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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nalysis methods of blast analysis models are classified into direct analysis and indirect 
analysis, and the latter is divided into semi-empirical and numerical analysis methods. In order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the ELS blast analysis program, which is a program for analyzing the semi-empirical 
models, this study selected a simplified analytical model and examined the blast load characteristics of 
free-air burst explosion and surface burst explosion by using AT-Blast, RC-Blast, and Kinney and 
Graham’s empirical equations, which are the semi-empirical analysis programs.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xplosion pressure for the scaled distance and the incidence angle for the simplified analytical model, an 
appropriate analysis can be performed when the range of the scaled distance in the free-air burst explosion 
analysis was 0.3∼0.461 and when the range of the scaled distance in the surface burst explosion analysis 
was 0.378∼0.581. In terms of the incidence angle, the results analyzed within 45° were considered to be 
appropriate. 

Key words Semi-empirical blast analysis, Free-air burst explosion, Surface burst explosion, Reflected 
pressure, Scaled distance, Incidence angle

초 록 폭발 해석 모델의 해석 방법은 직접적 해석과 간접적 해석으로 구별되며, 간접적 해석으로는 반경험적 해

석 방법과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 나뉜다. 본 연구에서는 반경험적 모델 해석의 프로그램인 ELS 폭발 해석 프로

그램의 적용성을 평가하기 위해, 단순 해석 모델을 선정하고 다양한 반경험적 해석 프로그램인 AT-Blast, 
RC-Blast와 Kinney와 Graham의 경험식을 이용하여 자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에서의 폭발 하중 특성을 검토

하였다. 단순 해석 모델에 대해 환산거리와 입사각에 대한 폭발 압력을 해석한 결과, 자유 공중 폭발 해석에서 

환산거리의 범위는 0.3∼0.461mkg이고, 지표면 폭발 해석에서 환산거리의 범위는 0.378∼0.581mkg일 때 

적합한 해석을 수행할 수 있으며, 입사각의 경우에는 45° 이내에서 해석한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어 반경험적 폭발 해석, 자유 공중 폭발, 지표면 폭발, 반사 압력, 환산거리, 입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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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에 대한 폭발 하중의 유형은 폭약의 구속 

조건에 따라 외부 폭발(unconfined explosions)과 내부 

폭발(confined explosives)로 구별된다. 외부 폭발은 자

유 공중 폭발(free-air burst explosion), 공중 폭발(air 

burst explosion), 지표면 폭발(surface burst explosion)

로 분류된다(UFC, 2008).

일반적인 폭발 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으로는 폭발 

실험의 실험 결과에 근거한 반경험적 모델의 해석 방

법과 전산 유체 동력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FD)을 이용한 수치 해석적 방법이 있다. 반경험적 

모델의 해석 방법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으

로는 미공병단에서 개발한 ConWep(US Conventional 

Weapons Effects Programme) 프로그램과 미 조달청

(General Services Administration, GSA)의 지원으로 

ARA(Applied Research Associates Inc.)에서 개발한 

AT-Blast 프로그램이 있다(Agrawal and Yi, 2009). 또

한 UFC(Unified Facilities Criteria)에서 서술된 기준

에 근거한 RC-Blast 프로그램이 있다. 수치 해석적 

방법으로는 ABAQUS, Air3D, ALE3D, AUTODYN, 

BLASTX, LS-DYNA 등이 있다. 

반경험적 모델의 해석 방법은 전산 시간을 절약하

면서 타당한 정확성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구조물의 형상 효과, 구조물 내의 다중 폭발파 효과, 

반사 효과에 대한 폭발 압력을 예측할 수 없다. 수치 

해석적 방법은 구조물 내외에서의 복잡한 폭발 하중의 

전달 및 구조물의 반응을 일체적으로 해석할 수 있으

므로 다중 폭발파 효과, 반사 효과, 구조물 형상에 따

른 구속 효과 등을 구현할 수 있다(이경구, 2007). 

본 연구는 자유장 모델의 폭발 해석 프로그램인 

ELS(Extreme Loading for Strucures)와 반경험적 모델

의 해석 방법인 AT-Blast, RC-Blast와 Kinney와 

Graham 경험식과의 비교해석을 통해 폭발 하중의 특

성을 검토하였다. 

