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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고폭약이 기 중에서 폭발할 때, 고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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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의 폭발 생성물이 주변 공기를 밀어내며 생성하

는 폭풍파를 다루고 있다. 폭풍파가 기 중에서 전달

될 때, 진행 방향에 구조물의 벽이나 지면과 같은 장

애물이 있으면 폭풍파가 반사되어 반사파가 생성된다. 
이러한 반사파가 전달되던 폭풍파와 중첩되어 충격 

전단을 형성한다. 이때, 폭발 지점 바깥으로 형성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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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numerical analysis was carried out on a complex pressure field of blast waves caused by the 
detonation of high explosives in various environments. The generated blast waves propagated in the air, upon the 
sudden release of high energy induced by the explosion. Reflected waves were created when the pressure waves 
encountered certain obstacles such as the ground or the walls of structures. The propagation of the blast waves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reflected waves were simulated. An adaptive mesh refinement was applied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distribution of computer resource, for the computational calculation of the blast wave propagation 
in a wide open space. In addition, the integration of the calculation domains for the explosive and air were 
considered when the maximum density of the explosive region was below critical value. The results were verified 
by comparison with the pressure time history from blast wave experiments performed under two topographic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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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파의 가장자리를 Mach stem이라 한다. 이후, 중첩

된 마하 충격파는 기존 폭풍파보다 더 강한 압력 장

을 생성하고 또한 그보다 빠르게 전달된다.
  이전 연구자들은 수차례의 폭풍파 실험을 통해 얻

은 데이터를 통해 도착 시각 및 첨두 압력 등과 같

은 정보들을 폭약의 중량 및 폭 원부터의 거리 정보

를 통해 예측하는 실험식을 개발하였다[1]. Baker 등[2]

은 다양한 지형 조건에서 폭풍파가 형성한 유동을 

수치해석을 통해 분석했다. Cheng 등[3]은 Ghost Fluid 
Method(GFM)와 level-set 기법을 사용하여 기 중의 

TNT 폭발로 인한 폭풍파 전달을 시뮬레이션 하였다. 
또한, Benselama 등[4]은 터널에서 폭풍파의 전파 및 

반사 과정을 폭약의 위치와 종횡비를 바꾸어가며 연

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폭풍파를 효율적으로 계산할 수 있

도록 서울 학교 개발 코드에 두 가지 방법을 고안하

여 적용하였다. 먼저, 폭풍파 계산에 적합한 Adaptive 
Mesh Refinement(AMR) 수치 기법을 적용함으로써, 폭

풍파의 전단이 포함된 계산영역에 격자를 세분화하여 

계산의 효율을 높였다. 또한, 폭발 생성물과 주변 

기 사이의 경계면에서 계산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해 

두 물질에 한 Equation of State(EOS)를 고려하여 단

일 물질로 통합하는 과정을 고려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방법을 검증하기 위해, 다양한 지형

에서 고폭약 폭발로 인한 폭풍파를 수치 해석하여 실

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해당 실험은 다음과 같다. 1) 
구형 RDX 기반 고폭약(이하, RDX 26)을 개활지에서 

높이 1.8m에 설치하여 폭발시켰다. 2) 2개의 방을 가

진 구조물 내에서 구형 HMX에 알루미늄 입자들을 

첨가하여 만든 폭약(이하, HMX 60)을 폭발시켰다. 사

용된 폭약은 Baek 등[5]이 연구한 폭약과 같다.

2. 실 험

2.1 개활지에서의 폭풍파 실험

  Fig. 1과 같이 5.6 kg의 구형 RDX 26을 지면으로

부터 1.8 m의 높이에 설치하고 폭발시켰다. 이에 폭

풍파는 폭 원으로부터 주변 환경으로 전달되고 일부

는 토양 지면에 닿아 반사된다. 폭풍파의 압력 정보

는 폭 원으로부터 4, 6, 9, 11, 15, 20 m에 1.8 m 높

이에 설치된 6개의 압력 센서(PCB-137B)에 의해 측

정되었다.

