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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톨라이트를 이용한 수중폭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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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water Explosion Experiments using Pentolite

Gulgi Choi, Keunwan Jung, Son Soo Jung, Jong-Chul Kim, Phill-Seung Lee

Abstract When explosives explode in water, the effect of post-explosion gas after explosion should be considered, 

unlike explosion in the air. During explosion in water, the propagation velocity of the explosion pressure is faster 

than when the explosion occurs in the air. The generated gas is diffused and trapped in the form of bubbles by 

water before the energy is dissipated. At this time, the bubble expands and contracts, creating a shock wave. In 

order to investigate this series of phenomena, a cylinder type steel water tank capable of observing the interior 

was fabricated and explosion experiments were conducted. In this study, a small amount of shell-free pentolite was 

exploded in water.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observe the behavior of the generated gas bubble as well as 

to measure the shock wave generated. We designed the experimental method of underwater explosion and examined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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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폭약이 수중에서 폭발하면 공기 중에서 폭발하였을 때와는 다르게 폭발 이후 발생하는 가스의 영향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수중 폭발 시에는 폭발압력의 전파속도가 공기 중에서 폭발했을 때에 비하여 빠르고, 

발생하는 가스 또한 확산되어 에너지를 소실하기 전 물에 의하여 버블의 형태로 갇히게 된다. 이 때 버블은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며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을 연구하기 위하여 내부를 관측할 수 있는 

실린더형 철재 수조를 제작하고 폭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탄체가 없는 소량의 펜톨라이트를 수중

에서 폭발시켰고, 이 때 발생하는 충격파를 계측하고 발생된 가스버블의 거동을 관측하여 그 결과를 관찰하였다.

핵심어 수중폭발, 펜톨라이트, 버블거동

1. 서 론

어뢰나 기뢰에 의한 함정 주변에서 수중폭발

(underwater explosion)은 함정의 주요 장비들을 손상

시킬 뿐만 아니라 함정의 침몰까지 유발할 수 있는 구

조적 파괴를 발생시킬 수 있다. 수중폭발과 이에 의한 

충격파(shock wave) 전파의 기전은 매우 복잡하며 실

험을 통한 연구들이 주로 이루어져 왔다.

수중폭발은 공기 중 폭발과 마찬가지로 폭발이 발

생한 순간 높은 압력의 충격파가 발생하고 주변 매질

을 통하여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된다. 충격파의 이동

속도는 폭약을 둘러쌓고 있는 매질에서의 음속과 같

은 속도로 전파된다고 알려져 있다. 수중에서의 폭발

과 공기 중에서의 폭발이 다른 점은 충격파의 이동속

도뿐만 아니라 초기 충격파 이후에 나오는 연소가스

의 거동에 큰 차이가 있다. 공기 중에서는 폭약에 의

하여 생성되는 가스가 대기 중으로 확산되어 본래 가

지고 있던 에너지를 잃어버리게 된다. 하지만 수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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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폭발은 생성된 가스가 주변의 물(water)에 갇혀 버

블(bubble)이 생성되고, 외부 압력과 중력의 영향으로 

수축과 팽창을 반복하며 상승하게 된다.

빠른 속도로 반복되는 수축과 팽창은 초기 폭발충

격파와는 다른 형태의 충격파를 만들어낸다. 그림 1

은 가스버블의 반지름 크기 변화와 그에 따른 가스버

블의 상승폭을 나타내고 있다. 충격파는 가스버블의 

크기가 최소가 되었을 때 발생하고 이는 수축과 팽창

을 거듭함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 

(Geers, 2004; Kwon, 2002; Klaseboer, 2005; Shin, 

2009)

본 연구에서는 소량의 펜톨라이트(pentolite)를 이용

한 수중폭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으로 수중폭

발압력의 전파특성을 계측하고, 발생하는 가스버블의 

거동을 촬영하였다. 사전연구 조사를 통하여 실험에 

사용할 폭약량과 필요한 장비를 파악하고 적정한 실

험계획을 준비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앞서 말한 실험

을 위한 준비 방법에 대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실험결

과에 대해 고찰한다.

