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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화약의 폭발에 의한 소음, 진동, 비산 등의 거동 특성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지속적으로 진행

되어 왔다. 아울러 소음, 진동, 비산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피해 정도

를 정량화하고 허용기준을 제시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그러나 화약 폭발에 의한 위해 특성과 기준은 산업용 화약의 사용을 기

준으로 연구되어 그 결과는 주로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폭발사고, 테러용 폭발과 같은 경우, 산업용 화약뿐만 아니라 추

진재와 같은 저폭속 화공품, 헥소겐과 같은 고폭속 화약이 관련될 수 있

으며 이러한 경우 폭발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데이터는 공개가 제한

적이다. 아울러 산업용 화약이 사용되는 매질이 주로 암반인 것과 비교

하여, 사고 혹은 테러의 경우, 대기 중 폭발, 보관 공간 내 폭발, 은닉 공

간 내 폭발 등과 같이 매질의 특성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2종 이상의 상

이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본 논문에서는 자살폭발 사례를 예로 하여 고성능 폭약의 폭발이 인체 

장기와 같은 매질을 통과하여 대기 중으로 전파할 시 폭풍압과 파편 비

산에 의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하였으며, 도체를 활

용한 실규모 폭발시험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획득한 데이터와 기존 

발표된 폭풍압에 의한 인체피해 범위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거리

의 개념을 4단계로 나누어 정의하였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도체 두께별 

폭풍압에 따른 피해예측 분석을 실시한 후 경험식을 도출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인체에 은닉 가능한 컴포지션 C4 500 g 폭발 시 최소 

안전거리는 2 m이며 보안 안전거리는 6 m 임을 제안하였다. 피해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체의 두께에 따른 거리별 폭풍압 예측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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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하였으며, 이 예측식은 폭약량 500 g, 도체 두께 0.03 m ~ 0.22 m, 폭

풍압 310.3 kPa 이하의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

또한 이종매질을 통과한 공기 중 폭풍압을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경

험식은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계수 K와 α를 1차 매

질 두께의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 함수식은 동일 폭약량에 대

한 무전색 공기 중 폭발실험의 경험식 계수로 정규화한 것이다. 이 함수

식의 의미는 도체의 두께를 알면 폭풍압 경험식을 도출할 수 있고, 결과

적으로 공기 중 거리별 폭풍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으로 이 함수식은 

폭약량 500 g, 폭발원점으로부터 6 m 이내의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실험에서 확인하지 못한 물속에서의 최대 폭발압력

은  의 함수에 의해 감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수치해석에 사

용된 RDX에 대한 물속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

( ′)은 0.00054 ×  × 0.2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었다. 그리

고 물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폭발압력이 감쇠되지만, 이때 물의 두께와 

상관없이 물 내부에서는  의 함수로 감쇠한다. 이때 1차 매질인 

물의 두께가 작을수록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과 충격파가 비슷하게 

거동을 하는 반면 두꺼워질수록 충격파 빠르게 발생하고, 초기의 충격파 

두께는 얇게 형성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 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의 조건은 물의 두께는 500 mm 이내, 폭발원점으로부터 공기 중 거

리는 4 m 이내로 한정한다.

또한 물·공기 경계면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범위를 ‘압력 변

동대(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라고 정의할 때, 이론적으로는 변동대

에서의 압력 비( ′/ ′)는 0.054%로 일정하지 않고 도체의 두께에 반비

례하며, 이때 압력변화는 불연속적으로 하강하지 않고 두 번의 압력변동

대, 즉 1차로  의 함수에 의해 급격한 감쇠가 일어나고 2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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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의 함수로 감쇠되어 공기 중으로 전파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수치해석에서도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경험식 계수 K와 α를 1

차 매질 두께의 함수로서 표현한 후, 공기 중 얻어진 계수로 정규화하여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해석 시 모델의 구성을 폭약, 물 및 공기로 

단순화하여 유추한 추정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뼈의 비중을 포함

한 모델 구성을 하여 해석을 실시한 결과 3종류의 매질을 통과한 후의 

최대 폭발압력은 두 개의 경계면, 즉 물과 뼈, 뼈와 공기 전파됨으로 인

해 동일 두께의 두 종류 매질을 통과한 폭발압력보다 상대적으로 감쇠정

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주요어 : 폭약, 테러, 폭발실험, 폭풍압, 폭발압력, 삼승근환산거리, 

        수치해석, 안전거리

학  번 : 2008-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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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화약의 폭발에 의한 소음, 진동, 비산 등 유해요소의 특성과 이에 영

향을 미치는 인자들과의 상관관계를 고찰하고자 하는 연구는 꾸준히 진

행되어 왔다. 아울러 소음, 진동, 비산이 인체 및 동물에 미치는 피해 정

도를 정량화하고 허용기준을 제시한 연구도 여러 분야에서 이루지고 있

다. 그러나 화약 폭발에 의한 위해 특성과 기준은 산업용 화약의 사용을 

기준으로 연구되어, 그 결과는 주로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사용되고 있다.

반면, 폭발사고, 테러용 폭발과 같은 경우, 산업용 화약뿐만 아니라 추

진재(propellant)와 같은 저폭속 화공품, 헥소겐(hexogen, RDX: Research 

Department Explosive, 이하 RDX)과 같은 고폭속 화약이 관련될 수 있으

며 이러한 경우 폭발 특성을 정량화할 수 있는 축적된 데이터가 부재하

거나 공개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아울러 산업용 화약이 사

용되는 매질이 주로 암반인 것과 비교하여, 사고 혹은 테러의 경우, 대기 

중 폭발, 보관 공간 내 폭발, 은닉 공간 내 폭발 등과 같이 매질의 특성

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2종 이상의 상이한 매질을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특수 화약 및 화공품이 폭발할 시 다양한 매질을 통과하면서 

폭발압력과 폭풍압이 전파하는 특성과 이로 인해 인체 및 동물이 피해를 

입는 정도를 고찰하기 위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최근 가스폭

발사고, 테러용 폭발 등의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시, 감식과 사

전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이러한 연구 결과가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화약을 사용한 폭발물 테러의 예로 다음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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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하였다. 

2009년 8월 27일 사우디아라비아의 ‘모하메드 빈 나예프(Mohamed bin 

Nayef)’ 왕자 겸 내무차관을 겨냥한 한 테러범 ‘압둘라 하산 탈레 아시리

(Abdula Hasan Tale Asiri)’가 직장 내에 가소성폭약(plastic explosive) 약 1

파운드(0.454 kg)를 은닉하여 나예프 왕자와 약 2 m 이격한 거리에서 자

살폭탄테러를 감행하여 테러범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나예프 왕자는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CBS, 2009).

이 사례는 폭발물을 인체 내 장기에 숨겨서 테러 목표물 인접 거리에서 

자폭하는 수법으로 이는 향후 모방되어 사용될 수 있음을 고려할 수 있다.

위 사례는 인체 장기 내 은닉된 가소성 폭약의 폭발에 의해 발생된 폭

발압력이 인체, 즉 물의 특성과 유사한 유체를 통과하면서 파편 비산과 

공기 중 폭풍압 형태로 전파되어 인접에 위치한 보안 물건에 피해를 발

생시킨 경우라 할 수 있다.

과거 폭발에 의한 폭발압력이 폭풍압의 형태로 대기 중을 통과한 후 

인체 및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된 바 있으

나 본 사례와 같이 폭발압력이 유체와 공기 두 가지 매질을 통과한 후 

감쇠되어 폭풍압 및 파편 비산의 형태로 보안 물건에 피해를 미치는 정

도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 앞서 제시한 사례에서와 유사한 밀도와 

부피를 가지는 도체(dressed carcass) 내에 가소성 폭약을 장전하여 시험

체를 조성한 후 시험체 주변에 폭풍압 측정기, 파편 속도 측정기 등 계

측장비를 설치하고 폭발실험을 실시함으로써 거리별 최대 폭풍압과 최대 

폭풍압 도달시간을 측정하고 이를 활용하여 폭풍압과 환산거리의 상관관

계를 도출하였다. 또한 사례의 경우에서 발생한 보안 물건의 피해 정도

를 실험의 결과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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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폭발압이 통과하는 도체의 두께에 따라 상이하게 감쇠되는 폭

풍압의 특성을 고찰하고, 기존에 발표된 폭풍압에 의한 인체 피해 예측 

추정표와 비교 분석하였다. 

셋째, 도체의 두께에 따른 폭풍압 경험식에서 얻어진 계수(K, α)의 상

호 연관성을 분석하여 계수들을 예측할 수 있는 함수식 제안이 가능한지 

확인하였다.

넷째, 계측을 통하여 얻은 폭풍압 자료를 활용하여 계측 지점별 시간

에 따른 폭풍압 이력곡선을 도시하고, VASDIP (Vulnerability Assessment 

of Structurally Damaging Impulses and Pressure, 미국 Breeze사) 프로그램

을 활용하여 상해확률 50% 예상거리, 상해확률 1% 미만 예상거리, 상해

확률 50% 예상거리에서의 압력, 상해확률 1% 미만 예상거리에서의 압력

을 산출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폭풍압에 따른 인체 피해정도 예측 추정

표와 비교 분석하여 그 차이점을 확인하였다. 

다섯째, 폭발 시 폭풍압과 함께 보안 물건에 피해를 유발시킬 수 있는 

파편 비산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파편 비산 속도를 측정한다. 파편 

비산의 경우 파편의 개수가 많고 크기가 상이하며 비산 속도가 빨라 계

측 및 분석에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특정 영역에서의 비산 속도 분포를 

파악하는 수준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여섯째, 수치해석 기법을 활용하여 유체의 두께에 따른 거리별 폭풍압 

추정식을 도출하고, 실험과 동일한 방법으로 각 추정식에서 얻어진 계수

K 및 α간의 연관성을 분석한 후, 도체의 두께에 따른 함수식을 제안하

였다. 최종적으로 수치해석 결과와 실험 결과를 종합하여 두 개의 매질

을 통과하여 폭풍압으로 작용할 시 압력수준을 예측할 수 있는 최종 추

정식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일곱 번째, 수치해석을 통하여 매질의 임피던스(impedance) 차이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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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경계면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범위를 관찰하여 어떠한 함수

로 감쇠가 일어나는지 확인하였다.

1.2 연구 기대효과 및 제한사항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및 기대효과는 첫째 보안 물건이 

폭발원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이격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을 때 안전한지

에 대하여 공학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평시 상황에서 보안 물건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안전거리 

개념을 적용할 수 있다. 이 개념을 적용하기 위해 본 논문에서는 폭풍압

으로부터 치명상(고막파열)을 입지 않을 안전거리를 ‘최소 안전거리’로, 

경미한 상해확률이 1% 미만인 안전거리를 ‘보안 안전거리’라고 정의하고 

이를 실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도록 명확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

다. 이 개념을 활용한다면, 보안 물건과 잠재적 폭발원 간의 이격거리 산

출 근거를 마련할 수 있고, 보안 안전거리 이상에서는 자폭테러에 대비

한 과도한 조치를 지양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셋째,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하여 획득한 폭풍압 예측 경험식의 계수

들과 유체두께와의 관계식을 도출함으로써 유체의 두께 정보를 활용하여 

별도의 실험 없이 폭풍압 경험식을 구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수치해석

의 결과는 폭약을 둘러 싼 물의 두께를 늘리거나 줄여서 폭풍압의 감쇠

정도를 예측할 수 있음을 뜻한다. 특히 수치해석은 실험에서 관찰하기 

어려운 유체(물) 내에서의 감쇠정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실험

결과 등과 연관시켜 이론연구에서 제시한 가설의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

다.

넷째, 이 경험식 정보는 폭발압력이 유체를 통과한 후 공기 중으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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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할 때의 거리별 폭풍압으로서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한 후 폭풍압에 의

한 피해범위를 연구하는 보안산업 분야(방폭 창문, 물로 인한 폭풍압 감

쇠, 화약류나 가스류의 대기 폭발에 의한 인원 및 보안 물건의 피해범위 

예측 등)의 선행연구 자료로서 활용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실험결과에

서 얻어진 각종 데이터 및 경험식 등 그 자체만으로도 보안 산업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여기서 보안산업(security industry)은 요인

(要人)을 안전하게 지키는 의미의 ‘인적보안’과 시설물의 안전을 지키는 

‘시설보안’을 동시에 일컫는 말로 정의할 수 있다.

또한 실험결과는 수치 시뮬레이션 검증용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

다. 그리고 실험과 동일한 조건에서 본 연구 논문에서 깊게 다루지 않은 

파편에 대한 실험 및 수치해석을 추가적으로 실시한다면 향후 폭발물 테

러의 실체적 위험범위를 추정하여 분석할 수 있는 선행 연구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제한사항으로서 시험체 내의 폭약량 및 측정거리 등을 변화시켜 다양

한 반복실험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시간적, 경제적, 경험적 제약으로 사례

와 같은 특정한 상황에 대한 실험만을 진행하였으며, 수치해석 시 시험

체의 구성을 물, 뼈 및 공기로 단순화시킨 모델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산업용 폭약이 아닌 고폭속 RDX를 주로 한 가소

성(可塑性, plasticity) 폭약인 컴포지션 C4를 실험에 사용하였고, 실제 인

체와 유사한 비중과 부피를 갖는 도체를 활용한 폭발 실험을 실시하였다

는 점과 다수의 폭풍압 센서와 파편센서 등을 활용하여 정밀한 데이터값

을 획득할 수 있었다는 점, 그리고 수치해석에서 도체의 구성을 물, 공기 

및 뼈로 단순화시킨 모델을 적용하였지만 실험과 유사한 조건으로 계측

을 실시하여, 실험결과와의 연관성을 검증하려 했던 점 등은 이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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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점이라 할 수 있다.

1.3 선행 연구논문 검토

본 논문의 연구목적과 부합하는 두 가지 핵심 주제로는 폭발압력에 의

한 보안 물건의 피해 범위와 폭발압력의 감쇠 및 전파 특성을 들 수 있

다.

첫째로 폭발압력에 의한 보안 물건의 피해범위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

고 있으며 그 중에서 폭풍압에 의한 인체의 피해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가 보웬커브(Bowen curves)이다(Bowen et 

al., 1968). 보웬은 인간 대신 양 등의 동물을 활용한 실험을 통하여 폭풍

압에 대한 인간의 피해 정도를 예측할 수 있는 곡선을 제작하였다. 이 

곡선은 벽에 기대어 서 있을 때 최적화 되어 적용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

으나 여러 가설을 통하여 야외나 엎드린 자세의 인체 피해정도까지도 예

측할 수 있도록 발전되었다(Teland, 2012).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인체의 

피해 정도를 예측하는 곡선을 발전시키기보다는 발생된 폭발압력에 대한 

정형화된 피해정도만을 예측할 수 있는 조건이 필요함에 따라 실제 군, 

경찰 등 기관에서 사용 중인 미국 육군교범(ARMY TM-1300, 1990)의 수 

밀리 세컨드 사이에 발생 될 수 있는 폭발압력(air blast of short duration, 

3 ~ 5 ms)에 의한 피해범위 예측 추정표를 인용하여 논문의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분석을 수행할 수 있었다. 이밖에도 장시간 폭풍압(long 

duration blast overpressure)에 의한 피해 추정표가 일부 논문에는 게재되

어 있으나 이 폭풍압은 실험 계측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인용에서 제외

하였다.

두 번째로 일반적인 폭발압력의 감쇠 및 전파에 대한 연구는 국외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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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라 국내에서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축척법에 의한 화약 

폭풍파 분석’(박정수 등, 2005)은 본 논문의 실험조건<Base>와 유사한 조

건(지상 1.8 m에 TNT 및 실험 폭약설치)하에 실험을 실시하고 분석하였

다. 삼승근환산거리를 활용한 폭풍압 경험식 이론의 단초를 제공한 홉킨

슨의 축척법(Hopkinson’s scaling law)을 비롯하여 TNT 등가무게(TNT 

equivalent weight), 공중 폭발 시 폭발에너지에 의한 폭풍파, 압력파의 형

성과정 등을 다루고 있어 이론연구 및 실험조건<BASE> 등에서 인용 및 

비교를 수행할 수 있었다.

정우진(2013)의  논문 ‘Water gel의 밀도 및 두께변화에 따른 폭발압력

의 저감’에서는 본 논문과 목적과 방향은 다르지만 실험방법에 있어서 

유사성을 찾을 수 있었다. 이 논문은 TNT 폭발 시 완충재(water gel) 두

께 및 밀도 변화에 따른 폭풍압 저감효과를 다루고 있다. 그러나 폭약의 

밀도가 약 0.5 g/cm3으로 본 연구의 실험 폭약(1.6 g/cm3)에 비해 상대적

으로 낮고, 폭약량을 본 연구 실험의 1/5 ~ 1/10 정도의 소량의 폭약을 

사용하였으며 실험결과에 대한 경험식이 부재한 점 등에서 본 연구 결과

와의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웠다. 특히 본 논문에서는 사례와 비슷한 실

험조건을 충족하기 위해 시험체를 도체로 선택한 것과 달리 완충재를 매

질로 사용하여 얻은 실험 결과치에 대한 상호 정량적 비교는 의미가 크

지 않았다. 그럼에도 폭발압력의 일반적인 거동과 일부 실험결과 그래프

를 인용하여 본 실험결과와 비교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또한 유엔 산하 IATG(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eline, 

2015)의 보고서에서 제공하고 있는 폭풍압 계산기 및 TNT 등가 질량

(TNT Equivalence Mass, TEM) 상수로 부터 얻은 특정 폭약에 대한 공기 

중 최대 폭발압력(peak pressure) 및 충격량(impulse)을 실험조건<BASE>와 

수치해석의 공기 중 폭발현상 거동과 비교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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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폭발이론

2.1 컴포지션 C4 및 RDX의 특성

본 연구의 실험에서는 컴포지션(composition) C4를 사용하였으며 수치

해석에서는 컴포지션 C4와 가장 유사한 물성적 특징을 갖는 RDX(컴포

지션 C4의 주기재)를 활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컴포지션 폭약은 가소성이 있으며, 구성은 RDX를 주재료로 다른 물질

과 혼합하여 만든 폭약을 총칭한다. 헥소겐의 포함비율에 따라 컴포지션 

A, 컴포지션 B, 컴포지션 C3, 컴포지션 C4 등으로 구분된다. 컴포지션 

C4의 구성은 헥소겐 91%, 소성재 9%로 구성되어 있다(GlobalSecurity.org, 

2013).

RDX(  )는 Figure 2.1과 같이 헥사메틸렌테트라민

(Hexamethylenetetramine,   )을 질산으로 니트로화해서 만들며(우

리호영연구회, 2001) 알루미늄과 혼합하면 헥살(hexals), 알루미늄과 TNT

를 동시에 혼합하면 HBX로 명명하기도 한다(Agrawal, 2010).

Figure 2.1 Structural formula of RDX

RDX는 화합화약류로서 그 분자식은 일반적으로 라고 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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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이 경우 산소평형, 즉 화약류 1 g이 반응하여 최종화합물을 만들

때 필요한 산소의 과부족량을 g 단위로 나타낸 값에 대한 일반 계산식

은 다음과 같다(김재극, 1986).

 분자량
   

 ×

(2.1)또한 

Kistiakowsky-Wilson의 법칙에 따른 RDX의 분해식은 다음과 

같다(Muthurajan et al., 2008).

C₃H₆O₆N₆  → 3C+3H₂+3N₂+3O₂  → 3CO+3H₂O+3N₂ (2.2) 

따라서 헥소겐의 분자식은   이므로 식(2.1)에 대입하여 산소

평형을 구하면 –0.2161이 된다. 산소평형이 음수이므로 화약류의 성분조

성에 있어서 산소의 함유량이 적어 폭발 시 불완전 연소가 되어 일산화

탄소 등의 유독물질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며, 폭발 시 연기의색

깔은 짙은 잿빛이나 검정색에 가깝게 나타난다. 

Table 2.1은 RDX, Composition C4의 제원을 비교한 것이다.

Table 2.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Composition C4 and RDX

Type Molar mass 
(g/mol) Density (g/cm3) Detonation 

velocity (m/s)

RDX1 222.1 1.65 8,400

Composition C42 - 1.60 8,000

1 Coleburn (1964)
2 US AirForce TO 60A-1-1-9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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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에서 RDX의 폭속과 밀도가 컴포지션 C4보다 약간 크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화약류 중 구입과 제조가 쉬워 테러에 많이 사용되는 흑색화약의 

폭발 반응식은 식(2.3)과 같으며(우리호영연구회 2001), 식(2.1)에 의해 산

소평형은 +0.3956이며, 폭발 시 다량의 흰 연기가 발생된다.

2KNO3 + 3C + S → K2S + 3CO2 + N2 (2.3)

Figure 2.2(a)는 보스턴 마라톤 테러(2013. 4)이며 다량의 흰색 연기가 

확인 된 점을 근거로 흑색화약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b)는 

컴포지션 C4 폭발 사진으로 잿빛 연기가 감지되어 (-) 산소평형을 가진 

폭약임을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폭발 후 연기의 색깔은 폭발물 테러 

시 초기 폭발물의 종류 예측 시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a) Boston Marathon Bombing 
by black powder (NBC News, 
2013)

   
(b) Explosion experiment of 
Composition C4 (2017)   

Figure 2.2 Images of smoke after explo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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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폭발효과

2.2.1 폭굉압력 및 가스압력

폭발효과는 동적효과와 정적효과로 나눌 수 있는데 동적효과는 폭발할 

때 생기는 충격파에 의한 효과로서, 이 효과는 화약의 맹도나 폭발속도

와 관계가 있다. 정적효과는 폭발할 때 발생하는 가스가 외부의 물체에 

대하여 하는 일을 말하며, 이 효과는 화약의 힘 또는 비에너지(specific 

energy)와 관계가 있다(강추원, 2004).

본 논문에서 폭발 시 발생하는 폭약 자체의 최대 폭발압력은 폭굉압

(력)으로, 물속에서의 폭발압력은 폭발압력으로, 공기 중에서의 폭발압력

은 폭풍압 또는 폭발압력으로 사용하였으며, 실험 및 수치해석에서 계측

된 폭풍압( )은 모두 과압(overpressure)에 해당된다.

동적효과인 폭굉압력( , detonator pressure)은 식(2.4)와 같이 표현된다

(Hino, 1957).

  ·
·· ·  ·  (2.4)

여기서 는 폭굉압(gf/cm2), 는 폭속(m/s), 는 폭약밀도(g/cm3)이다.

반면 가스압에 의한 정적효과 즉, 비에너지()는 다음 식에 의해 구할 

수 있다(강추원, 2004).