2. 해석 프로그램 및 해석 모델

2.1 해석 프로그램

AT-Blast는 폭발물로부터의 거리를 기준으로 자유

장에서 반구상의 폭발로부터 폭발 하중을 계산하는 

프로그램이다. AT-Blast 프로그램은 폭발물의 TNT 

등가량, 입사각, 장약까지의 최소-최대 범위, 계산 간

격을 사용자가 직접 입력하면, 이 정보들로부터 충격 

선단 속도(), 도착시간(), 압력(), 충격량(), 

지속시간()을 계산하여 범위에 따른 압력과 충격량 

곡선의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 준다(Agrawal and 

Yi, 2009). 

AT-Blast는 폭발 압력을 예측하기 위해 Kingery와 

Bulmash(1984)에 의해 개발된 식을 사용한다. 이들 식

은 압력과 하중을 결정하기 위한 공학적 예측으로써 

폭넓게 사용된다. 또한, AT-Blast는 ConWep과는 달

리 국제 무기거래규정(International Traffic in Arms 

Regulations, ITAR)의 통제에 따라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프로그램이다(Draganic and Varevac, 2018).

RC-Blast는 폭발에 의한 충격파에 따른 구조 부재

의 비탄성 해석을 위해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직관적

인 폭발 해석 도구로 단자유도(Single Degree of 

Freedom, SDOF) 시간 이력 및 PI 다이어그램을 신

속하게 생성할 수 있다. 구조 부재에 적용할 압력-시

간 이력을 구하기 위해 사용자가 등가 TNT양과 이

격거리를 입력하면, RC-Blast에서는 법선 방향 반사

를 가정한 반구상 지표면 폭발에 대해 UFC에서 서

술된 절차를 기반으로 폭발 매개변수와 시간에 따

른 폭발 압력 파형을 계산한다. RC-Blast에서 폭발 

압력에 대한 시간 이력은 정압 상태에서는 환산거

리 가 0.1785∼40mkg의 범위에서, 부압 상태

에서는 환산거리 가 0.119∼11mkg의 범위에서 

계산되며, 환산거리 범위 이외의 경우에는 계산되지 

않는다. 

AT-Blast와 RC-Blast 해석의 차이점은 첫째, 

AT-Blast는 입사각에 따른 압력과 충격량이 산정되지

만, RC-Blast에서는 모든 압력과 충격량은 법선 방향

으로만 산정된다. 둘째, AT-Blast는 대기압 이상의 압

력만을 계산할 수 있어서 정압 상태의 압력과 충격량

만 산정되지만, RC-Blast에서는 환산 거리 범위 내에

서 정압 상태와 부압 상태에서의 폭발압력, 충격량, 

지속시간이 산정된다. 

ELS는 등가 TNT의 양과 폭원의 위치를 사용자가 

입력하면 구상 TNT 폭약의 폭발로부터 발생한 압력 

하중이 자동 계산되는 프로그램이다. 또한, 외부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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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자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의 해석만 수행되고, 

공중 폭발 및 내부 폭발에 대한 영향을 해석되지 않

는다. 특히, 지표면 폭발 해석의 경우 반구형의 폭발

로 폭약량을 확대 계수(magnification factor, )에 

의해 자동으로 증가시킨다. 이 확대 계수는 장약 높

이()에 의해 식 (1)과 같이 선형적으로 감소한다

(ASI, 2010).

               

 (1)

여기서, 장약반경()는 식 (2)와 같다. 

                




(2)

여기서, 는 TNT의 양, 는 TNT의 밀도이다.

Kinney와 Graham은 많은 실험자료의 해석을 근거

로, 정압 상태에서의 최대 압력(), 지속시간(), 

충격량()을 예측하기 위해 다음 식 (3)∼식 (5)를 

제시하였다(Kinney and Graham, 1985). 이 식들은 구

상 공중 폭발에 대한 것으로 어떤 다항식을 기반으로 

사용하지 않고, 환산거리(scaled distance, )를 사용하

기 때문에 유효한 범위의 제한을 하지 않는다(Ullah 

et. al., 2017).

 







 



×





 



×





 











 





bar

(3)

    








 



×





 



×



 








 





msec  (4)

       




 






 


barmsec  (5)

식 (3)에서 식 (5)에서 사용된 환산거리는 식 (6)과 같

이 계산된다.

                  


(6)

여기서, 은 폭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m)이고, 

는 TNT 폭약량(kg)이다. 