2. 실험 준비

2.1 센서 선정

본 연구에서 수중 충격파를 계측하기 위하여 PCB

사의 138A 시리즈 수중폭발 압력센서(pressure sensor)

를 사용하였다. 138A의 생김새와 모양은 그림 2와 같

다. 센서는 길다란 실린더형 튜브 형태로 계측압력 범

위는 6,895kPa ~ 344,750kPa인 모델이다. 또한 제품

의 외형에 따라서 수직형과 수평형 센서로 구분이 되

는데 수직형 센서의 경우에는 그림 2의 왼쪽 끝에 보

이는 콘이 부착되어 있다. 콘에 뚫려있는 홀에 추를 

매달아 센서를 수중에서 수직방향으로 위치에 시킬 

수 있다. 센서의 계측부위는 그림 2의 중앙부분에 위

치한 sensing element 이다.

수중에서의 최대 폭발압력(
max

)은 실험식인 식 (1)

로부터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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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과 


은 폭약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며, 는 폭약의 질량, 은 폭약으로부터 떨어

진 직선거리이다.

압력의 크기뿐만 아니라 수중에서 폭발하였을 때 

최대 가스버블의 반지름(
max

)을 식 (2)를 통하여 구

할 수 있는데, 10g일 때는 대략 38cm, 50g일 때는 대

략 55cm, 80g일 때는 대략 65cm 정도이다 (Park, 

2008). 식(1)과 (2)를 이용하여 계산하기 위한 폭약 

상수는 표 1과 같다. (Warren, 1996)

그림 1. 수중에서 폭발에 의한 가스버블(Gas globe or 

bubble)의 상승 및 발생하는 충격압력(Kweon, 

2006; Shin, 2011)

그림 2. PCB 수중압력센서의 구성(PCB PIEZOTR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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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여기서 

는 가스버블상수, 는 수심이다.

센서를 선정 및 설치함에 있어서 다음의 사항을 고

려하였다.

- 발생되는 가스버블의 바깥쪽에 설치되어야 한다.

- 예상되는 최대압력의 2~3배는 계측이 가능하여

야 한다.

그림 3은 10/50/80g의 폭약이 수중에 폭발하였을 

때 폭약 중심으로부터 거리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의 

크기를 계산하여 표시한 그래프이다. 폭약량은 다르

다 하더라도 가스버블이 최대한 커졌을 때의 위치에

서 최대 압력은 35Mpa로 비슷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본 실험에서는 최대압력의 2~3배까지 측정이 가능

한 PCB사의 138A10 센서를 사용하였다.

2.1 수중폭발 실험용 수조의 제작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목적은 크게 수중폭발

에 의한 충격파의 전파 특성을 계측하고 발생된 가스

버블의 거동을 초고속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하는데 

있다. 이런 요구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수중폭발 실험

용 수조를 그림 4와 같이 원통형으로 제작하였다.

상부에 프레임을 만들어 수중폭발 압력센서의 거치

가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내부 관측이 가능하도록 관

측창을 설계에 반영하였다. 수조는 지름 3m에 수심 

표 1. 최대 충격압력과 버블의 최대 반지름 계산을 위한 상

수 (Warren, 1996; Cole, 1948)

Constant K1 A1 K6

Pentolite 24589 1.194 12.88

TNT 22505 1.18 12.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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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폭약 중심에서 거리에 따른 최대 폭발압력 (펜톨라

이트 10g, 50g, 80g)

그림 4. 수중폭발 수조 도면 및 주요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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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m까지 물을 채워 실험을 수행할 수 있으며, 관측창

은 수조의 바닥에서 1.5m와 2m 높이에 설치하였다. 

수조의 상부에는 센서의 거치 및 폭약을 설치하기 위

한 작업공간을 만들었다.