비에너지() =  

  (단위 atm-) (2.5)

생성 가스가 1 atm, 0℃의 표준상태에서 차지하는 용적을 가스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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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한다. 폭약의 가스비용은 생성가스의 몰수를 알게 되면 여기에 

22.4 를 곱하여 구할 수 있다. 

즉, RDX 1 kg 및 0.5 kg 당 가스비용() 계산값은 각 907  및 453.5 

이다. 비에너지()는 식(2.5)에 의해 1 kg 당 14,036 atm-l(1,422 MPa-l)이

며, 0.5kg 당 7,018 atm-l(711 MPa-l)이다. 이 때, RDX의 폭발온도()는 

4,255K를 사용하였다(Jacque, 1998).

이렇게 구한 비에너지( , atm-l)와 폭약의 밀도( , g/cm3 ), 0℃(273 K)

에서 차지하는 용적()를 이용하여 폭발 가스압을 (atm)을 구하면 

  =  /  =   ×  (2.6)

가 된다. 

그러나 이 폭발압력은 지나치게 작으므로 Abel은 다음과 같은 가스압 

계산식을 제안하였으며, 여기서 는 보정된 가스압이다(강추원, 2004).

  

 (2.7)

여기서 α =   


이다. (2.8)

Table 2.2는 식(2.4>, (2.6), (2.7) 및 (2.8)에 의거 RDX와 컴포지션 

C4의 폭굉압(), 가스압( ,  )을 정리하여 단위를 MPa로 치환한 값이며, 

이때 밀도와 폭속은 Table 2.1을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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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omputation chart of detonation pressure by Eqs. (2.4), (2.6), 
(2.7) and (2.8)

Type   
(MPa)



(MPa) α 


(MPa)
1kg 0.5kg

RDX 30,473.3 2,346.6 0.434 8,247.8 4123.9

Composition 
C4 26,623.3 2,275.5 0.443 7,814.4 3907.2

Table 2.2에서 0.5 kg의 RDX 가스압은 폭굉압의 약 13.5%이며, 

컴포지션 C4는 14.7% 정도이다.

폭발 시 주변 매질이 공기일 때 공기 중을 진행하는 충격파를 폭풍파

(blast wave)라하며, 폭풍파형 무기는 강력한 폭풍파를 발생시켜 주변의 

목표물을 파괴시키며, 폭풍파의 중요한 특성으로는 폭풍파의 압력(blast 

pressure)과 충격량을 들 수 있다(박정수 등, 2005). 즉 ‘폭풍압 및 충격량

이 클수록 인체 및 건물 등에 피해 크게  줄 수 있으며, 이 때 폭발의 

파괴효과는 와 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순간 최대 폭풍압(the maximum of incident pressure at 

short duration)을 측정하여 피해범위 연구에 활용하였고, VASDIP 프로그

램의 충격량을 활용하여 상해확률을 도출하였다.

2.2.2 경계면 및 대기 중 압력

Figure 2.3은 폭약의 폭굉압, 폭약과 물, 폭약과 공기 및 물과 공기의 

각 경계면에서의 폭발압력 및 대기 중 압력을 도식화 한 것이다. Figure 

2.3(a)는 도체를 물로 가정하여 폭약을 중앙에 위치시켜 폭발할 경우 발

생되는 폭굉압과 폭발압력을 도시하고 있으며, Figure 2.3(b)는 폭굉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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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중에서의 폭발압력이며, 폭발압력 비교를 위한 기준압력으로 사용

할 수 있다.

(a) (b)
  

     Figure 2.3 Detonation pressure and blast pressure at boundary interface

Figure 2.3(a)의 는 폭약의 폭굉압, 는 폭발반응 후 발생하는 가스

압, 는 폭약과 물의 경계면(boundary interface)에서 최대 폭발압력,  ′

은 물속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되어 공기와 접하기 직전의 최대 폭

발압력,  ′는  ′이 물과 공기의 경계면을 통과한 후 공기 중 최대 폭

발압력,  ′′는 공기 중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폭발압력이다.

Figure 2.3(b)의 는 폭약과 공기와 경계면의 최대 폭발압력, ′는 공

기 중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이다.

각 매질 간의 경계면(이하 이종(異種)매질 경계면), 즉 폭약과 물, 폭약

과 공기, 물과 공기를 통과한 응력파의 최고 압력인  ,   및  ′는 

밀도와 폭속의 곱인 임피던스(impedance) 를 이용하여 구할 수 있으며

(Mader, 1998),  와 는 각각 폭약의 폭굉압인 에 의해 결정되고(기

경철 등, 2002),  ′는  ′의 크기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각 압력은 

다음 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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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2.9)

  =   


×   = × (2.10)

 ′  =   


× ′  = × ′ (2.11)

여기서  ,  , ′ , 는 폭굉압(kgf/cm2), 는 물의 밀도(g/cm3), 

는 폭약의 밀도(g/cm3), 는 공기의 밀도(g/cm3), 는 물속에서 충격파

의 전파속도(cm/s), 는 공기 중 충격파의 전파속도(cm/s) 는 폭약의 

폭속(cm/s), 는 식(2.4)에 의한 폭굉압(kgf/cm2)이다. 

Table 2.3은 공기, 물, 폭약의 밀도, 전파속도와 폭약의 폭굉압 등을 정

리하여 식(2.9), (2.10) 및 (2.11)에 대입한 결과 값이다.

결과 값에 의하면 폭발 시 폭약과 물의 경계면에서 폭발압력( )은 

RDX의 경우 폭굉압()의 20%, 컴포지션 C4의 경우 21%만이 물에 전달

되며, 물과 공기와의 경계면에서는 ′의 0.054%만이 공기 중으로 전달

된다.

 이 이론을 근거로 수치해석에 사용된 폭약 RDX에 대한 각 지점에서

의 폭발압력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    ×   = 0.2 ×  (2.12)

  ′  =   ×  (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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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물의 두께에 따른 폭발압력 감쇠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이며 

는  ′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이론적 최대 폭발압력, 즉  ,  ,  와

의 중첩압력 중 하나로 가정한다.

그러나 실제 폭발에 있어 은 화학적, 물리적 반응이 복합적으로 일어

나기 때문에 위의 폭발압력 중 한 가지로 정의 할 수 없다. 이론적으로는 

수중 폭발 시 우선 충격파가 전파되어가고 이어서 생성된 가스구가 발생

되어 팽창, 수축을 반복하면서 수면을 향해 상승하고 대기 중으로 방출된

다(기경철 등, 2002). 즉 폭원 근거리 수중()에서는 가스압보다는 폭굉압

에 의한 충격파 더 빠르고 크게 전파되어 최대 폭발압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Table 2.3 Computation chart of attenuation constant by Eqs. (2.9), (2.10) 
and (2.11) and detonation pressure of boundary interface

Density
(g/cm3) 

Water  1
-

Air  0.0012

Explosive 
1.65 RDX
1.6 C4

Propagation 
Velocity of shock 

wave (cm/s)

Water  150,000
-

Air  3,4000

Maximum Detonation pressure
(MPa) 

30,473.3 RDX
26,623.3 C4

Attenuation
constant

by Eqs. (2.9), 
(2.10) & (2.11)

Explosive 
& Water 

0.20 RDX
0.21 C4

Explosive 
& Air 

0.000059 RDX
0.000064 C4

Water & Air  0.00054 -

Detonation 
pressure of 
boundary 
interface
(MPa)

Explosive 
& Water 

6,094.7 RDX
5,590.9 C4

Explosive 
& Air 

1.7979 RDX
1.7039 C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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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속에서의 폭발현상 거동은 본 논문의 실험과 같이 물의 두께가 한정

적인 경우는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수치해석의 개략적인 폭발현상 모사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또한 수치해석을 통하여 물의 두께에 따른 폭발압력 

감쇠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인 을 추정할 수 있다. 세부 내용은 수치해석 

결과에서 서술하였다.

수중에서의 폭발압력 경험식은      
과 같은 모델을 사용

하고 계수 K와 α는 Table 2.4와 같다(Cole, 1948). 여기서 는 수중 임의

지점에서의 최대 폭발압력(kgf/cm2), 는 폭원으로부터 거리(m), 는 폭

약량( )이다.  는 삼승근 환산거리(Cubic Root Scaled Distance, 

CRSD, 이하 SD)이다. 여기서 삼승근 환산거리는 홉킨슨(Hopkison) 축척

법에 의해 폭약의 약량과 폭풍압의 측정 위치가 달라도 동일한 환산거리

에서는 동일한 최대 폭풍압(peak overpressure)을 얻게 되기 때문에(Kinney 

and Graham, 1985), 물속에서의 폭발압력, 공기 중 폭풍압 등의 특성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축척법(scaling law)을 주로 사용한다.

홉킨슨 축척법이 삼승근환산거리를 사용하였다는 것 이외에도 본 논문

에 제시된 폭풍압의 전파는 대부분 대기 중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는 지반을 통하여 전파하는 파동과는 달리 대부분 고주파수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장약의 형상이 구형 장약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폭풍압 측정거리가 폭원으로부터 6 m 이내로 짧은 거리에 위치한 점을 

근거로 삼승근 환산거리 식을 사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어, 

실험 및 수치해석에서 얻은 폭풍압 경험식은 모두 삼승근 환산거리를 사

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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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4 Attenuation constants of SD in underwater explosions (Cole, 1948)

Explosive Specific gravity K α

TNT 1.52 535 1.13

Tetryl 0.93 521 1.15

Pentolite 1.6 558 1.13

Cole(1948)의 연구는 물로 구성된 무한매질 내 폭발의 경우에 성립되며 

폭약의 비중과 상관없이 감쇠지수 α는 1.13 ~ 1.15의 범위에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물의 두께()가 500 mm 정도로 한정되어 있고 폭약의 종

류도 컴포지션 C4를 사용하여 연구 조건이 상이하다. 그럼에도 해석결과를 

통한 물속 폭발압력 감쇠 경험식의 계수 K와 α를 Table 2.4와 비교함으로

써 계수가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Table 2.3의 결과 값에서  가 보다 1.48배 크다. 그리고 이론적으로 

1차 매질인 물속에서의 폭굉압에 의한 충격파의 속도가 가스압의 진행속

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와 가 중첩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가정한다면, 

 ′ 에 영향을 주는 임의의 압력을 라 하면 은  가되며  ′은 다음

과 같다.

 ′  =   ×   =   ×   =   × 0.2 ×  (2.14)

이러한 가스압과 충격파의 중첩여부 등 물속의 폭발에너지 거동은 수치

해석의 폭발에너지 거동 고찰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이후  ′는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의 0.054%만이 전달되어  ′′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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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0.00054××0.2 ×  = 0.000108×× (2.15)

최종적으로 실측 가능한 공기 중 폭발압력, 즉 물과 공기라는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한 후 임의의 거리에서 폭발압력인  ′′가 된다. 이때  ′′

에 영향을 주는 폭발압력은 와 의 영향을 받는 ′에 의한 중첩압

력이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다. 

물속에서의 이론적 폭발압력에 대한 가설을 종합하면 ‘Figure 2.3(a)와 

같이 직경인 50 cm 이내로 유한한 물속에서는 가스압력보다는 폭굉압이 

각 경계면에서의 최대 폭발압력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공기 중에서는 

두 압력의 복합적인 영향을 받아 최종압력( ′′)이 되어 실측된다.’라고 

할 수 있다.

Figure 2.3(b)와 같은 공기 중 폭풍압 감쇠도 수중과 마찬가지로 삼승근 

환산거리를 활용하여      
와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계수 K

와 α는 Table 2.5와 같다(기경철 등, 2002). 여기서 는 공기 중 임의 지

점에서의 최대 폭발압력(kPa), 는 폭원으로부터 거리(m), 는 폭약량

( )이다.

Table 2.5 Attenuation constants of SD in air (Ki et al, 2002)

Explosive Specific gravity K α Reference

TNT 
1 kg ~ 30 ton 1.65 1642.6 1.575 Ki (2002)

Table 2.5에서 공기 중 감쇠지수는 1.575로 수중보다는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3차원 공간인 공기 중 폭풍압 감쇠는 폭원근방에서는 

거리의 1.5승, 원거리에서는 1승에 반비례하여 감쇠한다(Japan Explo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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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ety, 1989).

공기 중의 폭풍압( ′′ )은 측정이 가능하므로 실험에서 계측한 최대 

폭발압력을 활용하여 경험식을 도출할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감쇠지수 

α를 상호 비교하여 폭원근처에서는 거리의 1.5승 정도의 감쇠가 일어나

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동일한 방법으로 Figure 2.3의 압력들을 실험에 사용한 컴포지션 C4의 

이론값들을 활용하여 폭발압력을 계산할 수 있으므로 관련 내용은 실험결

과분석에 응용하여 비교하였다. 

Figure 2.3(b)에서 RDX를 사용할 경우 감쇠는 다음과 같다.

  =    ×   = 0.000059 ×  (2.16)

′  =   ×  (2.17)

여기서 는 공기 중 거리에 따른 폭발압 감쇠 정도 함수이며, 거리에 

따른 최대 폭풍압을 측정하여 경험식을 도출하면 이 경험식으로부터 을 

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공기 중 폭발 시 폭굉파의 진행방향과 직교되는 면에 접하

고 있는 공기는 폭굉파 내의 폭굉생성 가스의 흐름으로, 평행한 면에 접하

고 있는 공기는 폭굉 생성가스의 팽창에 따른 가스의 움직임으로 충격파

가 공기 중에 투사하게 된다(기경철 등, 2002). 따라서 폭약 폭발 시 공기 

중의 폭발압력은 가스압의 영향을 주로 받아 전파된다는 뜻이므로, 공기 

중 폭발압력인 ′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는 압력은 가스압인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도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감쇠되며, 이때 감쇠된 는  ′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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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한다면,  ′가 ′에 주도적인 영향을 주는 압력이라고 할 수 있다.

두 가스압의 압력비( ′ / )는 폭굉압과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감쇠된 압

력간의 비(/)인 0.0059%와는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 차이가 어느 

정도 범위를 갖는지 이론값 및 실험값 분석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Table 2.2와 2.3의 결과에서 RDX 500 g의   값은 의 0.044%로 매우 

작다.  ′을 추정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문제이나 가  ′에 비해서도 매

우 작아 무시할 정도의 수준이라면 ′에 영향을 주는 압력은  ′로 가정

할 수 있으며 ′은 다음과 같다.

′  =   ×  ′ (2.18)

실험을 통하여 공기 중에서 폭약 500 g 폭파 시 거리에 따른 폭풍압 ′

을 실측할 수 있으며, 삼승근 환산거리를 활용한 경험식으로부터 공기 중 

거리에 따른 감쇠정도를 나타내는 함수인 을 결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역산하여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값이 와 어느 정도 차이가 발생하는

지 추정할 수 있다. 

Figure 2.3(b)와 같이 대기 중 폭발압력에 대한 가설을 종합하면 ‘폭약과 

공기와의 접촉면에서는 폭굉압력이 최대 폭발압력에 영향을 미치며, 공기 

중에서는 가스압과 감쇠된 폭굉압의 중첩에 의한 영향을 받아 ′가 실측

되며, 이때 폭굉압보다는 가스압의 영향을 더 받는다’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4.1장 실험조건<BASE> 결과분석 및 5장 수치

해석에서 서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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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폭풍압에 따른 안전거리 정의

폭풍압에 의해 보안 물건에 상해를 가할 수 있는 압력기준을 정하는 

것이 폭발에 따른 인체 피해거리를 추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폭풍압에 대한 피해정도를 제시한 미국 광무국(USBM, United States 

Bureau of Mines), 연방비상관리부(FEMA, Federal Emergency Management 

Agency, 2013) 및 미국 육군교범(ARMY TM-1300, 1990)을 근거로 Figure 

2.4를 작성하였다. 특히 Figure 2.4의 US Army에서 제시한 피해 범위는 

순간 폭풍압(air blast at short duration, 3 ~ 5 ms)에 의한 피해만을 고려

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다(ARMY TM-1300, 1990).

이 밖에도 폭풍압에 의한 인체의 피해정도를 예측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표적 방법 중 하나가 보웬곡선(Bowen curves)이나 이 연구는 폭풍압에 

따른 동물의 피해가 어느 정도 발생되하지에 대하여 중점을 두었다. 따

라서 연구목적 상 폭풍압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과정보다 결과가 필요

하므로, 쉽게 인용하여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미국 육군교범을 위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Figure 2.4는 폭풍압에 의한 인체 및 시설물에 대한 피해 정도를 종합

하여 도식화하여 본 논문에서 정의한 안전거리(safe distance)의 개념을 

적용한 것이다.

여기서 안전거리는 보안산업 분야 중 시설물과 인원 모두에게 적용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시설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지 않고, 인원에 

대한 피해만을 고려하여 실험 및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는바, 인적 피해만

을 대상으로 하여 Figure 2.4를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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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ffect of various blast overpressure on human body and safe 
distance

Figure 2.4를 기준으로 작성한 안전거리 개념은 다음과 같다.

⓵ 안전거리 I: 피해의 정도가 상당하여 폐파열 등 심각한 부상이 시작

되거나 인명 피해를 가까스로 면할 수 있는 정도 폭풍압(206.8 kPa 내외)이 

측정되는 거리(ARMY TM-1300, 1990).

⓶ 안전거리 Ⅱ: 피해의 정도가 보통 수준으로 고막파열, 장기출혈 등

의 부상이 발생하는 정도의 폭풍압(103.4 kPa 내외)이 측정되는 거리

(ARMY TM-1300,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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⓷ 안전거리 Ⅲ: 피해의 정도가 낮은 수준으로 고막파열이 시작되는 

정도의 폭풍압(34.5 kPa 내외)이 측정되는 거리(ARMY TM-1300, 1990).

⓸ 안전거리 Ⅳ: 피해의 정도가 미미하여 인체에 직접적인 피해를 미

치지는 않는 폭풍압 (20.7 kPa 이하)이 측정되는 거리(FEMA, 2013 & 

USBM, 2001).

여기서 안전거리 Ⅱ를 본 논문 1.2장에서 정의한 ‘최소 안전거리’로, 

안전거리 Ⅳ를 ‘보안 안전거리’로 사용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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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폭발실험 설계

폭발실험 설계 방향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로 연구사례와 유사한 상황을 조성하여 폭발실험 6회를 실시하여 

폭풍압 데이터를 확보하고 최대 폭발압력에 대한 경험식을 도출한다.

둘째로, 계측된 최대 폭풍압을 인체피해 정도 예측 추정표 Figure 2.4

에 적용하여 안전거리 등급(최소 안전거리, 보안 안전거리)을 결정한다.

셋째로, 폭풍압과 더불어 인체에 피해를 미칠 수 있는 도체파편의 속

도를 2 m 이격거리에서 측정하여 파편이 보안 물건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 고찰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⓵ 시험체 선정 ⓶ 폭약량 및 계측거리 설정 ⓷ 
폭발실험 설계 종합 순으로 폭발실험 설계를 하였다.

3.1 시험체 선정

사례에는 사제폭발물(IED, Improvised Explosive Device, 이하 폭발물)이 

사용되었으며, 최근 많이 사용되는 전기식 사제폭발물의 네 가지 구성요

소는 폭약(explosive), 뇌관(detonator), 뇌관 기폭용 전원(power), 뇌관 기폭

을 위한 스위치(switch)이다. 여기에 폭약을 감싸고 있는 재질의 물성에 

따라 폭발력의 차이와 파편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최근에는 폭

발물을 포장하고 있는 용기(case)를 포함시켜 5대 구성요소라고 말하기도 

한다.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전기식 사제폭발물은 폭약 이외 뇌관, 

건전지, 수신기 등 금속성분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인체내부에 은닉하

였다 하더라도 금속탐지기(metal detector)를 활용한 검색을 통하여 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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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연구사례와 가장 유사한 조건에서 실험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다.

첫째, 사람과 가장 비슷한 장기의 길이와 허리사이즈를 가진 동물을 

확인한 결과 Figure 3.1과 같이 중량 약 90 kg 정도의 돼지 체형으로 간

주하여 돼지 도체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 도체의 허리둘레는 약 31인

치 내외이며, 장기의 길이는 약 20~30 cm 내외이다. 그리고 Figure 3.2는 

사례와 비슷하게 장기에 마약류 및 귀금속류를 은닉한 것을 X-Ray 영상

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 사진에서 알 수 있듯이 폭발물의 설치위치는 엉

덩이와 허리부분이 만나는 지점, 대략 지상으로부터 1m 지점이다.

Sort Human (70 kg) Pig (90 kg)

Rectum

Length around 20 cm around 20-30 cm 

Figure 3.1 Comparison of rectum length of human and pig

둘째, 또 다른 고려요소는 엉덩이와 허리부부의 구성요소인 근육, 지

방, 혈액 및 뼈의 밀도이며, 이 부분은 사제 폭발물의 용기에 해당되는 

역할을 하며, 이 부분의 밀도에 따라 폭풍압 및 파편의 효과가 달라 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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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2 X-Ray image of concealment of objects inside human body

선행 논문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인간 및 포유류의 인체 구성요소와 뼈

의 밀도는 먹는 음식의 종류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이지만, 일반적으

로 Table 3.1와 같으며 뼈를 제외한 혈액, 지방, 근육의 밀도가 물의 밀

도와 유사하다. 배 부분을 전방(forward), 등 부분을 후방(rearward) 그리

고 허리의 좌우 부분을 측방(sideward)라고 정의한다면 전방과 측방은 물

과 비슷한 한 종류의 밀도가 존재하며, 후방은 척추 뼈 및 골반뼈 등으

로 인해 두 종류의 밀도가 존재한다. 본 이론연구 및 수치해석에서는 주

로 모델의 비중이 1인 물로 가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고, 최종적으로 연

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도록 두 가지 물성(비중 1과 1.8)이 혼재하는 

모델을 제작하여 그 차이점을 분석하였다.

Table 3.1 Averaged density of body components of human and mammals

Type Density (g/cm3) Reference

Blood 1.043~1.060 Dominic J et al, 2014

Bones 1.8 J Yang et al, 2002

Fat 0.9196 M. S. Farvid et al, 2005

Muscles 1.0597 Ward SR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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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폭발방법

폭약의 형태 및 뇌관의 설치방향에 따라 폭발의 효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떤 방식으로 뇌관을 설치하여 기폭할지에 대하여 판단하

는 것이 중요하다. 물론 폭약의 형태는 원기둥형태를 유지하여야 장기 

내부에 설치가 용이하기 때문에 원기둥형태로 컴포지션 C-4 500 g(기폭

장치 제외)을 제작하였다. 이때 폭약의 규격은 직경 4.4 cm, 길이 20.5 

cm이다. 폭약의 설치위치는 장기 부분에 500 g, 복강에 500 g과 1000 g

을 장약하고 지표면으로부터 1 m 높이에서 폭발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한 Figure 3.3과 같이 가연성 재질인 폴리우레탄(polyurethane) 인체모형의 

엉덩이 정중앙 부분에 500 g을 장약(이하 중앙장약)하여 실험조건

<BASE>의 폭발압력과 비교하였다.

