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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후화된 산업용 철 구조물에 대한 해체 수

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공사 기간의 단축 및 경제성

을 고려하여 폭약을 이용한 철 구조물 발파해체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태풍이나 지진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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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비정상 하중에 의하여 국부 손상된 철재 구조물의 

경우 추가적인 붕괴 위험이 있어 전체 구조물에 대한 

해체가 이루어지는 사례가 있다(Baciu and Lupoae, 

2012). 2017년에 국외의 경우 Arch Bridge 발파해체 

사례(Baofu Duan 외, 2017)가 있으며, 국내의 경우 

필리핀에서 국내기업에 의해서 수행된 Sabang River 

Bridge 발파해체는 국부 손상된 철 구조물에 대한 대

표적인 발파해체사례로 기록되어 있다(석철기 외, 

2018). 당시에 시판되는 성형폭약이 부재하여 직접 제

작한 장약 용기에 에멀젼 계열 폭약을 충진하여 철골 

트러스 교량의 해체에 사용하였다. Molinari(2002)는 

Abstract As the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the rapid increase in industrial structures are aging, the demand 
for removing steel structures is increasing, and research on improving the penetration performance of the lin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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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경제성장과 함께 급증한 산업구조물이 노후화됨에 따라 철 구조물 해체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선형 성

형폭약의 관통 성능개선에 관한 연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자체 제작한 성형폭약 장약 용기 내 사

용하는 폭약의 종류와 기폭방식이 강재 절단 성능에 미치는 영향과 근접한 성형폭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수치

해석적인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치해석에는 폭발에 의한 재료의 대변형 해석이 가능한 ANSYS사 LS-DYNA를 사

용하였으며 기체, 액체, 고체의 유동해석에 특화된 ALE(Arbitrary-Lagrange-Eulerian) 모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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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폭약의 제트형성, 제트균열, 관통을 유한요소 시

뮬레이션을 통해 수행된 바가 있다. Kato 외(2007)는 

선형 성형폭약(Linear Shaped Charge)을 이용한 강재

절단에 있어서 강재의 재료 특성, 폭약의 종류, 라이

너 재료 및 물성, 이격거리는 강재절단성능과 밀접한 

관계를 실험적으로 밝혔으며, 특히 강재의 재료에 따

른 장약량 식을 제안한 바가 있다. Feng 외(2013)는 

관통 실험 방사선 사진과 시뮬레이션을 통해 성형폭

약의 제트 형성과 관통 효과를 비교한 바 있다. 선행

연구(박훈 외, 2018; 박훈 외, 2020)로 선형 성형장약

용기 개발 및 절단성능 평가를 수행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성형장약용기 내 충진하는 폭약의 

종류에 따른 철재 강판의 관통성능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하기 위하여 ALE(Arbitrary-Lagrangian-Eulerian) 

해석기법이 적용되었으며, 폭약의 폭발반응 특성

을 고려하기 위하여 폭약의 경험적인 방정식인 

JWL(Jones-Wilkins-Lee) 상태방정식이 도입되었다. 해

석 결과를 분석하여 폭약의 종류에 따른 금속제트 전

파거리와 시간 곡선을 획득하고, 도폭선 및 전자뇌관

의 기폭초시오차에 의하여 근접한 장약 용기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범위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강재절단 성형폭약의 금속제트 시뮬레이션

2.1 해석 모델

민경조 외(2018)는 에멀젼 폭약을 이용한 성형장약

용기의 철판 관통을 수치해석적으로 모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성능 폭약과 다른 기폭방식을 적용한 

경우를 가정하여 선형 성형장약의 철판 관통성능을 

해석하였다. 먼저, 고성능 폭약은 RDX와 HMX 폭약

이 적용되었으며 기폭방식으로는 도폭선과 전자뇌관

을 고려하였다. 관통해석은 폭발과 같은 빠른 거동의 

대변형 및 유체와 고체 연성 등 해석이 가능한 

ANSYS사 LS-DYNA를 사용하였으며 기체, 액체, 고

체의 유동해석에 특화된 ALE(Arbitrary-Lagrange- 

Eulerian) 모델이 적용된다.

그림 1은 선형 장약 용기와 철재 판재의 3차원 모

델을 보여주고 있다. 장약 용기는 구리재료이며 두께

는 3mm, 철재 판재의 두께는 35mm이다. 사용된 폭

약은 Emulsion, RDX, HMX 3종으로 하였다.

2.2 재료 구성모델

재료 구성모델은 외부에서 작용하는 조건에 대하

여 재료의 고유한 특성을 역학적으로 표현한 구성방

정식이며, 이러한 구성방정식은 물체 거동 유형에 따

라 다양하게 존재하지만 공통적으로 상태변수와 이 

그림 1. 선형 성형장약용기 및 철재 판재 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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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수로 계산되는 거동 값과의 관계를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절단 성형폭약의 기폭에 의한 구리라

이너의 동적 거동과 탄소성 해석을 위하여, 대표적인 

Johnson-Cook (JC) 재료 모델을 적용하였다. JC 구성 

방정식은 다음 식 (1) 과 같다.

