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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발파전색의 주목적은 발파공 내 장전된 화약의 기

폭 시 발생한 폭발에너지의 전달효율을높여 대상 암

반의 파쇄 정도를 증가시키고, 진동 및 소음을 최소

화하기 위함이다. Snelling과 Hall(1912)은 효율적인 

전색재료 사용의 경우 비 전색발파와 비교하였을 때 

Abstract Numerical simulation is the most widely used methods for evaluating blasting performance. This 
study, conducted the numerical analysis of shock chamber model to evaluate the pressure confine effect of 
the stemming material and plug device. The stemming effect was compared and evaluated with that of the 
STF-based stemming material currently under development and sand, which is a commonly used blast 
stemming material. Furthermore, to verify of enhancement the confine effect inside blast hole pressure, 
three types of stemming plugs were adopted for the numerical analysis. The numerical simulation results 
revealed that the STF-based stemming materials were superior to the general stemming material. Also, It is 
evaluated that the STF-based stemming and Plug system can not only prevent detonation gas from 
overflowing the borehole prematurely, but also prolong the action time and scope of detonation gas in the 
borehole eff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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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에서는 발파전색재료와 밀폐용 플러그 장치의 압력 구속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충격챔버 모델을 

구성하여 발파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현재 개발 중인 전단농화유체 기반의 전색물질과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전색재료인 모래의 전색효과를 서로 비교하였다. 또한 발파공 내부압력의 구속효과 강화를 위한 세 가지 형태

의 플러그 장치를 시뮬레이션에 적용하였다. 그 결과로서 전단농화유체 기반의 전색재료가 모래전색보다 전색효

과가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단농화유체 기반의 전색물질과 플러그 장치를 복합적으로 사용하였을 

때 발파공 내의 폭발가스의 작용 시간과 영향범위를 효과적으로 향상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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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93%까지 암석을 파괴하기 위한 에너지 효율이 

증가됨을 발견하였다. Konya와 Konya(2018)는 효율

이 높은 전색재료 적용 시 효율이 낮은 전색재료에 

비하여 발파효율이 40% 이상 향상하는 것을 실험을 

통해 밝혔다. 

효율적이고 적절한 재료로 발파전색을 하였을 때 

전색을 하지 않는 경우보다 더 오랜 시간 폭발가스가 

발파공 내에서 압력작용을 한다는 것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개념이다. 즉, 발파전색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폭발에너지를 발파공 내에 오래 유지하고, 에너지 손

실을 최소화하는 것이다. 전색을 하지 않았을 경우 

발파공 내부에서 외부로 에너지가 유출되고, 폭발에

너지의 최대 50%가 손실될 수 있다(Brinkmann 1990). 

부적절한 전색은 폭발에너지의 낭비와 함께 폭발가스

를 쉽게 누출시키며 발파 결과가 좋지 않을 뿐만 아

니라 지반진동, 소음, 비산, 백 브레이크(back break), 

과도한 폭풍압 등 환경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Floyd, 

1999). 

기존 연구에 따르면 적절한 전색물질은 발파공 내

부에서 폭발가스의 압력작용 시간을 증가시키고, 폭

발물의 완전한 반응을 촉진하여 폭약량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Zong, 1996, Luo and Wu, 

2006). Zhang(2016)은 적절한 전색재료 적용에 따라 

암석을 파괴하는 충격 팽창파의 크기와 지속시간이 

증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효과적인 전색을 한 

경우 비 전색에 비하여 발파공 균열 반경이 최대 5배 

크기로 확장되었고, 압력펄스의 지속시간은 비 전색

에 비해 30% 더 오래 유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좋은 발파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전색은 필수적

이라 할 수 있으며, 발파공 내부에서 효과적으로 폭

발가스가 작용함에 따라 더 넓은 영역에 걸쳐 주변 

암반에 균열을 발생시키거나 계획된 크기로 주변 암

반을 파괴할 수 있게 해준다. 따라서 발파공에 대하

여 효과적인 발파전색재료의 선정 및 밀폐장치 등의 

고려와 이해는 발파 시 폭발에너지 효율을 향상하고, 

이상적인 암반 파쇄 결과를 얻는 등 전반적인 발파효

과를 향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발파전색은 적용재료와 전색길이의 두 가지 요소

와 밀접하게 관련된다. 적절한 전색길이의 적용도 중

요한 사항이지만, 효율적인 전색재료 및 장치의 선정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Jimeno는 각지고 

표면이 거친 재료가 맞물림 작용으로 인하여 암분과 

같은 전색재료보다 폭발압에 대한 저항 성능이 우수

하다고 보고하였다(Jimeno et al., 1995). Choudhary 

and Arora(2017)는 전색재료로 골재(직경 10∼12 mm)

와 파쇄석(직경 3∼7 mm)을 사용하면 암분보다 전색

성능이 좋다고 하였다. 

