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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ost widely used method for determining the blast effects of explosives is the Trauzl test. This test is used to 

measure the explosive power (strength) of a substance by determining volume increase, which is produced by the detonation 

of a tested explosive charge in the cavity of a lead block with defined quality and size. In this paper, Trauzl lead block 

test and High speed 3D-DIC (Digital Image Correlation) system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temming effect of the 

blast hole. The effects of stemming materials can be expressed as the expansion of the cavity in a standard lead block 

through explosion of the explosives. The blasting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emulsion explosives. The stemming 

material in the blast hole of lead block, which was adopted in this study, were using sand and stone chips. Results of 

blasting experiment and numer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expansion rates of lead block were most affected by stone 

chips followed by sand. Also, as result of dynamic strain measurement on the lead block surface of High speed 3D-DIC 

system, the displacement and surface strain on the block were the highest in the experiment case of stone chips stemming.

 

요   지

트라우즐 연주시험은 화약의 발파성능을 검증하기 위해서 널리 사용되는 시험방법 중 하나이다. 위력이 검증된 

폭약을 연주블록의 발파공에 장약 및 전색하여 폭발시킨 후 발파공의 체적변화를 통해 화약의 위력 또는 전색효과 

등을 측정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 시 전색물에 따른 전색효과를 서로 비교하기 위하여 트라우

즐 연주시험 및 3차원 고속카메라를 이용한 이미지영상상관기법을 도입하여 발파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폭약은 산업용 에멀젼 폭약을 적용하였고, 전색재료는 모래 및 잔골재를 사용하였다. 트라우즐 연주시험 및 수치해석

을 통한 비교에서 표준사보다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연주블록의 확장이 크게 나타났으며, 3D-DIC 시스템에서도 잔골

재 전색의 경우가 모래전색보다 직경변화와 표면변형률 모두 높은 수치를 보였다.

Keywords : Trauzl lead block test, High speed 3D-DIC, Stemming materials, Sand and stone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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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d (b) Stone chips

(c) Juminjin sand (d) Stone chips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temming materials for Trauzl test

1. 서 론

전색의 주목적은 발파공 내 장전된 화약의 기폭 시 

발생한 폭발에너지의 전달효율을 높여 대상 암반의 파

쇄 정도를 증가시키고, 진동 및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함

이다. Wang and Chen(2005)에 의하면 발파 현장에서 적

절한 전색을 하였을 때 발파에너지 사용의 효율성에서 

비 전색 또는 불량한 전색에 비해 대략 300% 이상 효율

이 향상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와 같이 발파전색은 암 

발파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발파시공 현장에서 전색재료 선정을 위한 고려사항으

로는 계획된 장약량만으로 충분한 발파효과를 얻기 위한 

밀폐성능과 폭발가스의 분출에 최대한 저항 할 수 있는 

점착력 또는 마찰저항 등의 특성 등이 고려해야 할 사항

이라 할 수 있다. 전색에 의해 밀실된 발파공 내부에서 

폭발 충격파가 발파 공벽에 가해진 이후 높은 압력과 폭

발가스에 의해 암반의 균열을 점차 확장해 나가게 되는

데, 이것을 전색에 의한 발파공 내 쐐기효과라고 한다

(Luo and Zhao, 2006). 마찰저항이 큰 전색재료는 폭발

가스가 발파공 내에서 작용하는 유효시간을 더욱 지속시켜 

발파효율을 증대 할 수 있다(Tang et al., 1998). 이러한 전색

재료의 마찰 및 압출저항 성능은 발파공 입구 부분에서 전

색재료의 분출속도 등으로 평가 할 수 있다(Wang, 1999).

국내의 발파공사 현장에서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전색재료는 모래이며, 일부 현장의 경우는 전색재료의 마

찰력 증대를 위하여 파쇄석이나 입자크기가 작은 골재 

또는 암분 등을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가지 재

료(모래 및 잔골재)에 대하여 전색효과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전색재료 별 발파효과를 비교･분석

하기 위하여 트라우즐 연주확대시험 및 수치해석을 하

였고, 발파실험 과정에서 연주블록 표면의 동적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두 대의 고속카메라를 활용한 3D-DIC 

(Digital Image Correlation) 시스템을 구축하여 폭파과

정에서의 연주블록의 동적 팽창변형을 측정하였다.