Figure 3.3 Polyurethane dummy

Figure 3.4에서 알 수 있듯이 뇌관 기폭 시 뇌관의 앞쪽에서 가장 큰 

폭굉압이 형성되고, 이 폭굉압이 폭약에 가장 큰 충격하중으로 전달되어 

폭발현상으로 발전한다. 즉, 가장 효과적인 폭발을 위해서는 Figure 

3,5(b)와 같이 뇌관의 기폭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폭약을 설치하는 것이 

유리하다(이용강,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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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Detonation pressure influence range of a detonator

Figure 3.5 Effect of different ignition directions of a detonator

3.3 폭발실험 설계

3.3.1 실험장비 배치 및 실험계획표

인간이 정지 상태에서 위험을 인지하고 감각적으로 1초 내에 신속하게 

움직일 수 있는 거리 즉, 1초당 신체반응 거리는 2.52 m이다(박준선 등, 

2013). 이를 응용하여 일반인이 위험상황을 인지하여 신속하게 이동할 

수 있는 거리를 2 m로 설정하였으며, 거리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

기 위하여 계측장비를 1 m, 2 m, 4 m 이격거리에 설치하도록 설계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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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Figure 3.6은 폭발실험 계획도이며 (a)는 배치전경, (b)는 배치사진, (c)

는 평면도, (d)는 측면도이다. 폭발지점을 중앙으로 설정하여 3개 방향으

로 1 m, 2 m, 4 m (실험조건 Base와 폴리우레탄 폭발실험은 6 m)에 폭

압센서 9대를 설치하여 폭풍압을 측정하였으며, 폭발지점으로부터 2 m

거리에 도체파편 속도 측정센서 패널(1 m×1.8 m)을 설치하여 2회에 걸

쳐 파편의 속도를 측정하였다.

(a) Diagram of the plan of explos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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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Side view of explosion experiment set up

2m : experiment condition <A>, <B> and <C>
4m : experiment condition <BASE> and <E>

(c) Plan view of explosion experiment set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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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er Blast Pressure Sensor

Fragment 
Sensor

2m : experiment condition <A>, <B> and <C>
4m : experiment condition <BASE> and <E>

2m/4m

(d) cross-sectional diagram

Figure 3.6 Sectional diagram of explosion experiment 

Figure 3.7은 폭발원점에의 도체 위치와 도체 내에서의 폭약의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장기부분에 장약한 것을 후방장약(rearward charge), 배 부

분에 장약한 것을 전방장약(forward charge)이라 정의하였다.

Figure 3.7 Positions of the dressed carcass and explosi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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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실험 설계도에 따른 세부적인 계측장비의 설치 및 기자재의 특성

은 다음과 같다.

도체를 장착하기 위한 강철 프레임(가로4 m×세로2 m)을 Figure 3.6 (b) 

및 3.7과 같이 설치하였다. Figure 3.6(b)의 폭풍압 센서는 미국 PBC사의 

펜슬형 프로브(ICP® blast pressure pencil probe) 137A22 모델과 137A23 

모델을 사용하였다. 137A22 모델은 3447.4 kPa(500 psi) 이하의 비교적 

고압의 폭발압력(incident pressure)을 측정할 수 있으므로 폭발원점으로부

터 근거리인 1 m, 2 m 지점에 설치하였으며, 137A23 모델은 34.5 kPa(5 

psi) 이하의 폭발압력에 대해 측정 가능하므로 비교적 원거리인 4 m, 6 

m 지점에 설치하였다. 이 두 종류의 폭발압력 센서를 구동하기 위해 

ICP 컨디셔너가 사용되었으며, 데이터는 아날로그 시그널 리코더를 통해 

채널당 1M sample/s 속도로 기록되도록 설치하였다. 데이터는 폭발이 인

가되는 시각을 기준으로 기록이 시작되었다. 폭발압력과 파편센서의 데

이터 획득에 관한 흐름도는 Figure 3.8과 같다.

Figure 3.8 Data acquisition diagram

Figure 3.6(b)와 같이 A4용지 크기(가로 21 cm×세로 29.5 cm)의 파편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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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측정센서 25개를 폭발원점으로부터 약 2 m 거리에 설치된 합판(가로 

1 m×세로 1.8 m, 두께 15 mm)에 부착한 후 폭발 시 발생되는 도체파편

의 속도를 2회에 걸쳐 측정하였다. 파편센서의 측정원리는 도체파편이 

센서를 관통하는 순간에 회로전류의 흐름이 차단되는데 이때의 시간과 

거리를 계산하여 속도를 구한다. 파편센서는 자체 제작한 패턴센서를 사

용하였으며, 센서 구동을 위해 디지털 컨디셔너를 사용하였으며, 데이터는 

디지털 시그널 리코더를 통해 2M sample/s로 기록하였다.

폭발 시 발생하는 화염 반경, 도체파편 속도 및 분포를 분석하기 위하

여 초고속 카메라(10,000 프레임/초)를 실험 대상으로부터 30 m 이격된 

장소에 Figure 3.6(b)와 같이 설치하였다. 또한 폭발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선기폭 대신 전기식 유선 원격기폭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실험 장비 계획을 바탕으로 총 6회 실험 실시를 위한 실험

계획표를 Table 3.2와 같이 작성하였다.

Table 3.2 Experiment plan

Experiment 
Condition

Explosion 
location

Explosive 
quantity

(g)
Condition of 

restriction
Measuring 

distance
(m)

Fragment 
velocity

measuring 
distance

Base Center 500 Air 1, 2, 6 -

A Rearward 500 Carcass 1, 2, 4 2 m

B Rearward 500 Carcass 1, 2, 4 -

C Forward 500 Carcass 1, 2, 4 -

D Forward 1,000 Carcass 1, 2, 4 2 m

E Center 500 Polyurethane 
dummy 1, 2, 6 -

실험계획표에서 실험조건<BASE>는 공기 중 폭풍압 감쇠 거동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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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기준 실험이며, 실험조건<A>, <B>는 연구사례를 재연하기 위

하여 동일 조건으로 도체 후방에 500 g의 폭약을 설치한 후 실험하였고, 

실험조건<C>는 전방에 500 g의 폭약을 설치하였으며, 실험조건<D>는 최

대 은닉량을 고려하여 전방에 1,000 g을 설치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조건

<E>는 폴리우레탄 인체모형을 활용하여 500 g을 중앙 장약하였다.

그리고 도체파편 속도의 측정은 실험조건<A>, <D>에서 실시하였다.

3.3.2 실제거리 및 환산거리

실험조건<Base>와 폴리우레탄 인체모형 실험인 실험조건<E>의 경우 

폭발원점과 전, 후, 측방의 계측지점 간의 거리는 1 m이다. 그러나 

Figure 3.7(b)와 (c)에서와 같이 후방장약과 전방장약을 실시할 경우 폭발

원점과 계측기 간의 실제 거리는 약간씩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른 삼

승근환산거리도 차이가 발생한다. Figure 3.9 및 3.10은 후방장약 및 전방

장약 시 폭발원점과 계측지점간의 실제 거리를 도식화한 것이다.

Table 3.3은 각 계측 지점별 실제거리와 삼승근 환산거리를 정리한 것

이다. 예를 들어 후방장약의 경우 폭발원점과 후방 및 전방의 도체의 두

께가 각각 7 cm, 18 cm이며, 이때 폭발원점과 계측지점간의 실제 거리는 

후방은 94.5 cm, 전방은 105.5 cm이다. 전방장약 시 도체의 두께는 각각 

22 cm, 3 cm이며 폭발원점과 계측지점간의 거리는 후방은 109.5 cm, 전

방은 90.5 c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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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Actual distance between explosive charge and measuring 
instruments in the case of Experiment condition <A> and <B>

Figure 3.10 Actual distance between explosive charge and measuring 
instruments in the case of Experiment condition <C> an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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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Real Distance and Scaled Distance between explosive charge and 
measuring instruments in the case of  Experiment condition <BASE>, <A>, 
<B> and <C>

Condition Distance 
(m) Carcass Thickness (m) Real

Distance (m)
SD

(m/kg1/3), 500g

<BASE>
1 0 1 1.26 
2 0 2 2.52 
6 0 6 7.56 

<A> & 
<B>

1
forward 0.180 1.0550 1.33
sideward 0.137 1.0015 1.26 
rearward 0.070 0.9450 1.19

2
forward 0.180 2.0550 2.59
sideward 0.137 2.0008 2.52
rearward 0.070 1.9450 2.45

4
forward 0.180 4.0550 5.11
sideward 0.137 4.0004 5.04
rearward 0.070 3.9450 4.97

<C>

1
forward 0.030 0.9050 1.14 
sideward 0.157 1.0045  1.27 
rearward 0.220 1.0950 1.38 

2
forward 0.030 1.9050 2.40
sideward 0.157 2.0023 2.52 
rearward 0.220 2.0950 2.64 

4

forward 0.030 3.9050 4.92 

sideward 0.157 4.0011 5.04 

rearward 0.220 4.0950  5.16 

 * Distance :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explosive and the blast 
pressure sensor
 * Real Distance : Distance between the center of explosive and the blast 
pressure sensor based on Figure 3.9 and 3.10

실험조건<Base>와 같이 공기 중 폭약이 정중앙에 설치된 경우, 전, 후, 

측방의 밀도와 두께가 일정하기 때문에 반경방향으로 동일한 폭발력이 

전달되며, 실제 실험에서는 폭원 주변의 매질인 도체의 두께가 방향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 계측지점에서의 폭발압력은 차이가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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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폭발실험 및 결과

4.1 실험조건<BASE>의 폭발실험 결과

Figure 4.1과 같이 폭발원점으로부터 전방, 후방, 측방 각 1 m, 2 m, 6 

m 이격지점에 폭풍압 계측기를  설치하여 측정하였다. Figure 4.2와 같이 

무전색 폭약 500 g을 지표면 1 m 높이의 나무합판에 장착하여 폭발실험

을 실시하였다.

Composition C4

Figure 4.1 Measuring points of the incident pressure in Experiment 
Condition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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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ward

Rearward
Sideward

Figure 4.2 Picture of Experiment condition <BASE>

Figure 4.3는 폭풍압 측정결과와 안전거리 개념을 도식화하여한 것이

다. 실험조건<BASE>의 1 m에서 폭풍압 평균은 1659.3 kPa로 거의 100% 

사망하는 수준의 인체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안전거리Ⅰ에 해당되며

(Figure 2.4 참조), 2 m지점에서는 평균 148.0 kPa의 폭풍압이 계측되어 

고막 파열확률이 50% 이상이 되어 안전거리Ⅱ에 해당된다. 이격거리 6 

m에서는 평균 폭풍압 19.7 kPa가 측정되어 인간의 최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거리에 가깝다. 공기 중 컴포지션 C4 500g이 폭발할 경우, 인체 손

상방지에 필요한 최소 안전거리는 2 m임을 의미한다.

실험조건<BASE>의 경우, 폭약 주위의 매질이 공기 한 종류이므로  

전, 측, 후방 각 지점에서 동일한 폭발압력이 측정되어야 하나, 후방이 

가장 크고 측방과 전방 순으로 크게 측정되었다. 이유는 Figure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야외실험장의 특성상 지면 바닥이 평탄하지 않아 계측기 

세선의 고도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폭약 주위의 임의 설치물(고정대, 측

면 2 m 지점에 설치된 파편센서 패널)에 의한 폭발압력의 간섭 및 중첩 

현상이 발생으로 생긴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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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g.= 1659.3

Avg.= 148.0

Avg.= 19.7

Figure 4.3 Experiment result graph of <BASE> and safe distance

Figure 4.4 Relationship between Scaled distance and overpressure for the 
case of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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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4는 삼승근환산거리와 압력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그래프이며, 

그 결과로부터 추정할 수 있는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        (4.1)

여기서 SD는 환산거리( ),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약량(kg)이다.

이미 Table 2.3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컴포지션 C4의 경우 폭약과 공

기와의 경계면에서 폭굉압의 0.0064%만이 공기 중으로 전파되어 컴포지

션 C4의 는 1,703.9 kPa가 되며, 이때 는 Table 2.2에 따라 3,907,200 

kPa이다.

상기 해석결과로부터 식(2.17)에 정의된 폭약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

에 영향을 미치는 임의의 폭발압력( )이 대기를 통과하면서 감쇠하는 

형태를 거리에 따른 관계식으로 다시 표현 할 수 있다. 식(4.1)의 계수 K

는 초기 폭발압과 관계있으므로 계수 뒤의 항,  의 함수가 각 매질

에서의 이동 거리(d)에 따른 폭풍압의 감쇠 형태를 표현하는 식으로 정

의할 수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식(2.17)은 다음 식(4.2)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4.2)

여기서 ′는 공기 중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  ′

는 ′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감쇠된 압력( , 

 , 또는 와 의 복합 반응), SD는 환산거리( ), D는 폭원으로

부터의 거리(m), W는 약량(kg)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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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측된 ′은 평균 1,659.3 kPa이며, 1 m에서의 SD는 1.26이므로 식

(4.2)로부터  ′는 2,896.8 kPa이다. 즉  ′은 Table 2.2에 의한 컴포지션 

C4의  (3,907,200 kPa)에 비해 0.074%에 불과하지만, 이론연구에서 에 

비해 현저히 작아 무시했던 Table 2.3에 의한 (1,703.9 kPa)값 보다는 

1.7배 큰 값을 보였으므로 이론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 ′이 ′에 주도

적인 영향을 미친다’라고 할 수 있다.

Bowen & Fletcher (1968)는 압력량(pressure dose)의 개념을 만들어 인체

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압력의 크기를 제안하였다. 그 중 실험조건

<BASE>와 비슷한 조건인 열린 공간(open field)에서 인체에 영향을 주는 

폭풍압의 크기는 입사파(incident pressure,  )와 동적압력(dynamic 

pressure, 폭굉압    ,  폭약밀도,   폭발속도)의 합으로 가정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을 실험결과에 맞춰 제한적으로 재해석하면 ‘열린 공

간의 조건과 유사한 실험조건<BASE> 경우, ′은 가스압( )와 폭굉압

()의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감쇠된 압력의 복합적 작용( ′)에 의한 영

향을 받기는 하나, 그 영향은 주로 가 감쇠된 값이며, 가 감쇠된 

의 영향은 매우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수 밀리 세컨드 사이에 발생하는 폭굉압 및 가스압의 전파는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기 매우 어려운 문제이므로, 공기 중 폭발을 모사

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여, 1 m 지점의 폭발현상 거동 관찰을 관찰한다면 

공기 중 폭발 시 와   중 무엇이 더 빨리 거동하여 최대 폭발압력에 

주도적 영향을 미치는지 유추할 수 있다.

유엔 산하 기관 UN SaferGuard에서는 폭발압력(incident pressure)을 구

할 수 있는 방정식 활용하여, 폭약 종류, 양에 대한 정보를 대입하면 임

의 이격거리의 폭발압력을 구해주는 방정식(Kingery-Bulmash Blast 

Parameter Calculator, 이하 KBBPC)을 제공하고 있다(IATG, 2015). 이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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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기에 적용할 수 있는 폭약의 종류는 TNT, C4, RDX 등 군용폭약 등 

11종이며, 흔히 산업현장에서 쓰이는 다이나마이트, ANFO 등은 제외되

었다. 계산기를 활용하여 컴포지션 C4, 500 g 및 1 m, 2 m, 6 m을 대입

하여 계산한 폭발압력은 1034.2 kPa, 206.8 kPa, 26.0 kPa 이다. 

Figure 4.5 Experiment condition BASE: Prediction on blast pressure of 
KBBPC (C4) by distance

Figure 4.5는 1, 2, 6 m에서의 <BASE>의 실험값과  KBBC C4의 예측

값을 비교한 것이다.

컴포지션 C4를 사용한 KBBPC C4값은 실험결과에 비해 1 m에서는 

37.5% (620.5 kPa) 작게, 2 m에서는 39.7% (58.8 kPa) 크게, 6 m에서는 

32% (6.3 kPa) 크게 예측되었다. 즉 근거리에 많은 차이를 보이다가 폭발

원점으로부터 거리가 멀어질수록 폭발압력의 차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발압력은 폭약량과 폭원으로부터의 거리의 함수이다. 즉 폭발압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면 폭약의 특성(폭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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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도, 피크압, 지속시간), 폭약의 구속조건(전색여부, 전색물질의 물성, 지

표면과 접촉여부) 및 폭발원점 주변의 매질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실외 폭발실험에서는 기상조건(온도, 습도, 기압, 바람 등) 및 실험장 지

면의 특성(자갈, 풀, 등) 등의 영향을 부가적으로 받을 수 있음을 뜻한다.

위의 두 가지 사례는 동일 폭약을 사용하였음에도 예측값이 약 40% 

내외의 큰 폭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그 이유로 여러 가지를 추정해 볼 

수 있지만 그 중 하나로 폭발 실험조건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험은 

지표면이 아닌 Figure 4.2과 같이 지표면 1 m 나무합판(두께 1.5 cm) 위

에서 실험한 반면, KBBPC는 지표면 폭발(surface explosion, 폭약 바닥면

이 지표면에 의해 구속)이나 반구형(hemispheric) 폭발에 적합하게 적용할 

수 있는 예측 방정식이며, 공기 중 구형폭발(spherical blast in the air)에는 

적용하기에 적합하지 않다. 실험은 지표면 폭발에 비해 구속력이 작은 

매질과 접하고 있어서 근거리 폭풍압이 크고 빠르게 감쇠되어 비교적 원

거리라 할 수 있는 6 m 지점의 폭풍압은 오히려 더 작게 측정되는 것을 

Figure 4.5로부터 확인하였다.

폭발압력, 충격량 등 폭발에너지의 특성을 쉽게 비교하기 위하여 

Hopkinson 축척법을 활용한 등가무게(TNT equivalent weight, TEW) 개념

을 사용하면 편리하다(Kenney & Graham, 1985). 단 화약의 기학적인 구

조와 기폭방법이 같고 시험환경이 동일한 곳에서 TNT와 시험화약의 폭

풍파 압력을 측정하였을 때의 등가무게 계수는 식(4.3)과 같다(박정수 등, 

2005).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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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등가무게 계수, 는 비교대상 폭약의 폭원으로부터 

거리, 는 TNT의 폭원으로부터 거리,   비교대상 폭약량,   

TNT의 폭약량이다. 이 개념에서 등가무게 계수가 1보다 크면 같은 거리

에서 TNT보다 높은 압력을 보이며 1보다 작으면 낮은 압력을 보인다. 

비슷한 개념으로 유엔 산하 IATG(International ammunition Technical 

Guideline)의 보고서에 의하면 TNT 등가개념을 적용하여 TNT 등가 질량

(TNT Equivalent Mass, TEM) 상수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폭약에 대한 공

기 중 최대 폭발압력(peak pressure) 및 충격량(impulse)을 비교할 수 있도

록 표를 제시하고 있으며, 고성능 폭약(high explosive)에 충분한 정확성

을 가지고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이때 사용하는 TEM 상수는 

식(4.4)를 활용할 수 있으며 미리 계산된 TEM 상수는 Table 4.1와 같다

(IAGT, 2015).

  exp 
  × exp (4.4)

여기서  는 TNT 등가질량 (kg), exp 는 폭약의 폭굉비에너지

(Specific Detonation Energy of Explosive) (J/kg), 
 는 TNT의 폭굉비에

너지 (Specific Detonation Energy of TNT) (J/kg), exp는 사용된 폭약의 

질량 (kg)이다.

Table 4.1로부터 TEM 상수 중 최대 폭발압력의 경우 RDX의 TEM 상

수는 1.14이며, 컴포지션 C4의 TEM 상수는 1.37이다. 이때 사용된 컴포

지션 C4의 폭속과 밀도는 Table 2.1에 제시된 실험 및 수치해석에 사용

된 것보다 다소 큰 값을 나타냈었다. Table 4.1에서 특이한 점은 RDX의 

밀도와 폭속이 컴포지션 C4에 비해 큼에도 불구하고 TEM 상수는 RDX

에 비해 컴포지션 C4가 1.2배 더 크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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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e-calculated TNT equivalence factors for a range of high 
explosive and characteristics of Composition C4 and RDX

Explosive Density
(kg/m3)

Detonation 
Velocity

(m/s)

TNT Equivalence Mass
Peak Pressure Impulse

Composition 
C4

1.71 8,200 1.37 1.19

RDX 1.81 8,700 1.14 1.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폭약의 종류는 실험에서는 컴포지션 C4, 수치해석

의 폭약 재료모델은 RDX를 사용하였으며, 이론연구에서는 TNT를 예시

로 사용하였다. 이 세 종류 폭약에 대한 공기 중 폭발압력의 차이를 설

명하기 위해서 폭발 에너지양의 크기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을 비교한 

IAGT의 보고서에 제시된 TEM 상수를 활용하기로 하였다.

Figure 4.6 Comparison between Explosion Experiment  BASE and large 
scale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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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6은 폭발압력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를 좀 더 깊게 설명하기 

위하여 삼승근환산거리를 활용하여 컴포지션 C4를 사용한 실험조건

<BASE>와 TNT를 사용한 2.2장의 지표면 대형실험을 비교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에너지의 방출속도가 빠른 화약은 가까운 곳에서는 높은 

압력을 보이다가 거리가 증가하면서 급격히 감소한 반면, 느린 화약은 

폭원으로부터 가까운 곳에서의 압력은 낮으나 거리에 따른 압력의 감소

가 비교적 작아 거리가 먼 곳에서는 비교적 높은 압력과 충격량을 나타

내므로(박정수 등, 2005) TEM 상수가 TNT보다 큰 컴포지션 C4의 최대 

폭발압력은 폭발원점으로부터 가까운 거리에서 크고 거리가 멀어 질수록 

TNT를 사용한 대형폭발이 더 높은 압력을 보이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다.

Table 4.2는 두 실험의 폭약의 특성, 환산거리를 활용한 경험식의 계수

(K, α), 폭약의 접촉면의 특성 등을 비교한 것이다.

