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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내부에 다수의 소형 폭탄을 갖는 위협체가 개발

되면서 위협체-대응체간의 충돌을 기반으로 하는 

Key Words: Dispersion pattern(분산 패턴), Tungsten(텅스텐), Fire Net(화망), Neutralizer(대응체) 

초록: Near miss 방식 대응체의 충격자 분산 패턴은 위협체의 무력화에 큰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

는 near miss방식 대응체의 원통형 텅스텐 충격자가 폭발에 의하여 분산될 경우 그 패턴을 수치해석적으

로 분석하였다. 폭약의 질량과 형상을 충격자의 분산 패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고려하였으며 두 가

지 형상 모델 즉, 상부와 하부가 동일한 두께를 갖는 평행 형상과 상부 및 하부 두께가 각기 다른 테이

퍼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해석 결과, 분산된 충격자는 임의 공간의 2 차원 평면상에서 고리 모양을 형

성하였으며 폭약 형태가 동일한 경우 폭약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망 면적은 증가하고, 아울러 테이퍼 

형상 폭약의 경우, 평행 형상의 폭약에 비해 큰 화망 면적이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화망 면적과 충격자 

분산 밀도 평가를 바탕으로 near miss방식 대응체의 충격자 분산 패턴 제어를 위해서는 물리적 특성, 즉 

폭약의 질량뿐 만 아니라 형상 또한 주요 설계 요소가 됨을 알 수 있었다.  

Abstract The dispersion pattern of a near miss neutralizer has a great effect on the disablement of a threatening 

projectile. This study numerically investigated the dispersion pattern of cylindrical tungsten impactors by an explosion 

in the near miss neutralizer. The mass and shape of the explosive were considered as influencing factors on the 

dispersion pattern. The explosives were set using two shape models: a parallel shape with the same upper and lower 

thicknesses and a tapered shape with different upper and lower thicknesses. In the simulation results, the dispersed 

impactors formed a ring-shaped pattern on a two-dimensional plane in an arbitrary space. In addition, the fire net area 

increased with the explosive mass when the explosive shapes were identical. In particular, the tapered shape explosive 

formed a larger fire net area than the parallel shape explosive.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fire net area along with the 

dispersion density, both the explosive mass and shape representing the physical characteristics should be considered for 

controlling the dispersion pattern of impactors in a near miss neutraliz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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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직격파괴(hit-to-kill) 방식의 대응체로는 완

전한 대응이 어려운 상황이다. 직격파괴 방식의 

경우, 대응체와 위협체간의 정확한 충돌에 실패하

게 되면 위협체에 적절한 피해를 줄 수 없으며 또

한 정확한 충돌이 이루어진다고 해도 대응체 내부

의 소형 폭탄이 완전 파괴되지 않는 등의 한계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위협

체를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기 위한 near miss 방

식(1)의 대응체가 개발되었다. Near miss 방식의 대

응체는 내부에 다수의 소형 충격자를 포함하며, 

이 충격자들은 위협체 근방에서 폭발에 의해 비산

되어 화망(fire net)을 형성한다. 이로 인해 대응체

가 위협체를 명중시키지 못해도 충격자로 인하여 

형성된 화망을 통하여 보다 효과적으로 위협체를 

무력화시킬 수 있게 된다.
(2,3)

 

Near miss 방식의 경우 폭발에 의해 분산된 충격

자는 특정 패턴을 형성하며 임의의 공간에 분산되

어 화망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 때 화망의 면적이 

넓을수록 위협체와 충격자의 충돌 확률이 높아지

며, 또한 분산된 충격자의 밀도가 높을수록 위협

체에 치명적인 파괴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near miss 방식 대응체의 위력을 효과적으로 예측

하기 위해서는 충격자가 형성하는 화망 면적과 화

망 내의 충격자 분산 밀도에 대한 분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까지 near miss 방식 대응체에 관한 연구가 

일부 수행되었으며 Lloyd 등은 최적의 충격자 형

상 도출을 위한 실험을 수행하여 기존의 원형보다 

효율이 좋은 십자형의 충격자를 설계하였다.
(4,5)

 Jo 

등은 충격자의 관통 특성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충격자의 길이 대 직경비(L/D 비)에 따라 관통 후 

충격자의 잔류 질량, 잔류 속도 및 잔류 운동에너

지가 크게 변함을 확인하였다.
(6)
 그러나 충격자 분

산 패턴에 대한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 연구는 

현재까지 전무한 실정이다. 

