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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군 또는 기타 산업 환경에서 고에너지 물질은 다목적으로 활용되는데,
이 물질에서 점화가 발생할 경우 데토네이션(detonation) 반응이 발생할
수 있고, 주변의 인접한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비선형적 거동을 나타낸다.
여기서 데토네이션 반응이란,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상태를 나타내
며 초음속 연소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적 연소 거동을 해석하는 것보다 다른 방식의 기법이 필요하다.
고에너지 물질의 연소 반응을 해석하기 위한 기법은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hydrodynamic method)이다. 이 기법은 비선형 동역학 문제를 기술
하기 위한 Navier-Stokes 방정식과 다물질 경계면 추적을 위한
Interface tracking level-set, 그리고 고에너지 물질의 화학반응식을 포함
하는 Rate law로 이루어져 있다. 즉, 유체와 비반응성 고체의 비선형 상
호작용(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 해석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의 반응시스템을 선정하여 하이드로다이나믹 기
법을 활용하여 연소 모델링을 하고 수치적 해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반응시스템이란 고에너지 물질과 비반응성 고체로 이루어진 구조체이다.
첫 번째로, 외부 파편 충격이 가해진 반응 시스템을 선정하여 동적 거동
을 해석하였고, 폭약과 추진제의 내부 압력 거동 상호 비교를 통한 충격
민감도 판단을 하였다. 두 번째로, 실제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을 선
정하여 동조폭발 과정을 시뮬레이션하고, 3차원 모델링을 이용하여 파편
화 과정 시뮬레이션을 통한 피해 효과 인자 정량적 분석을 진행하였다.
마지막으로 TBI(Through Bulkhead Initiator) 시스템을 선정하여 구조
모델링을 통한 Bulkhead 내부의 압력 감쇄를 추적하였다. TBI 시스템은
일명 격벽착화기라고 부르며 그 내부는 Detonator – Bulkhead –
i

Acceptor(수폭약)가 일렬로 배치되어 있는 구조이다. Bulkhead 내부 압
력 감쇄 데이터를 추적하였고, 그 데이터를 응용한 수폭약의 점화반응
여부 판단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또한 수폭약이 점화하지 않을 수
있는 임계 Bulkhead 두께를 도출하였다.
주요어 : 하이드로다이나믹, 반응시스템, 155 mm 고폭탄, 격벽착화기, 연
소 모델, 수치해석, 유체-비반응성 물질 상호작용
학번 : 2014-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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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상기 연구에서 다루어지는 주 물질은 고에너지 물질(energetic
materials)이다. 이 물질은 연료와 산화제로 이루어진 복합체로 외부에서
에너지가 가해지면 화학적 엔탈피가 열적 에너지로 급격하게 변화하는
물질을 총칭한다. 즉, 점화 시 다량의 에너지를 방출하고 주변의 인접한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비선형적 거동(non-linear behavior)을 나타낸다.
이러한 고에너지 물질은 폭탄, 발사체 및 고체추진기관, 착화기 등 군
및 기타 산업 환경에서 다목적으로 사용된다. 이들의 산화반응은 가스팽
창의 의한 강한 파과력을 수반하고 순간적으로 높은 압력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데토네이션(detonation)과 같은 반응이 나타난다. 고에너지 물질
이 급격하게 연소하는 데토네이션 현상은 기폭 물질의 화학 에너지를 대
단히 짧은 시간(∼1 μs)내에 높은 온도(∼3000 K)의 폭발반응 생성기체
와 높은 압력(10∼50 GPa)의 충격파(∼5 km/s) 형태로 방출한다.
이러한 데토네이션 반응은 해석하기가 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다. 그
러나, 이러한 물질의 운용 상 실수로 예기치 못한 폭발이 발생하여 인명
및 구조물 등에 비가역적 손실을 입힐 수 있고, 마이크로 착화기 내부
작동 검증 확인 및 민감도 해석 등 이에 대한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여
건이나 기반 기술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폭약이나 추진제 등 고에너지 물질의 데토네이션 반응을 해석할 수 있
는 것은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hydrodynamic method)이다. 이 기법에
대한 것은 다음 장부터 이론적인 설명과 더불어 내부 지배방정식, 연소
모델과 국부적 변형 및 파괴 모델에 대해 자세히 기술할 것이지만, 본
서론에서는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이 가지고 있는 반응속도식 및 선행
연구들의 대한 소개를 하고, 본 연구의 목표 설정 및 기존 연구와의 한
계점 극복점 등을 설명하도록 하겠다.
1

그림 1. 고에너지 물질의 데토네이션 반응 양상
기본적인 고에너지 연소 모델 반응속도식은 Lee & Tarver Ignition
and Growth 모델[1]을 사용하였다. 이것은 고에너지 물질의 점화 개시를
의미하는 Ignition 항과 화염 발달 및 데토네이션 천이를 의미하는
Growth, Completion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이후에는 기존의 Lee &
Tarver 반응속도식이 갖는 한계점을 극복한 개선된 Ignition and
Growth 반응속도식을 사용하였다. 개선된 반응속도식의 실험적 검증이
이루어진 후 기존 Lee & Tarver 반응속도식을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이 기법을 응용하여 반응시스템의 동적 응답을 해석하였는데, 여기서
언급한 반응시스템이란 고에너지 물질과 비반응성 고체의 구조체라고 칭
할 수 있다. 즉, 고폭탄, 추진기관, 폭죽, 착화기 등 고에너지 물질이 사
용된 모든 제품을 의미한다. 그리고 동적 응답이란 내부 고에너지 물질
이 연소된 후 구조체의 거동을 의미한다.
반응시스템의 거동 해석에 관한 문제는 과거에서부터 계속 진행되어
2

왔다. 먼저, 기존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 및 개선된 기법[2], LX-17 폭약
기반 반응시스템의 완전 연소를 위한 파편의 임계 충돌 속도 결정 연구
[3], 4-동조폭발 테스트 수행 및 CALE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을 통한 검
증 연구[4], PBXN-109 화약이 충전된 폭약의 대한 동조 연쇄폭발에 관
한 연구[5] 등 수치적 연구들은 예전부터 계속적으로 진행되어 왔다. 즉,
고에너지 반응시스템의 거동에 관한 연구는 위험성 및 비용 문제로 실험
적 연구보다는 수치적인 연구가 일반적으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세 가지의 반응시스템을 선정하여 연소 모델
링을 하였고 그에 따른 동적 응답을 해석하였다. 첫 번째로 초당 3.9 km
의 속도를 갖는 강철 파편에 의한 충격이 가해진 LX-17 폭약 또는 AP
추진제 반응시스템을 선정하여 내부 압력 거동 분석 및 반응 민감도 비
교, 두 번째로 실제 군에서 배치 및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을 선정하
여 2차원 동조폭발 시뮬레이션을 진행하고, 3차원 파편화 과정을 시뮬레
이션 및 생성된 파편을 분석하여 피해 효과를 주는 주 인자의 대한 정의
및 정량적인 정보를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TBI(Through Bulkhead
Initiator) 격벽착화기를 선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였고, Bulkhead 내부의
압력 감쇄를 추적하였다. 또한 수폭약의 반응 임계 압력 데이터를 이용
하여 수폭약이 점화되지 않을 수 있는 임계 Bulkhead 두께를 도출하였
다. 고에너지 물질의 사용 및 운용은 특히 군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이렇게 도출된 데이터는 향후 방위사업 연구개발
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로서 의미가 있는 데이터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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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Hydrodynamic method
2.1 하이드로다이나믹 코드
2.1.1 지배방정식
고에너지 물질은 연소 시 주변에 인접한 물질과 상호작용하며 비선형
적 거동을 나타낸다. 이것은 하이드로다이나믹 방법론을 통해 기술할 수
있다. 즉, 고에너지 물질 연소 반응의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
이드로다이나믹 코드(hydrodynamic code)를 사용하였다.
이 코드는 일명 화약해석전용 고압유체동력학 solver 라고도 불리며,
물질 경계조건 기법, 상태 및 지배방정식, 화학반응모델, 수치해석 기법,
경계면 추적 기법이 어우러져 있다. 이것을 관계식으로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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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7)



    




  

