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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폭약 외부장치 형상에 따른 수중 관입성능 평가

석철기1), 노유송1), 고영훈2), 박 훈1), 조상호3), 양형식2)*

Assessment of Underwater Penetration Performance for the
Shape of the External Device of Shaped Charge

Chul-Gi Suk, You-Song Noh, Young-Hun Ko, Hoon Park, Sang-Ho Cho, Hyung-Sik Yang

Abstract For underwater steel structure, cut that underwater shaped charge device that combines a spring hose, which 
is an external device of pressure resistance and flexibility with flexible shaped charge, was invented. As a basic 
experiment for an optimum condition design, an penetration performance was compared by external device shape. 
To evaluate the result of an experiment, image analysis was carried out after obtaining the model by using the 
liquid rubber for the penetrated steel plate. To simulate the penetrating process of shaped charge, the AUTODYN 
program has been used. As a result of analysis, while the average penetration depth of circular and square shaped 
external devices were similar, the penetration quality was more uniform in the case of circle. In addition, water 
infiltration occurred in square case, displacement and strain rate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the water pressure 
were measured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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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수중 강재 절단을 위해 내압성, 유연성의 외부장치인 스프링 호스와 가소성 성형폭약을 결합한 수중 성형폭약 

장치를 고안하였다. 최적조건 설계를 위한 기초실험으로 외부장치의 형상에 따른 관입성능을 비교하였다. 실험결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관입 된 강재에 액상 고무를 이용하여 모형을 획득한 후 이미지 분석을 하였고, 성형폭약의 관입 

과정을 모사하기 위해 AUTODY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해석하였다. 분석결과 원형 및 사각 외부장치의 평균 관입 

깊이는 유사하였으나 관입품질은 원형의 경우 더 균일하였다. 또한, 사각의 경우 침투현상이 발생하였고, 수압증가에 

따른 변위가 원형대비 크게 측정되었다.

핵심어 가소성 성형폭약, 관입성능, 이미지 분석, AUTODYN

1. 서 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내용연수가 만료되는 해양 구조물에 

대한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박광서, 2015). 기존에는 

주로 기계식 해체방법을 적용하여 해양구조물을 해체하였

으나 고가의 해체 장비와 해체과정에서 발생하는 공간적 제

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성형폭약을 이용한 발파 해체공법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Ogata et al., 1997; Wu, 2010).
수중에서 성형폭약을 적용한 사례로는 해양 구조물 내부

에 성형폭약 홀더를 제작하여 구조물을 해체한 사례

(DEMEX, 2002), 수중 구조물 절단을 위해 구조물의 외부에 

수밀성, 내수압성의 금속 케이싱 장치를 부착하여 강판을 

절단한 사례(석철기, 2014) 등이 있다. 또한, Brain (2014)
은 금속 케이싱의 선형 성형폭약에 다공질 스티로폼을 이용

하여 stand-off에 따른 수중에서의 강재 관입실험을 수행하

였다. 그러나 적용대상 구조물의 다양한 형상에 따른 금속 

케이싱의 유연성 및 수압, 유속 등에 따른 수밀성, 내수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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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폭 전 (b) 폭발파 전파, 라이너 붕괴 시작 외피팽창

(c)  라이너 붕괴, 제트 가속 및 신장 (d) 블레이드 형성

그림 1. 성형폭약의 제트 형성 과정.

그림 2. 제트 형성 과정에 따른 제트 속도.

에 대한 대처가 어려운 현실이다.
본 연구는 가소성 성형폭약을 수중 강재 절단에 적용할 시 

발생하는 수중 금속 제트 에너지 손실방지, 수밀성 및 내수

압성을 유지하면서 가소성 성형폭약의 유연성을 확보하는 

외부장치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실험으로 성형폭약의 외부

장치 형상에 따른 수중 관입 성능을 비교 검토하였다.

2. 성형폭약

2.1 성형폭약 원리

성형폭약은 1888년 Charles E. Munroe에 의해 처음으

로 제안되고 시험 되었다. 성형폭약은 폭약 아랫부분을 곡

선형으로 하고 금속제 라이너(liner)를 부착하여 기폭 시킴

으로써 폭약의 힘을 곡선 부 중앙에 집중시키는 먼로 효과

(Munroe)를 이용하여 목표물을 관통 또는 절단시키는 폭

약이라 정의 할 수 있다(박과 양, 2004).