2.2 해석 모델

본 연구의 폭발 해석에 사용된 모델은 Fig. 1과 같

으며 강체 기둥의 규격은 길이×폭×높이가 각각 0.416

m×0.406m×10m이고, 폭원과 강체 기둥과의 이격거

리(stand-off distance)는 3m이다. ELS의 경우에는 자

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의 해석만 수행되기 때문

에 자유 공중 폭발 해석의 경우에 폭원의 위치는 지

면 반사의 영향을 고려하여 장약 높이를 5m로 설정

하였고, 지표면 폭발 해석의 경우에는 장약 높이를 0

m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해석에서 입사각()는 폭원

과 강체 기둥과의 최단 거리와 측점 지점 간의 사잇

각을 나타낸다. 자유 공중 폭발 해석에서는 지면에 

대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표면 폭발 해석에서

의 측정지점 Point A, Point B, Point C와 동일한 입

사각을 갖는 Point D, Point E, Point F를 선정하였

다. 기준 폭약은 자유 공중 폭발 해석의 경우에는 

구상 TNT 1,000kg이고, 지표면 폭발 해석의 경우에

는 반구상 TNT 1,000kg과 TNT 500kg을 각각 적용

하였다. 

3. 폭발 해석 결과

3.1 자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의 비교

동일 입사각()에서 각각의 측정 지점까지의 도달 

시간, 폭발 압력, 지속 시간에 대한 자유 공중 폭발

(Case 1-1,000kg)과 지표면 폭발(Case 2-1,000kg, Case 

3-500kgg)의 ELS 해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Case 

2에서 도달 시간, 폭발 압력, 지속 시간에 대해 Case 

1에 대한 백분율 오차(percentage error)는 각각 약 

11.31∼14.62%, 49.62∼57.91%, 6.62∼10.59%로 나타났

다. Case 3에서는 프로그램 계산상의 수치적 오차를 

고려하면, Case 1과 모두 동일한 해석 결과를 보였다. 

Case 1과 Case 2에서 각각의 상대 오차가 발생한 이

유는 ELS에서 지표면 폭발의 경우에는 식 (1)과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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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 계수에 의해 폭약량을 증가시키므로, Case 2의 

경우에는 프로그램 계산상의 폭약량이 2,000kg으로 

산정되어 해석되기 때문이다. 또한 Case 3에서는 프

로그램 계산상의 폭약량이 500kg이 아닌 1,000kg으
로 산정되어 해석되기 때문에 Case 1과 동일한 해석 

결과를 나타낸다.    

3.2 환산거리와 입사각에 따른 최대 압력 비교

ELS 해석의 경우 강체 기둥에서의 최대 압력은 

Table 2, Table 3과 같다. 단, 자유 공중 폭발 ELS 해

석의 Case 1의 경우에는 강체 기둥 높이 5m를 기준

으로 0.5m 간격으로 최대 압력을 측정하였으며, 지표

면 폭발 ELS 해석의 Case 2와 Case 3의 경우에는 지

면에서부터 0.5m 간격으로 최대 압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Case 3의 경우에는 폭약량이 500kg이므로 환산

거리가 변경되었다. 

Case Monitoring point

Angle of 

incidence


[degree]

Time of arrival

[msec]
Peak pressure

[MPa]
Load duration

[msec]

Case 1

(Free-air burst, 

=1,000kg)

Point D 9.46 0.654 80.551 1.994

Point E 39.81 0.973 50.743 2.391

Point F 56.31 1.676 26.823 3.503

Case 2

(Surface burst, 

=1,000kg)

Point A 9.46 0.580 120.524 2.126

Point B 39.81 0.849 77.734 2.562

Point C 56.31 1.431 42.355 3.132

Case 3

(Surface burst, 

=500kg)

Point A 9.46 0.654 80.551 1.994

Point B 39.81 0.973 50.743 2.391

Point C 56.31 1.676 26.823 3.503

Table 1. Comparison of ELS analysis results for a each case

(a) Detonation point and stand-off distance of TNT charge (b) Location of the monitoring points

Fig. 1. Design of analytical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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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는 환산거리에 따른 최대 반사 압력을 나타

낸 것이다. AT-Blast를 제외한 모든 해석에서 환산거

리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은 감소하였다. RC-Blast와 

Kinney-Graham 식의 압력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으며, AT-Blast는 환산거리 0.391mkg 이후

에 압력이 약간 증가한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ELS Case 2와 Case 3은 폭약량이 2배 차이가 있지만, 

환산거리에 따른 동일한 압력 감쇠를 나타내었다. 이

것은 지표면 폭발 해석은 자유 공중 폭발 해석에서의 

폭약량에 대해 확대 계수를 고려한 결과이다.    

