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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약 폭발에 의한 탄화수소계 연료의 분산매질 형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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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iquid fuel can be easily exploded and release more energy of detonation than conventional explosives because it has 
different explosion mechanism. In order to analyze dispersion characteristics of liquid fuel for the safety purpose, two tests are 
conducted. First, pre-test, which is a computer simulation, is carried out by a software called ANSYS AUTODYN to eliminate the 
effect of a canister that usually causes irregular dispersion of the fuel. Second, field test is performed to find out the amount and 
density effect of bursting charge. High speed cameras are installed in front of the canister to visualize the mechanism. Velocity, 
area and radius of the dispersed cloud are measured by image processing software, these are shown that the amount of bursting 
charge affects cloud velocity and area but density is not a significant factor of cloud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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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가솔린 LPG/LNG 등 연료는 상온에서 액체 혹은 기

체로 존재하며, 유체의 특성상 분산이 용이하고 폭발

한계가 넓어 인화원이 소량만 존재하여도 공기를 만나 

반응하여 폭발/화염이 발생된다. 이러한 액체연료의 폭

발 특성 때문에 산업분야에서는 연료를 안전하게 관리

하고자 하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나 탄화

수소, 석유화학 물질의 폭발사고는 70~90년 기간 동안 

세계적으로 100건 이상 보고되었으며1), 국내에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2). 따라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액체 연료를 다루는 관리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

며, 폭발사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분석을 위한 화염 

피해 및 폭발 위력 평가 관련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다3-8). 

한편, 국방 분야에서는 액체연료의 가연성 및 폭발 특

성에 주목하여 이를 역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을 지속적

으로 기울여왔으며, 탄두나 폭탄 내부에 화약 대신 액체 

연료를 충전하여 폭발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하였다. 
이렇게 폭탄 내부에 액체 연료를 적용한 탄을 연료

기화탄(Fuel-Air Explosive, FAE)이라고 부른다. 
연료기화탄에 주로 사용되는 액체 연료는 폭발한계

가 넓고 증기압이 높은 물질이며, 액체연료의 분산/폭
발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다양한 종류의 연구들이 수

행되어 왔다. 
Apparao는 propylene oxide와 ethylene oxide를 이용하

여 액체연료의 분산 및 기폭시험을 수행하였으며, 고
속카메라를 통해 시간별로 분산 속도, 면적 등 정량화

된 데이터를 획득하였다9). 또한 용기의 종횡비를 변수

로 한 시험을 통해 세로/가로 비율이 낮을수록 용기의 

파열이 일정하고 분산이 균일하게 이루어짐을 확인하

였다10). Zhang은 액체연료 용기 내 분산화약의 높이와 

기폭 방법을 변수로 하는 시험과 해석을 병행하여 수

행하였으나 연료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어있지 않다
11,12). 이외에도 다양한 연료를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기도 하였다. Bronsky는 hexyl nitrate(HN), ethyl hex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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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ate(EHN), nitromethane, nitropropane 등을 제안하여 

이를 분석하였으며13), Lu는 액체 액적을 생성/분사하는 

충격관 장비를 갖추고 heptane, kerosine을 기폭 시키는 

실험을 진행하였다14). 연료의 점성, 민감제 첨가 유무

를 변수로 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는데, 점도가 높을수

록 연료의 비산거리는 넓어지나, 폭발시키기 위해 높

은 점화에너지가 필요하며, 민감제의 첨가량이 많아지

면 폭발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상기에 언급된 다양한 액체 연료의 분산과 폭발에 

대한 연구는 관련 액체연료를 다루는 작업자나 탄을 

운용하게 되는 군인, 연구원에게는 중요한데, 액체 연

료의 분산 형태나 크기 등을 사전에 인지하고 있어야 

사람이 대피하여야 할 반경을 산정할 수 있고, 인접 인

화원의 연쇄 폭발 등 위험사고에 대한 예방대책 수립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타 연료 대비 정보가 부족한 

heptane의 분산 특성 데이터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이
를 위해 화약을 이용하여 연료 분산을 인위적으로 발

생시키는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분산화약의 밀도, 약량

에 따른 액체연료의 분산형태, 반경, 속도 등에 대한 

데이터를 시험을 통해 획득하였다. 추가로 시험 수행 

사전에 상용 코드인 AUTODYN을 활용하여 기폭 초기 

용기의 파열 형태 및 속도에 대한 해석을 수행함으로

써 용기에 의한 액체연료의 불안정한 분산을 최대한 

배제하고 분산화약의 영향만을 고려하고자 하였다. 또
한, 획득한 정보 중 연료 분산 반경을 활용하여 초기 

연료 분산 시 인화원이 떨어져 있어야 하는 최소한의 

위험반경을 산정하고자 하였다. 

