폭발온도 trace가 peak이고 시간이 매우 짧아 “0”에 가까움 : 값은 유사하나 의

미를 두기는 어려움

4. 폭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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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역암
Bench

높이(m)
31.8

공경

(mm)
229 폭약

저비중

Blend

밀도

(kg/㎤)
2.2-2.8

천공장

(m)
30.7

공경사

(°)
90 비중 0.9-1.01

UCS

(MPa)
170-250

전색장

(m)
3.5 공수(공) 192

P.F

(kg/㎥)
0.77

수공 없음
Burden

(m)
5.5 열수(열) -

총장약

량(kg)
189,614

채석량

(㎥)
244,517

Spacing

(m)
7.5

총천공

장(m)
5,961

Note

-. 폭약 : Bulk blend 저비중 / Primer : PowerPlusTM 400g

-. 뇌관 : 전자뇌관 (저항선방향 간격 300ms, 공간 간격 8ms)

-. 장약 : 저비중 Blend(0.9-158t, 1.01-23t, 0.98-8t)

현장작업 현황

[ Site test – 07 (2017.05.25)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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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cable 설치현황

VOD Traces

Full trace

2. 발파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m/sec) - 4,240 3,812 4,210 -

폭발압력(GPa) 8.69 - - - -

폭발온도(K) 4,047 - - 4,354 -

3.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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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2

Hole_3

Hole_4

구분 VOD(m/sec) Trace 길이(m) 측정시간(ms)

Hole_2 4,240 10.322 -

Hole_3 3,812 6.706 8.37

Hole_4 4,210 4.096 8.39

비고

1) Hole_3에서 Trace 길이는 양호하나 약간 불안정한 graph

2) Hole간 지연시차는 적절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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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nation pressure

Initial Voltage(V) 2.5225

Peak Voltage(V) 4.8388

Det. Pressure(GPa) 8.54

Initial Voltage(V) -

Peak Voltage(V) -

Det. Pressure(GPa) -

Hole_1 Hole_4,5

비고 

- Hole 4/5 : Peak Voltage(V)가 5V이상으로 Noise로 판단됨

Detonation temperature

Time(ms) 364.013

Voltage(V) 4.1057

Det. Temperature(K) 4,047

Time(ms) 409.436

Voltage(V) 4.095

Det. Temperature(K) 4,039

Hole_1 Hole_4

비고 

-. Hole 1 / 4 : 폭발온도 trace는 매우 깨끗하게 기록됨

-. Hole 5 : Peak voltage가 0.67로 Noise로 판단됨

4. 폭발압력

5. 폭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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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실트암
Bench

높이(m)
32

공경

(mm)
229 폭약

저비중

blends

밀도

(kg/㎤)
2.6-2.7

천공장

(m)
30

공경사

(°)
90 비중 0.89-1.03

UCS

(MPa)
15-20

전색장

(m)
3.5

공수

(공)
150

P.F

(kg/㎥)
0.53

수공 없음
Burden

(m)
6.3 열수(열) -

총장약

량(kg)
127,300

채석량

(㎥)
240,975

Spacing

(m)
8.5

총천공

장(m)
4,500

Note

-. 폭약 : Bulk blend 저비중/ Primer : PowerPlusTM 400g

-. 뇌관 : 전자뇌관 20, 40m

-. 장약 : 대부분 Bulk blend 저비중(비중0.89) 사용

         최후방열 wet hole 10공중 2공만 비중1.03으로 장약함

현장작업 현황

[ Site test – 08 (2017.07.07)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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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Full trace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2. 발파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m/sec) 4,843 4,701 4,631 4,646 -

폭발압력(GPa) - - - - 4.23

폭발온도(K) - - - 4,692 4,698

3. VOD Gra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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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1

Hole_3

Hole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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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5

구분 VOD(m/sec) Trace 길이(m) 측정시간(ms)

