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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wo-step simulations to calculate the influence of blast-induced pressures on

explosion-protection valves installed at the boundary between a protection facility and a tunnel entering

the facility. The first step is to calculate the respective overpressure on the entrance and exit of the

tunnel when an explosion occurs near the tunnel entrance and exit to approach the protection facility.

Secondly, the blast pressures on the explosion-protection valves mounted to walls located near the tunnel

inside approaching the protection facility are analyzed with a 0.1 ms time variation using the results

obtained from the first-step calculations. The following conclusions could be derived as a results:

(1) The analysis of the entrance tunnel scenario, P1, leads to the maximum overpressure of 47 kPa,

approximately a half of the ambient pressure, at the inner entrance due to the effect of blast barrier.

For the scenario, P2, the case not blocked by the barrier, the maximum overpressure is 628 kPa, which

is relatively high, namely, 5.2 times the ambient pressure.

(2) It is observed that the pressure for the entrance tunnel is effectively mitigated because the initial

blast pressures are partially offset from each other according to the geometry of the entrance and a

portion of the pressures is discharged to the outside.

Key words: 방폭밸브(Explosion protection valves), 방호시설(Protection facility), 폭압(Blast Pressure),

폭풍함정(Fragment pocket)

1. 서 론

지금까지의 방호시설은 군사용 시설을 주된 대상

으로 하였으나 최근에는 정부 및 민간의 각종 데이

터 저장을 위한 데이터 센터, 전산 백업센터 등도 방

호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방호시설은 지하에 위치

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Fig. 1과 같이 내부 대상시설

과 대상시설 접근을 위한 터널 및 터널 출입구로 구

성되며, 외국의 경우 Fig. 2와 같이 지하 방호시설을

규모에 따라 대, 중, 소로 구분하여, 기본 형태를

Fig. 2와 같이 정의[1]하고 있다.

외부의 폭발압력이 내부로 전파되면 보호시설의

출입구와 터널의 경계선에 설치한 방폭밸브에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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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폭압이 전달되게 된다. 일정 이상의 폭압이 전달

되면, 방폭밸브가 동작하여 시설 내부의 인원 및 장

비를 보호한다.

방호대상시설은 내부의 장비 및 인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물리적 방호, 화생방 방호 및 EMP 방호가

필요하다. 보호대상 시설의 용도에 따라 화생방 방

호와 EMP 방호의 우선순위가 결정되지만 물리적

방호는 다른 것에 비해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물리적 방호는 외부에서 발생한 폭발 압력에 대한

대책이며, 폭발 압력은 입구의 기울기, 형상, 및 폭

풍함정의 형태 등에 영향을 받는다. 터널 입구에 들

어온 폭압은 터널 내부에 설치하는 보호대상 시설

의 인원 및 장비를 위한 환기용 방폭밸브를 거쳐 시

설내부로 폭압이 들어가게 된다. 방폭밸브는 외부의

압력이 시설내부로 직접 전달되지 못하게 하는 것

으로 보호대상 시설의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본 논

문에서 대상으로 하는 전산센터의 경우 200~400개

정도가 설치된다. 방폭밸브의 내압에 따라 일반적으

로 11 bar 용과 40 bar용이 사용되며, 각각의 개당 설

치 단가의 차이가 매우 커서 외부 폭압에 대응하는

방폭밸브를 설치하는 소요비용의 차이가 크게 발생

하게 된다.

본 논문에서는 방호시설과 진입터널의 경계에 설

치하는 방폭밸브에 미치는 폭압을 정확하게 산정하

기 위해서 2가지 단계로 나누어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2. 시뮬레이션

2.1 입출구 시뮬레이션 조건

시뮬레이션 대상은 Fig. 3과 같이 입구, 출구가 분

리되어 있으며, 방폭밸브는 입구 측과 출구 측에 각

각 설치되어 있다. 시뮬레이션은 입구 측의 방폭밸

브가 설치된 벽면과 출구 측의 방폭 밸브 설치벽면

의 폭압을 비정상 상태(0.1 ms)로 계산하였다.

