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석사 학위논문
Master's Thesis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한

함정용 폭발강화 수밀격벽 개발

Development of Blast Hardened Bulkheads with Attached Aluminum Foam

김  성  호 (金 成 鎬  Kim, Sung-Ho)
기계항공시스템학부 해양시스템공학전공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Systems Engineering,
Division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KAIST

2015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한

함정용 폭발강화 수밀격벽 개발

Development of Blast Hardened Bulkheads with Attached Aluminum Foam



Development of Blast Hardened Bulkheads with
Attached Aluminum Foam

Advisor    : Professor Lee, Phill-Seung

by

Kim, Sung-Ho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Systems Engineering,

Division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KAIST

A thesis submitted to the faculty of KAIST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and 
Engineering in the School of Mechanical, Aerospace and Systems 
Engineering, Division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The study was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Code of Research Ethics1).

2015. 6. 22. 
Approved by
Professor Lee, Phill-Seung

                                 

1) Declaration of Ethical Conduct in Research: I, as a graduate student of KAIST, hereby declare that I have 
not committed any acts that may damage the credibility of my research. These include, but are not limited to: 
falsification, thesis written by someone else, distortion of research findings or plagiarism. I affirm that my 
thesis contains honest conclusions based on my own careful research under the guidance of my thesis advisor.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한

함정용 폭발강화 수밀격벽 개발

김  성  호

위 논문은 한국과학기술원 석사학위논문으로

 학위논문심사위원회에서 심사 통과하였음.

2015 년  6 월  22 일

심사위원장

심사위원

심사위원

이 필 승 (인)

한 순 흥 (인)

정    현 (인)



i

MOSE 김 성 호. Kim, Sung-Ho. Development of Blast Hardened Bulkheads with

Attached Aluminum Foam.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이용한 함정용 폭발강화 수밀

격벽 개발. Division of Ocean Systems Engineering. 2015. 90 p. Advisor Prof.

Lee, Phill-Seung.

20134418

ABSTRACT

  In the situation that an anti-surface missile attacks a warship, an internal blast occurs. This 
blast ruptures a ship’s watertight bulkheads, the damage propagates to adjacent areas, and the 
ship finally sinks. Therefore, we apply Blast Hardened Bulkheads (BHBs) which maintain the 
ship’s survivability against an internal blast.

  In this study, a new concept of BHBs with applying aluminum (Al) foam is proposed and 
its feasibility is examined. The major advantage of the new concept is that it can be easily 
adopted for naval ships operating without BHBs. Key ideas for BHB designs are reviewed 
firstly and the basic features of Al foam materials are surveyed. Concepts and advantages of 
the Al foam BHBs are presented and internal blast tests are conducted to check the 
effectiveness of the new concept. Finally, the results are analyzed in detail and compared 
with numerical simulations using LS DYNA. Finally I propose a preliminary design 
methodology for the Al foam BHBs, which can be practically used.

Keywords: Blast hardened bulkhead (BHB); Blast impact pressure; Survivability of naval 
ships; Aluminum foam; Chamber model internal blast test; Structural desig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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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해군 함정은 임무 수행 중 다양한 전투환경에 직면하게 된다. 최근의 함정은 이러한 

극한 조건의 위협상황 속에서도 함정의 생존 확률을 높이고 인명ㆍ기동력ㆍ전투성능 등

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른바 “생존성(Survivability)”을 설계 초기에 고려하여 건

조에 반영하는 추세이다. 생존성의 한 분야로서, 피격 손상에 견디는 관점인 “취약성

(Vulnerability)”을 강화하는 방법으로 피격 상황 시 선체 구조의 잔류강도를 보완하는 박

스 거더와 격벽의 수밀능력을 유지시키는 폭발강화격벽(Blast Hardened Bulkhead; BHB) 

등이 있다.

  최근의 대함미사일은 지연신관을 장착하여 함 외판을 관통 후 선체 내부에서 폭발하는 

SAP(Semi Armor Piercing) 탄두를 적용하는 추세이다. 함정은 기본적으로 수밀격벽으로 

구획화 되어있어 일부 구획의 침수에도 부력을 유지하지만, 대함미사일 피격으로 인한 

내부폭발 시 수밀격벽이 파단되어 인접구획으로 침수가 확산되고, 이는 궁극적으로 함정

의 침몰로 이어진다. 이에 최근의 함정은 내부폭발에 노출되어도 수밀능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격벽을 적용하며, 이를 폭발강화격벽(Blast Hardened Bulkhead; BHB)이라 한다.

그림 1. 폭발강화격벽의 배경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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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발강화격벽은 폭발 시에도 수밀 유지는 물론, 구역의 경계로서 이중화된 엔진, 발전

기, 전투체계 등 주요장비들의 이격을 통해 기동력 및 전투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수행

한다. 기존의 폭발강화격벽은 함정 내부폭발 시 굽힘응력이 집중되는 격벽과 갑판(deck)

의 상ㆍ하단 연결부 판재 두께를 10~15mm 수준으로 보강하는 방식이 사용되어 왔으며, 

이를 통상 “커튼타입 폭발강화격벽(Curtain Type BHB)”으로 부른다. 이 방식은 가장 많은 

적용실적을 통해 그 신뢰성이 검증되어 있지만 운용함정에 추가적용을 위해서는 과도한 

개조ㆍ개장이 소요된다는 점, 신조함의 경우 상당한 중량증가를 초래한다는 점 등의 약

점이 병존한다.[8]

  본 학위논문에서는 함정용 폭발강화 수밀격벽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발포알루미늄 패널

을 희생부재로 이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이 방식은 구조격벽에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부착하여 폭발충격을 흡수ㆍ저감시키는 원리로, 운용함정에 추가적용이 용이하다는 장점

이 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문헌연구는 물론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적용 가능성을 검

토하고 실용적으로 사용 가능한 설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1. 수밀격벽 파단 메커니즘 분석

  함정 내부폭발 하중의 특성을 조사하고, 수밀격벽의 파단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또

한, 수밀격벽의 파단을 LS DYNA를 이용하여 수치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폭발강화격벽 설계에 대한 기본 아이디어를 정리하였다.

2.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제안

  폭발강화격벽의 세계적 적용 추세를 조사ㆍ제시하고, 새로운 형태의 폭발강화격벽으

로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강화격벽의 기본 개념

을 설명하고 발포알루미늄의 재료적 특성과 설치 방법을 제시하였다.

3.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발포알루미늄 패널 적용에 따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함정 선체구조의 일부분을 

1:1 축적의 챔버모형으로 제작하여 내부폭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시편의 형

상 변화, 전달압력의 저감, 그리고 시편 변형의 양상 및 정도의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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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포알루미늄 재료의 수치해석

  발포알루미늄 해석에 적절한 LS DYNA 재료모델을 검토하고,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특히, 복수의 재료모델 별로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

과의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을 더 정밀하게 구현하는 재료모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5.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초기 설계법 제안

  단순화된 함정 내부폭발 하중 추정기법을 검토하고, 설계 초기단계에서의 발포알루미

늄 패널 선정방안 및 구조격벽 설계방안을 제안하였다. 또한, 격벽 최대처짐의 수식적 추

정값과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접근방법의 타당성을 검토하였다.

그림 2. 폭발강화격벽 연구 Macro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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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수밀격벽 파단 메커니즘 분석

2.1 공기중 폭발(Air Explosion; AIREX)의 일반적 특성

그림 3. 공기중 폭발의 압력-시간 이력곡선[1]

  공기중 폭발에 의한 압력-시간이력은 일반적으로 그림 3의 형태를 나타낸다. 폭발충격

이 전달되어 급격히 압력이 증가하는 부분을 충격전단(shock front)라고 부르며, 이때의 

최대 압력값을 peak incident pressure 라고 부른다. 충격파의 전파속도 는 일반적으로 

공기 중 음속 보다 크며, 시간 및 거리가 늘어날수록 줄어드는 특징이 있다. 충격압력이 

전달되어 대기압까지 동일하게 되는 구간 를 positive phase라고 하며, 이때 압력 이력곡

선의 면적을 정압 충격량 로 정의한다. 이 단계를 지나면 대기압보다 작은 압력이 시간 


  동안 지속되는데 이 단계를 negative phase로, 이 단계에서의 압력 이력곡선의 면적을 

부압 충격량 
로 정의한다. 일반적으로 negative phase의 피크 압력값과 충격량은 

positive phase에 비해 매우 작아서 구조 설계 시 무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 5 -

그림 4. 구조물 접촉에 따른 반사충격의 압력-시간 이력곡선[1]

  충격파가 구조물과 접촉하게 되면 그림 4와 같이 반사충격(reflect pressure)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반사충격은 그림 3의 입사압력(incident pressure)과 유사한 시간 이력을 나타

내지만 더 큰 피크압력값을 나타낸다. 반사충격의 최대값은 최대 입사압력 및 입사각의 

영향을 받게 되며, 충격파와 구조물이 수직한 경우 가장 큰 피크압력이 나타난다. 또한 

반사충격의 지속시간은 접촉한 구조물의 면적의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인 폭발하중은 Hopkinson의 삼승근 환산법과 TNT 등가계수를 이용하여 추정한

다. 다만, 폭발물이 구조물과 근접하여 폭발하는 경우는 폭발물의 형상에 따라 충격파의 

진행 양상이 달라지므로 근접폭발의 경우 폭발물의 형상이나 탄두 외피 등에 따른 효과

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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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함정 내부폭발(Internal Air Explosion) 하중 특성

  함정의 내부폭발과 같이 밀폐된 장소에서 폭발이 발생했을 때의 폭발효과의 예측은 매

우 복잡하다. 기폭 후 초기단계는 개방된 공간(open field)에서의 폭발과 같이 공기중 폭

발의 일반적 특성과 유사하지만, 제한된 격실 체적에서 기인하는 반사파로 인해 전방향 

가스압력(gas pressure)이 뒤따라 발생한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2.1  초기 반사충격(Reflect Shock) 영역

  초기 단계에는 폭발에 의한 충격하중이 구조물에 직접 전달된다. 생성된 충격파는 

닫혀진 장소를 이루는 여러 면에 충돌하며 반사파를 생성하며(그림 5), 급격히 커지게 

된다. 따라서 세기가 매우 강력한 Peak Pressure를 나타내는 반면 짧은 지속시간을 갖는

다. 이 영역의 하중은 등가 TNT 무게, 표적면까지의 거리, 그리고 충격파의 진행 방향

과 표적면이 이루는 각도를 통해 폭발효과의 예측이 가능한 경험식으로 주어져 있다.[1] 

대부분의 함정에서의 내부폭발은 환산 이격거리 가 1.19m/kg3 이내로서 근접폭파(충격

영역)의 범주에 들어간다고 볼 수 있다.[30] 또한, 함정의 내부폭발에서 구형으로 전파되

는 충격파의 진행방향과 격벽은 수직으로서 0°의 입사각을 가진다.

그림 5. 내부 폭발 시 충격파의 반사[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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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기 반사충격 영역과 가스압력 영역[1],[3]

그림 7. 거리에 따른 초기 반사충격의 특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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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가스압력(Gas Pressure) 영역

  내부폭발에서는 높은 압력과 온도에 의해 발생하는 기체 팽창으로 인한 추가적인 압

력증가가 발생한다. 이를 기체압력(Gas Pressure)이라 한다. 기체압력은 팽창한 기체가 

일부 개구부를 통해 빠져나가거나, 기체의 온도가 떨어질 때까지 지속되며, 충격파의 

지속시간이 비해 상당히 길다. 이 긴 지속시간 때문에 기체압력이 존재하는 구간을 준

정적 압력(Quasi-Static Pressure; QSP)으로 부르기도 한다. 이 영역의 하중은 등가 TNT

의 무게, 개구부가 있는 면의 총 면적  , 개구부의 총 면적  , 벽의 총 면적 , 대

기압 , 음속 , 개구부의 면적비  


를 이용하여 폭발을 통해 폭발효과의 예측

이 가능한 경험식으로 주어져 있다.[1]

그림 8. 격실 체적에 따른 가스압력의 특성[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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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수밀격벽의 파단 분석

  폭발에 대한 강화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비강화 수밀격벽의 경우 초기 반사충격으로 

인해 소성영역으로 급격히 변형이 진행되고, 이 과정에서 국소 응력집중 부위인 상ㆍ하

부 끝단 격벽-데크 연결부에 과도한 굽힘(bending)이 발생한다. 이어서 재하되는 준정적 

가스압력(QSP)으로 인해 격벽-데크 연결부에 굽힘 응력이 지속되고 궁극적으로 격벽 끝

단에서 파단이 발생한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반사충격은 격벽 중앙부 대비 격벽 코너부에 

약 2~3배 수준의 Peak Pressure가 집중되어 국소 응력집중을 심화시킨다.[6]

2.3.1 수밀격벽의 파단 시뮬레이션

  수밀격벽의 실제 파단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동적 구조해석 프로그램인 LS DYNA

를 사용하여 수밀격벽에 대한 파단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격벽 크기는 8.2 × 2.8m

(격벽 가로×세로)을 사용하였고, 대상 재료는 AH36 고장력강(항복응력 360 MPa, 탄성

계수 206 GPa)을 사용하였다. 격벽 두께는 7mm, 보강재는 125×125×6/9(T)인 T-stiffener  

10개를 적용하였으며, 수밀격벽의 파단을 관찰할 수 있는 하중조건을 적용하였다.(초기 

반사충격 :      ∙ / 준정적 가스압력 :   ).

