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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ympathetic detonation (SD) of high explosives occurs when a detonating donor initiates neighboring
acceptors. The present study focuses on the hydrodynamic simulation of one-on-one sympathetic
detonation of 155 mm charge filled with PBXN-109. Both unbuffered and buffered SD configurations
are performed while changing the distance between each charge, in order to investigate the detonation
sensitivity to a donor initiation. The cause of a SD is by a shock impact for the unbuffered case at a
close range, while at a distant range, blast fragment penetration is the primary cause. The buffers can
reduce the incident sensitivity to a SD by reducing the strengths of shock wave and impinging
fragments.
초

록

하나의 탄약이 폭발하였을 경우 에너지가 다른 탄약으로 전달되어 폭발을 야기해 최종적으로 연쇄적
인 폭발에 이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PBXN-109가 충전된 155 mm 고폭탄의 동조폭발에 대한 2차원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여 여폭약과 수폭약간 거리 및 중간 완충제에 따른 순폭 여부를 예측하
였다. 계산 결과, 가까운 거리의 화약 간 순폭은 충격 점화로 인해 발생하며,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경
우에는 케이스의 파손으로 발생한 파편과의 충돌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완충제는 폭굉파와 파편
의 효과를 억제하여 동조폭발의 발생 확률을 낮출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Key Words: Sympathetic Detonation(동조폭발), 155 mm Explosive Charge(155 mm 고폭탄), Buffering
Effect(완충 효과), Hydrodynamic Code(하이드로 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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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urned mass fraction



: compression



: compression sensitivity



: density



: distance between donor and acceptor



: effective failure strain



: Growth constant



: Ignition constant



: internal energy

한국추진공학회지

 : Johnson-Cook yield stress
  : Mott probability function


: Mott strength constant



: pressure



: pressure sensitivity



: relative specific volume



: stress tensor



: velocity vector

Fig. 1 Stacked explosives for sympathetic detonation
test showing (a) initial configuration, (b) after
donor initiation, (c) donor casing impacting
neighbors, (d) fragmentation of donor casing
and subsequent chain initiation[1].

 : Von-Mises yield stress

1. 서

약 동조폭발이 군 환경에서 발생했을 경우 아군

론

의 인명과 시설에 막대한 피해를 입힐 수 있기
실전 배치되어 운용 중인 무기체계는 인원, 장

때문에 무기체계 연구개발에서 반드시 검증되어

비, 구조물, 기타 군사 표적에 손상을 입힐 목적

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Fig. 1은

으로 제작된 폭발물이므로 여러 형태의 사고 위

하나의 여폭약(donor)과 그 주변에 배치된 세 개

험이 항상 존재한다. 이중에서도 특히 항공기나

의 수폭약(acceptor)이 연쇄적으로 폭발하는 과

함정에서

파괴

정을 도식화 한 것이다. (a) 여폭약의 중심부에

(catastrophic failure)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

서 점화가 발생한다. (b) 폭발로 인해 발생한 충

이다. 실제로 폭발물은 군사 표적이 아닌 곳에서

격파가 주변으로 전파됨에 따라 급격한 팽창이

원치 않는 상황에 폭발할 수 있는 민감성을 항

일어난다. (c) 인접한 다른 폭탄이 이에 감응하여

시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전시에는 물론이고 화

폭발한다. (d) 수폭약은 다시 (a)~(c)의 과정을

약의 저장이나 수송, 폐기 등 탄의 모든 수명주

반복하여 주위의 또 다른 수폭약을 순폭시키는

기에 걸쳐 언제든지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존

여폭약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즉, 동조폭발

재한다. 특히, 탄약의 저장은 집단적으로 격납

이란 하나의 폭발이 원인이 되어 연쇄적으로 또

(housing)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하나의

다른 폭발을 일으켜 피해를 확대해 가는 현상을

탄약이 폭발하였을 경우 에너지가 다른 탄약으

의미한다. 이와 같이 2차 폭발에 의한 피해가 막

로 전달되어 폭발을 야기해 최종적으로 연쇄적

대하기 때문에 화약류 제조 공실이나 화약고의

인 폭발에 이를 수 있다.