Near miss 방식 대응체에 관련된 시험은 폭약을 

사용해야 하는 위험성과 넓은 범위에 걸쳐 분산되

는 충격자 분산 패턴에 대한 측정 난해성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시험기반 연구가 매우 어려운 상황

이다. 따라서 수치해석 기반 시뮬레이션 연구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near miss 방식 대응체 설계시 고려될 수 있는 변

수 중 특히 충격자 분산 패턴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폭약의 질량 및 형상을 주요 인자로 설정하여 

이에 따른 수치해석적 분석, 평가를 수행하였다. 

임의 공간에 비산하는 충격자의 분포 특성 고찰을 

위해 고체-유체 연성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다양한 

조건 하에서 폭약 질량 및 형상과 같은 영향 인자

가 충격자의 화망 면적과 분산패턴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였다. 

2. 이론적 접근 

2.1 폭압 이론 

Swisdak
(7)과 Cole

(8)은 폭발물의 주요 특징들을 

모사하는 이론식을 제안하였으며, 관련실험을 통

해 이론식에 필요한 상수들을 결정하였다. 한편 

이러한 이론식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가정을 기반

으로 한다. 즉 폭발은 무한한 대기 중에서 발생하

는 것으로 가정하여 경계면에 의한 반사를 고려하

지 않으며, 화구(fire ball)의 형상은 구형으로 퍼져

나가는 것으로 가정한다.  

이론식을 바탕으로 폭발물로부터 임의의 거리만

큼 떨어진 지점에서의 최대 압력은 식 (1)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1

3

max 1

A

W
P K

R

 
 =   
 

            (1) 

 

여기서 Pmax는 최고 압력(MPa), R은 폭압 측정 거

리(m), W 는 화약 질량(kg)을 나타내며, K1 및 A1

은 폭약 상수를 나타낸다. 또한 임의의 위치에 이

르는 1 차 충격파의 도달 시간은 식 (2)와 같이 나

타낼 수 있다 
 

1

R
t

C
=                 (2) 

 

여기서 t1 은 1 차 충격파 도달 시간, R 은 폭압 측

정 거리(m), C 는 폭발물의 폭발 속도(m/s)를 나타

낸다. 이와 같은 이론식을 통해 해석에 사용된 조

건과 동일한 폭약을 설정한 후, 결과를 비교하였

으며 자세한 사항은 타당성 검증에서 기술하였다.  

 

2.2 High explosive burn 모델 

폭발현상 시뮬레이션을 위하여 High explosive 

burn 모델이 사용되었다.
(9)
 본 모델은 공기나 가스 

등과 같은 유동성 물질의 거동 모사에 사용되며, 

요소의 압력은 아래 식 (3)과 같이 표현된다.  
  

( , )
eos

p Fp V E=              (3) 

 

여기서, �는 Brun fraction으로 상태방정식으로부

터 구해진 압력에 따라 기폭시 방출되는 에너지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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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ypical dispersion pattern of the impactors 

을 제어하며, ����는 상태방정식으로부터 구한 압력, 

� 는 폭발 전, 후 상대부피, � 는 단위부피당 내부

에너지를 의미한다. High explosive burn 모델은 추

후 서술될 상태방정식으로부터 계산된 압력을 이

용하여 폭발 현상을 모사할 수 있다. 

