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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thod of Explosion Modelling Using the Concept of Momentum Trap

Byung-Hee Choi, Myoung-Soo Kang, Chang-Ha Ryu, Jae-Woong Kim

Abstract Recently, as the demand for development and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is increasing worldwide, 

the blast damaged zone has become a major issue in constructing underground structures. In this study, to verify 

the explosion modelling method for blast-damaged zone (BDZ) around underground cavern, a series of small-scale 

test blasts was conducted using the concept of momentum trap.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the input parameters 

to the numerical model (ANSYS LS-DYNA) were corrected. It is concluded that the suggested method of miniature 

blasting and numerical modelling using the MT concept well simulates the velocity of the MT projectile under 

given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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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에 지하공간의 개발과 활용 기술에 대한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급증함에 따라 역학적 안정성과 

활용 효율의 측면에서 발파굴착 시 발생하는 손상대 평가는 주요 관심사가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공동 

주변 발파손상대(blast-damaged zone; BDZ)에 대한 폭원모델링을 검증하기 위하여 모멘텀 트랩(momentum trap; 

MT) 개념을 이용한 일련의 소규모 시험발파를 실시하고, 시험 결과에 따라 LS-DYNA 수치모델의 입력변수들을 

수정하였다. 연구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MT 개념을 이용한 모형발파 실험 및 수치모델링 기법은 주어진 

조건 하에서 MT의 비산속도를 잘 모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폭원모델링, 발파손상대, 모형발파, 모멘텀 트랩, ANSYS LS-DYNA

1. 서 론

최근 심지층 지하 실증시설의 요구가 전 세계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심부 지하공간의 굴착 시에 

발생하는 발파 및 굴착 손상영역은 이완 하중, 낙반, 

붕괴 및 과도한 변형의 원인이 된다. 굴착발파에서 폭

압이 대상암반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발파하중의 시간이력을 적용한 동해석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발파하중에 대한 명확한 규명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경험적 발파하중 시간이력이 사

용된다. 이런 경험식에서의 폭발압력과 시간이력은 

다양한 변수를 고려하여 보정해야 하나 이에 대한 명

확한 지침이 없어 제안된 폭발압력이나 시간이력이 

올바른 값인지를 검증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모형발파 실험(폭발압력 가중실험)

을 통해 동적데이터를 계측하고, 실험과정에 대한 동

해석을 통해 미지의 폭발압력과 시간이력을 추정하는 

새로운 폭원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다. 연구과정에서

는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NSYS LS-DYNA를 

이용하여 판재시료를 대상으로 모멘텀 트랩(momentum 

trap; MT) 개념을 이용한 소규모 모형발파를 실시하

고, 비산체(projectile)인 MT가 운동량을 얻어 모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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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분리되어 날아가는 과정을 수치적으로 모사하여 

검증하는 폭원모델링을 수행하였다.

2. 모멘텀 트랩 모형발파 실험

2.1 개요

본 연구에서 모멘텀 트랩이라 부르는 것은 최초의 

Hopkinson 실험에서 장봉에 붙어 있던 단봉이 장봉

을 통해 전달되어 온 충격파에 의해 운동량(momentum)

을 얻어 비산체로서 날아가는 것을 일컫는다. 두 물질

이 맞닿아 있는 경계면을 통해 파동이 전파할 때에는 

두 전파매질의 임피던스(impedance) 차에 따라 반사

계수가 결정된다. 임피던스는 매질의 밀도와 매질 속

에서의 음속의 곱으로 정의된다. 만일 경계면 양측의 

매질이 동일하고, 접촉면이 고르며, 길이가 충분하다

면 입사측 매질에서 전달되어 온 충격파는 모두 전달

측 매질을 통해 전달되어 입사측 매질의 경계면에서

는 아무런 (인장)파괴가 발생되지 않는다. 만일 전달

측 매질의 임피던스가 입사측에 비해 작다면 입사 충

격파의 일부는 전달측 매질로 전달되겠지만 다른 일

부는 경계면에서 반사되어 인장파로서 입사측 매질로 

되돌아 갈 것이다. 이때 반사 인장파의 크기가 충분히 

크다면 입사측 매질에서는 경계면으로부터 인장파괴

가 발생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발파손상대의 수치해석적 평가에 활

용할 폭압의 크기를 산정하기 위하여 MT 개념을 이

용한 모형발파 실험을 실시하였다. 입사측 매질로는 

비교적 큰 판재를 사용하였고, 전달측 매질(비산체를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편의상 이를 MT라 부르기로 