보완대책의 면에서 중요시 여겨진다.

발생하는

폭발사고는

재해적

즉, 하나의 폭발이 다른 폭발을 일으키고, 그

Lochert 등[2]은 둔감성을 향상시킨 RDX 기반

것이 번져서 또 다른 폭발을 일으켜 마침내 동

화약(Reduced Sensitivity RDX, RS-RDX)의 동조

조폭발(sympathetic detonation)로 이어진다. 만

폭발에 대한 피해 감소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

제18권 제5호 2014. 10.

PBXN-109가 장전된 155 mm 고폭탄의 순폭현상 해석

3

하고자 하였는데, 둔감탄약의 안정성 향상 효과

다. 기준 화약으로 알루미늄 파우더가 20% 함유

를 입증한 바 있다. 손경복 등[3]은 뇌관의 대량

된 RDX 기반의 화약인 PBXN-109(64% RDX,

순폭을 방지하기 위해 기폭약부를 금속관이 감

20% Al, 16% HTPB)을 고려하였다. AISI 9260

싸는 형태로 내부 구조를 변경하여 외부충격으

케이스 내부에 충전된 155 mm 포발사용 탄약을

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하였고, 첨장약의 충격

실제 환경과 동일하게 모사하여 일대일 동조폭

감도를 둔감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PETN에

발 시뮬레이션을 통해 화약간 거리 및 중간 완

서 RDX로 대체함으로써 동조폭발을 방지하고자

충제에 따른 순폭 여부를 판단하였다. 그리고

하였다. 그러나 동조폭발에 대한 실험적 방법은

PBXN-109 화약이 4개씩 2열로 집단 배열된 8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구되고 상대적으로 실

동조폭발(eight-sympathetic detonation) 시뮬레

험 스케일이 크기 때문에 순폭 되는 현상을 정

이션을 수행하여 대량 순폭을 예측할 수 있는

밀하게 포착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일 것이다.

기반기술을 구축하였다. 최종적으로 동조폭발의

또한 이들의 연구는 파괴된 폭발물의 파편을 수

거동을 분석하여 화약의 폭굉 반응 및 용기 파

집하여 분쇄된 정도를 토대로 폭발 거동을 판단

괴 현상에 기인한 위험도를 예측함으로써 순폭

하였기 때문에 정성적 수준에서 결과를 논의하

에 대한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

였다고 볼 수 있다.

하여 논의한다.

한편, Fisher 등[4]은 충격 완화 기술이 적용된
컨테이너 용기 안에 PBXN-9(92% HMX, 6%
DOA, 2% carboxylterminated polybutadiene) 화

2. 본

론

약을 충전하여 4-동조폭발 테스트를 수행하였고
이를 CALE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을 통해 검증하

2.1 동조폭발 시스템 모델링

였다. Chen 등[5]은 알루미늄 파우더가 함유된

Table 1은 C-J 폭굉 이론에 근간을 둔 열-화학

RDX 화약을 공여체로부터 동일한 간격으로 떨

(thermo-chemical) 코드인 Cheetah 2.0[7]을 사용

어진 사위에 배치하여 5-동조폭발을 시뮬레이션

하여 도출한 대상화약의 C-J(Chapman-Jouguet)

하였다. Benjamin 등[6]은 두께 10 mm 연강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mild steel) 케이스 내부에 Composition B(60%

PBXN-109를 이루고 있는 주요 구성 성분은

RDX, 40% TNT)를 충전시킨 여폭약이 플렉시글

RDX(Cyclotrimethylene trinitramine)로 분자식은

라스(plexiglas),

C3H6N6O6이며 분자량은 222 g/mol 이다.

RHA(rolled

homogeneous

armor) 재질의 중간 완충제(buffer)를 거쳐 펜토
라이트(pentolite) 성분의 수폭약에 영향을 미치
는

일대일

동조폭발(one-on-one

sympathetic

detonation)을 수치적으로 분석하였다. 동조폭발
에 대한 수치해석 연구는 반응성 물질의 폭굉
반응과 비반응 물질의 파편화 거동이 상호작용
하는 복잡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모델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Table 1. Chapman-jouguet conditions for PBXN-109.
Explosive
Composition
(% wt.)