하이드로다이나믹 코드의 전체적 구조를 식 (1)에서 (7)까지 나타내었
다. 식 (1)∼(3)은 비선형 동역학 문제를 기술하기 위한 압축성
Navier-Stokes 방정식이다. 고에너지 물질이 점화하면 일반적으로 연소
속도가 음속보다 빠른 데토네이션 거동을 보이며, 이는 물리적으로
Hyperbolic system에 기반을 둔 거동을 하게 된다. 이러한 Hyperbolic
system을 풀기 위해 열전도와 점성이 고려되지 않는 Euler 방정식을 사
용한다. 여기서 는 밀도, 는 유체 속도, 는 유체 정역학적 압력이다.
그리고       는 단위 부피 당 총 에너지를 의미한다. 또한, 고
체의 변형을 기술하기 위해 식 (4)가 사용된다. 여기서  는 Cauchy
stress tensor를 의미하며, deviatoric stress tensor 인  와 유체 정역학
적 압력인 의 두 가지의 항으로 분리된다. 또한 식 (5)는 고에너지 물
질의 반응속도식을 의미하는데, 여기서  는 반응률(reaction rate),  는
생성물 질량 분율(burned mass fraction)을 의미한다. 그리고, FSI 해석
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 (6)과 같이 Interface tracking method가 사
용되었다. 여기서 는 distance 함수로써, 다중 물질의 경계면 추적을 할
수 있는 level-set 기법이다.
또한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 전 고체 상태(unreacted solid state)와 반
응 후 기체 상태(reacted gas state)의 압력을 기술하기 위하여 식 (7)과
같은 상태방정식이 사용된다. 고에너지 상태 물질을 효과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JWL(Jones-Wilkins-Lee) 상태방정식이 사용된다. 이 방정식을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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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위 식 (8)은 식 (7)을 풀어 쓴 것으로,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물과 생성
물의 압력을 기술한다. 여기서    로, 현재 밀도()와 초기 밀도( )
와의 비율인 상대 비체적(relative specific volume)을 의미한다. 또한
   는 내부에너지,       는 JWL 상태방정식 모델 파라미터
이다. 이 값은 특정 고에너지 물질의 조성 정보를 알고 있으면 Cheetah
code[19]를 통해 획득이 가능하다. 고에너지 물질의 전체 압력을 아래 식
과 같이 기술된다.







             
 

  








      
 












           

(9)

즉, 총 압력은 식 (9)와 같이 연소 질량 분율( )과 연료 소모량(   )
를 이용하여 통합적으로 표현된다.
하이드로나이나믹 코드는 이 이외에도 고체의 대변형 및 관통 반응을
기술하는 강도(strength) 모델, 파괴 및 파편화 과정을 모사할 수 있는
파괴(failure) 모델들로 상세 구성되어 있다. 이 모델들은 이후 다음 장에
서 자세히 기술하도록 하겠다.

2.1.2. 연소 모델링
고에너지 물질의 연소 반응을 해석하기 위하여 예전부터 다양한 형태
의 연소 모델들이 제안되었다. 먼저 Ignition and Growth(I&G) 모델[1]
은 1980년도에 C. M. Tarver와 Edward Lee에 의해 제안된 고에너지 물
질의 데토네이션 현상을 해석할 수 있는 경험적 모델이다. 미국
Lawrance Livermore 국립연구소(LLNL)를 중심으로 검증되었으며, 현재
6

도 ANSYS AUTODYN 상용코드에 적용되어 사용될 만큼 그 정확도는
높다고 할 수 있다. Ignition and Growth 모델은 고에너지 물질의
Hotspot의 발생 및 그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며, 앞서 2.1장에서 설명했
던 생성물 질량 분율( )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 관계식으로 구성되어 있
다. 그 관계식을 표현하면 아래와 같다.

                  




  
           

max

 max

(10)

 min

식 (10)은 Lee & Tarver Ignition and Growth(I&G) 모델 반응속도식
을 나타낸다. I&G 모델은 고속으로 되는 반응파(reacting wave) 생성에
관련된 데토네이션 반응 해석에 가장 적합한 모델로 알려져 있다[6]. 압
력 기반의 반응속도식으로, 데토네이션 반응은 화염 발달이 매우 급격하
게 진행되기 때문에 압력의 의한 팽창이 주요하다.
여기서     이며, Ignition constant , Growth constant  ,
Completion constant  로 이루어져 있다.
나머지          는 I&G 모델 미정상수이다.
이 반응속도식은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 개시를 의미하는 Ignition 항이
처음에 위치하고, 화염 발달 및 데토네이션 천이를 의미하는 Growth,
Completion 항으로 총 세 가지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는 생성
물 질량 분율(burned mass fraction)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무차
원 수로서 반응 진행의 척도를 나타내는 물리적 의미를 내포한다. 그러
나, 이 반응속도식이 포함하는 12개의 미정상수를 해석에 적용되는 각
물질마다 일일이 정의하기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러
한 단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2014년 제안된 개선된 I&G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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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2]을 이후 수치해석에 사용하였다. 이 반응속도식은 기존의 Lee와
Tarver가 제안한 물리적 타당성을 모두 가지면서 동시에 미정상수를 효
과적으로 줄인 것이다. 이것을 식으로 나타내면 아래와 같다.

       



(11)

반응속도식의 기본적 형태는 Lee & Tarver가 제안한 I&G 모델과
같지만, 미정상수를 Ignition constant , Growth constant ,
compression sensitivity , Pressure sensitivity 로 총 4개로 축약한 형
태이다. 이 반응속도식이 실험적으로 검증된 후에는 기존의 모델을 대체
하여 사용하였다.
위

2.1.3. 국부적 변형 및 파괴 거동 모델링
본 연구에서는 주로 고에너지 물질을 다루는데, 이 물질의 데토네이션
반응으로 인해 인접한 물질과 상호작용하여 비선형적 거동을 나타낸다.
그 중 몇 가지로 국부적 변형 거동 또는 파괴(파편화) 거동을 들 수 있
다. 예를 들어 고속의 파편이 반응시스템에 충돌한다면 외부 케이스에는
국부적 변형이 필연적으로 발생되고 이후에는 데토네이션으로 인한 파괴
거동이 수반된다. 이를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추가적 수치 기법이 필요하
다. 첫 번째로 압력 상승으로 인한 상태방정식 정의 및 국부적 변형 모
사를 위한 강도(strength) 모델 결정이다. 케이스와 파편이 충돌하게 된
다면 급격한 압력 상승( )이 이루어지고 응력이 변하게 된다. 먼저, 금
속 물질의 압력 상승을 기술하기 위하여 아래 식 (12)와 같은
Mie-Gruneisen 상태방정식[7]을 사용하였다.


8

(12)


           

  
 

        
    
      



(13)



여기서  는 Gruneisen 상수를 의미하고,  는 적용되는 물질의 음속
(sound velocity)을 의미하며, 는 Hugoniot 기울기 계수(slope
coefficient)이다. 또한 식 (13)과 같이 기준 압력( ) 및 에너지( )로 구
성되어 있다.
그와 더불어, 구조물들의 형상학적 변형을 모사하기 위한
Johnson-Cook 강도 모델[8] 및 Von-Mises 강도 모델[9]을 사용하였다.
그 모델들은 아래 식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ln   
   








            

(14)
(15)

식 (14)는 대상 재질의 Johnson-Cook 항복 응력(yield stress)  를
계산한다. 여기서  는 유효 소성 변형(effective plastic strain)을 의미하
고,  는 유효 소성 변형률(effective plastic strain rate)을 나타낸다. 또
한,  은 대상 재질의 녹는점(melting temperature)을 나타내며,  은
상온(room temperature)이다. 그리고        은 해당 모델을 구
성하는 미정상수이다.
식 (15)는 충전된 추진제 및 폭약 고에너지 물질의 Von-Mises 항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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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력(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는 적용되는 물체의
주응력(principal stress)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반응시스템의 파괴 및 파편화 거동을 기술하기 위한 파괴
모델 정의이다. 하이드로다이나믹 코드 내부에서 본 연구에 적용한 파괴
모델은 확률적 파손(stochastic failure) 모델로서 Mott[10] 에 의해 제안
되었다. 이 파손 모델은 Mott 함수(Mott distribution probability
function)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 함수는 파괴에 이르는 파괴응력의 분산
을 임의로 결정해주는 지수함수이다.











   exp    exp  




그림 2. 값에 따른 파편생성 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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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이 함수는 식 (16)과 같이 표현되며,  은 균열 발생 확률(probability
of fracture)이며 0과 1 사이의 값을 갖는 무차원 수이다.  는 강도 모델
에서 쓰이는 것과 같은 유효 소성 변형이다. 또한 값은 적용되는 물질
에 따라 바뀌는데, 이 값에 따라 균열 발생 확률이 변한다. 즉, 그림 2와
같이 값이 클수록 기울기가 커져 파편 생성 확률이 최종적으로 증가하
고, 작을수록 기울기도 그만큼 감소하여 파편 생성 확률이 감소한다.




