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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논문 체계공학 부문

155mm 포탄  C-4 90kg 기폭에 의한 야 구축 

방호자재  구조체용 신방호자재의 방호성능 평가

Evaluation of Protective Performance of Protection Materials 

for Field and Structural Body by Ignition of 155mm Artillery Shell 

and C-4 Explos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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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was evaluated the protective performance of the protection material for filed of the army by 
impact of fragment from the explosion of 155mm artillery shell to propose the improvement items. And it was 
evaluated the protection materials for structural boby such as corrugated steel plate, concrete block, prevention 
paint of explosion, aluminum foam and concrete T-wall by impact of fragment of 155mm artillery shells and 
explosion-induced pressure of C-4 explosive. As a result, protective performance of the existing protective material 
was superior but reinforcement is necessary for secondary damage because sand is leaking. The protective 
performance of new protective materials was greater than existing protective materials. And it can be used for 
protective materials.

Keywords : Protective Material(방호재료), 155mm Artillery Shell(155mm 포탄), C-4 Explosive(C-4폭약), 
Impact of Fragment( 편충격), Explosion-Induced Pressure(폭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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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군방호자재의 종류  정의

  재 우리 군의 야 제 에서 다양한 재료와 형태로 

사용되고 있는 방호자재의 종류로는 헤스코 베리어

(Hesco Barrier), 보강토 블록, 흙벽돌, PSP 패 , 드럼

통  식용유통 등이 있다. 이러한 방호자재는 내부에 

모르타르를 사춤하여 사용하는 보강토 블록을 제외하

고, 흙을 채우기 한 보조 재료로 사용되고 있어 야



이인철․김홍섭․남정수․김석 ․홍원희․김규용

494 / 한국군사과학기술학회지 제16권 제4호(2013년 8월)

0

500

1000

1500

2000

2500

3000

0 50 100 150 200 250 300

파
편

 갯
수

 (
개

) 

파편 중량 (g)  

<파편무게> 

보통 7~113g 

평균 60g 

○155mm포탄 제원 

• 총 중량 : 43.88kg 

• 폭약량 : 6.99kg 

• 외피 중량 : 36.90kg 

0

5000

10000

15000

20000

25000

30000

35000

0 2 4 6 8

충
격

에
너

지
 (

J)
 

비산거리 (m) 

27,260J 

(7.6m) 

(a) 155mm 포탄 (b) 155mm 포탄 기폭시 발생 편 (c) 비상거리에 따른 충격에 지

Fig. 1. Summary and 155mm 포탄 기폭 실험 개요  충격량[1～3]

구축 방호자재의 주재료는 흙(토사)라고 할 수 있다.
  흙(토사)을 활용한 방호자재는 비산물의 충격  폭

발에 한 방호능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으나, 
1차 피해에 의해 토사가 출되는 등의 손실에 의해 2
차 피해 발생에 한 방호능력이 하게 하될 우

려가 있으며, 방호벽의 이동  설치에 있어 추가 인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이에 신소재를 활용한 방호재료가 국내·외 주요 방

호시설 연구소와 해외에서 활발한 군사 활동을 진행 

인 미군  국군에 의해 개발  용되고 있으

며, 그 종류로는 콘크리트 T-wall, 발포알루미늄 샌드

치 강  패 , 형강   콘크리트 층블록 등이 

있다.
  형강 은 재 미군을 비롯한 서방 선진국에서 사

용되고 있는 건설자재로 동 등 원정 군사작 을 많

이 하는 미군 부 에서 구축의 신속성, 경제성, 시공성

이 양호한 자재로 각 받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콘크

리트의 약 인 취성 괴에 응하기 해 형강 을 

부착한 모듈형태의 구조물을 신속히 조립, 시공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 층블록은 콘크리트 외피가 1차 충격에 

항하고, 내부 골재가 2차 항하는 메커니즘의 방호

벽으로 시공이 간편하고 공기단축이 가능하며, 모듈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높이  길이에 한 제한이 없

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발포알루미늄 샌드 치 패 의 경우 강  사이에 

발포알루미늄을 부착 시킨 형태로, 편의 충돌은 강

에 의해 방호되며, 폭압은 발포알루미늄이 압축되며 

압력을 흡수하는 형태의 방호 메커니즘을 갖는다.
  콘크리트 T-wall은 아 가니스탄과 이라크 주둔 미

군 등 연합군의 주둔지 방호를 해 사용 이며 

세력에 의한 테러로부터 연합군의 방호벽 역할을 하고 

있다. 재 사용 인 T-wall은 일반 콘크리트를 사용

하고 있으며, T-wall 간 상호 일체성을 향상시키기 

해 홈을 이용해 상호 결속되도록 설치된다.