또한 실험의 안전성을 위하여 수조의 다리들이 모

두 묻힐 수 있도록 1m가량 구덩이를 파고 그 안에 수

조를 거치하고 복토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중폭

발 실험을 위해서는 사용되는 물의 관리가 필요한데, 

수중폭발 이후 발생하는 탄소화합물과 폭발잔여물로 

인하여 수조내부의 탁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하여 촬

영이 어렵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서는 수조수 필터시

스템을 추가로 구성하였다. 우선 10ton 이상 되는 보

조탱크를 2개 준비하여 실험을 실험이 끝난 후 수조

수를 모두 보조탱크로 옮기고 다시 수조에 급수할 때

는 필터를 장치를 이용하여 정화시킬 수 있도록 필터

시스템을 구성하였다.

2.2 폭약과 기폭 준비

앞선 식 (2)에 의하면 폭약량과 폭발이 일어나는 수

심을 알고 있을 때 발생하는 가스버블의 최대반지름

은 대략적으로 계산할 수 가 있다. 센서를 선정함에 

있어서 고려하였던 10g, 50g, 80g의 펜톨라이트가 수

심 1.5m에서 폭발하면 각 각 0.3, 0.6, 0.7m 정도임을 

계산할 수 있다. 가스버블의 반지름이 전체 수조 반지

름의 1/3을 넘을 경우 수조벽이 가스버블의 거동에 영

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50g과 80g

은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였다. 폭약제조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형의 크기와 최대가스버블의 크기를 고려하

여, 지름과 직경이 18mm로 같은 실린더 형태의 펜톨

라이트 7.5g을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EBW(Exploding Bridge Wire)를 이

용하여 발파하였다. EBW는 고전압발파기를 이용한 

안정적인 기폭이 가능하기 때문에 선택하였으며, 주

요 특징은 표 2와 같다. 실험에서는 10g 미만의 소량

으로 탄체가 없는 맨몸(bare)형태의 탄두를 수중에서 

폭발시키기 때문에 불발의 위험성이 존재한다. 따라

서 완폭 여부를 검증하기 위해 수중에서 폭발실험을 

하기 전 공기 중에서 완폭이 되는지에 대한 선행실험

을 수행하였다. 그림 5와 같이 강판위에 펜톨라이트

를 두고 EBW기폭관만으로 폭발을 수행한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 철판에서 폭발의 흔적을 볼 수 있었으므

로 연소가 아닌 완폭으로 판단하였다. 

3. 계측장비 준비

3.1 수중압력센서의 설치

선정된 수중압력센서는 실험을 위하여 계획한 정위

치에 설치되어야 한다. 본 실험에서는 총 5개의 센서

를 사용하였으며, 3개(P1, P2, P5)는 동일한 정수압을 

받는 위치(동일 수심)에 설치하였고 2개(P3, P4)는 폭

발물과 수면 사이에 동일한 간격으로 설치하였다. 센

표 2. EBW 기폭관의 특징

구 분 EBW 기폭관

기폭 

에너지

0.324erg

(0.2μF, 1.8kV)

특징 전류, 물리적 외력, 정전기, 전파 등에 대해 안전

장점
· 타 기폭 기술에 비하여 안전함

· 결선 연결 여부 확인 용이

단점
· 높은 기폭 에너지 인가가 필요함

· 결선 불량 시 점검 및 확인에 장시간 소요

구성도

(a) 폭약 기폭검사 시험 준비

(b) 폭약 기폭검사 시험 결과

그림 5. 폭약 기폭검사 시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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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배치는 그림 6과 같고, 수중압력센서는 그림 7과 

같이 끝단에 1kg의 정량추와 낚시줄을 이용하여 계획

한 곳에 거치시켰다. 센서의 방수 능력 향상을 위해 

방수튜브를 이용한 추가적인 방수처리를 수행하였다. 

방수튜브는 센서에서 가장 취약한 부분인 센서 끝단

부터 연결되는 계측라인의 일부를 감싸도록 하였다. 

3.2 초고속카메라의 설치

본 실험에서는 2대의 초고속 카메라가 사용되었다. 