그림 9. 수밀격벽의 파단 시뮬레이션을 위한 격벽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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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수밀격벽의 파단 시뮬레이션 결과

  수밀격벽의 실제 파단현상 시뮬레이션 결과 기폭 후 3ms 시점에 최초로 상ㆍ하부 격

벽-데크 연결부에 파단에 따른 균열(crack)이 관찰되며, 점점 이 균열이 진전되며 궁극

적으로 격벽이 완전 파괴에 도달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설정한 모델의 경우 초기 반

사충격의 지속시간 이 2.74ms이었음을 감안했을 때, 초기 반사충격이 최초에 상ㆍ하

부 연결부의 파단균열을 야기하고, 뒤따르는 가스압력이 발생한 균열을 따라 격벽의 

최종파괴에 이르게 만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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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하중 조건별 격벽 최종파괴 기여도 분석

  초기 반사충격과 가스압력의 격벽의 최종파괴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초기 반사충격 + 가스압력으로 구성된 하중조건을 각각의 하중으로 분리하여 Case#1(Reflect 

Shock Only), Case#2(Gas Pressure Only)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그림 11. 하중조건을 분리한 수밀격벽의 파단 시뮬레이션 결과

  하중조건을 분리하여 실시한 시뮬레이션의 최종형상을 분석한 결과, 초기 반사충격

을 단독으로 가했을 경우(Case#1) 상ㆍ하부 연결부의 파단균열이 관찰된 반면, 가스압

력을 단독으로 가한 경우(Case#2)는 격벽에 일부 소성변형이 발생한 뒤 탄성진동(elastic 

vibration)이 관찰될 뿐 격벽의 파괴는 관찰되지 않았다. 즉, 비강화 수밀격벽의 파괴는 

초기 반사충격에 따른 파단균열이 결정적인 계기를 제공하며 이어서 발생하는 가스압

력이 손상의 크기를 확대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2.2.1 및 2.2.2절의 시

뮬레이션의 공통적인 결과로서 폭발하중 발생 시 수밀격벽의 격벽-데크 간 연결부가 

가장 취약한 부위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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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소 결 론

  앞 절에서 분석한 수밀격벽의 파단 메커니즘으로부터 폭발강화격벽을 설계하기 위한 

개념을 얻을 수 있다.

1) 연결부 보강방식

  격벽의 가장 취약한 부위를 직접 보강하는 방법이다. 앞 절의 분석을 통해 볼 때 데

크와 격벽이 연결되는 부위에서 과도한 굽힘 응력이 발생하고, 그에 따라 발생한 연결

부 파단균열이 구조격벽의 최종파괴까지 이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격

벽의 가장 취약한 부위인 연결부를 보강하는 방법을 가장 직관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 

연결부의 판재두께를 증대시키거나, 연결부를 추가적인 보호구조로 보강, 또는 연결부

를 고성능의 재료로 치환 등의 방법으로 폭발강화격벽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2)  전달충격 저감방식(희생부재법)

  희생부재를 사용하여 격벽에 전달되는 에너지를 저감시키는 방법이다. 앞 절의 분석

을 통해 볼 때 임펄스(Impulse) 함수와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초기 반사충격은 격벽의 

파단균열을 발생시켰다. 반면 준정적 가스압력을 단독으로 가했을 때는 일부 변형과 

진동이 발견되었지만, 격벽의 파괴에는 도달하지 않았다. 즉, 격벽에 전달되는 폭발하

중의 동적인 효과는 매우 중요한 위협이며, 이를 최대한 정적하중의 형태로 전환시킬 

수 있는 희생부재를 사용하는 방법 또한 폭발강화격벽 설계를 위한 접근이 될 수 있

다. 더불어, 초기 반사충격을 희생부재가 충분히 흡수한다면, 준정적 가스압력 효과만

을 고려한 구조격벽을 설계함으로써 최적화된 폭발강화격벽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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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3.1 폭발강화격벽 적용 실적 조사

  세계적으로 최근 건조되는 대형 전투함에는 폭발강화격벽을 적용하는 추세이다. 해외

의 경우 미국, 네덜란드, 독일 해군에 적용실적이 있으며, 한국 해군도 최근 건조함정에 

폭발강화격벽이 적용하는 추세이다. 본 절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폭발강화격벽을 제안함

에 앞서, 세계적 적용 추세를 조사하고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형식의 특징을 검토하였다.

그림 12.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의 연구 Micro T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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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연결부 보강방식 폭발강화격벽

  1) 커튼(Curtain) 형식

  격벽-데크 연결부에 집중되는 굽힘 응력에 대응하여 격벽의 상ㆍ하단 판두께를 보강

시킨 형태이다. 커튼 형식 폭발강화격벽은 구조의 파단없이 가능한 한 큰 처짐을 허용

함으로써, 소성변형을 통해 폭발 에너지를 흡수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미 해군 및 

국내 실적함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신뢰성이 있고,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 하지만 시공이 복잡하고 중량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제한점이 있다.

그림 13. 커튼 형식 폭발강화격벽

  2) 부트(Boot) 형식

  높은 굽힘 응력이 집중되는 격벽 연결부에 소형 브라켓과 같은 보호구조를 용접을 

통해 부착하는 방식이다. 폭발강화격벽이 미적용된 운용함정에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조함의 경우 오히려 커튼 형식보다 설치가 복잡하고 폭발강

화격벽으로서의 성능이 미흡하다. 현재까지 알려진 적용실적은 없다.

그림 14. 부트 형식 폭발강화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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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곡률제한(Curvature Limiter) 형식

  곡률제한 형식은 격벽-데크 연결부에 굽힘 변형을 강제로 제한하는 구조물을 추가하

여 연결부가 멤브레인 거동을 나타내도록 유도한다(그림 15). 비교적 설치가 단순하여 

폭발강화격벽이 미적용된 운용함정에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사장

공간(Dead Space)을 발생시켜 격실의 공간 활용측면에서 비효율적이다. 이 개념은 노르

웨이 해군에 의해 실험으로 수행되고 성능이 확인된 바 있으나, 실제 함정에는 현재까

지 알려진 적용실적은 없다.

그림 15. 곡률제한 형식 폭발강화격벽



- 16 -

3.1.2 전달충격 저감방식 폭발강화격벽

  1) 이중격벽(Double) 형식

  이중격벽 형식 폭발강화격벽은 두 개의 격벽을 가로방향의 작은 구조물로 연결하고, 

얇은 판재를 이용해 상ㆍ하단 데크와 연결하는 방식이다(그림 16). 비교적 우수한 에너

지 흡수 능력을 나타내며, 격벽 사이에 에너지 흡수재질을 혼입함으로써 효과를 극대

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시공이 복잡하고 중량 면에서 불리할 수 있다는 제한점

이 있다. 이중격벽 형식은 네덜란드, 독일 등 유럽권 해군에서 주로 적용하였다.

그림 16. 이중격벽 형식 폭발강화격벽

  2) 샌드위치 패널(Sandwich Panel) 형식

  벌집(honeycomb) 또는 골판지(corrugated) 형상의 심재(core)를 갖는 샌드위치 패널을 

구조격벽에 부착하는 방식으로 설치가 단순하여 폭발강화격벽이 미적용된 운용함정에

도 추가로 적용이 가능하다. 비교적 부피가 크고 부착면에 대해서만 충격흡수 효과가 

있다는 점, 패널에 작용하는 하중 방향이 기울어질수록 충격흡수 효과가 저하된다는 

제한점이 있다. 차량용 또는 항공기용 충격흡수재(bumper)로 적용된 실적은 있으나 함

정 폭발강화격벽으로는 현재까지 알려진 적용실적은 없다.

그림 17. 샌드위치 패널 형식 폭발강화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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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기타 아이디어

  1) 주름(Corrugated) 형식

  주름 형식은 민간 선박 또는 해양 플랜트 분야의 방폭 패널에 사용되는 방식이다. 

철판을 골판지와 같이 주름을 갖도록 성형하여 평판에 비해 큰 에너지 흡수능력을 갖

도록 제작한 형식으로, 해양자원 시추설비용 방호벽으로 사용된 실적이 있다. 하지만 

대상으로 하는 폭압이 비교적 작은 경우로 함정 폭발강화격벽으로는 성능이 미흡하다.

그림 18. 주름 형식 폭발강화격벽

2) 십자형 연결부(Cruciform) 형식

  T 또는 +형 구조물을 데크 사이에 삽입하여 용접하는 방식으로, 폭발 하중 시 굽힘 

응력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하지만, 이 방식은 설치가 상당히 복

잡하며, 피로에 취약하여 실제 선박에 적용실적은 없다.

그림 19. 십자형 연결부 형식 폭발강화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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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3.2.1 발포알루미늄 재료 특성

  발포알루미늄은 알루미늄 잉곳(Ingot)을 용해 후 증점제와 발포제를 첨가하여 스폰지 

형상으로 제조한 밀도 0.2 ~ 0.5 g/cm3의 초경량 금속이다. 다공성 구조로서 압축 소성변

형을 통해 충격 에너지를 흡수하며, 특히 기존의 충격흡수재인 허니컴 패널과 달리 충

격하중의 방향에 무관하게 동일한 충격흡수 성능(isotropic)을 보인다. 구조적으로 댐퍼

(damper)로 작용하며 소음ㆍ진동 흡수성을 가지고, 그 외 불연성, 열 차단성, 전자파 차

폐성 등 함정에 요구되는 특성을 두루 갖추고 있다. 또한 환경 친화성 및 재활용성 등

의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육상 군사기지의 방호설비, 육군 전투차량용 방호패널, 자동

차용 충격흡수 범퍼 등 군수 및 민수의 다양한 분야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source : www.tms.org

그림 20. 발포알루미늄 패널 형상

(a) 고강도 Al+Cu Foam (b) 일반 Al Foam (c) 고밀도 Al Foam

그림 21. 종류별 발포알루미늄의 형상 및 공극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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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Properties

Basic

Composition Aluminum over 97%

Porous Structure Closed-cell

Density 0.2 ～ 0.5 g/cm3

Acoustic Sound Absorption NRC 0.70 ～ 0.75

Mechanical
Tensile Strength 1.3 ～ 2.0 MPa

Compressive Strength 1.5 ～ 2.0 MPa

Heat
Heat Conduction 0.268 W/mㆍK

Melting Point over 780℃

Others
Electromagnetic Shield over 90 dB

Salt Spray Test OK

표 1. 발포알루미늄의 재료 특성[11]

3.2.2 기본 개념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은 구조격벽에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에폭시계 접착제

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격벽에 부착된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1차적으

로 초기 반사충격을 압축 소성변형을 통해 흡수하는 희생부재(sacrificial device)로서 작용

하고(그림 22-(a)), 2차적으로는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충격량을 낮은 피크압력으로 긴 시

간동안 전달함으로써 동적 하중효과를 저감 및 정적하중에 가깝게 전환시키는 기계적 댐

퍼(damper)로 작용한다(그림 22-(b)).

그림 22.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의 충격 흡수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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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포알루미늄 패널이 구조격벽에 전달해주는 반사충격을 저감시킴에 따라 준정적 가

스하중만을 고려한 연결부 및 구조격벽을 설계할 수 있고, 이를 통해 폭발강화격벽의 

전체 중량을 최적화하여 설계할 수 있다. 미국 기술자문 업체인 ALION S&T는 

Engineering Support Report(2013)를 통해 이와 같은 희생부재 형식 폭발강화격벽에 대한 

최적설계를 잘 적용할 경우 동일 중량의 구조격벽보다 더 큰 충격량(blast impulse)을 

흡수할 수 있음을 밝힌 바 있다.[9]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은 샌드위치 형식은 

물론 이중격벽 형식과도 모두 호환되는 개념으로 볼 수 있다.