대상시설은 입구로부터 보호대상 시설의 끝부분

까지의 거리는 400m, 중간에 위치한 터널의 길이는

80m 정도의 규모이다.

폭압의 계산은 입구와 출구에서 각각 ANSYS

Autodyn[2]을 이용해서 계산하였으며, 계산조건은

지표면 폭발, 전체 포탄의 무게는 1,020 lb(462.7

kg), TNT 작약량은 300 kg 및 이격거리 10m로 하

였다.

입출구 측에서의 폭발은 Fig. 4와 같으며, 입구측

은 정면 입구로부터 10m 이격, 블라스트 배리어는

Fig. 1. Design example of protection facility.

Fig. 2. Typical underground facilities [1].

Fig. 3. Simulation targe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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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구로부터 6m 이격한 지점(P1)과 정면입구와 블라

스트 배리어 사이의 측면 개구부로부터 10m 이격한

지점(P2)로 하여 정면입구에서의 폭압을 산정하

였다.

출구측은 전면입구로부터 10m 이격한 지점(P3)

과 배리어 안쪽의 입구로부터 수직방향으로 10m 이

격한 지점(P4)을 대상으로 하였다.

2.2 방폭밸브 설치 벽면

Fig. 5는 입구측의 형상과 Autodyn을 이용하여 계

산한 입구에서의 폭발 압력을 이용하여 초기값을

사용한 해석 모델을 나타낸 것이다. 

3. 시뮬레이션 결과

3.1 입출구 폭압

Fig. 4와 Fig. 5에서 결정한 폭발위치에서 폭발이

발생할 때 각 입구에 미치는 폭압을 계산하기 위하

여 AUTODYN을 이용하여 폭압을 계산하였다. 폭

발 모델은 TNT를 사용하여 형상은 구형으로 가정

하였으며 3차원으로 모델링 하였다. TNT는 JWL 상

태방정식(EOS)[3]을 사용하여 모델링하고, 공기는

이상기체로 설정하고. JWL 상태방정식의 입력변수

들의 값은 LLNL Explosive Handbook[4]을 참조하

였다. 구조물 및 배리어는 Rigid로 모델링 하여 폭압

을 최대한 보수적으로 산정하였으며 Fluid-Structure

(Euler-Lagrange) Interaction을 통하여 폭발파의 반

사효과를 구현하였다. 이때 입사압 및 반사압의 효

과로 인한 최대 폭발압력 및 지속시간을 산정하였

으며, 지속시간은 폭압 관측지점에서 최대폭압으로

의 순간적인 증폭 시간부터 증폭된 폭압이 대기압

으로 감소할 때까지로 산정하였다.

Fig. 6은 폭발원점(P1~P4)에서 폭발 발생 시 시나

리오별 폭압 관측 지점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관

측지점은 터널의 입출구 상에서 폭발의 중심으로

부터 충격파로 인한 입사압력이 가장 크게 관측 될

가장 가까운 거리로 배치하였다. 해석모델에서 공기

메쉬의 크기는 전산유체동적(CFD) 해석의 복잡성,

구조물에 의한 반사효과 등을 고려하여 관측지점에

서 폭압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도록 정의하

였다. 

입구터널 P1의 6개의 관측지점에 대한 폭압 및 지

속시간 해석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배리어와 구조

물 사이의 개구부 관측지점인 게이지 1, 2, 3에서 최

대 압력은 241 kPa, 최대 overpressure는 140 kPa이

며 최대 지속시간은 10.7 ms이다. 또한 관측지점 4,

5, 6에서 최대 pressure는 148 kPa, 최대 overpressure

는 47 kPa이며 최대 지속시간은 14.9 ms로 나타났

다. Fig. 7은 이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게이지

1,2,3과 비교하여 게이지 4, 5, 6의 압력형태는 매우

불규칙적인데, 이는 구조물 및 지표면으로부터의 반

사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 효과는 폭압의

Fig. 4. Locations of explosion for the entrance and exit

of tunnel.

Fig. 5. Modeling for the tunnel entrance and exit and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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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시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판단

된다. 