함)로는 판재와 동일한 재질의 작은 사각형 조각을 사

용하였다. 큰 판재에 천공한 발파공에서 뇌관을 기폭

시켜 생성된 충격파는 판재시료(입사측 매질)을 통해 

전달되어 경계를 통해 대부분의 모멘텀을 전달측 매

질(MT 비산체)로 전달시켜 MT를 비산시키는데, 이 

비산속도를 고속카메라를 통해 획득한다. 이 실험과

정을 나중에 수치해석을 통해 똑같이 구현한다. 그러

면 실험적으로 결정된 MT의 비산속도와 똑같은 비산

속도를 발생시키는 수치해석 상에서의 폭발하중을 얻

을 수 있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구하고자 했

던 검증된 폭발압력이 된다.

결국, 본 모형발파 실험의 목적은 폭약의 폭발압력

을 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검증하는 데 있다. 일반적

으로 재료의 파괴거동은 변형률 속도에 현저한 영향

을 받기 때문에 변형률 속도에 대한 고려가 반드시 요

구된다. 지금까지 많이 수행되어온 정적 하중에 대한 

파괴거동과는 달리 폭발하중과 같은 높은 변형률 속

도를 가지는 동적 하중 하에서의 취성재료의 파괴거

동은 정확하게 예측하기가 힘들다는 한계가 있다. 하

지만 이 한계는 충격 실험과 같이 높은 변형률 속도의 

실험에 고속카메라 촬영 기법을 도입함으로써 다소간 

해결이 가능하게 되었다(Erlich and Shockey, 1983). 

본 연구에서는 판재모형 발파실험에 고속카메라 촬영

기법을 적용하여 재료의 동적 파괴거동을 관찰하고, 

MT의 비산속도를 실험적으로 산출하였다.

2.2 모멘텀 트랩 모형발파 실험

본 실험에 사용된 판재시료는 하이드로스톤(hydrostone)

을 이용해 제작하였다(그림 1). 판재시료용 몰드는 아

크릴을 사용하여 300×900×30, 400×900×30, 500×900× 

30 (단위: mm)의 규격으로 제작하였으며, MT용 몰

드는 100×200×30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하이드로스

톤과 물의 혼합비율은 이전의 실험 경험을 바탕으로 

100:32의 비율로 배합하였으며, 겔화 상태의 혼합물

을 몰드에 부어 경화시켰다. 100:32의 비율로 배합한 

하이드로스톤의 탄성계수와 일축압축강도는 각각 1400 

MPa과 7 MPa였다.

시료의 규격(단위: mm)은 300×900×30, 400×900×30, 

500×900×30이며, MT의 규격은 100×200×30로 성형

되었다. 굴진발파(터널이나 갱도발파)에서의 최외곽

공 또는 1열 벤치발파를 모사하기 위하여 공수는 3개

로 고정하였으며, 저항선과 공간격의 비는 1:1.2로 하

여 각각 70 mm 및 85 mm로 고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표준발파가 되었을 때 외곽공과 MT 사이의 거

리에 따른 폭압의 감쇠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시료와 MT를 지면에 놓고 실험할 경우 지면과 시

료 밑면 사이에 작용하는 마찰의 영향으로 MT의 비

산속도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저감하

기 위해 철재틀을 별도로 제작하였다. 시료와 MT에 

금속 와이어를 감아 철재틀의 상부에 위치한 금속봉

에 연결하여, MT의 X축 방향 움직임의 저항을 최소

화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뇌관은 약량 0.36 g의 6호 

뇌관을 사용하였으며, MT의 비산속도를 측정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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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료 양생 모습 (b) 300×900×30 (양생중) (c) 400×900×30 (양생중)

(e) 500×900×30 (양생중) (f) 300×900×30 시료 (g) 500×900×30 시료

그림 1. 하이드로스톤 시료 양생 과정 (단위: mm).

