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Vol. 30, No. 2, pp. 63-69, April 2015
Copyright@2015 by The Korean Society of Safety (pISSN 1738-3803, eISSN 2383-9953) All right reserved. http://dx.doi.org/10.14346/JKOSOS.2015.30.2.63

휴대용 유도탄의 후방 안전영역 평가방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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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Recoilless weapons, which lead strong back blast and impulse noise more than 160 dB, have been used in compliance with the 
regulation of the safety zone for the safe operations. However, the safety zone regulations for the newly developed weapons should be 
prepared since the existing guidelines do not provide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e reason for the safety zone. In this study, the outdoor 
launch tests were performed to collect the data such as noise, pressure and temperature of the back blast. An assessment method using 
data obtained from launch tests has been proposed to determine the safety zone. The safety zone has been determined with consideration 
for the following criteria: Impulse noise, temperature and pressure of the back blast and blast angle. As a results, new safety zones for 
them have been established for the recoilless weapon developed by ADD (Agency for Defense Development). We expect that this 
research can be used as a guideline for establishing a new safety zone regulation of similar weapon to be develop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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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무반동 화기의 경우 160 dB 이상의 큰 충격음 외에

도 작용-반작용으로 인한 강한 후폭풍을 동반하게 되

는데 이런 경우 후방에서는 소음뿐만 아니라 연소로 

인한 비산물질, 및 강한 열기로 인해 주변에 잔류하고 

있는 인명 및 장비가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

서 많은 무반동 화기들이 안전한 운용을 위해 소음 및 

후폭풍에 의한 안전영역을 규정하여 사용하고 있다1-4).
Fig. 1은 다양한 무반동 화기들의 안전영역 규정을 

보여주고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화기와 규모가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는 JAVELIN 후폭풍 영역의 경우, 
후폭풍이 직접적으로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절대 위험

지역(Primary Danger area), 청각손상이 예상되는 영역

(Caution area 1), 후폭풍 압력으로 인한 위해성이 예상

되는 영역(Caution area 2) 등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어떤 근거에 의해 안전영역이 결정되었

는지 알려져 있지 않아 새롭게 개발된 화기에 대해서

(a) JAVELIN (b) TOW

(c) AT-4 (d) MK153 SMAW

Fig. 1. Safety zone on various recoilless weap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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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독자적으로 안전규정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유도탄의 사출장치를 대상으로 

실험 및 계측을 통한 안전영역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안전영역을 결정하였다. 안전영역은 충격소음, 후폭풍 

온도 및 압력 그리고 후폭풍 각도 등이 고려되었다.

2. 안전영역 평가방법

안전영역은 유도탄 발사로 인해 발사관 후방에 형성

되는 후폭풍(Rear Blast Wave)과 충격소음(Impulse 
Noise), 그 외 부수적인 효과들(배기화염 유동에 의한 

지면이나 벽에서의 물질 비산 가능성 등)로 인해 사수

나 장비가 손상을 입지 않을만한 영역으로 정의할 수 

있다.

2.1 충격소음

소음은 크게 그 지속시간에 따라 차량소음과 같은 

지속소음과 망치소리나 포 사격 시에 발생하는 것과 

같은 충격소음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1초보다 더 

짧은 순간에 존재하는 소리를 충격소음이라고 할 수 

있다. 충격소음에 인체가 노출될 경우 작게는 성가심

으로부터 지각신경의 방해, 일시적 혹은 영구적인 청

각장애에 이르기까지 심리적, 신체적으로 악영향을 받

게 된다. 소음의 크기가 매우 커지게 되면 인체에 해로

운 범위에 들어가는데 1,000 Hz의 순음의 경우에 약 

120 dB 크기의 음파에 노출될 때에 대부분의 사람은 

간지러운 듯한 느낌을 받게 되며, 레벨이 140 dB에 이

르게 되면 고막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 더욱 

높은 160 dB 정도에 노출되면 청각에 손상을 입게 되

며, 206 dB 이상이면 내부 장기에 손상을 입어 죽음에 

이를 수도 있다5). 
이렇듯 충격소음은 사람에게 직접적인 신체적 위해를 

가하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신뢰받는 OSHA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dministration), ACGIH (American 
Conference of Governmental Industrial Hygienists), DoDI 
(Department of Defense Instruction)에서는 충격소음에 대한 

노출기준을 140 dB(peak) 미만으로 제한하고 있다6-8). 또한 

군사무기에서 발생하는 충격소음은 대부분 140 dB(peak)
를 크게 상회하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군사무기에서 발