2.2 성형폭약 제트 형성 과정

성형폭약의 일반적인 제트 형성 과정은 그림 1과 같이 좌

측 기폭시점에서 기폭 하여 폭발파를 발생시키고 외피의 팽

창을 수반하여 좌측에서 우측으로 방향성을 가지고 진행한

다. 폭발파가 라이너에 도달할 때 라이너의 붕괴가 발생하

기 시작하며, 라이너의 붕괴는 점차 증가하게 되며 가속제트

가 발생하고 제트의 신장이 일어나게 된다. 약 9 이후 신장

한 제트는 가속과 신장으로 칼날과 같은 형태로 진행한다

(Chris, 2005). 그림 2와 같이 제트의 속도는 형성과정에 따

라 차이를 보이는데 제트 선단(jet tip) 부분에서 약 6,000~ 
10,000이고 압력은 약 3×1010Pa이 발생한다(David, 
2010).

2.3 대기, 수중 성형폭약 제트형성 차이

충격파는 어떤 매질보다 수중에서 잘 전파되는 특징을 가

지고 있다. 폭약과 물의 경계면의 반응은 high/low 임피던

스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 식 (1)~(4)와 같다.



석철기ㆍ노유송ㆍ고영훈ㆍ박 훈ㆍ조상호ㆍ양형식 3

(a) 고무 캡과 도폭선 연결 (b) 수중용 에폭시로 접착 (c) 에폭시 접착제 도포

(d) 고무캡접착 (e) 절연 테이프 밀봉 (f) 완성된 시험체

그림 3. 수밀시험 시험체 제작과정.

 (1)

  (2)

   (3)

    
 (4)

 
여기서, 은 체적음속, 는 압력, 는 Hugoniot 물

질상수, 는 충격속도, 는 입자속도, 는 shock 충격 

임피던스다.
폭발원에서의 최대 충격파 속도는 입자속도와 매질의 음

파 속도에 따라 결정되며, 식 (3)의  Hugoniot와 

같다(Paul, 1996). 충격파 속도는 압력에 따라 변하나 변화 

정도가 미미하여 충격파 속도는 대부분의 경우 일정하게 간

주한다. 하지만 반사파의 크기는 절대적으로 전달 매질 물

질의 밀도에 따라 결정된다. 높은 밀도를 가진 물질은 높은 

임피던스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높은 밀도의 물질

은 더욱 높은 반사 충격파 압력을 내보낸다. 충격압력은 식 

(4)와 같이 매질밀도, 입자속도, 음속에 의해 결정된다. 물
(1,000)의 경우 공기(1.205)에 비해 높은 밀도

를 가지고 있으며, 수중에서 성형폭약이 기폭 할 때 제트 진

행방향의 반대로 반사충격압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성형폭약 제트 입자속도의 저하가 발생한다(Michael and 
Lindeburg, 2013).

3. 수밀시험

가소성 성형폭약을 수중에 적용하기 위한 수밀성 및 내수

압성을 확보한 외부장치를 제작하기 위해 스프링 호스를 사

용하였다. 사용된 스프링 호스는 상용제품인 원형 스프링 

호스와 사각 스프링에 액상 고무를 이용하여 제작한 사각 스

프링 호스를 이용하였다.
수밀성 확보를 위한 방수처리 방법으로 실제 수중적용 상

태와 같게 제작하기 위해 고무 캡에 도폭선 삽입구를 만들고 

모조 도폭선 삽입 후 수중용 에폭시로 삽입구를 접착시켰다. 
그 후 에폭시 접착제와 테플론 테이프 및 절연 테이프를 사용

하여 스프링 호스의 양단을 고무 캡으로 밀봉하였다(그림 3).
물의 침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스프링 호스에 솜을 삽입

한 후 수심 2.5에서 3시간 침수시켰다. 시험결과 원형 스

프링 호스는 물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각형 스프

링 호스의 경우에는 제작과정의 불량 및 액상 고무의 불균일 

경화로 인하여 물의 침투가 발생하였다. 또한, 수심증가에 

따른 수압증가로 인한 스프링 호스의 변형 정도를 검토하기 

위해 정적압력해석을 하였다. 원형 및 사각 스프링 호스에 

대해 정수압 증가에 따른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사각 스프링 호스는 압력이 증가할수록 원형보다 변위가 상

대적으로 크게 발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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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정적압력해석 결과 그래프.

(a) 성형폭약 삽입 (b) 도폭선 연결 (c) 모래주머니 설치

(d) 네오디뮴 자석 설치 (e) 완성된 실험체-지상 (f) 완성된 실험체-수중

그림 5. 관입성능 실험체 제작.

(a) 굴착기와 연결 (b) 절단 대상 강재 이동 (c) 수중 침수

그림 6. 수중 적용 관입시험.

