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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framework of weapon effects calculator for hardened targets is presented. Fast running time, validation and easy 

expandibility are required for weaponeering tools, and these requirements were met by using of physics-based fast-running models 

or semi-empirical equations for damage prediction and penetrations, and modular architecture. Key concepts and outputs, required 

functions and corresponding use cases were pres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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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주된 구조 구성품이 강화 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는 지상  

지하 구조물의 경우 요한 인 라 표   하나로, 일반 인 

탄으로는 괴하기 어려워 견고표 (Joint Chiefs of Staff, 

2006)으로 정의된다. 견고표 에 한 무기효과도를 추정하

기 하여 WEAS(Weapon Effectiveness for Above and 

underground Structures)가 개발되었으며, 본 논문에서는 

WEAS의 framework에 해 기술한다. 

2. WEAS Framework

2.1 기본 개념

WEAS는 다음의 3가지 기본 개념에 이 맞춰져 개발

되었다.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유 인터페이스(UI) :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의 사용자는 무기체계 개발자와 무기체계 

운용자로 구분될 수 있으며, 무기체계 개발자의 경우 다

양한 변수를 입력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자유도가 높은 

복잡한 UI가 합하나, 무기체계 운 자(군)의 경우 직

이며 단순한 UI가 활용성이 높다. 하지만 견고표

의 경우 입력되어야 하는 표 의 특성 항목이 매우 많음

으로 군 사용자를 한 표  템 릿을 제공함으로서 자

유도와 단순성을 동시에 확보한다. 

⦁빠른 속도로 검증된 결과를 산출 : 표 이 식별되고 그

에 한 공역방법 결정은 가용한 무기체계  최 의 무

기체계를 선택하고, 선택된 무기체계의 조 , 신  설

정, 사용 발수, 경로 설정 등의 운용방법을 결정하는 것

으로 이루어진다. 이 때 이러한 변수들은 최 의 무기효

과를 가지는 것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이를 해서는 다

양한 조건을 고려한 다수의 무기효과 계산이 이루어져야 

한다. 한 무기체계 고유의 불확실성(신뢰도, 정 도 

 정확도 등)으로 인해 운용기법이 결정되어 있다하더

라도 다수의 무기효과 계산이 필요하다. 이러한 과정은 

효과기반 무기체계 설계 단계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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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무기효과 산출 로그램의 실제 용을 해

서는 빠른 속도의 계산 능력이 필수 이며, 이를 해 

SDOF, 탄성 구조해석, Semi-empirical 통  기폭 

이론을 용한다.

⦁기능 별 모듈화된 코딩 : 기본 인 기반기술들(구성품 

취약성, 폭압 측, 침투 측, 표  모델링 등)은 향후 

기술의 발 , 새로운 표  특성의 식별, 신개념 무기체

계 개발 등에 따라 손쉽게 수정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모듈화된 로그램 작성으로 해결될 수 있다. 견고표

의 무기효과 결과를 실제 실험과 비교하여 검증하기 

해서는 변수들의 불확실성에 의해 다수의 실험이 요구되

며, 이는 실 이지 못하다. 따라서 사용된 기술에 

한 검증이 독립 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각 모듈 

별 결과의 검증으로 해결될 수 있다. 

2.2 로그램 결과물 

WEAS는 아래와 같은 결과물을 도출한다. 

⦁살상확률 : 무기체계 운용법이 결정된 후 살상확률을 계

산할 경우, 운반 정 도  정확도와 조 을 이용하여 

다수의 표  조우 치를 확률변수로 생성하여, 조우 

치에 따른 살상확률을 계산하여, 이를 평균한 값을 최종 

살상확률로 도출한다. 

⦁요구되는 살상확률이 주어질 경우 최 의 조 과 사용 

발수 : 조  결정을 해서는, 조 들을 설정하고 

각 조  별로 살상확률을 구하고, 이 때 가장 높은 살

상확률을 가지는 조 을 선택한다(조 이 변경될 시 

운반 정확도  정 도가 바 는 경우도 고려). 