3.2.3 구성 및 설치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은 구조격벽에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에폭시계 접착

제를 이용하여 부착하는 방식으로 구성된다.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알루미늄 폼과 패널

에 전달되는 하중을 분포하는 skin plate로 구성된다.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주로 25mm, 

50mm, 75mm, 100mm의 두께로 제작되며, 통상 두께 1 ~ 1.6mm 수준의 mild steel로 제작

된 skin plate가 표면재를 이루고 있는 형상이다.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성능은 알루미늄 

폼의 타입과 패널의 두께에 따라 달라진다. 보통 폼의 밀도가 올라갈수록 그리고 패널

의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충격 흡수성능은 증대된다. 그리고 skin plate의 두께가 증가할

수록 역시 패널의 충격 흡수성능은 우수해진다.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시공은 구조격벽에 에폭시계 접착제를 사용하여 접착하는 방식

으로 설치가 매우 용이하다. 더불어 흡음성, 열차단성, 불연성 등의 특성을 겸하고 있

어 함정의 내장재(insulation)의 기능 또한 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림 23.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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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4.1 개  요

  폭발강화격벽의 성능 검증을 위해서는 함정의 실제 모형을 대상으로 폭발실험이 필요

하다. 실제로 해외에서는 퇴역함정 또는 실제 함정과 같은 격실모델을 제작하여 실제 탄

두를 사용한 실험을 실시하였다.[12],[13]

그림 24. 해외 폭발강화격벽 내부폭발 실험 사례[12],[13]

  실제 함정규모의 내부폭발 실험의 선행 연구로 함정 선체구조의 일부분을 1:1 축적으

로 챔버모형과 BHB로 제작하여 내부폭발을 구현하였다. 이 실험의 목적은 내부폭발에 

대한 BHB의 거동평가 기술을 개발하는 것으로, 실험을 통해 LS DYNA의 MMALE 

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유체-구조 연성 해석(Fluid-Structure 

Interaction; FSI)의 결과를 고도화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발포알루미늄 재료모델에 대

한 MMALE 및 FSI 해석과 실험결과를 비교ㆍ분석하여 재료모델의 정확도를 검토하고 

해석을 고도화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 22 -

4.2 실험 방법

4.2.1 챔버 모형

  실험을 위한 챔버모형은 실제 함정의 일부분을 1:1 축척으로 모형화하여 제작되었다. 

챔버 모형은 가스압력 배출구를 포함한 챔버부, 시험용 격벽 및 구속부 골조부로 구성

되며, 챔버 후면부에는 실제 함정에서 피탄 시 발생하는 관통구를 고려하여 가스압력 

배출구를 배치하였다. 챔버 및 구속부 골조는 그대로 사용하면서 시험용 격벽을 교체 

삽입함으로써 다양한 시험 case에 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시험용 격벽을 

제외한 챔버 part의 재질은 연강(SS400)을 사용하였다.

그림 25. 내부폭발 실험용 챔버모형 구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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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시험용 격벽

  발포알루미늄 부착에 따른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두께 6mm의 비강화 수밀격벽에 

발포알루미늄 패널 부착두께를 변수로 하여 총 4개 case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였다(표 

2). 시험용 격벽은 고장력강(AH36)을 사용하고, 발포알루미늄은 현재 양산 중이고 육상

용 방호설비용으로 적용실적이 있는 밀도 200kg/m3 일반 폼을 채택하였다.

No.
Thickness

Bulkhead Al Foam Skin Plate

Test 1 6mm - -

Test 2 6mm 50mm 0.6mm

Test 3 6mm 70mm 0.6mm

Test 4 6mm 50+50mm 0.6mm

표 2. 내부폭발 실험 케이스 설정

4.2.3 폭 약

  실적함과 유사한 수준의 폭발압력이 발생할 수 있는 폭발물을 UFC Manual(2008)에 

따라 추정하였다. 폭약은 구형(spherical)의 형상을 갖는 TNT로 선정하였으며, 폭약 내

부 중앙에 기폭 시스템으로부터 전기신호를 받아 TNT의 폭발에너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실린더형 전폭약(DXT-65)을 넣어 가공하였다. 탄약은 챔버의 중앙에 거치시켰다.

  실험은 ① 탄두 충전 및 가공 ② 탄두 조립 및 거치 ③ 기폭시스템 설치 ④ 기폭 및 

계측의 순서로 이루어졌다. 기폭 시스템은 delay generator가 trigger 신호 35V를 발생시

키면 고전압 발파기(high energy pulser)가 EBW 기폭관을(5kV 전압 인가) 거쳐 전폭약을 

기폭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시험용 폭약을 폭발시키도록 구성되었다.

그림 26. 시험용 폭약 구성 및 거치[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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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측 정

  시험용 격벽에 재하되는 폭발압력을 측정하기 위해 압력센서를 부착하였다. Test 1 

(Al foam 미부착)의 경우는 격벽에 직접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격벽의 중앙 및 좌측 하

단에 부착하였다. Test 2 ~ 4의 경우는 폼 패널로 인해 압력의 직접 측정이 곤란하여 챔

버 후면 벽면에 센서를 부착하였다. 단, Test 4의 경우 압력센서 2개를 격벽에 직접 부

착하여 폼 패널에 의한 압력 저감효과 측정을 시도하였다. 모든 실험케이스 공통으로 

격벽의 동적인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격벽의 중앙부를 포함한 총 5개 지점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였으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기준 위치에 대한 깊이를 측정하여 

시험 격벽의 최대처짐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매우 짧은 시간에 진행되는 폭발현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고속카메라 영상을 촬영하였다.

그림 27. 측정용 센서 위치(압력 및 가속도 센서)[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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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기폭 시스템 절차도[38]

그림 29.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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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실험 결과

4.3.1 시험격벽 형상 분석

  시험 중 모든 케이스에서 시험격벽의 소성변형이 발생하였으며, 소성변형 형상은 원

호꼴을 나타내었다(그림 30). 시험격벽의 파단 또한 발생하지 않았으며, 특히 발포알루

미늄 재료가 타거나 녹아내린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그림 31). 일반적으로 알루미

늄 재료는 녹는점이 낮은 재료로서 일반적으로 화재 및 열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이와 같은 실험결과가 나타난 이유는 발포알루미늄의 다공성 구조에서 오는 열

전달 지연 효과로 보인다. 실제로, closed-cell type 발포알루미늄은 0.3~35 W/m∙K 수준

의 매우 낮은 열전도율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0] 이와 같은 열 특성이 실험

결과를 뒷받침한다.

그림 30. 내부폭발 실험 결과(챔버모형)

그림 31. 내부폭발 실험 결과(발포알루미늄 부착 시험격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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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충격하중 변화 분석

  발포알루미늄의 충격하중 흡수 및 동적하중 저감효과를 관찰하기 위하여 Test 1(None)

과 Test 4(50+50mm)의 압력-시간 이력 그래프를 비교하였다. Test 1은 충격하중이 격벽에 

부착된 센서에 직접 전달된 케이스이며, Test 4는 50+50mm의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패널 

뒤에 격벽에 압력센서를 부착한 케이스로서(격벽 중앙 및 좌측 하단부 코너 각 1개), 발

포알루미늄 패널을 통과한 충격하중의 변화를 계측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격벽의 중앙부 센서는 파손되었으나, 좌측 하단부 코너에 부착된 센서에서 

계측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32 및 표 3).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통과한 반사충격의 

피크압력은 약 1/6수준으로 감소되었으며 전반적인 압력-시간이력 패턴이 지연(delay)되고 

그래프가 평탄해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발포알루미늄이 충격하중을 흡수함은 

물론 impulsive한 하중을 static한 형태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일으켰음을 시사한다.

    그림 32. 패널 통과 충격하중의 시간이력 비교(격벽 좌측하단)

구 분
격벽 중앙 격벽 좌측하단

피크압력
(normalized) 압력 도달시간 피크압력

(normalized) 압력 도달시간

Test 1
(None) 0.37 2.9 ms 1 1.6 ms

Test 4
(50+50mm) (센서 파손) (센서 파손) 0.17 2.2 ms

표 3.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피크압력 흡수효과(피크압력 및 압력 도달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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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시험격벽 변형 분석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시험격벽 중앙의 잔류 최대처짐값 또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다(표 4). 단, 50+50mm 적층 패널은 70mm 단일패널에 비해 총 두께는 

두꺼움에도 불구하고 더 큰 잔류 최대처짐값을 보였다. 적층패널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

를 통해 그 특성을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구 분
Test 1
(None)

Test 2
(50mm)

Test 3
(70mm)

Test 4
(50+50mm)

최대처짐
(격벽 중앙) 322 mm 312 mm 276 mm 284 mm

표 4. 발포알루미늄 패널 두께 증가에 따른 최대처짐

  시험격벽 중앙부의 변형 가속도 이력을 실험 케이스별로 분석해 보았다(그림 33). 그 

결과 발포알루미늄 패널 두께가 증가할수록 변형 가속도의 피크값이 감소하고, 전반적인 

가속도-시간이력 패턴이 지연(delay)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초고속카

메라 영상 분석 결과, 발포알루미늄 패널이 부착된 시험격벽(Test 2~4)은 일반 수밀격벽

(Test 1)보다 변형을 늦게 시작하여 더 길게 지속한다는 점 또한 알 수 있었다(표 5).

     그림 33. 패널 두께에 따른 변형 가속도 시간이력 비교(격벽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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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변형 이력

시 작 종 료 지속시간

Test 1
(None) 1.9 ms 7.7 ms 5.8 ms

Test 2
(50mm) 2.2 ms 9.1 ms 6.9 ms

표 5.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변형 지연효과

4.4 소 결 론

  본 장에서 수행한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을 통해 발포알루미늄 패널에 대한 다음과 

같은 사실에 주목할 수 있다.

1) 폭발실험 중 발포알루미늄이 고열 및 화염에 노출되었으나 타거나 녹지 않았다.

2)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충격압력을 흡수함은 물론 impulsive한 하중을 static한 형태

로 전환시키는 효과가 있다. 또한 구조격벽의 변형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다.

3)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최대 잔류처짐이 감소하였다.
* 다만, 적층 패널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적용함에 따라 폭발충격이 흡수됨은 물론 동적하중 

효과가 저감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에 

대한 설계방안을 수립할 수 있다(제6장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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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발포알루미늄 재료 수치해석

5.1 개  요

  본 장에서는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에 대하여 상용 동적해석 유한요소 프로

그램인 LS DYNA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수치해석 기법 개발을 중점적으로 수

행하였다. 해석에는 LS DYNA 971 R6.1 버전을 사용하였다.

1) 발포알루미늄 재료모델 연구

  LS DYNA의 Material Model 가운데 발포알루미늄과 같은 Metallic Foam 재료 해석에 

적절한 재료모델 및 물성치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관련 이론 및 문헌연구를 수행하

고, 발포알루미늄 ASTM 재료실험 결과를 해석결과와 비교하였다.

2)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해석

  챔버모형을 내부폭발 실험을 FE 모델링하고 LS DYNA 시뮬레이션 해석을 수행하였다. 

