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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overpressure, impulse,
vibration in underwater blasting. The difference between air blasting and underwater blasting
is that noise and vibration propagate through water as a medium. In some cases, the noise
and vibration propagates through various media (rock, water, air, etc.). In this study, the
underwater blasting was simulated using AUTODYN, and the propagation characteristics of
overpressure, impulse and vibration induced by blasting were analyzed. We mainly focused on
the effect of mesh size on the overpressure, impulse and peak particle velocity from the
underwater blasting simulation. The numeric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overpressure and
peak particle velocity tended to decrease as the mesh size increased, while the impulse
increased with the mesh size. The results also indicated that the mesh dependence varied
depending on the explosive charge and scaled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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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수중발파에서 발생하는 과압, 충격량, 진동의 전파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육상에서의 발파와 비교하여 수중발파에서의 소음 및 진동의 전파 특성은 주로 물을 매개체로 하여 전파
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매질(암반, 물, 공기 등)을 통과하면서 전파양상이 변화
하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TODYN을 이용하여 수중에서의 발파과정을 모사하고 발파
로부터 생성된 과압, 충격량, 발파진동의 전파 특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메쉬크기가 수중발파해
석으로부터 획득되는 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였다. 전체적으로
과압과 최대입자속도는 메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고, 충격량은 메쉬의
크기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메쉬 크기에 대한 의존성은 장약량과
환산거리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어: 수중발파, 메쉬크기, 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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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양한 토목구조물의 건설과 자원개발을 위한 연안과 심해에서의 해양개발 및 해양구조물의 건설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교량건설, 선박접안시설, 구조물 기초, 방파제 축조, 풍력발전소, 화력 및 원자력 발전소의 냉각시설 및 취･배수터널, 항만준설, 원
유 및 가스 비축기지, 해저케이블라인 매설 등 다양한 형태의 토목 및 자원 분야의 프로젝트들이 해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
다. 특히 국내 남동권해역에서 계획 또는 진행되고 있는 부산 신항만, 북항재개발, 가덕 신공항 등의 대규모의 해양개발 프로젝트에
는 다양한 해양구조물의 건설을 필요로 한다. 이러한 다양한 해양구조물 및 해안에서의 건설공사에서는 암반(지반)에서의 굴착작
업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직접적인 암반의 굴착을 포함하여, 부피가 큰 수중의 구조물/장애물의 철거, 사석 현지 조달을 위
한 무인도 제거 공사 등 해양구조물의 건설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암반의 굴착 또는 파쇄 공정이 필요하다. 한편 암반을 굴착 또는 제
거하기 위한 공법으로는 발파공법과 기계적인 공법이 일반적으로 적용된다. 발파공법은 기계적인 굴착방식에 비하여 변화하는 암
반조건에 대한 유연성이 좋고, 공사비용의 경제성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기 때문에 진동･소음 등의 환경적인 피해와 민원에 대한 불
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암반을 굴착하는 주된 공법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파공법은 공법의 특성상 순간적인 소음과 진동의 방출을 수반하게 되며, 이를 적절하게 제어하고 평가하여 주변 시설물과 생
태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해양구조물 건설의 특성상 양식어장 및 해양생태계에 미치는 영향도 필히 고
려하여야 하므로(Choi et al., 2015) 수중발파로 인한 진동이나 압력의 전파 특성은 중요하게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해양구조물 건설공정의 효율성 및 경제성을 제고하기 위한 각종 민원에 대처 측면에서 발파 진동과 소음에 대한 고려는 필수
적이라고 할 수 있다.
발파진동이나 폭풍압을 추정하는 데 있어, 가장 정확한 방법은 현장시험을 통해 측정하는 것이며, 국내에서도 다양한 실험적인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다(Lee et al., 2006, Park et al., 2006, Kim and Kim, 2018). 하지만 실험이 까다롭고 이에 소요되는 비용이
나 시간 측면에서의 한계점이 존재하며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치해석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 모든 수치해석에서 공
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이지만, 발파해석에서의 해석결과 및 해의 정확도는 해석모델에 적용된 메쉬의 크기에 민감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선행연구(Chapman et al., 1995, Krauthammer and Otani, 1997, Luccioni et al., 2006, Kim and Shin, 2008, Wang
et al., 2016)에서 보고하고 있는 바에 따르면, 발파에 의해 발생하는 진동과 과압의 모사에서 해석모델에 적용되는 메쉬의 크기가
주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발파해석에서는 해석의 특성상 해석영역의 크기가 굉장히 큰 경
우도 많아 메쉬의 크기를 수 mm에서부터 수십 cm까지 다양하게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중발파해석에서 적
절한 메쉬의 크기를 설정하는 문제는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육상에서의 발파와 비교하여 수중발파(Underwater explosions, UNDEX)에서의 소음 및 진동의 전파 특성은 주로 물을 매개체
로 하여 전파되는 차이를 가지고 있으며, 경우에 따라 다양한 매질(암반, 물, 공기 등)을 단계적으로 통과하면서 전파양상이 변화하
는 특성도 지니고 있다. 수중에서 이루어진 발파가 아니라 육상의 대기 중에서 발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그 발파가 해상과 인접
한 지역에서 이루어진다면 해상에 위치하는 다양한 구조물과 생태계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으며, 이러한 피해를 추정하는 데 있어
서 육상발파와 마찬가지로 발파압(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 등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수중의 임의의 지점에서 발생하는 발파를 AUTODYN을 이용하여 모사하고, 메쉬의 크기에 따라 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가 변화하는 경향을 분석하였다. 매개변수 연구임을 고려하여 해석은 2차원에서의 쐐기모델을 이용한 1차원 해석을
대상으로 하였고 세 가지의 다른 장약량을 적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다양한 장약량과 메쉬의 크기가 적용된 수치해석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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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발생한 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가 전파하는 경향을 비교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주요 결과들은 수중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발파해석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선행연구검토
본 논문에서는 발파를 이용한 수치해석연구에서 검토되었던 메쉬크기가 발파에서 다루어지는 주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하여 해석 계획을 수립하는 데 반영하고자 하였다. 그중 일부 연구결과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Krauthammer and Otani(1997)은
콘크리트 구조체가 발파로 인한 충격하중을 받을 때의 안정성을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특히 Fig. 1과 같이 콘크리트 구조체
에 포함되는 각 요소(콘크리트벽, 철근)의 메쉬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발파하중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체에 발생하는 최대변위, 응
력, 그리고 그것들이 발생한 시간을 비교 분석하였다. 발파하중은 시간에 따른 압력곡선을 직접 대입하여 모사하였으며, 구조물에
발생하는 역학적인 거동이 메쉬의 크기에 주요한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에 사용된 메쉬의 크
기를 정확히 보고하지는 않았으며, 두 가지로만 메쉬의 크기를 구분하였기 때문에 메쉬의 크기 변화에 따른 해석 결과의 영향은 정
량적으로 분석하지 않았다.