나. 연구의 목   필요성

  방호시설은 아군의 생존성 보장을 한 필수 인 요

소이나, 우리 군의 방호시설은 반 으로 노후화되어 

있으며, 시설 노후화로 인해 재 구축된 구조물 자체

의 방호성능  제기능 발휘를 기 하기 어려운 실정

이다.
  본 연구에서는 재 우리군에서 사용되고 있는 야

구축 방호자재에 하여 155mm 포탄의 편에 한 

방호력을 확인하고 보완요소를 제시하 다. 한, 구조

체용 신방호자재에 하여 155mm 포탄의 편  C-4 
폭약의 폭압에 의한 방호성능을 평가하여 주요 군사

시설의 방호자재로서의 용에 하여 검토하고자 하

다.

2. 155mm 포탄  C-4 폭약 기폭 실험의 개요 

 충격량 정의

  Fig. 1은 155mm 포탄 기폭 실험의 개요  충격량

을 나타낸 것으로 편의 형태, 질량, 기속도, 목표

에 한 탄체의 충돌 방향 등이 모두 다르지만 편의 

량은 보통 7～113g, 평균 60g(직경 약 25mm) 정도로 

7.6m 이격된 방호자재에 충돌되는 충격에 지는 약 

27,260J로 산정했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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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조건 충격 조건

구분 종류
폭×높이
(m)

두께
(m)

주재료 
이격거리
(m)

1차 2차

야 구축
방호자재

보강토 
블록

1.5m
×

1.5m

(2.25m2)

0.9
보강토 블록 + 토사/모르타르

7.6
155mm
포탄

-
드럼통 철  + 토사 

헤스코
1.0 흙(토사)

모래마

샌드 치
패  

0.1 샌드 치 패  
7.6, 10.0, 20.0

드럼통 후방 2.0

구조체용 
신방호
자재

형강 5.0×5.4
1.6

철 (3.2mm) + 모래/토사

7.6 155mm
포탄

C-4폭약
90kg

2.1
층블록 4.5×5.4 1.5 콘크리트 블록(100mm) + 모래

콘크리트
T-wall
방호벽

1.0×3.2 0.3

일반콘크리트

슬래그결합재 콘크리트

강섬유1)보강 콘크리트

폴리아미드섬유2)보강 콘크리트

나일론3)+아라미드섬유4) 보강 모르타르

발포알루미늄-강  샌드 치 패 (50mm)
일반콘크리트(250mm)

1) 강섬유(Steel Fiber) : 길이 30mm, 직경 500μm, 인장강도 1,140MPa, 도 7.85g/cm3

2) 폴리아미드(Polyamide) : 길이 30mm, 직경 500μm, 인장강도 896MPa, 도 1.14g/cm3

3) 나일론(Nylon) : 길이 12mm, 직경 12μm, 인장강도 896MPa, 도 1.14g/cm3

4) 아라미드(Aramid) : 길이 12mm, 직경 11μm, 인장강도 3,500MPa, 도 1.44g/cm3

Table 1. 실험계획

< C-4폭약에 한 TNT 등가계수 >

화약
반응열

(kJ/kg)

압력기반

등가질량

충격량기반

등가질량

TNT 4,520 1.00 1.00

Composition 
C-4 5,651 1.37 1.19

․최 입사압력 : 약 689.47kPa
․최 반사압력 : 약 4,826.31～5,515.79kPa

(a) C-4 폭약 90kg (b) 지표면 기폭시 폭압의 

Fig. 2. C-4 90kg 기폭 실험 개요  충격량[1～3]

  한, Fig. 2는 C-4폭약 90kg 기폭 실험의 개요  

충격량을 나타낸 것으로 TNT 등가계수를 용하여 

C-4폭약 90kg은 TNT 120kg의 력과 동일한 것으로 

산정하 으며, 7.6m 이격된 시험체에 가해지는 최 입

사압력은 약 689.47kPa, 최 반사압력은 4,826.31～
5515.79kPa이 되는 것으로 측할 수 있었다[1～3].