실험을 통해 도출된 압력커브와 LS DYNA의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FSI(Fluid-Structure Interaction)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기법의 적절성 및 정밀성

을 검토하였고, 변형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의 잔류변형 최대처짐을 해석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금속 폼 재료모델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하였다. 특히, 복수의 LS 

DYNA 금속 폼 재료모델 별로 해석을 수행하고 실험결과의 비교하여 물리적 특성을 더 

정밀하게 구현하는 재료모델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그림 34. Euler-Lagrange 연성 해석 알고리즘[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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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발포알루미늄 재료모델 연구

5.2.1 발포알루미늄 재료 구성모델 검토

  불규칙적인 공극으로 이루어진 발포알루미늄의 역학적 거동에 대한 초기 이론적 연

구에서 항복면을 생성하는 연속체 개념을 기반으로 한 구성모델이 제시되었고[16], LS 

DYNA 등 상용 유한요소 프로그램은 항복면 기반 해석법을 활용한 재료모델을 다수 

개발하여 탑재하였다. Hanssen 등(2002)은 LS DYNA의 metallic foam 재료모델들에 대

하여 hydrostatic test, indentation test, diagonal loading test 등 다양한 하중조건에서의 재

료거동을 실험하고, 그 결과를 수치해석과 비교하여 재료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하는 연

구를 수행하였다.[17]

  첫째, MAT_HONEYCOMB(MAT #26), MAT_MODIFIED_HONEYCOMB(MAT #126)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두 모델은 기본적으로 같은 항복면 계산식을 사용한다. 차이점

은 변형경화 를 계산 시 engineering volumetric strain 를 사용하는지(MAT #26), 

engineering strain 를 사용하는지(MAT #126)에 대한 것으로 사실상 같은 재료모델로 

간주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 발포알루미늄 해석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재료모델

이며,    방향의 항복면을 각각 계산하여 압축ㆍ인장ㆍ전단을 표현한다는 점이 특

징적이다. 가장 많은 파라미터로 역학적 거동을 예측하므로 성능이 가장 우수할 것으

로 예상되었으나, 해석 결과 단방향 압축을 제외한 모든 하중조건에서 응력을 과도하

게 산출하였다. 다양한 하중조건에 따른 거동 또한 물리적 현상과 현저하게 달랐으며 

계산시간은 다른 모델의 약 4~10배 수준으로 소요되었다.

  둘째, MAT_CRUSHABLE_FOAM(MAT #63) 모델은 방향의 항복면을 각각 계산하기

보다는 재료를 등방성(isotropic)으로 가정하여 항복면을 계산한다. 다양한 하중조건에서

의 해석 결과 물리적 특성과 응력을 실험과 유사하게 예측하였고, 비교적 제일 빠른 

계산시간을 나타내었다. 다만, 파편의 관통(penetration)에 따른 폼의 전단파단을 표현하

기 위해서는 별도의 옵션(ADD_EROSION)을 정의해 주어야 한다는 단점[32]이 존재하지

만 현재 실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skin plate가 적용되어 관통에 

따른 폼의 전단 파단은 극히 드문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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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 Model Yield Surface,    Flow of Plastic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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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 #126)

           

표 6. LS DYNA의 Metallic Foam 재료 구성모델[17]

  셋째, MAT_BILKHU/DUBOIS_FOAM(MAT #75) 모델은 항복면을 표현하기 위해 von 

Mises vs. hydrostatic stress() plane을 사용하는 방식이다. 다양한 하중 조건에서의 물

리적 특성과 응력을 MAT #63 재료모델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하여 성능 측면에서는 

대체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비교적 긴 계산시간이 소요되고 방대한 양의 실험 데이

터를 통한 재료물성치 세부조정(calibration)이 필요하다. ABAQUS에서 폼 재료의 거동을 

표현하는 방식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관련 문헌연구 내용을 종합해볼 때, 현재까지는 모든 하중조건에 대한 발포알루미늄의 

역학적 거동을 완벽하게 표현하는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재료의 거동(behavior) 및 응

력(stress) 표현 측면에서 해석결과가 비교적 물리적 현상과 유사하며 계산시간 측면에서 

장점이 있는 MAT_CRUSHABLE_FOAM 재료모델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는 문헌조사 결과에 따라 MAT_CRUSHABLE_FOAM 모델을 채택하여 수

치해석을 수행하고, 더불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MAT_MODIFIED_HONEYCOMB 

모델로도 해석을 수행하여 그 성능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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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발포알루미늄 재료실험 시뮬레이션

  발포알루미늄은 압축방향 하중이 가해질 경우 발포층이 좌굴 및 소성변형함으로써 

에너지를 흡수한다. 따라서, 발포알루미늄의 압축하중에 대한 응력-변형률 특성을 통해

서 충격흡수 성능을 평가할 수 있다. 발포알루미늄 제작사인 ㈜폼텍은 자사의 제품에 

대하여 ASTM, Standard Test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Metal Foams in 

Appendix A5에 따른 단방향 압축실험을 수행한 바 있으며, 제작사의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High-Density Al + Cu Foam 

(density 280kg/m3)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아 MAT_CRUSHABLE_FOAM 및 

MAT_MODIFIED_HONEYCOMB option에 입력할 수 있는 물성치를 도출하였다(표 7,8).

그림 35. 발포알루미늄 단방향 압축하중 재료실험[11]

그림 36. 발포알루미늄 재료실험 LS DYNA 시뮬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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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RO E PR TSC DAMP

Normal 2.0×10-4 190 0.0 0.76 0.5

High-Density 3.7×10-4 418 0.0 1.51 0.5

High-Strength 2.8×10-4 277 0.0 1.27 0.5

* units : g(mass), mm(length), ms(time), N(force), MPa(pressure or stress)

표 7. MAT_CRUSHABLE_FOAM(MAT #63)의 input parameters

Items RO E PR SIGY VF MU BULK

Normal 2.0×10-4 70,000 0.33 195 0.3 0.05 0.0

High-Density 3.7×10-4 70,000 0.33 195 0.3 0.05 0.0

High-Strength 2.8×10-4 70,000 0.33 195 0.3 0.05 0.0

Items EAAU EBBU ECCU GABU GBCU GCAU AOPT

Normal 190 200 279 224 224 224 0

High-Density 418 570 699 139 139 139 0

High-Strength 277 408 514 139 139 139 0

Items MACF XP YP ZP A1 A2 A3

Normal 1 0 0 0 0 0 0

High-Density 1 0 0 0 0 0 0

High-Strength 1 0 0 0 0 0 0

Items D1 D2 D3 TSEF SSEF VREF / TREF / SDHFLG

Normal 0 0 0 0.02 0.215 0

High-Density 0 0 0 0.02 0.22 0

High-Strength 0 0 0 0.0038 0.025 0

* units : g(mass), mm(length), ms(time), N(force), MPa(pressure or stress)

표 8. MAT_MODIFIED_HONEYCOMB(MAT #126)의 inpu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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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위 표와 별도로 MAT_CRUSHABLE_FOAM option에는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를, MAT_MODIFIED_HONEYCOMB option에는 compressive 및 shear stress-strain 

curve를 정의해 주는 방식으로 발포알루미늄 재료의 기공률, 합금 등에 따른 기계적 특

성을 입력해 주었다.

  제작사에서 수행한 ASTM Standard 재료시험을 시뮬레이션하기 위하여 가로와 세로가 

각각 100mm이고 높이는 70mm의 크기를 갖는 직육면체의 형태의 발포알루미늄 시편을 

LS DYNA로 모델링하였다(그림 36). 발포알루미늄 시편은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을 대상으로 2mm 크기의 격자를 구성하여 92,500개의 solid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모델의 상ㆍ하단에는 BOUNDARY_PRESCRIBED_MOTION_RIGID 경계조건을 적용하였

고, 접촉된 부분은 AUTOMATIC_SURFACE_TO_SURFACE를 사용하여 contact시켰다. 

   시뮬레이션 결과 도출된 compressive stress-strain curve를 제작사 실험 데이터와 비교

하였다(그림 37). MAT_CRUSHABLE_FOAM(MAT #63) 재료모델은 실험결과와 거의 일

치하는 결과를 도출하였고, MAT_MODIFIED_HONEYCOMB(MAT #126) 재료모델은 부

분적으로 근소한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실험결과와 유사한 응답을 도출하였다. 다만, 

이 해석결과는 단방향 압축거동에 대한 특성만 해석한 것으로 hydrostatic 하중이나 대

각방향 하중, 인장ㆍ전단 등의 해석결과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정리하

자면, 표 7 및 8의 물성치를 사용한 금속 폼 재료의 단방향 압축하중에 대한 응력-변형

률 해석결과는 두 재료모델 모두 실험결과와 대체로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7. 발포알루미늄의 단방향 압축하중 응력-변형률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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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8. 발포알루미늄 Type별 응력-변형률 해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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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해석

5.3.1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ALE) 해석기법

  일반적으로 구조 해석은 Lagrangian 영역에서 모델링 및 해석이 수행된다. 하지만 폭

발현상은 공기와 같은 유체를 매개로 진행되며, 이에 따른 구조응답을 해석할 때는 유

체와의 연성 해석이 필요하다. 하지만 유체의 거동은 Navier-Stockes equation에 따라 

Eulerian mesh로 모델링되므로 기존의 Lagrangian 영역의 틀 안에서는 해석이 불가능하

다. 따라서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ALE) 해석 알고리즘을 도입한다.

  ALE 기법은 자유표면에 해당하는 유체격자를 유동과 함께 공간상에서 움직일 수 있

도록 Lagrangian 기술법을 채택하고, 자유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유체격자의 일부는 격

자의 균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임의로 재구성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유체격자가 고정

되어 있는 부분은 Eulerian 기술법으로, 구조물과 유체의 자유표면은 Lagragian 기술법

으로, 그리고 자유표면 근처의 유체격자는 Lagragtian과 Eulerian 기술법을 혼합시킨 방

법으로 계산된다. 

  LS DYNA에서는 Johnson-Wilkison and Lee 상태방정식(EOS JWL)을 이용해 폭약을 

표현한다. 즉, 폭약의 상태방정식은 다음과 같다.


  

  


 (5.1)

여기서     는 실험 상수이고, 는 단위 체적당 내부 에너지, 그리고 는 상

대체적(relative volume)으로 다음의 식에 따라 정의된다.

 

 





 (5.2)

여기서 는 상대밀도(relative density),   및 는 각각 초기밀도 및 체적을 나타낸다. 

또한, 공기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선형 다항식 형태로 근사한 상태 방정식으로 표현

한다.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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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와 같은 ALE 기법은 공기중 폭발(Air Explosion; AIREX)은 물론 수중폭발(UNDEX 

Underwater Explosion), 실선 충돌 및 좌초, 슬로싱(sloshing) 및 슬래밍(slamming) 등의 

유체-구조 연성문제에서 널리 사용된다. 본 절에서는 공기중 폭발의 해석을 위해 LS 

DYNA의 MMALE(Multi-Material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및 FSI(Fluid Structure 

Interaction) 해석기법을 적용하고, 실험을 통해 계측된 폭발충격과 비교함으로써 수치해

석의 정확도를 제고하고자 하였다.

그림 39.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해석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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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Finite Element 모델링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과 동일한 형상으로 LS DYNA Finite Element 모델링을 하였

다. 발포알루미늄과 웨지(wedge)는 solid 요소를, 나머지 구조 부분은 shell 요소를 사용

하였고, 접촉된 부분은 AUTOMATIC_SURFACE_TO_SURFACE를 사용하여 contact시켰

다. 구조부분의 재료모델은 MAT_PIECEWISE_LINEAR_PLASTICITY을 사용하였으며 시

험용 격벽은 AH36 고장력강을, 나머지 부분은 SS400 연철을 적용했다.

  발포알루미늄 재료는 실험과 동일하게 ㈜폼텍의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을 

적용하였고, 재료모델은 MAT_CRUSHABLE_FOAM 및 MAT_MODIFIED_HONEYCOMB

로 해석하여 그 결과를 실험과 비교하였다. 공기 및 폭약의 MMALE는 solid 요소를 사

용하였으며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를 사용하여 FSI 기법을 적용하였다. 

특히, 폭약은 MAT_HIGH_EXPLOSIVE_BURN, EOS_JWL, INITIAL_DETONATION 및 

INITIAL_VOLUME_FRACTION_GEOMETRY 등의 option을 사용하였다. 전반적으로 구

조는 6cm, MMALE는 4cm로 격자를 구성하여 약 1,450,000개의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그림 40.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의 LS DYNA 유한요소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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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내부폭발 및 구조응답 해석

  MMALE 및 FSI 기법을 활용하여 TNT의 폭발압력 해석 결과, time duration 및 trend 

pattern 등의 측면에서는 실험결과와 대체적으로 유사한 해석결과가 나타났다. 특히 실

험에서 폭발 초기의(0~4ms) reflect shock pressure는 격벽 중앙부 대비 코너부에 약 2~3

배의 peak pressure가 집중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는데, LS DYNA의 FSI 해석은 이와 같

은 현상을 유사하게 표현하였다. 하지만 MMALE는 유체격자 크기가 클수록 폭발압력 

전달 시 손실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실제로 시뮬레이션 결과 계측된 폭발압력

보다 다소 작은 peak pressure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폼 재료의 구조적 응답특성을 

해석하는데 주안점을 두었으며, 따라서 VOLUME_FRACTION_GEOMETRY의 RADIUS 

option을 미세하게 조정하여 폭발현상과 유사한 pressure time history를 도출하였다(그림 41).