PBXN-109
64% RDX
20% Al
16% HTPB

 (GPa)

18.64

 (g/cc)

2.146

이 현상(SDT, Shock to Detonation Transition)을

  (KJ/cc)

2.160

모델링하고 고에너지 물질을 둘러싼 용기 및 완

 (K)

4702

 (mm/μs)

6.988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에너지 물질의 충격-폭굉 천

충제와의

상호작용을

2차원

하이드로코드

(hydrodynamic code)를 사용하여 예측하고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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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X는 분해시 매우 짧은 시간에 다량의 열과

밀도, 각 방향 속도 벡터, 압력, 속도 변형률 텐

가스로 치환되는 특성을 보이는 폭발성 물질이

서, 외력, 내부에너지, 열플럭스, 열전도율, 온도,

다.

TATB(C6H6N6O6)나

응력텐서, 크로네커 델타, 생성물의 질량 분율

TNT(C7H5N3O6)보다 강력하다. 이는 RDX의 산

RDX의

폭발효과는

(burned mass fraction)을 의미한다. 이와 함께

소평형(oxygen balance)이 -21.0%의 값을 갖는

고에너지 물질의 폭발현상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반면, TATB는 -55.8%, TNT는 -74.0%로써 RDX

화약의 정확한 구성관계식(constitutive relation)

의 산소평형값이 보다 0에 가깝기 때문이다. 분

을 결정해야한다.

자에 포함된 산소량이 부족할수록 불완전 연소

PBXN-109의

반응

전

고체

상태(unreacted

가 일어나 폭발력이 감소하므로 산소와 가연물

solid-state)

이 양론비에 정확히 일치하는 이상 비율을 의미

gas-state)의 압력 증가를 예측하기 위하여 Eq. 7

하는 산소평형 0에서 연소효율과 에너지 생성량

의 JWL 상태방정식[8]을 사용하였다.

및

반응

후

기체

상태(reacted

이 극대화 된다. 그러나 PBXN-109는 RDX 함량
이 64%에 불과하고, 반응속도가 느린 20%의 알
루미늄 파우더를 함유하기 때문에 둔감화약으로
분류된다. 알루미늄을 첨가하는 것은 알루미늄의
느린 연소속도와 높은 발열량 특성을 활용하여
폭압효과 및 고압환경의 지속효과를 극대화 시
키는데 이유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유동장 및 연소장, 그리고 비활
성

고체

구조물과의

FSI(Fluid-Structure


   



 
 
         
 
 









(7)

여기서   이고, 현재 밀도()와 초기 밀
도( )의 비로써 상대 비체적(relative specific
volume)을 의미한다. 는 내부 에너지(internal

위하여

energy)이며  ,  ,  ,  , 는 JWL 모델 파라

Eulerian 기반의 하이드로코드를 사용하였다. 지

미터(JWL EOS parameter)이다. 반응 전 및 반응

배 방정식은 아래의 Eq. 1~6과 같다. 이는 각각

후의 JWL 상태방정식은 연소질량분율()과 연료

질량보존식, 운동량보존식, 에너지보존식, 편차응

소모량   을 이용하여 다음의 Eq. 8과 같이

력텐서, 상태방정식, 화학반응식이다.

통합적으로 표현된다.

Interaction)를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1)


 

       




(2)






            






 

(3)

     

(4)

   

(5)

   
   




      

(8)

화학반응속도는 KYP(Kim-Yoh-Park) 모델[9]을
사용하여 모사하였다. KYP 모델의 질량분율 방
정식은 점화 및 폭발파 전파에 관계된 식들의

(6)

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9)

Eq. 9는 고에너지 물질의 기폭 여부를 판단
할 수 있는 반응 개시항(ignition term)과 화염
발달로 인한 폭굉으로의 천이를 의미하는 폭발
파 성장항(growth term)의 합으로 구성된 반응

여기서

           는 각각

속도식이다. 여기서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갖

제18권 제5호 2014. 10.