Hole_1 4,843 13.993 -

Hole_2 4,701 8.446 -

Hole_3 4,631 7.618 110

Hole_4 4,646 3.607 178

비고

1) Hole_1~Hole_3 : Trace 길이는 양호

2) Hole4 : Trace가 안정적이긴 하지만 길이가 3.6m임

4. 폭발압력

Hole_4 Hole_5

Initial Voltage (V) 2.4898

Final Voltage (V) 4.687

Time (ms) 704.892

Detonation pressure 

(GPa)
4.23

Initial Voltage (V) -

Final Voltage (V) >5

Time (ms) -

Detonation pressure 

(GPa)
-

비고

1) Hole_4 : 3개의 peak가 나타남, 최상단의 peak를 최고압력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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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폭발온도

Hole_4 Hole_5

Time (ms) 704.89

Voltage (V) 4.788

Detonation 

temperature (V)
4,692

Time (ms) 692.2

Voltage (V) 4.7938

Detonation 

temperature (V)
4,698

비고

-. 전반적으로 graph형태가 양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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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사암
Bench

높이(m)
16.9

공경

(mm)
229 폭약 저비중

밀도

(kg/㎤)
2.0-2.5

천공장

(m)
16.9

공경사

(°)
90 비중 1.0

UCS

(MPa)
20-170

전색장

(m)
3.5

공수

(공)
266

P.F

(kg/㎥)
0.37

수공 다수
Burden

(m)
7.0

열수

(열)
-

총장약

량(kg)
84,980

채석량

(㎥)
169,359

Spacing

(m)
8.0

총천공

장(m)
4,661

Note

-. 폭약 : Bulk blend 저비중 / Primer : PowerPlusTM 400g

-. 뇌관 : 전자뇌관 15m(저항선방향 간격 60ms, 공간 간격 24ms)

-. 천공상태 : 전체적으로 0.5m이하 수준의 수공(Dewatering실시)

-. 장약 : blend 저비중(EM 60%, 비중 1.0) 63톤

현장작업 현황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 Site test – 09 (2017.04.07)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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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Traces

Full trace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VOD(m/sec) 4,608 4,724 4,646 4,628

폭발온도(K) - - 4,142 4,046

폭발압력(GPa) - - - 2.29

2. 발파결과

3. VOD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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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1

Hole_2

Hole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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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VOD(m/sec) Trace 길이(m) 측정시간(ms)

Hole_1 4,608 6,907 -

Hole_2 4,724 9.913 51.9

Hole_3 4,646 7.288 53.1

Hole_4 4,628 6.968 54.6

비고

전체적으로 양호한 Trace로 6.9m이상 trace가 기록됨

Hole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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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nation pressure

Initial Voltage(V) 2.4980

Peak Voltage(V) 5.0277

Det. Pressure(GPa) N/A

Initial Voltage(V) 2.4904

Peak Voltage(V) 4.4771

Det. Pressure(GPa) 2.29

Hole_3 Hole_4

Detonation temperature

Time(ms) 67.185

Voltage(V) 4.103

Det. Temperature(K) 4,046

Time(ms) 128.587

Voltage(V) 4.2049

Det. Temperature(K) 4,142

Hole_3 Hole_4

4. 폭발압력

5. 폭발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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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실트암
Bench

높이(m)
3.3

공경

(mm)
102 폭약

저비

중

밀도

(kg/㎤)
2.6-2.7

천공장

(m)
3.0

공경사

(°)
90 비중 1.13

UCS

(MPa)
15-20

전색장

(m)
1.5

공수

(공)
544

P.F

(kg/㎥)
0.31

No. wet 

hole
다수

Burden

(m)
3.5

열수

(열)
-

총장약

량(kg)
6,555

채석량

(㎥)
21,472

Spacing

(m)
3.5

총천공

장(m)
1,753

Note

-. 폭약 : Bulk blend 저비중 / Primer : PowerPlusTM 400g

-. 뇌관 : DHD-600ms / SDD-(9ms, 17ms, 25ms)