(a) coarse mesh

(b) fine mesh

Fig. 1. Different mesh sizes of concrete structures applied in previous study (Krauthammer and Otani, 1997)

Chapman et al.(1995)는 AUTODYN을 이용하여 2차원 발파해석을 통해 매개변수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AUTODYN에 입력
되는 다양한 입력변수들에 따라 발파해석결과가 달라지는 것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특히 메쉬의 크기를 4단계(2, 3, 5, 10 mm)로
변화시켜가며 1차원 해석과 2차원 해석으로 나누어 수행하였고, 해석프로그램에서 기본값으로 추천하고 있는 각종 감쇠 물성
(damping property)과 컷오프 변수(cut-off variables)를 변화시켜가며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리하여 해당 모델
에서는 메쉬크기가 3 mm일 때, 실험결과와 비교하여 최대과압(peak overpressure)을 모사하는 데 있어 가장 효율적인 결과를 나
타낸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Luccioni et al.(2006)은 도심지구조물 인근에서 발생하는 발파에서의 진동전파특성을 분석하기 위하
여 일련의 수치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2(a)는 해당 연구에서 적용한 수치해석모델을 나타내며, P점은 발파가 이루어진 지점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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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고, A점은 측정지점이다. 주요 연구결과로서, 공기 중에서 이루어진 발파로부터 생성된 과압을 모사하는 데 있어서는 100 mm
의 이하의 메쉬크기에서 도출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b)에 보여진 바와 같이, 수
치해석모델의 특정지점(A점)에서 측정되는 최대과압의 크기는 메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메쉬가 일정크기
(100 mm) 이하가 되면 실험결과와의 차이가 수렴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 numerical model

(b) pressure-time curve

Fig. 2. 3D numerical model and pressure-time curve obtained from numerical simulation (Luccioni et al., 2006)