   그림 41. 내부폭발 실험의 폭발압력-시간이력 해석결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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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발포알루미늄 부착 시험격벽의 실험 및 해석 형상 비교

  이와 같은 폭발하중 하에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의 구조응답을 해석하고 격벽 중

앙부(Plate Center)의 변형이력을 도출하였다. 시험격벽에 부착된 발포알루미늄의 재료모

델은 MAT_CRUSHABLE_FOAM 및 MAT_MODIFIED_HONEYCOMB을 이용하여 해석

하고, 그 결과를 폭발실험 현장에서 계측된 최종 잔류변형과 크기를 비교하였다(그림 43).

  그림 43-(a)를 통해서 볼 수 있듯, MAT_PIECEWISE_LINEAR_PLASTICITY 재료모델

을 사용해 예측한 steel 재료의 구조응답은 실험결과와 유사한 수준으로 예측되어 신뢰

할 수 있는 결과로 판단된다. 따라서, Test 2~3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발포알루미늄의 재료모델 별 성능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림 43-(b) ~ (d)를 실험결과와 비교해 보면 MAT_CRUSHABLE_FOAM 재료모델은 

격벽의 최대처짐을 실험결과와 거의 유사하게 예측하는 반면, MAT_MODIFIED_

HONEYCOMB 재료모델은 실험결과보다 격벽처짐을 50~60mm 정도 작게 예측하여 비

교적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단, Test 4(50+50mm)는 두 재료모델 모두 약간 상이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해석상으로는 100mm 단일 패널로 모델링 하였지만 실험에서는 

50+50mm 적층 패널로 제작된 점을 감안할 때, 동적하중에서의 단일 및 적층 패널의 

거동 메커니즘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한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뿐만 아니라 MAT_CRUSHABLE_FOAM 재료모델을 이용 시 약 1시간 30분 정도의 

해석시간이 소요된 반면, MAT_MODIFIED_HONEYCOMB 재료모델의 경우 약 7시간 

20분 정도의 해석시간이 소요되어 약 5배 정도 긴 시간이 소요되었다(Platform-MPI 

8.1.1 Xeon64 Processor 32core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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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 발포알루미늄 패널 부착두께별 변형-시간이력 실험 및 해석비교(격벽 중앙)

  즉, MAT_CRUSHABLE_FOAM(MAT #63) 재료모델이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MAT_MODIFIED_HONEYCOMB(MAT #126) 모델보다 발포알루미늄의 역학적 거동

을 표현하는 측면과 해석에 소요되는 계산시간의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고 볼 수 있다. 

두 재료모델 모두 단방향 압축하중이라는 이상적인 조건에서는 발포알루미늄의 역학적 

거동을 유사하게 잘 표현하였지만(5.2.2절), 이러한 사실을 단순하게 실제 어플리케이션

에까지 확대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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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MAT_MODIFIED_HONEYCOMB 재료모델의 해석결과 고찰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해석결과 MAT_MODIFIED_HONEYCOMB(MAT #126) 재료

모델은 실제보다 작은 격벽처짐을 나타내었는데, 이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고찰하였다.

  첫째, LS-DYNA User Manual Vol.2, pp.539에 따르면 MAT_MODIFIED_HONEYCOMB 

재료모델은 “material with anisotropic behavior”를 위한 재료모델로서,[15] 태생적으로 발포

알루미늄과 같은 등방성 거동을 보이는 재료에 대한 모델이 아니다. 즉, 이 재료모델은 

honeycomb-core 샌드위치 패널과 같이 하중의 방향에 따라 역학적 거동이 달라지는 구

조를 해석하기 위해 개발된 재료모델인 것이다.

  둘째,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33] 이 재료모델은 honeycomb-core 구조의 물리적 특

성마저도 정확히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honeycomb-core 구조는 하중 방향

이 수직방향일 때 최고의 충격흡수성능을 나타내며 패널-하중 간 각도의 방향이 줄어

들수록 재료의 응답 stress는 줄어드는 물리적 특징이 있다. MAT_MODIFIED_HONEYCOMB 

재료모델은 하중방향이 0° 및 90°일 때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물리적 특성보다 큰 응

답 stress를 나타냈으며, 0°~45°일 때는 오히려 수직하중일 때보다 더 큰 응답 stress를 

나타냈다(그림 44). 폭발강화격벽과 같이 폭발하중에 대하여 원호형상으로 변형하는 구

조의 경우 하중의 방향이 0°~45°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은데, 이에 따라 MAT_ 

MODIFIED_HONEYCOMB 재료모델은 stiff한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하중방향의 각도-응력 관계 실험 및 해석 비교[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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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발포알루미늄 재료모델별 LS DYNA 해석결과 형상 비교

  셋째, 접촉면에 적절한 contact 조건을 정의하였음에도 MAT_MODIFIED_HONEYCOMB 

모델은 후면의 shell structure를 통과하여 Al foam 요소들이 비산하는 형상이 나타났다

(그림 45). 반면, MAT_CRUSHABLE_FOAM 재료모델은 동일한 contact조건에서 후면의 

shell structure를 통과하는 형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MAT_MODIFIED_HONEYCOMB 모

델은 element의 strain이 입력된 failure strain(EF) 값을 넘을 시 element를 삭제하여 foam 

material failure를 표현하는데, 이에 따라 connectivity가 끊어진 요소들이 이탈하여 비산

하게 된다. 이때 이탈하는 element들이 구조격벽으로 하중을 전달하지 않고 비산하면서 

shell structure에 실제보다 작은 pressure가 도달됨으로써 실제보다 작은 소성변형이 나

타난 것으로 보인다.

5.4 소 결 론

  본 장에서 수행한 수치해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1) LS DYNA의 FSI 해석은 공기중 폭발을 trend pattern 등의 측면에서 유사하게 예측

하지만, MMALE 격자크기에 따라 해석결과의 정확도는 민감하게 달라진다.

2) 발포알루미늄의 구조응답 해석 시 LS DYNA의 MAT_CRUSHABLE_FOAM 재료모

델을 사용할 수 있다.

  제시된 LS DYNA의 재료모델을 이용하여 향후 다양한 TYPE의 metallic foam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가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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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설계방안

6.1 기존 폭발강화격벽 설계방법 분석(Curtain Type BHB)

6.1.1 이론적 배경

  미국 함정설계 기술자문 전문업체인 ALION S&T는 소성이론(항복선이론)과 보 이론

(오일러-베르누이 빔 이론)을 사용하여 커튼형 폭발강화격벽을 설계하였다. 가로방향으

로 긴 형상을 가지지는 함정의 폭발강화격벽은 보강재를 중심으로 하는 보 구조물이 

여러 개가 모여 구성된다고 가정하고 최종 강도를 계산하였다. ALION S&T는 격벽에 

균일한(uniform) 하중이 가해진다고 보았으며, 총 5단계의 단계로 격벽의 소성변형이 

진행한다고 생각하였다(그림 46).

① 보강재의 중심부(membrane)와 상ㆍ하단 끝단(buckling)에 소성변형 발생

② 격벽의 상ㆍ하단 커튼부와 중앙 주판부 연결부에 소성변형 발생

③ 격벽의 중앙부에서 시작되어 상ㆍ하단부로 소성변형 진행

④ 격벽의 상ㆍ하단 커튼부와 데크 연결부에 소성변형 발생

⑤ 격벽의 모든 부분에 소성변형 발생

그림 46. 커튼형 폭발강화격벽의 소성변형의 전파[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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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2 주요내용

  ALION S&T의 커튼형 BHB.는 앞에서 언급한 이론에 기반하여 유도된 커튼형 폭발강

화격벽이 견딜 수 있는 최대하중() 개념을 이용한다. 은 주판 두께, 

커튼부 길이 및 두께, 보강재 치수 및 개수 등 격벽의 주요 치수로부터 도출되며, 아래 

식과 같이 표현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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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 

 = Lower Curtain Plate Vertical Height,

 = Upper Curtain Plate Vertical Height,

 = Effective BHB Vertical Height (= λ×H),

 = BHB Vertical Height (typically vertical distance between deck plating), 

   = Boundary Condition Coefficient and Inverted Coefficient, given as:

   

 1 if (A > 0m and B > 0m)   0.577 if (A > 0m and B > 0m)
0.788 if (A ≤ 0m or B ≤ 0m) 0.788 if (A ≤ 0m or B ≤ 0m)
0.577 if (A ≤ 0m and B ≤ 0m) 1 if (A ≤ 0m and B ≤ 0m)

 = Effective BHB Column Span, given as:

     
 

















 


 


















 


 














 


 





  설계된 커튼형 BHB의 치수로부터 을 도출하고 설계대상 폭발하중 의 

값보다 큰 값을 갖도록 case study를 한다. 은 주어진 설계조건에 따라 달라지나, 

크게 아래 두 가지 경우로 볼 수 있다.

①  = 준정적 가스압력 (maximum charge weight to free volume [ ])

②  = 초기 반사충격 ( maximum charge weight [], minimum standoff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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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3 한 계 점

  현재 알려진 수준의 정보를 통해 ALION S&T의 커튼형 BHB 설계방법을 통해 국내 

독자설계를 진행하는 데는 몇 가지 제한점이 존재한다.

  첫째, 이 설계식의 완전한 이론적 근거와 설계식에서 사용되는 각종 계수(경계조건 

계수[], 동적 인장계수[ ] 등)들의 자세한 의미 등이 알려지지 않았다. 즉, 설계식 사

용의 제한사항이나 경우에 따른 각종 계수값의 변화 등을 알 수 없어, 현재 공개된 수

준의 정보만으로 일반화하여 국내 독자설계를 진행하기에는 제한이 있다.

  둘째, 이 설계방법은 주어진 설계조건으로부터 하나의 설계(안)이 도출되는 방식이 

아니라 case study를 기반으로 설계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주어진 설계위협을 만족하는

(즉,   >  ) BHB는 여러 case가 존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적화라

는 추가적인 과정이 필요하다.

  셋째, 설계대상 폭발하중  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다. 현재까지 밝혀진 정보에 

따르면, 설계 요구조건에 따라  을 준정적 가스압력 [ ], 또는 초기 반사충격 [ ]

로 설정할 수 있다. 하지만,  을 초기 반사충격 [ ]으로 볼 때 최소 이격거리

(minimum standoff)를 어떠한 기준으로 설정하는지 밝혀져 있지 않다.

  넷째, 초기 반사충격과 같이 최대압력이 크고 압력 지속시간이 짧은 동적 하중의 경

우에는 압력뿐만 아니라 충격량( ∙)도 중요한 설계 인자로 알려져 있음에도 

불구하고,[3] 이 설계방법에는 그에 대한 내용이 알려져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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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함정 내부폭발 하중 추정법

6.2.1 이상화된 시계열 하중 예측기준 검토

  이상화된 시계열 하중을 예측하는 방법으로는 UFC Manual (2008)의 경험식을 활용

한 방법과 ALION S&T(美)에서 개발한 약산식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두 기준에 

내부폭발 실험조건을 적용하여 도출한 결과를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그림 47).

  UFC Manual은 초기 반사충격의 peak pressure를 다소 작게 예측했으나, 충격량과 

QSP는 비교적 유사하게 예측하였다. ALION S&T에서 개발한 약산식은 초기 반사충격

의 peak pressure를 작게 예측함은 물론, 충격량 또한 1/10 수준으로 매우 작게 예측하

였다. QSP는 유사하게 예측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짧은 time duration을 나타내었다.