AT-Blast, RC-Blast, Kinney와 Graham 경험식의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ELS Case 1, Case 2, Case 3의 

환산거리에 대한 상대 오차(백분율 오차)를 Fig. 3에 

각각 도시하였다.

Height

()

[m]

Distance

()

[m]

Scaled distance

()

[mkg ]

Angle of 

incidence


[degree]

Peak pressure 

[MPa]
Remarks

AT-Blast RC-Blast

Kinney and 

Graham 

equation

0.0 3.00 0.300 0.00 96.96 96.89 92.53

0.5 3.04 0.304 9.46 89.84 94.83 90.66 Point A

1.0 3.16 0.316 18.43 79.22 88.89 85.51

1.5 3.35 0.335 26.57 66.29 80.56 78.13

2.0 3.61 0.361 33.69 53.71 70.92 69.73

2.5 3.91 0.391 39.81 43.62 61.76 61.27 Point B

3.0 4.24 0.424 45.00 44.52 53.51 53.34

3.5 4.61 0.461 49.40 36.03 45.97 46.24

4.0 5.00 0.500 53.13 25.48 39.48 40.04

4.5 5.41 0.541 56.31 17.31 33.90 34.71 Point C

5.0 5.83 0.583 59.04 12.25 29.17 30.16

Table 2. Results of analysis for AT-Blast, RC-Blast, Kinney and Graham equation

Height

()

[m]

Distance

()

[m]

Scaled distance

()

[mkg ]

Angle of 

incidence


[degree]

Peak pressure 

[MPa]
Remarks

ELS

Case 1

ELS

Case 2

ELS

Case 3

0.0(5.0)* 3.00 0.300(0.378)** 0.00 82.66 122.87 82.66

0.5(5.5)* 3.04 0.304(0.383)** 9.46 80.55 120.52 80.55 Point D

1.0(6.0)* 3.16 0.316(0.398)** 18.43 75.08 112.61 75.08

1.5(6.5)* 3.35 0.335(0.423)** 26.57 67.59 101.76 67.59

2.0(7.0)* 3.61 0.361(0.454)** 33.69 59.14 89.79 59.14

2.5(7.5)* 3.91 0.391(0.49)** 39.81 50.74 77.73 50.74 Point E

3.0(8.0)* 4.24 0.424(0.535)** 45.00 43.33 67.13 43.33

3.5(8.5)* 4.61 0.461(0.581)** 49.40 36.95 57.50 36.95

4.0(9.0)* 5.00 0.500(0.630)** 53.13 31.43 49.27 31.43

4.5(9.5)* 5.41 0.541(0.681)** 56.31 26.82 42.35 26.82 Point F

5.0(10.0)* 5.83 0.583(0.735)** 59.04 21.72 36.65 21.72

Note. *. Height of measuring point for Case 1
    **. Scaled distance of measuring point for Case 3

Table 3. Results of ELS analysis for Case 1, Case 2, C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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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Blast의 해석 결과에 대한 ELS Case 1과 Case 

3의 상대 오차 범위는 1.96∼77.31%이고, ELS Case 2

의 상대 오차 범위는 26.72∼199.25%이었다. ELS 

Case 2의 상대 오차 범위가 큰 원인은 동일한 폭약량

이라도 폭약의 위치에 따라 자유 공중 폭발 또는 지

표면 폭발로 구별되어 확대 계수에 따른 해석상의 폭

약량이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이다. 자유 공중 폭발 

해석에서는 환산거리가 0.3∼0.461mkg 일 경우, 

지표면 폭발 해석에서는 환산거리가 0.378∼0.581

mkg일 때 각각 20% 이하의 상대 오차가 발생하

였다. 또한, 자유 공중 폭발 해석의 환산거리가 0.461

mkg 이상, 지표면 폭발 해석의 환산거리가 0.581

mkg 이상에서 급격히 증가하였다.