Figure 4.6과 Table 4.2에서 두 가지 다른 실험결과를 비교하려면 실험

조건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이유는 폭발압력에 영향을 주는 세 가지 

주요 요인이 다를 뿐 아니라 날씨, 지표면의 특성과 폭발압력 측정 장비

의 차이에서 발생되는 근본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표 및 그래프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초기 폭발압력의 크

기와 비례하여 계수(K)가 크다는 점이다. 또한 대형실험의 감쇠지수(α)는 

1.575로 이론연구와 같이 감쇠지수가 1.5 정도로 비슷한 반면 실험의 경

우 감쇠지수가 2.411로 매우 큰 폭의 감쇠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시 말해 컴포지션 C4의 TEM 상수가 TNT보다 크기 때문에 폭발 초기

에 많은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어 두 지수가 크게 나타났을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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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the two experiments

Sort BASE Large Scale

Explosive

Type Composition C4 TNT

Weight (Kg) 0.5, 1 1~30,000

Density (g/cm3) 1.6 1.65

Detonation 
velocity (m/s) 8,000 6,900

Relative 
effectiveness factor 1.34 1

Scale
Distance

Coefficient (K) 2141.8 1642.6

Coefficient (α) 2.411 1.575

Material of contact surface Plywood Ground

Distance from
ground (m) 1 0

Measuring distance (m) Less than
6 -

Measuring
equipment

Model PCB 137A22
PCB 137A23 -

Resonant 
Frequency

Greater than
 400 kHz -

* Army FM5-250(1992), TM 5-1300(1990), Ki(2002)

Figure 4.7은 각 측정지점까지의 최대 폭풍압 도달시간을 나타낸 것이

며, 1 m, 2 m에서는 유사한 도달 시간이 측정된 반면, 6 m에서는 큰 오

차가 발생하였다. 세부적인 도달시간은 1 m에서 약 0.009초, 2 m에서 약 

0.01초이며, 6 m에서는 약 0.0185초(오차범위가 큰 전방 제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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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7 Arrival time of the maximum blast pressure: Forward, Sideward 
and Rearward

인간의 일반적인 신체반응속도는 0.4±0.001 m/s로 알려져 있다(1990, 

남철현). 따라서 인간의 반응속도로는 500g 폭발 시 폭풍압으로부터 최

소피해를 입힐 수 있는 안전거리Ⅳ(6m, 0.0185초)까지 인간의 본능적인 

신체반응속도도로는 대피나 방호가 불가능하다.

본 실험에서 얻은 ‘공기 중 폭발실험에 따른 계측지점의 시간에 따른 

폭풍압 이력곡선’과 ‘최대 폭풍압 도달시간’은 부록(appendix)에 포함하였

다. 참고로 최대 폭풍압 도달시간의 경우 실험조건<BASE>와 달리 실험

조건<A>, <B>, <C>, <D> 및 <E>는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려울 정도로 큰 

차이를 보였다. 그 이유를 확인하기 위하여 초고속 카메라 영상을 확인한 

결과, 폭발 후 2 ms ~ 3 ms 사이에 폭풍압 측정 계측기가 설치된 1 m 지

점에 도체파편이 도달하는데, 폭발원점과 계측기 사이에도 미세한 도체파

편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이 도체파편이 폭풍압 전파진행 방향에 위치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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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충격파 전파에 대한 간섭현상이 발생하여 도달시간 측정에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폭약의 폭굉에너지에 의한 폭발압력 파형의 특징을 살펴보면 폭약이 

지표면 가까운 공기 중에서 폭발하게 되면 충격파가 발생되고 폭약에서 

가깝고 높이가 비슷한 점에서 방사상으로 전파하고 이때 입사파(incident 

wave)와 지면에서 반사되는 반사파(reflected wave)가 발생한다. 반사파의 

속도가 약간 빠르게 진행하기 때문에 입사파와 반사파의 거리가 좁혀지

고 입사파를 추월하여 하나의 중첩된 압력파, 즉 매치 스템(mach stem)이 

형성된다(박정수 등, 2005). 즉 이러한 매치 스템 형성지점은 폭약의 폭

발높이와 관계가 있으며 폭약의 종류와 양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고 알려졌다(Kinney & Graham, 1985). 

Figure 4.8은 이러한 폭풍파 압력파형의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TNT 폭풍압 측정사례이다. 이러한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4.8을 

분석해 보면, 5.12 m에서 폭발 후 입사파가 발생한 후 약 0.0045초에 반

사파 발생하였으며, 약 8 m 지점에서는 매치 스템에 의한 중첩현상

(superposition)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본 연구의 실험조건<BASE>

에서도 동일하게 발생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Figure 4.8 TNT blast wave 5.12 m and 8.14 m away from the detonation 
position (Park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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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9는 실험조건<BASE>의 전방, 측방, 후방의 폭풍압 이력 그래

프를 축척에 의하여 도식화한 것으로 1 m, 2 m, 6 m에서의 주파수의 진

폭과 파장 등에 대하여 비교 가능하다. 이 그래프는 인체 및 보안 물건

에 주로 영향을 미치는 압력이 주로 양압(positive pressure) 성분임을 고

려하여 음압성분은 제거하고 양압만을 도시하였다. 이렇게 양압 성분만

을 고려한 이력곡선을 활용하면, 폭풍압을 시간에 대하여 적분하여 측정

거리별 충격량을 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충격량은 VASDIP 프로

그램의 입력값으로 사용함으로써 사례와 같은 상해 확률을 도출하여 최

소안전거리 및 보안안전거리 개념에 유용하게 적용할 수 있다.

incident
reflected

superposed

(a) Forward

(b) Side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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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earward

Figure 4.9 Time history of air-blast pressure at different distance

Figure 4.9의 1 m 지점에서의 폭풍압 이력곡선 (a), (b), (c)를 보면 각 

방향에서의 최대 폭풍압 도달시간 및 지속시간 등이 미세한 차이를 보이

고 있다. (a)의 2 m지점을 살펴보면 약 0.0095초에 최대 폭풍압(maximum 

incident wave)이 발생된 후, 약 0.015초에 반사파(reflected wave)가 발생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반사파의 발생원인은 지표면으로부터 1 m 위에 

설치된 폭약의 폭풍압이 지표면에 반사되어 발생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으며, 매치 스템 형성지점을 대략 6 m지점에 박정수 등(2005)이 수행

한 것과 비슷한 중첩현상이 발생 되었다. 이 중첩현상은 부록 1.1의 6 m

지점의 이력곡선 (g), (h),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4.2 실험조건<A>와 <B>의 폭발실험 결과

Figure 4.10은 도체의 중앙으로부터 전방, 후방, 측방 각 1 m, 2 m, 4 

m 이격지점에 설치한 계측기의 위치를 보여준다.

실험에서 후방 2 m지점의 계측기(gauge #6)는 오류로 인하여 결과 값

을 얻지 못하였으며, 동일 조건에서 실험을 2회 수행하였다. 또한 실험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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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B>에서는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측방에는 속도측정 패널을 설치하

여 도체파편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도체파편에 관한 내용은 4.7장에서 상

세히 서술하였다.

Composition C4

 

Figure 4.10 Measuring points of the blast pressure in Experiment condition A and B 

Table 4.3  The result of blast pressure measurement of Experiment condition 
A and B

Sort
Real 

Distance
(m)

SD 
(m/kg^(1/3))

Experiment 
condition 

<A>

Experiment 
condition 

<B>

Average 
of 

<A>&<B>

1m

Forward 1.0550 1.33 43.4 37.9 40.7

Sideward 1.0015 1.26 71.7 70.3 71.0

Rearward 0.9450 1.19 111.0 306.1 208.5

2m

Forward 2.0550 2.59 34.5 27.6 31.1

Sideward 2.0008 2.52 45.5 40.0 42.8

Rearward 1.9450 2.45 - 80.0 80.00

4m

Forward 4.0550 5.11 11.7 11.6 11.7

Sideward 4.0004 5.04 29.0 23.4 26.2

Rearward 3.9450 4.97 43.4 37.9 40.7



- 54 -

Figure 4.11 Experiment result of <A> and <B> and the safe distance

Table 4.3은 측정 위치에 따른 실제거리, 삼승근 환산거리, 실험조건

<A> 및 <B>의 최대 폭발압력 측정값 및 평균값을 정리한 표이다.

Figure 4.11은 Table 4.3의 최대 폭발압력의 평균값을 측정 방향별로 안

전거리 개념과 함께 도시한 것이다. 이 그래프로부터 각 지점에서 계측

되는 폭발압력은 도체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감쇠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

다. 세부적으로 분석하면 도체의 두께가 가장 두꺼운 전방(18 cm)의 경

우, 1 m지점에서의 평균 폭발압력은 40.7 kPa(1회차 43.4 kPa, 2회차 37.9 

kPa)이며, 이는 실험조건<BASE> 1m 지점의 평균 폭풍압인 1659.3 kPa 

대비 2.45% 수준으로 감쇠되었으며, 도체의 두께가 가장 얇은 후방(7 

cm)의 평균 폭발압력은 208.5 kPa(1회차 111.0 kPa, 2회차 306.1 kPa)로  

실험조건<BASE> 대비 12.7%로 감쇠되었다.

2.2장의 Table 2.3에서 컴포지션 C4의 폭굉압()은 26,623.3 MPa이며 

도체를 물로 가정할 경우 폭약과 물의 접촉면에서의 폭발압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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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21%만이 전달되어 5,590.9 MPa가 된다. 이 는 도체의 두께에 반비

례하여  ′이 되고 다시 공기와의 접촉면에서  ′의 0.0064%만이 전달되

어  ′가 된다. 이때 도체를 물로 가정하였으므로 감쇠정도를 나타내는 

함수는 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공기 중을 통과하면서 감쇠되어 약 1 

m 지점에서 실측되는 폭발압력의 평균값 ′′은 전방 40.7 kPa, 측방 71.0 

kPa, 후방 208.5 kPa이다. 이 측정값은 대비 전방은 0.00073%, 측방은 

0.0013%, 후방은 0.0037%에 해당한다.

수 밀리 세컨드 사이에 발생되는 실험의 특성상 도체 내에서 감쇠되는 

과  ′간 차이의 폭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물속의 감쇠정도 

함수인 의 도출도 어렵다. 따라서 는 수치해석을 통하여 유추하는 것

으로 하였다.

본 실험과 같이 도체의 두께가 25 cm 이내로 얇고 폭발원점으로부터의 

계측거리가 6 m 이내로 비교적 짧은 경우 도체 내에서의 감쇠보다는 이종

매질 경계면에서 두 번의 감쇠 즉 폭약과 물의 경계면 그리고 물과 공기

의 경계면에서의 감쇠가 폭발압력 감쇠의 주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실험조건<BASE>에서 1 m에서의 폭풍압(′ )은 1,659.3 kPa이며 본 실험 후

방 1 m에서의 평균 폭풍압( ′′)은 208.5 kPa이다. 즉 후방의 도체 두께 

0.07m에 의해 기준 실험대비 87.4%가 감쇠되었다. 2 m 지점의 ′은 평

균 148 kPa이며,  ′′은 평균 80 kPa로 도체에 의해 42.9%가 감쇠되었다. 

또한 전방의 경우, 도체 두께 0.18 m로 후방에 비해 폭약 주위 매질의 두

께가 2배 이상 두꺼워짐에 따라 1 m, 2 m지점에서는 기준 실험대비 각각 

97.54%, 78.99%가 감소되었다.

이는 Figure 4.11의 그래프로부터 폭발원점으로부터 계측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쇠정도의 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현상은 

실험조건<BASE>와 마찬가지로 비록 1차 매질을 통과한 후의 폭풍압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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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원접으로부터 근거리에서의 초기 폭풍압이 크면 거리에 따라 크게 감소

하고, 근거리 압력이 작더라도 감쇠의 폭이 작게 측정되는 것을 뜻한다.

안전거리 개념을 적용하여 Figure 4.11을 분석하면 1 m지점에서 후방

은 안전거리 Ⅰ에 해당되어 폐 상해가 시작되며, 측방은 안전거리 Ⅱ에 

해당되어 고막손상의 우려가 있고, 전방은 안전거리 Ⅲ에 해당되어 고막

손상이 시작되는 정도의 피해가 예측된다.

2 m지점에서 후방은 안전거리 Ⅱ로 고막상해 확률 50%에 근접하여 

보안 안전거리의 개념과 비슷한 상해가 발생되며, 측방과 전방은 안전거

리 Ⅲ로 고막상해가 시작되는 상해가 예측된다.

4 m지점에서 후방은 안전거리 Ⅲ, 측방 및 전방은 안전거리 Ⅳ로 경미

한 상해가 예상되는 최소 안전거리 개념에 가깝게 측정되었다.

상기 내용을 사례에 적용하면 폭발원점과 보안 물건의 거리가 1 m정

도라면 방향에 상관없이 고막 손상 이상의 상해 발생이 예측되고, 특히 

보안 물건이 도체의 두께가 가장 얇은 후방에 위치하였다면 치명적인 폐

손상을 당하였을 가능성도 있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폭발원점과 보안 물건의 거리가 2 m 정도로 전방에 위치했다

면 최소한의 고막 상해의 우려가 있을 것이며, 방향이 바뀌어져 후방이 

보안 물건을 향할 경우 고막 상해 등 유의미한 피해 발생이 예측된다. 

또한 보안 물건이 인간의 신체 반응속도와 추가적 움직임을 통하여 폭발

원점으로부터 대피함으로서 이격거리가 4 m 정도로 이격되었다면 후방

을 제외한 전방 및 측방은 아주 경미한 피해를 입게 되는 최소 안전거리

가 된다.

결론적으로 실험조건<A> & <B>에서 폭발원점으로부터 보안 물건의 

거리가 1 m, 2 m, 4 m 이격되었다면 어느 지점에서도 보안 물건에 치명

적인 피해를 유발할 정도의 폭발압력이 전달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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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2 m의 거리를 확보하였더라도 전방과 후방이 바뀌었다면 보안 물건

은 보도와 달리 찰과상 이상의 상해를 입었을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

다.

Figure 4.12 Integrated comparative analysis of forward, sideward, rearward 
explosion experiment in condition A, B and BASE

Figure 4.12는 실험조건<A>와 <B>의 전방, 후방, 측방의 폭풍압을 삼승

근 환산거리를 활용한 후 실험조건<BASE>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그래프로부터 전방(a), 측방(b), 후방(c)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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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4.5)

  ×       (4.6)

  ×       (4.7)

여기서 SD는 환산거리( 



),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약량(kg)이며 각 적합도는 식(4.5) 0.8883, 식(4.6) 0.9701, 

식(4.7) 0.8128로, 측방의 신뢰도가 가장 높고 후방의 신뢰도가 낮게 나타

났다. 

전반적으로 공기 중 폭발압력보다 도체 내 폭발의 기울기가 더 작고 

완만하며, 계측 지점별 피크압은 도체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감소하였다. 

즉 전방에서의 최대압력이 가장 작고, 측방, 후방 순으로 폭발압력이 증

가하였다.

식(4.5), (4.6) 및 (4.7)의 결과로부터 도체의 두께가 가장 얇은 후방

(0.07 m)이 계수 K와 α가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전방(0.18 m)의 계수

가 가장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계수 K와 α는 도체의 두께와 반비례하

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계수 K와 α는 도체의 두께에 영향을 받

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따라서 실험조건<C>와 <D>에서도 두께와 두 

계수와의 관계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는지 확인이 필요하며, 동일한 결

과를 보일 경우 폭발원점 주위 매질의 두께와 계수들과의 관계를 함수식

으로 표현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4.13은 선행 논문 중 실험 방법에 있어서 비교적 유사성이 있는 

‘Water gel의 밀도 및 두께변화에 따른 폭발압력 저감’(정우진, 2013)에 

제시된 거리에 따른 폭풍압 이력곡선이다. 이 논문에 사용된 폭약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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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254 kg ~ 0.1 kg 정도로 본 실험에 비해 1/5 ~ 1/10정도로 적고, 특히 

폭약의 밀도도 약 0.5 g/cm3으로 일반적인 TNT의 밀도인 1.65 g/cm3에 

비해 낮은 폭약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폭속이 컴포지션 C4보다 매우 작

은 값을 갖는다. 폭약의 밀도 및 폭속은 폭굉압 뿐 아니라 최대 폭풍압

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본 실험과 달리 

현저히 낮은 밀도의 폭약을 사용하였다는 점과 최대 폭풍압에 대한 데이

터 값 및 경험식 등을 싣지 않고 현상 분석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 때

문에 본 논문과는 해석방향 및 결과에 있어 차이점이 있었다. 폭약량과 

거리가 상이하였음에도 동일한 최대 폭풍압을 예측할 수 있다는 삼승근

환산거리의 개념에 따라 그래프의 결과값을 본 실험 결과와 대비하여 분

석하면 다음과 같다.

그래프 (b)의 조건, 즉 Water gel의 두께 2 cm , 폭약량 0.05 kg(밀도 

약 0.51  g/cm3)과 계측거리 1.5 m에서의 최대 폭풍압은 그래프로부터 대

략 27.6 kPa를 추정할 수 있다. 본 논문의 경험식 중 두께가 가장 얇은 

후방(7 cm)의 경험식(4.7)에 Figure 4.13 (b)의 조건을 대입해 본 결과 

55.87 kPa값을 얻었다. 이 결과는 실험에 비해 완충재의 두께도 5 cm 얇

고 완충재의 밀도도 0.4 ~ 1 g/cm3 정도로 낮았음에도 더 높은 폭풍압이 

측정되어야 하나, 실험결과 예측치에 비해 50%정도 작게 측정되었다. 이

는 폭약 주위의 매질의 두께와 폭발압력이 반비례한다는 가설과 반대되

는 현상이다.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선행 논문에 사용된 폭약의 밀도

와 폭속이 작아 계측지점에 전달되는 폭발에너지가 적게 전달되었기 때

문으로 추정한다. 즉 홉킨스의 삼승근 환산에 의한 축척을 사용하기 위

해서는 화약의 폭발에너지에 영향을 미치는 폭약의 밀도와 폭발속도가 

비교적 동일할 때 합리적인 비교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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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mples of pressure profiles for 0.05 kg of TNT without water gel, and
 (b) With water gel, for thickness of 0.02 m (at distance of 1.5 m)

Figure 4.13 Graph of mitigation effect of overpressure by water gel (Jung, 
2013)

4.3 실험조건<C>, <D>의 폭발실험 결과

폭약의 양은 500 g과 인체에 은닉할 수 있는 최대 폭약량을 1,000 g으

로 가정하여 전방장약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3.2에서와 같이 실험조

건<C>는 실험조건<A> 및 <B>와 달리 폭원주위 매질의 두께가 변경된 

실험이며, 실험조건<D>는 매질의 두께와 함께 폭약량이 두 배로 증가된 

실험을 실시한 것이다. Figure 4.14와 같이 폭풍압 측정을 위하여 도체 

정중앙부분으로부터 전방, 후방, 측방 각 1 m, 2 m, 4 m 이격지점에 계

측장비를 설치하였다. 이때 도체의 두께는 전방 3 cm, 후방 22 cm가 된

다. 실험조건<D>에서는 계측기 오류로 인하여 #6, #8의 데이터 값을 얻

지 못하였다. 또한 실험조건<D>에서는 계측기가 설치되지 않은 측방에

는 속도측정 패널을 설치하여 도체파편 속도를 측정하여 500g 폭발 시 

파편속도와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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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sition C4

Figure 4.14 Measuring points of the performance in experiment condition C and D

 Figure 4.15 및 4.16은 실험조건<C> 및 <D>의 각 계측 지점에서 최대 

폭발압력 측정결과와 안전거리 개념을 함께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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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5 Experiment result of <C> and safe distance

Figure 4.16 Experiment result of <C> and safe distance

Figure 4.15에서 실험조건<C>의 1 m 지점의 경우, 전방은 안전거리 Ⅰ, 

측방과 후방은 Ⅲ에 해당하며, 2 m 지점의 경우, 전방은 안전거리 Ⅱ, 측

방은 안전거리 Ⅲ, 후방은 안전거리 Ⅳ에 해당한다. 4 m의 경우, 전방은 

안전거리 Ⅲ, 측방 및 후방은 안전거리 Ⅳ에 해당한다. 즉 실험조건<C>

의 경우 폭발원점과 보안 물건과의 거리가 2 m가 아닌 1 m로 좁혀서 

전방을 향하였다면 보안 물건에 대한 거리가 안전거리Ⅰ 이상이 되어 보

안 물건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을 것이다.

 실험조건<C>에 비해 폭약량을 두 배로 늘린 실험조건<D>의 1 m지점

에서는 전방 및 측방은 안전거리Ⅰ, 후방은 안전거리 Ⅱ에 해당하며, 4 

m 지점에서 전방은 안전거리 Ⅱ, 후방은 안전거리 Ⅳ에 해당된다. 

폭약량이 두 배로 증가함에 따라 전방 1 m 지점의 경우 278.5 kP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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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417.1 kPa로 1.5배 증가, 2 m 지점에서는 89.6 kPa에서 286.6 kPa로 

3.2배 증가, 4m 지점에서 34.5 kPa에서 82 kP로 2.38배 증가하였다.

위 결과로부터 ‘폭발원점으로부터 4 m 이내의 근거리에서의 폭발압력

은 폭약량이 늘면 그 세기도 증가된다.’라고 할 수 있다.

Figure 4.17 Integrated comparative analysis of forward, sideward, rearward 
explosion experiment in condition C, D, and  BASE

Figure 4.17은 실험조건<A>와 <B>의 전방, 후방, 측방의 폭풍압을 삼승

근 환산거리를 활용한 후 실험조건<BASE>와 비교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예측할 수 있는 경험식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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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  ×      (4.8)

  ×        (4.9)

  ×       (4.10)

여기서 SD는 환산거리( 



),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 부터의 

거리(m), W는 약량(kg)이며 각 적합도는 식(4.8)에서 0.911, 식(4.9)에서 

0.928 식(4.10)에서 0.8884이며, 실험<A>, <B>와 마찬가지로 측방의 신뢰

도가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식(4.8), (4.9) 및 (4.10)의 결과로부터 도체의 두께가 가장 얇은 전방

(0.03 m)이 계수 K와 α가 가장 크고, 가장 두꺼운 후방(0.22 m)의 계수

들이 가장 작았다. 즉 실험조건<A> 및 <B>와 마찬가지로 계수 K와 α는 

도체의 두께와 반비례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즉 이러한 관계를 

함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면, 도체의 두께를 알면 실험과 같은 조건의 

폭풍압 경험식을 도체의 두께와 지수에 대한 함수식을 활용하여 도출할 

수 있고, 이렇게 도출된 폭풍압 경험식에 거리를 대입하여 원하는 지점

의 폭풍압을 유추할 수 있다. 이 상관관계는 4.6절에서 상세히 서술하였

다.