2. 적용 전색재료 및 트라우즐연주시험 

2.1 전색재료  

본 연구에서는 주문진 표준사와 잔골재를 전색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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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stemming materials

Type
D30 
(mm)

D60 
(mm)

D50 
(mm)

Uniformity coeff. 
(Cu)

Coeff. of gradation
(Cc)

Specific gravity
(Gs)

USCS

Jumunjin sand 0.52 0.7 0.62 1.35 1.14 2.65 SP

Stone chip 5.5 7 6.5 1.45 0.90 2.45 GP

(a) Lead block before test (b) Lead block after test  

Fig. 2. Schematic of Trauzl test

로 사용하였다. 주문진표준사와 잔골재의 입도분포곡선

과 물리적 특성은 Fig. 1 및 Table 1과 같다. 통일분류상 

주문진표준사는 SP에 해당되며, 잔골재의 경우 GP에 

해당된다. 실험에 사용된 잔골재는 파쇄석을 잘게 만든 

것으로 모래보다 굵은 입자로 되어 있으며, 입자가 거칠

어 마찰력이 모래보다 우수하다. 진연호(2012)에 의하

면 6∼13mm 입도의 쇄석 등은 마찰력은 우수하나, 전

색길이가 짧은 발파공에서 밀폐성능이 떨어져 전색효

과가 떨어질 수 도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실험에서

는 잔골재 전색재료의 밀실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입도

범위를 2∼3mm로 체가름하여 적용하였다.

2.2 연주블록 형태 및 시험방법 

트라우즐 연주시험은 1885년 Isidor Trauzl에 의해 개

발된 이후로 화약류의 성능 검증을 위한 시험 방법으로 

지금까지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Fig. 2). 이 시험

법은 10g의 포일로 포장된 화약 표본을 직경 200mm, 

높이 200mm의 납 기둥 중앙의 발파공(직경: 25mm, 공 

길이: 125mm)에 장약 후 전기뇌관과 결합 후 잔여 공간

을 모래로 전색하여 발파하는 방식이다. 발파 이후 발파

공의 초기용적대비 확장용적의 비로써 팽창률을 산출

한다. 이때의 팽창률을 Trauzl number 라고도 한다. 일

부 맹성 폭약의 경우 연주블록 자체에 균열을 발생 시키

거나 블록 선두부를 파열시킬 수 있어 알루미늄 블록으

로 대체하여 사용하기도 한다. 

2.3 실험준비(3차원 고속카메라 시스템) 

실험결과를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두 대의 초고

속 카메라와 디지털 이미지 영상상관 기법(Digital Image 

Correlation)이라는 기술을 채택하여 연주블록 초기 폭

파 이후 연주확대 과정을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디지털 

영상 상관 기법은 구조물 또는 시편의 변형 전 이미지와 

변형 후의 이미지를 서로 비교하여 구조물 전체 영역의 

변위,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다(Fig. 3). 디지

털 영상상관 기법을 발파공학적 연구에 도입･적용한 사

례는 최근 몇 년 전부터 발표된 바 있다. 발파공 전색 

조건에 따른 주변 암반의 동적응답해석을 위한 실내실

험에서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을 적용한 바 있으며(Yang 

and Yu, 2018), Xu 등(2016)은 고속카메라로 구성된 스

테레오 시스템으로 발파하중을 받는 원통형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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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hematic diagram for correlating the images of a reference subset before deformation and a target (or deformed) subset after 
deformation

(a) High speed 3D-DIC system (b) Trauzl lead block 

Fig. 4. Installation of high speed 3D-DIC system and Trauzl lead block

시편의 균열전파 과정을 3차원 디지털 영상상관 기법으

로 균열전파 특성을 분석한 사례가 있다. 카메라를 이용

한 비접촉식 정밀변위 측정기술은 접촉식 센서를 부착

하기 어려운 발파실험과 같은 목적으로 많은 활용이 기

대되는 분야이다.  