최근에는 발파전색재료로서 물과 같은 유체를 적

용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 Zhu는 여러 가지 전색

재료에 대하여 발파전색 수치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중 물이 밀폐효과 및 충격파 전달에 있어 효과적인 

전색재료임을 보고하였다(Zhu et al., 2008). 충격파 

전달과 밀폐성에 있어서 물과 같은 성질을 가지고 있

지만 점성에 의해 형태가 유지될 수 있는 재료인 

폴리머 겔을 발파에 적용한 연구도 수행된 바 있다

(고영훈 외, 2018). 또한 일부에서는 암 파쇄성능을 

개선하고 발파분진 등을 감소시키기 위해 물과 점토

를 혼합하여 전색재료로 사용한 사례도 있다(Cui et 

al., 2010). 

발파시공 현장에서 전색재료 선정을 위한 고려사

항으로는 계획된 장약량만으로 충분한 발파효과를 얻

기 위한 밀폐성능과 폭발가스의 분출에 최대한 저항 

할 수 있는 점착력 또는 마찰저항 등의 특성 등이 고

려해야 할 사항이라 할 수 있다. 전색에 의해 밀실 

된 발파공 내부에서 폭발 충격파가 발파 공벽에 가해

진 이후 높은 압력과 폭발가스에 의해 암반의 균열을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되는데, 이것을 전색에 의한 발

파공 내 쐐기효과라고 한다(Luo and Zhao, 2006). 마

찰저항이 큰 전색재료는 폭발가스가 발파공 내에서 

작용하는 유효시간을 더욱 지속시켜 발파효율을 증대 

할 수 있다(Tang et al., 1998). 이러한 전색재료의 마찰 

및 압출저항 성능은 발파공 입구 부분에서 전색재료

의 초기 분출속도 등으로 평가 할 수 있다(Wang, 1999). 

본 연구에서는 전단농화유체(shear thickening fluid; 

STF)기반의 전색물질과 플러그 장치 혼합적용에 따

른 전색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ANSYS AUTODYN

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하였다. 강철 실린더로 충격 

챔버를 모델링하여 구성하였으며, 해석모델 발파공 

내부에서의 기폭이후 압력변화와 전색재료의 공구 분

출속도를 통해 각각의 재료 및 플러그 장치 형상에 

따른 폭발압 저항성능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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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Theoretical background of stemming 

2.1 Mechanical model for stemming structure

발파전색 거동은 폭발하중(), 전색영역과 발파공

벽간의 마찰저항(), 전색재료 하중(G), 발파공 안쪽

으로 작용하는 측압() 등의 요인으로 설명할 수 있

다. 이는 발파공 주변 암반의 파괴가 고려되지 않은 

단순화된 역학적 모델이며, 여기서 폭발하중은 발파

공 내 암석의 파괴 과정에서 소실되는 에너지를 제외

한 압력이다. Fig. 1은 전색영역의 역학적 모델 구성

을 보여주는 개요도이다. 발파 충격파에 의해 전색영

역에 축 방향 압축응력이 발생하고, 발파공벽 방향으

로 팽창하게 된다. 전색영역은 발파공벽 방향으로 압

착되어 변형을 일으키고, 발파 공벽과 전색영역 간의 

마찰저항이 발생하게 된다.  

전색영역은 충격파에 의한 미시적 단계에서 주로 

압축 거동한다. 이때의 지속시간은 매우 짧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주로 거시적 거동 단계에서의 전색영

역의 압력변화와 폭발분출에 대한 저항을 분석하였다. 

폭발압력에 따른 전색영역의 운동량(momentum)은 식

(1)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는 전색영역의 

질량(kg), 는 전색재료의 이동속도(m/s)를 나타낸다. 

                  (1)

2.2 Pressure behavior of the stemming structure

전색구조의 거시적 압력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 영향 요인은 폭발하중의 크기 및 생성된 가스의 

지속시간, 전색재료의 압축 및 마찰저항성이라 할 수 

있다. 각각의 관계는 다음의 내용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Fig. 2). 

- 초기 폭발하중의 압력이 클수록 폭발가스의 지속 

시간이 길어지고 전색영역에 대한 방출압력(추진

력)이 더 강해진다. 