         (공간격 17ms, 25ms, 저항선 9ms)

-. 장약 : Bulk blend 저비중(EM100%, 비중 1.13)

현장작업 현황

[ Site test – 10 (2017.06.19)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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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cable 설치현황

2. 발파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m/sec) 3,766 3,591 3,898 4,032 -

폭발온도(K) - - - - -

폭발압력(GPa) - - - - -

3. VOD Graph 상세

VOD Traces

Full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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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1

Hole_2

Hole_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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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le_4

구분 VOD(m/sec) Trace 길이(m)
Delay/측정 

시간(ms)

Hole_1 3,766 2.550 -

Hole_2 3,591 2.608 26 / 21.5 (4.5)

Hole_3 3,898 2.368 26 / 21.3 (4.7)

Hole_4 4,032 0.479 26 / 16.6 (9.4)

비고

-. 대체로 양호하나 Hole_4에서 Trace길이가 0.479m로 유효길이 

-. 전반적으로 VOD가 낮은 것은 공경과 장약장의 영향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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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석회암
Bench

높이(m)
13.5

공경

(mm)
203 비중 1.20

밀도

(kg/㎤)
2.1-2.5

천공장

(m)
15.0

공경사

(°)
-

P.F

(kg/㎥)
0.350

UCS

(MPa)
80-130

전색장

(m)
4.0

공수

(공)
3

장약량

(kg/공)
303~307

No. wet 

hole
-

Burden

(m)
7.5

열수

(열)
1

총장약

량(kg)
915

채석량

(㎥)
7,204

Spacing

(m)
8.5

총천공

장(m)
45

Note

-. 폭약 : HiMEX-700 / Primer : NewMITE 1000g 2EA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2(20ms간격)

-. Emulsion조성 : HiMEX 70% ANFO 30%

-. 전색장을 4m로 고정하고 Air-decking 3m, 장약장 8m로 시행

현장작업 현황

[ FT – 1 (2017.11.08) ]

1. 발파제원



- 153 -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2. 발파결과

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VOD(m/sec) 5,116 5,139 5,140

비  고 HiMEX-700

발파전후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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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OD Graph

VOD Traces

Full trace

Hole_1



- 155 -

VOD Traces

Hole_2

Hole_3



- 156 -

4. 폭발압력

Detonation pressure(Hole_3)

Initial Voltage(V) -0.005

Peak Voltage(V) 0.075891

Det. Pressure(GPa) 4.33

- Peak Voltage(V)의 Time은 36.4ms로 Hole_3의 폭발시간과 일치함

5. 폭발온도

Detonation temperature(Hole_3)

Time(ms) 36.4

Voltage(V) 0.35

Det. Temperature(K) 507.05

Time(ms) 825

Voltage(V) 2.2037

Det. Temperature(K) 2,255

Hole_3_1차 Hole_3_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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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이암
Bench

높이(m)
8.0

공경

(mm)
203 비중 1.18

밀도

(kg/㎤)
2.26

천공장

(m)
8.0

공경사

(°)
-

P.F

(kg/㎥)
0.181

UCS

(MPa)
17

전색장

(m)
4.5

공수

(공)
29

장약량

(kg/공)
130

No. wet 

hole
-

Burden

(m)
9.0

열수

(열)
3

총장약

량(kg)
3770

채석량

(㎥)
20,880

Spacing

(m)
10.0

총천공

장(m)
232

Note

-. 폭약 : Blend_70 / Primer : Pentolite 400g 1EA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19(20ms간격)

-. Emulsion의 함량은 중량비로 HiMEX 70%, ANFO 30%

현장작업 현황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 FT – 2 - Trial (2017.11.13)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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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VOD(m/sec) 5,232 5,140 -

폭발압력(GPa) - 4.17 3.44

폭발온도(°K) - 4105 3337

발파전후 상태

VOD Traces

Hole_1(5,232 m/sec) Hole_2(5140 m/sec)