 Fig. 1. Calculation domain of open space explosion 

test

(a)

(b)

Fig. 2. Experimental and numerical setup of explosion 

in a structure: (a) 3D view(red sphere in the 

structure is an explosive); (b) XY plane view 

and locations of sensors

2.2 구조물 내에서의 폭풍파 실험

  Fig. 2와 같이 HMX 60을 2개의 방을 가진 구조물 

내에서 폭발시켰다. 폭풍파는 구조물 내부에서 폭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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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전파되어 지붕과 건물 사이의 틈새, 문 및 

창문을 통해 일부 빠져나온다. 또한, 폭풍파가 구조물

의 벽에 반사되어 나온 반사파들과 서로 간섭하여 복

잡한 압력 장이 생성된다.
  HMX 60은 폭풍파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 알루미늄 

입자가 다량 첨가되어있다. 폭약 내에 함유된 알루미

늄 입자들은 폭발과 동시에 주변 환경에 분사되고 폭

풍파와 반사파에 의해 형성된 고온 고압의 구역에 장

시간 노출되어 연소하게 된다. 이러한 알루미늄 입자

의 후 연소는 큰 반응열을 생성하여 더 높은 압력 장

을 형성한다.
  이 실험에서는 폭풍파 및 그 외 반사파들의 특성이 

Fig. 2와 같이 구조물 내에 설치된 4개의 압력 센서

(Kulite HEL-375-150SG)에 의해 측정되었다.

3. 폭풍파 시뮬레이션

3.1 지배 방정식

  본 연구에서는 질량, 운동량, 에너지 보존법칙을 기

반으로 한 오일러리안 (Eulerian) 방정식을 지배 방정식

으로 사용하였다. 아래 식 (1)-(6)은 계산에서 사용된 2
차원 축 칭 원통형 시스템 (φ = 0, ψ = 1) 및 3차원 

직교 좌표 시스템 (φ = 1, ψ = 0)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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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풍파의 전파 및 반사파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

하기 위해 공간 차분과 시간 차분에 각각 5차 Convex 
ENO 기법과 3차 Runge-Kutta 기법을 사용하였다. 또

한, 각 물질의 경계면을 추적하기 위해 level-set 기법

이 사용되었고 두 물질 사이의 경계 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Ghost Fluid Method(GFM)을 사용하였다[6-8].

3.2 상태방정식

  본 연구에서 고폭약의 압력은 식 (7)과 같은 

Isentropic Jones-Wilkins-Lee(JWL) EOS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경우, 입자 속도에 따라 다른 상수를 사용

하는 Mie-gruneisen EOS(식 (8))를 시뮬레이션에 적용

하였다[9]. 식 (8)에 사용된 항들은 식 (9)-(10)을 통해 

결정된다. 또한, 공기에는 식 (11)과 같은 이상기체 방

정식을 사용하였다. 시뮬레이션에서 사용된 물질들의 

EOS 미정 상수들은 Table 1에 기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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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Modeling constants and parameters of all 

materials

물성치 RDX 25 HMX 60 공기 콘크리트

ρ0 (kg/m3) 1830 1900 1.16 2477

C0 (m/s) - - - 4850 
(2500)

S - - - -15.1 
(1.755)

Γ - - 1.4 0.8

A (GPa) 628.6 652.2 - -

B (GPa) 4.80 4.10 - -

R1 5.10 4.23 - -

R2 1.30 0.75 - -

ω 0.086 0.091 - -

※ () : at particle velocity > 1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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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물질 계산영역 통합

  Level-set 기법과 GFM 방법은 각 물질의 경계면을 

추적하고 서로 다른 물질의 사이 경계 조건을 결정한

다. 고폭약이 폭발할 때, 폭발 생성물의 압력은 식 (7)
과 같은 JWL EOS에 따라 결정된다. Fig. 3은 JWL 
EOS의 각각의 오른쪽 항들을 나타낸다. 폭발 생성물 