Shi et al.(2008)은 AUTODYN을 이용하여 1차원 발파해석을 수행하고 메쉬의 크기에 따른 발파압, 응력파의 전파특성, 충격량
의 변화양상에 대하여 분석한 바 있다. 축대칭(axis-symmetry)모델을 이용한 발파해석모델은 Fig.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쐐기 형
상의 1차원 발파해석모델은 비교적 그 해석모델이 간단하지만, 발파해석에 적용되는 다양한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분석하거나 2차
원 혹은 3차원 발파해석을 위한 입력변수의 검증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메쉬의 크기는 6단계(5, 10, 25, 50, 100, 200 mm)로 구분
하여 해석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앞선 Liccioni et al.(2006)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가 얻어졌으며, 특정 환산거리
(scaled-distance)에서 메쉬크기가 100 mm일 때 최대과압의 크기가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a) numerical model

(b) pressure-time curve

Fig. 3. 1D numerical model and pressure-time curve obtained from numerical simulation (Shi et al., 2008)

TUNNEL & UNDERGROUND SPACE Vol. 31, No. 6, 2021

582 ∙ Hoyoung Jeong, Hanam Son, Suhan Kim, and Yeolwoo Kim

Kim and Shin(2008)은 LSDYNA를 이용한 수중발파해석을 통해 생성된 충격파와 압력이 잠수함의 액화산소탱크에 미치는 영
향을 검토하였다. 해당 연구에서는 수치해석에서 생성되는 발파압력과 충격파가 현실적으로 모사하는지에 대한 신뢰성을 검증하
기 위하여 메쉬의 크기를 변화시키면서 사전해석을 수행하였고, Fig. 4와 같이 폭약과 해수의 메쉬크기에 따라 구분된 세 가지 경우
에 대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였다. 폭약의 메쉬크기가 커지는 경우 이론값을 통해 산출된 최대과압과의 오차가 커졌으며, 해수요소
메쉬의 크기는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10% 이내로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해수요소의 형상을 구상파형태와 직사
각형으로 달리 모델링하였을 때도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a)

(b)

(c)

(d)

Fig. 4. 3D underwater blasting model and pressure-time curve obtained from previous study (Kim and Shin, 2008)

3. 수치해석모델
3.1 재료모델
발파해석에서는 폭약의 폭발로 인해 폭약의 내부에너지가 응력파의 형태로 방출된다. 일반적으로 발파해석에서는 발파압력을
이론적으로 계산하여 응력곡선을 시간에 따라 대입하는 방법, 폭약의 폭발 자체를 모델링하여 응력을 발생시키는 방법, 혹은 모델
링된 폭발에 따라 생성된 데이터를 그대로 다른 해석모델의 인풋으로 사용하는 방법(mapping)도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폭약을
직접적으로 폭발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수치해석을 통해 폭약의 폭발과정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폭약의 밀도나 폭굉속도
가 필요하며, 재료의 모델과 상태방정식을 정의하여야 한다. 폭약의 구성방정식에는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어 오고 있으나,
JWL(Jones-Wilkins-Lee, Lee et al., 1968)모델이 가장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폭약의 상태방정식(Equ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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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tate, EOS)을 JWL모델에 따라 구성하였으며, Eq.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JWL 상태방정식에 따라 폭약의 내부에너지와 상
수에 근거하여 폭발압력이 계산된다.












 
 
             
 
 


(1)

여기서, P는 폭발압력, V는 비체적, E는 폭약의 내부에너지이며, A, B, R1, R2, w는 재료 상수이며, 폭약에 따라 달라지는 값이다.
TNT에 대한 입력변수들은 AUTODYN 라이브러리에서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값을 입력하였으며, 입력물성은 Table 1에 나
타낸 바와 같다. 한편 폭약의 폭발로부터 생성된 응력을 전파시키는 매질인 물의 경우에는 Eqs. (2)~(3)과 같이 표현되는 Shock
EOS을 사용하여 상태방정식을 입력하였다.
  ×

(2)

         

(3)