2. 발파결과

3.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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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onation pressure

Hole_2(4.17 GPa) Hole_3(3.44GPa)

Detonation temperature

Hole_2(4,105 °K) Hole_3(3,337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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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이암
Bench

높이(m)
8.0

공경

(mm)
203 비중 1.10

밀도

(kg/㎤)
2.26

천공장

(m)
8.0

공경사

(°)
-

P.F

(kg/㎥)
0.197

UCS

(MPa)
17

전색장

(m)
4.0

공수

(공)
20

장약량

(kg/공)
138

No. wet 

hole
-

Burden

(m)
9.0

열수

(열)
3

총장약

량(kg)
2760

채석량

(㎥)
14,000

Spacing

(m)
10.0

총천공

장(m)
160

Note

-. 폭약 : Blend_70(EM69.51%, EPS0.7%, PPAN29.79%)

          / Primer : Pentolite 400g 1EA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19(20ms간격)

현장작업 현황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 FT – 2 - 1 (2017.11.15)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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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m/sec) - 4,406 - - -

폭발압력(GPa) - 3.27 - - -

폭발온도(°K) - 4390 4318 - -

발파전후 상태

VOD Traces Detonation pressure

Hole_2(4,406 m/sec) Hole_2(3.27 GPa)

Detonation temperature

Hole_2(4,390 °K) Hole_3(4,318 °K)

2. 발파결과

3.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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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이암
Bench

높이(m)
8.0

공경

(mm)
203 비중 0.9

밀도

(kg/㎤)
2.26

천공장

(m)
8.0

공경사

(°)
-

P.F

(kg/㎥)
0.174

UCS

(MPa)
17

전색장

(m)
4.0

공수

(공)
5

장약량

(kg/공)
120~130

No. wet 

hole
-

Burden

(m)
9.0

열수

(열)
-

총장약

량(kg)
625

채석량

(㎥)
3,600

Spacing

(m)
10.0

총천공

장(m)
40

Note

-. 폭약 : Blend_60(EM59.28%, EPS1.2%, PPAN39.52%)

         / Primer : Pentolite 400g 1EA

-. 뇌관 : 전기뇌관(HiDETO) 순발, MS#1~MS19(20ms간격)

현장작업 현황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 FT – 2 - 2 (2017.11.16)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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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Hole_5

VOD(m/sec) 4738 4728 5197 - -

폭발압력(GPa) - 4.41 4.20 - -

폭발온도(°K) - 4605 4711 - -

발파전후 상태

Detonation pressure

Hole_2(4.41 GPa) Hole_3(4.20 GPa)

VOD Traces

Hole_1(4,738 m/sec) Hole_2(4,728 m/sec) Hole_3(5,197 m/sec)

2. 발파결과

3.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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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자철석
Bench

높이(m)
11.0

공경

(mm)
203 비중 0.79

밀도

(kg/㎤)
2.8

천공장

(m)
11.0

공경사

(°)
-

P.F

(kg/㎥)
0.542

UCS

(MPa)
150-200

전색장

(m)
4.0

공수

(공)
4

장약량

(kg/공)
179

No. wet 

hole
-

Burden

(m)
5.0

열수

(열)
-

총장약

량(kg)
716

채석량

(㎥)
1320

Spacing

(m)
6.0

총천공

장(m)
44

Note

-. 폭약 : ANFO(PPAN 94% Mineral oil 6%) 

           / Primer : Pentolite 450g 1EA

-. 뇌관 : 비전기뇌관, DHD(500ms), SDD(25ms)

현장작업 현황

VOD 측정cable 설치현황 발파전후 상태

[ FT – 3 - trial (2018.3.12) ]

1. 발파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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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Hole_4

VOD(m/sec) 4380 4522 - -

폭발압력(GPa) 0.31 2.26 - -

폭발온도(°K) 4712 4625 - 4,202

VOD Traces

Hole_1(4380 m/sec) Hole_2(4522 m/sec)