4.4 실험조건<E>의 폭발실험

실험조건<E>는 Figure 4.18과 같이 계측기를 설치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중앙장약을 하였으므로 폭발원점과 계측기와의 거리는 전방,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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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 측방 모두 12.5cm가 된다. 이 실험을 통하여 Figure 3.3과 같이 폭원 

주위 매질이 도체가 아닌 가연성(flammable) 재료인 폴리우레탄

(polyurethane)이 사용된 경우, 폭발압력의 변화와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

한 폭풍압 경험식의 두 계수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비교할 수 있다.

Composition C4

Polyurethane 
dummy

Figure 4.18 Measuring points of the performance in experiment condition E

 Figure 4.19는 실험조건<E>의 각 계측 지점에서 최대 폭발압력 측정

결과와 안전거리 개념을 함께 도시한 것이다.

실험조건<E> 실험 시 폭발 연기의 색깔은 Figure 2.2 (b)의 컴포지션 

C4의 폭발 사진보다 더 짙은 검정색을 띠고 있었다. 그 이유는 폭발 시 

가연성 재료인 폴리우레탄이 동시에 연소되면서 발생되는 불연소 가스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1장에서 정의한 사제 폭발물의 5대 구성

요소 중 용기의 재질에 따라 연기의 색깔이 변할 수 있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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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9 Experiment result of <E> and safe distance

실험조건 <A>, <B>, <C>와 <E>의 실험 중 이격거리 1 m에서의 환산

거리가 비슷한 지점의 최대 폭풍압을 비교해보면 실험조건<A>와 <B>에

서 평균 208.5 kPa(SD 1.19), 실험조건<C>에서 278.5 kPa(SD 1.14)이며 실

험조건<E>에서 평균 402.42 kPa(SD 1.26)이다. 환산거리가 비슷하다고 가

정하면, 폭약 주위의 매질이 도체일 경우보다 가연성(flammable) 재질인 

폴리우레탄을 활용할 경우 공기 중 폭풍압이 더 크게 측정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19에서 1 m 이격거리에서는 안전거리Ⅰ, 2 m 지점(평균 97.4 

kPa)은 안전거리Ⅱ, 4 m 지점(평균 16.1 kPa)로 안전거리Ⅳ에 해당한다.

Figure 4.20는 실험조건<BASE>와 실험조건<E>(빨간색 실선)의 전방, 

측방, 후방 폭풍압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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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0 Integrated comparative analysis of forward, sideward, rearward 
explosion experiment in condition E  and  BASE

Figure 4.20으로부터 전방(a), 측방(b), 후방(c)에서 예측할 수 있는 경험

식은 다음과 같다.

 for  ×       (4.11)

  ×       (4.12)

  ×       (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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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D는 환산거리( 



),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

리(m), W는 약량(kg)이며 각 적합도는 식(4.11)에서 0.9988, 식(4.12)에서 

0.996 식(4.13)에서 0.9931로 나타나 세 방향 모두에서 매우 신뢰도가 높

은 실험결과를 획득하였다.

Figure 4.20에서 알 수 있듯이 세 실험 모두 비슷한 결과를 보이고 있

으며, 특히 전방과 후방의 그래프는 매우 근사한 것을 알 수 있다. 폴리

우레탄이 도체에 비해 비교적 일정한 밀도와 두께를 가지고 있어서 좌, 

우, 측방에서의 폭풍압 감쇠 정도가 비슷하게 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공

기 중 감쇠정도와 비교할 때 도체에 의한 감쇠보다 확연히 작은 감쇠 경

향을 보이고 있으며 감쇠지수 α는 약 1.62 ~ 1.88정도로 일반적인 대기 

중 지표면 폭발의 감쇠지수 1.5보다는 크고, 실험조건<BASE>의 감쇠지

수 2.411보다는 작은 결과가 도출되었다.

4.5 도체 두께에 따른 이격거리별 피해범위 예측

4.5.1 실험결과에 의한 안전거리 종합

임의의 지점에서의 폭풍압의 세기는 도체 두께와 관계있으므로 실험조

건에 상관없이 도체 두께를 중심으로 안전거리의 개념을 적용하여 종합

적으로 정리하면 Table 4.4과 같다. 이 표로부터 폭약 C4 500 g이 폭발할 

경우, 두께에 상관없이 상해확률 1% 미만의 거리에 해당하는 안전거리

Ⅵ, 즉 보안 안전거리는 반드시 4 m 이상이 되어야하며, 고막파열 등 인

체에 비교적 치명상을 줄 수 있는 안전거리Ⅱ, 즉 최소 안전거리는 2 m 

이내임을 알 수 있다. 이 실험의 결과를 다양한 조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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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정식 모형 등을 활용하여 일반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Table 4.4 Safety level at different carcass thicknesses and distances from the 
explosive (500 g of C4)

* Ⅰ, Ⅱ, Ⅲ, Ⅳ: Safe DistanceⅠ, Ⅱ, Ⅲ, Ⅳ

Figure 4.21은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폭약 C4 500 g이 폭발할 경우

(1,000 g 제외), 도체의 두께에 따른 평균 폭풍압을 활용하여 인체피해정

도를 도식화하여 일반화한 것이다. 각각의 그래프는 엑셀을 이용하여 회

귀선과 그 방정식 모형을 도출한 것으로 y축(방정식 중 P)은 폭풍압이며, 

χ축(방정식 중 D)은 폭발원점으로부터의 거리이다. 그리고 2.3장의 육군

교범(ARMY TM-1300, 1990)을 근거로 도체의 두께별 거리에 따른 피해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식화하였다. 안전거리 Ⅳ(20.7 kPa)는 압력이 

낮아 표시의 의미가 크지 않아 그림에서는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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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1 The range of damage to human body due to blast pressure by  
 the distance and the carcass thickness  (500 g of C4)

본 측정구간에서의 방정식 모형의 적합도는 0.9975에서 1.0으로 적합하

며, 피해범위 예측식은 다음과 같다.

     (4.14)

     (4.15)

    (4.16)

     (4.17)

여기서 P0.03m, P0.07m, P0.18m, P0.22m는 각 도체두께가 0.03 m, 0.07 m, 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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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0.22 m일 때의 폭풍압(kPa)이며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이다. 

위 예측식 모형은 폭약량이 500 g이고 도체의 두께가 0.03 m에서 0.22 

m인 범위에서 폭풍압이 310.3 kPa이하에 해당하는 인체피해에 대한 안

전거리를 예측할 수 있는 방정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피해범위 예측식 모형을 활용하여 2.3장에서 규정한 각 피해한계 

압력인 34.5 kPa, 103.4 kPa, 206.8 kPa와 인체최소 피해압력 20.7 kPa를 

대입하여 해당되는 거리를 역으로 도출한 결과는 다음 Table 4.5와 같다.

Pressure 
level
(kPa)

Extent of damage
Carcass Thickness (m)

0.03 0.07 0.18 0.22
Expected distance  (m)

20.7 Minimum damage to 
human 5.5 4.6 2.9 3.1

34.5 Eardrum Rupture 
(Threshold) 3.9 3.4 1.6 1.6

103.4 Eardrum Rupture (50%) 1.9 1.7 - -

206.8 Lung Damage (Threshold) 1.2 1.1 - -

Table 4.5 Expected distances of damage by different pressure level 
and carcass thickness (500 g of C4)

Table 4.5에 의하면 두께와 상관없이 보안 물건으로부터 5.5 m 정도 

이상의 거리를 확보한다면 인체피해가 거의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

를 도출하였다. 즉 Table 4.4 및 4.5를 종합하면 보안 물건의 안전을 확

보할 수 있는 보안 안전거리는 5.5 m이나, 안전율을 적용하여 약 6 m 

이상으로 제안할 수 있으며 안전거리 Ⅱ, 즉 최소 안전거리는 도체두께

가 가장 얇은 0.03 m의 경우 1.9 m로 계산되었다. 이 거리 또한 안정성

을 고려하여 실험에 의한 최소 안전거리를 2 m로 제안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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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피해예측 프로그램을 활용한 최소안전거리 및 보안안전거리

의 예측

BREEZE VASDIP 프로그램은 충격압력으로부터의 인체 장기 및 건물

의 취약성에 대한 평가를 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압력-충격량 곡선

(Pressure-Impulse (P-I) Curve)을 활용하여 인체 취약성을 근거로 상해 가

능성 여부를 판단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breeze-software.com, 2019). 거리

별 상해확률 추정에 대한 분석절차를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 Figure 4.22

의 (a), (b), (c), (d) 순의 과정으로 실시하였다.

  

(a) Measuring overpressure (b) Predicting maximum blast 
pressure by distance

(c) Predicting impulse by distance (d) Estimating probability of 
human damage by distance

Figure 4.22 Procedure of estimating the probability of human damage b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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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별 상해확률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실험을 실시하여 (a)와 같은 이

력곡선(음압을 제거한 양압만 표시)에서 최대 폭풍압(과압)을 측정하고, 

프로그램을 통하여 (b)와 같이 거리별 최대 폭풍압 예측곡선을 그려 (c)

와 같이 거리별 충격량을 예측한다. 최종적으로 예측된 최대 폭풍압, 충

격량 및 상해기준에 따른 압력-충격량 곡선이 도식화되면 이를 활용하여 

거리별 상해 확률을 추정할 수 있다.

부록<3>에 거리별 최대 폭풍압, 충격량 및 고막파열 확률 추정곡선 중 

전방장약(forward charging)을 참고자료로 수록하였다.

Table 4.6는 이러한 방법으로 도출한 최종 결과값을 정리한 것이다. (a)

는 상해확률 50% 예상거리(안전거리Ⅱ, 최소안전거리), (b)는 상해확률 

1% 미만 예상거리(안전거리Ⅳ, 보안 안전거리), (c)는 상해확률 50% 예상

거리에서의 압력, (d)는 상해활률 1% 민만 예상거리에서의 압력에 대한 

결과값이다.

이 분석결과에 의하면 폭약량 500 g 폭발 시 고막파열 확률 50%의 피

해가 발생되는 예상 거리는 전방에서는 2 m, 후방에서는 1 m일 때이다. 

즉 폭약 500g에 대한 치명적인 상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안전거리는 

2 m로 예측하였다. 또한 고막 파열확률이 1% 미만으로 발생되는 예상거

리는 전방에서는 4.5 m, 후방에서는 2.5 m로 예측하였다. 또한 폭약 

500g을 인체 내에 은닉한 자폭테러범으로부터 보안 물건을 안전하게 보

호할 수 있는 보안 안전거리는 4.5 m 이상을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예

측되었다.

앞장에서 실험을 통해 예측한 안전거리Ⅳ에 해당하는 보안 안전거리는 

5.5 m, 약 6 m 이상이며, 동 프로그램을 활용한 예측치는 4.5 m 이다. 

인체 피해에 대한 안전거리는 보수적인 접근이 필요한 바, 본 논문에

서는 상해확률 1% 미만인 보안 안전거리는 최종 6 m을 제안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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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실험 및 프로그램 모두 안전거리Ⅳ에 해당하는 최소 안전거리

를 2 m 이상으로 예측하였음으로 고막 상해확률 50% 정도가 되는 최소 

안전거리는 최종 2 m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실험조건<BASE>에 의한 실험결과로 인체 내부에 은닉되지 않고 

폭약을 몸 외부에 장착한 폭발물의 폭풍압으로부터 최소 안전거리는 6 

m이었으며, 이 거리는 보안 안전거리와 대략 일치하는 결과이다. 다시 

말해 폭발원점과 보안 물건의 거리가 6 m 이상이라면 폭약장약을 인체

내부 또는 외부 상관없이 인체에 치명적인 부상이 없을 정도의 안전거리

를 확보하는 것이다.

그리고 폭약 1,000 g의 상해 확률을 검토하였으나 본 논문에서는 참고

자료로만 활용하고 안전거리의 고려요소로 활용하지 않았다.

또한 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폭발물 500 g 폭발 시 상해확률 50%에

서의 폭발압력을 추정해 본 결과 전방은 96.5 kPa, 후방은 117.2 kPa 이

상이 작용하여야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할 수 있으며, 이 결과는 2.3장의 

육군교범(ARMY TM-1300, 1990)에서 제안한 103.4 kPa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근접한 결과값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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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6 Probability of human damage according to the distance and 
overpressure (by BREEZE VASDIP)

(a) Estimated distance of 50% of human damage probability (m)

Sort
500 g 1,000 g

Rearward (0.18) Forward (0.03) Forward (0.03)

Eardrum 1.0 2.0 3.0

Lung Less than 0.5 Less than 0.5 Less than 0.5

(b) Estimated distance of when lower than 1% of human damage probability (m)

Sort
500 g 1,000 g

Rearward (0.18) Forward (0.03) Forward( 0.03)

Eardrum 2.5 4.5 7.5

Lung Lessr than 0.5 Less than 0.5 Less than 0.5

(c) Measured pressure within estimated distance of 50% of human damage
   probability (kPa)

Sort
500 g 1,000 g

Rearward (0.18 m) Forward (0.03 m) Forward (0.03 m)

Eardrum 117.2 96.5 110.3

(d) Measured pressure within estimated distance when lower than 1% of human
   damage probability (kPa)

Sort
500 g 1,000 g

Rearward (0.18 m) Forward (0.03 m) Forward (0.03 m)

Eardrum 20.7 20.7 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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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폭풍압 예측 경험식과 도체 두께와의 상관관계 

본 실험을 통하여 얻은 데이터를 활용하여 폭풍압과 환산거리에 관한 

경험식 즉,   을 얻었으며, 그 경험식의 계수 K와 α값을 도체

의 두께와 비교하기 위하여 Table 4.7과 같이 정리하였다.

Table 4.7 Summary of the coefficient (K and α) of blast pressure estimation  
resulted from numerical experiments

Type Thickness of 
carcass (m)

Coefficient 
K

Coefficient 
α Note

<BASE> Center 0.000 2141.8 2.411 Air, C4 
500g

<A>, <B>

Forward 0.180 66.803 0.947

Carcass
 C4 500gSideward 0.137 91.103 0.724

Rearward 0.070 247.15 1.059

<C>, <D>

Forward 0.030 458.57 1.396
Carcass

C4 500g
C4 1,000g

Sideward 0.157 148.12 1.312

Rearward 0.220 47.197 0.818

<E>

Forward - 663.65 1.881
Urethane 
Dummy
C4 500g

Sideward - 422.72 1.622

Rearward - 621.23 1.822

표에서 계수 K와 α는 두께에 대한 함수이므로 폭풍압과 삼승근 환산

거리에 대한 계수를 다음 식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단, 폭약량이 다른 

실험조건<C>, <D>와 매질의 종류가 다른 <E>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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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8)

여기서, 와 는 도체의 두께로 정의되는 함수이다. 즉, 폭풍

압에 대한 경험식의 계수를 폭원을 감싸고 있는 도체의 두께에 대한 함

수로 예측할 수 있다. 식(4.18)의 두 계수에 대한 함수 와 을 

결정하기 위해서 도체의 두께와 계수 사이의 관계를 Figure 4.23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Figure 4.23 Relationship between the thickness of carcass and coefficient of 
estimation equations. The coefficient is normalized by coefficient obtained from air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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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두 계수는 각각 공기 중 폭발실험인 실험조건<BASE>에서 얻

어진 계수로 정규화한 값이다. 이를 바탕으로 와 을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p      exp 
 (4.19)

exp      exp 
 (4.20)

즉 폭약을 둘러싸고 있는 물체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폭풍압 경험식

에 사용되는 계수의 감소 특성을 실험결과로부터 식(4.19) 및 (4.20)과 같

이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적합도에 있어서 계수 K 및 

α는 각각 0.9138,과 0.8768이다. 향후 조금 더 높은 적합도를 위해서는 

반복실험을 통한 계수 도출, 일정한 도체밀도 유지 및 온도, 바람, 습도

의 영향을 최소화한 일정한 날씨 등을 충족한 추가적 실험 실시가 필요

하다. 이런 조건하에 신뢰도가 높은 관계식을 도출할 수 있다면, 이 관계

식을 활용하여 도체의 두께만을 제시함으로써 삼승근 환산거리에 의한 

폭풍압 예측 경험식을 예측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수치해석에서도 도체의 두께로 정의되는 경험식 계수와의 관계

식을 제시할 필요성이 있고, 그 결과를 실험에 의한 함수식과 비교하여 

연관성을 확인 후 최종식 제안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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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도체 파편속도

폭발원점으로부터 폭발 시 혈액, 근육, 뼈 등 여러 구성요소는 파편이 

되어 공기 중으로 빠른 속도로 전파되어 폭발원점 근처에 위치한 인원에 

대한 피해를 입힌다. 일반적으로 폭발 시 폭풍압에 대한 인체 피해효과

는 전체 에너지의 20%에 밖에 되지 않고 대부분의 피해는 파편으로부터 

생긴다(이흥주, 1998).

실험조건<A>와 <D>에서 파편센서를 활용하여 총 2회 파편속도 측정

하였으며, 폭발원점과 파편센서 간의 실제거리는 각 2.008 m, 2.0023 m

이었다. 이때 폭발현상을 초고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관찰하였다.

Figure 4.24 (a) 및 (c)는 파면속도이며, (b) 및 (d)는 등속선 분포도이다.

(a) Fragment Velocity of <A>  (b) Isobaric line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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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ragment Velocity of <D>  (d) Isobaric line of <D>

        

Figure 4.24 Fragment velocity measurement results

폭발 원점으로부터 가까운 가운데 지점의 폭속이 가장 빠르고, 대체적

으로 폭원으로부터 멀수록 폭속이 작게 측정되었다.

Figure 4.25는 파편센서 내에서 측정 지점별 속도 분포도이다.

C4 C4

Figure 4.25 Distribution chart of fragment velocity for separation distance of 
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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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건<A>의 평균속도 및 표준편차는 412.5 ± 58.9 m/s가 되며, 실

험조건<C>의 평균속도 및 표준편차는 1,189.7 ± 238.0 m/s이다.

실험조건<A>의 경우는 비교적 일정한 패턴으로 속도의 분포가 이루어

진 반면 폭약량이 큰 실험조건<C>는 편차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

났다. 

Figure 4.26은 실험조건<A>를 폭발 후 3 ms, 6 ms 시점의 장면을 초고

속 카메라를 활용하여 촬영 후 캡처한 사진이다. 초고속 촬영 영상으로

부터 확인한 결과, 패널과 거리가 가장 가까운 표피부분이 파편 측정센

서에 가장 먼저 도착하였고, 그 이후에 도달되는 파편은 미세하게 분해

되어 표피부분인지 뼈인지 구분하기 어려웠다. 이때 폭발 시 전반적인 

도체의 거동은 물의 거동과 유사한 모양의 분포를 보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 3 ms (b) 6 ms

 Figure 4.26 Movement of Carcass after Explosion

최초 파편이 파편센서에 도달 하여 패널을 순간적으로 관통한 시간은 

폭발 후 0.003초에서 0.006초 사이이다. 이때 파편속도는 333.3 m/s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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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6.7 m/s로 파편센서 측정결과와 비교적 근접하였으며, 파편의 개별질량

은 파편 잔해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계량화가 불가능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제 폭발물 처리장비 중 캐나다산 물포(water cannon, 직

경 1.9 cm)의 경우 포구의 물의 속도는 654 m/s이며 이 물은 이격거리 

약 61 cm 이내에서 PVC 파이프, 여행가방, 드럼통 등을 관통할 수 있는 

에너지를 나타낸다(Royal Arms International, 2016).

즉, 초고속 카메라를 통하여 관찰한 최초 파편과 물포의 속도만을 비

교하면 파편의 속도가 인체에 충격이나 상해를 줄 수 있는 정도의 속도

를 지녔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험에서 발생된 파편은 물포와 달리 

포신을 통과하여 한 방향으로 집중되지 않고 순간적으로 분산되었기 때

문에 인체 관통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 내지 못할 것으로 분석된다. 

그 이유로는 파편의 위력은 속도와 질량에 영향을 받으며, 통상적으로 

인명살상 가능 에너지는 탄도학에서 일반적인 탄환 즉, 직경이 대략 2.5 

mm ~ 11 mm 내외, 무게는 대략 1 g ~ 15 g 정도의 크기를 가진 탄환이 

80 J 정도의 운동에너지(  )를 가질 때이다(김희재, 2006). 이러한 

이유로 비록 도체파편이 1.5 cm의 딱딱한 패널은 관통하였지만 그 크기 

및 밀도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탄성이 큰 인체의 관통은 어

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도체파편 또는 유체(물) 파편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차후 본 실험을 계기로 폭발에 의한 유체의 불규

칙 거동 및 피해 연구 실시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본 실험의 데이터는 

그 선행연구로서의 가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83 -

4.8 실험결과 종합

첫째로 보안 물건에 대한 피해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

의 개념을 4단계로 나누어 정의하였고, 이 중 안전거리 Ⅱ를 최소 안전

거리, 즉 보안 물건이 폭풍압으로부터 고막파열 이상의 치명상을 입지 

않을 거리로, 안전거리 Ⅳ를 보안 안전거리, 즉 보안 물건의 상해 확률이 

1% 미만이 되는 거리로 정의하였다.

 둘째로 공기 중에서 계측할 수 있는 최대 폭발압력은 폭약 주위 매질

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감소한다. 따라서 폭발원점과 보안 물건과의 거리

가 비슷하여도 피해정도는 매질의 두께에 따라 상이하며, 사례의 경우에

도 2 m 지점에서 전방은 안전거리 Ⅱ, 후방은 안전거리 Ⅲ가 되어 측정 

방향에 따라 안전거리가 바뀌어 보안 물건의 상해정도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로 C4 500 g을 인체 은닉 시 폭발원점으로부터 보안 물건과의 안

전거리는 실험결과 5.5 m 및  VASDIP 프로그램 실행결과 4.5 m을 얻었

으며, 이를 종합하여 최소 안전거리는 2 m, 보안 안전거리는 6 m을 제

안하였다. 또한 실험조건<BASE>에 의한 실험결과를 근거로 폭발원점과 

보안 물건의 거리가 6 m 이상이라면 폭약장약을 인체내부 또는 외부에 

했는지에 상관없이 살상에 이르는 인체에 치명적인 부상을 입힐 수 없는 

정도의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넷째로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육군교범(ARMY TM-1300, 1990)을 근거

로 쉽게 피해범위를 예측할 수 있도록 도체의 두께에 따른 거리별 폭풍

압 예측식 모형 식(4.14) ~ (4.17)을 제안하였다. 이 예측식 모형은 폭약

량 500 g, 도체 두께 0.03 m ~ 0.22 m, 폭풍압이 310.3 kPa 이하의 범위

에 적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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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경험식은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다수의 계수 K와 α를 1차 매질 두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이 함수식을 실험조건<BASE>에서 얻어진 계수

로 정규화 함으로써 폭풍압 경헙식의 계수에 대한 함수식인 식(4.19)과 

(4.20)을 도출하였다. 이 함수식의 신뢰도가 낮아 추가적은 실험에 의한 

데이터 획득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실험을 보완하기 위한 수치해석

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그럼에도 이 함수식의 의미는 도체의 두께를 

알면 폭풍압 경험식을 도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기 중 거리별 폭풍

압을 예측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때 폭약의 양은 500 g으로 한정되고, 6 

m이내의 근거리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

여섯째로 도체의 파편 속도는 412.5 ± 58.9 m/s이며, 이 파편효과로 인

하여 2 m 지점에서 1.5 cm의 합판은 3 ms ~ 6 ms 사이에 관통이 되지

만 파편의 제반 특성이 인체 관통에 필요한 질량, 밀도, 크기 등의 조건

을 충족하고 있지 않아 2 m 이상의 범위에서는 인체 관통은 어려울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일곱 번째로 식(4.2)를 제안함으로써 본 실험과 같은 조건 하에 공기 

중에서는     의 함수로 감쇠가 일어나며,  ′에 주로 영향을 주는 

요소는 보다는 임을 이론 및 실험 결과를 통하여 추정할 수 있었다. 

