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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약을 이용한 밀폐압력용기 해체에 관한 기초적 실험연구

이하영1)*, 김용균2), 양국정3), 허원호4), 강대우5)

An Experimental Study on Confined Steel Structure Blasting Demolition
Ha-Young Lee, Yong-Kyun Kim, Kuk-Jung Yang, Won-Ho Hur and Dae-Woo Kang

Abstract The Demolition blasting has been applied for buildings and structures so far. In this study, however, a 
confined vessel blasting filled with water has been focused. A small amount of explosives were placed in a sealed 
vessel with water, perfect elastic body, supposed as a relay agent in it, and the blasting aspect was observed. Blasting 
pressure was standardized by Abel's equation of state. In result, if there was a relay agent in it, the pressure vessel 
was torn apart with smaller power than its tensile strength. If there was not, it needed 7.1~8.5 times as much power 
as the previous one, and the blasting pressure had not also affected the demolition and it had gone or vanished 
until it reached a certain point, In terms of pressure vessel made by steel, the elastic-plastic failure was took a 
place, and the first yield point happened along the welded area as a form of heating plastic failure we thought.

Key words Perfect elastic body, Confined vessel, Blasting pressure, Demolition, Abel's EOS

초  록 현재까지 발파해체는 건축물과 토목구조물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밀폐철재구조물(압
력용기) 내부에 물을 채우고 폭약의 힘이 작용하는 해체에 관한 기초연구를 하였다. 일정양의 폭약을 밀폐압력용

기내에 넣고 완전 탄성체로 가정할 수 있는 물(H2O)을 압력전달 매개체로 하여 밀폐압력용기의 파괴양상을 

관찰하였다. 이때 폭발압력은 Abel의 상태방정식을 이용하여 정량화 하였으며, 그 결과 압력전달 매개체(물)가 

있을 경우 밀폐압력용기의 인장강도보다 작은 힘으로 파괴가 발생하였으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약 7.1~8.5배
의 폭발압력이 필요하였다. 또한, 압력전달 매개체가 없을 경우(공기만 존재) 폭발압력은 일정값에 도달하기 

전까지 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완전 소산 또는 비산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실험에 이용한 강철(steel)로 

이루어진 밀폐압력용기는 파괴되는 양상에 있어서 대부분 탄성-소성파괴의 형태를 보였으며 최초 항복이 일어

나는 지점은 용접부위의 경계부분으로 열소성 변형을 받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었다.

핵심어 완전탄성체, 압력전달 매개체, 밀폐압력용기, 폭발압력, 파괴, Abel 상태방정식

1. 서 론

지금까지 폭약의 폭굉에너지를 이용한 해체공법은 

건축물과 토목 구조물 등 여러 가지를 해체하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해체공법과는 달리 폭약의 힘이 

철구조물에 대한 역학적 거동을 유발하여 점진적 또

는 단계적인 해체의 진행양상이 아닌 밀폐 또는 차폐

된 철구조물(Steel Structures)을 폭약의 폭굉에너지로

서 발생하는 급격한 압력의 변화를 이용하여 용기의 

해체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하였다.
내압을 견디도록 설계된 밀폐 형태의 구조물 즉, 

LPG Gas 용기는 최초 설계 시 각각의 요구되는 압력

에 대하여 완전히 차폐되는 성능을 가지며 이것은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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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erfomance of explosive

kinex-Ⅱ(에멀젼 계열)

약   경 22mm, 17mm

본당중량 200g

가 비 중 1.15g/cc

폭발온도 2,301.33K

가 스 량 914.3l/kg

폐압력용기(Confined vessel ; LPG Gas 용기)의 기본 

설계방법이다(한국산업안전공단, 2008). 따라서 이를 

역이용하여 밀폐압력용기의 내부에 액체 즉, 물(H2O)
로 충전하고 적은 양의 폭약의 힘을 이용하여 쉽게 완

전 해체되는 것을 실험하였다. 이를 기초로 하여 향후 

대형 밀폐구조물의 발파해체 실험에 적용하고자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2. 이론적 배경

2.1 폭발압력

폭발에너지는 폭약이 폭발하는 순간 발생하는 고온, 
고압 등을 고려한 에너지를 구하는 것이며 특수계산

의 범주에 속한다. 화합 화약류 및 혼합 화약류가 원

천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고유한 화학반응의 에너지를 

닫혀진 시스템 내부에서 방출하였을 경우 그 최종 에

너지는 생성된 가스의 최종 에너지 상태와 동일하며 

화약류가 폭발할 때의 폭발압력을 , 최종 생성 가스

의 부피를  이라 할 때, 기체의 상태방정식에 따라 

식 (1)과 같은 관계식이 성립한다.