2. 폭발 메커니즘 

연료기화탄이 폭발하는 메커니즘은 다음과 같다.
1. 화약과 연료가 충전된 용기(canister) 중심에서 분

산화약이 폭발하고(1차 기폭), 폭발 시 발생된 폭발 압

력에 의해 내부에 충전되어있는 액체연료가 공기 중으

로 방출된다.
2. 방출 된 연료는 사방으로 흩어져 액적 상태로 파

열(break-up)되면서 공기와 혼합되어 연료 분산 매질

(dispersed media)를 형성하고 액체 연료는 기화한다.
3. 분산매질 구름의 반경이 점차 넓어지면서 연료-공

기의 비율이 최적에 이르게 되었을 때(양론 조건), 탄 외

부에 장착된 화약이 추가로 2차 기폭하게 된다. 화약에 

의해 발생한 폭발 에너지가 액적/기화 된 연료에 전달되

면 최종적으로 분산된 액체 연료의 폭굉(detonation)현상

이 발생하여 강한 압력과 열을 방출한다.

Table 1. Detonation parameters for fuels15,16)

Fuel
Explosive 
limits by 
vol. (%)

Vapor 
pressure 

(kPa at 20℃)

C.J. detonaion parameters

Pressure 
(MPa)

Velocity 
(m/s)

Temp 
(K)

Methane 5-15 - 1.742 1802 2784

Acetylene 2.5-100 4,464 1.939 1864 3114

Ethylene 
Oxide 3-100 48 1.963 1831 2949

Propylene 
Oxide 3-27.5 58.8 1.980 1826 2930

heptane 1-7.0 5.3 1.889 1800 2828

3. 시험 준비

서론에 언급한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인 분산화약의 

충전 밀도와 약량에 따른 액체 연료의 분산 패턴을 확

인하기 위한 시험을 진행하였다. 참고로 시험에 사용

된 분산화약량이 100~200 g 수준으로 실내/소규모 시

설에서의 시험은 부적합하며, 근처에 장애물이 없는 

개활지에서의 시험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시험은 가

로, 세로 각각 100 m 정도 여유가 있는 개활지에서 진

행하였다.

3.1 개요

시험의 구성은 Fig. 1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우선 

중앙에 높이 1.5 m의 거치대가 설치되고, 그 위에 용기

가 놓인다. 용기를 중심으로 하여 가로, 세로 방향으로 

거리를 측정할 수 있는 막대가 설치된다. 가로 방향의 

막대는 3 m~6 m까지 1 m 간격으로, 그 이후 12 m까지

는 2 m 간격으로 설치되었으며, 세로 방향은 3 m 간격

으로 3개의 막대가 설치되었다. 시험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전방에는 고속카메라를 2 종류로 배치하여 초기 

용기의 파열 및 분산 패턴을 1/2000, 1/50000 sec까지 

세분화하여 계측하였으며, 상공에는 카메라가 장착

Fig. 1. Schematics of the fiel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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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ase design.

된 멀티콥터를 운용하여 폭발 시 연료 분산을 상부에

서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시험할 용기의 형상은 Fig. 2로 확인할 수 있다. 용기

의 전체 크기는 20 kg 정도의 액체 연료가 저장 될 수 

있는 공간을 고려하여, 높이 500 mm, 직경 300 mm 수
준으로 제작되었으며, 재질은 SCM 계열의 steel을 적용 

하였다. 용기 상-하부에는 마개가 부착되어 있는데, 하
부는 용접으로 처리하였고, 상부는 분산 화약과 액체 

연료를 주입하기 위해 플랜지 형태로 설계하여 필요 시 

개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용기의 내부 구성은 중앙에 

분산화약이 충전되고, 화약 외부에 액체연료가 주입되

는 형태이다. 충전된 분산화약의 위치를 고정시키기 위

해 내부에 tube형 폭관을 별도 제작 하였고, 화약 폭발 

시 용기의 균일한 파열과 연료의 고른 분산을 위해 외

벽에는 18˚간격으로 홈을 내는 노치 가공을 하였다. 용
기의 두께와 홈 가공의 비는 3:2로 하여 작업 후 남은 

살 두께가 전체의 1/3이 되도록 하였다.
액체 연료로는 서론에 제시한 heptane을 사용하였으

며, nitro 종류의 민감제를 일부 첨가하였다.
분산화약의 1차 폭발은 상기 언급한 메커니즘에 따

라 연료의 분산을 위해 필요한 충분한 압력을 발생시

키면서도 분산 중에 연료의 점화를 발생시키지 말아야 

한다. 연료의 조기 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산화

약의 폭발압력과 폭발온도가 일반 고폭 화약인 

TNT/RDX 대비하여 낮아야 한다. 상기 언급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화약은 nitroguanidine(NQ)으로, 상세 