  함정 내부폭발은 대부분 환산거리  ≤ 로서 근접폭파조건(충격영역)에 해

당한다. 이 경우 초기 반사충격의 충격량이 중요한 설계 인자임이 밝혀져 있다.[3] 따라

서 중요 설계인자인 충격량 및 QSP를 실험결과와 가장 유사하게 예측함은 물론, 가장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UFC Manual을 기준함이 타당하다.[34]

     그림 47. 내부폭발 실험 및 기준별 시계열 하중 예측결과 비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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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2 이상화된 시계열 하중의 보정

  UFC Manual 기준으로 추정한 초기 반사충격과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결과는 peak 

pressure에서 다소 차이점이 발견되었다. 이는 극도의 근접 폭발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

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중요 설계인자인 충격량( )과 QSP( )는 비교적 실험

결과와 유사하였다.[34]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과 추가적인 내부폭발 case에 대한 수치해석 결과를 분석하

여 초기 반사충격 peak pressure에 대한 적절한 보정계수(  )를 도출하였다. 그 결

과 실험결과와 유사한 시계열 하중을 얻을 수 있었다(그림 48). 정리하자면, UFC 

Manual을 이용한 이상화된 시계열 하중은 설계 초기단계에 기준하중으로서 사용 가능

하며, peak pressure 값은 적절한 보정을 통해 물리적 현상과 비교적 유사하게 추정할 

수 있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 및 수치해석을 통해 더 많은 case를 기반으로 정밀한 보

정기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48. 내부폭발 실험 및 UFC Manual 보정결과 비교[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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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설계 프로시저

6.3.1 설계 개념

  기존 커튼타입 폭발강화격벽은 기본적으로 QSP를 대상으로 구조격벽을 설계한 뒤 

안전계수를 반영하여 동적 하중효과를 고려한다. 즉, 설계 시 사용되는 목표하중은 

QSP 예측값의 4.35배 큰 값을 사용한다. 이는 동적하중의 효과를 간접적으로 추정하여 

설계하는 방법이며, 특히 충격량( )에 대해서는 고려가 불가능하여 안전계수를 다소 

큰 값을 사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와 달리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은 초기 반사충격을 희생부재를 사용하여 

흡수하고 QSP를 구조격벽이 견디게 한다는 개념이다.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1차적으로 

초기 반사충격을 압축 소성변형을 통해 흡수하는 희생부재(sacrificial device)로서 작용

한다. 또한, 2차적으로는 흡수하지 못한 나머지 충격량을 낮은 피크압력으로 긴 시간동

안 전달함으로써 동적 하중효과를 저감 및 정적하중에 가깝게 전환시키는 기계적 댐퍼

(damper)로 작용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제4장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을 통해서도 확

인된 바 있다(그림 49).

  따라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의 설계는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진행할 수 

있다. 첫째는 초기 반사충격을 흡수하기 위한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선정하는 것이고, 

둘째는 QSP를 견딜 수 있는 구조격벽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림 49.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충격흡수 및 동적하중 저감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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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 발포알루미늄 패널 선정법

    발포알루미늄 패널 선정에 있어 주요한 인자는 초기 반사충격의 peak pressure( )

와 충격량( )이며,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max  (6.2)

  (6.3)

  폭발물의 등가 TNT 무게, 격벽과 폭발물 간 거리가 input data로 주어지면 UFC 

Manual로부터 초기 반사충격의 peak pressure() 및 충격량( )을 도출할 수 있으

며, 6.2.2절의 내용에 따른 보정을 통해 설계하중   및 을 정할 수 있다. 

즉,

   ×   ×  (6.4)

   (6.5)

    및 이 결정되면 압력-충격량(P-I) 평면 위에 설계하중에 해당하는 지점 

     을 표시한다(그림 50). 이때 충격량 는 가로축, peak pressure 

는 세로축을 구성한다. P-I 평면에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을 

표시하고,        보다 위에 위치하는 패널을 선택한다(그림 50

의 75t, 100t). 여기서 P-I 곡선은 패널제품 자체의 사양으로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

보에 해당한다. 즉, 설계하중지점    보다 위에 위치하는 P-I 곡선은 설계

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충격흡수 패널임을 의미한다.

  단, 설계하중 peak pressure가 발포알루미늄의 항복응력보다는 커야한다는 점을 주의

해야 한다. 일반적인 경우 발포알루미늄의 항복응력이 ∼ 수준임을 고려할 때, 

대체로  이상의 크기를 갖는 폭발하중이 발포알루미늄 항복응력보다 작은 경우

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높은 항복응력을 갖는 고성능 패널이 사용되는 등 

경우에 따라 설계 피크하중과 항복응력의 비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 52 -

      그림 50. 발포알루미늄 패널 선정을 위한 P-I 평면 작도(예시)

   제작사로부터 제공받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포알루미늄 패널 타입별 P-I 곡선함수

를 제시하였다(표 9). 함수에   을 대입하고 얻어진 결과값을 과 비교함

으로써 초기 충격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선정할 수 있다. skin 

plate는 제작사 권고에 따라 1mm Mild Steel 만을 고려하였으나, 향후 경량소재의 skin 

plate를 개발하는 등 성능 개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함수 형태 :    
구 분 계수 A 계수 B 계수 C

일반형

(밀도 200kg/m3)

두께 25t 2.483 -0.7558 1.829

두께 50t 62.88 -3.14 2.493

두께 75t 1,206 -4.57 2.71

두께 100t 265.9 -2.595 2.846

고밀도

(밀도 370kg/m3) 

두께 25t 55.38 -2.007 5.498

두께 50t 50.85 -1.123 5.867

두께 75t 139.2 -1.364 6.51

두께 100t 316.6 -1.555 6.916

고강도(Al+Cu) 
(밀도 280kg/m3)

두께 25t 45.27 -1.486 6.919

두께 50t 146.4 -1.734 7.187

두께 75t 391.9 -1.944 7.48

두께 100t 1,168 -2.175 7.766

표 9. 발포알루미늄 패널 타입별 P-I 곡선 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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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발포알루미늄 패널 타입별 P-I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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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3 구조격벽 설계법

    구조격벽 부분은 커튼타입 폭발강화격벽 설계방법 중 하나인 최종강도 및 변형기

하학 기반 설계식[37]에 보정계수를 조정함으로써 설계할 수 있다. 보 이론과 최종강도 

이론에 기반하여 수립된 이 설계식은 가로로 긴 형상을 나타내는 수밀격벽은 1개의 보

강재(stiffener)를 포함하는 보의 조합으로 가정하며, 이 보에 준정적 가스압력 가 균

등하게 작용하여 원호(arc) 형상으로 소성변형 한다고 가정한다(그림 52). 원호형상의 

기하학으로부터 설계하중을 견디기 위한 구조물의 단면적 를 도출하고, 그 단면적으

로부터 커튼판의 길이  및 두께 를 도출한다.

그림 52. 최종강도 및 변형 기하학 기반 설계식의 가정[37]

  주목할 점은, 초기 반사충격에 따른 동적하중에 대한 효과와 설계 안전여유를 고려

하기 위해 설계하중   설정 시 UFC Manual로부터 도출한 준정적 가스압력 

  값에 보정계수를 적용한다는 점이다. 즉,

   ×  × (6.6)

여기서 는 동적하중 계수, 는 안전여유 계수이다. 노인식 등(2014)은 챔버모형 폭발

실험 결과 및 실적함 설계 데이터에 대한 통계적 분석을 통해 동적하중 계수    

및 안전여유 계수   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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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을 통해 발포알루미늄 패널이 충격하중의 동적 효과를 저감

시켜 정적(static) 하중에 가깝게 완화시킨다는 점이 제4장에서 확인한 바 있다. 즉, 주

어진 커튼타입 폭발강화격벽 설계식에 동적하중 및 안전여유 계수를 적절하게 조절하

면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의 구조격벽 부분을 설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적함 구조격벽과 유사한 크기로 3개의 격벽 모델을 설정하고 6.2.2

절에서 제시된 시계열 하중을 가하여 LS DYNA 해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구조격벽 

모델에 시중에 유통되는 발포알루미늄 패널 12종을 부착하여 격벽이 파괴되기 직전의 

가스압력을 수치해석적으로 구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36개의 최대허용 가스압력 

과, 커튼형 폭발강화격벽 설계식을 통해 도출된 최대허용 가스압력 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발포알루미늄 패널 12종 각각에 대한 동적하중 계수   및 안전여

유 계수  를 제시하였다(표 10). 패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고밀도/고강도 발

포알루미늄을 사용할수록 설계 보정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

TYPE Dynamic loading factor,  Safety margin factor, 

Curtain (conventional)[37] 1.5 2.9

일반형

(밀도 200kg/m3)

두께 25t 1.44 1.28

두께 50t 1.39 1.23

두께 75t 1.35 1.22

두께 100t 1.31 1.22

고밀도

(밀도 370kg/m3) 

두께 25t 1.41 1.27

두께 50t 1.39 1.21

두께 75t 1.30 1.21

두께 100t 1.26 1.20

고강도(Al+Cu) 
(밀도 280kg/m3)

두께 25t 1.41 1.26

두께 50t 1.39 1.24

두께 75t 1.36 1.18

두께 100t 1.31 1.18

표 10. 발포알루미늄 패널 종류에 따른 Design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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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튼타입 폭발강화격벽 설계식에서 주어진 가스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1-span의 보

에 대한 구조단면적 는 다음과 같다.

 









 (6.7)

여기서 는 1-span 보의 폭(또는 보강재(stiffener) 간격), 는 보의 높이(또는 격벽의 높

이), 는 재료의 항복응력, 그리고 는 재료의 파단변형률이다.

  관련 설계기준에 따라 보강재의 규격 및 수밀격벽의 두께는 주어질 것이므로 수밀격

벽 1-span의 구조단면적은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6.8)

여기서 는 보강재(stiffener)의 단면적, 는 수밀격벽의 주판두께이다. 우리는 주어진 

수밀격벽의 단면적 과 설계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단면적 값을 비교하

여,   인 경우 가스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수밀격벽으로 적절하게 설계되었음

을 판별할 수 있다.

  다른 방법으로는, 커튼판의 길이  및 두께 를 이용하여 판별할 수 있다. 식 (6.8)

에 따라 구한 1-span의 보에 대한 단면적 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스압력을 지지하

기 위한 커튼판의 길이  및 두께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6.9)

 ≥
 

 







 

 




  (6.10)

식 (6.9) 및 (6.10)에 표 10에서 제시된   및  값을 대입하여,     또는   인 경

우 가스압력을 지지할 수 있는 수밀격벽으로 적절하게 설계되었음을 판별할 수 있다. 

이는 발포알루미늄 부착 시 연결부에 대한 보강없이 기존 수밀격벽만으로 설계하중을 

견딜 수 있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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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폭발에 따른 격벽의 잔류 최대처짐 max은 다음 식에 따라 구할 수 있다.

max 


  

  (6.11)

  향후에는 식 (6.7) ~ (6.10)에 주판두께 또는 보강재의 치수 등의 설계인자들을 조절함

으로써 수밀격벽 + Al Foam BHB에 대한 중량 최적화는 물론, 커튼타입 + Al Foam BHB 

또한 설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더 많은 실험 및 수치해석이 수행되어 다

양한 case가 축적된다면, 설계 보정계수의 정밀도를 더욱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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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4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 결과와의 비교

  챔버모형 내부폭발 실험에서는 일반 폼 타입(밀도 200kg/m3) 발포알루미늄 패널에 대

하여 패널 두께를 변수로 하여 총 4케이스의 실험조건을 설정했다. 실험 결과 모든 

case에서 격벽의 소성변형은 원호 형상으로 나타났으며, 폭발 화염으로 인해 발포알루

미늄이 녹거나 탄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53. 시험 격벽의 변형형상 비교(가정 vs 실험결과)

  챔버모형 폭발실험의 조건에 대해 위 식 (6.10)과 표 10의 을 통해 추정한 최대처

짐과, 실험 시 최대처짐 측정값을 비교하였다(표 11) 그 결과 대체로 20mm범위 내에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이는, 발포알루미늄 패널이 초기 반사충격을 흡수하고 동적 

하중효과를 저감시킨다는 가정이 타당함은 물론,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설계방안이 

유효하다는 것이 실험적으로도 확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

No.
Deflection

Experiments Estimations

Test 1(None) 322mm 340mm (+18mm)

Test 2(50mm) 312mm 311mm (- 1mm)

Test 3(70mm) 276mm 297mm (+21mm)

Test 4(50+50mm) 284mm 286mm (+ 2mm)

표 11. 잔류 최대처짐의 실험결과 및 수식추정값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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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7.1 맺 음 말

  본 학위논문에서는 해군 함정의 취약성(vulnerability) 설계기법 중 하나인 폭발강화격벽

(Blast Hardened Bulkhead; BHB)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을 

제안하고 실험을 통해 feasibility를 검토하였다. 또한, 새롭게 제안한 폭발강화격벽을 실용

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수치해석 기법 및 설계방안을 개발ㆍ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공기중 폭발 및 함정 내부폭발에 대한 문헌적 연구와 더불어 수치해석 시

뮬레이션을 실시하여 비강화 수밀격벽이 파단에 이르는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이를 통

해 수밀격벽의 파단은 초기 반사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격벽-데크 간 연결부의 파단균열

이 큰 요인임을 확인하고, 격벽에 전달되는 충격을 저감하는 방법을 통해서도 BHB를 구

현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의 개념을 제안하였다.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의 feasibility 확인을 위해 함정의 일부분을 모형화한 챔버모형

을 이용하여 실제 내부폭발을 실험함으로써, 발포알루미늄 부착에 따른 폭발압력 및 구

조응답의 영향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초기 반사충격을 저감시킴

은 물론 기계적 damper로서 하중의 동적효과를 완화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폭발로 인

한 고온과 화염에 노출되었음에도 발포알루미늄이 녹거나 탄 흔적이 없음을 확인하였다.