- 발파 충격파에 의해 전색영역이 압축될 때 전색

영역의 밀도가 느슨하고, 발파공에서 폭발가스에 

따른 전색영역의 압축 길이와 반응공간이 확장될

수록 공 내 폭발가스의 압력 강하가 더욱 두드러

지게 나타난다. 

이론 및 경험적 감쇠상수들을 통해 다음 식(2)로 Fig. 1. Mechanical model of the stemming structure.

(a) Charge before explosion (b) Compressed stemming structure

Fig. 2. Pressure behavior of the stemming part by the shock w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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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색영역에 작용하는 폭발압 
을 추정 할 수 있

다. 이는 초기 팽창압력, 최종 팽창압력 및 유효압력 

지속시간에 따라 결정된다(Dowding and Aimone, 

1985). 여기서,  및 는 발파공 초기폭발압력에 의

해 결정되는 상수이며, 이는 최종 폭발압력  및 폭

발가수 유효 지속시간 을 기반으로 결정된 계수이

다(Fig. 3). 

                    (2)

는 폭발 최대압력, 은 발파공에서 초기 폭발

가스가 팽창하여 전색경계 이하의 영역을 채울 때의 

압력이다(식 3). 여기서, 는 발파공 길이, 는 전

색길이, 은 충격파에 의해 전색영역이 압축된 공

간(길이)을 의미한다. 

              

 


 (3)

2.3 Shock wav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stemming materials

암반은 폭발충격파와 폭발가스의 복합작용에 의해 

파괴된다. 즉 암반의 파괴에 작용하는 동적하중은 충

격하중과 가스하중으로 나눌 수 있다. 발파 충격파의 

지속시간은 비교적 짧고 일반적으로 폭원에서부터 10

∼100 μs 정도이다(Cho and Kaneko, 2004).

폭발가스의 지속시간은 동적팽창 가스와 균열전파

에 의한 팽창운동 등과 관련되어 있으며,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매우 복잡하다. 관련된 이론 및 현장시험 

데이터 등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디커플링 장약을 한 

장공 벤치발파에서 폭발가스의 지속시간은 약 10ms

라고 보고하였다(Lu et al., 2012). 발파공 내 폭발압

력 지속시간이 1/1000 초만 증가하여도 암석파괴에 

대한 효율이 증가하고 잉여에너지로 전환되는 손실 

또한 감소될 수 있다(Eloranta, 1994). 

전색재료의 임피던스(impedance)가 폭발물의 임피

던스 보다 크면 발파공 내의 최종 충격파 진폭은 초

기 폭굉 시의 충격파 진폭보다 증가한다. 또한 충격

파는 전색영역 또는 발파공 하부에서의 반사파로 인

하여 더 오래 지속될 수 있다. 초기의 충격파와 반사

파가 중첩 충돌하면 압력이 증가하고, 이는 암반의 

균열을 생성하고 확장시키는데 효과적으로 기여 한다. 

공기 및 모래 또는 유체(물)가 채워진 발파공에서 측

정된 압력은 서로 현저하게 차이가 났으며, 이는 전

색물질로서 물이 공기와 모래보다 훨씬 더 효과적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Lownds, 2000). 일반적으로 물의 

임피던스는 공기나 모래의 임피던스보다 크다. 

각 재료경계에서의 충격파 거동은 재료간의 특정 

임피던스 차이에 따라 달라진다. 매질에 따른 임피던

스  (kg/(m2s))는 식(4)로 나타낼 수 있다.

Material Density  (kg/m3) Sound speed 


(m/s) Impedance[(kg/(m2s)=Rayls]

Air 1 330 330

Dry sand/gravel 1,800 750 1.35 × 106

Water 1,000 1,480 1.48 × 106

Viscous fluid(Glyserin) 1,260 1,908 2.50 × 106

Shear thickening fluid 1,600 2,050 3.28 × 106

Table 1. Impedance properties of the general stemming materials

Fig. 3. Schematic diagram of explosion load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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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여기서, 는 재료의 밀도(kg/m3), 는 탄성파속도

(m/s)이다. 충격파가 낮은 임피던스에서 높은 임피던

스의 재료로 전파되면 충격압력이 증가하고, 그 반대

로 높은 임피던스에서 낮은 임피던스로 전파하면 압

력이 감소한다. 따라서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는 전색

재료의 선정은 암반의 파쇄를 용이하게 한다고 할 수 

있다(Zhang, 2016). Table 1은 일반적인 전색재료인 

모래 및 골재 등과 본 연구에서 적용한 전단농화유체

의 임피던스 값을 보여준다. 