생되는 충격소음에 대한 평가기준이 연구되어 활용되고 

있다9-15).
군사무기에서 발생한 충격소음에 대한 평가기준은 

크게 파형을 기초로 한 모델(Waveform parameter- based 
Damage Risk Criteria)과 에너지양을 기초로 한 모델

(Equivalent-based DRC)로 나눌 수 있다. 파형기초모델

은 최대피크음압(Peak SPL), 지속시간(Duration time)과 

같이 시간에 따른 음압 변화, 즉 음압 신호의 형태를 

바탕으로 결정되는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인체 위해성

을 평가하는 방법이다. 가장 대표적인 규정으로 미 국

방부의 규정인 MIL-STD-1474D가 있고 그밖에 미국의 

CHABA(Committee on Hearing, Bioacoustics), 독일의 

Pfander 규정, 그리고 네덜란드의 Smoorenburg 규정 등

이 있다. 등가 에너지 모델은 임의의 위치에서 노출된 

음향 에너지의 총 양을 기준으로 위해성을 평가하는 

방법으로 현재 항공기 소음과 같은 교통 소음의 평가

에도 적용되고 있는 가장 전통적인 방법이다. 에너지 

모델의 대표적인 예로는 1982년에 Stevin이 제안한 A-
가중 소음노출도(A-weighted SEL)나 프랑스에서 적용

하고 있는 8시간 평균 등가소음도(LAeq,8hr)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휴대용 유도탄의 사출장치를 대상으로 파

형기초모델 중 하나인 MIL-STD-1474D에 대해 인체위

해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MIL-STD-1474D9)는 최대피크음압과 B-지속시간

(B-duration)을 매개변수로 하여 충격소음에 대한 인체

위해성 평가기준을 제시한다. MIL-STD-1474D에서는 

최대피크음압이 140 dB를 초과할 경우 보호 장비 착용

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평가 레벨 기준의 한계 음압레

벨은 177 dB로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단일 보호 장비

(single protection, 귀마개 또는 귀덮개)를 착용한 상태

에서 1일 허용 횟수를 기준으로 2,000회, 100회, 그리

고 5회에 해당하는 선을 각각 Z-curve, Y-curve, 그리고 

X-curve라고 정의하고 Z-curve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중 보호 장비(double protection, 
귀마개와 귀덮개)를 착용한 경우 단일 보호 장비를 착

용했을 때의 20배까지 허용하고 있다.
Fig. 2는 충격소음을 비교함에 있어서 주요한 두 매

개변수, 최대피크음압과 B-지속시간을 정의한 것이다. 
지속시간에는 4가지 종류(A, B, C, D)가 있는데 

MIL-STD- 1474D에 적용되는 B-지속시간은 음원에서  

Fig. 2. Definition of max noise and du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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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한 충격파의 에너지 뿐 만 아니라 지면 반사와 같

은 주변 환경의 영향도 함께 고려한 것으로, 본 연구에

서 다루는 충격소음에 대한 평가에 가장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두 매개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먼저 전체 음

압 신호에서 최대피크음압(Peak Sound Pressure Level)
을 정의한다. 최대피크음압은 순간 음압이 가장 높을 

때의 음압 레벨 값으로 충격파에 의해 발생하는 양의 

음압 값을 기준 음압(20 μPa)에 대해 변환한 값이다. 그
리고 해당 음압 레벨보다 20 dB 낮은 값, 즉 음압 기준

으로 순간 최고 음압의 1/10인 값을 기준 압력으로 설정

하고 그림에 나타난 것과 같이 기준 영역(envelope)을 

설정한다. 이때, 충격파가 처음 관측되는 순간으로부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음압 변동(fluctuation)이 감쇠를 통

해 앞에서 정의한 기준 영역 내부로 제한되는 순간까지

의 시간을 B-지속시간(B-Duration)으로 정의한다. 일반

적인 경우, B-지속시간은 최대피크음압이 관측된 순간

부터라고 정의한다. 이것은 강한 충격파가 가장 먼저 

관측되기 때문인데, 외부 경계면이 없는 실외 공간에서 

측정된 음압 신호를 기준으로 정의한 것이다.