본 실험에서는 연주블록의 발파 이후 동적확대과정

을 측정하기 위해 Fig. 4와 같이 두 대의 photron 사의 

APX RS 초고속 카메라를 12,000fps로 설정･설치하였

으며, 이 때 관찰 대상체인 연주블록까지의 거리는 2.5m, 

스테레오 시스템의 카메라 간 거리는 1.0m, 이미지영상

상관을 위한 관심영역(Region of interest, ROI)의 전체 

면적은 860 × 860mm
2
로 하였고, 초고속 카메라의 촬영

속도를 12,000fps까지 사용하기 위하여 유효화소는 512 

× 384pixel만 사용하였으며 이때의 실제 측정 영역은 

430 × 322mm
2
 이다. 3차원 이미지영상상관 기법은 2차

원 기법으로 측정할 수 없는 면 외 변위를 스테레오 카

메라 방식을 통해 측정 할 수 있으며, Fig. 5와 같이 두 

개의 스테레오 이미지를 통해 측정 시편을 3차원 형상

화하여 변화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2차원/3차원 이미지

영상상관기법을 비교한 내용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스페클 패턴(speckle pattern)의 특이점 변화를 통해 

변위 또는 변형을 보다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의 이동 경로를 쉽게 이미지로 인식하기 위해서 흰색 

바탕에 검은색 스페클 패턴을 연주블록 표면에 도포하

였다(Fig. 4(b)). 이는 연주블록 약실에서 화약의 기폭 

후 연주의 동적확대 과정 및 표면변화 경로를 쉽게 이미

지로 인식이 가능하게 한다. 측정하고자 하는 평가 대상

물 표면의 변형은 평가 알고리즘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그레이 강도(grey intensity)의 변화 정보가 주어

져야 한다. 이것을 실현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대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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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3D reconstruction of specimen (lead block) using stereo 
camera system

Table 2. Comparison of 2D / 3D image correlation systems

2D-DIC 3D-DIC

Number of cameras Only 1 2 or more

Camera system Mono type Stereotype

Camera calibration Not required 3D calibration

Measurement result In-plane displacement(2D) In-plane+out-of-plane displacement (3D)

Application Tensile test, bending test, shear test Applicable to all experiments

Table 3. Result of Trauzl lead block test

Test 
no.

Stemming 
material

Blast hole volume (cc) Expansion rate
(Trauzl number)

Ave.
Max strain 
(%)

Section displacement (peak)
at bottom of blasthole (mm)Before blasting After blasting

# 1
Sand

72 423 5.87
6.03

5.6 10

72 447 6.20 6.2 6# 2

# 3
Stone chips

72 468 6.50
6.77

4.9 7.4

# 4 74 521 7.04 7.5 10

의 해석하고자 하는 표면영역에 인위적으로 불규칙한 

패턴을 형성하는 것이다. 

2.4 실험결과 및 분석 

모래 및 잔골재 각각 2회씩 총 4회의 트라우즐 연주

시험을 수행하였다. 전색효과의 비교 평가를 위한 요

소는 연주블록의 확대율, 약실부근 표면에서의 동적변

형률, 약실부근 단면의 직경변화로 설정하여 실험결과

를 분석하였다(Table 3). Fig. 6(a)와 같이 3D-DIC를 사

용하여 측정된 368개 데이터 포인트를 가우시안 피팅

(Gaussian best-fit) 기법을 이용하여 연주블록의 실린더 

형상을 만들고 직경 등 형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Fig. 

6(b)는 실린더의 직경을 형성하는 과정과 시편 아랫면

을 기준으로 약실부근의 단면을 만드는 과정을 나타낸

다. 3D-DIC 기법은 시편 표면에 만들어진 랜덤 패턴을 

추적하여 변위를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된 변위를 FEM

에서 사용하는 노드 요소(node element)의 변위 결과를 

미분하여 변형률을 계산하는 과정으로 시편의 전체 영

역 변위 결과로 변형률을 측정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는 Fig. 7과 같이 노드 요소를 만들었고 이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계산하였다. 

화약 기폭 전 연주블록 발파공의 초기용적은 모래의 

경우 72cc, 잔골재는 72cc, 74cc로 측정되었고, 폭발 후 

연주블록 팽창 확대율 즉, 트라우즐 수(Trauzl number)

는 평균 6.77로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모래의 경우(평균 

6.03)보다 높게 나타났다. 모래의 연주확대 경우를 기준

으로 하여 잔골재 전색의 발파전색효과를 산정하였을 

때 잔골재전색의 경우는 모래대비 약 12% 정도 강화된 

전색효과를 나타냈다.