 

2.3 Jones-Wilkins-Lee (JWL) 상태방정식 

High explosive burn 모델과 연계하기 위한 폭발 

물질을 정의하기 위해 JWL (Jones-Wilkins-Lee) 상

태방정식을 사용하였다. 본 상태방정식은 폭약이 

기폭되어 압력이 감소하는 동안 폭약의 거동을 나

타내기 위해 사용되며,
(10)
 다음과 같은 식 (4)를 통

하여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1 2

1 2

1 1R V R V E
p A e B e

RV R V V

ω ω ω− −   
= − + − +   

   
 (4) 

 

여기서, � 는 화구내 압력, � 는 폭발 전, 후 상

대부피, � 는 단위부피당 내부에너지 그리고 �, , 

�, �1, �2 는 폭발물에 따른 계수를 나타낸다.
(11)
 

 

2.4 화망 면적 및 분산 밀도의 계산 

폭발로 인하여 비산되는 충격자의 분산 패턴 분

석을 위해 전술한 바와 같은 화망 면적과 충격자 

분산 밀도를 계산하였다. 화망 면적은 Fig. 1에 나

타낸 바와 같이 화망이 형성된 임의 공간의 2 차

원 평면 중심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진 충격자까

지의 거리를 외부 반지름, 가장 가까운 충격자까

지의 거리를 내부 반지름으로 하는 두 동심원을 

설정하고 이 두 동심원 넓이의 차이로 정의하였다. 

화망은 95%의 비산된 충격자를 포함하며 아래의 

식 (5) 를 이용하여 면적을 계산하였다. 
 

( ) ( )2 22Fire net area (cm ) = π outer radius - inner radius 
 

 (5) 

 

충격자 분산 밀도는 화망 내 존재하는 충격자의 

개수에 대한 밀도를 나타낸 값으로서 다음 식 (6)

과 같이 표현된다.
(4)
 

 

2 Number of rods
Dispersion density (rods/100 cm ) = 

Fire net area

   (6) 

 

3. 유한요소해석 

폭발에 의한 텅스텐 충격자의 분산 패턴에 관한 

수치해석적 연구를 위하여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

램인 LS-DYNA 를 이용하였다. 폭약의 형상과 질

량이 주요한 변수로 설정되었고 이에 따른 충격자 

분산 패턴을 비교, 분석하였다.  

유한요소해석에 있어 기하학적 형상은 폭약, 충

격흡수재 및 충격자를 포함한 대응체와 폭압이 전

파되는 공간으로 구성되어있다. 형상을 구성하는 

각 요소는 5 면체 또는 6 면체를 사용했으며, 각 

형상을 구성하는 요소 수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응체의 재질은 Al6061-T6로 설정하였으며 Fig. 

2(a)와 같이 지름 275 mm, 높이 110 mm 의 속이 

빈 원통형상이며 빈 공간의 지름은 각 폭약 Case

에 따라 58 mm에서 74 mm까지 변화한다. 대응체 

내부는 Fig. 2(b)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폭약, 충격흡

수재, 충격자 및 라이너로 구성되어 있다. 대응체 

해석을 위한 재료 모델로는 금속재료의 거동 모사

에 널리 사용되는 Isotropic elastic failure
(11)
 모델이 

이용되었고 ,  폭발에 의해 파괴되는 재료는  von 

Mises 항복 이론 및 최대변형률 파손을 따른다고 

가정하였으며,
(12,13)

 재료의 파손응력값은 290 MPa, 

파손변형률은 12 %이다. 충격자 분산 패턴에 영향

을 미치는 인자로 고려된 폭약(PBX-9011)의 경우 

높이 80 mm, 외부 지름 97 mm의 속이 빈 원통형

상을 하고 있으며 대응체 중심에 빈 공간을 두르 

Table 1 Number of elements consisting of geometries 

Geometry No. of elements 

Explosive 1920 

Shock absorber 7200 

Impactors 7200 

Neutralizer body 13500 

Space 7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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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Five cases of explosives with different shape 
and mass: (a) Case1, (b) Case2, (c) Case3, (d) 
Case4 and (e) Case5 

element modeling of neutralizer: (a) outside view 
and (b) inside view 

Fig. 4 Locations of detonation 

 