PBXN-109가 장전된 155 mm 고폭탄의 순폭현상 해석

으며 점화의 진행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 , , 는 반응속도식의 미정상수(unknown


  
  ln    
  


parameters)이다. KYP 모델을 구성하고 있는 미
정상수들을 결정하는 방법으로 실험에 의해 축
적된 표본화(sampling)한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알맞은 곡선을 계산하고 산출해 나가는 곡선 맞





5





(12)



 

                 



(13)

춤(curve fitting) 방식[10]이 있다.
점화항은 점화 상수(ignition constant,  )와 압

Eq. 12는 합금강(alloy steel) 재질의 AISI 9260

축(compression, )을 의미하는 밀도비항으로 구

케이스 및 완충제의 항복 응력(yield stress) 

성되어 있다. 여기서 압축항(    )은 고에

을

너지 물질이 외부 요인에 의해 점화가 실제로

(effective plastic strain)을 의미하고,  는 유효

개시(initiation)되는 제약조건(constraint)으로 스
위치 함수(switch function)의 역할을 한다. 즉,
초기 밀도인  와 현재 상태의 밀도 가 같은
상태일 때는 압축항 전체가 0이 되어 반응속도

계산한다.

여기서

 는

유효

소성

변형

소성 변형률(effective plastic strain rate)을 나타
낸다.

또한

 은

대상

재질의

용융

온도

(melting temperature)를 의미하며,   은 상온

또한 0이 된다. 이는 점화가 일어나지 않은 상태

(room temperature)이다.  ,   ,   ,  , 은

를 의미한다. 반면, 고에너지 물질에 외부로부터

해당 모델을 구성하는 비활성 물질에 따른 모델

전달되는 압중이나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 국부

파라미터이다. Eq. 13은 내부 충전된 고폭약의

적 압축이 발생하고 압축항이 0이 아닌 값을 갖

항복 응력 을 계산하는데 사용된다. 여기서

게 되면서 반응이 시작된다. 이때 발생된 국부적

 ,  ,  는 적용되는 물체의 주응력(principal

압축을 hotspot의 생성(formation) 메커니즘[11]

stress)을 의미한다.

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한 케이스의 파괴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서

한편, 케이스의 국부적 압축 및 압력( )을 기

확률적 파손(stochastic failure) 모델을 적용하였

술하기 위하여 Eq. 10의 Mie-Gruneisen 상태방

다. Mott[15]에 의해 제안된 파손 모델은 Mott

정식[12]을 사용하였다. Eq. 11은 각각 기준 압력

파편

( )과 기준 내부에너지(  )를 나타낸다.

probability function)로 Eq. 14와 같이 표현된다.


           

  


        
   
      



(11)

분포

함수(Mott

distribution


 
     exp     

(10)



생성







(14)

여기서   는 균열 발생 확률(probability of
fracture)을 의미하며, 은 변형(strain),  와 
는 재료의 경연 특성에 따라 결정되는 상수이다.

여기서

 는

Gruneisen

상수(Gruneise

gamma)를 나타내고,  는 음속(sound speed)을

Table

2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대상화약의

KYP 모델 상수와 JWL 상태방정식의 파라미터

의미하며, 는 Hugoniot 기울기 계수(Hugoniot

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은 케이스에 적용된

slope coefficient)이다.

AISI 9260의 Mie-Gruneisen 상태방정식 상수와

이와 함께 케이스와 고체상태의 고에너지 물

Johnson-Cook 강도 모델 및 Mott 함수의 모델

질의 형상학적 변형을 해석하기 위하여 Eq. 12

상수이다. AISI 9260은 규소(Si) 1.80~2.20%와 망

의 Johnson-Cook 강도 모델[13] 및 Eq. 13의

간(Mn)

Von Mises 강도 모델[14]을 사용하였다.

(silicon-manganese steel)의 일종이다.

0.75~1.00%

함유된

실리콘-망간강

김보훈 ․ 김민성 ․ 양승호 ․ 오세안 ․
김진석 ․ 최상경 ․ 여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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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arameters of KYP model and JWL EOS for
PBXN-109[16].
 (g/cc)

 (μs )

KYP
model



(μs-1Mbar-y)
b

JWL
EOS

 (GPa)
 (GPa)



Fig.