Table 4는 3차원 고속카메라 DIC 시스템으로 측정한 

연주블록 표면의 각 지정지점에서의 변위들을 나타내

고, 시점은 화약 기폭에서 연주블록 최대 확대시점 이전

까지의 초기변위 데이터들이다. 연주블록 중앙부 하단

에서 75mm 이격지점은 화약이 장약된 약실표면이고, 

지점번호 1번부터 7번까지 블록의 상단부터 30mm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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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nstruct cylinder

(b) Cylinder diameter setting (c)  Cylinder plane section setting

Fig. 6. Construct fitting cylinder (lead block)

Table 4. Measurement points of high speed 3D-DIC

Point no.
Type of displacement

(mm)

Stemming material

After detonation 
(time_ms)

Sand Stone chips

0.25 0.5 1.0 0.25 0.5 1.0

# 1

Radius 
(coordinate displacement)

0.51 1.46 - 0.48 1.59 2.12

# 2 0.77 1.79 - 0.75 1.98 2.59

# 3 1.24 2.66 3.40 1.23 2.89 3.56

# 4 1.41 2.94 3.44 1.41 2.99 3.65

# 5 1.28 2.66 3.05 1.39 2.88 3.20

# 6 0.80 1.66 1.75 1.0 2.11 2.48

# 7 0.51 1.10 1.15 0.47 1.44 1.91

# 0 
Section displacement

(surface at blasting chamber) 
2.44 4.77 6.09 3.70 6.66 10.10

Fig. 7. Calculate the strain rate of the lead block using node 
element

격으로 지정하여 변위를 계산하였으며, 상부, 중앙부, 하

부로 연주블록 구역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였다(Fig. 8). 

Fig. 9는 연주블록의 시간에 따른 확대변화 모습이다. 화

약 기폭 후 연주블록의 팽창과정은 1ms 이내에서 모래

전색 및 잔골재전색 모두 최대팽창에 도달했으며, Fig. 

10∼11은 측정된 전체지점 각각의 반경변위를 나타낸

다. 공구부분의 측정점(R.1, R.2)에서 두 가지 전색케이

스의 발생 변위차이는 크지 않았지만, 공저부분(R.6, R.7)

의 경우 최대변위는 잔골재전색이 약 0.75mm 정도 더 

크게 측정되었다. 일부 유실된 데이터(Fig. 10)는 폭발

분진에 의해 촬영표면이 가려져서 일시적으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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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schematic of measurement points of high speed 
3D-DIC

(a) 0.25 ms (sand) (b) 0.50 ms (sand) (c) 1.0 ms (sand)

(d) 0.25 ms (stone chips) (e) 0.50 ms (stone chips) (f) 1.0 ms (stone chips)

Fig. 9. Surface displacement of lead block with time

Fig. 10. Measured 3D-DIC displacement of lead block filled with 
sand

Fig. 11. Measured 3D-DIC displacement of lead block filled with 
stone c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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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aterial properties of stemming materials and lead block

Materials
Density D

( )
Sound velocity 
c ()

Coefficient 
s

Grüneisen parameter



EoS
Shear modulus

(kPa)

Sand 2.65 1,694 1.75 0.6 shock 7.7e+04

Stone chips 2.45 1,100 1.40 - shock 5.0e+04

Lead 11.34 2006 1.429 2.74 shock 6.0e+06

Fig. 12. Sectional displacement of lead block at surface of explosive 
chamber with initial setting time after detonation

Fig. 13. Radius displacement of lead block at surface of lower 
blast hole with initial setting time after detonation

취득의 실패에 따라 발생하였다.  

Fig. 12와 같이 화약이 장약된 약실표면에서의 단면

변위는 각 시점에서 모래보다 잔골재전색이 1.4∼1.65 

배 정도 큰 변위를 보였고, 연주블록 발파공에 평행하게 

배열한 측정점 또한 잔골재 전색이 더 큰 반경변위의 

결과를 보였다(Fig. 13). 발파공 공저부분 높이에 위치

한 6번, 7번 측정 점에서의 반경변위의 차이가 모래대비 

잔골재 전색이 약 1.4∼1.6배 더 크게 나왔다. 이러한 

공저부분에서 변위가 크게 발생한 현상은 전색에 의해 

폭발압력이 발파공 하부로 잘 전달되었다는 의미이다. 