3. STF-based stemming material

3.1 Shear Thickening Fluid (STF)

STF는 유체내부에 나노크기의 고체입자를 포함하

는 콜로이드 용액이다. STF의 중요한 특성 중 하나는 

급격한 외력변화에 따라 점도가 증가하는 형태를 가

진다는 것이다. 낮은 전단 변형률 속도에서는 액상의 

형태로 존재하다가 높은 전단 변형률 속도에서는 고

상이 되는 유체를 의미하며, 이러한 현상을 전단농화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비 뉴턴유체(non-Newtonian 

fluid)는 거듭제곱 모델로 설명되며, 식(5), (6)으로 표

현할 수 있다. 

   



              (5)

              (6)

여기서, 는 유체에 가해지는 전단응력, 는 유체

의 점도, 는 전단변형, 는 기준 층으로부터의 거리, 




 는 변형률, 은 유동거동지수, 는 겉

보기 점도이다. =1이면 유체는 뉴턴유체처럼 거동

하며,      에서는 전단변형률 속도 증가에 따

라 겉보기 점도가 감소하는 전단담화(shear thinning)

현상을 보인다. 그와 반대로    에서는 전단농화

(shear thickening)현상으로서 전단변형률 속도 증가에 

따라 급격한 겉보기 점도증가를 나타낸다(Fig. 4). 

3.2 Rheology tests for STF-based stemming material

본 연구에서의 STF 기반 전색물질은 직경 5∼20 μm

의 아밀로펙틴(amylopectin) 분말을 물과 초음파혼합

(a) Cone and plate rheometer (b) shear stress (Pa), shear rate (1/s)

Fig. 5. Rheological behavior results of the STF-based stemming material.

Fig. 4. Schematic of shear stress-shear strain plot 

for Newtonian and Non-Newtonian flu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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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로 혼합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55 wt%의 농도

로 제조되었으며, 이 때 STF는 적정한 형태와 점도를 

갖게 된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52.5∼55 wt%의 STF 

현탁액 표면에 암석이 낙하 후 즉시 반동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Crawford et al., 2013). 

본 연구에서 개발 중인 STF 기반 전색물질에 대한 유

변물성 시험을 수행하였다. 레오미터 시험기(Anton-Paar 

MCR301)를 사용하여 시험하였으며, Fig. 5(a)와 같이 

시험샘플을 콘 플레이트와 시험기 지지대 사이에 배

치하였다. 시편에 적용한 전단속도는 0에서 100 s-1 까

지 증가시키며 시험하였다. Fig. 5(b)와 같이 85 s-1 임

계전단 변형률속도에서 전단농화현상이 발생하였고, 

이때 최대 전단응력은 525 Pa까지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4. Numerical Analysis 

4.1 Material properties of stemming material

해석에 사용된 전색물질은 모래와 STF 두 가지 충

격재료를 적용하였고, 공기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

(EoS, equation of state)를 적용하였다. 상태방정식은 

외부하중에 대한 재료의 부피 및 형상변화를 좌우하

는 방정식으로서 상태에 따라 다른 구성 방정식이 적

용된다. 

Table 2는 해석에 사용된 재료물성으로서 는 밀

도, 는 탄성파 전파속도이고 는 층격압에 따른 비

체적의 관계에 대한 상수이며,    Hugoniot 폭

굉식으로 부터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폭굉파 속

도, 
 입자속도이다. 

                    (7)

STF의 충격속도(shock velocity)에 대한 관계식은 

레이저 유도 충격실험을 통해 얻어졌다(Wu et al., 

2015). STF는 전단농화 후 고체로 작용하기 때문에 

압축성을 설명하기 위해 Mie-Grüneisen 상태방정식을 

사용 할 수 있고, 이때의 충격방정식은 질량, 운동량 

보존, 에너지 보존의 랭킨-위고니오 방정식(Rankine–

Hugoniot equation)으로 설명될 수 있다. 

4.2 Shock chamber model

충격챔버는 Fig. 6과 같이 강재로 이루어진 3차원 

Lagrange part로 모델링 하였고, 발파공 내부 전색재

료와 폭약의 경우 Euler part로 하여 Euler/Lagrange 

Coupling 3D 모델을 구성하였다. 사용폭약은 TNT의 

JWL(Jones-Wilkins-Lee)모델을 적용하였다(Table 3). 