여기서,  는 재료의 밀도, e는 내부에너지,  와   는 Hugoniot pressure와 Hugoniot energy,  는 Grüneisen coefficient이다.
Hugoniot 압력과 에너지는 U(폭발파의 속도, linear shock velocity)와 v(입자속도, particle velocity)로 정의되는 항이며, 두 변수
는 일반적으로 Eq. (2)와 같은 선형관계를 갖는 것으로 가정한다. 선형관계식을 나타내는 두 계수 C와 S는 재료에 따른 상수이다.
본 해석에서 사용한 물의 입력 물성은 Table 2에 요약하였다.
Table 1. Input parameters of JWL model for TNT
Properties and coefficient
Density

Unit
3

g/cm

Value
1.63

VOD(velocity of detonation)

m/s

6930

C-J pressure

MPa

2.1×104

A*

MPa

3.737×105

B*

MPa

3.747×103

R1*

4.15

R2*

0.9

w*

0.35

*A, B, R1, R2, w are material constant for JWL equation.

Table 2. Input parameters of shock model for water
Properties and coefficient

Unit

Value

Density

g/cm3

0.998

C1*

m/s

S1*

1647
1.921

*C1 and S1 are material constant for Shock E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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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해석모델 및 조건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발파해석모델을 선택하여 수중발파에서 나타나는 과압 및 진동의 전파특성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목적이 특정한 발파 상황이나 현장을 모사하는 것이 아니라 매개변수 연구인 점을 고려하여 1차원 해석을 수행하였
다. 수중 혹은 대기 중에서 발생하는 자유 발파에서는 구형의 폭약으로부터 에너지가 방출되어 방사형으로 전파하는 과정이 일반적
이므로 앞서 소개한 선행연구(Chapman, 1995, Shi et al., 2008, Kim and Shin, 2008, Wang et al., 2016)에서도 1차원 해석을 많
이 채택하고 있다. 해석영역의 구조물이 굉장히 복잡한 경우에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을 축소하기 위해 앞서 언급한 재배치
(mapping)가 사용되는데, 해당 해석에서는 낮은 차원(1차원 혹은 2차원) 발파해석을 통해 얻은 발파압력 등의 결과를 고차원(2차
원 혹은 3차원) 공간상에 대칭을 통해 재배치하여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굉장히 세분화된 메쉬의 크기까지 고려하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에도 1차원 해석이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모델은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 Numerical blasting model used in this study

해석모델은 오일러리안(Eulerian) 모델을 적용하였으며, 일부 발파해석에서는 ALE(Arbitary Lagrangian Eulerian)를 사용하
는 경우도 많으나 ALE는 주로 라그랑지안 모델과 오일러리언 모델을 동시에 모델링할 필요가 있을 때 유용한 방법이다. 본 연구에
서는 라그랑지안 요소는 고려하지 않았고, 응력파 및 진동이 전파하는 특성만을 분석하고자 전파매질과 폭약만을 모델링하였기 때
문에 오일러리안 모델만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해석모델의 우측 경계부에는 반무한 경계조건(transmit boundary)
을 부여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석모델에서는 해석영역의 경계부에서 반사되는 응력파가 생성되지 않는다. 해석결과
의 계측을 위한 측정점(gauge point)은 발파가 이루어진 원점으로부터 1 m 떨어진 지점에서부터 2 m씩 늘려가며 총 10개를 설정
하였다. 총 해석시간은 사전해석을 통해 응력의 전파가 끝나 안정화되는 20 ms로 설정하였다.
한편 해석케이스는 장약량(W), 메쉬의 크기에 따라 27개로 구분하였다. 장약량은 54.6 kg, 437 kg, 1,475 kg 세 가지를 고려하
였으며, 메쉬의 크기는 0.5 mm에서부터 200 mm까지 9단계로 세분화하여 고려하였다. 본 해석에서 선정된 세 가지의 장약량은 모
든 해석에 동일한 TNT를 장약하기 위해 계산된 값이며, 메쉬크기가 200 mm일 때를 기준으로 모델링이 가능한 만큼 단계적으로
증가시킨 것이다. 즉, 세 가지 장약량에 대한 TNT모델의 반지름은 각각 200 mm, 400 mm, 600 mm이다. 수치해석에서 적합한 메
쉬의 크기를 산정하는 데 있어 매질의 전파속도, 주파수, 진폭, 해석 단위시간 등을 고려하여 이론적으로 요구되는 메쉬크기를 산정
하는 방법도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려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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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결과
4.1 과압(overpressure)
발파로 인하여 생성되는 과압은 거리에 따라 감쇠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측정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식을
따라 감쇠하여 Eq. (4)와 같이 표현된다.
      