    (1)

식 (1)에서  또는 의 값은 폭약이 폭발하

며 외부에 대하여 일을 하는 능력을 에너지 차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압력과 부피의 곱이며 이를 화약력

(force of explosive ; 폭력) 또는 비에너지(specfic energy, 
) 라고 한다(윤지선, 1998).
본 실험에서는 에멀젼 계열 정밀폭약을 사용하였고 

이 화약류의 제원은 Table 1과 같다.
따라서 위 폭약의 비에너지는 식 (2)로 표현된다.

    (2)

식 (2)는   ×÷

이며, 단위질량(1kg)에 대한 폭발압력은 밀도와 비

에너지의 곱으로서 이론적으로  ×

 이다.
그러나 이 경우 실제 폭발에서는 생성 가스량이 폭

약의 상태 및 폭굉조건에 따라 달라지므로 계산과정

이 매우 복잡하고 오차범위가 크며 또한 폭발로 인한 

생성가스를 이상기체로 취급하면 실제 폭발압력보다 

현저히 작은 값으로 도출되어 일반적인 발파압력으로 

사용할 수 없다(권상기, 2000). 이를 수정하기 위하여 

Dyno Nobel 사의 Nitro Dyne 공식을 이용하였으며 

이는 일정한 부피를 가지는 폭약이 완전 반응하여 기

체가 되었을 때 자유로운 운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은 

실제 용적만큼 작아진다는 것으로 Abel의 상태방정식

과 같다.

   ∙  (3)

여기서,  = 화약력( ․kgf/cm2/kg)
 = 발파공내체적()

 = 코볼륨값(.kg)
 = 폭약의 밀도(kg/)

식 (3)을 이용하면 수정된 폭발압력은 1kg당 약 

30,881.7atm가 되며 파스칼 단위로 약 3,129.08MPa, 
또는 31,900.79kg/cm2

이다.

2.2 밀폐압력용기내 폭발압력 

내부 폭발압력

밀폐압력용기 내부를 하나의 발파공으로 가정하면 

내부에서 발생되는 폭발압력을 상기에 정리한 Abel의 

상태방정식으로 도출할 수 있다. 또한 디커플링 효과

에 의한 충격량 전달에 있어서 본 실험에서는 폭발압

력의 효율적인 전달을 위해 밀폐압력용기 내부를 순수

한 물(H2O)로 채움으로서 디커플링 지수(decoupling 
index ; D.I)를 1.0에 근접하도록 하였다. 또한 순수한 

물의 체적 탄성률은 ×이나 시간

상수를 고려할 때 폭발반응의 특성상 매우 짧은 순간

의 반응이 일어나므로 압축률을 무시하였다. 
앞서 계산된 폭약의 폭발압력을 디커플링 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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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losion-induced pressure(/g)

장약량

(g)
화약력

(atm-l)
폭발압력

(MPa) kg/cm2

20 617.66 62.58 638.04 

30 926.49 93.88 957.07 

40 1,235.32 125.17 1,276.09 

50 1,544.16 156.46 1,595.11 

60 1,852.99 187.75 1,914.13 

70 2,161.82 219.05 2,233.16 

80 2,470.65 250.34 2,552.18 

90 2,779.48 281.63 2,871.20 

100 3,088.31 312.92 3,190.22 

200 6,176.62 625.85 6,380.45 

300 9,264.93 938.77 9,570.67 

400 12,353.24 1,251.69 12,760.90 

500 15,441.55 1,564.62 15,951.12 

600 18,529.86 1,877.54 19,141.35 

700 21,618.17 2,190.46 22,331.57 

Confined vessel(24 ) Confined vessel(47 )

Fig. 1. Confined vessel.

의 관계로 구하면 물이 완충된 밀폐압력용기 내부에

서의 작용압력은 다음과 같다.

 
   (4)

여기서,  = 디커플링 지수(장약공경/약경)
따라서 사용된 폭약류가 밀폐압력용기 내부에서 물

과 밀착되어 있을 때 약량(kg)당 압력용기 내 작용압

력의 계산값은 Table 2와 같다.

밀폐압력용기의 내압한계

실험에 사용한 밀폐압력용기는 Fig. 1과 같이 국내

에서 널리 사용되는 KS규격의 재충전용 액화석유가

스 용접용기(Confined vessel ; LPG Gas 용기)를 사

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밀폐압력용기는 Fig. 1과 같이 24

와 47를 사용하였다.
KS 규격에 따르면 용기는 3조각의 각각 부위를 용

접하여 내압성능을 강화한 것으로 30MPa의 내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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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ined vessel(24 ) Confined vessel(47 )

Fig. 2. Mimetic diagram of experiment.