(a) 고속카메라 (b) 실험 전경 (c) 6호 뇌관

(e) 폭 400 mm (f) 폭 500 mm (g) 실험 후 파괴시료

그림 2. 모형발파 실험 현장과 실험 후 파괴 시료.

하여 2800 frame/s의 화상으로 고속카메라 촬영을 수

행하였다(그림 2).

본 연구에 사용된 초고속 카메라 촬영 시스템은 

Phantom사의 Miro eX2로서 640 pixels × 480 pixels

의 최대 해상도에서 최대 1240 fps의 프레임 속도를 

갖고 있으며, 최소 노출이 10 μs인 연속 기록이 가능

한 고속촬영 장비이다. 렌즈는 Tamron사의 화각거리 

24-70mm, 밝기 F가 2.0인 고성능 렌즈를 사용하여 

128 pixels × 64 pixels의 해상도에서 초당 2500 fps

의 프레임 속도로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2(a)).

그림 3은 3공 모형발파 실험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판재시료 300×900×30, 400×900×30 및 500×900×30

의 파괴패턴 비교 결과, 400×900×30에서는 약간의 

과장약으로 판단되나 비교적 유사한 파괴패턴을 보이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4는 고속카메라로 촬

영한 화상 중 400×900×30 시료의 초기 비산 거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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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00×900×30 (b) 400×900×30 (c) 500×900×30

그림 3. 하이드로스톤 3공 모형발파 실험 결과 (단위: mm).

(a) 0 ms (b) 13 ms (c) 15 ms

(d) 36 ms (e) 46 ms (f) 56 ms

(g) 66 ms (h) 76 ms (i) 86 ms

(j) 96 ms (k) 106 ms (l) 116 ms

그림 4. 고속카메라 촬영에 의한 연속사진(좌측: 판재시료, 우측: MT).

후기 비산 거동을 보여주고 있다. 촬영된 화상에서의 

MT의 비산속도는 미리 부착시킨 스케일을 통해 계산

으로 구하였다.

이런 방법으로 각 화상에서 시간에 따른 이동거리

를 계산하였다. 화상분석을 통한 MT의 비산속도는 

판재시료 300×900×30, 400×900×30, 500×900×30에

서 각각 0.29 m/s, 0.24 m/s, 0.21 m/s로 측정되었으

며, 폭원으로부터의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비산속도

가 약간씩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3. 수치해석을 통한 폭원모델링

3.1 개요

폭약이 발파공 내에서 폭발하면 공벽면과 주위 암

반은 강력한 폭발충격을 받는다. 이때 폭약의 성질과 

폭속에 따라 급격한 화학반응이 일어나고, 일부는 고

온의 가스로 전환되며, 이러한 화학적 반응은 폭발압

과 가스압의 형태로 공벽면을 가압하게 된다. 이때 발

생된 폭발압은 발파공의 파쇄 및 발파공 주변에서의 

균열의 발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가스압은 발

생한 균열의 확장 및 전파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Donze et al., 1997). 이러한 효과를 실제 

규모로 구현하여 결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

간과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수치해석적인 기법을 

활용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의 함수로서 Jiang(1993)이 

제안한 감쇠함수를 사용하여 폭원모델링을 수행하였

으며, 발파효과의 분석을 위하여 발파 시뮬레이션에 

많이 활용되는 유한요소 코드인 ANSYS LS-DYNA

를 사용하였다.

3.2 폭압의 산정

동적해석에서의 수치해석적 적용성을 상호 비교하

기 위하여 발파압력의 시간이력곡선을 통해 폭원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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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폭발하중의 감쇠관계(최병희, 2005).