향후 계획된 실제 실험의 경우 강재 실린더의 과다변

형을 방지하기 위하여 낮은 위력의 증기압파쇄제

(NRC)를 적용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해석모델에서

는 식(8)의 TNT 등가(tnt equivalent)개념을 도입하여 

모델링에 적용하였다. NRC의 연소열을 3,452 kcal/kg

으로 하고, 폭발수율계수를 0.2로 하였을 때 NRC 30 

g은 TNT 18 g과 같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W : 

TNT당량(㎏), μ : 폭발수율계수, M : 대체화약 질량

(㎏), Ec : 대체화약 연소열(kcal/kg)이다. 

             


 ×  ×  (8)

공기의 대기조건 부여를 위해 내부에너지를 표준

대기조건인 2.068 × 105 J/kg을 부여하였다. 충격챔버 

모델에서 압력이 분출될 방향의 면은 Flow-out 경계

(GPa) (GPa) 



 

373 3.75 4.15 0.9 0.35

Table 3. JWL, C-J Characteristics values (TNT)

Materials
Density 

D(

)

Sound 

velocity 

c ( )

Coefficient 

s
EoS

Sand 1.5 1,019 1.32 shock

STF 1.6 2,050 1.40 shock

Table 2. Mie-Grüneisen EOS parameters for STF and Sand

Fig. 6. AUTODYN numerical model of the shock cha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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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적용하였고, 전체 모델의 외곽영역은 free 

boundary 조건으로 부여하였다. 

수치해석에서의 충격챔버 모델은 강성이 높은 재

료로서 이러한 조건에서는 전색재료와 공벽의 마찰효

과에 비해 재료자체의 압축거동에 의한 전색효과가 

다소 높게 평가되는 경향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 발

파와는 그 결과가 다를 수도 있다. 충격챔버 모델의 

수치해석 결과와 실제 실험결과를 향후 비교할 예정

이며, 실 규모 벤치발파도 수행할 계획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실제 발파실험에 앞서 수행한 기초연구로

서 의의를 둔다. 

4.3 Simulation Cases and plug device

다음 Fig. 7은 모래와 STF 전색효과를 서로 비교

하기 위한 해석 케이스이다. 좌측에 폭약을 위치하였

고, 우측부터 모래전색 단일모델 또는 STF와 모래전

색을 혼합사용한 모델을 구성하여 비교해석 하였다. 

STF와 모래전색을 혼합 사용한 것은 기존연구결과를 

참고하여 결정하였다. 전색재료의 분출을 최소화 하

고 폭발가스를 최대한 밀폐하기 위해 연질재료 또는 

미 고결 물질로 전색을 하고 나머지 공간에 대하여 

모래 등을 추가로 사용 하였을 때 전색성능을 극대화

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Chiappetta et al., 1983). 

국외에서 사용 중인 발파용 플러그 장치의 경우 

콘 또는 쐐기형태의 플러그 장치가 일반적으로 사용

되고 있다(Fig. 8). 이 형태와 개념은 Worsey에 의해 

고안된 것으로서 플러그 장치는 폭발하중에 대해 저

항하고, 전색장 상부의 일반 전색재료에 의해 압축되

는 형태이다(Worsey, 1988). 

Skaggs(1998)는 발파 중 폭발 에너지를 흡수하기 

위해 탄성재료로 만든 컵 모양의 장치를 개발하였다. 

이 장치는 폭발에너지의 방출 시 에너지를 탄력적으

로 흡수하고 공벽으로 전달하여 발파효과가 증가한다

고 주장하였다. 폭발 후 에너지가 장치의 내부 공동

에 작용하여 장치를 공벽방향으로 확장시켜 전색성능

을 확보하는 형태이다. 또한 Shann(2002)은 테니스공 

모양의 플러그 장치를 고안하였고, 장치의 직경은 발

파공 직경보다 약간 작게 하고 폭발열이 장치에 직접

(a) cone plug (b) stem cup (c) stem ball

Fig. 8. The schematic of general plug(cone, cup, ball type).

(a) only sand stemming

(b) STF+sand stemming

Fig. 7. The stemming effect comparison case of sand and ST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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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 전색

재료를 플러그 설치위치 하단에 포함시켰다. 

Fig. 9(a)는 기존 플러그 장치와 STF-모래전색 혼

합모델이며 (b), (c)는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플러그 

장치를 적용한 해석모델이다. 고안한 플러그 장치는 

전단농화유체 전색물질과 결합하여 사용하는 것을 전

제하여 디자인된 형태이고, 폭발가스에 반응하여 장

치가 순간적으로 비틀어져 발파공 내에서 폐색되어 

마찰을 증대 시키는 구조이다. 또한 플러그 장치의 

내부 공간에 STF 기반의 전색물질이 삽입되는 형태

인데, 이는 전색효과를 효과적으로 증대 시킬 수 있

다고 예상되는 구조이다. 