  나아가 챔버모형 폭발실험을 이용해 LS DYNA 시뮬레이션의 고도화 기법또한 연구하

였다. 공기중 폭발 해석을 위한 유체-구조 상호작용 해석, Arbitrary Lagrangian Eulerian 기

법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수행하고, 발포알루미늄과 같은 soft metallic foam material을 수

치해석 하기위한 재료모델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LS DYNA의 FSI 및 MMALE 해석을 

이용해 공기중 폭발을 해석할 수 있고, MAT #063 crushable_foam 재료모델을 이용하여 

발포알루미늄 재료의 역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의 주요 dimension에 대한 초기설계법을 제시하여 

실용적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최대처짐에 대한 실험결과 및 수식적 추정

값을 비교함으로써 가정 및 설계방안의 유효성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은 이론적ㆍ수치해석적ㆍ실험적으로 적용 

가능성이 확인된 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된다면 군사분야 뿐만 아니라 민간분야

에서도 매력 있는 소재로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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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후속 연구사항

  본 연구를 통해 발포알루미늄을 이용한 BHB의 feasibility가 확인되었다. 제안된 BHB의 

가장 큰 장점은 폭발강화기법이 적용되지 않은 운용함정에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부착함

으로써 최소의 공사로 수밀격벽을 BHB로 개조할 수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신조함에 일

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커튼형 BHB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두 형식

의 BHB에 대한 명확한 비교 연구가 부재하다.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을 실용적으로 사

용하고, 특히 신조함에까지 적용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1) 발포알루미늄 패널 경량화 및 성능개량 연구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필요 시 수밀격벽 양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경우에 따라 커튼형

보다 무거운 중량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더욱 경량화된 패널로 더 높은 충격흡수 성능

을 가질 수 있도록 성능개량이 필요하다. skin plate 경량화, 알루미늄과의 이종 금속의 

합금을 통한 고성능 재료에 대한 발포기술 개발, 패널의 발포금속 내부에 구조적 심재를 

조합한 패널의 개발 등을 대안으로 고려할 수 있다.

2) 발포알루미늄 BHB 설계 및 역학적 거동 예측 정밀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설계에 적용 가능한 Design Factors를 수치해석

적으로 도출ㆍ제시하였다. 여기에 추가적인 실험 및 수치해석을 기반으로 factor의 정밀

화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패널 적층형의 경우 패널 전체두께에 따른 변형 경향과 다른 

결과가 실험적으로 확인된 바, 이에 대한 역학적 거동 예측 연구가 필요하다.

3) 발포알루미늄 패널 설치에 대한 생산성 연구

  발포알루미늄 BHB는 용접이 아닌 에폭시 부착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신조함에 적용하

기 위해서는 에폭시 부착 방식과 용접 방식의 생산성에 대한 정량적 비교연구가 필요하

다. 더불어 steel+Al 이종재료 접착에 따른 부식가능성 등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4) 공기중 폭발 특성에 대한 예측 정밀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초기 반사충격에 대하여 설계 기준하중 설정 방안과, UFC Manual으로

부터 예측한 폭발하중에 대한 보정기법을 제시하였다. 향후 추가적인 실험 및 수치해석

을 통해 보정기법을 정밀화 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LS DYNA FSI 해석 시 MMALE의 

격자크기에 따른 수치해석 결과의 민감성 또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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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A.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설계 예제

부록 B.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Design Factors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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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A.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설계 예제

A.1 개   요

  본 학위논문 6.3절에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설계 프로시저를 제시한 바 

있다. 부록 A에서는 제안한 설계 프로시저에 따른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에 대한 설계 

예제를 제시하였다.

A.2 기본 개념

  본 학위논문 2.3절에서는 수밀격벽의 파단 메커니즘을 분석한 바 있다. 폭발초기 

reflect shock은 수밀격벽-갑판 연결부에 파단균열(crack)이 발생시키고, 뒤이어 가해지는 

gas pressure는 이 균열(crack)을 급격히 진전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격벽을 파단시킨다. 

그림 A-1. 수밀격벽의 파단 메커니즘(LS DYNA 해석결과)

  따라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는 폭발초기 reflect shock을 흡수할 수 있는 Al Foam 

패널을 선정하고, 뒤이어 전달되는 gas pressure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격벽을 설계하는 

개념으로 진행된다.

① 설계위협 선정

UFC Manual을 활용하여 초기 shock의 피크압력과 충격 임펄스를 도출

② P-I 곡선(제작사 제공)을 이용하여 패널 종류 및 두께 선정

target으로 하는 shock의 피크압력과 충격임펄스를 흡수할 수 있는 패널 선택

③ 구조격벽 설계

개발된 간이설계식을 이용 gas pressure를 흡수할 수 있는 구조격벽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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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3 예제 설정(Problem description)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의 설계를 위해 아래와 같은 조건의 예제격실을 설정하였다. 

설계를 위한 input parameter는 내부폭발이 발생하는 격실의 크기, 탄약의 등가 TNT 중량 

및 폭발 위치, 대함미사일 관통에 따른 배출구의 크기, 그리고 격벽 재료의 항복응력 등

으로 볼 수 있다(그림 A-2).

Problem description

• 격벽 크기(L×H) = 8 × 2.6 [m]

• 격실 길이(D) = 10 [m]

• 탄약 위치 : 격실 정중앙(격벽↔탄약 간 거리 : 5 [m])

• 탄약 중량(등가TNT) = 70 [kg]

• 배출구 크기(A) = 2 [m2]

• 격벽 재료 : HSLA(공칭 항복응력 σY = 690 MPa, 공칭 파단변형률 εf = 0.1)

• 보강재 : 125×125×6/9(T), 간격 650[mm]

• 수밀격벽 두께 : 7[mm]

그림 A-2. 설계대상 예제격실의 주요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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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 설계위협 선정

  UFC Manual에 따라 폭발초기 reflect shock pressure의 peak pressure( ) 및 impulse

(), 그리고 gas pressure( )값을 도출한다. 주어진 예제의 조건에서 UFC Manual에 

따른 설계인자는 다음과 같다.

      ∙   (A.1)

  우리는 챔버모형 폭발실험을 통해 극도의 근접폭발 영역인 함정 내부폭발에서 폭약-격

벽 간 거리에 큰 영향을 받는 reflect shock의 peak pressure( )는 실험데이터를 기반으

로 fitting된 UFC Manual의 예측의 정확성이 낮아질 수 있으나, reflect shock의 impulse

(), 그리고 gas pressure()는 전반적으로 실험결과와 예측값이 일치함을 확인한 

바 있다(학위논문 6.2.2절). 이에 따라 제시된 보정계수   를 이용해 UFC 예측하중을 

보정하여 설계위협을 정할 수 있다. 즉,

   ×   ×   (A.2)

   ∙ (A.3)

  따라서 주어진 예제의 격실 및 탄약조건에 따라 최종적으로 reflect shock에 대한 설계

하중은    및   ∙로 선정할 수 있다. gas pressure의 

설계하중   × ×와 같이 정의되며, dynamic loading factor   및 safety 

margin factor 는 선정된 패널의 종류 및 두께에 따라 결정된다(학위논문 표 10).

A.5 패널 종류 및 두께 선정

  설계하중이 결정되면 압력-충격량(P-I) 평면 위에 reflect shock의 설계하중에 해당하는 

지점을 표시한다. 즉, 

      ∙  (A.4)

  이때 impulse 는 가로축, peak pressure 는 세로축을 구성한다. P-I 평면에 발포알루미

늄 패널의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을 표시하고,   보다 위에 위치하는 패널

을 선택한다(그림 A-3). 여기서 P-I 곡선은 패널의 충격흡수성능을 나타내는 자체의 특성

으로서, 제작사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해당한다. 즉, 설계하중지점    보다 

위에 위치하는 P-I 곡선은 설계하중을 수용할 수 있는 충격흡수 패널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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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A-3. P-I 평면을 이용한 발포알루미늄 패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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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흡수가능압력

[MPa] / (1)
설계목표압력

[MPa] / (2)
패널여유압력
[MPa] / (1)-(2)

패널중량
[kg]

일반형

(밀도 200kg/m3)

25T  2.48 7.26 -4.78 (X) 267.28

50T  2.74 7.26 -4.52 (X) 371.28

75T  3.09 7.26 -4.17 (X) 475.28

100T  5.56 7.26 -1.70 (X) 579.28

고밀도

(밀도 370kg/m3) 

25T  7.09 7.26 -0.17 (X) 355.68

50T 12.86 7.26 5.60 (O) 548.08

75T 18.95 7.26 11.69 (O) 740.48

100T 27.22 7.26 19.96 (O) 932.88

고강도(Al+Cu) 
(밀도 280kg/m3)

25T 10.20 7.26 2.94 (O) 308.88

50T 14.03 7.26 6.77 (O) 454.48

75T 20.12 7.26 12.86 (O) 600.08

100T 32.82 7.26 25.56 (O) 745.68

표 A-1. 발포알루미늄 패널 타입별 P-I 곡선 함수

  더불어, 본 학위논문 (표 9)에 발포알루미늄 패널 타입별 P-I 곡선함수를 제시한 바 있

다. 이 함수에   을 대입하고 얻어진 결과값을 과 비교함으로써 적절한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판별할 수 있다. 주어진 설계하중 조건에 따라   에 

5.85[MPaㆍms]를 대입하고, 패널 타입별 P-I 곡선함수의 값과 을 비교하였다(표 

A-1). 또한, 이와 같은 방법을 활용하면 초기 반사충격을 수용할 수 있는 발포알루미늄을 

자동으로 판별해주는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종합적으로, P-I 커브를 통해 주어진 설계하중 reflect shock을 흡수할 수 있는 발포알

루미늄 패널은 고밀도 Al Foam(370kg/m3) 50T, 75T, 100T 및 고강도 Al+Cu 

Foam(280kg/m3) 25T, 50T, 75T, 100t로 총 7종이다. 이 가운데 패널중량이 309[kg]으로 가

장 가벼운 고강도 Al+Cu Foam(280kg/m3) 25T 패널을 최종적으로 선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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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6 구조격벽 설계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선정하고 나면, gas pressure를 지지할 수 있는 구조격벽을 설계한

다. 먼저 선정된 발포알루미늄 패널에 따른 설계 가스압력을 다음과 같이 선정한다.

 ×× ××  (A.5)

  구해진 설계하중 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격벽 1-span의 보 구조단면적을 도출한

다. 이때, 보강재 간격   , 격벽 높이    , 공칭 파단변형률   , 그

리고 공칭 항복응력   는 주어지는 값이다. 즉, 을 지지하기 위해 요

구되는 1-span 보의 구조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
×××

×
  (A.6)

  또한, 현재 주어진 조건과 같이 125×125×6/9(T)의 규격을 갖는 T-stiffener와 두께 7[mm]

를 갖는 수밀격벽에서의 1-span 보의 구조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 
  (A.7)

  즉, 수밀격벽의 구조단면적 가 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구조단면적 

보다 더 큰 값을 가지므로 주어진 수밀격벽은 설계하중 gas pressure를 지탱할 수 있다.

그림 A-4. 구조격벽부 설계 시 사용되는 주요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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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7 커튼형 BHB 설계결과와의 비교

  커튼형 폭발강화격벽에는    ,   를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주어진 

조건에 따른 커튼형 BHB의 설계하중은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 ××  (A.8)

 구해진 설계하중 을 지지하기 위해 요구되는 1-span 보의 구조단면적은 다음과 

같다.

 




 ×
×××

×
  (A.9)

  커튼형 폭발강화격벽은 연결부와 주판의 두께차이가 과도할 경우 오히려 주판-커튼판 

사이에서 파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따라서 주판두께도 일반 수밀격벽보다 1~2[mm] 보강

하여 가급적 주판-커튼판의 두께차이가 3~4[mm] 수준으로 구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주

어진 조건에서 일반 수밀격벽이 7[mm]이었으므로, 주판두께는 9[mm]로 보강하게 되면, 

1-span의 보에 대한 단면적   
 가 된다. 여기로부터 가스압력을 지지하기 

위한 연결부 보강 커튼판의 길이  및 두께 를 다음과 같이 도출할 수 있다.