2.2 후폭풍

유도탄이 점화된 이후, 노즐을 통해 방출되는 배기

화염은 많은 양의 고온가스가 공기 중으로 팽창되는 

현상이다. 이 때 걸리는 시간은 수 msec 정도로 아주 

짧기 때문에 화약의 폭발현상과 유사하게 다룰 수 있

다. 팽창하는 배기가스는 주변의 공기를 교란시켜 압

력요동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발사관 후방의 배기화

염은 폭풍장(Blast Field)을 형성하게 된다. 강한 폭풍장

은 충격파로 발달하지만, 그렇지 못한 약한 폭풍장의 

경우에는 충격파로 발달되는 대신에 강한 음파가 지배

적인 영역이 된다16-18). 
충격음이 공간전체 방향으로 에너지가 0이 될 때까

지 종파형태로 전파되는 음파특성과는 달리 후폭풍은 

발사관 후방으로만 전파되며 배기화염 유동에 의해서 

발생한다. 

Table 1. Effect of Blast Overpresures on the Human Body19)

Peak overpressure Effect on the human body

1 psi Light injuries from fragments occur

2 psi People injured by flying glass and debris

3 psi Serious injuries are common, fatalities may occur

5 psi Injuries are universal, fatalities are widespread

10 psi Most people are killed

20 psi Fatalities approach 100%

후폭풍 압력에 의한 신체 피해정도에 대해서 칼 지

프와 케네스는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3. 계측 기법

충격소음은 특성 상 매우 짧은 지속시간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음압의 크기는 최대피크음압(Peak 
Sound Pressure Level)과 지속시간(Duration)으로 나누어 

표기한다. 측정된 데이터는 시간에 대한 압력 데이터

로 저장되고, 단위는 파스칼(Pa)이다. 이렇게 수집된 

선형적 음압 데이터는 사람의 귀가 소리를 지수적으로 

감지하기 때문에 지수 형태로 바꾸어 주어야 한다. 아
래의 식 (1)을 이용하면 데시벨(dB) 단위로 변환할 수 

있으며 측정된 값 중 가장 큰 피크(Peak)가 최대피크음

압이다.

   log

 (1)

여기서 는 최소 가청값   ×
이다. 

본 연구에서 충격음 측정에 사용된 마이크로폰은 

1/4" 컨덴서형(B&K 4944A)으로 최대 182 dB까지 측정

이 가능하며 후폭풍 압력의 경우는 충격음보다 더 높

은 압력이 예상되기 때문에 최대 250 dB까지 측정이 

가능한 Quartz 압력센서(PCB 101A06)를 사용하였다. 
모든 마이크로폰은 소음원인 사출장치의 높이와 동일

하게 지상에서 1.2 m 높이에 위치하며 마이크로폰에는 

방풍망(wind screen)을 설치하여 바람으로 인한 풍잡음

의 영향을 최소화 하였다. 마이크로폰과 압력센서의 

데이터 수집 속도(Sampling Rate)는 100,000 Hz이다.
데이터 확보를 위한 발사 실험은 총 10회 시행되었

으며 사출관 후방의 노즐 위치를 중심으로 거리별, 각
도별 음압 및 후폭풍 압력을 측정하였다. 전체 측정 위

치는 Fig. 3과 같다. 노란색 지점은 압력센서를 의미하

Fig. 3. Experimental setup for sens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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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회색 지점은 마이크로폰을 의미하며, 각 지점에 대

해 2회 반복 실험을 수행하였다. 후방 사출장치를 기준

으로 2, 4, 6, 8, 12 m 거리에서 10 ° 및 15 ° 간격으로 

총 54개 지점에서 공간상의 음압을 측정하였다.
후폭풍 화염이 미치는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비냉각

방식 원적외선 카메라(FLIR P25)와 초고속 카메라가 

사용되었으며 화염이 도달하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1 m 간격으로 쇠파이프를 지면에 고정하였다.

4. 안전영역 결정

그림 Fig. 4는 측정된 음압의 최대피크음압(단위 : 
dB)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값은 각각의 위치에서 2번 

반복 실험된 결과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소음원으로

부터 동일한 거리에 떨어진 음압들은 후방(발사방향 

반대편)으로 갈수록 소음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보다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지도 형식으로 

표현하면 Fig. 5와 같다.
Fig. 1에서 보여주고 있는 무반동 화기들의 후폭풍 

안전영역은 발사관 후방으로부터 최대 100 m까지 규

정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측정한 데

이터의 경우 후방 12 m까지 측정하였기 때문에 그 이

후의 거리에 대한 소음 데이터가 필요하다. 따라서 

Fig. 4. Experimental results on microphones (Unit: dB).

Fig. 5. Experimental results expressed by contour(Unit: dB).

(a) 25° (b) 40°

(c) 55° (d) 70°

(e) 90° (f) 105°

Fig. 6. Noise recession characteristics by distances of diverse 
angle.