5. Results and Discussion

5.1 Analysis results of each stemming models

충격챔버 해석모델 내에 단일 모래전색 및 STF와 

모래혼합 두 가지 전색모델에 대하여 서로 비교 해석

(a) cone plug

(b) devised type 1 twist 

(c) devised type 2 spike

Fig. 9. The stemming effect, comparison model with the existing plug type and the new design type(twist, sp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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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고, 추가로 세 가지 타입의 전색 플러그 장치를 

STF와 결합한 모델에 대해서도 해석을 하였다. 그 결

과는 다음과 같다(Table 4). 폭약 기폭 후 전색영역의 

초기 분출은 모래 0.2 ms, STF의 경우 0.3 ms에 시작

되었으며, STF의 초기 분출속도는 모래전색의 73 % 

수준으로 비교적 느리게 분출되었다. 전색 플러그 장

치를 적용하면, [STF+모래]모델에 비하여 전색영역의 

초기 분출 시작시간이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콘 형태

와 스파이크 타입의 경우 초기 분출시간이 기폭 후 

0.32 ms로 STF와 모래전색 모델보다 0.02 ms 정도 

더 지연됨을 확인하였다. 트위스트 플러그와 STF 결

합 모델의 경우 전색영역 분출 시작시간이 기폭 후 

0.36 ms로 해석 케이스 중 가장 큰 분출저항 성능을 

나타냈다.  

시간에 따른 압력을 구하기 위하여 전체 전색영역

의 1/2 지점에 해당하는 스틸실린더 벽면에 압력게이

지를 설정하였다. 이때의 최대압력을 Table 4에 나타

냈다. 기폭 후 0.1 ms 경과 후 설정지점의 압력은 최

대압력에 도달 했으며, STF 전색물질 적용 시 압력이 

15 % 가량 크게 발생하였으며, 플러그 장치 중 트위

스트 타입의 경우가 발생압력이 395 MPa로 가장 크

게 나타났다. 

발파전색영역은 초기 폭발 충격파에 의해 압축된 

다음 모든 전색영역이 발파공 밖으로 토출 될 때 까

지 오리피스(공구)를 향해 이동하게 된다. 전색성능은 

전색재료가 발파공 입구로 방출 될 때의 초기속도로 

평가 할 수 있다. 이는 전색영역의 질량과 초기이동

속도를 기초하여 운동량(momentum) 등으로 계산 할 

수 있다. 산출된 각 해석 케이스들의 운동량을 통하

여 전색성능을 평가하였다. 단일 모래전색 모델의 전

색영역 운동량 60.6 N⋅s를 기준으로 하여 각 케이스

의 운동량 결과에 따른 환산 비를 계산하였다. 여기

서, 1.0보다 작을수록 전색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단일 모래전색 Fig. 10 (a) 모델과 Fig. 10 

(b)[STF+모래전색] 모델을 비교하였을 때 STF를 전

색재로 추가 적용 시 단일 모래전색보다 전색효과가 

향상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플러그 장치를 추

가로 적용하였을 때 전색효과는 더욱 향상되었다. 

Fig. 10(c) 콘 플러그 모델에서의 전색재료 초기 분출

속도는 280 m/s였으며, Fig. 10(d)의 스파이크 플러그 

모델의 경우 초기 분출속도는 260 m/s, Fig. 10(e)트위

스트 플러그는 260 m/s로 해석모델 중 트위스트 타입

이 폭발압에 대해 가장 큰 저항성능을 나타냈다. 이

는 트위스트 타입의 경우 외부 힘에 반응하여 두 개

로 나눠진 몸체가 나선형으로 서로 교차하며, 공 내 

밀폐력 향상과 동시에 공벽과의 마찰력이 증대됨에 

따라 나타난 결과라 판단된다. Fig 10(e)를 보면 트위

스트 플러그의 잔류물이 다른 타입 케이스보다 오래 

공 내에서 잔류하고 있는 것을 참고할 수 있다. 