여기서 SD는 환산거리( ),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약량

(kg)이며  ′는 ′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감쇠

된 압력, 는 폭약과 공기와의 경계면에서의 폭발압력, 는 가스압력

임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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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해석을 통한 폭풍압 감쇠 특성 분석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폭약의 폭발에 의해 발생되는 폭풍압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실험적 연구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폭

발실험의 위험성 및 실험수행의 경제성을 고려할 때, 다양한 조건을 반

영한 실험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특히 2.2.2장의 물속에서

의 압력 감쇠와 물과 공기와의 경계면에서의 압력변화는 실험을 통하여 

예측하거나 관찰하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나, 수치해석을 통해서는 이러

한 일련의 폭발압력변화에 대한 거동을 관찰할 수 있어 이론연구에서 가

정한 내용의 정확성을 검증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장에서는 수치해석 기법을 이용하여 폭발현상을 모사하고, 폭약의 

은닉 위치에 따른 폭발압력의 감쇠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수치해석기법을 이용한 폭발현상 모사에 관한 연구는 수십 년간 다양

한 분야에서 수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해석기법의 적합성 검증 및 전

산처리 속도의 향상으로 인하여 그 활용도가 증대된 상태이다. 뿐만 아

니라, 다양한 종류의 수치해석 프로그램이 상용화되었으며, 해석대상의 

특성 및 분석 목적에 부합하는 프로그램의 선택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서는 미국 LSTC에서 개발한 다목적 동적 해석 프로그램인 LS-DYNA를 

이용하였다.

5.1 폭파 과정의 해석기법

5.1.1 모델링기법

수치해석을 통해 폭약의 폭발현상을 모델링하는 기법으로는 라그랑지

언(Lagrangian), 오일러리언(Eulerian), ALE(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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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법 등이 있다.

라그랑지언기법(Lagrangian description)은 해석하고자 하는 대상(물체) 

자체를 유한한 요소로 나누어 형상화하고, 주어진 조건(운동방정식, 구성

방정식 등)에 대해서 수학적 계산을 수행한다. 이러한 수학적 계산은 시

간의 경과를 의미하며, 해석대상에 작용하는 외력 및 내력에 의해 물체

가 변형하거나 이동하게 되고, 이에 따라서 물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

의 크기 및 형상 또한 변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각 요소의 질량은 고정

되어 있으며, 요소의 변형에 따른 부피 변화만 발생한다. 결국, 각 요소

의 질량은 불변량이며, 부피 및 밀도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값이다.

이와 반대로, 오일러리언기법(Eulerian description)에서는 해석하고자 하

는 대상을 요소로 분할하지 않는 대신,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공간) 전체

를 유한한 요소로 나누어 해석을 수행한다. 즉, 해석 대상이 변형되거나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는 공간을 모델링하고, 그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요소들 사이에 물질이 이동하는 형태로 수학적 계산이 수행된다. 오일러

리언기법에서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공간을 구성하고 있는 각 요소의 

절점들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요소의 부피는 불변량이 된다. 반면, 각 요

소에 부여된 질량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이와 더불어 각 요소의 밀도

도 변하게 된다.

Collins (2002)는 라그랑지언기법과 오일러리언기법의 차이를 직관적으

로 이해할 수 있는 모식도를 Figure 5.1과 같이 소개하고 있으며, 가상의 

물체가 낙하하여 바닥에 부딪히는 과정을 두 가지 방법으로 모델링하는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라그랑지언기법에서는 해석대상을 유한한 요소로 직접 분할하기 때문

에 물체의 경계면을 명확하게 표현할 수 있으며, 다수의 물체가 서로 접

촉하는 현상을 보다 쉽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물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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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에 따른 요소의 변형이 함께 발생하기 때문에 대변형 문제의 적용 

시에는 더 이상 해석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거나, 해석시간이 

극도로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Figure 5.1 Conceptual illustration to compare the differences between Lagrangian 
and Eulerian material description in numerical simulation: (a) an example problem, 

(b) Lagrangian and (c) Eulerian approach (Collins, 2002)

반면, 오일러리언기법에서는 요소의 변형이 발생하기 않기 때문에, 대

변형 해석이나 유체의 이동을 해석하는 경우에 유용하다는 장점이 있지

만, 해석하고자 하는 영역 전체를 요소로 분할해야 하며, 특정 물체의 경

계면을 정교하게 모사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수의 요소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두 가지 기법의 장단점을 서로 보완하기 위해서 ALE기법이 개

발되었다. 이 기법의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ALE기법에서는 요소망

(mesh)의 이동을 선택적으로 허용함으로써 Lagrangian기법과 Eulerian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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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특성을 종합하여 해석을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Belytschko et 

al., 2013). 즉, ALE기법에서는 요소망의 이동을 허용하면서도 요소 사이

의 물질 유동이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ALE기법에서는 

Lagrangian기법에서와 같이 물체의 경계면 요소가 변형 후의 경계면에 

그대로 위치하며, Eulerian기법과 같이 요소의 공간적인 배치가 보다 균

질하게 분포하게 된다(Linder, 2003).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최근에는 폭

발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수치해석 연구에서 ALE기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LS-DYNA 코드에 포함되어 있는 ALE기법을 활

용하였다.

5.1.2 폭약 모델링

본 연구에서 실험에 사용된 폭약은 컴포지션 C4이며, 수치해석에서는 

C4의 주재료인 RDX를 활용하였으며, 이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는 2장에

서 기술한바 있다. 수치해석에 필요한 컴포지션 C4의 상수에 대한 정보 

획득이 어려워, 컴포지션 C4의 91 %를 차지하는 RDX의 상수 정보들을 

활용하여 수치해석 모델에 적용하여 연구하기로 하였다.

RDX의 폭발 현상을 수치해석으로 모사하기 위해서는 폭약의 밀도 및 

폭굉속도와 같은 기본적인 물리적 정보뿐만 아니라 폭발현상을 모델링하

기 위한 재료모델(material model)과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이 

필요하다.

LS-DYNA에서 폭약의 폭발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째는, 폭약의 특성을 이용하여 폭발 시 발생하는 

압력을 계산하고, 그 압력을 특정 공간에 적용하여 간접적으로 폭발압력

을 모사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Load_Blast_Enhanced 라는 내부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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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용하여 폭발에 따른 폭풍압을 모사하게 된다. 두 번째는, 폭약의 물

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폭발현상 전체를 모델링하는 방법으로써, 폭약 자

체를 High_Explosive_Burn 재료모델로 설정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폭발현상을 모사하기 위한 추가적인 상태방정식이 필요하며, 가장 대표

적인 상태방정식은 JWL(Jones-Wilkins-Lee) EOS라고 알려져 있다(박도현, 

2009).

본 해석에서는 두 번째 방법인, 재료모델과 상태방정식을 이용한 폭발

현상을 모델링하였다. RDX의 재료모델인 High_Explosive_Burn 모델에서

는 폭약의 밀도, 폭속, C-J압력(Chapman-Jouguet pressure)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며, 해석에 사용된 값은 Table 5.1과 같다.

Table 5.1 Properties of RDX used in High_Explosive_Burn model

Density (kg/m3) Detonation velocity (m/s) CJ pressure (GPa)*

1650 8400 30

* CJ pressure is an approximate value from Coleburn (1964).

한편, JWL 상태방정식은 식(5.1)과 같이 표현되며, 각 폭약의 내부에너

지와 5가지 상수로 폭발압력을 계산하게 된다.

  
 

 


 

 

 

 (5.1)

여기서, P와 는 각각 폭발압력과 폭약의 내부에너지이며, A, B,  , 

 , 는 JWL 상수들이며, 는 Table 5.1의 폭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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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L 상태방정식에 사용되는 상수들은 폭약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값

을 갖고 있다(Lee et. al, 1973). 본 해석에 사용된 RDX의 JWL 상태방정

식 변수는 Table 5.2와 같다.

Table 5.2 Properties of RDX used in JWL-EOS (Grys and Trzcinski, 2010)

A
(GPa)

B
(GPa)

R1
(-)

R2
(-)

w
(-)

E0
(kJ/cm3)

989.1 11.12 5.167 1.046 0.396 9.417

5.1.3 매질 모델링

본 해석에서 고려하고 있는 폭발압력의 전파 매질은 공기(air)와 물

(water)이며, 이를 수치해석으로 모델링하기 위해서 앞서와 같이 재료모

델과 상태방정식의 적용이 필요하다. 공기 및 물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Null model을 사용하여 재료모델을 구성하며, 이 때 필요한 변수는 밀도

이다. 본 해석에서는 공기와 물의 밀도를 각각 1.177과 1000 kg/cm3로 설

정하였다.

공기에 대한 상태방정식으로는 Linear_Polynomial EOS를 사용하였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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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P와 E는 압력과 내부에너지를 의미하며,   로 정의

된다. 와 는 각각 현재 상태와 초기 상태의 밀도를 의미한다. 한편, 

해석에 적용된 공기를 이상기체로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상수를 변환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식(5.3)과 같은 상태방정식으로 표현된다.

          

     

   

 (5.3)

여기서, 는 정용대비 정압비열(specific heat at constant pressure over 

speific heat at constant volume)을 의미하며, 공기의 경우에는 1.4를 적용

한다. Table 5.3은 본 해석에 적용된 공기 요소의 입력값을 나타내고 있

다.

한편, 물에 대한 상태방정식으로는 Gruneisen EOS가 주로 사용되고 있

으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5.4)

여기서, 는 충격파속도( )와 입자속도() 곡선의 교점값이며, 는 

곡선의 경사에 대한 계수이며, 는 Gruneisen 감마상수이다.

본 해석에서 사용된 Gruneisen EOS의 입력값은 Table 5.4와 같으며, 참

고자료를 활용하여 결정하였다(Jianming et. al, 2010; Shin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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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ahel and Souli, 2013).

Table 5.3 Properties of air used in Null model and Linear-Polynomial EOS

Density
(kg/m3) C0 C1 C2 C3 C4 C5 C6 E

(kJ/cm3)

1.177 0 0 0 0 0.4 0.4 0 0.2535

Table 5.4 Properties of water used in Null model and Gruneisen EOS

Density
(kg/m3)

C
(m/s) S1 S2 S3  A E

(kJ/cm3)

1000 1480 2.56 -1.986 0.2286 0.4934 1.397 0

5.2 해석 모델 구성

Figure 5.2는 축대칭(Axis symmetric)을 적용한 2차원 해석모델이며, 도

체 실험을 모사하는 형태로 구성하였다. 이 축대칭 모델은 해석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모델은 Figure 2.3의 (a)와 비슷한 개념

으로 물과 공기라는 이종매질 통과에 따른 폭발압력 전파특성 분석을 위

한 해석모델이다. 해석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매질 및 폭약의 특성은 앞 

절 이론연구의 물성과 동일하며, 해석모델은 5 mm 크기의 균일한 정사

각형 요소망으로 구성하였다. 해석영역은 y축을 제외한 3면은 무한경계

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축대칭 해석 모델에 적용된 폭약은 RDX로 밀도는 1.65 g/cm3이다. 이

때 폭약의 형상은 Figure 5.3과 같이 4가지 형태로 적용하였다. A 형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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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폭약과 비율이 비슷한 형상으로 길이 200 mm, 직경 40 

mm, 부피 251.2 cm3인 경우이며, B는 직경과 길이를 동일하게 한 경우

이며(부피 269.3 cm3), C는 직경이 길이보다 더 큰 경우(부피 254.3  cm3)

이다. 세 가지 형태 폭약의 부피는 정수배로 설정하지 못하였는데, 이유

는 축대칭 모델에서는 폭원 및 매질에 해당하는 영역의 요소망을 해석모

델 생성 시에 직접 부여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폭약의 형상을 달리하

는 이유는 형상에 따라 최대 폭발압력 및 도달시간의 차이가 유의미할 

정도로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함이다. 한편 폭약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물에 대한 모델은 높이가 1 m이며, 두께를 늘려가며 모델을 적용

하였다.

Figure 5.2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model that consists of air, 

water, and R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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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3 Shape of explosive charge used in axi-symmetric model

폭풍압은 폭약 중심으로부터  1m, 2 m, 3 m, 4 m 이격된 지점에 트레

이서(tracer)를 설정하여 압력 및 도달시간을 측정하였다.

삼승근 환산거리를 이용한 폭발압력 감쇠모형은 일반적으로 동일 매질

(공기)일 때 적용하는 식이다. 그런데 본 논문에서는 폭약이 유체 속에 

있으므로 응력파는 두 개의 매질(물, 공기)를 거쳐 전파된다. 이 경우 2

장의 이론 연구에서와 같이 임피던스의 차이로 인하여 응력파가 급감된 

후의 폭발압력이 측정되어 일반적인 동일매질에서의 감쇠모형과 차이가 

발생한다. 즉 폭발압력이 이종 매질(물 → 공기)을 통과하는 경계면에서

의 압력변화에 대한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해석 시 최대 폭발

압력 뿐 아니라 폭발압력이 이종 매질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가스압력과 

충격파의 최대 압력을 비교하고, 특히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의 임피던

스의 차이에 의하여 어느 정도의 응력파가 감쇠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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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단일 매질 내 폭발 시 폭발압력에 대한 해석 결과

이종 매질에서의 폭발압력 전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한 대조자료로써 

단일 매질에서의 폭발압력 전파특성을 우선 검토하였다. 본 해석에서는 

4가지 폭약 형상에 대해 분석하였으며, 기본적으로 무한경계조건을 설정

하였다. Figure 5.4는 실험조건<BASE>와 비슷한 조건, 즉 공기를 단일매

질로 한 폭약의 형상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 해석결과이며 Figure 5.5는 

형상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 도달시간에 대한 그래프이다.

공기 중 폭약 형상에 따른 폭발압력 이력곡선은 부록 4.1에 참고용으

로 첨부하였다. 

Figure 5.4로부터 각 측정 지점에서의 최대 폭발압력의 크기는 폭약량

에 비례하여 Shape B, C, A순으로 측정되었고, Figure 5.5로부터 최대 폭

발압력 도달시간도 미세한 차이이지만, 부피가 큰 순서인 Shape B, C, A 

순으로 빠르게 도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즉 ‘최대 폭발압력 및 도달시

간은 폭약의 형상에 의한 영향은 미미한 반면, 폭약량에 영향을 받는다.’

라고 할 수 있다.

Figure 5.4 Simulation results of overpressure in a single medium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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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5 Simulation results of arrival time in a single medium (Air)

Figure 5.6은 공기 중 폭발과 비교하기 위한 수중에서 폭약의 형상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 그래프이며, Figure 5.7은 이에 대한  최대 폭발압력 

도달시간에 대한 이력곡선이다.

Figure 5.6 Simulation results of overpressure in a single medium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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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7 Simulation results of arrival time in a single medium (Water)

물속에서의 최대 폭발압력은 Shape B, A, C순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즉 Shape B의 부피가 약간 큰 것을 감안하면 폭약량에 비례한다고 할 

수 있으나, Shape A와 C의 부피의 경우, C가 A보다 3.14 cm3 큼에도 A

의 최대 폭발압력이 상대적으로 크고, 도달시간은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따라서 Shape C보다는 A가 최대 폭발압력을 발생시키기 효율적인 형상

임을 추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폭발압력과 도달시간은 형상

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이

종매질을 통과한 후의 최대 폭발압력 측정을 위한 수치해석 시에는 실험

조건<BASE>와 동일하게 Shape A를 기준으로 실시하기로 하였다.

Figure 5.8은 두 해석조건에 대한 환산거리에 따른 폭풍압 그래프이며, 

이 그래프로부터 얻을 수 있는 폭발압력 추정식은 다음과 같다.

(Air blast)       ×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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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blast)     ×  

 
 

(5.6)

여기서,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폭약량

(kg)을 의미하며, 이때 추정식은 Shape A, B, C의 결과값을 모두 포함시

켰다.

Figure 5.8 Axisymmetric simulation results of RDX explosion in a single 
medium

Table 5.5는 위의 실험결과와 실험조건<BASE>의 경험식 계수를 비교

한 것이다. Num_A는 수치해석에 의한 공기 중 폭발이며, Num_W는 물

속 폭발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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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5 Attenuation coefficient of SD in air, water and <BASE>

Type Explosive K α Note
Num_A RDX 2002.8 1.348 Air
Num_W RDX 5142.9 1.293 Water
<BASE> Composition C4 2141.8 2.411 Air

공기 중 해석결과를 실험조건<BASE>의 결과와 비교할 때, 수치해석의 

계수 K와 α가 작은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것은 Num_A는 <BASE>에 비해 폭원으로부터 근거리에서는 작

은 값을 갖는 반면, 원거리에서는 감쇠정도가 작아 비교적 큰 값을 가질 

수 있음을 뜻한다.

초기 폭발압력의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대략 두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4.2장의 실험조건<BASE> 분석에서 언급한 TEM 상수 중 최대 

폭발압력 상수(IAGT, 2015)의 경우 본 논문에서 사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RDX의 폭속과 밀도가 더 컸음에도 컴포지션 C4는 RDX 대비 1.2배 크

게 나타났다. 즉 컴포지션 C4의 최대 폭발압력이 RDX 보다 크게 측정

되는 원인 중의 하나를 TEM 상수로부터 찾을 수 있다. 또 다른 이유는 

수치해석에서 공기(대기)를 이상기체로 간주한 데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즉 공기의 밀도가 0에 가까워짐으로 인해 폭발압력의 전달이 

대기 중 실험에 비해 적게 전달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하여 폭발원점으로부터 1 m 지점의 최대 폭발압력값

이 <BASE>의 경우, 평균 1,659.3 kPa로 Num_A(1,257 kPa) 대비 1.32배이

며  2 m 지점에서는 <BASE>는 평균 148 kPa로 Num_A(408 kPa) 대비 

0.36배로 Num_A 값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1 m 지점에서의 결과는 ‘컴

포지션C4의 TEM 상수는 RDX 대비 1.2배 크다’라는 결과와 근접하나, 2 

m지점 이상으로 멀어질 경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초기 압력이 큰 화약은 에너지 방출속도가 빨라 급격한 감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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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경향(박정수 등, 2005)에 따라 컴포지션 C4의 감쇠정도(α)가 크

게 나타났다.

식(5.5)으로부터 RDX의 공기 중 감쇠정도()는  의 함수관계

로 감쇠되는 것을 알 수 있으므로 RDX에 대한 공기 중 임의거리를 통

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는 실험조건<BASE>의 식(4.2)와 동일

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식(5.7)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  ×   (5.7)

여기서 ′는 공기 중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  ′
는 ′에 가장 영향을 많이 주는 공기와의 경계면에서 감쇠된 압력( , 

 , 또는 와 의 복합 반응), SD는 환산거리( ), D는 폭원으로

부터의 거리(m), W는 약량(kg)이다. 

계측된 ′은 1,257 kPa이며, 1 m에서의 RDX의 무게는 0.41 kg이며  

SD는 1.35이므로 식(5.7)로부터  ′은 약 1904.5 kPa이다. 즉  ′은 Table 

2.2에 의한 RDX의  (4,123,900 kPa)에 비해 0.046%정도로 매우 작은 값

이지만, Table 2.3에 의한 (1797.9 kPa)보다는 약 1.06배 큰 값이다. 이 

해석의 결과로부터 실험조건<BASE>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은 와 

의 중첩작용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받지만 감쇠된 의 값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ure 5.9는 공기 중, Figure 5.10은 수중 폭발 반응에 대한 유체팽창 

및 충격파의 전파 거동을 0.5 ms부터 8 ms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한 것이

다. 좌측 그림은 폭발 시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의 움직임을 나타내

는 것으로 붉은색과 푸른색의 경계면은 유체의 밀도가 감소하는 영역이 

확장되는 경계면을 표시하며, 우측 그림은 충격파의 전파 거동을 나타낸

다.



- 101 -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igure 5.9 Fluid expansion and pressure in air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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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igure 5.10 Fluid expansion and pressure in water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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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9와 5.10으로부터 공기 중 폭발과 수중 폭발 현상이 상이함을 

확인할 수 있다. 동일한 폭약 조건에 대해서 공기 중 폭발에 비해 수중 

폭발의 폭발압력이 상당히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최대 폭발압력의 도달

시간은 상당히 짧은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각 측정지점에서 폭발압력이 

지속되는 시간은 공기 중 폭발의 경우 폭원에서 멀어질수록 증가하는 반

면, 수중 폭발에서는 짧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폭발압력의 

동일 매질 내 전파특성은 매질의 특성 중 하나인 밀도에 상당히 큰 영향

을 받는다고 할 수 있으며, 이는 매질의 충격파 전파속도 및 폭발에 따

른 유채팽창 등에 의한 매질의 거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9와 5.10에서 공기 중 폭발에서는 충격파의 진행속도와 가스

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 속도가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반면, 수중 폭발

에서는 폭발에 의한 충격파가 매질을 통해 빠른 속도로 전진하고 유체팽

창에 의한 추가적인 폭발압력이 가스 팽창면 앞에서 형성되는 형태를 보

인다.