 

는 형태로 배치되어 있다. 폭약의 질량 및 형상에 

따른 분산패턴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2 가지 형

상으로 구분하였으며, 즉 상부와 하부가 동일한 

두께를 갖는 평행 형상과 상부 및 하부 두께가 다

른 테이퍼 형상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두 가지 형

상 모델로 구분된 폭약은 폭약 질량 및 테이퍼 각

도에 따라 총 5 가지 Case 로 세분하였다. Case1, 

Case2 및 Case3 의 경우 평행 형상을 하고 있으며 

상부 및 하부 두께는 각각 10 mm, 14 mm, 18 mm

이고 그에 따른 폭약 질량은 각 387 g, 519 g, 634 g 

이다. Case4 및 Case5 는 상, 하부 두께의 차이가 

각 4 mm, 8 mm인 테이퍼 형상을 하고 있으며 이 

때의 질량은 Case2와 같은 519 g 이다. 각 Case별 

폭약의 기하학적 수치 및 질량을 Table 2 에 나타 

 

 

내었으며, 그에 따른 각 폭약의 형상을 Fig. 3 에 

나타내었다. 폭압 해석에는 앞서 언급한 JWL 

(Jones-Wilkins-Lee) 상태방정식과 High explosive 

burn 모델이 사용되었다. 폭약의 기폭 지점은 Fig. 

4 에 나타난 바와 같이 폭약의 바닥으로부터 20 

mm위 두 지점으로 설정하였다. 

폭약 외곽에는 폭압의 충격에 의한 충격자의 파

괴를 막기 위하여 EVA 고무 재질의 충격흡수재를 

배치하였고, 이는 높이 80 mm, 외부 지름 150 mm

의 속이 빈 원통 형상을 하고 있으며 두께는 25 

mm 이다. 충격흡수재로 사용된 EVA 고무의 해석

에는 초탄성 재료의 거동을 모사할 수 있는 Blatz-

Table 2 Dimension of explosives according to the case 

Case 
Upper thickness  

(mm) 

Lower 

thickness (mm) 

Mass 

(g) 

1 10 10 387 

2 14 14 519 

3 18 18 634 

4 16 12 519 

5 18 10 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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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 rubber 모델(15,16)을 사용하였다. 

충격자의 재질은 폭압에 의한 파괴를 최소화하

기 위하여 지름 16 mm, 높이 16 mm의 원통형 텅

스텐 합금을 이용하였다. Fig. 5 에 나타내었듯이 

충격자는 충격흡수재의 외곽을 에워싸는 형태로 

총 150 개의 충격자가 5 개의 층으로 배치되어 있

으며, 각 층은 30 개의 충격자를 포함하고 있다. 

텅스텐 충격자의 경우 파괴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

에 따라 강체로 가정하였다.
 (4)
 

 

상술한 폭약, 충격흡수재 및 충격자는 대응체와 

동일한 재질의 라이너로 분리, 배치하였고 각 라

이너는 1.5 mm 의 두께를 갖는다. 충격자 배열 외

곽의 라이너와 대응체 케이스 사이는 40 mm 의 

빈 공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응체 표피는 5 

mm의 두께를 가진다.  

폭압전파 공간의 크기는 해석 결과값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확인하였고(12)
 따라서 지름 1200 