3. 폭발실험의 개요

  Table 1은 야 구축 방호자재  구조체용 신방호자

재의 155mm 포탄의 편충돌  C-4 폭약 기폭에 의

한 방호성능 평가를 한 실험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야 구축 방호자재와 구조체용 신방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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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재로 구분하여 방호성능 시험을 실시하 다.

가. 야 구축 방호자재의 방호성능 평가 개요

  야 구축 방호자재의 규격은 1.5m×1.5m(2.25m2)로 

하 으며, 방호벽의 폭은 헤스코는 1.0m, 보강토 블록

은 2열 0.9m, 드럼통은 1열 0.9m, 모래마 는 1.0m로 

하여 상호간의 편효과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야 구축 방호자

재에 한 방호성능을 평가하는 것을 목 으로 하고 

있어, 시험체 상호간의 두께 차이에 한 것은 고려하

지 않았다.
  한편, 보강토 블록의 경우 내부에 모르타르를 채운 

경우와 채우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으며, 모르타르를 

채운 경우 폭압에 의한 도를 방지하기 하여 철근

을 보강재료로 사용하여 상부와 하부를 구속하 다.
  드럼통의 경우는 총 8개의 드럼통을 사용하여 틈새

를 용 한 경우, 용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하 다.
  토사방호벽은 모래마 를 0.5m 높이로 쌓아올려서 

토사벽을 구축하 다. 모래마 를 이용한 방호벽은 하

단 폭을 2m로 하고, 휴식각은 45°를 유지하여 내부에 

토사를 충진하 으며, 측압에 의한 붕괴를 방지하기 

해 면부에 철근으로 된 지지말뚝을 설치하 다.
  추가 으로 방 소 에 병 생활  자재로 활용 

인 샌드 치 패 을 폭발원 으로부터 7.6m, 10m, 20m 
 드럼통 후면 2m 떨어진 거리에 배치하 다.

  Fig. 3. 야 구축 방호자재  155mm 포탄의 설치 

상황

  폭발시험은 우리 육군의 주력포탄인 155mm 포탄을 

사용하여 편이 수평뱡향으로 360° 비산되도록 지면

과 수직방향으로 정치하 으며, 지면으로부터의 약 1m 
이격시켜 설치하 다. 시험체  포탄의 설치 상황은 

Fig. 3에 나타내었다.

나. 구조체용 신방호자재의 방호성능 평가 개요

  구조체용 신방호자재의 종류로는 서론에서 기술한 

형강 , 콘크리트 층블록  콘크리트 T-wall 방호

벽 3종류로 하 다.
  본 연구에서 형강 은 부착형 모듈이 아닌, 건설

비 측면에서 경제 이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토사

채움식 형강  방호벽을 제작하 으며, 형강  방

호벽의 두께는 1.6m(모래채움), 2.1m(토사채움) 두 가

지로 제작되었으며, 두께 0.0032m의 철 으로 사용하

여 높이 5.4m, 폭 5.0m가 되도록 제작하 다.
  콘크리트 층블록의 경우 1.5×1.5×0.9m(가로×세로×
높이), 콘크리트 외피 두께 0.1m의 블록을 Fig. 8과 같

이 3×5 모듈로 층하 으며, 내부는 모래채움을 실시

하 다.
  콘크리트 T-wall의 경우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일반

철근콘크리트와 함께 최근 콘크리트의 방호성능 향상

을 해 콘크리트의 인성을 향상시킨 재료로 연구되

고 있는[4～6] 섬유보강 콘크리트를 용한 시험체를 제

 

Fig. 4. 구조체용 신방호자재의 설치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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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155mm 포탄 편 충돌에 의한 야 구축 방호벽의 괴성상

작하 다. 보강섬유의 종류로는 강섬유, 폴리아미드, 
나일론  아라미드 섬유를 사용하 다. 한, 일반철

근콘크리트의 시공단가 감  친환경재료인 슬래그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T-wall을 제작하 다. 한편, 
폭압에 한 방호성능이 우수한 재료로 알려져 있는 