2.2 실험적 검증
개선된 I&G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위하여 고에너지 물질을 이용한 실
제 실험과 수치적 해석 결과를 비교하여 모델의 실험적 검증을 진행하였
다. 고에너지 물질이 채워진 고폭탄 시험체로부터 15 m, 20 m 떨어진
지점에 압력 센서를 설치하였다.

그림 3. 모델 검증을 위한 실제 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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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를 실제로 점화시켜, 설치된 압력 센서에서 압력을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고, 그 측정된 데이터를 개선된 I&G 모델을 적용한 수치해석
결과와 비교하였다. 아래 그림 3은 시험 사진을 나타낸다. 또한 그림 4는
실제 시험체를 나타낸다.

그림 4. 시험체 구조 및 압력 센서 위치
한 고폭탄이 점화하였을 때 인접한 고폭탄도 연쇄적인 폭발 반응을 보
이는 동조폭발 형태의 시험체이다. 제 1폭약 (donor)으로부터 15 m, 20
m 에 압력 측정 센서가 위치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시험에서 사용된 압력 측정 센서는 PCB 137A23 장치로서 일종의
DAQ(Data acquisition device)장치 중 하나이다. 측정 대역폭 사양은 0.2
MHz, 측정 주파수는 5 마이크로초(5 x 10-6 초) 수준이다.
그림 5 와 6과 같이 실험 및 수치해석 데이터 비교를 통해 개선된
I&G 모델의 타당성 검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 적으로 도출된 압력파
의 도달 시간과 최대압력 및 팽창구간의 파형이 실험적으로 측정된 압력
파의 구조와 거의 동일하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게 하이드로
다이나믹 기법의 대한 이론적인 설명 및 실험적 검증 부분을 마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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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시험체로부터 15 m 떨어진 압력 센서
(SN : 10554)에 측정값과 수치해석 데이터 비교

그림 6. 시험체로부터 20 m 떨어진 압력 센서
(SN : 10555)에 측정값과 수치해석 데이터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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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외부 파편 충격이 고려된 반응시스템
의 동적 거동
3.1 Physical concept 및 연구 목표

본 연구에서는 외부 파편 충격이 고려된 반응시스템을 선정하였으며,
고속의 파편이 고에너지 물질이 채워진 반응시스템에 충돌하여 이후에
발생되는 동적 거동에 대한 것을 연구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외부 파
편 충돌에 의한 반응시스템의 점화 현상을 모사하는 것이다.
하이드로다이나믹 코드를 이용하여 2차원 FSI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반응시스템을 모델링하고, 이후 Lee & Tarver 반응속도식과 JWL 상태
방정식을 응용하여 파편 충격 하중 시스템 모델링 및 전산모사를 진행하
였다. 마지막으로 외부 케이스의 국부적 변형 거동 모사 및 손상 거동을
해석하였다. 본 연구의 Physical concept flow chart를 나타내면 아래 그
림과 같다.

그림 7. 외부 파편 충격으로 인한 고에너지 물질의 내부 연소
및 반응시스템의 파괴 과정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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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이나 추진제와 같은 고에너지 물질이 채워진 반응시스템에 외부
고속의 파편이 충돌하여 국부적 변형을 야기하고 관통 반응이 일어날 수
있다. 그 과정으로 인해 마찰이나 압축 등의 이유로 고에너지 물질은 내
부로부터 점화가 발생할 수 있고, 일명 고에너지 물질만이 갖는
SDT(Shock-to-Detonation Transition) 현상에 의해 데토네이션 반응으
로 천이할 수 있다. 데토네이션 반응이 발생하여 매우 강력한 압력파가
전파하게 되고, 외부 케이스에 강타하여 이로 인해 반응시스템 전반이
파괴에 이를 수 있다.
본 연구의 동기도 이것에서 착안하였다. 고에너지 물질은 군 및 기타
산업 환경에서 다목적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데, 예기치 않은 파편 충
격(Fragment impact)이 발생하여 아까와 같은 과정으로 SDT 현상에 의
해 데토네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 그로 인해 강력한 압력이 발생하여 반
응시스템이 파괴하여 폭발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고가 발
생한다면 인명이나 구조물 등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수치
적 해석을 통하여 동적 거동을 해석하고 고에너지 물질에 따른 충격에
대한 민감도를 판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림 8. 파편 충격이 발생할 때의 고에너지
물질의 거동
15

그림 8은 파편 충격으로 인해 내부 고에너지 물질의 거동 변화를 나타
낸다. 외부 충격에 의한 반응 시스템의 파괴 시나리오를 나타낸 것이다.
충분히 빠른 초기 속도를 갖는 총탄이 반응 시스템에 충돌했을 때 용기
를 관통(penetration) 하고 계속해서 고에너지 물질을 뚫고 들어가면서
손상을 입힌다. 이때 고에너지 물질은 소성변형 되고 압축이 일어나면서
점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 점화가 일어나게 된다면 데토네이션 반응으
로 발전할 수 있다.

3.2 성형된 반응시스템 및 충돌 속도 결정
파편 충격에 의한 2차원 FSI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 그림 9와 같
은 성형된 반응시스템 지오메트리를 생성하여 계산 영역화 하였다. 모두
세 가지의 경우를 고려하였는데, 첫 번째로 반응시스템 내부에 고에너지
물질이 전부 채워진 경우, 두 번째로 가운데에 실린더로 성형된 고에너
지 물질이 채워진 경우, 마지막으로 별(star) 모양으로 성형된 고에너지
물질이다. 서로 다른 세 가지의 형상을 고려한 이유는 점화 후 반응시스
템 내부의 구조 변화에 따른 압력파의 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함이다.

그림 9. Computational geometry of reactive system considering three
cases (Fully filled, Hole shape, Star sh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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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된 반응시스템의 반지름은 50 mm 이고 외부 케이스의 두께는 5.0
mm 이다. 또한 복잡한 형상을 가졌을 때의 상세 크기는 그림 9와 같다.
또한 표 1과 같이 각 부분마다의 적용된 물질 및 계산방법을 나타내었
다.
Parts
Material
Solver
7 폭약
고에너지 물질 또는 LAXP-1고체
Eulerian
추진제
외부 케이스
알루미늄 6061 T1
Lagrangian
파편
STEEL 4340
Lagrangian
표 1. 반응시스템에 적용된 물질 및 솔버 정의
고에너지 물질에는 LX-17 폭약과 AP 기반 고체 추진제 두 가지를 모
두 사용하였는데 이 이유는 폭약과 추진제를 사용했을 때 내부 압력 거
동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함이다. 일반적으로 I&G
반응속도식은 추진제에는 사용이 불가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충격에 의
한 점화를 유도할 때에는 제한적으로 의사 적용될 수 있다[11]. 또한 외
부 케이스 및 파편은 라그랑지안(Lagrangian) 솔버를 사용하였는데 이
이유는 외부 케이스와 파편의 메쉬가 실제로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기 위
해서는 오일러리안(Eulerian) 솔버보다는 라그랑지안 솔버가 더욱 적합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파편은 크기 10 mm 의 정사각형 형상이며 그 충
돌속도는 3.9 km/s 이다. 파편의 충돌 속도 또한 일정 기준을 참조하여
결정하였다. 고에너지 물질의 점화을 유도할 수 있는 충분한 충돌 속도
를 정의하기 위해서 본 연구와 관련 있는 선행 연구들 중 하나인 3차원
LX-17 파편 충격에 관한 연구를 참조하였다. Chen 등의 선행 연구는 충
돌 속도 3.8 km/s 이상에서 완전 점화가 개시됨이 보고된 바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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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다양한 충돌 속도에 따른
Burned mass fraction
2차원을 고려하는 본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하여, Chen 등이 수행
했던 선행 연구와 동일한 지오메트리 및 적용 물질을 고려하여 몇 가지
의 충돌 속도에 대한 반응시스템 고에너지 물질의 완전 기폭 여부를 판
단하였다.

그림 11. 2차원을 고려하는
경우 완전 점화 속도 결정

그림 12. 시뮬레이션에서의
파편 충돌 속도 최종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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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시뮬레이션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충돌 속도 3.9 km/s 이상에서
완전 점화 특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차원에 따른 해석 결과가 서
로 다른 이유는 2차원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반경 방향(radial direction)
으로의 반응파 전파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그렇지만, 2차원과 3차원 결과
가 크게 다르지 않고, 충돌 속도 3.9 km/s 이상에서 모두 완전 점화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값을 고려하였다.