4. 관입성능 실험

4.1 개요

외부장치의 형상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성형폭약의 관입성

능을 확인하기 위해 관입성능 실험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폭약은 HAKO 350이고, 절단 대상 강재는 일반 구조용 

강재인 SS400(60×40×2)이다. 스프링 호스에 성

형폭약을 삽입한 후 도폭선과 연결하였고, 수밀시험 시험체

와 같은 방법으로 방수처리 하였다. 제작된 실험체는 절단 

대상 강재 중앙에 표시한 후 고리형 네오디뮴 자석과 고무밴

드를 이용하여 고정했다. 지상의 경우 자갈로 인해 바닥 편

평도가 불량하여 바닥에 모래주머니를 설치하였다(그림 5). 
수중의 경우 강재는 그림 6과 같이 양 끝단에 밧줄로 연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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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상-사각 (b) 지상-원형

(c) 수중-사각 (d) 수중-원형

그림 7. 관입 실험결과.

(a) 모형제작 (b) 완성된 모형 (c) 이미지 분석

그림 8. 관입실험 결과 분석.

표 1. 강재관입 실험결과

Case 평균관입깊이 ( ) 최대관입깊이 ( ) 표준편차

지상
원형 7.016 9.898 1.801

사각 6.150 11.942 2.740

수중
원형 6.287 9.459 1.640

사각 7.369 10.663 1.875

후 굴착기를 이용하여 침수시켰다. 외부장치의 형상에 따라 

지상 및 수중에서 4회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실험결과 및 분석

원형 스프링 호스와 사각 스프링 호스로 각각 제작된 실험

체를 지상과 수중에 적용하여 실험한 결과 모두 완폭되었다

(그림 7).
실험결과를 분석하기 위해 액상 고무를 이용하여 관입구

간에 대해 고무모형을 제작하였고, 촬영한 이미지를 이용하

여 강재의 평균 관입깊이와 관입품질을 분석하였다(그림 

8). 폭파 진행방향으로 1 간격으로 관입깊이를 측정하

여 평균 관입깊이를 계산하였고, 측정된 관입깊이에 대한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관입품질을 평가하였다. 표 1은 강재 

관입실험 결과이다. 외부장치에 따른 평균 관입깊이는 HAKO 
350의 절단 깊이인 10을 기준으로 비교한 결과 지상에

서 원형 70, 사각 62, 수중에서 원형 63, 사각 74의 

성능을 보였다. 또한, 관입깊이에 대한 표준편차는 지상에서 원

형 1.801, 사각 2.740, 수중에서 원형 1.640, 사각 1.875로 

사각보다 원형의 표준편차가 작게 나와 관입품질이 더 우수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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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수치해석에 사용된 물성 및 상태방정식

구성 물성 상태방정식 강도모델

라이너 Cu-OFHC Shock Steinberg guinan

폭약 RX-06-AF JWL None

절단강재 SS400 Linear Johnson cook

(a) 기폭 전 (b) 제트 발생

(c) 강재 관입 (d) 해석 종료

그림 9. 관입성능 수치해석 (지상-사각).

5. 관입성능 수치해석

성형폭약의 외부장치 형태에 따른 관입성능을 모사하기 위

해 AUTODYN-2D 프로그램을 이용한 Euler-Lagrange 해
석결과를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기체, 유체 그리고 대변형

을 갖는 고체 해석에는 Euler solver를 고체 부분에는 Lagrange 
solver를 적용한다.

AUTODYN Material library에서 폭약은 RDX, 라이

너는 Cu, 절단 강재는 SS400을 적용하였으며, 각 물성의 

상태방정식은 표 2와 같다.
폭약 및 외부장치는 Euler 모델, 관입 강재는 Lagrange 모

델을 적용하여 모델링하였다. 폭약량, 라이너의 두께 및 각도, 
기폭위치는 동일하게 설정하여 해석하였다. 실험결과와 비

교를 위해 실제 실험했던 형상에 대해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불가피하게 stand-off의 차이가 발생하였다. 추후 동일 형

상 적용 시 성형폭약의 stand-off 차이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할 예정이다.
그림 9에서 12는 각 case 별 수치해석의 결과로 기폭 후 

라이너의 붕괴가 시작하고 제트가 발생한 후 강재에 관입하

는 모습을 나타내며 관입깊이는 표 3과 같다. 수치해석과 최

대관입깊이 실험을 비교한 결과 지상에서 원형 3%, 사각 20%, 
수중에서 원형 5%, 사각 17%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실험

재료와 AUTODYN Material library의 물성 오차로 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최대관입 깊이의 경향을 판단했을 때 수

치해석 결과 활용은 경향판단을 위한 자료로 유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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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폭 전 (b) 제트 발생

(c) 강재 관입 (d) 해석 종료

그림 10. 관입성능 수치해석 (지상-원형).

(a) 기폭 전 (b) 제트 발생

(c) 강재 관입 (d) 해석 종료

그림 11. 관입성능 수치해석 (수중-사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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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기폭 전 (b) 제트 발생

(c) 강재 관입 (d) 해석 종료

그림 12. 관입성능 수치해석 (수중-원형).