Detonation pressure

Hole_1(0.31 GPa) Hole_2(2.26 GPa)

2. 발파결과

3.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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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 Properties Bench data Drill data Charge data

암  종 자철석
Bench

높이(m)
10.5

공경

(mm)
203 비중 1.24

밀도

(kg/㎤)
2.8

천공장

(m)
10.5

공경사

(°)
-

P.F

(kg/㎥)
1.337

UCS

(MPa)
150-200

전색장

(m)
4.5

공수

(공)
4

장약량

(kg/공)
421

No. wet 

hole
-

Burden

(m)
5.0

열수

(열)
-

총장약

량(kg)
1685

채석량

(㎥)
1260

Spacing

(m)
6.0

총천공

장(m)
42

Note

-. 폭약 : Blend-70(EM 69.76% PPAN 29.9% EPS 0.34%) 

          / Primer : Pentolite 450g 1EA

-. 뇌관 : 비전기뇌관, DHD(500ms), SDD(25ms)

발파전후 상태

VOD 측정 결과

구   분 Hole_1 Hole_2 Hole_3

VOD(m/sec) 4664 4912 -

폭발압력(GPa) 3.66 - -

폭발온도(°K) 4277 4209 4298

[ FT – 3 - 1 (2018.3.13) ]

1. 발파제원

2. 발파결과



- 167 -

VOD Traces

Hole_1(4664 m/sec) Hole_2(4912 m/sec)

Detonation pressure

Hole_1(3.66 GPa)

Detonation temperature

Hole_1(4,277 °K) Hole_2(4,209 °K) Hole_3(4,298 °K)

3. Graph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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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Non-Ideal Blasthole

Pressure of Bulk Blend Explosives

Jeong Min Su

Rock Mechanics

The Engineering School of Energy System

Seoul National University

Blasting technology is a difficult field for researchers to access due

to regulations and safety, thus resulting in only few professional

engineers and lack of studies. More specifically, accurately achieving

an intended result from a blast design is not an easy task as

scientific approach to blasting and rock fragmentation.

Recently, the blast modeling with computing work is being more

widely spread, but as it is based on the ideal detonation codes with

military explosives, the modeling results sometime are not applicable

due to commercial blasting environment where a variety of

ingredients of explosives is widely different from that of military

explosives. Furthermore, a current commercial explosives used in

industrial field are mainly site-mixing bulk explosives that can easily

change the mixing rate of ingredients to fit each site. In this way,

the user can control the type of explosive, density and the

performance of blasting. Therefore, we need to a reliable detonation

analysis, which can be easily applied in industrial rock fragmentation.

Although blasthole pressure is used for blast design, there has not

been a theoretical framework to explain blasthole pressure resu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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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om velocity of detonation (VOD). VOD is decided by the energy

emitted from detonation driving zone, and in industrial explosives, the

reaction is not finished in DDZ, meaning that VOD is not the only

factor deciding blasthole pressure.

In this regard, this study directly measures the non-ideal detonation

and its VOD within the blasthole and explains how density of bulk

explosives, blasthole diameter, and confinement of blasthole’s wall

affect a blast.

This study also analyzes non-ideal blast of bulk explosives with

results measured on site and demonstrates an equation that can

estimate a blasthole pressure by examining bulk explosives in

perspective reactive energy based on the generated gas and blast

temperature.

Moreover, this research offers the method to get the blasthole

pressure in borehole rather than the calculation method that had been

utilized until now, and it enables a method to find a mixture rate and

density of explosives to get the intended rock fragmentation. With

this result, trial blast was carried out to verify the estimation results

by data on VOD and pressure within a blasthole.

Finally, the estimation presented by this study allows building a

database of each site condition and its blast result. This, in turn,

provides a more accurate tool to calculate blast results based on a

blasting environment, thus leading to an effective method to increase

blast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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