5.2 Discussion

발파공 내에서 폭약이 기폭한 후 충격파는 전색영

역으로 전달되고, 충격파가 발파공 입구까지 전파되

는 동안 전색영역은 압축거동을 한다. 이후 폭발가스

의 팽창압은 전색재료와 공벽간의 마찰저항과 전색재

의 자중을 극복하여 발파공 입구로 분출하는 형태이

다. 전색영역의 거동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단계는 발파 충격파의 영향을 받는 미시

적 단계이고, 두 번째 단계는 폭발가스의 작용에 따

른 거시적 운동 단계이다. 폭발가스가 발파공 내를 

Stemming 

material

Initial ejecting 

time(ms)

Initial ejecting 

velocity (m/s)

Peak pressure of gauge point 

at stemming ejection (MPa)

Momentum p

(N⋅s)

ratio of 

stemming effect

only Sand 0.20 450 300 60.6 1.00

STF+Sand 0.30 330 350 44.6 0.73

STF+cone 

plug+sand
0.32 280 351 37.8 0.62

STF+spike 

plug+sand
0.32 260 353 35.1 0.57

STF+twist 

plug+sand
0.36 220 395 29.7 0.48

Table 4. Analysis results of sand and STF-based stemm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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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 채운 뒤에는 전색영역이 가스의 작용에 따라 이

동하기 시작한다. 이때 폭발가스는 초기에 생성된 균

열의 확장과 새로운 균열의 형성을 촉진하여 가스의 

팽창공간을 늘리면서 점차 압력이 감소하게 된다. 

Fig. 11은 해석모델 전체 전색영역의 1/2 지점에 

해당하는 실린더 벽면에서 해석⋅측정한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이다. 각 케이스 마다 차이는 있지만 본 해

석모델의 전색영역이 이동하기 시작한 시점은 기폭 

(a) pressure contour at stemming ejection (sand) (b) pressure contour at stemming ejection (STF+sand)

(c) pressure contour at stemming ejection 

(cone+STF+sand)

(d) pressure contour at stemming ejection 

(spike+STF+sand)

(e) pressure contour at stemming ejection (twist+STF+sand)

Fig. 10. The pressure contour at initial ejection of stemming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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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0.20∼0.36 ms 사이에 나타났다. 단일 모래전색보

다 STF를 선단 전색재로 적용한 케이스에서 전색효

과가 좋게 나타났고(Fig. 11(a)), 추가로 플러그 장치

를 적용하였을 때 전색효과는 더욱 향상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Fig. 11(b)).  

적용한 전색재료 또는 장치의 효과가 탁월하여 발

파공 내에서 폭발압력의 지속시간이 길어지고 충격압

의 크기가 주변으로 크게 작용한다면 발파결과는 당

연히 좋을 수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 STF 전색재료 

또는 플러그 장치를 추가 적용하였을 때 일반 모래전

색에 비하여 전색성능이 얼마만큼 더 우수하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 Fig. 12를 통해 그 과정을 

설명하였다. 

Fig. 12(b)의 수선 E-F는 Fig. 12(a)의 A점에서 B점

까지의 폭발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충격파가 C지점에 

도달하면 게이지에서의 압력은 최고치에 이르고, 폰

노이만 스파이크(von Neuman spike) 상태를 나타낸

다. 최대 충격압 이후 구간은 FG 로서 이 구간에서

의 압력곡선은 충격파에 따른 압력반응영역으로서 전

색영역이 충격파에 의해 압축거동하게 된다. 충격파

에 따른 압력작용은 그 지속 시간이 매우 짧다. FG 

구간의 곡선은 폭발이 C지점에서 D로 전파됨에 따른 

(a) blasthole with stemming (b) pressure curve for stemming effect

Fig. 12. The schematic of pressure curve for stemming effect inside blast hole.

(a) Comparison of stemming materials (b) Comparison of stemming materials with plug 

Fig. 11. The time-pressure curve of gauge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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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변화를 나타낸다. 폭발 충격파가 D 지점으로 전

달된(입사) 다음 다시 D 지점에서 B 지점으로 반사될

(반압) 때 압력은 G-H 의 구간이며, G-H의 구간동안 

전색재 영역은 공구로 분출되기 시작한다. H구간 이

후 폭발가스 생성물은 발파공 주변 균열을 통해 확장

해 나가며, 주변 암반을 파괴하게 된다. 폭발가스가 

팽창하며 암반의 균열을 확장하는 과정은 HI 구간으

로 설명된다. 마지막으로 발파공 주변이 완전히 파괴

되면, 압력은 대기압 상태로 수렴하게 된다. 

만일 전색 효과가 매우 좋지 않거나 전색을 하지 

않았을 경우 G-H 구간의 영역이 줄어들게 되며, 

F1G1H1I1로 표시 할 수 있다. 