1.09
0.19

1.130
0.894

에 충전된 dHE=15.39 cm(통상 155 mm 포발사용
탄약이라고 칭함) 고폭탄을 나란히 배치시켰다.
155 mm 탄약은 일반적으로 8발 패키징 형태로
군에 납품되는데, 이때 폭탄 간 간격은 3.02 cm
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탄 간 간격에 따라 동조
폭발의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예측하기 위
하여

properties

Mie-Gruneisen
EOS

Johnson-Cook
strength
model

 (J/Kg·K)
 (GPa)
(GPa)


 (mm/μs)

 (°K)

 (°K)
 (GPa)
  (GPa)




Mott function




동조폭발(one-on-one

에너지 물질이 dcase=1.38 cm 두께의 케이스 내부

Table 3. Parameters
of
Mie-gruneisen
EOS,
Johnson-cook strength model and Mott
distribution function for AISI 9260[17].

Material

일대일

의 개략도이다. 지름 dEM=12.63 cm의 원통형 고

Unreac.
77810
-5.031
11.30

 (g/cc)

2는

면대칭(planar symmetry)으로 구성된 계산영역

Reac.
988.31
10.05
5.65



2.2 일대일 동조폭발 해석
sympathetic detonation) 해석을 위하여 2차원

1.6495
317.345
4.00
323.7
1.50

-1

한국추진공학회지

7.850
472
200
80
0.29
1.690

여폭약과

수폭약의

간격을

기준거리인

d1=3.02 cm에서 두배와 세배에 해당되는 거리
d2=6.04 cm, d3=9.06 cm의 간격을 두고 우측에
수폭약을 위치시켰다. 주변은 T=298 K의 표준대
기이며, 여폭약 중심부에서 점화가 개시되도록
초기조건을 설정하였다. 이는 고폭탄의 중심부에
서

hotspot이

생성되어

화학반응이

발생하는

SCO(slow cook-off) 현상[18]을 가정한 것이다.

3.935
1.578
300
1370~1410
0.792
0.510
0.014
0.26
1.03
1.046E-04
50

Fig. 2 Computational domain of unbuffered one-onone sympathetic detonation.

Fig. 3 One-on-one sympathetic detonation shown in
density field at t1=90 μs and t2=140 μs while
changing the distance between th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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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trace of kinetic energy of the fragments
for donor and acceptor.
Fig. 3은 여폭약과 수폭약간 거리가 3.02 cm,
6.04 cm, 9.06 cm일 때 시간에 따른 동조폭발
현상을

밀도로

나타낸

것이다.

반응

초기인

t1=90 μs일 때는 폭약간 거리에 관계없이 여폭약
내부에 충전된 고에너지 물질의 반응이 동일한
양상으로 발생한다. 그러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인접한 화약이 여폭약의 팽창으로 인하여 순폭
되면서 수폭약 내부에 자활반응파(self-sustained
growth)가 발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d1=3.02
cm에서 자활반응파 발달이 가장 빠른 시간에 일
어나 t1=90 μs 이전에 충전된 고에너지 물질이
모두 연소되고, 수폭약의 벽면에 의해 반사된 반
응파가 여폭약쪽으로 되돌아가는 모습을 확인할

Fig. 5 Buffered one-on-one sympathetic detonations
at t=60 μs : (a) PLEXIGLAS, (b) AISI 9260, (c)
RUBBER of dbuffer=1.38 cm.

수 있다. t1=90 μs에서 d2=6.04 cm 떨어진 위치
의 수폭약에 충돌로 인한 점화가 발생한다. 화약
간 간격이 d3=9.06 cm인 경우에는 t2=140 μs에서
여폭약의 팽창으로 생성된 파편이 수폭약에 이
르면서 동조폭발한다.
Fig. 4에 나타난 여폭약과 수폭약의 파편화된
케이스의 운동에너지를 비교해 보면, 폭약간 거
리가 멀수록 여폭약 팽창으로 발생한 파편의 확
산이 더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그 만큼 시
간 지연(time delay)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동
조폭발이 발생한 시간은 수폭약의 파편이 최초
생성되는 d1=3.02 cm에서 65 μs, d2=6.04 cm에서
90 μs, d3=9.06 cm에서 115 μs이며, 약 25 μs의
시간 간격을 두고 나타났다.