실제의 계단식 발파에서 전색작업이 잘 되었을 경우 발

파공 하부 잔류예상 부분의 뿌리깍기를 위한 보조천공

이나 바닥소할 등 추가적인 작업 등이 발생하지 않게 

할 수 있다. 

잔골재전색의 연주블록 발파공 확대형태 및 체적은 

모래전색의 경우보다 공구 부분에서는 비슷하거나 조

금 더 넓고, 중앙 부분에서는 약 5∼6% 더 크게 체적확

장을 보였으며, 공저부분에서의 확대체적은 모래전색 

대비 잔골재 전색이 40∼60% 더 큰 체적의 확대치가 

예상된다.

3. AUTODYN 수치해석 

3.1 적용물성  

모래 및 잔골재 전색 적용에 따른 연주확대시험을 모

사하기 위하여 AUTODYN을 이용한 수치해석을 하였

다. 해석에서 공기와 납, 모래의 물성은 ANSYS 프로그

램에서 제공하는 Material library 자료를 사용하였고, 잔

골재의 물성은 참고문헌들(Antoun et al., 2012)을 조사

하여 적용하였다. 

공기는 이상기체의 상태방정식(EoS, equation of state)

를 적용하였으며 나머지 물질은 충격 EoS를 적용하였

다. 상태방정식은 외부하중에 대한 재료의 부피 및 형상

변화를 좌우하는 방정식으로서 상태에 따라 다른 구성 

방정식이 적용된다. 

Table 5는 모래, 잔골재의 물성으로서 충격 EoS 적용

에 필요한 물성들이다. 는 밀도, 는 탄성파 전파속도

이고 는 층격압에 따른 비체적의 관계에 대한 상수이

며, 
  Hugoniot 폭굉식으로부터 구할 수 있다. 

는 폭굉 식에서 사용되는 Grüneisen 변수이다. 높

은 수준의 충격 상태 방정식에서는 Grüneisen 변수나 탄

성파 속도가 최대압력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며 밀도

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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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AUTODYN numerical model of lead block

Table 6. JWL, C-J Characteristics values (Emulsion) 

 (GPa)  (GPa) 



 

243 7.671 4.991 1.967 0.499

Table 7. Results for blast hole expansion of AUTODYN lead block 
model

Stemming material Sand Stone chips

Before blasting 61 ㏄ 61 ㏄

After blasting 261 ㏄ 273 ㏄

Expansion rate 427% 447%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1)

이며 여기서 

: 폭굉파 속도

 : 진동속도이다. 

3.2 모델형상 

연주블록은 Fig. 14와 같이 3차원 Lagrange part로 구

성하였고, 발파공 내부 전색재료와 폭약의 경우 Euler 

part로하여 Euler/Lagrange Coupling 3D 모델을 구성하

였다(Ko et al., 2017). 화약은 Table 6의 물성을 적용하

여 에멀젼 화약으로 하였으며 JWL모델을 적용하였다. 

공기의 대기조건 부여를 위해 내부에너지를 표준대기조

건인 2.068×10
5
J/kg을 부여하였다. 연주블록모델 외곽은 

free boundary 조건으로 적용하고, 오일러 영역 외부는 

전달된 기체의 유동을 위해 flow out 조건을 적용하였다. 

3.3 해석결과

각각의 전색물질에 대한 연주확대시험 수치 모델의 

발파공 확장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연주 발파공의 초

기 용적은 61cc 이었으며,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초기용

적 대비 확대율은 447%로 모래전색의 경우와 비교했을 

때 트라우즐 수는 0.2 정도 높게 나타났으며, 최대확대

치 기준으로 두 케이스를 비교하였을 때 잔골재전색의 

경우가 모래전색 케이스 보다 약 5% 더 큰 체적증가를 

나타냈다. 실제 실험결과와 수치해석 결과를 비교하였

을 때 연주블록의 전체 확대량은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모래전색과 골재전색 체적증가의 차이는 실험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전체 확대량에서 실험결과와 수

치해석 결과의 괴리는 연주블록의 주물과정에서 불순

물, 주입속도, 주입온도 등 제작과정에서 발생된 오차에 

의한 것이라 예상된다.  

Fig. 15는 모래, 잔골재 전색에 따른 연주블록 발파공

의 확장형상을 나타내고,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 모두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확대직경이 크게 나타났고, 공저

부분에서도 모래전색 대비 큰 확장양상을 보였다. Fig. 