발포알루미늄과 강 의 층으로 제작된 발포알루미늄 

샌드 치 강  패 을 일반콘크리트 방호벽의 충격면

에 부착한 시험체를 추가 제작하 다. 한편, T-wall은 

폭압에 의해 도될 우려가 있어 기 를 1m 매립한 

시험체를 제작하여 폭압에 의한 도를 방지하 다.
  각각의 시험체는 폭원으로부터 7.6m 이격시켜 원형

으로 배치하 으며, Fig. 4에 시험체의 설치 개요를 나

타내었다.
  구조체용 방호벽의 방호성능 평가는 155mm 포탄 

편  C-4폭약 폭압에 한 2차 평가로 진행되었으며, 
155mm 포탄의 경우 1차 폭발시험의 결과 지면으로부

터 1m 이격시켜 정치하 을 때 편이 시험체 높이의 

이상으로 비산되는 결과가 발생하여, 신방호자재의 성

능평가 시험에서는 편  폭압이 시험체에 충분히 

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면과 하여 수직방향으로 

정치하 다. 일반 으로 편 입에 한 방호력은 

방호벽 재료  발생 편 크기와 큰 상 계를 갖지

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 여건상 1회의 폭발에 한 분

석을 수행하 기 때문에 편의 크기는 실험체별로 무

작 인 특성을 보이므로 재료별 비교는 제한되었다. 
이에 방호벽 종류별로 편의 최  입깊이  편

에 의한 괴정도를 측정하여 분석이 수행되었다.

4. 실험결과  고찰

가. 야 구축 방호자재의 방호성능

  Fig. 5는 155mm 포탄의 편에 한 야 구축 방호

자재의 방호성능 평가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강토 

블록은 편에 의해 표면이 부분 으로 괴 된 것을 

제외하고 큰 괴가 발생하지 않았다.
  드럼통 방호벽의 경우 편에 의해 면 철 이 

입되는 피해는 발생하 으며, 용 되지 않은 드럼통 

방호벽의 경우 폭압에 의해 도될 것으로 상되었

으나, 흙의 자 에 의해 도되지 않았다. 본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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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편충격에 의한 구조체용 신방호자재의 최 입깊이

서 드럼통이 연결된 틈새를 통과한 편 1개가 2m 뒤
의 샌드 치 패 을 통하 으며, 완벽한 방호를 

해서는 드럼통 연결부 에 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헤스코  모래마 는 편에 의해 돌망태 철선이 

단되고 부직포  마 천이 천공되어 내부의 토사

가 일부 유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편에 의한 방

호력은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지속 인 방호성

능을 유지하기 해서는 즉시 인 보수가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샌드 치 패 의 경우 7.6m 지 에 노출된 패 은 

편에 의해 목재 임과 패 이 손되었으며, 폭압

에 의해 패 이 도되었다. 10m, 20m 지 에 설치된 

패  역시 편에 의해 통되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드럼통 방호벽 후방 2m 지 의 설치한 패  역시 

틈새를 통과한 편에 의한 통이 발생하 다. 이를 

통해 방 소  병 생활 의 자재로 활용 인 샌드

치 패 의 경우, 포탄 편에 의한 방호성능이 매우 

취약한 것을 확인 하 다.

나. 구조체용 신방호자재의 방호성능

1) 155mm 포탄의 폭발에 의한 편 효과

  편에 의해 피해가 발생한 각도는 11°에서 12° 범

로 분포하 으며, 편의 흔 은 최  25°까지 도달

하 다. 12° 이상 각도에서의 편은 상 으로 규모

가 작았으며 이는 지면으로부터 반사된 편 는 포

탄의 불규칙한 편방향성에 의한 결과로 분석된다. 
편에 의한 최 입깊이의 측정 결과는 Fig. 6에 나

타내었다. 최 입깊이는 편의 크기  충돌속도, 
시험체 종류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 지만, 평균 10cm 
내외로 나타났다.
  형강   콘크리트 층블록은 내부에 토사를 충

진하는 역할을 하는 재료로 편에 의해 토사 유출시 

방호력이 하되므로 피폭 후에는 즉시 보수하여 내부 

충진물의 유출을 방지하여야 지속 인 방호력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일반철근콘크리트 T-wall의 경우 편에 의핸 주철