(4)

여기서 Pm은 최대 과압,  는 감쇠상수, t는 응력파가 측정지점까지 도달하는 시간이다. 다시 최대과압(Pm)과 감쇠상수(  )는 환
산거리를 적용하여 Eq.(5)와 Eq. (6)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   , k1, k2는 폭약의 종류 및 장약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상수이며,
W는 장약량(단위: kg), D는 측정지점까지의 거리(단위: m)이다.





 
  × 








 
   ×   × 


(5)





(6)

수중에서 자유발파가 이루어진 경우(TNT: 437 kg)에 과압 발생 특성은 Fig. 6과 같다. Fig. 6(a)에는 결과가 가장 정확할 것으로
판단되는 0.5 mm의 경우만 도시하였다.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 형태로 감쇠하는 전형적인 발파압의 감쇠형태(Cole, 1948,
Zamyshlyave and Yakovlev, 1973)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모든 해석결과에서 동일하게 관측되는 사항이다. 일부 케
이스들에서는 Fig. 6(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측정결과의 이상점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해석결과를 저장하는 시간간격의 영향 또는

(a)

(b)

Fig. 6. Results of overpressure in numerical simulation: (a) time vs. overpressure and (b) distance vs. over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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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쉬의 크기로 인한 오차인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측정거리에 따라 과압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장약량의 보정을 위하여 측정
거리와 장약량의 관계로 표현되는 자승근 환산거리 혹은 삼승근 환산거리로 분석한다. 삼승근 환산거리에 따른 과압의 변화양상은
Fig. 7과 같다. 지수함수형태로 감쇠하는 것을 고려하여 각 축을 로그스케일로 표시하였으며, 데이터의 구분을 위해 두 개의 그룹
(0.5 mm~5.0 mm, 5.0 mm~200.0 mm)으로 나누어 도시하였다. 0.5 mm부터 5.0 mm까지는 메쉬의 크기에 따른 과압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을 알 수 있으며, 25 mm부터는 메쉬의 크기에 따라 동일한 환산거리에서 과압의 측정결과가 큰 폭으로 달라지기 시작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편차가 발생하는 경향은 측정거리가 7 m일 때까지는 일정하지 않았으며, 9 m지점부터는 메쉬의 크기가 증
가함에 따라 측정되는 과압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a) 0.5 mm – 5.0 mm meshes

(b) 5.0 mm – 200 mm meshes

Fig. 7. Changes in overpressure according to scaled distance in different mesh sizes for 437 kg of TNT

Figs. 8~9는 장약량에 따라 발생하는 과압의 결과를 보여준다. Fig. 8은 절대거리에 따른 과압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 9는 과압
을 환산거리에 따라 도시한 것이다. 먼저 장약량이 가장 적은 54.7 kg의 TNT에서는 해석결과가 5 mm의 메쉬까지는 유사한 결과
를 도출하였으나, 10 mm 보다 큰 메쉬크기에서는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8(a)). 또한 200 mm 메쉬가 적용된
경우에는 0.5 mm 해석결과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하여 40~45% 수준의 과압이 측정되었다. 메쉬의 크기변화에 따라 편차가 발생
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과대평가하는 경우와 과소평가하는 경우가 모두 관찰되었다. 장약량이 가장 많은 1,475
kg의 경우에는(Fig. 8(b)), 5 mm에서부터 편차가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50 mm에서부터 과압이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50
– 200 mm에서 측정된 과압은 0.5 mm에 비해 50%정도의 수준의 과압을 보여주고 있다. Fig. 10은 각 장약량에 대해서 메쉬 크기
에 따라 수치해석에서 얻은 과압의 편차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0.5 mm를 기준으로 과압을 정규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편차가
발생하는 경향은 뚜렷하지는 않았으나 평균값(혹은 중앙값)을 기준으로 메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측정되는 과압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장약량이 감소함에 따라 감소하는 정도는 더 크게 도출되었다. Figs. 8~10의 결과들은, 메쉬크기에 따른
의존도는 장약량(해석모델에서의 TNT의 반경을 의미)과 환산거리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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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NT : 54.7 kg

(b) TNT : 1475 kg

Fig. 8. Changes in overpressure according to distance in different mesh sizes for (a) 54.7 kg of TNT and (b) 1475 kg of TNT