2.3 해석 방법론

2.3.1 기폭 치 측

기폭 치 추정을 해서 흙 는 콘크리트 표 에 한 침

투 이력이 요구된다. 침투 해석을 해서 Modified Petry 

(Kennedy, 1976), BRL(Kennedy, 1976; Gwaltney, 

1968; Adeli et al., 1985.), ACE(Kennedy, 1976; 

Chelapati, et al., 1972.), Modified NDRC(NDRC, 

1946; Kennedy, 1966; Li, et al., 2006), Young's 

(Young, 1997)을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 으며, 입력으로 흙

의 경우 Static Soil Constant, 흙의 도, dynamic soil 

constant, 흙의 두께 , 충돌속도, 탄두단면 , 충돌각, 탄두총

무게 이며,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압축강도, 콘크리트 두

께, 충돌속도, 탄두 직경, 탄두 단면 , 충돌각, 탄두 총 무게, 

탄두형상계수가 사용되었다. 

2.3.2 폭압 측

TNT 기폭에 의해 발생하는 최  과압(peak overpre-

ssure)과 충격량(impulse)은 Kingery 식을 사용하 다. 최

 과압 는 압력은 기폭 치  표 면과 압력충격  각도

에 향을 받는다. 기폭 치는 지표면 기폭(surface burst)

와 공  기폭(air burst)로 구분되며, 이에 따라 경험식 내

에 사용되는 상수 값이 달라진다. 각도에 따른 압력은 입사

압력(incident pressure or side-on pressure)과 반사압

력(reflected pressure)을 구하고, 이 두 값과 각도를 이용

하여 계산한다. 탄의 외피에 의한 폭압 갑소 향을 고려하기 

한 등가화약량을 해서는 Modified Fano(Dunnett and 

Wharton, 2006)식을 용하 다. 

2.3.3 구조구성품 피해 측

폭압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슬래   벽, 기둥의 구조  

괴정도는 Pressure-Impulse Diagram을 사용하여 산출

하 다. Breach도 독립 으로 고려되었다.

Fig. 1 Pressure-Impulse diagram

2.4 SW 개발 사항

Table 1은 WEAS 기본 개념을 충족시키기 해 요구된 

기능요구사항이다. 

Table 2는 유스 이스와 이와 련된 기능 요구사항을 

나타난다. 

U-WEAS-001 표  정보 리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

항이 수행된다(Fig. 2, 3 참조).

⦁재료 정보 리 UI를 시 한다.

⦁변경된 재료 정보를 장, 반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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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quirement ID Function

R-WEAS-001 Material property management 

R-WEAS-002 Structural component's property management 

R-WEAS-003 Structure information management 

R-WEAS-004 Component management 

R-WEAS-005 Attack scenario management 

R-WEAS-006 Project management 

R-WEAS-007 3D structure drawing

R-WEAS-008 3D component drawing 

R-WEAS-009 3D point of view change

R-WEAS-010 Structure floor plan 

R-WEAS-011 Component location in floor plan

R-WEAS-012 Structural component selection

R-WEAS-013 Structure information box

R-WEAS-014 Structural component information box

R-WEAS-015 Scenario information box

R-WEAS-016 Slab editing

R-WEAS-017 Column editing

R-WEAS-018 Beam editing

R-WEAS-019 Wall editing

R-WEAS-020 Structural stability analysis

R-WEAS-021 Damage analysis

R-WEAS-022 structural capacity checking

R-WEAS-023 Aiming point recommendation

R-WEAS-024 Calculation

Table 1 Function requirement

Use Case ID Use Case Name Related Requirement ID

U-WEAS-001
Target information 

management 

R-WEAS-001

R-WEAS-002

R-WEAS-003

R-WEAS-004

U-WEAS-002
Attack information 

management
R-WEAS-005

U-WEAS-003 Project management R-WEAS-006

U-WEAS-004 3D visualization

R-WEAS-007

R-WEAS-008

R-WEAS-009

U-WEAS-005 Floor plan

R-WEAS-010

R-WEAS-011

R-WEAS-012

U-WEAS-006 Property box

R-WEAS-013

R-WEAS-014

R-WEAS-015

U-WEAS-007 Editing

R-WEAS-016

R-WEAS-017

R-WEAS-018

R-WEAS-019

U-WEAS-008 Assessment

R-WEAS-020

R-WEAS-021

R-WEAS-022

R-WEAS-023

R-WEAS-024

Table 2 Use case

⦁구조 부재 정보 리 UI를 시 한다.