즉, 수중 폭발과 같이 상대적으로 밀도가 큰 매질에서는 폭발에 의한 

초기 충격파와 유체팽창 압력이 확연히 구분되어 진행하게 된다. 이는 

화약에 의한 암반 발파에서의 파괴이론과 유사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Figure 5.9와 5.10의 오른쪽 압력분포에서 보듯이, Figure 5.9와 5.10의 

오른쪽 압력분포에서 보듯이, 수중폭발에서는 초기 발생한 충격파의 형

태가 방사방향으로 빠르게 전파되며, 충격파의 감쇠속도 변화가 거의 없

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부록<4.1>과 <4.2>의 측정 지점별 압

력 이력곡선에서 폭발압력의 지속시간의 차이와 관계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반면, 공기 중 폭발에서는 전파되는 충격파면 주변에서의 압력 

상쇠가 점차적으로 발생하며, 폭원에서 멀어질수록 압력 감쇠 속도가 느

려지는  현상과 대비된다. 반면, 수중폭발에서는 초기 발생한 충격파의 

형태가 방사방향으로 빠르게 전파되며, 충격파의 감쇠속도 변화가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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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부록<4.1>과 <4.2>의 측정 지점별 

압력 이력곡선에서 폭발압력의 지속시간의 차이와 관계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ure 5.5에서 공기 중 폭발 시 최대 폭발압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공

기 중에서는 0.51 ms이다. Figure 5.9에서 공기 중 폭발 시 0.5 ms 시간대

의 에너지 거동을 살펴보면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과 충격파가 거의 

동시에 움직이고 있으며, 특히 유체팽창의 에너지 분포가 매우 크고 강

하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위에 언급한 공기 중 폭발 시 복합

적으로 영향을 미치지만 가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해석을 통하

여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을 통하여 얻지 못한 물속에서의 감쇠정도()는 식(5.6)으로부터 

 의 함수관계인 것을 알 수 있으므로 RDX에 대한 물속 임의거

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 ′)는 실험조건<BASE>의 식

(2.15)와 동일의 전개과정을 통하여 다음 식(5.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  = 0.00054 ×  × 0.2 ×  (5.8)

2장 이론연구에서 폭발현상 거동의 관찰을 통해 세 가지 압력인  , 

 ,  와 의 복합반응 중 무엇이  ′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고, 1차 매질인 물속에서는 폭굉압에 의한 충격파의 

속도가 가스압의 진행속도 보다 빠르기 때문에  와 가 중첩되기는 어

렵기 때문에 식(2.13) 및 (2.14)의 는  가된다는 가설을 하였으며, 이를 

해석에서 확인하면 다음과 같다.

물속 1 m 지점에서 최대 폭발압력이 발생한 시점은 0.58 ms이므로 

Figure 5.10의 0.5 ms ~ 1 ms 사이의 폭발거동을 관찰해 보면 확연히 가

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 거동보다 충격파의 속도가 빠른 것을 알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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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특히 이때 유체팽창은 폭굉파에 비해 매우 느린 속도로 움직이고 있

다. 그리고 4 ms부터는 충격파는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가스압, 일명 

버블펄스가 발생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기경철 등, 2002).

따라서 물속 1 m지점 즉 0.58 ms 시점에서는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

팽창의 움직임보다는 충격파의 진행속도가 매우 빠르게 움직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것은 폭굉압에 의한 충격파가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약 4 ms 시점 이후에는 유체팽

창에 의한 매질의 움직임과 충격파가 거의 동시에 진행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물의 두께가 2 m이내의 거리에서는 식(5.8)을 통하여 폭약

의 밀도, 속도, 폭약량을 알면 폭발 시 물속 압력감쇠와 물과 공기면에서

의 감쇠정도를 예측할 수 있다. 또한 Table 2.4에서 물속에서 경험식 계

수 중 감쇠지수 α는 1.13 ~ 1.15 (Cole, 1948)의 분포를 보이고 있으나, 

해석결과는 1.293으로 다소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 중 하나는 Cole의 연구는 폭약주위의 매질이 무한한 넓이를 지닌 1 

자유면의 물인 반면 수치해석에는 물의 두께가 500 mm 이내로 한정된 2 

자유면의 모델을 활용함으로서 발생되는 차이로 추정된다.

5.4 이종매질을 통과한 폭발압력에 대한 해석 결과

지금까지 단일 매질을 통과한 폭발압력의 변화 과정이 이론 연구의 가

설과 맞는지 비교하였다. 다음으로 실험조건과 유사한 이종매질을 통과

한 폭발압력의 변화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종 매질 통과에 따른 폭발압력 전파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서 Figure 

5.2에 도시한 바와 같이, 밀도가 상대적으로 큰 매질인 물 내에 폭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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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하는 경우를 가정하였으며, 폭약의 중심으로부터 물의 두께를 125, 

250, 500 mm 로 변화시켜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폭약의 형상은 Figure 

5.3의 A형태로 고정하였다. Figure 5.11은 1, 2, 3 m에서의 각 두께별 최

대 폭발압력 값이며, Figure 5.12는 최대 폭발압력 도달시간이다.

Figure 5.13, 5.14 및 5.15는 폭약주위 1차 매질인 물의 두께가 각각 두

께가 125 mm, 250 mm, 500 mm이며, 2차 매질이 공기일 경우, 폭발 반

응 시 발생되는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 및 충격파의 거동을 0 ms부

터 8 ms까지 순차적으로 정리한 그림이다. 그림의 왼쪽은 폭발 시 가스

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의 움직임을 나타내며 오른쪽은 최대 폭발압력에 

의한 충격파의 거동을 나타낸다. 

전반적인 폭발반응 경향을 살펴보면 폭발압력의 전파는 물 매질을 통

과할 때는 빠르게 전파되지만, 물과 공기 경계면에서 대부분 반사되며 

상대적으로 작은 에너지의 폭발압력이 공기 중으로 전파된다. 즉, 밀도의 

차이가 큰 두 매질 사이에서 밀도가 큰 매질에서 밀도가 작은 매질로 폭

발압력이 전파되면서 폭발압력의 급격한 감소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현상은 2장의 임피던스에 의한 경계면에서의 압력 저하 현

상을 설명한 것과 동일한 현상이다. 그리고 물 매질이 얇을수록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과 충격파가 비슷하게 거동을 하는 반면 두꺼워질수

록 충격파가 빠르게 발생하며, 초기의 충격파 두께는 얇게 형성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 지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5.11에서 폭원으로부터 1 m 지점에서 측정되는 폭풍압은 물 두

께가 증가할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172 kPa, 53 kPa, 12 kPa)을 보인

다. 즉 폭발에 의해 생성된 폭발압력이 물을 통과하는 시간이 길어질수

록 감쇠의 폭이 커지는 경향이 있다. 이는 물의 두께와 상관없이 물 내

부에서  의 함수로 일차적으로 감쇠하며, 이렇게 감쇠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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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작은 크기의 폭발압력이 ‘물-공기 경계면에서 2차 감쇠가 되어 실

측된 값( ′′)는 도체에 두께에 반비례하여 최대 폭발압력이 측정된다.’

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2장의 이론연구 및 4장의 실험결과 분

석내용과 부합한다.

5.3절에서 단일 매질이 물인 경우는 물속 1 m지점에서 ′에 주도적인 

영향을 미치는 압력은 폭발 거동 관찰을 통하여  임을 확인하였다. 그

렇다면 실험에 사용한 도체의 반경에 해당하는 물의 두께인 125 mm의 

경우를 살펴보면 1 m 지점에서 최대 폭발압력은 Figure 5.11로부터 172 

kPa이며, 이때 시간은 Figure 5.12로부터 1.719 ms임을 알 수 있다. 

Figure 5.11 Simulation results of overpressure in water confinement

Figure 5.12 Simulation results of arrival time in water confin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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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2에서 물의 두께가 125 mm의 경우, 최대 폭발압력이 1 m 지

점까지 도달시간은 1.719 ms이므로, Figure 5.13에서 1 ms와 2 ms의 사이

의 거동을 관찰해 보면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의 움직임과 폭발압력

에 의한 충격파의 속도 중 어떤 요인이 최대 폭발압력 측정에 영향을 미

치는 지를 확인할 수 있다.

 Figure 5.13의 1 ms와 2 ms의 사이 폭발 반응에 대한 거동 관찰 결과, 

충격파의 속도가 다소 빠르기는 하나, 1 ms의 초기에는 유체팽창에 의한 

매질의 움직임도 거의 비슷한 속도로 전파되고 있으며, 2 ms에 가까울수

록 유체팽창의 움직임이 활발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두 가지의 매질, 즉 물 125 mm와 공기를 통과

한 1 m지점의 폭발압력인  ′′은  ′와  ′의 복합적인 압력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폭발 원점으로부터 1 m 이상의 거리로 폭풍압

이 진행할수록  ′보다는  ′의 값이 ′′에 영향을 주는 주도적인 역할

을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Figure 5.12로부터 도체의 두께가 250 mm, 500 mm로 커질수록 최대 

폭풍압이 도달하는 시간가 각각 2.919 ms, 4.289 ms로 늘어나고, 이 시간

대의 에너지 거동을 Figure 5.14 및 5.15에서 살펴보면, 매질의 움직임보

다 충격파의 거동이 미세하게 빠르며, 이때의 충격파는 매질의 두께가 

125 mm에 비해 현저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즉 매질의 두께가 두꺼울

수록 충격파가 빠르게 진행하여 최대 폭풍압에 영향을 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최대 폭발압력은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현저히 작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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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igure 5.13 Fluid expansion and pressure in water confinement (Thickness = 
125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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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igure 5.14 Fluid expansion and pressure in water confinement (Thickness = 
25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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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luid expansion

Figure 5.15 Fluid expansion and pressure in water confinement (Thickness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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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임피던스의 차이에 따라 발생하는 경계면에서의 압력저하 현상을 

살펴보면 물의 두께에 따라 어는 정도의 감쇠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Table 5.6은 물의 두께가 125 mm인 경우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의 거리에 따른 압력변화며, Figure 5.16은 물 두께가 125 mm인 경우 물

과 공기의 경계면에서의 삼승근 환산거리에 따른 압력변화 그래프이다.

Table 5.6 Blast pressure in water confinement (T=125mm)

Distance (mm) Peak Pressure (MPa) Arrival Time (ms)

75 1246.290 0.023

85 1090.010 0.027

95 960.150 0.031

105 868.720 0.036

115 794.976 0.040

125 462.841 0.043

300 0.385 0.305

1000 0.172 1.719

2000 0.121 4.369

3000 0.062 7.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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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6 Blast pressure in water and at air (T=125mm) and 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

Table 5.6 및 Figure 5.16의 그래프로부터 알 수 있는 것은 폭원으로부

터 물의 경계면인 125 mm까지는 폭발압력이 물속 감쇠함수인  

의 함수로 감쇠되다가 125 mm 이후의 범위 근처에서 급격한 압력저하 

변동이 발생된다. 이렇게 경계면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범위를 

‘압력 변동대(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라고 정의하고, 압력 변동대에

서는 어떠한 함수로 감쇠가 일어나는지 세부적으로 관찰한다면 두께에 

따른 압력의 크기 변화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Figure 5.16에서 두 가지 매질을 통과한 후 공기 중 감쇠는 다음 추정

식(5.9)에 따라 감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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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 confinement, T=125mm)      ×  

 
 

(5.9)

여기서,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폭약량

(kg)을 의미한다. 이때 두 계수 K 및 α는 일반적인 공기의 값보다 작은 

값을 보였고, 이 계수의 값은 물의 두께와 반비례하여 작아졌다.

Table 5.6에서 폭원으로부터 거리가 125 mm일 때의 압력 값인  ′  

(462.841 MPa)는 물속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되어 공기와 접하기 

직전의 최대 폭발압력에 해당되고, 식(5.9)에 폭원으로부터 거리(D)에 

125 mm와 폭약량 0.41kg 대입한 계산값은  ′가 된다. 즉  ′은 ′가 

물과 공기의 경계면을 통과한 후 공기 중 최대 폭발압력을 의미한다. 다

시 말해 이 두 값의 차이가 압력변동대에서 발생하는 압력 차이에 해당

된다.

Table 5.6에서 폭원으로부터 거리가 125 mm일 때의  ′은 462,841 kPa

이며, 식(5.9)에서 거리(D)에 0.125 m와 폭약량(W)에 0.41 kg을 대입한 계

산값인 ′는 834.79 kPa이다. 2장 이론연구의 Table 2.4에 따라 임피던

스 차이에 의한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의 압력비(′/′ )는 이론적으

로 0.054%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었으나, 해석 및 이론값에서 도출된 압

력비( ′/ ′)는 그보다는 큰 0.18% 정도로 경계면에서 감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감쇠된  ′값은 Figure 5.16에서 도출한 공기 중 최대

폭발압력의 감쇠함수인  의 비율로 공기 중에서 감쇠되는 것을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알 수 있다.

물과 경계면에서의 압력비를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5.17과 같이 두께가 250 mm와 500 mm일 때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폭

발압력 그래프를 도식화하였으며, 이 그래프로부터 식(5.10)과 (5.11)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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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7 Blast pressure in water and at air (T = 250mm, 500mm)

(Water confinement, T=250mm)     ×  

 
 

(5.10)

(Water confinement, T=500mm)     ×  

 
 

(5.11)

여기서,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폭약량

(kg)을 의미한다. 이때 두 계수 K 및 α는 물의 두께와 반비례하여 작아

지는 경향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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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Calculated overpressure of RDX at boundary interfaces of Water 
and Air (T= 125 mm, 250 mm, 500 mm)

Thickness (mm) 125 250 500

′  (kPa) 462,841.0 211,372.1 86,261.3

 ′  (kPa) 834.79 134.15 18.04

′/′  (%) 0.18 0.063 0.021

* ′ : Overpressure at boundary interfaces of Water,  ′: Overpressure at 

boundary interfaces of Air

Table 5.7은 물의 두께가 125 mm, 250 mm, 500 mm일 때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 ,  ′의 값을 정리하여 압력비를 계산한 값들이다.

이 표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경계면에서 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압

력의 변동은 물의 두께가 125 mm일 때 0.18%, 250 mm일 때 0.063%, 

500 mm일 때 0.021%로 물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감쇠한다는 것이다. 즉 

이론연구와 같이 압력의 감쇠가 0.054% 정도로 일정하지 않을 수 있다

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논리는 경계면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은 한계가 있다. 즉 압

력변동대에서 감쇠는 불연속적으로 감쇠하지 않고,  의 형태로 점

차적으로 감쇠하여 공기 중으로 전파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 물 속 마지막 지점이 125 mm일 때, 압력변동에 의한 감쇠 

후 공기의 시작 지점이 정확히 125 mm가 아닐 수 있으므로 Table 5.7과 

다른 결과값이 도출될 수 있다.

이 논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Figure 5.18과 같이 해석모델의 요소망 크

기인 5 mm 간격으로 최대 폭발압력을 측정하여 삼승근 환산거리와 비

교하였다. 이 그래프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5.12)와 (5.13)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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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8 Blast pressure at 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

(Water confinement, T=125~135mm)   ×  ×  

 
 

(5.12)

(Water confinement, T=135~300mm)     ×  

 
 

(5.13)

여기서,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폭약량

(kg)을 의미한다. 

Figure 5.18 및 식(5.12)와 (5.13)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물과 공기의 경

계면인 폭원으로부터 125 mm까지는 물 속 감쇠지수인    의 함

수로 물의 두께와 상관없이 일정하게 감쇠되고 125 mm부터 135 mm까

지는 매우 급격한 1차 압력변동이  의 함수에 따라 발생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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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 mm부터 300 mm까지는 비교적 완만한 2차 압력변동이  의 

함수에 따라 발생된다. 그리고 300 mm 이후부터는 공기 중 감쇠함수인 

 의 함수로 감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Table 5.8은 해석결과를 바탕으로 재해석한 물과 경계면에서의 압력비

이다.

Table 5.8 Overpressure of RDX at boundary interfaces of Water and Air (T 
= 125mm)

Thickness 
(mm)

1st O.F
(125 ~ 135)

2nd O.F
(135 ~ 300)

Total O.F
(125 ~ 300)

′  (kPa) 462,841.0 7,977 462,841.0

 ′ (kPa) 7,977 385 385

 ′/ ′  (%) 1.723 4.83 0.083

* O.F: Overpressure Fluctuation  ′ : Overpressure at boundary interfaces of 

Water,  ′: Overpressure at boundary interfaces of Air

결과적으로 폭발원점으로부터 1차 매질인 물의 두께가 125 mm인 경

우, 경계면은 125 mm에서 시작하여 300 mm까지 팽창되면서 그 사이 2

회에 걸친 압력변동 과정을 거쳐 공기와 경계면에서의 압력( ′)으로 감

쇠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장 이론연구에서 임피던스 차이에 의한 

물과 공기의 경계면에서의 압력 감쇠는 0.054%로 계산되었으나, 수치해

석에 서는 Table 5.8와 같이 최종 감쇠(Total Overpressure Fluctuation 

attenuation)는 0.083%로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임피던스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계면의 압력변동대에서는 

압력이 수직 강하하지 않고 급격한 1차 변동과 비교적 완만한 2차 압력

변동을 거쳐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을 해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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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이 압력 변동대에 대한 해석을 물의 두께를 변경하여 가며 

반복하여 해석을 실시하여 1차, 2차 압력변동대의 계수를 함수로 표현하

고, 압력변동대의 크기를 추정할 수 있다면 결과적으로 실측된 공기 중 

폭발압력(′′ ) 추정식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5.4.1 폭풍압 예측 추정식과 도체 두께와의 상관관계 

실험에서 구한 폭풍압 예측 경험식의 계수와 도체 두께와의 상관관계

를 함수로 정의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수치해석에서도 그 상

관관계를 추정하고자 한다.

Figure 5.19는 물의 두께에 따른 공기 중 폭발압력 그래프들이며, 물의 

최대 두께는 500 mm이다. 

Figure 5.19 Simulation results of RDX explosion within the water 
confinement according to the change of water thick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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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9로부터 물의 두께가 증가함에 따라 폭발압력의 감쇠효과가 

더 크게 발생하는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양상을 정량적으

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4.6절과 동일한 방법으로 환산거리에 따른 폭풍압 

추정식의 계수를 비교할 필요가 있다.

Table 5.9는 Figure 5.19에서 얻은 추정식의 계수( , )를 정리한 것이

다. 여기서 물의 두께가 ‘0’이 의미하는 것은 공기 중 폭발과 동일한 개

념이며, 이때의 계수가 식(5.5)의 공기 중 폭발 추정식 계수와 다소 차이

가 발생하는데, 이유는 식(5.5)는 Shape A, B, C 모두의 데이터 값을 사

용한 반면, Table 5.9는 Shape A의 데이터 값만을 사용한데 따른 차이이

다.

Table 5.9 Summary of the coefficient of blast pressure estimation equations 
resulted from numerical simulation

Thickness of water (m) Coefficient   Coefficient α
0.000 1947.7 1.544
0.030 1348.7 1.469
0.070 797.95 1.480
0.125 239.12 0.883
0.250 60.379 0.740

각 추정식의 계수를 4.6절과 동일한 개념으로 두 계수에 대한 함수 

와 을 결정하기 위해서 물의 두께와 계수 사이의 관계를 

Figure 5.20과 같이 도시할 수 있다. 여기서 두 계수는 각각 공기 중 폭

발에서 얻어진 계수로 정규화한 값이며, 물의 두께는 도체의 최대 두께

인 250 mm로 한정하였다. 

Figure 5.20으로부터 와 을 다음 식(5.14) 및 (5.15)와 같이 

도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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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0 Relationship between the thickness of water and coefficient of 
estimation equations. The coefficient is normalized by coefficient obtained 

from air blast

   exp 
  (5.14)

   exp 
  (5.15)

한편, 4장의 실험조건<BASE>, <A>, <B>, <C>, <D>의 결과를 바탕으

로 도출한 계수와 도체두께와의 관계식은 식(4.19)과 (4.20)로 나타낸바 

있다. 이 결과를 본 장의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할 때, 수치해석에 의한 

관계식의 계수의 감쇠정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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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가 발생되는 여러 원인들 중 하나는 수치해석 조건이 실제 

실험의 조건과 다른 점을 들 수 있다. 즉 수치해석에서는 물과 공기를 

이상기체로 간주하였으며, 해석모델 중 도체의 비중을 물로 단순화 시켜 

모델링함으로써 비중에 있어서 차이가 나는 뼈(비중 1.8)의 부분을 생략

함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4장의 Table 4.7에서 도체

의 두께가 3 cm인 경우는 배가 위치하여 뼈가 없는 전방(forward)의 감

쇠지수 α는 1.396인 반면, 도체 두께가 7 cm인 경우는 척추 및 골반 뼈

가 위치한 후방(rearward)의 감쇠지수는 1.059로 전방에 비해 후방의 감쇠

지수 절대값이 작아지는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였다. 반면 Table 5.9에서 

도체와 동일한 물 두께인 3 cm와 7 cm의 감쇠지수는 각각 1.469 및 

1.480으로 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즉 실제 실험에서는 후방부분의 

뼈에 의한 감쇠가 크게 나타나는 반면, 후방부분의 뼈에 해당되는 밀도

를 반영하지 않은 수치해석 결과의 후방부분의 감쇠지수는 큰 차이가 발

생하지 않았다. 

연구목적 중의 하나인 실험식에 얻은 함수식(4.19) 및 (4.20)와 수치해

석의 함수식(5.14), (5.15)을 통합할 수 있는 최종식 제안은 위해선 실험

조건과 가장 유사한 해석모델을 추가로 제작하여 해석을 반복하여 실험

과의 오차를 줄이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실험 및 해석결과로부터 폭약을 둘러싸고 있는 물체인 1차 

매질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폭풍압 추정식에 사용되는 계수의 감소 특

성을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과, 유체(도체, 물) 의해 구속된 폭

약이 폭발하는 경우, 공기 중에서 폭발하는 경우에 비해 유체의 두께와 

반비례하여 폭발압력이 감쇠되며, 유체의 두께가 0에 해당하는 공기 중 

감쇠정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값을 도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수치해석 모델에서 뼈 부분이 생략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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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압력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제 뼈의 위치 및 차지하는 면적은 

틀리지만 뼈의 비중을 포함시킨 추가적인 모델을 구성하여 어느 정도의 

감쇠가 추가로 발생되는지에 대한 경향정도만을 다음 절에서 확인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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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세 종류의 매질을 통과한 폭발압력에 대한 해석 결과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해석은 뼈가 위치하지 않은 전방과 

측방부분만을 가정하여 물과 공기를 통과하는 최대 폭발압력의 변화 특

성만을 고찰하였다. 하지만 골반 및 척추 뼈가 위치한 후방의 최대 폭발

압력의 경우는 물, 공기 이외에도 뼈에 해당하는 다른 매질이 폭발 압력

의 변화 거동에 관여한다. 본 장에서는 시험체 내에서 폭약으로부터 생

성된 폭발압력이 물, 뼈 및 공기와 같은 세 가지 매질을 통과하면서 발

생하는 폭발압력의 변화 거동을 살펴보고자 한다. 