mm 및 높이 300 mm 의 원기둥 형상의 공간이 임

의로 설정되었다. 폭발은 임의의 위치에서 발생, 

Table 4 Constants used in the equation of state 

Explosive 

EOS model JWL 

A (GPa) 634.7 

B (GPa) 8 

R1 4.2 

R2 1 

ω 0.3 

Initial Energy (J/mm
3
) 8.9 

Initial relative volume 1 

Space 

EOS model Liner polynomial 

C0 -1.00 x 10
-6
 

C1 0 

C2 0 

C3 0 

C4 0.4 

C5 0.4 

C6 0 

Initial energy (J/mm
3
) 2.50 x 10

-4
 

Initial relative volume 1 

Table 3 Material properties used in finite element 
analysis 

Explosive 

Material PBX-9011 

Material model High explosive burn 

Density (g/cm
3
) 1.777 

Detonation velocity (m/s) 8500 

Champman-Jouget pressure

(GPa) 
34 

K1
(14)
 52.4 

A1
(14)
 1.13 

Shock absorber 

Material EVA rubber 

Material model Blatz-ko rubber 

Density (g/cm
3
) 1.199 

Shear modulus (MPa) 1.15 

Failure strain (%) 50 

Impactor 

Material WHA 

Material model Rigid 

Density (g/cm
3
) 18.1 

Young's modulus (GPa) 400 

Poisson's ratio 0.28 

Neutralizer body 

Material Al6061-T6 

Material model Isotropic elastic failure 

Density (g/cm
3
) 2.703 

Shear modulus (GPa) 27.6 

Failure stress (MPa) 290 

Failure strain (%) 12 

Bulk modulus (GPa) 82.8 

Space 

Material Air 

Material model Null 

Density (g/cm
3
) 1.2x10

-3
 

Fig. 5 The arrangement and dimension of the imp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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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한 공간상으로 전파하는 것으로 가정하였고, 따

라서 폭압의 전파가 공간 형상 경계면에 반사되지 

않도록 폭압전파 공간의 모든 가장자리는 비반사 

경계면(non-reflecting boundary condition)으로 설정하

였다.
(17)
 공간을 구성하는 물질은 상온의 공기로 

가정하였으며, 이상 기체 등의 해석에 사용되는 

Null 모델을 적용하였다.
(18)
 Null 모델에 사용되는 

압력은 이상기체의 거동 모사에 사용되는 Linear 

polynomial 상태방정식을 통하여 구할 수 있다.  

폭발로 인해 발생하는 기체와 폭압이 전파되는 

공간은 공기, 즉 유체로 고려되었으며, 대응체 구

성 요소들은 고체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유체 및 고체가 고려된 해석을 위해 ALE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기법과 Lagrangian 기

법을 활용하였다. 유체로 고려된 폭약 및 폭압 전

파공간은 ALE 기법을 통하여 해석을 수행하였으

며 충격자를 포함한 대응체 구성 요소들은 고체 

요소로서 Lagrangian 기법을 통하여 해석을 수행

하였다. 아울러 ALE 요소와 Lagrangian 요소와의 연

계를 위하여 유체-구조간 상호작용 모델링에 기반

한 Lagrange in solid 구속조건이 사용되었다.
(18)
 해

석에 사용된 각 재료 모델과 주요 물성을 Table 3

에 나타내었고, 폭압 및 공기의 상태방정식 관련 

상수는 Table 4와 같다.  

4. 결과 및 고찰 

4.1 유한요소해석의 타당성 검증 

유한요소해석 결과의 검증을 위해 해석에 사용된 

조건과 동일한 폭약을 설정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였

다. 이론식으로는 Swisdak
(7)과 Cole

(8)에 의해 제안된 

식을 사용하였으며, 1차 충격파 도달 시간과 충격파 

최고 압력을 비교하였다. 폭약은 지름 40 mm, 질량 

76 g의 구형 폭약으로 설정하였으며, 폭약과 150 mm 

떨어진 지점에서의 1 차 충격파 도달 시간과 충격파 

최고 압력을 계산하였다. 1 차 충격파 도달 시간은 

이론식을 통하여 17 µs 로 계산되었으며, 수치 해석 

결과는 19 µs로 약 11%의 오차를 보였다. 이는 수십 

µs 의 짧은 시간 동안 일어난 현상을 모사하면서 발

생한 수치해석상의 한계로 판단된다. 최고 압력의 

경우 상기 제시된 식 (1)을 기반으로 한 이론식 결과 

169 MPa, 수치해석 결과 162 MPa 로 약 4%의 오차

를 보여 이론식과 수치해석 결과가 비교적 잘 맞음

을 알 수 있었다.  