16과 Fig. 17은 기폭 후 0.1ms∼0.15ms까지의 초기 압

력분포 상황을 나타낸다. 좌측 범주에서 압력범위는 0

부터 50MPa이다. 모래 전색의 경우보다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압력분포 범위 및 크기가 넓고 더 큰 압력을 보

였다. Fig. 18은 수치해석 상 전색물질의 공구분출 시간

을 비교한 것으로 모래전색의 경우 전색물이 완전히 분

출하는데 소요된 시간은 0.45ms(실험결과 : 0.4ms)이었

지만, 잔골재 전색의 경우 전색물의 완전분출 까지 0.75ms 

(실험결과 : 0.7ms) 소요되어, 발파공 폭발압력에 대해

서 모래전색 대비 보다 다소 높은 분출저항 경향을 보였

다. 폭발파에 대한 재료의 반응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밀도이며, 탄성파 속도와 그뤼나이젠 상수의 영

향은 적다고 알려져 있다. 해석에 사용된 전색재료들의 

밀도 및 탄성파속도와 층격압에 따른 비체적의 관계에 

대한 상수 는 모래의 입력값이 골재보다 더 컸다. 상수 

가 높다면 외력에 대하여 체적 증가율이 크다는 것이

기 때문에 모래전색 해석모델이 골재 모델보다 더 조기

에 발파공에서 분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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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d (predicted) (b) Stone chips (predicted)

(c) Sand stemming (measured) (d) Stone chips stemming (measured)

Fig. 15. Blast hole expansion of Lead block according to different Stemming material

(a) 0.10ms (b) 0.12ms (c) 0.13ms

(d) 0.14ms (e) 0.15ms

Fig. 16. Pressure contour for lead block model at initial step (time 0.1~0.15ms_sand stemming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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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ms (b) 0.12ms (c) 0.13ms

(d) 0.14ms (e) 0.15ms

Fig. 17. Pressure contour for lead block model at initial step (time 0.1~0.15ms_stone chips stemming cases)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파현장에서 전색작업 시 가장 일반

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두 가지 재료에 대하여 전색효과

를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트라우즐 연주확대시험 결과를 통해 잔골재 전색 실

험케이스의 트라우즐 수(Trauzl number)는 평균 6.77

로 모래전색 실험케이스의 경우(평균 6.03)보다 높

게 산출됨을 확인하였으며, 잔골재전색의 경우가 모

래대비 약 12% 강화된 전색효과를 보였다. 

(2) 연주블록 발파공 약실표면에서의 단면변위는 모래

보다 잔골재 전색이 약 1.4∼1.6배 정도 큰 변위를 

보였고, 연주블록 발파공에 평행하게 배열한 측정점

에서의 결과 또한 잔골재 전색이 더 큰 반경변위들

을 나타냈다. 

(3) 발파공 공저부분의 반경변위는 모래대비 잔골재 전

색이 약 1.4∼1.6배 더 크게 나왔다. 모래전색 보다 

잔골재전색의 연주블록 발파공 확대형태 및 체적은 

공구 부분 및 중앙 부분에서는 비슷하거나 근소하게 

넓었지만, 공저부분에서의 확대체적은 모래전색 대

비 매우 큰 확대치를 보였다. 

(4) 실제 발파 시 본 실험에 사용된 잔골재 전색의 경우

가 모래전색의 경우보다 발파성능이 우수하여 전체 

비장약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발파공 하부의 뿌리

깍기에도 효과가 좋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는 실험

에 사용된 2∼3mm 입도의 잔골재 전색재료와 발파

공벽 간의 마찰 작용이 기인하였음을 간접적으로 시

사한다. 

(5) 수치해석 결과 발파 후 초기압력 분포에서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모래전색 대비 더 넓은 압력분포 양

상을 보였고, 전색물의 공구분출 시간에서는 수치

해석결과와 실험결과 모두 잔골재 전색이 모래전색

보다 1.75배 더 긴 지속시간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

서 적용된 잔골재 전색의 경우가 모래보다 발파공

의 밀폐성능 면에서 보다 우수하게 발휘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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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and (b) Stone chips

(c) Stemming ejection time (sand) (d) Stemming ejection time (stone chips)

Fig. 18. Stemming material ejection on the blast hole after deton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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