가스 영역의 최  밀도가 특정 값 미만일 때, 오른쪽 

항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항은 0에 수렴하며 세 번째 

항만 유효하게 된다[10]. 식의 세 번째 항은 반응 에너

지를 포함한 이상기체 방정식과 같으므로 공기와 폭

발물의 계산영역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이러한 사실

을 바탕으로, 폭약 영역의 최  밀도가 임계밀도(ρ*) 
이하일 때, 경계면을 없애 폭약 영역과 공기 영역을 

통합하고 이상기체 방정식으로만 압력을 결정한다. 이 

방법을 통해 물질 경계면에서의 계산 과정을 생략하

여 계산의 효율성을 높였다.

Fig. 3. Pressure versus density of the JWL EOS and 

critical density(ρ*)

3.4 Adaptive Mesh Refinement(AMR)

  폭풍파와 같은 고속의 충격파 전후의 불연속적인 

물리량 구배를 정확하게 계산하려면 격자 크기가 작

아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동일한 격자 크기를 가지는 

코드로 해석하게 되면 폭풍파 전후뿐만 아니라 폭풍

파가 미처 도달하지 않은 영역 혹은 폭풍파가 이미 

통과한 정적 영역까지 조밀한 격자로 계산해 계산 자

원을 낭비하고 이러한 비효율성으로 인해 계산 시간이 

길어지게 된다. 이러한 계산의 비효율성을 줄이고자 

본 연구에서는 폭풍파의 전달 및 반사 과정을 AMR 
기법을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폭풍파 계산에 적용한 AMR 기법은 이웃 격자 간 

저장된 물리량의 차이가 기준치 이상일 때, 그 계산영

역의 격자를 분할 해주는 방법이다[11-14]. Fig. 4는 물리

량의 구배가 일정량 이상일 때 격자를 세분화하는 과

정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빨강 선은 물리량의 구배가 

큰 부분을 나타내며 단계에 따라 격자는 더욱 분할된

다. 격자를 분할 할 계산영역을 결정하기 위해, 이웃 

격자 간의 물리량 ρ(밀도), P(압력) 및 E(내부 에너지)
의 차이를 전체 계산영역에 걸쳐 계산한다. 또한, 일

반적으로 폭 원에서 거리가 멀어질수록 폭풍파가 약

해지는 것을 고려하여 작은 양의 물리량 구배를 포착

하기 위하여 이웃 격자 간의 Xmin/Xmax(여기서 X는 

ρ, P 또는 E 중 하나임)도 계산하였다.

Fig. 4. Schematic of boundary with a high gradient 

(red line) and the meshes refined to multiple 

levels: (a) level = 0(base mesh); (b) level = 

1; (c) level = 2; (d) level = 3

4. 결과 및 논의

4.1 개활지에서의 폭풍파 시뮬레이션

  계산 초기 조건으로 level-set 기법을 이용하여 계산

영역을 공기와 고폭약 영역으로 분리하였다. 시뮬레이

션의 초기 및 경계 조건은 Fig. 1에 도시되어있다. 폭

발로 인한 생성물이 어느 정도 팽창되면 생성물 영역

의 최  밀도 값은 특정 값(이 경우, 임계밀도는 180 
kg/m3) 이하가 된다. 이때, 두 물질의 EOS는 이상기체 

법칙을 따르게 되며 위에서 언급한 계산영역의 통합 

방법을 이용하여 두 물질을 단일 물질로 취급했다.
  폭풍파에 의해 생성되는 광범위한 불연속성을 정확

하게 포착하기 위해 AMR을 적용하였다. 정렬 격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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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수치해석 하였을 때 전체 계산 시간은 48시
간이었고 AMR을 적용하여 계산했을 때 계산 시간은 

18시간으로 단축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폭발물

과 공기의 계산 영역 통합 방법과 AMR을 사용하였을 

때는 계산 시간이 15 시간으로 단축되었다. 각 모델링

을 적용한 계산 시간은 Table 2에 나열되어 있다.