 

4.2충격자 분산 패턴 

폭발 후 충격자의 분산 패턴은 xy 평면상에 고

리형태의 패턴을 형성하며 분산되었다. 각각의 경

우에 대해 폭발 후 1 ms 부터 5 ms 까지 각 1 ms 

간격으로 형성된 충격자의 분산 패턴을 Fig. 6 에 

나타내었고 이 때 형성된 화망의 내/외부 반지름

을 Table 5 에 나타내었다. 폭약 질량이 가장 큰 

Case3 의 경우, 5 ms 시점을 기준으로 화망의 내부 

반지름은 712 mm, 외부 반지름은 855 mm로 다른

Case 에 비해 가장 큰 내/외부 반지름 차이를 보였

다. 평행 형상(Case1 Case2, Case3)의 내부 반지름은 

각각 378 mm, 496 mm, 712 mm, 외부 반지름은 460 

mm, 630 mm, 855 mm으로, 선형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폭약의 질량증가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동일한 폭약 질량을 갖는 Case2, Case4, Case5 의 

내부 반지름 은 각각 496 mm, 595 mm, 569 mm, 외

부 반지름은 각각 630 mm, 720 mm, 725 mm였다. 

따라서 테이퍼 형상의 경우가 평행 형상인 Case2

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내/외부 반지름 차이를 보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폭약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폭약의 형상에 따라 분산 패

턴이 달라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테이퍼진 

폭약의 두꺼운 영역쪽에 위치해있는 충격자가 그

렇지 못한 충격자에 비해 더욱 빠른 속도로 분산

되기 때문이다. Fig. 6의 동심원은 시간 경과에 따

른 패턴의 분산 정도를 비교하기 위한 것으로서, 

반지름 200 mm의 원부터 시작하여 각 200 mm간

격으로 총 5개가 배치되었다. 

 

4.3 화망 면적 및 분산 밀도 

유한요소해석 결과로 얻은 각 Case 별 분산 패

턴 평가를 위하여, 폭발 후 1 ms간격으로 5 ms까

지 구한 화망 면적 및 분산 밀도를 각각 Fig. 7 과 

Table 5 The inner and outer radii of fire net 

Case 
Radius 

(mm) 

Time after explosion 

1 ms 2 ms 3 ms 4 ms 5 ms 

Case1 
Inner 131 193 254 312 378 

Outer 182 253 328 383 460 

Case2 
Inner 164 245 325 415 496 

Outer 198 305 409 516 630 

Case3 
Inner 202 334 461 589 712 

Outer 243 393 548 698 855 

Case4 
Inner 177 290 395 498 595 

Outer 217 340 470 600 720 

Case5 
Inner 161 270 371 474 569 

Outer 223 345 472 589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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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dispersion patterns of impactors for each case as time passedFig. 2 Finite 

Fig. 8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7 및 Fig. 8의 결과

를 보면, 모든 Case 에서 화망 면적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한 반면 분산 밀도

는 비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평행 

형상이면서 상이한 폭약 질량을 갖는 경우(Case1, 

Case2, Case3), 폭약 질량이 증가함에 따라 화망 면

적은 증가하였으며 분산 밀도는 감소하였다. 예를 

들어 폭발 후 5 ms 시점에서의 Case1 과 Case3 의 

화망 면적을 비교하면 폭약 질량이 387 g 에서 

634 g 로 약 64 % 증가하였을 때 화망 면적은 

2158 cm
2
 에서 7036 cm

2로 약 226 % 증가하였으며 

충격자 분산 밀도는 7.0 개/100cm
2
 에서 2.1 개

/100cm
2로 약 64 % 감소하였다. 이는 형상이 동일

할 경우 사용된 폭약 질량이 증가할수록 화망 면

적은 넓게 형성되며 충격자의 분산 밀도는 그 만

큼 감소되기 때문이다. 또한, Case1 의 경우 타 경

우에 비해 최소 화망면적 및 최대 분산밀도를 나

타내었는데 이는 Case1 이 화약 질량이 가장 작으 

며, 동일한 질량조건에서 화망면적을 증가시키는

데 효과가 없는 평행 형상이기 때문이다. 