3.3 해석 결과
3.3.1 LX-17 폭약 반응시스템
그림은 충돌 후 5 μs, 10 μs 가 지난 후 반응시스템의 거동을 밀
도 contour로 나타낸 것이다. 충돌 후 내부 점화가 일어나며 반응파
(reacting wave) 전파 거동이 나타난다.
아래

그림 13. 파편 충돌 후 LX-17 반응시스템에 5 μs, 10 μs 가
지난 후 반응시스템의 거동 (Density range : 0 – 2.5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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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그림 14 - 16은 파편 충격 후 15 μs가 지난 뒤 거동을 나타낸
것이며, 순서대로 Case I, II 그리고 III에 대한 결과이다.

그림 14. Case I (Fully filled) 에 대한 파편 충돌 동적 거동 해석
Mass fraction range 0 - 1, Pressure range 0 - 20 GPa,
Density range 0 - 2.5 g/cc, Abs. vel range 0 - 2500 m/s.

그림 15. Case II (hole shape)
에 대한 동적 거동 해석 결과

그림 16. Case III(star shape)
에 대한 동적 거동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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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rned mass fraction contour를 볼 때 충돌 직후 점화가 발생하여 그
값이 1.0으로 천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폭약을 이용한 반응시스템
이 점화 시 SDT 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데토네이션
반응으로 인한 높은 압력(20 GPa 이상)이 발생하여 외부 케이스가 변형
되고 파손되는 과정이 일어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좀 더 복잡한 구조
를 가진 Case II, III에 대해서는 압력파가 겹쳐지거나 가중되는 중첩
(Superposition)이 발생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 17과 같이 반응시스템 내부에 서로 다른 5개의 압력
게이지를 설치하여 내부 압력 상승 거동 정보를 추적하였다. Case I에
대해서는 내부 점화가 발생하여 압력이 build-up이 되는 것을 볼 수 있
다. 약 40 GPa 까지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Case II, III와 같은 복잡한 구조를 가졌을 때에는 압력파가 서로 겹쳐지
는 반응 때문에 압력 Peak값이 갑자기 높게 뛰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림 17. 계산영역 Case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
추적 결과 - LX-17 폭약을 사용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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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AP 고체 추진제 반응시스템
앞서

3.3.1절의 결과와 같이, LX-17 폭약을 이용한 반응시스템은 완전
한 점화가 발생하여 반응시스템 전반의 파괴 거동이 발생하였다. 아래
그림은 AP 고체 추진제를 사용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그림 18. AP 고체 추진제가 충전된 반응시스템에 동일한 속도의 파편
충돌 후의 거동 (Density range : 0 – 2.5 g/cm3)
그림 18은 초기 밀도가 1.7132 g/cm3 인 AP 고체 추진제가 충전된 반
응 시스템에 파편이 동일한 속도로 충돌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그림 13
과 비교할 수 있는데, 고속의 충돌로 인해 반응시스템의 국부적 변형 및
케이스를 뚫고 들어가는 형상학적 변형이 일어나는 것은 동일하게 관찰
되었다. 그러나, LX-17을 적용했을 때와 비교하여 동 시간대의 반응파
전파 양상과 그 속도가 현저하게 낮음을 알 수 있다. 이 양상은 압력과
Burned mass fraction field를 대조하면 더욱 극명하게 드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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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AP 추진제를 사용한 반응시스템의 파편 충돌
동적 거동 해석 (Case I), Pressure range 0 – 4.0 GPa,

그림 20. Case II(hole shape) 에
대한 동적 거동 해석 결과

그림 21. Case III(star shape)
에 대한 동적 거동 해석 결과

충돌 후 15 μs 이후의 거동을 그림 19, 20 21과 같이 순서대로 Burned
mass fraction, 압력, 밀도, 절대속도에 따라 나타내었다.
AP 추진제를 적용한 반응시스템은 LX-17 폭약과는 대조적으로 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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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 충돌에 의한 화학반응이 거의 발생하지 않아 반응파가 상대적으로 느
리게 전파된다. 따라서 LX-17이 충전된 반응 시스템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그와 더불어 Shock induced 점화 반응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추진제를 사용 시에는 데토네이
션 보다는 낮은 수준의 반응(burning, deflagration 등)이 발생됨을 뜻한
다.
또한 반응파의 압력 크기는 폭약을 사용했을 경우보다도 약 5배 이상
감소되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의 절대속도 또한 LX-17의 경우 보다는
상대적으로 느린 거동을 보임으로써 동시간대의 반응파의 위치 비교를
통해 더욱 극명하게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2. 계산영역 Case에 따른 내부 압력 상승
추적 결과 – AP 고체 추진제를 사용했을 경우
그림 22와 같이 AP 고체 추진제 내부 압력 상승을 추적하였다. 추진
제의 물성으로 인하여 그림 17의 LX-17 폭약 내부 압력 상승 결과와는
대조적인 응답을 보인다. LX-17의 경우에는 점화가 발생하여 압력이 계
속적으로 build-up 되는 거동을 보였지만, AP 추진제를 적용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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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점화가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압력 build-up 거동을 보이지 않고 오
히려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외부 파편 충격에 대한 반응 시스템의 파괴 거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파편화 기술을 적용하고 추진시스템의 종말 도달까지 계산을 수행하여
용기의 파괴 특성을 규명하였다. 반응시스템의 파괴 거동은 내부에 폭약
이 채워져 있을 때만 발생할 수 있는 거동임이 확인되었다. 또한 반응시
스템 내부에 복잡한 구조로 고에너지 물질이 채워졌을 경우에는 다양한
방향의 압력파가 서로 중첩되거나 가중되는 반응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위 연구 자료는 향후 내부 추진 기관 및 무기 체계를 설계하는 데
에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제 4 장 155 mm 고폭탄의 파편화 거동
4.1 연구 목표
본 연구는 실제 군에서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을 대상으로 한다. 내
부에 채워지는 고에너지 물질 및 외부 케이스 또한 실제 고폭탄에 적용
되는 소재를 적용한다. 고에너지 물질은 앞서 2장에서 설명했듯이 폭발
성이 내재되어 있는 물질이다. 155 mm 고폭탄 또한 폭발력을 응용하여
적군 살상 등의 목표로 제작된 품목이다. 이 장에서는 고폭탄의 2차원
동조폭발 및 3차원 파편화 과정을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으로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기존 연구에도 하이드로나이나믹 코드를 응용하여 고폭탄의 동조폭발
및 파편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Benjamin 등[12]은 일대일 동조폭발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Lochert 등[13]은 RDX기반 둔감탄약의 안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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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Hiroe 등[14]은 2차원 실린더 형상을 모델
링하여 내부에 PETN 화약을 채워 점화시켜 반응시스템 구조체 파편화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실제 파편 생성을 유도했다는 데에서 의미가 있
지만, 3차원을 고려하지 않아 현실성 제고에 한계가 있다. 또한 Gulikey
등[15]은 3차원 반응시스템을 대상으로 파괴거동 수치해석 연구를 수행
한 바 있다. 그러나 이 선행연구는 실제 파편화 연구를 수행하지 않았고,
균열이나 파편들의 대한 정량적 정보를 제시하지 못했다는 데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 연구들이 갖는 단점을 효과적으로 극복하
는 방향으로 진행하였다. 첫 번째로, 155 mm 고폭탄 내부 화약의 화학
반응을 개선된 I&G 반응속도식을 활용하여 해석하였고, 파괴 모델을 활
용하여 2차원 동조폭발 해석 및 실제 형상을 고려한 3차원 고폭탄의 파
편화를 모사하였다.