  Fig. 5는 AMR 기법이 폭풍파의 전단을 따라 격자

를 세분화하는 과정과 압력 contour를 보여준다. 압력 

contour에서 폭풍파 전달과정과 땅으로부터 반사되는 

파와 후속 상호 작용과정을 확인하였다. Mach stem은 

고폭약 폭발 이후 0.01 초 직전에 형성되었고, 파의 

중첩 때문에 생긴 높은 압력의 마하 충격파를 확인하

Fig. 5. (Left) AMR meshes and (right) pressure contours at (top to bottom) 0.01, 0.02, 0.03, and 0.04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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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Fig. 6은 폭 원에서 4 m에서 20 m까지의 범위의 6
개 지점에서 얻은 시간 경과에 따른 수치 및 실험 압

력 데이터를 비교한 것이다. 센서 1(4 m) 및 센서 2(6 
m)의 압력 데이터에서, 첫 번째 압력 피크 바로 뒤에 

나오는 두 번째 압력 피크는 땅에서 반사된 파에 의해 

생성되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모든 압력 데이터에서 

AMR을 적용한 시뮬레이션은 적용하지 않은 시뮬레이

션보다 폭풍파 특징(파의 도착 시각, 압력 피크 및 

impulse)을 좀 더 정확하게 계산했다. AMR이 적용되지 

않은 시뮬레이션에서 폭 원으로부터의 측정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압력 데이터의 충격 도달 시각이 증가

하고 압력 피크의 차이가 점점 벌어짐을 확인하였다. 
Table 3은 실험과 시뮬레이션에서 얻은 압력 피크와 

시간에 따른 압력을 적분한 impulse를 명시한 표이다.

Fig. 6. Time histories of pressure measured at the 6 

sensors. Simulation results with AMR(red lines), 

without AMR(black lines), and experimental 

data(blue dash-dotted lines): Sensors placed 

at (a) 4 m, (b) 6 m, (c)  9 m, (d) 11 m, 

(e) 15 m, and (f) 20 m from the source

Table 2. Calculation times of hydrodynamic simulation 

of a traveling blast wave

방법
기존 

방법

AMR 

적용

AMR & 물질계산영역 

통합 적용

시간 48시간 18시간 15시간

Table 3. Comparison of peak pressures and impulse 

data in the AMR-adapted simulation and 

experimental data

첨두압력 

(kPa) 오차율 

(%)

충격량 

(Pa∙sec) 오차율 

(%)
실험 해석 실험 해석

4 m 147.2 151.1 2.64 90.16 90.62 0.51

6 m 128.4 125.8 1.97 82.25 83.78 1.85

9 m 117.0 115.4 1.35 64.02 67.57 5.55

11 m 117.6 113.6 3.40 62.25 61.72 0.86

15 m 113.3 109.4 3.43 50.12 52.69 5.11

20 m 108.9 106.2 2.49 42.56 45.48 6.85

4.2 구조물 내에서의 폭풍파 시뮬레이션

  본 연구에서는 2개의 방을 가진 콘크리트 구조물

에서 0.73 kg의 구형 HMX 60의 폭발 현상을 3차원 

코드로 시뮬레이션 하였다. 초기 조건은 Fig. 2와 같

고 초기에는 level-set 기법을 통해 계산영역을 3가지 

물질(고폭약, 콘크리트 및 주변 공기)로 나누었다. 고

폭약의 연소 생성물 영역에서의 최  밀도 값이 임

계밀도 이하일 때(이 경우, 임계밀도는 190 kg/m3), 
고폭약 영역과 주변 공기 영역을 통합하여 단일 물

질 처리하였고 이후, 계산은 두 가지 물질(연소 생성

물과 공기의 혼합물과 콘크리트)로만 진행되었다. 또

한, 계산의 편의를 위해 벽의 변형을 무시한 채 계산

을 진행하였다.
  폭약 폭발로 생성된 폭풍파는 구조물의 벽에 닿을 

때 일부는 벽에 흡수되고 일부는 반사된다. 폭풍파의

흡수율 및 반사율은 벽의 임피던스를 고려하는 GFM
에 의해 결정된다. 폭풍파를 3차원 수치해석을 함으로

써, 구조물 내에서 여러 방향으로 반사된 충격파들 사

이의 복잡한 상호 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7. (Left) Pressure iso-surfaces and (right) top-down views of the pressure distributions taken at 