사공재 · 우성충 · 배용운 · 최연진 · 차정필 · 가인한 · 김태원 

 

1332 

 
 

 
 

폭약 형상이 화망 밀도와 충격자 분산 밀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위와 같이 폭발 

후 5 ms 시점에서의 동일한 질량을 가지지만 형상

이 다른 Case2, Case4, Case5 를 비교하였다. Case2

의 경우 평행한 형상이며 Case4 의 경우 위 아래 

두께차이가 4 mm, Case5의 경우 위 아래 두께차이

가 8 mm 가 되는 테이퍼 형상을 하고 있다. 결과

적으로 화망 면적은 테이퍼 각도가 가장 큰 Case5

에서부터 테이퍼 각도가 완만해지는 Case4, 평행 

형상인 Case2 순서로 감소하였고, 이 때의 화망 면

적은 각각 6338, 5164, 4738 cm
2
 였다. 반면 분산 

밀도는 화망 면적과 반대로 Case5, Case4, Case2 순

서로 증가하였으며 이 때의 분산 밀도는 각각 2.4, 

2.9, 3.2 개/100cm
2 이었다. 폭발 후 5 ms 시점에서 

Case5 는 6338 cm
2 의 화망 면적을 형성하여 동일

한 폭약 질량을 사용한 Case2 가 형성한 화망 면

적인 4737 cm
2와 비교했을 때 약 33 % 넓은 화망 

면적을 형성하였다. 따라서 테이퍼 형상의 경우 

평행 형상의 경우에 비해 더 큰 화망을 형성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유사한 테이퍼 형상이지만 테

이퍼 각도가 다른 Case4, Case5의 경우, 테이퍼 각

도가 더 큰 Case5가 6338 cm
2으로 5164 cm

2의 화

망을 형성한 Case4에 비해 약 22 % 더 넓은 화망

을 형성하여 테이퍼 각도에 따라 형성되는 화망의 

넓이가 달라지며 테이퍼 각도가 더 클수록 화망의 

넓이가 넓어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폭약

의 질량과 형상 변화를 통하여 화망 넓이의 제어

가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폭약 질량과 형상을 

갖는 near miss 방식 대응체에 대해 고체-유체 연

성 해석을 수행하고 다양한 조건하에서의 분산 패

턴, 화망 면적 그리고 분산 밀도를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ALE 기법과 Lagrangian 기법이 연계된 유체-

구조 연성 해석을 통하여 폭발에 의해 비산되는 

충격자의 거동을 효과적으로 모사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화망을 형성하는 충격자의 분산 패턴을 

평가할 수 있었다. 

(2) 평행 형상 화약의 경우, 화약 질량이 증가할

수록 충격자가 형성하는 화망의 내/외부 반지름 

길이가 커지며, 따라서 형성되는 화망의 넓이는 

증가하고 분산 밀도는 감소하였다. 

(3) 화약의 질량이 동일하더라도 테이퍼 형상이 

평행 형상에 비해 최대 33 % 넓은 화망을 형성하

였다. 또한, 테이퍼 형상의 경우 테이퍼 각도에 따

라 형성되는 화망의 넓이 및 분산 밀도가 달라졌

으며 큰 테이퍼 각도를 갖는 폭약이 상대적으로 

넓은 화망을 형성하였다. 

 (4) Near miss 대응체 설계시, 화망의 넓이 및 

충격자 분산 밀도 제어를 위해서는 폭약의 질량뿐

만 아니라 폭약의 형상 또한 고려되어야 하는 주

요 인자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

하여 near miss 방식 대응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물리적 변수와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이는 향후 충격자 뿐만 아니라 분산되는 파편

의 확률적 거동 예측에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후 기 

본 연구는 (주)한화 종합연구소 위탁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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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variation of the dispersion density as tim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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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variation of the fire net area as time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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