표 3. 수치해석 결과

Case 관입깊이 ( ) 오차율 (%)

지상
원형 9.6 3

사각 9.5 20

수중
원형 9.0 5

사각 8.8 17

6. 결 론

본 연구는 가소성 성형폭약의 수중 적용방법 설계와 외부

장치의 형상 및 주변 환경에 따른 수밀성과 관입성능을 비교

하기 위한 기초 실험으로 수중 성형폭약 장치를 제작한 후 

장치의 형상과 주변 환경에 따른 수밀시험, 관입성능 실험 

및 수치해석을 하였고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원형의 외부장치의 경우 물의  침투가 발생하지 않았고, 
압력이 증가할수록 변위가 상대적으로 작게 발생하여 

압력증가에 따른 대응이 우수하였다.
2) 사각의 외부장치의 경우 대상물에 대한 곡률 대응이 낮

고, 액상 고무의 불균일 경화로 인하여 물의 침투 발생 

및 수압 증가에 따른 변위가 높아 고심부 해양구조물에

서는 적용성이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3) 원형 및 사각 외부장치의 평균관입깊이는 유사하나, 원

형의 경우 관입깊이의 표준편차가 작아 진행방향의 관

입 품질이 더 우수하였다.
4) 수치해석과 최대관입깊이 실험을 비교한 결과 지상에서 

원형 3, 사각 20, 수중에서 원형 5, 사각 17의 차

이를 보여 원형의 외부장치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가 실

제와 유사하였다. 
5) 추후 원형 외부장치에 대해 목표 심도 수밀시험 및 관입성

능에 대한 추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석철기ㆍ노유송ㆍ고영훈ㆍ박 훈ㆍ조상호ㆍ양형식 9

석 철 기 노 유 송

㈜코리아카코 대표이사 ㈜코리아카코 연구원

Tel: 02-834-4590
E-mail: kacoh@hanmail.net

Tel: 02-834-4590
E-mail: nomoosong1@naver.com

고 영 훈 박 훈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박사후연구원

㈜코리아카코 책임연구원

Tel: 062-530-0824
E-mail: dddd8401@nate.com

Tel: 02-834-4590
E-mail: hujin@jbnu.ac.kr

조 상 호 양 형 식

전북대학교 공과대학 자원 · 에너지
공학과 교수

전남대학교 에너지자원공학과 교수

Tel: 063-270-4636
E-mail: chosh@jbnu.ac.kr

Tel: 062-530-1724
E-mail: hsyang@jun.ac.kr

감사의 말

본 논문은 중소기업청에서 지원하는 2016년도 산학연협

력 기술개발사업(No.C0396161)의 연구수행으로 인한 결

과물임을 밝힙니다.

참고문헌

1. 박경준, 양형식, 2004, 성형폭약 설계변수의 통계학적 검
토, 화약 · 발파(대한화약발파공학회), Vol.22, No.1, pp. 
5-13.

2. 박광서, 2015, 해양플랜트 해체시장 동향과 도전과제, 
Offshore Business, 한국해양수산개발원, Vol.21, pp. 5-11.

3. 석철기, 2014, 성형폭약을 이용한 수중 철골구조물 절단
해체, 제1회 방재전문가 그룹세미나, 인제대학교 방재연
구센터.

4. Brian, T. B., 2014, Determining and mitigating the 
effects of firing a linear shaped charge under water, 
Masters theses, Missour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A.

5. Chirs, P., 2005, Penetration of a shaped charge, Doctor 
theses, Corpus Christi College University of Oxford, 
United Kingdom.

6. David, H., 2010, Consequences of coaxial jet penetration 
performance and shaped charge design criteria, Naval 
postgraduate school, pp. 24-28.

7. DEMEX, 2002, Explosive technology report for structure 
removals in the Gulf of Mexico. Draft. DEMEX, Division 
of TEi Construction Services, Inc.

8. Michael, R. and PE. Lindeburg, 2013, Mechanical 
Engineering Reference Manual for the PE Exam 13 edition, 
Professional Publications Inc, California, pp. A122-A125.

9. Ogata, Y., Y. Wada, K. Katsuyama, T. Nishida, M. Hoshino 
and M. Nagano, 1997, Study on the blasting demolition of 
steel construction(part 1: Movement of the cutting part), Sci. 
Tech, Energetic Materials, 58, pp. 116-122.

10. Paul, W. C., 1996, Explosives Engineering, Wiley-VCH, 
New York, pp. 185-250.

11. Wu, H. Y., 2010, Research on application of shaped charge 
cutting to demolition of steel-structure building, Journal of 
Hefei Normal University 3, 0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