링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폭원모델링은 폭발하중 

또는 폭발압력으로 불리며, 폭약의 폭발로 발생되는 

폭굉압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발파공 벽면에 가하

는 압력을 말한다. 폭원모델링에 필수적인 화약발파

의 원리는 아직도 완벽하게 규명되지 않고 있으며, 이

로 인해 여러 발파현장에서는 작업 상황에 따라 요구

되는 요소들, 즉 파쇄도나 비산, 손상의 정도 등을 최

적화하는 데 주로 경험적인 방법을 사용해 오고 있다

(Persson et al., 1994). 하지만 근래에 들어서는 암석

파괴에 대한 수치모델링을 통하여 파쇄도를 예측하는 

등의 해석적 방법이 발파의 효율성 증대에 크게 기여

하기도 하였다(Potyondy et al., 1996).

 폭원을 모델링하기 위하여 가장 먼저 결정해야 하

는 변수는 폭발하중으로서, 폭발압력은 시간의 함수

가 되며, 실제의 폭발압력을 잘 묘사할 수 있도록 일

반적으로 다음 식과 같이 정의한다.

 

  (1)

식 (1)에서 

은 공벽에 가해지는 최대압력을 말하며, 

함수 는 경험함수로서 최대압력 

이 시간에 따라 

감쇠(attenuation)되어 가는 양상을 표현하는 함수를 

말한다. 따라서 폭발압력 를 구하기 위해서는 간

단히 최대압력 

과 감쇠함수 만 결정하면 된다. 

최대압력 

은 공벽면에 가해지는 폭발압력의 최

대치이므로 다음 식으로 정의된다. 









 (2)

식 (2)에서 최대압력 


= 


, 폭굉압력 




이

다. 그러면 폭굉압력 

는 충격파 및 폭굉파의 이론에 

의하여 다음 식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3)

식 (3)에서 

는 폭약의 밀도, 는 폭발속도이다. 

식 (3)은 ISEE(1998)에서도 제안하고 있으며, Atlas 

Powder Company(1987)에서도 비슷한 형식으로 제

안하고 있다. 아울러 식 (3) 외에도 여러 연구자들이 

폭굉이론을 바탕으로 실험적, 경험적인 방법을 통해 

폭굉압력 

에 대한 다양한 추정식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Jiang(1993)이 제안한 감쇠함수를 

사용하였으며, 이는 지수함수의 형태로 다음 식과 같

이 정의된다. 

   (4)

식 (4)에서 지수 과 는 폭속과 관계있는 상수로서 

고폭속의 폭약은 이 작고 가 크며, 저폭속의 폭약은 

이 크고 가 작다. 따라서 고폭속의 폭약은 충격압

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급격하게 하강하는 뾰족한 펄

스의 형태이고, 저폭속으로 갈수록 완만하게 상승 및 

하강하여 상대적으로 넓은 펄스의 형태가 된다(그림 5). 

3.3 LS-DYNA를 이용한 유한요소 수치해석

본 해석에서 사용된 ANSYS LS-DYNA는 비선형 

동역학 문제의 해석이 가능한 프로그램으로 재료간의 

접촉, 충돌, 폭발과 같이 일반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

램으로는 처리하기 어려운 비선형 역학 문제의 해결

에 많이 사용되는 프로그램이다(LS-DYNA, 2003). 

LS-DYNA는 물리적 현상을 구현할 수 있도록 160여

개 이상의 금속, 비금속 재료에 대한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본 해석에 적용된 판재시료의 규격(단위: mm)은 

300×900×30, 400×900×30 및 500×900×30의 3가지

였으며, MT의 규격은 100×200×30로 실험에서와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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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00×900×30 mm 해석 결과 (b) MT 이동 속도

그림 6. LS-DYNA 모델링 결과 및 MT 이동 속도.

그림 7. 이격거리에 따른 폭발하중의 감쇠관계.