사양은 Table 2와 같다.
분산화약의 밀도와 약량 변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

해 밀도는 0.7 g/cc을 기준으로 하여 고밀도 0.9 g/cc, 
저밀도 0.5 g/cc 총 3세 가지의 밀도를 적용하였으며, 
약량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기준 약량 145 g을 기준

Table 2. Specification of nitroguanidine17)

Formula H2NC(NH)NHNO2

Mol. Weight 104.1 g/mol

Standard density 1.72 g/mol

Heat of Formation 227 cal/g

Heat of Combustion 1955 cal/g

Heat of Detonation 720 cal/g

Table 3. Detailed specifications of tests

Test
Liquid Fuel Burting Charge

heptane Sensitizer Density(g/cc) Weight(g)

1 80% 20% 0.5 145

2 80% 20% 0.7 145

3 80% 20% 0.9 145

4 80% 20% 0.5 104

5 80% 20% 0.9 186

으로 고약량 185 g, 저약량 105 g 총 3종을 기준으로 

시험하였다. Table 3을 통해 구체적인 시험 사양을 확

인할 수 있다. 
시험은 아래와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1. 액체 연료인 heptane과 민감제를 혼합한다.
2. 용기의 상부 마개를 열어 액체 연료를 충전한다.
3. 폭관 내부에 분산화약과 폭발계열을 조립한다.
4. 용기를 거치대 위에 놓고 수평을 확인한다.
5. 용기에 기폭 장비를 연결한다.
6. 기폭을 실시한다.

3.2 초기 용기파열 해석

액체연료 분산형태는 분산화약, 밀도 등에 의해 달

라지지만, 용기 형상이나 구조도 큰 영향을 미치는 요

인 중에 하나이며, 용기를 변수로 하여 많은 연구가 진

행되었다11). 그러나 본 연구는 분산화약의 영향만을 분

석하고자 하였으므로 용기에 의해 연료의 분산이 고르

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은 사전에 제거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험에 착수하기 전 용기가 일정하게 파

열되어 초기 연료의 분산이 잘 이루어지는지 ANSYS
의 프로그램 중 화약의 폭발 해석이 가능하며 LNG 등 

기체 연료 폭발 등의 해석 사례가 있는18) AUTODYN
을 활용하여 초기 기폭 후 용기 파열에 대한 해석을 수

행하였다. 
Fig. 3으로 전체 해석영역을 확인할 수 있다. 내부에

는 설계안대로 분산화약인 NQ를 이용하였으며, 물성 

데이터는 밀도 0.7 g/cc, 질량 145 g의 중약량 조건을 

기준으로 하고 화약의 상태방정식은 CHEETAH code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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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omain of modeling and simulation.

Fig. 4. Result of the modeling & simulation by time.

Fig. 5. Velocity of case fragments(test #2).

결과를 적용하였다. 또한 외부 용기는 20개의 홈을 내

어 노치가공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해석의 

정확도를 높이고자 격자의 간격은 원주방향으로 동일

한 크기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Fig. 4에 전체 해석결과를 볼 수 있다. 0.4 msec는 용

기가 전부 갈라졌으나, 아직 파편이 외부로 방출되기 

전이며, 액체연료도 내부에 존재하고 있다. 하지만 1.0 
msec에 도달하면 갈라진 파편이 각각의 속도를 지니며 

밖으로 방출되고 파편사이의 간격이 넓어짐에 따라 액

체 연료가 그 틈을 이용하여 외부로 비산하게 된다. 결
과적으로 용기 외부에 홈 가공을 하면 용기가 특정 방

향과 관계없이 일정하게 파열되고, 따라서 연료의 분

산도 특정 방향에 상관없이 고르게 분산하게 된다. Fig. 
5는 시간에 따른 용기 파열속도를 기록한 것이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0.2~1.0 msec 구간의 용기 평균 파열 속