그림 23. 고폭탄의 점화 후 고압에 의한 파편화 과정
두 번째로,

피해 효과(blast effect)를 좌우하는 인자의 정량적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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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여기서 언급한 정량적인 정보란, 고폭탄의
폭발연소로 인해 생성되는 파편들의 대한 개수, 질량 그리고 팽창 속도
이다. 즉, 본 연구를 수행하기 이전에 전제 조건으로 피해 효과를 좌우하
는 주요 인자는 파편들의 개수, 질량, 팽창속도로 가정하였다.
  ∼  

(17)

즉, 생성되는 파편들을 분석하여 파편의 속도 분포와 시간에 따른 파
편 개수를 추적하여 파편화가 시작되는 시간 및 진행 시간을 추적하였
다. 또한 히스토그램 데이터 분석을 통하여 최대, 최소 질량과 질량 평균
값들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동기 또한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으로 인해 피해 효과 발생
가능성에 착안하였다. 고폭탄 내부에는 폭발성이 내재된 화약이 있는데,
외부 충격이나 화재 사고로 인하여 내부로부터 점화가 일어날 수 있다.
이후 데토네이션 반응으로 천이되어 강력한 압력이 발생할 수 있고, 이
로 인해 파편이 생성되어 주변에 막대한 피해를 줄 수 있다. 이 사고는
고폭탄을 운용하는 어떤 곳이든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 효과를 좌우하는 인자를 이해하고 정량적인 정보를 획득하
여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4.2 실제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 모델링
고폭탄은 아래 그림 24와 같은 형상을 갖는다. 여기서 말하는 155 mm
란 고폭탄의 가장 큰 쪽의 지름이 155 mm 라는 의미이다. 또한 고폭탄
의 상단 부분에 착화기(Ignitor)가 위치한다. 이 착화기가 작동되어 고폭
탄을 작동시켜 파괴에 이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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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실제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

그림 25. 155 mm 고폭탄의 단면도
위와

같은 실제 155 mm 고폭탄의 도면을 응용하여 실제 계산 영역화
하여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단면도에서 폭탄 상단에 위치하는 착화기는
제외시켰는데 이 이유는 케이스의 파편화가 주 연구 목표였기 때문에 그
외에 다른 구성요소는 제외시켰다. 또한, 각 부분마다의 적용되는 소재는
표 2와 같이 정리할 수 있다.
Parts
Material
Mesh resolution
외부 케이스
AISI-9260
h = 250 μm
PBXN-109
고에너지 물질
h = 1000 μm
(RDX 기반 화약)
표 2. 실제 고폭탄에 적용되는 고에너지 물질과 외부 케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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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에너지 물질은 일명 PBXN-109로 RDX화약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
으며, 알루미늄과 바인더(binder)가 일정량 첨가되었다. 여기서,
RDX(Cyclotrimethylene- trinitramine)는 군 및 산업 환경에서 다목적으
로 이용되며 분해 시 매우 짧은 시간에 다량의 열과 가스로 전환되는 특
성을 보이는 폭발물이다. RDX의 폭발력은 TNT보다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화약의 산소평형도(oxygen balance)가 –21.0%로 TNT의 –
74.0% 보다 0의 값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것의 분자식은 C3H6N6O6이며
분자량은 222 g/mol 이다.
아래 표 3에 PBXN-109 화약을 이루는 구성 성분과 초기 밀도 및
C-J(Chapman-Jouguet) 상태값[5]을 정리하였다. PBXN-109는 일반적으
로 둔감화약으로 분류되는데, 64% 만이 RDX로 이루어져 있고 20%의
알루미늄이 첨가되기 때문이다. 알루미늄을 첨가하는 이유는 높은 발열
량을 응용하여 열폭압(thermobaric) 성능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즉,
PBXN-109는 둔감화약으로 분류되지만 동시에 열폭압 성능 때문에 연소
시 폭압 환경이 오래 지속되는 특성이 있다.
Explosive
Composition (%

PBXN-109
64% RDX, 20% Al, 16% HTPB
1.6495
2.146
0.1864
2.160
4702

wt.)
Initial density,  (g/cm3)
C-J density,  (g/cm3)
C-J pressure,  (Mbar)
C-J energy,  (KJ/cc)
C-J temperature,  (K)
C-J velocity,  (m/s)
6988
표 3. PBXN-109 화약의 구성 성분, 초기 밀도 및 C-J 상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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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XN-109 화약의 시간에 따른 화학 반응은 개선된 I&G 모델을 적용
하였고, 반응물 및 생성물의 압력 상승은 JWL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였다. 적용된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Parameter
Value
-1
I (s )
2.5 x 108
Modified
a
4.0
I&G
-1
-b
G
(s
Mbar )
1.1
x 108
model
b
1.0
Reactant
Product
A(Mbar)
152.7
9.883
B (Mbar)
-0.052
0.101
JWL EOS
R1
9.500
5.65
R2
0.950
1.09
w
0.976
0.19
표 4. PBXN-109 화약의 대한 개선된 I&G 모델 및
JWL 상태방정식 파라미터

그림 26. PBXN-109의 시간에 따른 반응물 및 생성물의
burned mass fraction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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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폭탄에 적용되는 외부 케이스의 소재는 AISI-9260 강철이다. 이것은
Alloy 스틸 합금강으로 규소 2%, 망간 1% 정도를 함유한 실리콘-망간
(silicon-manganese) STEEL의 일종이다. 이 소재는 시중에 유통되는
STEEL 4340과 거의 동일한 물성을 지닌다. 표 5에 AISI-9260의 구성
성분과 물성을 정리하였다.
Composition
Parameter
Value
Element
% wt.
Initial density,
7.85
 (g/cm3)
Shear modulus,
C 0.56 – 0.64
0.80
 (Mbar)
Young’s modulus,
2.00
Mn 0.75 – 1.00
 (Mbar)
Poisson’s ratio,
0.29
P 0.035(MAX)

Specific heat capacity,
472
S
0.04(MAX)
(J/kg․K)
Specific heat ratio,
1.69

Si
1.80 - 2.20
Melting temperature,
1370  (K)
1410
표 5. AISI-9260의 구성 성분 및 물성






AISI-9260의

내부 압력 상승은 Mie-Gruneisen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였
고, 고폭탄의 폭발로 인해 발생되는 국부적 변형 모사는 Johnson-Cook
강도 모델을 응용하였다. 또한 고폭탄은 변형 후 파편화되는 과정을 겪
는다. 이 과정은 확률적 파손 모델을 응용하여 적용되는 파라미터에 따
른 임의의 확률로 파손 및 파편이 발생하도록 모델링하였다. 적용된 값
들을 정리하면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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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e-Gruneisen
EOS

Parameter


c0(m/s)
s

(K)
 (K)
 (Mbar)
 (Mbar)

Value
1.69
3935
1.58

300
1370 - 1410
0.00792
Johnson-Cook
0.00510
strength model

0.014

0.26

1.03
Cm
1.046 x 10-4
Mott function

50
표 6. AISI-9260 케이스의 대한 Mie-Gruneisen 상태방정식,
Johnson-Cook 파라미터 및 Mott function input 값










4.3 Computational setup
155 mm 고폭탄의 폭발연소 수치적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계산 영역
지오메트리는 그림 27 및 28과 같다.
그림 27의 경우 8발 동조폭발 해석을 진행하기 위한 계산 영역이다.
155 mm 고폭탄의 경우 일반적으로 4개씩 2열로 집단 배열된 8발 pallet
형태로 군에 납품된다. 8발 모두를 PBXN-109로 채우거나(8 lives) 3발
에는 화약, 나머지 고폭탄에는 모래를 채워(3 lives + 5 mockups) 그 반
응 여부의 차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그림 28의 경우 3차원 파편화 해석을 수행하기 위한 계산 영역이다.
155 mm 고폭탄 내부 PBXN-109 화약에 16,732개의 computational cell
이 할당되었고, 외부 AISI-9260 케이스에는 파편화 과정의 실제적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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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살펴보고자 조밀한 격자를 적용하여 모두 273,867개의 computational
cell이 할당되었다. 또한 점화 시작점은 고폭탄의 맨 상단에 위치하는데,
이 이유는 실제 착화기가 위치하는 지점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생성되는
파편의 정량적인 정보를 추적하고자 4개의 Gauge를 지오메트리의 특정
좌표계에 설치하였다.

그림 27. 2D Computational setup for eight pallet
sympathetic detonation: (a) 8 lives, (b) 3 lives+5
mockups.

그림 28. 3D computational geometry of 155 mm cased
high-explo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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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D 해석 결과

그림 29. t = 90 μs 일 때 8발 동조폭발 과정. (좌 : 8 lives,
우 : 3 lives +5 mockups, Pressure range : 0 – 5 GPa)

그림 30. t = 120 μs 일 때 8발 동조폭발 과정. (좌 : 8 lives,
우 : 3 lives +5 mockups, Pressure range : 0 – 5 GPa)

그림 31. t = 160 μs 일 때 8발 동조폭발 과정. (좌 : 8 lives,
우 : 3 lives +5 mockups, Pressure range : 0 – 5 G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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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 31은 2차원 8발 동조폭발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좌측에는
8발 모두 화약으로 채워진 경우이고, 우측에는 특정 고폭탄은 Inert이다.
Inert를 사용한 경우에는 8발 모두 Live 탄일 경우와 비교하여 폭발 반
응이 격렬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t =160 μs 일 때 8발 단위 포장된
pallet 시스템 전반이 완전한 점화에 이르면서 첫 번째로 폭발된 Live 탄
은 케이스가 완전 분쇄되고 다양한 형태 의 폭발파가 중첩
(superposition)되었다. 이처럼 동조폭발은 유체-구조 간 상호작용
(interaction)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반응 중첩과 같은 물리적 현상이 발
생하면서 고폭탄의 파괴 거동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리고, 그림 32를 통하여 8발 동조폭발 과정에서 인접한 고폭탄을 파
괴시키는 순간을 확대시켜 자세한 과정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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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 동조폭발 메커니즘 도시화
(a) Burned mass fraction range 0 – 1.0,
(b) Density range 0 - 2.0 g/cm3, and
(c) Pressure range 0 - 5.0 GPa at 6.0 μs, 60.0 μs, and 120.0 μs.