  






 (1)

여기서,  








식 (1) 에서 A, B, C, m, n은 재료의 고유한 상수

이며, 는 유효소성변형률을 나타낸다. 변형률 속도 

비 



로 는 기준 변형률 속도, 는 유효 변

형률 속도를 의미하며, 는 1로 간주한다. 는 재

료의 현재온도, 
와 

는 실험 온도와 재료의 

녹는 온도를 의미한다. 식 (1)의 

항은 유효

소성변형률에 대한 경화 효과를 나타내며, 

  

항과 
항은 동적 경화 계수로 유효 변형률 

속도에 대한 경화 효과와 열적연화현상을 나타낸다. 

본 수치 모사 수행에서는 열적연화현상을 무시하였고, 

유효소성변형률에 대한 경화 효과와 유효 변형률 속

도에 대한 경화 효과는 고려하였다. 시뮬레이션 수행 

시 적용한 재료 모델의 물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2.3 상태방정식

폭약의 폭굉반응에 의한 압력, 부피 변화를 나타내

기 위하여 가장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Jones-Wilkins_ 

Lee (JWL)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였다(Lee 외, 1968).
















 (2)

여기서,   

식 (2) 에서 A, B, R1, R2, 는 재료 상수를 나타

내며, 는 초기 단위 부피당 내부에너지,  및 는 

폭약의 밀도와 폭약의 초기 밀도를 의미한다. 표 2는 

그림 1의 해석모델에 적용된 폭약별 JWL 재료 상수

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상수는 각 폭약에 대한 폭

굉실험을 통하여 경험적으로 결정된다(Sanchidroam 

외, 2015; Hinrichsen 외, 2014; Grant 외, 2014).

3. 강재절단 성형폭약의 금속제트 시뮬레이션 

결과

그림 2는 성형장약용기와 철재 강판의 이격거리는 

73mm이며, 성형장약용기 내 Emulsion 폭약을 충진한 

성형장약용기에 한쪽 끝단을 기폭점을 두고 해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기폭 후 40 us 시점에 폭약의 

폭굉반응면은 폭약의 중간지점에 도달하고 있으며 폭

굉파에 의한 장약용기의 변형과 금속제트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다. 기폭 후 70 us 이후에 금속제트가 

철재 강재 판에 도달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폭약의 길

이 방향으로 금속제트가 강재 판을 관통하면서 절단

하는 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Material
Density

(kg/m3)

Young’s 

modulus

(GPa)

Poisson’s ratio
A

(MPa)

B

(MPa)
C n m

Steel 7890 207 0.29 175 380 0.06 0.32 0.55

Copper 8960 115 0.33 92 292 0.02 0.31 1.09

표 1. 강재와 장약용기 라이너의 JC 재료 구성모델 물성 (Johnson과 Cook, 1985)

Material
Detonation velocity

(m/s)

Density

(kg/m3)

C-J pressure

(GPa)

E0

(GPa)

A

(GPa)

B

(GPa)
R1 R2 

Emulsion 5573 1451 8.401 3.268 385.8 5.04 5.48 1.17 0.25

RDX 8280 1656 29.99 8.894 611.3 10.65 4.4 1.2 0.32

HMX 9110 1891 42 10.50 778.9 7.010 4.2 1 0.3

표 2. 해석모델의 폭약 종류별 JWL 재료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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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부터 그림 5는 각 Emulsion, RDX, HMX 

폭약의 기폭으로 발생한 금속제트의 형상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화살표 모양의 금속제트 형성시간을 보면 

각각 40 us, 30 us, 20 us으로 폭굉속도가 빠를수록 

금속제트가 먼저 완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금속제

트가 강재 판에 도달 시각을 살펴보면 70 us, 50 us, 

40 us로 전파에 속도에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은 폭약 종류별 금속제트 선단의 이동 거리

와 속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으로 금속제트가 

10mm 지점에서 이동속도는 각각 1,303m/s, 1,998m/s, 

2,344m/s, 60mm 지점에서 이동속도는 각각 1,799m/s, 

3,314m/s, 2,368m/s로 Emulsion의 경우 약 500m/s, 

RDX는 약 1,300m/s, HMX는 약 1,350m/s 증가하여 

강재 판에 도달 직전 이동속도는 각각 1,828m/s, 

3,372m/s, 3,724m/s까지 이르렀으며, 그 이후 강재를 

관통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음을 볼 수 있

다. 강재를 관통한 이후 제트는 각각 약 250m/s, 

550m/s, 600m/s로 비산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속제트가 강재를 관통한 시각은 각각 Emulsion의 

경우 200 us, RDX는 110 us, HMX는 100 us에서 완

전히 관통되는 것으로 보이고 있다. 해석 결과에서 

보여주는 금속제트의 최고속도는 통상적으로 알려진 

노이만 효과에 의한 제트의 속도에 미치지 않는 수준

으로, 이것은 stand-off가 짧고 두꺼운 금속 재질 라이

닝을 사용한 결과로 사료된다.