Fig. 3. Confined vessel(47 ).

에서 기밀성을 유지하며 원재료(steel)의 인장강도는 

392MN/m2(MPa)이상이다(김청균 외, 2007). 따라서 

해당 밀폐압력용기는 용접부위가 취약점으로 작용하

지 않고 완전 밀폐된 상태로 가정할 경우 파괴에 이르

기까지의 압력은 392MPa 이상이 필요한 것으로 유추

할 수 있다. 그러나 장약작업을 위하여 밸브를 제거하

였기 때문에 석고, 찰흙 등으로 밸브부위를 전색 하더

라도 폭발압력이 상당부분 감소된다고 가정하였다.

3. 실험 방법

3.1 압력전달 매개체로 물을 이용한 경우

Fig. 2와 같이 밀폐압력용기의 내부에 압력전달 매

개체인 물을 사용하여 폭발압력을 효과적으로 전달되

도록 폭약을 용기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고 물을 

완충하였고, 장전된 폭약의 양은 약 30∼70g씩 장약

량을 달리하며 폭파실험을 하였다.
정밀폭약의 임계폭경을 고려하여 최초 17mm로 성

형하여 장약하였고, 뇌관은 순발뇌관 1발만을 사용하

였다. 뇌관의 폭발압력은 고려하지 않았으며 장약간 

거리가 먼 경우 m당 20g 도폭선을 사용하였다. 각각

의 실험 시 초고속 카메라 촬영하여 폭발할 때의 거동

을 관찰하였다. 

3.2 압력전달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3.1에서는 압력전달 매개체인 물을 이용하여 용기 

내부를 채웠으나, 여기서는 밀폐압력용기내에 물을 

채우지 아니하고, 압력전달 매개체를 공기만 존재하

는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고 Fig. 3과 같이 폭약은 용

기의 중앙부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이때에는 47의 

용기만 실험하였고, 총 5개의 용기에 장전된 폭약량

을 각각 약 200∼600g씩을 장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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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fined vessel 24 (2) Confined vessel 47

Fig. 4. The shape vessel after 50g explosive charged.

(1) Confined vessel 24 (2) Confined vessel 47

Fig. 5. The Shape vessel after 70g explosive charged.

4. 결과 및 고찰

4.1 압력전달 매개체로 물을 이용한 경우

24 밀폐압력용기 5개에 물을 가득 채우고 폭약을 

각각 30g, 40g, 50g, 60g 및 70g을 용기의 중앙부에 

위치하게 하여 발파를 한 경우는 Table 3과 같이 폭

약의 양이 30g인 경우는 파괴가 전혀 일어나지 않았

고, Fig. 4의 (1)과 같이 40g과 50g의 경우는 균열만 

나타났으며, Fig. 5의 (1)와 같이 60g과 70g의 경우에 

모두 파괴되었다.
또한, 47 밀폐압력용기는 Fig. 4의 (2)와 같이 30g, 

40g, 50g에서는 파괴가 일어나지 않았고, Fig. 5의 (2)
와 같이 60g에서 균열이 나타났으며 70g에서 파괴가 

되었다.
실험 결과에서 폭약의 양이 24 용기는 60g 이상에

서, 47 용기는 70g 이상에서 완전 파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이때 파괴되는 형태를 관찰하면 Fig.4와 같이 Crack

만 발생하고 파괴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용접부분에

서 더 작은 소성변형이 일어났으며, 완전 파괴가 일어

난 Fig. 5의 경우에는 주로 용접부분의 인접한 부분에

서 탄성-소성파괴에 의한 파손이 일어나서 용기가 파

괴됨을 알 수 있었다. 

4.2 압력전달 매개체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압력전달 매개체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47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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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sults of test of water charged

No 용기규격( ) 장약량(g) 폭발압력(MPa) 결과

1 24 30 93.88 비파괴

2 24 40 125.17 균열

3 24 50 156.46 균열

4 24 60 187.75 파괴

5 24 70 219.05 파괴

6 47 30 93.88 비파괴

7 47 40 125.17 비파괴

8 47 50 156.46 비파괴

9 47 60 187.75 균열

10 47 70 219.05 파괴

Fig. 6. The Shape 47  vessel after 400g explosive charged. Fig. 7. The Shape 47  vessel after 600g explosive charged.