일하게 적용하였다. 폭발하중은 순간적으로 작용하는 

비정상 하중이기 때문에 비선형 응력-변형 관계를 고

려해야 한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변형률 효과가 고

려되는 재료모델 식으로서 암석과 콘크리트에 주로 

사용되는 Brittle Damage Material Model (MAT_096)

을 사용하였다. 요소의 종류는 비선형 유한요소로서 8

절점 육면체 요소를 적용하였으며, 요소의 크기는 8 

mm를 적용하였다. 또한, 결과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

해 50 ㎲의 해석 시간간격(time step)을 적용하였으

며, WT의 거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해석종료 시간은 

0.05 s로 설정하였다.

모델링 대상 판재시료의 저항선과 공간격의 비는 

1:1.2로서 저항선 70 mm, 공간격 85 mm로 하여 시

료별로 3공을 천공한 후, 폭발하중의 함수로서 Jiang 

(1993)이 제안한 감쇠함수를 사용하여 작성된 발파압

력을 발파공의 벽면에 적용하였다. 모형발파 실험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모형발파 실험에서의 시료

의 배치와 동일하게 위치시켰으며, MT의 상부면의 

요소를 선택하여 MT의 시간-속도 이력곡선을 확인하

였다.

해석결과로부터 얻은 MT의 비산속도는 300×900×30, 

400×900×30, 500×900×30에 대해 각각 0.32, 0.26, 

0.22 m/s로서 실험에서의 MT 비산속도 평균값과 비

교하여 다소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평균값의 경우에는 

각각 0.29, 0.24, 0.20 m/s로 실험에서의 MT 이동속

도 평균값과 일치하거나 약간의 오차가 있었다(그림 6).

그림 7은 모형발파 실험과 그 모델링 결과로부터 

이격거리에 따른 폭발하중의 감쇠관계를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이격거리란 세 개의 장약공으로부터 MT

가 위치한 시료 측면까지의 거리를 말한다. 이 이격거

리가 길어길수록 충격파의 파두압력이 점차 감소하

고, 이에 따른 에너지의 감소로 WT의 비산속도가 낮

아질 것이다. WT의 비산속도는 곧 전달되는 에너지

의 양을 의미하므로 거리에 따른 충격파 에너지의 감

쇠관계를 이 그래프를 통해 관찰할 수 있다. 비록 본 

연구에서는 많은 자료를 획득하지 못하였지만 여기서 

제안된 실험 및 해석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적인 실험

을 수행한다면 이격거리에 따른 폭발하중의 감쇠값을 

보다 정확하게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재료와 

장약량을 변화시킴으로써 다양한 재료와 장약량에 대

한 폭발하중의 감쇠관계를 획득한다면 수치해석 툴에 

의한 동적파괴 모델링의 결과를 보다 쉽게 검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언

해석결과에 대한 검증은 수치해석 툴을 활용한 폭

원모델링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본 연구에서는 

유한요소 수치해석 프로그램인 ANSYS LS-DYNA

를 사용하여 하이드로스톤 판재시료 및 모멘텀 트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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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에 대한 발파를 모델링하고, 그 결과를 실제 모

형발파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여 보았다. 

실험과 해석에서 얻은 MT의 비산속도를 서로 비교한 

결과 실험과 해석이 비교적 잘 일치하므로 MT 개념

을 이용한 간단한 모형실험과 수치해석을 통해 대규

모의 터널발파나 벤치발파에 대한 수치해석에서 적용

할 폭약의 폭발압력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험과정에서는 몇 가지 보완해야 할 점들도 

발견되었다. MT의 비산속도를 고속카메라로 측정할 

때 보다 선명한 스케일을 사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모든 발파는 표준발파가 되어야 하므로 표준발파가 

되는 발파설계 인자들(저항선, 공간격, 장약량 등)을 

보다 정확하게 찾아낼 필요가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

서는 편의상 판재시료를 사용하였지만 폭력의 정확한 

계산을 위해서는 블록시료를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점들이 보완된다면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MT 개

념을 이용한 모형발파 방법을 통해 실규모 발파를 모

델링 할 때 적용해야 할 폭약의 폭발하중을 보다 정확

하게 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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