입구터널에 가까운 P2지점에서 폭발이 발생한 경

우 6개 관측지점에 대한 폭압 및 지속시간 해석결과

를 Table 2와 Fig. 8에 나타내었다. 

배리어와 구조물 사이의 개구부 관측지점인 게이

지 1, 2, 3에서의 폭압은 최대 1,930 kPa, 최대 지속

Fig. 6. Monitoring locations of blast pressure for each

scenario.

Table 1. Numerical results for scenario P1

Gauge 

No.

Max. 

pressure
Max. overpressure Duration

kPa kPa bar ms

1 241 140 1.4 4.2

2 223 122 1.2 6.2

3 221 120 1.2 10.7

4 130 29 0.3 7.9

5 137 36 0.4 8.9

6 148 47 0.5 14.9

Fig. 7. Blast pressure histories calculated for scenario P1.

Table 2. Numerical results for scenario P2

Gauge 

No.

Max. 

pressure
Max. overpressure Duration

kPa kPa bar ms

1 1930 1829 18.1 7.7

2 1043 942 9.3 9.5

3 1070 969 9.6 8.5

4 594 493 4.9 7.2

5 604 503 5.0 8.8

6 628 527 5.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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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9.5 ms, 게이지 4, 5, 6에서의 폭압은 최대 628

kPa, 최대 지속시간 11 ms로 나타났다. 폭발원점 P1

지점의 해석결과와 마찬가지로 불규칙한 압력의 형

태가 발생한 것은 구조물로부터의 반사효과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폭압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배기터널 P3 지점이 폭발원점인 경우, 각 관측지

점에 대한 폭압 및 지속시간 해석결과는 Table 3과

Fig. 9와 같다. 관측지점인 게이지 1, 2, 3에서 최대

압력은 180 kPa, 최대 overpressure는 79 kPa이며 최

대 지속시간은 15 ms이다. 폭압이력 해석결과에서

구조물 및 지면의 반사효과로 인하여 압력형태는

다소 불규칙하게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일부 지

속시간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배기터널 P4 지점의 폭발에 따른 3개의 관측지점

에 대한 폭압 및 지속시간 해석결과를 Table 4와

Fig. 10에 나타내었다. 관측지점 1, 2, 3에서 최대 압

력은 1,182 kPa, 최대 overpressure는 1,081 kPa이며

최대 지속 시간은 13.7 ms로 나타났으며 Fig. 10도

다른 결과와 동일하게 주변 구조물 및 배리어의 반

사효과로 인하여 압력이력이 매우 불규칙적이며 지

속시간 또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2 방폭 밸브 설치 벽면의 폭압

입구 및 출구에서의 폭발 시나리오 P1~P4 해석

Fig. 8. Blast pressure histories calculated for scenario P2.

Table 3. Numerical results for scenario P3

Gauge 

No.

Max. 

pressure
Max. overpressure Duration

kPa kPa bar ms

1 148 47 0.5 7.7

2 162 61 0.6 9.0

3 180 79 0.8 15

Fig. 9. Blast pressure histories calculated for the scenario

P3.

Table 4. Numerical results for scenario P4

Gauge #

Max. 

pressure
Max. overpressure Duration

kPa kPa bar ms

1 966 865 8.6 11.0

2 1101 1000 9.9 13.7

3 1182 1081 10.7 9.2

Fig. 10. Blast pressure histories calculated for scenario P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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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입력조건으로 하여 Star-CCM + 11.02.009.을

이용하여 터널 내부와 터널과 보호시설의 경계에

설치된 방폭 밸브 설치벽면 2개소를 대상으로 압력

변동을 해석하였다.

해석은 0.1 ms 간격으로 비정상으로 해석하였으

며, 해석 중 일부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터널 내부 및 방폭밸브에 미치는 폭압의 해석은

입구 측에서 폭발하는 1개 case와 출구 측에서 폭발

하는 1개 case에 대하여 각각 해석 하였다.