(a) TNT : 54.7 kg

(b) TNT : 1475 kg

Fig. 9. Change in overpressure according to scaled distance in different mesh sizes for (a) 54.7 kg of TNT and (b) 1475 kg of TNT

(a) TNT : 54.7 kg

(b) TNT : 437 kg

(c) TNT : 1475 kg

Fig. 10. Distribution of normalized overpressure according to mesh size at different explosive char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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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은 세 가지 장약량의 해석결과를 메쉬크기에 따라 종합하여 도시한 결과이다. 환산거리를 적용하는 경우 장약량에 대한
보정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기 때문에, 보통 발파설계 시에는 장약량이 변화하더라도 발파압의 추정식에 대한 재검증을
실시하지는 않는다. Fig. 11(a)에 나타난 바와 같이 0.5 mm부터 5.0 mm 메쉬크기에서는 공통된 추세선이 도출되었으며(Fig. 11(a)
의 밴드로 표시된 영역은 95% 추정구간을 의미), 수정결정계수는 모두 0.99로 도출되었다. Fig. 11(b)에는 5 mm부터 200 mm까
지의 발파과압의 추정식 결과를 도시하였으며, 5 mm와 10 mm의 추세선은 거의 비슷하였으나, 5 mm부터는 메쉬의 크기가 증가
함에 따라 y절편의 값(초기 압력)은 감소하였고 환산거리에 따라 감소하는 비율(추세선 기울기 절대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결국 메쉬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본 연구에서는 10 mm이상),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모두 발파압을 과소평가할 수 있
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으며, 달리 말하면 환산거리의 증가에 따른 발파압의 감쇠율을 과대평가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을 뜻한다.

(a) 0.5 mm – 5.0 mm meshes

(b) 5.0 mm – 200 mm meshes

Fig. 11. Numerical result of overpressure vs. scaled distance in different mesh sizes

4.2 충격량(Impulse)
충격량은 과압-시간 곡선의 적분을 통해서 면적을 계산하여 구할 수 있으며, 본 해석에서는 수중에서의 발파 특성과 반사파를 고
려하지 않는 해석조건상 양의 값을 갖는 충격량만 발생하므로 충격량은 최대과압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가 과
압의 감쇠에 따라 점차 특정한 값으로 수렴하게 된다. Fig. 12는 시간에 따른 충격량 이력 곡선의 예시를 보여주고 있다. 시간에 따
른 충격량의 변화양상에서 나타난 특징 중 하나는 메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충격량이 발생하는 시점이 상대적으로 빠르다는 것이
다. 앞서 과압의 변화양상에서는 최대과압의 크기가 메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지만 충격량이 증가
하고 있다는 것은 최대과압의 크기는 낮지만 과압이 유지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는 것을 의미하는 결과이다. 어느 특정크기
이상의 메쉬에서는 충격량 곡선이 매끈한 곡선을 그리지 않고 변곡점들이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장약량이 적은 경우에 더 명확
하게 관측되었고, 편차 또한 더 크게 발생하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수치해석에서 측정된 과압의 특이점(추세선에서 벗어나는 측정
치)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는 메쉬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게 될 경우 수치해석에서의 해의 정확도
가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13은 서로 다른 장약량 3개에 대한 수치해석에서 얻은 충격량을 삼승근 환산거리에 따라 도시한
결과이다. 메쉬의 크기에 따른 충격량의 편차는 장약량이 적어짐에 따라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러한 편차의 크기
는 환산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14는 각 장약량에 대해서 메쉬 크기에 따라 수치해석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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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량의 편차의 크기를 나타내고 있으며, 0.5 mm에서 획득된 충격량 기준으로 정규화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충격량의 경우에는
메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값들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편차의 크기는 장약량이 늘어남에 따라 감소하
는 특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앞서 토의한 바와 같이 과압이 증가하기 시작하는 시점, 최대과압의 크기, 과압의
지속시간 등이 메쉬의 크기에 따라 달라지는 데 기인한 것이다.