도는 112.6 m/s이다. 1/ 50000 sec 고속카메라를 통해 

Table 4. Measured velocity of the case (Table 3 - test #2)

Time x direction domain Velocity

0.5 ms 114 mm
93 m/s

1 ms 160 mm

동일 조건에서의 액체 연료분산 속도를 산정하였다. 
0.1 msec 단위로 계측하기에는 용기 파열 변화가 1 mm 
내외 수준으로 굉장히 작아 속도 측정에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어 0.5 msec/1.0 msec 두 구간 사이에서의 용기 

파열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결과는 약 93 m/s로 추정되

었다. 해석 결과의 평균값인 112.6 m/s와 비교하였을 

때 약 20%정도의 오차이므로, 해석을 통하여 시험 사

전에 용기 파열속도, 초기 연료 분산 패턴을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시간에 따라 용기의 방출 속

도가 일정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시간에 따라 

균일하게 액체 연료가 방출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과 및 고찰

4.1 분산화약량 변화에 따른 액체 연료 분산

분산화약량에 따른 분산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약량

을 3종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약량을 증가

시켰지만 용기는 모두 동일하게 제작하여 크기에 따른 

변화를 상쇄하고자 하였다.
Fig. 6은 멀티콥터를 이용하여 촬영한 액체연료 분

산매질 사진이다. 상공 촬영을 통해 정면 촬영만으로 

확인할 수 없는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사진의 좌측은 

저약량(104 g), 우측은 중약량(145 g)의 분산 형태이다. 
확연히 구분되는 점은 저약량 조건의 경우 용기의 노

치 개수와 동일하게 제트가 형성되어 멀리까지 뻗어나

가는 것이 관찰된다. 반면 중약량의 경우 제트형상이 

많아지면서 분산매질의 경계면이 고르게 되어 초기 분

산형태가 원형에 가깝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고른 연

료 분산을 위해 일정량 이상의 분산화약량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Top view of the liquid fuel dispersion 
(left: 104 g, right: 145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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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ispersed clouds at 150 msec after detonation 
(top: 184 g, med: 145 g, bottom: 104 g).

Fig. 7은 기폭 후 200 msec에서 촬영된 고속카메라 

(1/2000 sec) 사진이다.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연료의 분산 형태, 반경인데, 고약량 조건(186 g)은 저

약량 대비하여 분산이 높이 방향으로도 넓게 분포하였

음을 볼 수 있다. 반면, 저약량 조건은 분산 반경은 두 

조건 대비하여 넓지만 상대적으로 분산 높이가 낮아 

넓은 원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Fig. 7처럼 특정시점의 고속카메라 영상 사

진만으로는 연료분산 형태를 정량적으로 분석할 수 없

다. 약량별 분산의 형태, 확산 속도, 분산 면적 등을 정

확하게 구별하기 위해 영상분석 소프트웨어를 사용하

였다. 소프트웨어 내 특정 색을 추적하는 알고리즘이 

탑재되어 있어, 사진의 연료분산 궤적을 시간마다 기

록/저장하고 이를 누적하여 약량 별 액체 연료 분산의 

확산 속도, 단면적을 산출하였다.
영상으로부터 획득한 속도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 20 

msec 이내의 초기 분산 속도 크기는 고약량 조건(청색)
이 가장 빠른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25 msec 이후에

는 고약량의 분산속도가 절반 이하로 감소하여 오히려 

저약량(흑색)조건보다 느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음으로 단면적의 변화 추이를 보면 100 msec까지

는 고약량이 가장 큰 단면적을 가지나, 그 이후에는 중

약량(145 g)의 단면적이 가장 크며, 0.2 sec에 가까워지

면서 세 조건 모두 비슷한 단면적 크기를 보인다. 결과

적으로 초기 분산속도는 세 조건이 모두 다르더라도 

단면적의 넓이 즉, 분산 면적은 유사해진다. 
정량적으로 분석된 결과에 따르면, 분산화약량의 차

이에 비해 분산속도, 면적의 변화는 상대적으로 적으

Fig. 8. Velocity(m/s, top), area(m2, bottom) of dispersed cloud 

by amount of bursting charge.