폭약의 중심을 촬영할 수 있는 카메라와 폭약 중심에

서 0.5m 위쪽에 하나의 카메라를 그림 8과 같이 설치

하여, 가스버블의 상승에 따라 가스버블의 거동을 관

측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림 9와 같이 관측창에 반사

되어 비칠 수 있는 상을 제거하기 위해 실험 수행 전 

카메라 주변을 암막 처리하였다. 초고속 카메라는 

2000fps로 촬영하였으며, 외부의 추가적인 조명 없이 

자연광 상태에서 촬영하였다. 카메라의 노출시간은 

프레임 간 시간인 500의 1/3정도이어야 하나, 실제 

실험에서는 자연광이 부족하여 최대로 늘린 497로 

설정하였다. 

그림 6. 수중압력센서의 배치 (빨간색 십자 표시는 폭약중

심의 위치를 나타냄)

그림 7. 수중압력센서의 거치

(a) 초고속카메라 (I) (b) 초고속카메라 (II)

(c) 수조의 설치 및 초고속 카메라의 거치 모습

그림 8. 초고속 카메라 설치 및 실험 준비 (카메라 주변 암막

처리 및 전원 연결부 비닐 방수처리)

그림 9. 관측창에 비치는 상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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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전체 계측 시스템의 구성

전체 계측 시스템의 구성은 발파시스템과 연동하여 

실험을 할 수 있도록 그림 10과 같이 구성하였다. 

Delay generator를 이용하여 각 시스템에 트리거 신

호를 주고 발파, 수중압력계측, 초고속카메라 영상촬

영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발파는 

EBW 기폭관으로 고전압발파기에서 5kV의 고전압을 

흘려보내 기폭하였다. 계측된 수중압력 값을 기록하

기 위해 오실로스코프와 멀티채널 파워유닛을 이용하

였다. 파워유닛으로 사용한 PCB 483A02는 100kHZ

의 아날로그 신호응답성능을 가지고 있는 장비이다. 

또한, 오실로스코프는 아날로그 신호인 PCB 483A02

의 신호를 사용하여 디지털신호로 변환한다. 수중 충

격압력의 최대 피크압력을 계측하기 위하여 10MHZ

의 샘플링 수를 가질 수 있도록 설정한 오실로스코프

를 사용하여 계측하였다. 센서와 DAQ로 들어가는 트

리거 신호는 모두 5V로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4. 실험결과

수조에 물을 2.5m까지 채우고 탄체가 없는 실린더

형태의 7.5g 펜톨라이트를 수면아래 1m에 위치시켜 

실험을 수행한 실험을 통하여 수중폭발 시 발생하는 

그림 10. 전체 시스템의 구성 및 동기화

표 3. 센서 위치 및 주요 계측데이터

폭약 중심에서 

최단거리 (mm)

수면으로 부터 

거리 (mm)

최대 폭발압력

(psi)
버블 펄스 (ms)

첫 번째 반사파

(psi)

반사파 도달시간

(ms)

P1 500 1000 2296.98 53 179.81 5.37

P2 1300 1000 709.88 54 640.28 1.09

P3 599 670 2371.64 53.5 692.16 1.6

P4 836 330 1783.74 54 - -

P5 900 1000 1412.79 53.5 - -

그림 11. 초기 폭발압력 그래프 (폭약중심과 같은 수심에 

위치)

그림 12. 버블 맥동 구간 압력 그래프 (폭약과 같은 수심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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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초기 폭발압력 그래프 (폭약중심에서 수면사이 계

측위치)

그림 14. 버블 맥동 구간 압력 그래프 (폭약중심에서 수면

사이 계측위치)

0 ms 25 ms 1 ms

35 ms 4 ms 45 ms

12 ms 52 ms

그림 15. 수중폭발에 의한 가스버블의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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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의 전파 특성을 계측하였다. 시간에 따른 폭발압

력의 전파는 그림 11~14와 같고, 센서의 배치는 그림 

8에서 도식화한 바와 같이 배치하였으며, 각 센서가 

설치된 위치는 표 3에 나타내었다. 