4.5 3D 해석 결과
4.5.1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
고폭탄의 3차원 파편화 시뮬레이션 결과를 아래 그림과 같이 시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나타내었다. 그림 순서대로 Side view, Isometric view,
Top view 그리고 마지막으로 Bottom view 이다.
그림 33 – 36에 걸쳐 155 mm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을 나타내었다. 점
화 시작점이 상단에 위치하기 때문에 그 지점부터 파편화가 진행되는 것
을 볼 수 있다. 또한 200 μs 에 도달했을 때는 고폭탄 구조체 전반이 파
괴에 이르렀음을 볼 수 있다. 그리고 생성되는 파편의 크기 또한 Mott
확률적 파손 모델에 의해 그 크기와 균열 위치가 임의로 배치되어 파손
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다음 절에서 피해 효과 주요 인자의 대한 정
량적인 정보를 분석하여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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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155 mm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 (Side view)

그림 34. 155 mm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 (Isometric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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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 155 mm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 (Top view)

그림 36. 155 mm 고폭탄의 파편화 과정 (Bottom view)

4.5.2 생성되는 파편의 정량적인 정보
본 연구의 목표를 설명한 4.1절에서 고폭탄 파괴로 인해 발생할 수 있
는 피해 효과는 파편화 과정으로 생성되는 파편들의 정보를 통해 획득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번 절에서는 앞서 4.5.1절에서 수행된 시뮬
레이션 결과 자료를 응용하여 피해 효과 주요 인자인 파편의 팽창속도,
시간에 따른 파편의 개수 그리고 파편의 최대, 초소 질량 및 평균 질량
을 도출하였다. 또한 추가적으로 파편의 총 운동에너지를 도출하여 그
값과 양상을 추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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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AISI-9260 파편들의 팽창속도

그림 38. AISI-9260 파편들의 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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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AISI-9260 파편들의 히스토그램 분석

그림 40. AISI-9260 파편들의 총 운동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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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생성되는 파편의 팽창 속도이다. 3D 계산 영역 설정에서 나
타난 서로 다른 4개의 Gauge에서 측정된 계산 값이다. 팽창 속도는 약
350 m/s 에서 970 m/s 사이의 값을 갖는 것을 알 수 있다. Gauge 1번
에서의 팽창속도가 가장 낮게 계산되었는데, 이 이유는 탄 내부의
PBXN-109가 폭발연소 거동의 차이 때문이다. 즉, 최대의 팽창 속도를
낼 만큼 충분한 압력 build-up이 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할 수 있다.
Gauge 숫자가 늘어날수록 고폭탄의 파괴력이 증대되어 팽창 속도도 그
만큼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정 시간 이후에는 외력이 더 이상 발
생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거의 일정하게 유지
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38은 시간에 따른 파편의 개수를 추적한 데이터이다. 약 47.5 μs
에서 처음으로 파편의 개수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이 시간에
서부터 파편화가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파편화가 시간이 지남에 따
라 그 개수는 계속적으로 진행되다가 230 μs 까지 459개 까지 증가하였
고, 이후에는 증가하지 않는다. 즉, 실제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은 파
편화가 47.5 μs 에서 230 μs 까지 진행되는 것이 특징이고, 이후에는 파
편화 과정이 모두 완료되어 파편의 개수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
그림 39는 생성된 파편을 수거하여 히스토그램 데이터 분석을 한 것이
다. 각 질량 구간마다 파편의 분포를 도시화 하여 최대, 최소 질량을 분
석하였다. 가장 큰 파편의 질량  는 약 716 g 으로 도출되었다. 또
한 가장 작은 파편의 질량  은 1.133 g 으로 도출되었다. 그 비율
은 약 632:1(0.158%) 정도이다. 또한 평균적인 파편 질량은 50 g 정도이
다. 그림 37에서 분석한 파편 팽창 속도의 최댓값은 970 m/s 정도인데,
이는 직경 12.7 mm 나토탄(NATO bullet)을 사용하는 칼리버 (Caliber)
50 등의 탄속 900±20 m/s를 넘는 수치이다. 파편의 질량 또한 평균적으
로 50 g 에 육박하기 때문에 충분한 살상력을 지녔음을 알 수 있다.
max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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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그림 40에서 생성된 파편의 총 운동에너지를 시간에 따라
추적하였다. 약 140 μs 까지 10500 KJ 까지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간 이후에는 절대속도가 거의 증가하지 않기 때문에 총 운
동에너지 또한 거의 유지된다.
2차원 및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여 동조폭발 및 파편화 과정을 시뮬레
이션을 진행하였다. 2차원 동조폭발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폭약
으로부터 인접한 수폭약으로 폭발의 영향이 미치면서 연쇄 폭발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차원 파편화 시뮬레이션을 통하여 실제
운용되는 고폭탄의 파괴 거동과 파편으로 인한 피해 효과에 주요 인자를
추출하여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제 5 장 TBI system 모델링 및 시뮬레이션
마지막 장에서는 반응시스템 중 TBI system을 선정하여 모델링 및 시
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TBI system은 Through Bulkhead Initiator의 준말로써, 격벽착화기 및
마이크로 착화기 등의 파이로 장치 등이 이에 포함된다.
TBI system 설계의 핵심은 장치 내부에 점화가 발생하여 Bulkhead
두께에 따른 수폭약의 점화 여부가 예측되어 착화기의 역할을 제대로 수
행하는 지 여부이다. 이 장에서는 그 부분의 수치적 검증을 위하여 TBI
의 구조 및 작동 방법을 파악하고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을 활용한 2차
원 FSI 해석을 진행하였다.
또한 Bulkhead 내부의 압력 감쇄를 추적하였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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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연구 목표 및 TBI system의 작동
TBI(Through Bulkhead Initiator, 이하 격벽착화기) system은 파이로
장치로써, 항공우주 분야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이 장치 내부에는 점
화하여 압력을 발생시키기 위한 고에너지 물질(이하 Detonator)과, 압력
감쇄(attenuation)를 위한 강철 재질의 격벽으로 구성되어 있다. 격벽착
화기는 그 구성 성분이 Detonator, Bulkhead 그리고 Acceptor이며 일렬
로 배치되어 있다[16]. 이것을 3차원 구조로 나타내면 그림 41과 같다.

그림 41. 격벽착화기의 구조도
격벽착화기는 Detonator의 점화로부터 구동이 된다. 일반적으로
Detonator 내부에는 강한 압력파를 생성시키기 위해 폭발성이 내재된 고
에너지 물질로 채워지는 게 보통이다. Detonator가 점화하여 압력이 발
생되고, 이 발생된 압력은 강철 재질의 Bulkhead를 통과하면서 감쇄가
된다. 이 때 감쇄되는 수치는 적용되는 강철의 재질에 따라 상이하게 나
타난다.
Bulkhead를 통과한 감쇄된 압력은 격벽착화기 끝단에 배치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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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ptor(이하 수폭약)에 도달하여 충돌하는 과정을 겪는다. 이러한 과
정이 발생하면 압력이 감쇄된 정도에 따라 수폭약에서는 일명
SDT(Shock-to-Detonation Transition) 현상에 따라 점화 유도 여부로
나타난다. 즉, 내부 수폭약의 점화 여부(Go/No-Go)로 격벽착화기의 작
동 여부가 판단되는 것이다. 이 과정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아래 그림 42
와 같다.