며, 특정 시간구간에서는 오히려 저약량의 분산속도가 

더 빠른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액체 연료

의 분산도를 단순하게 폭발속도, 폭발압력으로 결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분산화약은 폭발할 때 높은 폭발에너지를 방출하게 

된다. 인접해 있는 액체 연료는 화약의 에너지에 의해 

초기에 빠른 분산 속도를 보인다. 한편 화약의 에너지

에 의해 액체 연료에 응력(stress)이 인가되고, 이로 인

해 액체연료가 파열(break-up)되어 액적으로 변화한다. 
액체의 파열 정도는 액체의 밀도, 속도, 표면장력 등

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종합하여 무차원 수인 

Weber 수로 표현할 수 있다. Weber 수의 식은 

로, 액체의 관성과 표면장력 크기의 비이다. 관성은 액

체에 가해지는 모멘텀, 힘과 관련이 있고, 표면장력은 

액체가 고유의 표면 형상을 유지하고자 하는 힘이다. 
따라서 관성이 표면장력 대비하여 지배적이면 표면 형

상이 유지 되지 못하고 깨어지게 된다. 따라서 We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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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가 클수록 액체가 파괴되어 작은 크기의 액적으로 

파열 되는 현상이 심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상기 언급한 내용을 시험 결과에 적용하면, 화약량

이 많아지면 폭발 에너지가 커지게 되므로, 액체의 파

열이 용이해져 액적의 크기는 작아진다. 폭발 에너지

가 가장 큰 고약량의 경우 액적의 크기가 가장 작다. 
따라서 고약량 조건의 액적은 공기 저항에 가장 취약

하여 초기에 분산속도가 급격히 감소하게 된다. 반면 

상대적으로 폭발에너지가 작아 액적의 크기가 큰 저약

량 조건에서는 공기저항에 의한 속도 감소가 둔화되어 

기폭 후 0.05~0.1 sec 구간에서도 약 50~100 m/s의 분산 

속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액적의 크기는 분산매질 구름의 분산 속도나 면

적 뿐 아니라 분산 이후 메커니즘인 2차 기폭 시에도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이다. Bull은 hexane을 이용하여 

연료의 detonability를 실험을 통해 분석하였는데, 액적

의 크기가 70 m에서 11.5 m으로 감소하면 2차 기폭

에 필요한 화약량은 45%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

다.20) 따라서 상기 실험 조건 내에서는 분산화약량이 많

을수록 액적의 크기가 줄어들어 2차 기폭에 필요한 에

너지가 줄어들고, detonability가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4.2 분산화약 밀도 변화에 따른 액체연료 분산

분산화약 밀도에 따른 분산 형태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분산화약의 약량은 일정하게 유지하고 화약의 밀

도를 3종으로 구분하여 시험을 진행하였다. 
분산화약의 밀도 변화에 따른 분산운의 분산 속도, 

단면적은 Fig. 9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석에 따르면 

초기 분산 속도는 모두 유사하나 0.025~0.05 sec 구간은 

저밀도(흑색), 0.05~0.1 sec 구간은 중밀도(적색) 조건이 

빠른 분산속도를 보인다. 단면적 분석 데이터도 속도와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저밀도 조건이, 중간 시점에는 중

밀도 조건이 가장 빠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종

료 시점인 0.2 sec에 도달하였을 때 저밀도, 중밀도의 

면적 대비, 고밀도 조건의 분산 단면적이 약 16% 적게 

분포됨을 확인 할 수 있다. Table 5는 CHEETAH code19)

로 계산된 밀도에 따른 nitroguanidine의 C-J 조건이다. 
데이터에 따르면 화약의 밀도가 높아지면 폭압, 폭온, 
폭속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고밀도 조건

(0.9 g/cc)에서 좀 더 높은 압력과 온도가 방출되었을 것

이고, 약량이 증가하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액체에 가해

지는 압력도 크다. 하지만 약량은 세 조건 모두 동일하

므로, 부피는 반비례하여 고밀도 조건의 경우 부피가 

가장 작다. 따라서 폭발에너지의 측면에서는 고밀도의 

효과가 반감된다.

Fig. 9. Velocity(m/s, top), area(m2, mid) of dispersed clouds 

by density of bursting charge.

Table 5. C-J detonation properties of nitroguanidine(NQ)

Density(g/cc) Pressure(Gpa) Energy (KJ/cc) Temp. (K) Shock 
velocity (m/s)

0.9 6.25 0.84 2,899 5,706

0.7 3.88 0.54 2,799 4,451

0.5 2.17 0.32 2,729 3,799

결국 고밀도 조건은 초기 폭압 등에 의해 액적은 작

은 크기로 분산되었으나, 에너지가 충분하지 않아 멀

리 확산되지 않고 근처에 머무르게 되었을 것이다. 따
라서 중밀도, 저밀도 조건보다 분산 면적이 작다. 