폐압력용기 5개에 물을 채우지 않은 상태에서 물을 

채웠을 경우와 동일하게 폭약을 용기의 종앙부에 

Table 4와 같이 약 200g, 300g, 400g, 500g 및 600g
을 각각 위치하게 하여 발파를 하였다.

이 결과 Fig. 6과 같이 폭약을 200∼400g 장약한 경

우에는 파괴가 발생하지 않았고, Fig. 7과 같이 500g
과 600g에서는 완전 파괴가 일어났다.

따라서, 용기에 물을 채워서 실험한 결과 Table 3에
서 47 밀폐압력용기의 경우 약 70g에서 파괴가 발생

한 것과 비교하면 약 7.1∼8.5배의 폭발압력이 더 가

해져야만 압력전달 매개체를 이용하지 않아도 파괴가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오규형 외, 1999).

4.3 초고속 카메라 촬영

위 실험을 발파 시 초고속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

하였으며, 다음은 초고속 카메라의 스틸컷(still cut)이다.
여기서, Fig. 8은 24 밀폐압력용기가 70g의 폭약이 

수중에 장약되고 파괴될 때의 스틸컷(still cut)이다. 
이때 초고속 카메라의 영상분석을 통해 분석한 결과 

모든 실험에서 파괴양상은 폭굉 후 부풀어 오름(탄성

한계도달 ; 1ms 이내)에서 수직방향 균열, 압력매개

체(물)의 분출로 인한 찢어짐(탄성-소성파괴)의 형태

로 나타났으며, 24 용기의 경우 파괴형태가 비교적 

다양하였으나 파쇄가 아닌 찢어짐의 흔적이 뚜렷이 

보였으며, 47 용기의 경우 최초 가장 취약부분이라

고 사료되는 용접부위의 가장자리로 크랙이 발생하면 
Fig. 9와 같이 그 용접선 방향을 따라 찢어지는 모습

으로 파괴가 진행되어 최종적으로 Fig. 7과 같은 형태

가 되었다(이승재,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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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sults of tests(Air charged)

No 용기규격( ) 장약량(g) 폭발압력(MPa) 결과

1 47 200 625.85 비파괴

2 47 300 938.77 비파괴

3 47 400 1251.69 비파괴

4 47 500 1564.62 파괴

5 47 600 1877.54 파괴

Fig. 8. Still cut of demolition(24  장약량 70g).

Fig. 9. Demolition aspect.

5. 결 론

밀폐압력용기의 내부에 폭약을 장전하고 매개체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비교하여 발파해체 실험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밀폐압력용기 원자재의 인장강도는 392MPa 이상

이나 압력전달 매개체(물 ; H2O)를 사용하였을 경

우 최소 125.17MPa에서 미소파괴(crack)가 발생

하였으며 24 밀폐압력용기의 경우 폭약 60g,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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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폭발압력 약 187.75MPa에서 파괴되었고, 47 
밀폐압력용기의 경우 폭약 70g, 추정 폭발압력 약 

219.05MPa에서 파괴가 일어났으며, 그 이하의 폭

약으로는 파괴가 되지 아니하였다.
이는 체적 탄성계수가 무한대에 가까운 물질을 압

력전달 매개체로 사용하여 폭발압력이 효율적으로 

전달되었기 때문에 소량의 폭약으로 파괴가 가능

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압력전달 매개체가 없는 경우 폭약 500g, 추정 폭

발압력 1,564.62MPa 이상에서 파괴가 발생하여 

압력전달 매개체인 물을 사용할 때보다 약 7.1∼
8.5배의 폭약이 더 필요함을 알수 있었다. 그 이하 

장약량에서는 폭발압력이 파괴에 영향을 주지 못

하고 외부로 단순 배출되었으며, 이때 밀폐압력용

기의 파괴는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3) 최초 파단면의 형성은 용기에 수직한 방향(세로)

으로 발생하였으며, 이는 압력에 대한 저항성이 가

장 큰 구(球)의 형태를 가진 상, 하부보다 상대적

으로 저항이 약한 평면부위에서 파괴가 시작된 것

으로 사료된다. 또한 용접부위는 취약점으로 작용

하지 않으나 용접부위의 경계지점에서 대부분의 

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용접부위의 강도

는 원재료 강도를 초과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용

접부위의 가장자리는 열변성을 받아 강도가 떨어

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4) 원 재료의 인장강도인 392MPa의 약 33.6%에 불

과한 최소 추정 폭발압력 125.17MPa에서 미소파

괴(Crack)가 발생하였던 점으로 미루어 보아 폭발

열(2,301.33K)에 따른 내부 수증기의 팽창압이 파

괴에 관여하였다고 생각되며, 이는 향후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상관성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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