Type 1(트위스트)과 Type 2(스파이크) 플러그 모델

의 동적 압출저항 성능을 비교⋅고찰하기 위하여 플

러그의 파괴시점 전까지의 플러그 영역의 방향성분과 

변형을 나타냈다(Fig. 13). Fig. 13(a)는 트위스트 플러

그 모델이며, 두 부속품이 서로 교차된 형태이기 때

문에 압력에 의해 압축⋅회전 거동하게 된다. 기폭 

후 0.02 ms의 시점에서 Fig. 13(b)와 같이 두 부속품

의 밀착은 최대가 되며, 이때 발파 공벽 방향으로 플

러그 영역이 팽창하여 전색효과가 향상되는 원리이다. 

Fig. 13(c)와 같이 플러그 재료의 파괴 이후 마찰저항

은 사라지고, 폭발압력은 다음에 이어지는 STF 전색

영역으로 전달된다. Fig. 13(d)는 스파이크 플러그 모

델이며, 플라스틱 몸체에 말굽의 편자처럼 철판이 결

합된 형태이다. 선단의 철판이 압력을 받으면 타원 

맞은편 지점에서 반대방향으로 압축에 대해 반작용을 

하여 발파공벽과의 마찰이 증대되는 원리이다((Fig. 

13(e)). 해석결과 스파이크 플러그의 경우 뚜렷한 회

전성분이 관찰되지 않았으며, 재료의 파괴 이후 발파

공벽 방향으로 방향성분은 크게 감소하였다((Fig. 13 (f)). 

트위스트 플러그의 경우 발파공벽과의 접촉 면적

이 스파이크 모델과 비교하여 매우 컸고, 플러그 부

품의 교차 회전에 따라 폐색효과(plugging effect)가 더

욱 크게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6. Conclusion

본 연구에서는 전단농화유체 기반의 전색물질과 

플러그 장치 혼합 적용에 따른 전색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ANSYS AUTODYN를 이용한 수치해석을 하

였다. 그에 따른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단일 모래전색 모델보다 STF 전색물질을 혼합

하였을 때 전색성능이 더 우수하였다. 전색효과를 판

단하기 위한 중요한 척도인 전색영역의 초기 분출속

도는 STF 혼합전색 모델의 경우가 단일 모래전색 대

비 약 73 % 수준으로 느리게 분출되었다. 

2) STF 전색모델에 플러그 장치를 추가 적용하였

을 때 전색성능은 더욱 향상되었다. 콘, 스파이크, 트

위스트의 세 가지 플러그 타입 증 본 연구를 통해 고

안한 트위스트 타입의 경우가 공 내 밀폐효과와 마찰

저항이 가장 높게 해석되었다. 

3) STF 기반의 전색재료는 가격이 저렴하고 발파 

현장에서 쉽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이며, 

(a) time : 0.1 ms (b) time : 0.2 ms (c) time : 0.3 ms 

(d) time : 0.1 ms (e) time : 0.2 ms (f) time : 0.3 ms

Fig. 13. The schematic of sliding friction for Plug device inside blast 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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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공극이 없고 밀폐성능이 탁월한 재료이다. 압축

저항이 기존 미 고결 또는 고결재료 형태의 전색재료

들 보다 매우 우수하다고 할 수 있다. 이는 STF의 경

우 외력에 의해 부피 변화가 없는 비압축성유체이면

서 충격에 의해 급속하게 점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가

지고 있기 때문이다. 

4) 일반 노천발파에서는 STF 기반 전색물질이 사

전 주입된 패키지 제품 또는 발파공 직접 주입형태로 

발파전색에 활용 할 수 있고, 터널굴착과 같은 수평

공 발파에서는 공벽과의 마찰을 증대할 수 있는 마찰

재료 및 플러그 장치 등과 복합적으로 발파전색에 적

용한다면 더욱 좋은 발파결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5) 향후 STF 기반 전색물질과 플러그 장치를 적용

하여 실제 현장실험(노천발파, 터널발파)등이 수행될 

예정이다. 이른 시일 내 좋은 결과를 공개 할 수 있

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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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ail: kskwak@kict.re.kr

서 승 환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전임연구원

Tel: 031-910-0062

E-mail: seunghwanseo@kict.re.kr

정 영 준 

주식회사 석성발파건설

대표이사

Tel: 02-522-5681

E-mail: jyj5681@naver.com  

김 식

주식회사 석성발파건설

상무이사

Tel: 02-522-5681

E-mail: hanbleks@naver.com

정 문 경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Tel: 031-910-0219

E-mail: mkchung@kict.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