⦁변경된 구조 부재 정보를 장, 반 한다.

⦁구조물 정보 리 UI를 시 한다.

⦁변경된 구조물 정보를 장, 반 한다.

⦁컴포 트 정보 리 UI를 시 한다.

⦁변경된 컴포 트 정보를 장, 반 한다.

U-WEAS-002 공격 정보 리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이 수행된다. 

⦁공격 시나리오 정보 리 UI를 시 한다.

⦁변경된 공격 시나리오 정보를 장, 반 한다.

Fig. 2 Property management for slab, beam and column

Fig. 3 Property management for materials

U-WEAS-003 로젝트 리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

항이 수행된다. 

⦁ 재 진행 인 로젝트를 기화한다.

⦁ 일 열기창이 시 한다.

⦁선택된 로젝트를 읽어서 용 도시한다.

⦁ 일 장창이 시 한다.

⦁입력된 로젝트 명으로 로젝트를 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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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WEAS-004 3차원 시각화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

항이 수행된다(Fig. 4 참조).

⦁표 정보를 3차원으로 도시한다.

⦁컴포 트 정보를 3차원으로 도시한다.

⦁입력된 마우스의 정보로 표  구조물의 인/ 아웃, 회

, 이동을 도시한다.

U-WEAS-005 평면도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이 수

행된다. 

⦁표 정보를 평면도로 도시한다.

⦁컴포 트 정보를 평면도에 도시한다.

⦁선택된 구조부재를 표시하고, 속성창에 정보를 시 한다.

U-WEAS-006 속성창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이 수

행된다. 

⦁속성창에 구조물 정보를 시 한다.

⦁속성창에 구조부재 정보를 시 한다.

⦁속성창에 재 선택된 시나리오 정보를 시 한다.

U-WEAS-007 표  구조물 편집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이 수행된다. 

⦁속성창에 선택된 슬래  정보를 시 한다.

⦁편집된 정보를 장 반 한다.

⦁속성창에 선택된 기둥 정보를 시 한다.

⦁편집된 정보를 장 반 한다.

⦁속성창에 선택된 보 정보를 시 한다.

⦁편집된 정보를 장 반 한다.

⦁속성창에 선택된 벽 정보를 시 한다.

⦁편집된 정보를 장 반 한다.

Fig. 4 3D Visualization

U-WEAS-008 평가의 경우 시스템에서 아래 사항이 수행

된다(Fig. 5,6,7 참조).

⦁표  구조물에 해 부재 강도를 검토하고, 결과를 시

한다.

⦁공격 정보를 토 로 피해 평가를 수행하여 결과를 시

한다.

⦁계산을 수행하여 결과를 시 한다.

Fig. 5 3D Penetration Analysis

Fig. 6 Damage analysis for structural and 

non-structural components

Fig. 7 Damage probability for components

3. 결    론

무기의 목 은 표 을 효과 으로 무력화하는 것이며, 이

를 해서는 표 이 입는 피해를 정량 으로 측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국외 도입이 불가능함에도, 국내의 경우 여 히 

독립 으로 이에 한 분석 도구를 개발한 사례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견고표 을 상으로 하는 무기효과도 SW와 그 

framework을 개발함으로서 향후 국내 독자개발의 시 를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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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견고표  피해분석 무기효과 계산 SW의 Framework에 하여 기술하 다. 탄두의 침투이력, 기폭에 의해 

발생되는 폭압, 폭압에 의한 구조  비구조 구성품 괴가 이론식  경험식을 통해 계산되었다. 한 사용자의 편의를 

해 손쉬운 UI가 설계되었으며, 각 해석 단계는 모듈화되어 향후 개선  보완이 용이하게 하 다.

핵심용어 : 무기효과, 구조물, 폭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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