Fig. 6 Pressure histories at the center of buffered
munitions (Buffer : PLEXIGLAS, AISI 9260,
RUB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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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케이스의 두께와 동일한 dbuffer=1.38

Fig. 8은 완충제 두께에 따라 여폭약의 팽창

cm의 완충제를 여폭약과 수폭약 사이에 삽입하

거동을 속도성분으로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그

여 순폭 거동을 시뮬레이션 한 결과이다. 완충제

림은 완충제가 더 이상 완충 작용을 하지 못할

는 (a) PLEXIGLAS, (b) AISI 9260, (c) RUBBER

정도의 소성 변형된 시점에서 출력된 결과이다.

의 세 가지 종류의 재질이 사용되었다. 동일한

즉, 완충제가 여폭약의 팽창을 억제하는 방향으

시간(t=60 μs)에서 비교해 보면, (a), (b), (c) 순으

로 작용함으로써 외부로부터 가해지는 충격을

로 수폭약 내 자활반응파의 전파가 더디게 일어

완화시킨 결과 탄성적으로 압축되어 두께가 얇

나 동조폭발이 발생하는 시간이 지연되었음을

아지는 형상학적 변형이 발생하였다.

알 수 있다. 이는 PLEXIGLAS와 AISI 9260이
RUBBER에 비해 완충 효과(buffering effect)가
충분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Fig. 6은 여폭약과 수폭약의 중심부에서 측정
된

압력을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PLEXIGLAS를 사용했을 때 AISI 9260을 사용한
경우보다 순폭이 더 빠르게 일어나 수폭약의 중
심부 압력의 상승이 약 50 μs에서 발생하였고
AISI 9260의 경우에는 56 μs에서 나타났다. 반
면, RUBBER를 사용한 경우에는 수폭약 중심부
에서 압력 상승이 약 63 μs 부근에서 나타나 여
폭약의 팽창이 가장 많이 지연된 것으로 관찰되
었고, 고려된 재료들 중 수폭약으로의 순폭을 저
지하는 능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강성이 높은 재질보다 응력-변형
거동이 탄성적으로 나타나는 재료가 완충제로써
더 적합함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ig. 7은 RUBBER 재질의 완충제가 여폭약의
팽창을 저지할 수 있는 충분한 정도의 두께를
알아보기 위하여 구성한 지오메트리이다. 155
mm

고폭탄

우측에

완충제를

위치시키고,

dbuffer=9.06 cm, 12.63 cm, 15.39 cm의 총 3개의
완충 두께를 고려하였다.

Fig. 7 Computational domain for buffered donor case.

Fig. 8 Absolute velocity contours of buffered 155 mm
donor : (a) dbuffer=9.06 cm at t3=150 μs, (b)
dbuffer=12.63 cm at t4=250 μs, dbuffer=15.39 cm at
t5=330 μs with velocity range 0∼1.3 cm/μ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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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폭약의 폭굉 반응은 순간적으로 고압의 내

9

2.3 8 동조폭발 해석

부 환경을 형성하고 고속으로 전파하는 반응파

155 mm 포발사용 탄약은 일반적으로 4개씩 2

를 생성하기 때문에 외부 케이스가 강한 충격을

열로 집단 배열된 8발 팔레트 형태로 군에 납품

받아 팽창한다. PBXN-109가 충전된 155 mm 고

된다. Fig. 10은 화약의 폭굉 반응 및 용기 파괴

폭탄의 경우에는 가장자리 부근에서 파편의 확

현상에 기인한 대량 순폭의 위험도를 예측하기

산 속도가 1 km/s가 넘는 수준(최대속도 1.36

위하여

km/s)으로 계산되었는데, 이는 직경 12.7 mm

detonation) 지오메트리이다. 여폭약의 위치는 2

나토탄(NATO

bullet)을

사용하는

구성된

8

동조폭발(eight-sympathetic

칼리버

열 좌측에서 두 번째로 하였으며, 다른 7개 고폭

(Caliber) 50등의 탄속 900±20 m/s를 넘는 수치

탄은 모두 수폭약이다. 이 지오메트리는 실제

이다. 한편, 완충제가 여폭약의 확산에 대해 댐

155 mm 고폭탄의 팔레트 포장 단위와 동일하게

퍼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완충제와 인접한 지

구성한 것이다.