4.3 분산 위험 반경

앞서 분석한 분산화약량, 밀도별 속도 및 분산 면적 

결과와 더불어 위험 반경을 산정하기 위해 연료 분산

매질의 최대 반경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액체 연료가 

폭발하면 강력한 압력과 화염을 발생시켜, 근접한 위

치에 인화성 물질이 있을 경우 연쇄 폭발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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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Fuel dispersion radius of 5 cases

Case 0.5/104 0.5/145 0.7/145 0.9/145 0.9/186

Radius (m) 9 6.9 6.4 6.9 7.6

가지고 있으므로 다양한 액체 연료에 대한 위험반경 

및 피해거리 연구가 수행되어야 하고21) 관련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어야 한다.
최대 반경의 산정 조건은 공기 저항에 의해 분산이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는 0.2 sec를 기준으로 각 약량/
밀도 별 최대 분산 반경을 산출하였다. 산출 방법은 

3.1에 소개한 영상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분산 반경은 6.4 m~9 m 수준으로 분

포하고 있으며, 약량/밀도에 의해 변화되는 뚜렷한 경

향은 없으나 저밀도/저약량 조건은 분산 반경이 넓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분산반경은 전체 분산 형상을 대

변할 수 있는 면적과는 달리 가로방향의 최대 분산 거

리만을 계측한 값으로 전체적인 경향성을 반영하기 어

려울 수 있다. 따라서 화약 기폭 당시의 화약의 충전 

상태, 용기의 파열 형태에 따라 같은 조건이더라도 분

산 반경은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20 kg 연료가 충전

되어 있는 용기 내부의 액체연료 분산에 대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 최소 10 m 이상 거리를 유지하고 있어

야 한다.)

4.4 고찰

액체 연료의 속도, 면적, 반경 등 분산형태는 분산화약

의 약량과 밀도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시험 결과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면적이나 반경은 공기 중에 분포

하고 있는 연료의 농도와 관련이 있고, 분산 속도는 액적

의 크기를 대변해 주는 값이 된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분산 면적은 약량 조건과 상관없이 유사하고, 분산 초기 

속도는 약량이 클수록 증가하므로 약량이 증가하면 액적

의 크기는 작아지게 된다. 밀도를 변수로 하면 초기 분산 

속도는 유사하나 공기저항에 의한 속도 변화가 조건별로 

서로 다른 결과를 보였으며 저, 중밀도 조건이 연료가 

상대적으로 넓게 분포되었다.
종합하면, 연료가 조기점화하지 않는 가정 하에 분

산화약의 약량이 많고, 밀도가 낮을수록 액체연료의 

기화가 용이하고 액적이 넓게 분포하여 폭발하기 유리

한 환경이 조성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분산화약이 충전된 용기 내 액체연료의 분산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용기 파열의 사전 해석 및 

분산화약의 약량/밀도를 변수로 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해석을 통해 용기 외부에 일정한 간격으로 홈을 내는 

노치가공을 하면 상대적으로 가공된 부위가 먼저 파열

되므로 파열되는 형상이 노치의 간격대로 일정하다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로 인해 액체도 어느 한 방향으로 

편향되지 않고 노치의 파열 형상에 따라 일정한 형태

를 지니며 분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었다. 
시험 결과에 따르면 고약량 조건은 액체연료의 초기 

분산 속도가 가장 빠르나 25 msec이후 분산 속도가 급

격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반면 저약량의 경

우에는 초기 분산속도는 낮으나, 분산 속도가 감소하

지 않고 빠른 속도를 상대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였다. 
한편 분산화약의 밀도의 변화에 따라 분산특성의 차이

는 확인하였으나 분산 화약량을 변수로 시험을 수행하

였을 때보다 변화의 폭이 적었다. 마지막으로 인화성 

물질의 연쇄 폭발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한 거리를 두

어야 할 위험 반경을 산정하고자 하였으며, 반경 범위

는 최소 6.3 m 최대 9 m까지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액체연료의 분산 메커니즘에 집중되어 수

행되었지만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분산매질의 폭발

조건을 인위적으로 조성하고 센서를 이용하여 시간, 
위치 별 압력과 온도를 계측하여 데이터를 획득할 경

우, 액체 연료의 폭발 사고를 모사해볼 수 있어 압력, 
온도 기준의 인적 피해를 예측하고 인화 물질에 대한 

위험 반경을 설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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