(a) 0us (b) 40us

(c) 70us (d) 120us

(e) 160us (f) 200us

그림 2. Emulsion 폭약 적용 시 장약용기 및 강재의 변형거동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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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us (b) 20us (c) 30us

(d) 40us (e) 50us (f) 60us

(g) 70us

      그림 3. 시간 경과에 대한 Emulsion 폭약 금속 제트 거동

(a) 10us (b) 20us (c) 30us

(d) 40us (e) 50us

      그림 4. 시간 경과에 대한 RDX 폭약 금속 제트 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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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강재절단 성형폭약의 금속제트 시뮬레이션 

고찰

그림 7은 성형장약용기를 이용한 H-beam 절단시험 

공시체로서 바깥쪽 면에 부착된 제 1 성형폭약의 금

속제트 전파방향 선상에 안쪽 면에 제 2 성형폭약이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박훈 외, 2020). 그림 

내 시험공시체와 같은 상태에서 성형폭약의 기폭에 

도폭선과 전자뇌관이 적용되었다는 것을 가정하고, 

폭약별 금속제트의 발생은 그림 6을 적용하여 선행하

여 발생한 금속제트가 다른 장약용기에 도달하여 발

파실패를 야기할 수 있는 조건을 검토하였다. 그림 8

은 폭약별 금속제트의 이동 거리-시간 주시곡선을 나

타내고 있으며, 도폭선과 전자뇌관의 기폭초시오차를 

점선으로 각각 표시하였다. 여기서 적용된 도폭선과 

전자뇌관의 기폭초시오차는 각각 100 us, 120 us를 가

정하였다(조상호 외, 2009; 조상호 외, 2011). 그림 7

의 제 1 성형폭약과 제 2 성형폭약과의 이격거리는 

162mm이므로, 그림 8 내에 162mm 지점을 표기하면 

폭약별 Emulsion은 약 350 us, RDX는 약 175 us, 

HMX는 약 160 us 시각에 제 1 성형폭약의 금속제트

가 제 2 성형폭약에 도달하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다

(a) 10us (b) 20us

(c) 30us (d) 40us

그림 5. 시간 경과에 대한 HMX 폭약 금속 제트 거동

(a) 금속제트 선단 이동위치-시간 곡선 (b) 금속제트 속도-시간변화 곡선

그림 6. 폭약 종류별 금속제트 관통과 속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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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말하면, 제 2 성형폭약은 접근하는 금속제트의 영

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Emulsion을 사용하는 경우

는 약 350 us, RDX는 약 175 us, HMX는 약 160 us 

이내 기폭이 시작되어 금속제트가 전파되어야 한다. 

전자뇌관과 도폭선을 사용하는 경우 기폭초시오차가 

충분히 작아 금속제트의 간섭을 받지 않는 한편 수ms 

이상의 지발뇌관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성형폭약 상호 

간에 금속 제트의 간섭이 발생하여 발파실패로 이어

질 수 있다. 본 고찰에서 사용된 그림 8과 같은 금속

제트 이동변위-주시곡선은 성형장약을 이용한 강재절

단 발파해체의 안전설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그림 7. 성형장약용기를 이용한 H-beam 절단시험

그림 8. 금속제트의 근접 성형폭약에 도달시간과 기폭방식별 기폭초시오차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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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성형장약용기 내 충진하는 폭약의 

종류에 따른 철재 강판의 관통성능을 LS-DYNA 소프

트웨어를 사용하여 ALE(Arbitrary-Lagrange-Eulerian) 

해석 기법을 적용하였으며, 폭약의 폭발반응특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폭약의 경험적인 방정식인 JWL 

(Jones-Wilkins-Lee) 상태방정식을 적용하였다.

강재절단 성형폭약 금속제트 시뮬레이션을 통한 

Emulsion의 경우 기폭 후 40us 시점에 폭약의 폭굉반

응면은 폭약의 중간지점에 도달하였으며 70 us 이후 

금속제트가 철재 강재 판에 도달하였으며 순차적으로 

폭약의 길이방향으로 금속제트가 강재 판을 관통하면

서 절단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Emulsion, RDX, 

HMX의 화살표 모양 금속제트 형성시각은 각각 40 

us, 30 us, 20 us로 확인하였으며, 금속제트가 강재 판

에 도달시각을 살펴보면 70us, 50us, 40us로 확인하였

다. 금속제트가 10mm 지점에서 이동속도는 각각 

1,303m/s, 1,998m/s, 2,344m/s, 60mm 지점에서 이동속

도는 각각 1,799m/s, 3,314m/s, 2,368m/s로 Emulsion의 

경우 약 500m/s, RDX는 약 1,300m/s, HMX는 약 

1,350m/s 증가하여 강재 판에 도달 직전 이동속도는 

1,828m/s, 3,372m/s, 3,724m/s까지 이르렀으며, 그 이후 

강재를 관통하면서 속도가 급격하게 감소하였고, 강

재를 관통한 이후 금속제트는 약 250m/s, 550m/s, 

600m/s로 비산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금속제트가 

강재를 완전히 관통한 시각은 Emulsion의 경우 200 

us, RDX는 110 us, HMX는 100 us에서 관통되는 것

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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