역에서는 벡터로 표현된 속도성분이 매우 낮음

Fig. 11은 8 동조폭발에 대한 전산모사 해석

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완충제의 두께가

결과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a) t6=65 μs

두꺼워 질수록 더욱 명확하게 나타난다.

에서 여폭약이 폭발함으로써 그 주위에 인접한

Fig. 9에 나타난 완충제와 맞닿은 고폭탄의 최

세 개의 수폭약이 1차 순폭되었다. (b) t7=105 μs

우측 지점에서 측정된 시간에 따른 속도 변화를

에서 여폭약의 폭발로 인해 발생한 고속의 파편

살펴보면, 완충제가 없는 경우에서 최종 수렴된

이 대각에 위치한 수폭약에 충돌하면서 2차 동

확산 속도(expansion velocity)가 1.2 km/s인 반

조폭발이 발생하였다. (c) t8=155 μs에서 1, 2차

면, 완충제가 있는 경우 dbuffer=9.06 cm, 12.63

순폭된 수폭약들이 폭발·팽창하면서 그와 인접

cm, 15.39 cm에서 확산 속도가 각각 380 m/s,

한 또 다른 수폭약을 연쇄적으로 점화시켜 3차

150 m/s, 70 m/s로 나타나 68.33%~94.17% 수준

동조폭발이 발생하였다. (d) t9=195 μs에서 8발

의 감속효과를 보였다. 이는 가장 두꺼운 완충제

단위 포장된 팔레트 시스템 전반이 완전 파괴에

(dbuffer=15.39 cm)를 사용했을 때 팽창속도가 약

이르면서 케이스가 완전 분쇄되고 다양한 형태

17배 느려짐을 의미한다. 즉, 고속 팽창하며 발

의 폭발파가 중첩(superposition)되었다. 이처럼

생한 파편이 주위에 인접한 다른 고폭탄에 충돌

동조폭발은 유체-구조 간 상호작용(interaction)에

할 경우 순폭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을

의해 다양한 형태의 반응파 중첩과 같은 물리적

RUBBER 재질의 완충제가 폭굉파와 파편의 효

현상이 발생하면서 고폭탄의 파괴 거동에 직접

과를 억제함으로써 낮출 수 있음을 의미한다.

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충분한 두께의
완충제가 각 화약 사이에 삽입된다면, 파편의 확
산과 폭발파 전파를 억제하여 동조폭발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9 Time history of decreased expansion velocities.

Fig. 10 Geometry of 8-sympathetic detonation.

김보훈 ․ 김민성 ․ 양승호 ․ 오세안 ․
김진석 ․ 최상경 ․ 여재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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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Pressure contours of 8 sympathetic detonation of PBXN-109. propagation of detonation wave and
fragmentation of AISI 9260 case are shown at (a) t6=65 μs, (b) t7=105 μs, (c) t8=155 μs, and (d) t9=195 μs
with pressure range 0∼30 GPa.

3. 결

론

후

기

PBXN-109가 충전된 155 mm 고폭탄의 동조폭

본 연구는 ㈜한화의 동조폭발 모델링 및 해석

발에 대한 2차원 하이드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

과제와 ADD의 고압충격 폭발현상 해석기법 특

여 여폭약과 수폭약간 거리 및 완충제에 따른

화연구실 (HH-5)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것이며,

순폭 여부를 예측하였다. 화약 간 순폭은 여폭약

지원에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의 팽창으로 인한 충격 점화로 인해 야기되며,
상대적으로 먼 거리의 경우에는 케이스의 파손
으로 발생한 고속의 파편과의 충돌이 주요 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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