그림 11과 12는 폭약과 같은 수심에서 거리만 다르

게 위치시킨 센서들이다. P1은 폭약과 제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며 P5, P2의 순서로 거리가 멀어진다. 최

대 피크압력은 거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도달하였으

며, 이후 수조의 벽면 반사파 또한 거리에 따른 역순

으로 계측되었다. 그림 11은 폭발순간부터 1.5시

간 이내의 범위에서 일어나는 초기 수중충격 압력의 

계측 그래프이다. 그림 12에서 보이는 피크압력은 버

블의 수축과 팽창에 의한 충격압력이다.

그림 13과 14는 폭발중심에서 수평 거리가 같은 동

심원 상에서 수심에 따른 폭발충격압력의 전파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배치한 센서에서 계측된 압력 값이

다. 폭약과 수면간의 거리가 1m이고 이 사이에 센서

들을 비슷한 간격으로 배열하였다. 이 데이터들 역시 

거리에 따라 순차적으로 최대 피크압력이 계측되었

다. 버블의 수축과 팽창에 의하여 발생하는 충격파는 

54  근처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15의 첫 번째 사진은 방수 처리한 폭약을 거치

한 모습과 주변의 센서들을 결선한 사진이다. 센서를 

거치하기 전에 스케일바를 설치하고, 이를 기준으로 

폭발이후 발생하는 최대 가스버블의 크기를 계산하면 

지름이 0.77m인 구형의 버블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앞선 식 (2)를 통하여 계산한 0.7m와 크게 다르

지 않았다.

문헌에 따르면 그림 1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버블이 

가장 작아 작아졌을 때 충격파가 발생하고 버블은 빠

른 속도로 상승한다 (Chisum, 1996). 실험을 통하여 

촬영한 영상을 분석하면 이런 물리현상이 잘 관측되

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15는 초고속 카메라를 

통하여 촬영된 동영상을 특정 시간에 캡쳐(capture)한 

사진들이다. 0ms 사진에서 기록된 섬광으로 정해진 

시간에 정확이 기폭 되었음을 알 수 있다. 초기 폭발

에 의하여 발생된 버블은 25ms까지 주변 물을 밀어내

며 최대 크기까지 급속도로 팽창하다가 수축하기 시

작한다. 대략 52ms 정도에서 버블은 다시 최소 크기

가 되는데 이 순간 버블의 맥동에 의한 충격파가 발생

하고, 이는 그림 12와 14의 그래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52 ms 70 ms 55 ms

80 ms 60 ms 90 ms

그림 16. 수중폭발 시 가스버블의 맥동과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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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을 보면 최소로 작아진 가스버블은 급격히 

상승하면서 다시 팽창하고 이후 수축과 팽창을 2회 

정도 반복하다 버블은 구형의 형태를 유지할 에너지

를 모두 잃은 후 기포의 형태로 상승함을 알 수 있다.

5.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수중폭발이 일어났을 때 발생하는 

충격파와 버블의 거동을 관찰하는 실험을 수행하였

다. 수중폭발 현상을 실험하고 거동을 관찰 할 수 있

는 수조를 제작하였다. 물을 채운 수조에 소량의 펜톨

라이트를 폭발시켰다. 수중폭발 압력센서를 이용하여 

충격파를 계측하였고, 수조의 관측창에 초고속 카메

라를 설치하여 수중폭발 현상을 촬영하였다. 기존 연

구에서 제안된 실험식을 이용하여 추정했던 가스버블

의 지름은 대략 70cm였고, 본 실험에서는 대략 77cm

정도의 지름이 관측되었다. 실험에서 계측된 충격압

력 역시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값과 비슷하게 측정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본 연구에서 고안된 실험

방법과 전체적인 실험 셋팅은 목적에 부합하게 잘 설

계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설

계를 통해 수면 근처에서 발생하는 수중폭발이나 수

중의 구조물 근처에서 폭발이 발생하였을 때와 같이 

보다 더 복잡한 현상을 실험을 통해 관찰할 것이며, 

다양한 경우의 수중 폭발에 대한 분석이 가능할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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