본 연구에서는 12 m 이후에서의 소음은 Fig. 6에 나타

낸 그래프와 같이 소음의 감쇄특성을 이용하여 예측하

였다. 
The Research and Technology Organization of NATO 

및 MIL-STD-1474D 등의 보고서에서는 청각 보호구를 

하지 않아도 되는 최대 소음을 140 dB로 규정하고 있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에 의한 안전영역의 경

계를 140 dB로 선정하였다. Fig. 7은 소음 감쇄 특성을 

Fig. 7. Dangerous zone by noise recess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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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ack blast peak-pressure by distances of the front of 
back blast.

적용하여 방위각 별로 소음을 예측한 결과이며 위험영

역을 회색으로 표시하였다.
Fig. 8은 후폭풍 정면에서 거리에 따른 후폭풍의 최

대 압력 값을 보여주고 있다.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후

폭풍 압력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방 

6 m 이후에서는 후폭풍의 압력이 약 0.05 기압 이하로 

단순 압력에 의한 영향은 적다고 할 수 있다.
후폭풍 화염이 미치는 거리를 알아보기 위해 열영상 

카메라를 이용하여 후폭풍 화염을 관찰하였다. Fig. 9
는 열영상 카메라로 찍은 후폭풍 화염을 보여주고 있

다. 화염이 도달하는 거리를 측정하기 위해 발사 실험 

전 노즐 출구로부터 1 m 간격으로 쇠 파이프를 고정하

였다. 관찰 결과, 300℃이상에 달하는 열이 후방 5 m 
까지 생성되며 약 100℃의 잔열은 6 m 이후까지 전파

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염은 일시적이며 0.1 sec 이내

로 빠르게 소멸될 뿐만 아니라 후폭풍 코어로부터 조

Fig. 9. The Result of Thermal Observation Device 

Fig. 10. The result of high speed camera right after the Ignition.

금만 멀어져도 온도는 급격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후방 

10 m 이후부터는 인체에 큰 위협이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초고속 카메라로 관찰한 후폭풍 형상을 보

여주고 있다. 후폭풍은 점화 직후 순간적으로 후폭풍 

각도가 90 °로 최대에 달한다. 그러나 화염이 최대로 

발달한 화염의 크기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이후 유도탄은 가속을 받으면서 발사관을 따라 전

진하며 후폭풍 각도가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안전영역에서의 후폭풍의 각도는 60 °로 결

정하였다.
앞에서 연구한 내용들을 종합하여 결정된 안전영역

은 사출장치의 충격 소음의 영향과 후폭풍에 의한 영

역의 교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Fig. 11과 같다. 이
를 좀 더 단순한 형태로 표현하기 위해 거리는 10 m 
간격, 후방으로부터의 각도는 30도 간격으로 표현하여 

최종적으로 결정된 안전영역은 Fig. 12와 같다. 이것은 

주의구역 I, II와 위험구역 세 부분으로 나누어지는 형

태로 주의구역 I과 II는 소음에 의한 영역이며 위험구

역은 후폭풍에 의한 영역이다.
위험구역은 후폭풍 압력 및 화염이 직접적으로 영향

Fig. 11. Safety Zone : Intersection of noise and back bl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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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Simplified Safety Zone

을 미치는 구간으로 유도탄 발사 시 사람이 있는 경우 

치명적인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주의구역 I은 충격 소

음이 가장 강하게 전파하는 구간이며 후폭풍 압력으로 

인한 유도탄 파편 및 비산물질 등에 의한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사람이 위치해서는 안 된다. 주의구

역 II는 유도탄 발사 시 충격 소음이 전파되는 구간으

로 청각 보호구가 없는 경우 청각 손상을 야기할 수 있

다. 따라서 이 구간에 사람이 위치해야 하는 경우 반드

시 청각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발사실험을 통해 정량적으로 얻어진 

충격소음, 후폭풍 온도 및 압력과 후폭풍 각도 등을 고

려한 안전영역 평가방법을 제시하고 휴대용 유도탄 사

출장치의 안전영역을 결정하였다. 
1) 12 m 거리까지 측정된 음압데이터의 음압감쇄특

성을 이용하여 12 m 이상인 거리의 음압분포를 예측하

였으며 MIL-STD-1474D 기준에 준하여 주의구역 I, II 
범위를 결정하였다.

2) 열영상, 초고속카메라 영상 관찰 결과와 후폭풍 압

력 측정 결과를 분석하여 위험영역 범위를 결정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서 보유중인 유도탄 사출장치의 안전

영역을 결정할 수 있었으며 향후 유사한 무기체계 안

전영역 결정에 유용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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