(from top to bottom) 0.002, 0.004, and 0.006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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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8. Comparisons of measured and simulated 

pressure histories at 4 sensor locations

  이 시뮬레이션에서는 폭풍파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 

사용된 폭약에 포함된 알루미늄 입자들의 후 연소 효

과를 고려해야 한다. 폐쇄 시스템에서 알루미늄 입자

는 폭풍파와 구조물에 반사된 파들에 의해 형성된 고

온 고압 구역에 점화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노출된

다. 여기서 알루미늄 입자의 연소는 3차원 오일러리안 

방정식에 Miller 모델을 결합하여 시뮬레이션 하였다
[15,16]. Miller 모델은 식 (12)과 같다. 이 식에서 λ는 반

응률을 나타낸다.




   (12)

작용하는 과정을 확인하기 위해 3차원 압력 contour와 

xy 평면 contour를 Fig. 7에 나타내었다. 고폭약이 폭

발한 방에서의 폭풍파는 구조물의 두 방을 연결하는 

통로를 통해 그 옆방으로 전파되어 결과적으로 2개의 

방은 폭발 생성물 가스와 폭풍파로 완전히 채워진다. 
폭풍파 일부가 구조물과 지붕 사이의 틈과 문 및 창

문으로부터 나오는 것과 폭풍파가 구조물의 벽에 을 

나타낸다.
  반사되어 생성된 반사파들이 서로 간섭하여 생긴 

복잡한 압력 장이 생성되는 과정을 시뮬레이션을 통

해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에서는 개활지에서의 폭

풍파 실험을 통해 얻은 압력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압력 데이터와 비교했다. Fig. 8(a)의 압력 

데이터에서, 첫 번째 첨두 압력은 폭풍파에 의해 생

성되었고, 두 번째 첨두 압력은 측벽으로부터의 반사

파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두 개의 압력 피크 다음에 

형성된 피크 들은 여러 개의 반사파의 영향인 것으

로 확인되었다. Fig. 8(b) 및 (c)에서, 입사 폭풍파에 

의해 첫 번째 첨두 압력이 측정되고, 지면 및 측벽으

로부터 반사된 파에 의해 다음 피크가 생성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루미늄 입자의 후 연소로 형

성된 고압 영역도 Fig. 8(d)의 압력 데이터에서 확인

되었다.

5. 결 론

  고폭약의 폭발로 인한 많은 양의 에너지 방출은 폭

풍파 형태의 압력파를 발생시킨다. 이 폭풍파가 주변

에 있는 구조물이나 지형과 상호 작용할 때 생기는 

반사파는 폭발 원 주위에 복잡한 압력 장을 생성한다. 
이러한 폭풍파를 전산 모사하기 위해 오일러리안 기

반의 level-set 기법을 적용한 다중물질 서울 학교 개

발 하이드로 코드를 활용하였다. 효율적인 수치해석을 

위해 JWL EOS이 이상기체 방정식과 같아질 때, 불필

요한 폭약과 공기의 경계면을 없애는 방법을 고안하

였고 폭풍파 전달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AMR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러한 방법들을 검증하기 위해 수치해석 

결과와 실제 개방 및 폐쇄공간에서 고폭약 폭발 실험

을 하여 얻은 데이터와 비교하였다. 결과적으로 위 방

법들을 적용한 하이드로 코드가 폭풍파에 관한 여러 

가지 특성들을 성공적으로 수치해석 할 수 있다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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