그림 42. 격벽착화기의 작동 과정 flow chart
격벽착화기는 고에너지를 응용하는 분야에서 폭넓게 쓰이고 있지만,
내부 압력 감쇄와 수폭약의 점화 여부 등의 대한 정확한 모사가 쉽지 않
기 때문에 수치 해석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실정이다. 그
러므로, 앞서 2장에서 소개했던 고에너지 연소 반응을 효과적으로 해석
할 수 있는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을 활용하여 수치적인 정밀 모델링을
통한 격벽착화기의 작동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방법론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41과 같은 격벽착화기 구조를 2차원 모델링하여
작동 여부를 검증하는 하이드로다이나믹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즉,
적용되는 수폭약의 점화 임계 압력(critical initiation pressure)을 응용하
여 Bulkhead의 두께를 mm 단위로 조절하여 수폭약이 점화하지 않을 수
있는 임계 Bulkhead 두께(critical bulkhead gap thickness)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격벽착화기에 적용되는 소재는 다음 절에서 소
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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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Computational setup

그림 43. Computational geometry of TBI system
2차원 FSI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아래 그림과 같이 격벽착화기의 구
조를 활용하여 상단의 그림 43과 같이 계산 영역을 도식화하였다. 착화
를 위한 Detonator는 폭 3.7 mm, 높이 5.0 mm 의 박스 형상으로 HNS
화약과 HMX화약이 혼합되었다. 여기서 HNS 앞에서부터 점화가 발생되
도록 하였는데, 실제로 이것의 점화 방법은 크기 0.2 mm x 0.2 mm를
가진 고속의 사각 flyer가 충돌하는 것이다. 그러나 점화를 시키는 물리
적인 의미는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flyer를 모델링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격벽은 Stainless Steel
304(SUS-304/STS-304) 재질이 적용된다. 또한 끝단의 수폭약은 폭 3.4
mm, 높이 2.8 mm 의 돔(dome) 형상으로 RDX기반 알루미늄이 첨가된
화약(Al-RDX)이 적용되었다. 표 7에 격벽착화기 구성 성분에 적용된 물
질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Detonator 및 수폭약은 오일러리안 기법으로 모델링을 하였고,
Bulkhead는 금속 물질로서 실제로 격자가 움직이는 것을 추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했으므로 라그랑지안 기법으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Al-R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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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폭약의 점화 여부는 Bulkhead를 통과한 압력이 수폭과 충돌하는 순간
에 Burned mass fraction 값이 1.0으로 천이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였
다.
Parts
Material
Solver
Detonator
HNS + HMX
Eulerian
Bulkhead
STS 304
Lagrangian
aluminized RDX
Acceptor
Eulerian
(Al-RDX)
표 7. 격벽착화기에 적용된 물질 및 솔버 정의
수폭약을 이루는 화약은 RDX 기반의 알루미늄과 바인더가 일정량 첨
가된 Al-RDX이다. 아래 표 8에 Al-RDX의 성분과 초기 밀도 및
C-J(Chapman-Jouguet) 상태값[2]을 정리하였다. 앞서 4장에서 다루었던
PBXN-109와 구성 성분은 동일하지만, Al-RDX에서 RDX가 더 작게 함
유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둔감한 화약으로 분류된다.
Explosive
Heavily aluminized RDX
Composition (% wt.)
50% RDX, 35% Al, 15% HTPB
Initial density,  (g/cm3)
1.78
C-J density,  (g/cm3)
2.20
C-J pressure,  (Mbar)
0.1614
C-J energy,  (KJ/cc)
1.54
C-J temperature,  (K)
4410
표 8. Al-RDX의 구성 성분, 초기 밀도 및 C-J 상태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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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Al-RDX의

점화 임계 압력은 5.9 GPa로 이 값은 과거 LSGT
(Large-scale Gap Test) 연구[17]에서 도출된 바 있다. 즉, Al-RDX에
충돌하는 압력의 크기가 5.9 GPa 이상일 때는 충격에 의한 점화가 일어
나지만, 그 이하의 압력이 충돌할 때는 점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Al-RDX의 시간에 따른 화학 반응은 개선된 I&G 모델을 적용하였고,
연소 전 반응물의 압력 상승은 Mie-Gruneisen 상태방정식을 이용하고,
연소 후 생성물의 압력 상승은 JWL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모델링 하
였다. 과거에 Al-RDX를 이용한 크기 효과(size effect)를 고려한 파라미
터 결정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적용된 파라미터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Parameter
Value
-1
I
(s
)
3.2
x 108
Modified
a
4.0
I&G
G(s-1Mbar-b)
3.5 x 107
model
b
0.7
Parameter
Reactant
Product

0.99
Mie-Gruneisen
c0(m/s)
2600
EOS
s
1.86
A(Mbar)
26.33
B (Mbar)
0.0859
JWL EOS
R1
6.68
R2
1.11
w
0.09
표 9. Al-RDX의 대한 개선된 I&G 모델 및
JWL 상태방정식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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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격벽착화기의 격벽은 STS-304로 구성된다. 이것은 초기 밀도가
7.9 g/cm3, 수준이다. Detonator가 점화하여 STS-304의 형상학적 변형
이 나타나는데, Mie-Gruneisen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격벽의 압축 및
팽창에서 일어나는 압력 변화 모사를 정밀하게 예측할 수 있도록 구성하
였다. 또한 격벽의 국부적 변형에 의한 항복 응력을 모사하기 위하여
Johnson-Cook 강도 모델을 응용하였다.
표 10에 STS-304의 물성 및 Mie-Gruneisen 상태방정식의 파라미터
[18]를 정리하였다.

Mechanical

constant

Parameter
Initial density,  (g/cm3)
Shear modulus,  (Mbar)
Young’s modulus,  (Mbar)
Specific heat capacity, (J/kg․K)
Room temperature,  (K)
Melting temperature,  (K)




Value
7.90
0.77

2.00
423
Thermal
300
constant
1683

1.93
Mie-Gruneisen
c0(m/s)
4570
EOS
s
1.49
 (Mbar)
0.00310
 (Mbar)
0.01
Johnson-Cook

0.07
strength model

0.65

1.00
표 10. STS-304의 기계적, 열적 물성과 Mie-Gruneisen
상태방정식 및 Johnson-Cook 강도 모델의 파라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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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해석 결과
5.3.1 Bulkhead 내부의 압력 감쇄

그림 44. Detonator의 점화 이후 Bulkhead 내부의 압력 감쇄
수폭약이 Go/No-Go 여부를 판단하기 전, 임계 격벽 두께를 추정하고
자 Bulkhead의 두께를 mm 단위로 조절하면서 압력이 감쇄되는 데이터
를 거리에 따라 추적하였다. 격벽착화기 내부의 HNS, HMX가 혼합된
Detonator가 폭발하여 순간적으로 강한 압력이 발생되고, 이후 STS-304
재질의 Bulkhead를 지나면서 감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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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내면 그림 44와 같다. 그래프의 x축은 거리로써, 격벽착화기의 x
축 방향으로 0.4 mm 지점부터 STS-304 Bulkhead가 위치한다는 의미이
다. Bulkhead의 두께를 조절하면서, 그 두께가 약 13 mm – 14 mm 근
방에서 Al-RDX수폭약의 임계 점화 압력인 5.9 GPa 까지 감쇄되는 것을
도출하였다. 즉, 임계 두께는 13 mm 에서 14 mm 근방에 위치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최종적으로 Bulkhead의 두께를 13 mm 와 14 mm 두
가지를 선정하여 Al-RDX수폭약의 점화 여부를 판단하는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다.

5.3.2 수폭약의 대한 임계 Bulkhead 두께
5.3.1절에서 STS-304를 사용하여 임계 압력까지 감쇄하는 두께를 추
정하였다. 그 값은 13 mm 와 14 mm 근방으로 추정되었다.
계산 영역을 수정하여 Bulkhead 두께가 13 mm 인 경우(Case I)와, 두
께가 14 mm 인 경우(Case II)를 선정하여 최종 시뮬레이션을 진행하였
고,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45. 2D Computational geometry for demonstrating the initiation
of Al-RDX ac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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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Case I (t = 13 mm) 에서의 수폭약이
점화되는(Go) 과정 (Range : 상단 legen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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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Case II (t = 14 mm) 에서의 수폭약의
비점화(No-Go) 과정 (Range : 상단 legend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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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뮬레이션의 결과이다. 시간에 따른 일련의 격벽착화기의 작동 과
정이다. 상단의 그림과 같이, STS-304 Bulkhead의 두께에 따라 수폭약
점화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즉, 두께가 13 mm (Case I)일 때는 감쇄되
는 압력의 값이 수폭약 점화 임계 압력인 5.9 GPa를 넘는 수치이기 때
문에 점화 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알 수 있지만, 그 이상의 두께(Case II)
에서는 점화 임계 압력 값보다도 더 많이 감쇄되기 때문에 Al-RDX의
점화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아래의 그림과 같다.
최종