(a) TNT = 47.3 kg, D = 5 m

(b) TNT = 1475 kg, D = 3 m

Fig. 12. Representative time vs. impulse curve obtained from numerical simulation

(a) TNT : 54.7 kg

(b) TNT : 437 kg

(c) TNT : 1475 kg

Fig. 13. Change in impulse according to scaled distance in different mesh sizes and explosive charges

(a) TNT : 54.7 kg

(b) TNT : 437 kg

(c) TNT : 1475 kg

Fig. 14. Distribution of normalized impulse according to mesh size at different explosiv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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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최대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
많은 발파와 관련된 가이드라인에서는 최대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 PPV)를 적용하여 그 기준치를 제한하고 있다. 일
반적으로 발파진동은 발파로 인해 발생하는 지반진동(ground vibration)으로 통용되고 있지만, 수중 혹은 공기 중에서 발생하는 소
음은 전파매질의 진동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이므로 공기와 물입자의 진동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앞선 과압과 충격량의 분석과 동일하게 메쉬의 크기가 수치해석에서 얻어지는 최대입자속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장약
량이 보정된 삼승근 환산거리와 PPV의 관계는 Fig. 15와 같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잘 알려진 바와 같이, 과압의 경우와 동일하게
환산거리에 따라 지수형태로 감소하는 경향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다. Fig. 16은 각 장약량에 대해서 메쉬 크기에 따라 수치해석
에서 얻은 PPV의 편차정도를 나타내고 있으며, 앞선 분석과 마찬가지로 0.5 mm를 기준으로 PPV를 정규화하여 비교되었다. 과압,
충격량과 마찬가지로 발파진동 또한 적합하지 않은 메쉬크기를 적용하는 경우 오차가 큰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장약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에 메쉬크기에 따른 오차는 크게 발생한 것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향은 과압에서 관측된 결과
와 동일하다. 편차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지만 개략적으로는 평균값이나 중간값을 기준으로 메쉬
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해석에서 측정되는 PPV는 감소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전체적으로 장약량이 늘어남에 따라 결과값
이 변동하기 시작하는 메쉬의 크기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장약량이 늘어날수록 상대적인 진동의 크기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진동이 거리에 따라 감쇠하는 정도도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a) TNT : 54.7 kg

(b) TNT : 437 kg

(c) TNT : 1475 kg

Fig. 15. Changes in peak particle velocity according to scaled distance in different mesh sizes

(a) TNT : 54.7 kg

(b) TNT : 437 kg

(c) TNT : 1475 kg

Fig. 16. Distribution of normalized peak particle velocity according to mesh size at different explosiv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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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중발파에서의 과압, 최대입자속도, 충격량의 발생특성을 수치해석을 통해 평가하였다. 수치해석에서 얻어지는
결과들이 메쉬의 크기에 따라 변화하는 경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수치해석은 AUTODYN을 이용하여 1차원 해석
으로 수행되었다. 장약량과 메쉬의 크기를 변화시켜가며 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를 획득하였고, 메쉬의 크기가 발파해석에서
얻어지는 주요 결과에 대한 미치는 영향은 장약량과 환산거리(측정지점)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과압은 메쉬의 크기
가 커짐에 따라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장약량이 적은 경우에 편차가 크게 발생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메쉬의 크기가 지나치게 커지는 경우, 근거리와 원거리에서 모두 과압을 과소평가하는 것으로 도출되었다. 한편 충격량은 메쉬의
크기가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과압의 변화양상과 상반된 경향성을 보였으며, 장약량이 적은 경우에
메쉬크기에 대한 의존도가 크게 나타났다. 최대입자속도의 경우에는 메쉬의 크기가 커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고, 마찬가
지로 장약량이 적은 경우에 메쉬에 대한 의존도가 큰 것으로 도출되었다. 비록 과압, 충격량, 최대입자속도가 메쉬의 크기에 따라 변
화하는 경향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나, 본 연구결과가 전체적으로 시사하는 바는 발파해석에서 얻어지는 주요결과들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적절한 메쉬크기를 설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과 이러한 메쉬크기에 따른 의존성은 특히 장약량이 적어지
는 경우에 더 민감하다는 점이다. 물론 수치해석에서는 해석의 목적 및 효율성을 고려하여 메쉬의 크기나 전체 해석영역을 타협하
는 것이 필요하다. 하지만 단순히 특정위치 혹은 지점에서 나타나는 실제 현상을 재생산하거나 구현하는 목적이 아니라 새로운 현
상을 모사하거나 실험에서 고려하기 어려운 파라미터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수치해석에서 최대한 정확한 해를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메쉬크기에 대한 의존도 혹은 수렴성을 세밀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
요 결과들은 이러한 부분들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으며, 수중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발파작업으로 인한 주변 구조물 혹은 생태
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수치해석연구에 기초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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