근이 끊어지고, 배면에 큰 균열이 발생하 으나. 섬유

보강 철근콘크리트의 경우 표면 괴면 이 감소하고, 
배면의 균열발생이 억제되어 방호성능이 향상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발포알루미늄 강  패 을 

부착한 T-wall의 경우 패 에 의해 편의 1차 방어가 

가능하 다.
  Table 2는 일반철근콘크리트  섬유보강 철근콘크

트에 한 AUTODYN 시뮬 이션[7,8]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표면  배면에 한 손상 정도는 일반철근

콘크리트가 더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포

탄의 편시험 결과인 표면 괴면   배면의 균열 

정도와 비교한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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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콘크리트 방호벽에 한 편충돌 괴성상

과 해석결과 비교

구분
일반콘크리트 섬유보강콘크리트

표면 심부 배면 표면 심부 배면

해석

결과

편

손상

2) C-4 90kg 폭발에 의한 방호력 평가

  Fig. 7은 폭압에 한 구조체용 방호자재의 손상정

도를 나타낸 것으로 모든 시험체의 표면에 가스에 의

한 그을음 외에는 외상의 변화는 찰되지 않았으나, 
폭압에 의해 시험체 상부가 약 10° 정도 뒤로 리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층블록의 경우 상단의 

블록의 치가 변동되는 등 수직방향에 한 추가 인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Fig. 8은 C-4폭약의 폭압에 한 구조체용 방호자재

의 방호성능에 하여 유한요소 해석 로그램인 

AUTODYN 시뮬 이션 결과  시험체의 거동을 나

타낸 것이다. 시뮬 이션 결과 폭압에 의해 시험체 하

부에 집 으로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험체 하단부에 압력이 가장 크게 집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단부로 갈수록 압력의 회 에 의해 입

사압력이 감속되는 것으로 단된다.
  폭압에 의한 방호자재의 피해는 편의 충돌과 달리 

방호자재에 직 인 손 등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시험체의 도  지 부에 응력이 집 되는 것으로 

단되어 시험체 상하부 상호간의 연결  지 조건에 

한 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Fig. 7. 폭압에 한 방호벽의 손상

      

    (a) 시험체 모델링     (b) 시험체 손상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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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폭압에 한 방호벽의 손상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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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야 구축 방호자재  구조체용 신

방호자재에 한 방호성능 검증을 하여 155mm 포

탄  C-4 90kg 기폭에 의한 편  폭압에 한 방

호성능을 검토하 으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다음과 

같다.

(1) 야 구축 방호자재로 사용되고 있는 헤스코, 보강

토 블록, 드럼통, 모래마 를 이용한 방호벽은 7.6m 
거리에서 모두 155mm 포탄 편에 한 충분한 

방호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음과 같은 보

완사항이 도출되었다.
   ① 드럼통을 이용한 방호벽 : 편  폭풍압에 

한 방호력은 충족하 으나, 드럼통 틈새에 한  

보강이 필요함.
   ② 보강토 블록 : 편효과에 의해 면부 손이 

발생되었으며, 1회 타격에 의해 보강토 블록의 

단면손실이 크게 발생함으로 연속타격에 해

서는 보강이 필요함.
   ③ 헤스코 방벽  모래마  : 편에 의한 1차 피

해 후 토사 출에 한 보강이 필요함.
   ④ 샌드 치 패  : 편이 통되는 방호성능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 조립식 구조로 

되어있는 시설에 한 보강이 요구됨.
(2) 155mm포탄 편에 한 구조체용 신방호자재는 

충분한 방호성능을 확보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형강   콘크리트 층블록의 경우 토사 출

의 발생시 이에 한 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

났다.
(3) C-4 폭약의 폭압에 의해 방호벽이 뒤로 리거나 

지 부에 응력이 집 되었으며, 방호자재 상하부의 

결속  지 부에 한 추가 인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단되며, 폭압에 의해 시험체가 괴되는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4) 군방호자재  민간시설의 방호성능의 향상을 

해서는 각 재료의 방호특성에 하여 이해하고, 
이를 효율 으로 용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충격면은 편에 의한 입을 억제하고, 
배면의 경우 표면 충격에 의해 배면으로 달되어 

발생하는 방호자재의 배면 괴(방호자재의 배면 일

부가 편이 되어 박리됨), 편의 통 등을 억제

할 수 있도록 설계 하는 것이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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