그림 48. 거리에 따른 압력 수치. 0 – 0.37 cm : HNS + HMX
Detonator, 0.37 – 1.67(or 1.77) cm : STS Bulkhead, 1.67(or
1.77)cm - : Al RDX ac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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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본 연구의 목표는 고에너지 물질이 충전된 반응시스템의 연소 과정 및
동적 응답을 하이드로다이나믹 기법을 이용하여 수치적 해석을 하는 것
이다. 반응시스템은 외부 파편 충격이 고려된 고에너지-케이스 구조체,
실제 군에서 운용되는 155 mm 고폭탄, 마지막으로 TBI system 격벽착
화기이다. 종합적 수치적 해석을 하였으며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1) 화약의 데토네이션 현상의 수치적 해석은 극히 어렵다고 알려져 있
으나, 비선형 동역학 문제와 경계면 추적 기법 등 하이드로다이나믹 기
법의 대한 연구 방법론을 정립하였다.
2) 개선된 I&G 모델의 압력 계산 데이터를 실험적 결과와 비교를 통
하여 연구의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3) 외부 파편 충격이 고려된 반응시스템의 경우, 폭약을 적용했을 경
우 SDT(Shock-to-Detonation Transition)현상이 발생하는 것을 도출하
였다.
4) 고체 추진제의 경우에는 점화 시 폭약보다는 낮은 수준의 반응
(burning, deflagration)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또한 SDT거동이 일어나
지 않음을 수치적으로 검증하였다.
5) 반응시스템 내부의 고에너지 물질이 균일하게 충전되어 있을 때는
선형적인 압력 상승 및 반응파 전파 거동을 보이고 그 속도가 가장 빠르
게 나타났지만, 복잡한 구조로 충전되었을 경우 반응파가 겹쳐지거나 가
중되는 중첩(superposition)이 일어나면서 압력 peak가 갑자기 높게 형성
되는 지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6) 실제 군에서 운용되는 고폭탄을 수치적 해석에 응용하여 연구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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뢰성을 높였다.
7) 2차원 8발 동조폭발 해석을 수행하여 연쇄
였고, 3차원 파편화 과정을 통하여 파괴 과정과

폭발 메커니즘을 확보하
생성되는 파편의 정량적
인 정보(속도, 개수, 질량, 총 운동에너지)를 도출하여 제시하였다.
8) 격벽착화기의 2차원 모델링을 통해 Al-RDX 화약의 대한 임계
Bulkhead 두께를 추정하여 제시하였다.

55

참고문헌
[1] E. L. Lee and C. M. Tarver, “Phenomenological model of shock
initiation in heterogeneous explosives,” Physics of F luids, Vol. 23,
No. 12, pp. 2362-2372, 1980.
[2] B. Kim, J. Park, K. Lee and J. J. Yoh, “A reactive flow model for
heavily aluminized cyclotrimethylene-trinitramine,” J 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116, No. 2, pp. 1-9, 2014.
[3] J. K. Chen, H. K. Ching and F. A. Allahdadi, “Shock-induced
detonation of high explosives by high velocity impact”, J ournal of
M echanics of materials and structures, Vol. 2, No. 9, pp. 1701-1721,
2007.
[4] S. D. Fisher, E. L. Baker, L. Wells, G. Quigley and A. Lew,
“XM982 Excalibur Sympathetic Detonation Modeling and
Experimentation,” Armament Research Center, I MEM G, Bristol, pp.
1-11, 2006.
[5] B. Kim, M. Kim, S. Yang, S. Oh, J. Kim, S. Choi and Jai-ick
Yoh, “Sympathetic Detonation Modeling of PBXN-109,” J 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 ngineers, Vol. 18, No. 5, pp.
1-11, 2014.

56

[6] S. R. Cooper, D. J. Benson, and V. F. Nesterenko, “A numerical
exploration of the role of void geometry on void collapse and hot
spot formation in ductile materials,“ International J ournal of
Plasticity, Vol. 16, No. 5, pp.525-540, 2000.
[7] B. Kim, M. Kim, Y. Doh, C. Kim, J. Yoo and Jai-ick Yoh,
“Numerical Simulations of Dynamic Response of Cased Reactive
System Subject to Bullet Impact,” The Transac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M echanical E ngineers B , Vol. 38, No. 6, pp. 525-538,
2014.
[8] G. R. Johnson and W. H. Cook, “Fracture characteristics of three
metals subjected to various strains, strain rates, temperatures and
pressures,” E ngineering F racture M echanics, Vol. 21 No. 1, pp.
31-48, 1985..
[9] M. Ugrčić, “Numerical Simulation of the Fragmentation Process of
High Explosive Projectiles,” Scientific Technical R eview, Vol. 63,
No. 2, pp. 47-57, 2013.
[10] N. F. Mott, “Fragmentation of Shell Cases,” Proceedings of the
R oyal Society of London Vol. 189, No. 1018, pp. 300-308, 1947.
[11] C. M. Tarver, P. A. Urtiew and W. C. Tao, “Shock Initiation of
a Heated Ammonium Perchlorate-Based Propellant,” Combustion
and F lame, Vol. 105, pp. 123-131, 1996.
57

[12] K. J. Benjamin and S. John, “Simulating Sympathetic Detonation
of 105-mm Artillery Projectiles with CTH,” ARL-TR-1365,
ADA326855, pp. 1-35, 1997.
[13] I. J. Lochert, M. D. Franson and B. L. Hamshere, “Reduced
Sensitivity RDX (RS-RDX) Part II; Sympathetic Reaction,”,
DSTO-TR -1941, AR-013-794, pp. 1-26, 2006.
[14] T. Hiroe, K. Fujiwara, H. Hata and H. Takahashi, “Deformation
and fragmentation behavior of exploded metal cylinders and the
effects of wall materials, configuration, explosive energy and
initiated locations”, International J ournal of Impact E ngineering,
Vol. 35, No. 12, pp. 1578-1586, 2008.
[15] J. E. Guilkey, T. B. Harman and B. Banerjee, “An
Eulerian-Lagrangian Approach for Simulating Explosions of
Energetic Devices,” Computers and Structures, Vol. 85, No. 11, pp.
660-674, 2007.
[16] B. Kim, W. Kang, S. Jang, J. Park and Jai-ick Yoh, “A Study
on Shock-induced Detonation in Gap Test,” J ournal of Korean
Society of Propulsion E ngineers, Vol. 20, No. 2, pp. 75-85, 2016.
[17] B. Kim, J. Park, and J. J. Yoh, “Analysis on shock attenuation in
gap test configuration for characterizing energetic materials,”
J ournal of Applied Physics, Vol. 119, pp. 145902, 2016.
58

[18] S. Lee, F. Barthelat, J. W. Hutchinson and H. D. Espinosa,
“Dynamic failure of metallic pyramidal truss core materials –
Experiments and modeling,” International Journal of Plasticity, Vol.
22, pp. 2118-2145, 2006.
[19] J. P. Lu, “Evaluation of the Thermochemical Code - CHEETAH
2.0 for Modelling Explosives Performance,“ DSTO-TR-1199, pp.
1-25, 2001.

59

Abstract

A combustion model for
reactive system
using hydrodynamic method
and numerical investigation
of dynamic response
Mechanical

Minsung Kim
and Aerospace Engineering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In the military or other industrial environment, energetic materials a
re used for multi-purpose. If ignition is occurred in this material, the
detonation reaction can be caused, with interacting and showing non-l
inear behavior with adjacent to surrounding materials.
Here, the detonation is the reaction that combustion rate is faster t
han the sound speed. so-called supersonic combustion. Therefore, it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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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cessary to different method to investigate detonation reaction than
analyze the common combustion behavior.
The method of analyzing the combustion reaction of energetic mater
ial is hydrodynamic method. this method is comprised of compressible
Navier-Stokes equation to describing the non-linear dynamic problem
, interface trackng level-set to tracking multi-material level and Rate
law including the rate equation of energetic material. thus, hydrodyna
mic method can conduct the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analysis
efficiently.
In this study, I conducted the combustion modeling and numerical i
nvestigation of selected three reactive systems. The reactive system r
epresent the structure that composed of energetic material and inert s
olid material.
At first, I conducted the dynamic response of cased reactive system
applied to projectile impact and tested sensitivity through internal pre
ssure behavior of explosive and propellant.
At second, I conducted the sympathetic detonation and investigated
the quantitative information of blast effect governing factors through
3-dimensional fragmentation process simulation with actual 155 mm h
igh explosive.
Lastly, with TBI(Through Bulkhead Initiator) system, I tracked the
shock attenuation phenomena inside of Bulkhead through structure mo
deling of TBI in 2-dimensional. TBI system, also known as pyrotechn
ic initiator device, is composed of detonator, bulkhead and acceptor in
one line. I conducted the shock attenuation process inside of Bulkhead
and the Go/No-Go process of acceptor with application of shock atten
61

uation

data. also, I deducted the critical bulkhead thickness of pyrotec
hnic initiator device that acceptor material cannot be initiated.
Keywords : Hydrodynamic, Reactive system, 155 mm High-Explosive,
Through Bulkhead Initiator, Combustion model, Numerical investigatio
n,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Student Number : 2014 - 22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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