Figure 5.21 Schematic diagram of numerical model that consists of air, 
water, bone and RDX (Unit: cm)

Figure 5.21는 앞서 설명한 세 가지 매질로 구성된 수치해석 모델을 나

타낸다. 이때 물의 두께는 10.5 cm, 높이는 150 cm이며, 뼈의 두께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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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m, 높이는 100 cm이다. 다른 해석조건은 앞서 수행된 수치해석모델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한편 뼈를 구성하는 재료의 물성은 물과 동일한 

Gruneisen EOS를 이용하여 정의하였으며, 뼈의 밀도는 선행연구 Table 

3.1를 참고하여 1.8 g/cm3로 입력하였다. 그러나 실제 인체의 뼈 위치 및 

차지하는 면적 등은 모델링한 것과 매우 다를 것이므로 본 절의 해석결

과는 세 개의 매질을 통과한 후의 개략적인 폭발압력 감쇠 수준만을 참

고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하고자 한다.

Figure 5.22 및 5.23은 물, 뼈 및 공기 세 개의 매질과 물과 공기 두 개

의 매질에 대한 최대 폭발압력과 도달시간을 비교한 그래프이다. 여기서 

Num_W는 물의 두께가 125 mm이며, Num_WB는 물의 두께가 105 mm, 

뼈의 두께가 20 mm가 혼재된 모델을 뜻한다. 

* Num_W125: Water(125 mm), Num_WB: Water(105 mm)+Bone(20 mm)
Figure 5.22 Comparative graph of overpressure Num_W and Num_W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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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um_W125: Water(125 mm), Num_WB: Water(105 mm)+Bone(20 mm)
Figure 5.23 Comparative graph of arrival time Num_W and Num_WB

   Figure 5.23과 524에서 보는 바와 같이 밀도가 다른 세 개의 매질을 

통과한 Num_WB는 물과 뼈, 뼈와 물, 두 번의 압력변동대(물에서 뼈, 뼈

에서 공기)를 통과하면서 폭발압력이 Num_W125에 비해 낮고, 도달시간

은 느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세부적으로 1 m 지점에서는 뼈의 유무에 

따라 폭발압력 및 도달시간 모두 약 5배 정도의 차이가 발생되었다.

그리고 Figure 5.24는 Num_WB와 Num_W125의 최대 폭발압력을 환산

거리와 비교한 그래프들이며, Num_WB의 추세선으로부터 다음과 같은 

추정식을 구할 수 있다.

(Water 105mm + Bone 20mm)     ×  

 
 

(5.16)

여기서, P는 폭풍압(kPa), D는 폭원으로부터의 거리(m), W는 폭약량

(kg)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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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4 Comparative graph of overpressure Num_W and Num_WB using 
SD

추정식의 계수 K는 206.63에서 39.448로 α는 0.783에서 0.582로 각각 

줄어드는 결과값을 나타내었다. 즉 계수 K가 작은 Num_WB는 

Num_W125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리게 감쇠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폭발압력의 거동을 관찰하면 더욱 확연한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음 Figure 5.25는 2 ms대의 거동을 비교한 그림이다. Figure 5.25 

(a)는 (b)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의 움직임이 적

고 폭발압력의 크기도 매우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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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luid expansion Pressure

(a) Num_WB at 2 ms

(b) Num_W125 at 2 ms

Figure 5.25 Comparative propagation of fluid expansion and pressure 
(Num_WB and Num_W125)

즉 4장의 도체 두께에 따른 계수를 비교 Table 4.7 중 척추 뼈가 위치

한 후면(rearward)방향에서 해석조건과 같이 두께가 12.5 cm(K 39.448, α 
0.582)인 경우는 없고, 22 cm (K 47.197, α 0.818)인 경우만 있어서 두 계

수를 정량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려우나, 실험결과로부터 뼈가 위치한 후

면의 경우, 폭발 시 폭발압력이 두 번의 압력변동대를 통과하면서 두 계

수 모두 감소하는 방향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것을 유추하였으며, 

해석으로부터도 동일한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파악하였다. 다만 본 해석

에서는 뼈의 배치와 뼈가 차지하는 면적도 실제 도체와 다르기 때문에 

폭발압력의 감쇠 경향은 해석결과 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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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수치해석 결과 종합

첫째로 최대 폭발압력은 폭약의 형상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반면, 폭

약량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둘째로 축대칭 해석에 의한 공기 중 폭발압력은  의 함수에 

의해, 물속에서는  의 함수에 의해 감쇠된다. 따라서 RDX에 대

한 공기 중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는 식(5.7)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물속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

력(′)는 식(5.8)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셋째로 공기 중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인 ′은 

폭약과 공기와 경계면의 최대 폭발압력인 와 가스압력인 의 복합작

용에 의한 영향을 동시에 받지만 감쇠된 의 값이 가장 큰 영향을 미

친다는 것을 폭발반응의 거동관찰을 통하여 유추할 수 있다.

넷째로 물속 0.58 ms 시점(약 1 m)에는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보

다는 충격파가 폭약에서 물과 경계면에서의 최대 폭발압력인 ′을 결정

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약 4 ms 시점 이후에는 가스압이  ′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다섯째로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물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폭발압력이 

감쇠되며, 이때 물의 두께와 상관없이 물 내부에서는  의 함수

로 감쇠한다. 또한 물 매질이 얇을수록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과 충

격파가 비슷하게 거동을 하는 반면 두꺼워질수록 충격파 빠르게 발생하

며, 초기의 충격파 두께는 얇게 형성되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두꺼워 지

는 경향을 보인다. 이때 물의 두께는 500 mm이내이며, 공기 중 거리는 

폭발원점으로부터 4 m이내이다.

여섯째로 경계면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범위를 ‘압력 변동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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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의할 때, 이론적으로는 변동대의 압력 비( ′/ ′)는 일정하지 않고 

도체의 두께에 반비례한다. 그러나 변동대의 압력변화는 불연속적으로 

하강하지 않고 두 번의 압력변동대, 즉 1차로  의 함수에 의해 

급격한 감쇠가 일어나고 2차로 상대적으로 완만하게  의 함수로 

감쇠되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곱 번째로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경험식은    로 표

현할 수 있으며 해석을 통하여 얻어진 다수의 계수 K와 α를 1차 매질 

두께의 함수로 표현한 후, 공기 중 얻어진 계수로 정규화 함으로써 함수

식인 식(5.14)와 (5.15)를 도출하였다. 이 식을 활용하여 도체의 두께를 

알면 폭풍압 경험식을 도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기 중 거리별 폭풍

압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해석 시 모델의 구성을 폭약, 물 및 공기로 단순화하여 유추한 

추정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뼈의 비중(1.8)를 포함한 모델 구성을 

하여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3종류의 매질을 통과한 후의 최대 

폭발압력은 두 개의 경계면, 즉 물과 뼈, 뼈와 공기 전파됨으로 인해 동

일두께의 두 종류 매질을 통과한 폭발압력보다 상대적으로 감쇠정도가 

더 크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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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본 연구에서는 자살폭발 사례를 예로 하여 고성능 폭약의 폭발이 인체 

장기와 같은 매질을 통과하여 대기 중으로 전파할 시 폭발압력과 파편 

비산에 의한 피해 규모를 분석하였으며 도체를 활용한 총 6회의 폭발시

험을 실시하였다. 이 데이터와 기존 발표된 폭풍압에 의한 인체피해 범

위에 관한 자료를 활용하여 안전거리의 개념을 정의하였고, 이 정의를 

바탕으로 도체 두께별 폭발압력에 따른 피해 예측 분석을 실시한 후, 경

험식도 도출하였다. 특히 실험결과를 근거로 한 피해예측 분석 결과를 

상용 프로그램인 BREEZE VASDIP의 해석 결과와값과 비교함으로써 본 

연구에서 사례로 선정한 자살폭발 테러의 경우 피해 범위를 추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다.

아울러 실험결과로부터 폭발압력을 예측하기 위한 몇 가지 경험식을 

도출하였으며, 도출된 경험식에서 사용되는 계수가 도체 매질의 두께와 

관계있음을 확인하여 두께에 따른 함수식을 제안하였다. 본 실험 및 결

과의 의의는 한 가지 매질만을 통과하지 않고, 도체와 공기라는 두 개의 

매질을 통과한 폭발압에 의해 폭발원점 주변에 위치한 보안 물건의 피해

정도에 대한 예측을 수행할 수 있으며, 이를 보안산업 현장에 적용시킬 

수 있다.

인체는 골격계와 피하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뼈를 제외한 평균 밀도

가 물의 밀도와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상용 동적해석코드인 

LS-Dyna를 활용한 수치해석을 실시하였다. 고성능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 

시 폭발압의 전파, 유동과정 및 폭발압력의 변화 등을 평가함으로써 실

제 실험에서 관찰되는 현상을 수치해석 기법을 통하여 모사하고자 하였

으며, 다양한 조건에서의 폭풍압 추정식을 도출하여 실험식과 같은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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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폭풍압 계수 및 도체 두께와의 함수식을 제안하였으며, 두 함수식

의 유사성을 확인하였다. 폭약을 둘러싸고 있는 물체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폭풍압 추정식에 사용되는 계수의 감소 특성을 실험 및 수치해석 

결과로부터 정량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 함수식은 별도의 실험이나 수치해석 없이 도체나 유체의 두께 정보

가 제공된다면 두 가지 매질을 통과한 후의 폭풍압을 예측할 수 있는 추

정식을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도출해낸 

주요 연구 성과들은 다음과 같다.

실험을 통하여 첫째로 보안 물건에 대한 피해정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안전거리의 개념을 4단계로 나누어 정의하였고, 인체에 은닉 가

능한 컴포지션 C4 500g이 폭발 시 최소 안전거리는 2 m이며 보안 안전

거리는 6 m 임을 최종 제안하였다. 그리고 피해범위를 쉽게 예측할 수 

있도록 도체의 두께에 따른 거리별 폭풍압 예측식을 제안하였으며, 이 

예측식 모형은 폭약량 500 g, 도체두께 0.03 m ~ 0.22 m, 폭풍압 310.3 

kPa 이하의 범위에 적용할 수 있다. 이 결과는 보안산업분야에 이론적 

배경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보호대상자와 검색되지 않은 불특

정 다수 인원 사이의 최소 및 최대 이격거리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으

며, 인원검색에 있어서도 보호대상자로부터 6 m 이상의 거리에 위치한 

인원은 제외함으로써 검색에 대한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검색에 

동원되는 공공보안요원의 수요를 줄일 수 있으며, 신원이 확인된 인원에 

대하여서는 검색 없이 보호대상자와의 거리를 2 m까지 줄일 수 있는 근

거로도 활용할 수 있다.

둘째로 이종매질을 통과한 공기 중 폭풍압을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경험식인    로 표현할 수 있으며, 이때 계수 K와 α를 1차 

매질 두께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었다. 이 함수식은 도체의 두께를 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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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압 경험식을 도출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공기 중 거리별 폭풍압을 

예측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함수식은 폭약량 500 g, 폭발원점으로부

터 6 m 이내의 범위에 적용 가능하다.

수치해석을 통하여 첫째로 실험에서 확인하지 못한 물속에서의 최대 

폭발압력은  의 함수에 의해 감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RDX에 대한 물속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된 후 폭발압력( ′)은 

0.00054 ×  × 0.2 × 와 같다. 

둘째로 실험과 마찬가지로 물의 두께에 반비례하여 폭발압력이 감쇠되

지만, 이때 물의 두께와 상관없이 물 내부에서는  의 함수로 감

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때 1차 매질인 물의 두께가 작을수록 가스압 

등에 의한 유체팽창과 충격파가 비슷하게 거동을 하는 반면 두꺼워질수

록 충격파 빠르게 발생하고, 초기의 충격파 두께는 작게 형성되다가 시

간이 지날수록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경향은 물의 두께 500 

mm이내, 폭발원점으로부터 공기 중 거리 4 m 이내로 한정할 때 적용할 

수 있다. 

세째로 경계면에서 압력이 급격하게 변하는 범위를 ‘압력 변동대

(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라고 정의할 때, 이론적으로는 변동대의 압

력 비( ′/ ′)는 일정하지 않고 도체의 두께에 반비례하며, 이때 압력변

화는 불연속적으로 하강하지 않고 두 번의 압력변동대, 즉 1차로 

 의 함수에 의해 급격한 감쇠가 일어나고 2차로 상대적으로 완

만하게  의 함수로 감쇠되어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여기서  ′은 물속 임의거리를 통과하면서 감쇠되어 공기와 접하

기 직전의 최대 폭발압력,  ′는  ′이 물과 공기의 경계면을 통과한 

후 공기 중 최대 폭발압력이다.

넷째로 실험과 마찬가지로 삼승근 환산거리에 대한 경험식 계수 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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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를 1차 매질 두께의 함수로 표현한 후, 공기 중 얻어진 계수로 정규화

한 함수식을 도출하였다. 그리고 해석 시 모델의 구성을 폭약, 물 및 공

기로 단순화하여 유추한 추정식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뼈의 비중

(1.8)을 포함한 모델 구성을 하여 해석을 실시한 결과 3종류의 매질을 통

과한 후의 최대 폭발압력은 두 개의 경계면, 즉 물과 뼈, 뼈와 공기 전파

됨으로 인해 동일 두께의 두 종류 매질을 통과한 폭발압력보다 상대적으

로 감쇠정도가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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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1-1 Hysteresis loop of blast overpressure in each measuring point of experiment in the air over time

Forward Sideward Rearward

1m

(a) Measuring point #1 (b) Measuring point #2 (c) Measuring point #3

2m

incident

reflected

(d) Measuring point #4 (e) Measuring point #5 (f) Measuring point #6

6m

(g) Measuring point #7 (h) Measuring point #8 (i) Measuring poi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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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Hysteresis loop of blast overpressure in each measuring point of experiment condition A over time

Forward Sideward Rearward

1m

(a) Measuring point #1 (b) Measuring point #2 (c) Measuring point #3

2m No result

(d) Measuring point #4 (e) Measuring point #5 (f) Measuring point #6

4m

(g) Measuring point #7 (h) Measuring point #8 (i) Measuring poi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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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Hysteresis loop of blast overpressure in each measuring point of experiment condition B over time

Forward Sideward Rearward

1m

(a) Measuring point #1 (b) Measuring point #2 (c) Measuring point #3

2m

(d) Measuring point #4 (e) Measuring point #5 (f) Measuring point #6

4m

(g) Measuring point #7 (h) Measuring point #8 (i) Measuring poi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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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Hysteresis loop of blast overpressure in each measuring point of experiment condition C over time

Forward Sideward Rearward

1m

(a) Measuring point #1 (b) Measuring point #2 (c) Measuring point #3

2m

(d) Measuring point #4 (e) Measuring point #5 (f) Measuring point #6

4m

(g) Measuring point #7 (h) Measuring point #8 (i) Measuring poi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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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Hysteresis loop of blast overpressure in each measuring point of experiment condition D over time

Forward Sideward Rearward

1m

(a) Measuring point #1 (b) Measuring point #2 (c) Measuring point #3

2m No result

(d) Measuring point #4 (e) Measuring point #5 (f) Measuring point #6

4m No result

(g) Measuring point #7 (h) Measuring point #8 (i) Measuring poi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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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Hysteresis loop of blast overpressure in each measuring point of experiment condition E over time

Forward Sideward Rearward

1m

(a) Measuring point #1 (b) Measuring point #2 (c) Measuring point #3

2m

(d) Measuring point #4 (e) Measuring point #5 (f) Measuring point #6

6m

(g) Measuring point #7 (h) Measuring point #8 (i) Measuring point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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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Reaching time of maximum blast pressure: Forward, Sideward, Rearward

Distance
(m) 

Forward Sideward Rearward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1m 1380.3
 (#1) 0.0089 1685.8

(#2) 0.0088 1911.9
(#3) 0.0088

2m 100.0
(#4) 0.0095 188.9

(#5) 0.0101 155.1
(#6) 0.0101

6m 17.2
(#7) 0.200 22.8

(#8) 0.0180 19.3
(#9) 0.0190

2-2 Reaching time of maximum blast pressure: Forward, Sideward, Rearward 
of experiment condition A and B

No. test

Forward Sideward Rearward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A

1m 43.4
 (#1) 0.3129 72

(#2) 0.3141 111.0
(#3) 0.3138

2m 34.5
(#4) 0.3150 46 

(#5) 0.3161 -
(#6)

4m 11.7
(#7) 0.3120 29

(#8) 0.3210 42.7 
(#9) 0.3200

B

1m 37.9
 (#1) 0.0090 70

(#2) 0.0090 306.1
(#3) 0.0090

2m 27.6
(#4) 0.0110 40

(#5) 0.0110 80.0
(#6) 0.0110

4m 11.0
(#7) 0.0180 23

(#8) 0.0170 37.9
(#9) 0.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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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Reaching time of maximum blast pressure: Forward, Sideward, Rearward 
of experiment condition C and D

No. test

Forward Sideward Rearward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Maximum 
overpressure

(kPa)

Arrival 
time
(s)

C

1m 278.5
 (#1) 0.0105 61.4

(#2) 0.0117 46.9
(#3) 0.0117

2m 89.6
(#4) 0.0117 31.0

(#5) 0.0145 22.1
(#6) 0.0145

4m 34.5
(#7) 0.0170 15.2

(#8) 0.0190 11.1
(#9) 0.0190

D

1m 417.1
 (#1) 0.0182 175.8

(#2) 0.0189 33.8
(#3) 0.0210

2m 280.6
(#4) 0.0194 93.1

(#5) 0.0210 -
(#6) -

4m 82.0
(#7) 0.0240 53.8

(#8) - 13.8
(#9) 0.0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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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rve of Maximum Blast Pressure, Impulse, Ruptured Eardrum Probability by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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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Pressure history curve in air blast

4-2 Pressure history curve in water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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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Pressure curve in water confinement (Thickness = 125 mm)

5-2 Pressure curve in water confinement (Thickness = 250 mm)

   



- 152 -

5-3 Pressure curve in water confinement (Thickness = 5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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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stimation of overpressure and damage level 

in multiple media due to explosive explosion

Lee Yong Kang
Department of Energy System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researches on the damage behaviors derived by explosion such as the 

noise, vibration, fly rock and the correlation of factors that affect these 

behaviors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Also, the researches that 

quantify the  damage caused by noise, vibration and fly rock of explosion 

and suggest the acceptable standards for damage behaviors have been 

performed in various ways. However, these researches were performed 

within the criterion of using industrial powder  only, so that the standards 

set by these researches are limitedly applied to mine or construction sites.

However, not only industrial powder but also low detonation velocity 

blasting agents like propulsion material or high detonation velocity powder 

such as Hexogen can be involved in explosions in terrorisms or accidents. 

In these cases, there is lack of accumulated data to quantify the explosion 

damage behavior. In addition, it is often difficult to specify the 

characteristics of the medium in case of terrorist attacks or accidents su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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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atmospheric bursts, explosion in storage spaces and explosion in the 

concealed spaces or in case of passing through two or more different media 

types.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research to analyze the extent of damage 

caused by blast pressure and debris scattering when the explosion of a 

high-performance explosive propagated to the atmosphere through the same 

medium as the human organ, and conducted a total of six explosion tests 

using carcasses. Using this data and data on the extent of human damage 

from previously published blast pressure, the concept of safe distance was 

defined in four stages, and based on this definition, the empirical formula 

was derived after the analysis of damage forecast due to blast pressure by 

carcass thickness. 

The experiment suggests that the minimum safe distance for explosion is 

2 m and the safety clearance distance is 6 m when 500 g of composition 

C4 that can be concealed in human body is exploded. In order to predict 

the extent of the damage easily, we propose a prediction equation of blast 

pressure for each distance according to the thickness of the carcass. This 

prediction equation is applied to a range of explosive dose of 500 g, 

carcass thickness of 0.03 m ~ 0.22 m, maximum blast pressure of 310.3 

kPa.

In addition, the empirical formula for  Cube Root Scaled 

Distances(CRSD) of the air passing through two different media could be 

expressed in     , where coefficients K and α could be 

explained in functions of thickness. A function formula that normalized this 

formula by the coefficient obtained in the air experiment was derived.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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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unction is normalized with an empirical coefficient of explosion experiment 

in the air using the same amount of explosive. The meaning of this 

function is that knowing the thickness of the carcass can lead to the 

explanation of blast pressure empirical formula, consequently can lead to 

prediction of blast pressure by distance in the air. This function is 

applicable to a range of 500 g pyrotechnic and less than 6 m from the 

origin of explosion.

Through the numerical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in the water, which was not confirmed in the experiment, 

was attenuated by the function of   . Therefore, the explosion 

pressure ( ′) after attenuation through arbitrary distance in water for RDX 

is equal to 0.00054 ×    × 0.2 ×  . The blast pressure is 

attenuated in inverse proportion to the thickness of the water, but it decays 

as a function of    in the water regardless of the thickness of the 

water. In this case, the thinner the thickness of the first medium, water, the 

gas pressure and the shock wave behave similarly, whereas the thicker the 

water, the earlier the shock wave is generated. Also the initial shock wave 

thickness tends to become thinner and thicker over time with the thicker 

medium. At this time, the thickness of water shall be within 500 mm,  and 

the distance from the origin of explosion shall be within 4 m. 

Moreover, when defining the range of the pressure that rapidly changes in 

the interface as an '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 the pressure ratio ( ′/

 ′) of the fluctuation range is not constant theoretically at 0.054% and is 

inversely proportional to the thickness of the carcass. At this time, it was 

found that the pressure change does not fall vertically, but in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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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pressure fluctuation range, It means that the pressure is rapidly 

attenuated by the function of    the first, and then attenuated 

relatively gently by the function of     and propagated into the air. 

Supporting,  ′  is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immediately before 

contact with air as it passes through a random distance of water, and ′  

is the maximum explosion pressure in air after  ′  passing through the 

boundary between this water and air.

Meanwhile, in the numerical analysis, empirical coefficients K and α for 

CRSD were expressed as a function of thickness and then normalized to the 

coefficients obtained in the air experiment to derive the function. This 

means that the reduction characteristics of the coefficients used in blast 

pressure estimation equations can be quantitatively expressed, depending on 

the type and thickness of the primary medium, the object surrounding the 

explosive.

Key Words : Explosive, Terrorism, Blast pressure, Numerical analysis, 

Safe distance, Explosion experiment

Student Number : 2008-30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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