RC-Blast의 경우에는 ELS Case 1과 Case 3의 상대 

오차 범위는 14.68∼25.55%이고, ELS Case 2의 상대 

오차 범위는 24.82∼27.10%이었다. 환산거리가 증가할

수록 ELS Case 1과 Case 3의 오차는 증가하는 반면, 

ELS Case 2의 오차는 거의 일정하였다. 자유 공중 폭

발 해석인 ELS Case 1에서는 환산거리가 0.3∼0.461

mkg일 경우, 지표면 폭발 해석인 ELS Case 3에

서는 환산거리가 0.378∼0.581mkg일 때 각각 20% 

이하의 상대 오차가 발생하였다. 

Kinney와 Graham 경험식에 대한 ELS Case 1과 

Case 3의 상대 오차 범위는 10.66∼28.01%이고, ELS 

Case 2의 상대 오차 범위는 21.50∼32.94%이었다. 또

한 자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에 대한 환산거리 

범위에 따른 상대 오차는 RC-Blast의 해석 결과와 동

일하게 발생하였다.

AT-Blast 해석에서 자유 공중 폭발 해석의 환산거

리가 0.461mkg 이상, 지표면 폭발 해석의 환산거

리가 0.581mkg 이상에서 RC-Blast나 Kinney와 

Graham 경험식보다 상대 오차가 증가하는 원인은 

AT-Blast는 이격거리와 입사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

지만, RC-Blast는 입사각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지 못

하고, 최대 반사 압력만 산정하기 때문이다. 또한 

Kinney와 Graham 경험식은 환산거리만을 적용하기 

때문이다. 

Fig. 2. Variation of peak pressure with scaled distance.



박 훈 7

(a) AT-Blast

(b) RC-Blast

(c) Kinney & Graham equation

Fig. 3. Relative error to different programs as scale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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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는 입사각에 대한 최대 반사 압력의 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최대 입사 압력과 환산거리와의 관계

와 유사하게 최대 압력과의 AT-Blast를 제외한 모든 

해석에서 입사각이 증가함에 따라 압력은 감소하였다. 

RC-Blast와 Kinney-Graham 식의 압력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AT-Blast는 입사각 39.81° 이후

에 압력이 약간 증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ELS Case 1와 Case 3은 2배의 폭약량 차이가 있지

만, 프로그램 계산상의 수치적 오차를 고려하면 입사각

에 따른 동일한 압력 감쇠를 나타내고 있으며, 자유 공

중 폭발 해석과 지표면 폭발 해석에 따른 결과이다. 

AT-Blast, RC-Blast, Kinney와 Graham 경험식의 

해석 결과를 기준으로 ELS Case 1, Case 2, Case 3의 

입사각에 대한 상대 오차(백분율 오차)를 Fig. 5에 각

각 도시하였다. 

AT-Blast의 해석 결과에 대한 ELS Case 1과 Case 

3의 상대 오차는 프로그램 계산상의 수치적 오차를 

고려하면 동일하였다. 입사각에 따른 ELS Case 2의 

상대 오차가 ELS Case 1과 Case 3의 상대 오차보다 

큰 원인은 지표면 폭발에 따른 확대 계수의 적용으로 

해석상의 폭약량이 2배로 증가하여 산정되었기 때문

이다. 모든 Case에서 입사각에 대한 상대 오차는 서

서히 증가하다가 39.81° 이후에 감소한 후 다시 급격

히 증가하였다. 

RC-Blast의 경우에는 ELS Case 1과 Case 3의 상대 

오차는 프로그램 계산상의 수치적 오차를 고려하면 

동일하였다. 또한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ELS Case 1과 

Case 2의 오차는 증가하는 반면, ELS Case 3의 오차

는 거의 일정하였다. 자유 공중 폭발 해석인 ELS 

Case 1과 지표면 폭발 해석인 ELS Case 3에서는 입

사각이 49.40° 이하에서 각각 20% 이하의 상대 오차

가 발생하였다. 

Kinney와 Graham 경험식의 경우에는 ELS Case 1

과 Case 3의 상대 오차는 프로그램 계산상의 오차를 

고려하면 동일하였으며, 입사각이 증가할수록 ELS 

Case 1과 Case 2의 오차는 증가하는 반면, ELS Case 

3의 오차는 감소하였다. 자유 공중 폭발 해석인 ELS 

Case 1과 지표면 폭발 해석인 ELS Case 3에서는 입

사각이 45.0° 이하에서 각각 10∼20% 이하의 상대 오

차가 발생하였다. 