Fig. 11과 Fig. 12는 입구 측에서 폭발이 전파되는

경우 방폭밸브 설치 벽면의 시간에 따른 최대 압력

의 해석 결과와 방폭밸브를 설치한 벽면의 평균 압

력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출입터널 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출입 터널 측에 설치되는 방

폭밸브에 미치는 압력은 최대 8.74 bar로 나타났으

며 이때 발생시각은 0.0807초이며 배기 터널 측에

설치되는 방폭밸브 설치벽면에는 이보다 낮은 7.0

bar 정도의 압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압력은 대기압을 제외한 압력값인 overpressure 값

을 사용하였다.

Table 5. Blast simulation results

0.086 sec

0.10 sec

0.158 sec

Fig. 11. Maximum pressure histories on the wall with

explosion protection valves; entrance tunnel.

Fig. 12. Average pressure histories on the wall with

explosion protection valves; entrance tunnel.

Fig. 13. Maximum pressure histories on the wall with

explosion protection valves; exit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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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과 Fig. 14는 배기터널의 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출입터널과 배기터널의 방폭밸브 설

치벽면의 시간에 따른 압력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실선은 출입 터널측에 위치한 방폭밸브

설치벽면의 압력값을 나타낸 것이며, 점선은 배기터

널에 위치한 방폭밸브 설치벽면의 압력 변동값을

나타낸 것이다. 

Fig. 13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배기터널의 방

폭밸브에 미치는 압력은 최대 12.54 bar이며 발생시

각은 0.0459초 이며 출입터널에 설치되는 방폭밸브

에는 최대 7 bar 정도의 압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배기터널의 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가 출

입터널의 입구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보다 방폭

밸브 설치벽면의 최대압력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출입터널의 입구부터 방폭밸브 설치벽면까지의 경

로길이에 비해 배기터널의 방폭밸브 설치 벽면까지

의 경로 길이가 짧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출입터널의 경우 입구의 형태적 특성으로 인

해 폭압이 일부분 상쇄되고, 외부로 비교적 빨리 배

출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호시설과 진입터널의 경계에 설

치하는 방폭밸브에 외부의 폭발에 의한 폭압이 미

치는 영향을 계산하기 위해서 2 단계로 나누어 시뮬

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첫 번째 단계는 방호시설 진입을 위한 터널 입구

와 출구에 인접한 곳에서 폭발이 발생할 때, 터널 입

구와 출구에 미치는 폭압을 계산하였다. 두 번째는

첫 번째 단계에서 계산한 폭압과 지속시간을 이용

하여 터널 내부와 보호시설의 경계에 설치하는 방

폭밸브 설치벽면의 0.1 ms 시간변동에 따른 폭압을

해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입구터널 시나리오 P1의 해석 결과 안쪽입구

에서의 최대 overpressure는 블라스트 배리어 효과

로 인하여 상당히 감소된 압력인 47 kPa로 대기압

의 절반가량 수준으로 나타났다. 배리어에 의해 막

혀있지 않은 시나리오 P2의 경우 안쪽 입구에서 최

대 overpressure는 상대적으로 높은 압력인 628 kPa

로 대기압의 5.2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2) 입구터널 및 배기터널 총 4개의 시나리오에 대

하여 폭압의 지속시간은 4~15 ms이며, 폭발 충격파

의 주변 구조물 및 지표면 반사효과로 인하여 매우

불규칙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출입터널 입구 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

우 출입터널 측에 설치되는 방폭밸브에 미치는 압

력은 최대 8.74 bar로 나타났으며 이때 발생시각은

0.0807초이며 배기터널측에 설치되는 방폭밸브 설

치벽면에는 이보다 낮은 7.0 bar 정도의 압력이 발

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압력은 대기압을 제

외한 압력값인 overpressure 값을 사용하였다.

(4) 배기터널의 입구부근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경

우에는 배기터널의 방폭밸브에 미치는 압력은 최대

12.54 bar이며 발생시각은 0.0459초 이며 출입터널

측에 설치되는 방폭밸브에는 최대 7 bar 정도의 압

력이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출입터널인근의 폭발압력 변동 분석결과 출입

터널은 초기 폭압이 서로 일부분 상쇄되고, 외부로

일부분이 배출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출입 터널측에

설치하는 방폭밸브 설치벽면의 압력이 효과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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