Fig. 6은 AT-Blast 해석에서 입사각에 따른 압력을 

나타낸 것으로 입사각이 0° 일 때 최대 압력을 나타내

Fig. 4. Variation of peak pressure with angle of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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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T-Blast

(b) RC-Blast

(c) Kinney & Graham equation

Fig. 5. Relative error to different programs as angle of inc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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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90°에 도달하면 압력은 최소값이 된다. AT-Blast 

해석은 약 40°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약 45°까지 증

가한 후 감소하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AT-Blast 해석

의 경우, 입사각의 범위가 45° 이하가 해석에 적절하

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Remennikov, 2003). 

ELS 해석에서 입사각에 대한 상대 오차 범위가 

20% 이하인 경우, AT-Blast와 RC-Blast에서는 입사각

이 49.40° 이하, Kinney와 Graham 경험식은 입사각이 

45.0° 이하이었다. 따라서 ELS를 이용한 폭발 해석에

서의 입사각의 범위는 상대 오차 범위가 20% 이하인 

45° 이내로 선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자유 공중 폭발 시 압력 파형 비교

자유 공중 폭발 해석 모델의 측정지점 Point D, 

Point E, Point F에 대한 ELS 해석과 AUTODYN 해

석의 시간에 따른 압력 파형과 AT-Blast 해석의 최대 

압력을 비교하였다(Fig. 7). AUTODYN 해석의 경우

에는 Sherkar et. al.(2010)이 동일한 해석 모델에 대해

서 수행한 해석 결과를 참조하였다. 

Table 4는 각각의 측정지점에서의 압력 도달 시간

Fig. 6. Variation of pressure with angle of incidence using AT-Blast.

Monitoring point
Time of arrival

[msec]
Pressure

[MPa]

AT-Blast

Point D 0.670 89.845

Point E 0.980 43.621

Point F 1.630 17.310

ELS 

Point D 0.654 80.551

Point E 0.973 50.743

Point F 1.676 26.823

AUTODYN

Point D 0.648 43.828

Point E 0.907 25.067

Point F 1.575 7.158

Table 4. Results of time of arrival and peak reflected pressure for monitor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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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최대 반사 압력을 나타낸 것이다. 압력 도달 시간

은 Point D, Point E에서는 AT-Blast보다는 짧고, 

AUTODYN보다는 길게 발생하였다. Point C에서의 

압력 도달 시간은 AT-Blast, AUTODYN 보다 모두 

길게 발생하였다. ELS의 경우 Point D에서의 압력은 

AT-Blast보다 낮고, AUTODYN보다 높게 발생하였

다. Point C와 Point D에서의 압력은 AT-Blast, 

AUTODYN보다 모두 높게 발생하였다. AUTODYN

의 경우에는 AT-Blast, ELS 해석보다 최대 압력이 모

든 측정지점에서 낮게 발생하였으며, 이러한 원인은 3

개의 해석 프로그램에서 사용된 해석 방법론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ELS 폭발 해석 프로그램의 폭발 하

중에 대한 적용성을 평가하고, 단순 해석 모델에 대

해 자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에서의 폭발 하중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반경험적 해석 프로그램인 

AT-Blast, RC-Blast와 Kinney와 Graham의 경험식을 

사용하였다.

ELS는 자유 공중 폭발과 지표면 폭발을 해석할 때

에는 장약높이에 따른 확대 계수를 통해 폭약량을 해

석상의 폭약량을 재산정하기 때문에 해석 전에 이에 

대한 고려를 충분히 수행하고 해석을 해야 한다. 또

한, 단순 모델 해석에서 환산거리와 입사각을 고려해

야 하는데, 자유 공중 폭발 해석에서 환산거리의 범

위는 0.3∼0.461mkg 이고, 지표면 폭발 해석에서 

환산거리의 범위는 0.378∼0.581mkg 일 때 적합

한 해석 결과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되며, 입사각의 

경우에는 45° 이내에서 발생하는 해석 결과가 적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것은 근거리 폭발인 환산거리 

0.5mkg 미만의 폭발해석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다양한 폭발 하중 해석 프로그램은 사용하고 있는 

해석 방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해석하고자 하는 해

석 대상 구조물과 해석 결과 및 해석 시간 등을 고려

하여 적합한 프로그램을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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