 ≥ 



 



 
 



× × 
× ×

≃   (A.10)

 ≥
 

 







× ×

× 



≃   (A.11)

따라서, 주어진 조건에 따라 주판두께 9[mm], 커튼판 길이 200[mm] 및 두께 12[mm]인 

커튼형 BHB를 설계할 수 있다. 설계된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와 커튼형 BHB의 중량

을 비교하였다(표 A-2).

구 분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커튼형 BHB

주요치수
일반 수밀격벽 두께 7mm

+ 고강도 Al+Cu Foam 25T
주판두께 9mm

+ 커튼판(길이 200mm, 두께 12mm)

중 량 1,910kg (약 1.9톤) 2,004kg (약 2.0톤)

표 A-2. 설계예제의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및 커튼형 BHB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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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 Design Factors 산출

B.1 개   요

  본 학위논문 6.3절의 표 10에서 발포알루미늄 부착 폭발강화격벽 설계 Factors를 제시

한 바 있다. 부록 B에서는 이러한 설계 Factor를 수치해석적으로 산출한 방법과 세부 데

이터를 제시하였고, 더불어 발포알루미늄 패널을 부착함에 따른 BHB의 성능 개선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B.2 수밀격벽 및 폭발하중 모델링

  Design Factor 산출을 위해 총 3개의 구조격벽(수밀격벽 1case 및 커튼형 BHB 2case)을 

설정하고, 여기에 현재 상용화되어 시판중인 발포알루미늄 패널 12종을 부착하여 격벽의 

잔류 최대처짐 및 구조격벽의 하중용량을 수치해석적으로 도출하였다. 수치해석적으로 

도출한 격벽의 잔류 최대처짐 및 구조격벽의 하중용량과 본 학위논문 6.3절에 따른 수식

적 추정값과 비교하고 설계여유를 감안하여 패널의 형식 및 두께별로 Design Factor를 산

출하였다.

  LS DYNA 모델링 시 steel 부분은 MAT_PIECEWISE_LINEAR_PLASTICITY 재료모델을 

사용하였고, AH36 고장력강을 가정하였다. 특히, 보수적인 평가를 위해 AH36 고장력강

의 파단변형률은 공칭으로 알려진 수치인 0.2에 10% margin을 적용하여 0.18을 적용하였

다. 발포알루미늄 패널은 학위논문 제5장의 연구결과에 따라 MAT_CRUSHABLE_FOAM 

재료모델을 적용하였다. 하중은 등가 TNT와 주어진 격실조건에 따라 UFC Manual을 근

거로 도출한 reflect shock과 gas pressure를 조합한 시계열 하중을 LOAD_SEGMENT_SET

옵션을 사용하여 적용하였다.

구 분 ALT 1 ALT 2 ALT 3

격벽 주요치수
일반 수밀격벽

두께 7mm

주판두께 9mm
+ 커튼판 길이 300mm

 커튼판 두께 13mm

주판두께 6mm
+ 커튼판 길이 300mm

 커튼판 두께 10mm

보강재 사양
125×125×6/9(T),
간격 740mm, 10개

125×125×6/9(T),
간격 740mm, 10개

125×125×6/9(T),
간격 740mm, 10개

최대허용 가스압력
(수식추정) 1.65 MPa 2.53 MPa 1.88 MPa

표 B-1. 수밀격벽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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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B-1. 폭발하중 모델링[34]

  특히, reflect shock은 챔버모형 실험에 따라 밝혀진 사실과 같이 격벽의 위치별로 다르

게 전달되는 특성을 반영하여 pressure에 일정 배수를 곱하되 impulse는 일정하게 전달되

도록 하였으며,[34] gas pressure는 준정적 하중으로 전달되도록 하여 보수적인 평가가 가능

하도록 하였다.

B.3 Dynamic loading factor  산출

  Dynamic loading factor 는 폭발 초기 반사충격의 동적 하중효과 따른 격벽의 변형에 

관련된 계수를 나타낸다. 노인식 등(2014)은 Dynamic loading factor 와 하중 및 격벽의 

최대처짐 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표현하였다.[37]

max
 max

 


  

  (B.1)

이 식을 Dynamic loading factor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max

 


max  (B.2)

여기서 1-span 보의 구조단면적  및 폭 , 격벽의 높이 , 재료의 항복응력 는 주

어지는 조건이며, 격벽의 최대처짐 max와 가스압력 는 수치해석적으로 얻을 수 있다. 

따라서 각각의 수치해석 case에 대하여 Dynamic loading factor 를 계산해 낼 수 있다.

  다양한 case의 수치해석을 통에 얻어진 Dynamic loading factor 값들에 평균을 취하고, 

챔버모형 실험결과와의 보정 및 설계여유를 고려 margin 50%를 적용하여 패널의 종류 

및 두께별로 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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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1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Panel

구분     
        max    

ALT1

170 0.007055 360 0.74 2.8 0.541 1.8853 0.8744 

180 0.007055 360 0.74 2.8 0.561 1.9508 0.8678 

190 0.007055 360 0.74 2.8 0.581 2.0133 0.8622 

ALT2

250 0.009455 360 0.74 2.8 0.565 2.4552 0.9288 

260 0.009455 360 0.74 2.8 0.578 2.5207 0.9195 

270 0.009455 360 0.74 2.8 0.591 2.5854 0.9106 

280 0.009455 360 0.74 2.8 0.604 2.6494 0.9021 

290 0.009455 360 0.74 2.8 0.620 2.6810 0.9075 

ALT3

150 0.008715 360 0.74 2.8 0.530 1.7650 1.1363 

160 0.008715 360 0.74 2.8 0.551 1.8239 1.1317 

165 0.008715 360 0.74 2.8 0.559 1.8526 1.1259 

※ average :      → margin 50% :   

표 B-2.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25T의  산출

구분     
        max    

ALT1

170 0.007055 360 0.74 2.8 0.535 1.8853 0.8672 

190 0.007055 360 0.74 2.8 0.573 2.0133 0.8537 

195 0.007055 360 0.74 2.8 0.582 2.0438 0.8503 

196 0.007055 360 0.74 2.8 0.585 2.0498 0.8509 

ALT2

310 0.009455 360 0.74 2.8 0.626 2.8443 0.8609 

315 0.009455 360 0.74 2.8 0.632 2.8871 0.8535 

320 0.009455 360 0.74 2.8 0.639 2.9300 0.8471 

325 0.009455 360 0.74 2.8 0.645 2.9728 0.8401 

326 0.009455 360 0.74 2.8 0.646 2.9813 0.8385 

327 0.009455 360 0.74 2.8 0.647 2.9899 0.8369 

328 0.009455 360 0.74 2.8 0.649 2.9984 0.8362 

ALT3

170 0.008715 360 0.74 2.8 0.543 1.8853 1.0831 

180 0.008715 360 0.74 2.8 0.563 1.9508 1.0747 

190 0.008715 360 0.74 2.8 0.581 2.0133 1.0650 

191 0.008715 360 0.74 2.8 0.584 2.0194 1.0657 

192 0.008715 360 0.74 2.8 0.586 2.0255 1.0650 

193 0.008715 360 0.74 2.8 0.587 2.0316 1.0631 

※ average :      → margin 50% :   

표 B-3.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5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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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ax    

ALT1

170 0.007055 360 0.74 2.8 0.527 1.8853 0.8575 

200 0.007055 360 0.74 2.8 0.560 2.0739 0.8152 

210 0.007055 360 0.74 2.8 0.577 2.1332 0.8098 

211 0.007055 360 0.74 2.8 0.579 2.1414 0.8086 

212 0.007055 360 0.74 2.8 0.580 2.1497 0.8065 

213 0.007055 360 0.74 2.8 0.582 2.1580 0.8053 

ALT2

330 0.009455 360 0.74 2.8 0.644 3.0155 0.8273 

335 0.009455 360 0.74 2.8 0.651 3.0582 0.8215 

336 0.009455 360 0.74 2.8 0.652 3.0669 0.8200 

337 0.009455 360 0.74 2.8 0.653 3.0753 0.8185 

338 0.009455 360 0.74 2.8 0.653 3.0838 0.8163 

339 0.009455 360 0.74 2.8 0.656 3.0923 0.8164 

ALT3

200 0.008715 360 0.74 2.8 0.588 2.0739 1.0427 

205 0.008715 360 0.74 2.8 0.597 2.0137 1.0853 

206 0.008715 360 0.74 2.8 0.598 2.0196 1.0833 

207 0.008715 360 0.74 2.8 0.600 2.1155 1.0366 

208 0.008715 360 0.74 2.8 0.602 2.1214 1.0361 

※ average :      → margin 50% :   

표 B-4.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75T의  산출



- 73 -

구분     
        max    

ALT1

170 0.007055 360 0.74 2.8 0.519 1.8853 0.8476 

214 0.007055 360 0.74 2.8 0.574 2.1663 0.7944 

215 0.007055 360 0.74 2.8 0.575 2.1746 0.7924 

216 0.007055 360 0.74 2.8 0.577 2.1828 0.7914 

ALT2

340 0.009455 360 0.74 2.8 0.660 3.1008 0.8174 

350 0.009455 360 0.74 2.8 0.660 3.1860 0.7955 

351 0.009455 360 0.74 2.8 0.661 3.1946 0.7941 

352 0.009455 360 0.74 2.8 0.661 3.2031 0.7920 

353 0.009455 360 0.74 2.8 0.664 3.2116 0.7922 

354 0.009455 360 0.74 2.8 0.665 3.2201 0.7909 

ALT3

210 0.008715 360 0.74 2.8 0.593 2.1332 1.0197 

216 0.008715 360 0.74 2.8 0.604 2.1828 1.0093 

217 0.008715 360 0.74 2.8 0.605 2.1911 1.0066 

218 0.008715 360 0.74 2.8 0.607 2.1993 1.0051 

219 0.008715 360 0.74 2.8 0.609 2.2076 1.0036 

※ average :      → margin 50% :   

표 B-5.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10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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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2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Panel

구분     
        max    

ALT1
190 0.007055 360 0.74 2.8 0.554 2.0133 0.8332 

195 0.007055 360 0.74 2.8 0.563 2.0438 0.8304 

ALT2

290 0.009455 360 0.74 2.8 0.591 2.7125 0.8680 

295 0.009455 360 0.74 2.8 0.595 2.7439 0.8621 

296 0.009455 360 0.74 2.8 0.598 2.7501 0.8631 

297 0.009455 360 0.74 2.8 0.600 2.7563 0.8632 

298 0.009455 360 0.74 2.8 0.601 2.7626 0.8622 

299 0.009455 360 0.74 2.8 0.602 2.7688 0.8613 

ALT3

165 0.008715 360 0.74 2.8 0.536 1.8526 1.0917 

170 0.008715 360 0.74 2.8 0.543 1.8853 1.0831 

175 0.008715 360 0.74 2.8 0.556 1.9182 1.0831 

180 0.008715 360 0.74 2.8 0.565 1.9508 1.0775 

181 0.008715 360 0.74 2.8 0.566 1.9572 1.0753 

※ average :      → margin 50% :   

표 B-6.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25T의  산출

구분     
        max    

ALT1

196 0.007055 360 0.74 2.8 0.547 2.0498 0.8108 

200 0.007055 360 0.74 2.8 0.554 2.0739 0.8089 

201 0.007055 360 0.74 2.8 0.555 2.0799 0.8076 

202 0.007055 360 0.74 2.8 0.558 2.0858 0.8085 

ALT2 328 0.009455 360 0.74 2.8 0.635 2.9984 0.8244 

ALT3

193 0.008715 360 0.74 2.8 0.571 2.0316 1.0425 

195 0.008715 360 0.74 2.8 0.574 2.0438 1.0402 

200 0.008715 360 0.74 2.8 0.583 2.0739 1.0364 

205 0.008715 360 0.74 2.8 0.593 2.1037 1.0340 

206 0.008715 360 0.74 2.8 0.595 2.1096 1.0335 

※ average :      → margin 50% :   

표 B-7.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50T의  산출



- 75 -

구분     
        max    

ALT1
213 0.007055 360 0.74 2.8 0.561 2.1580 0.7845 

215 0.007055 360 0.74 2.8 0.565 2.1746 0.7825 

ALT2

340 0.009455 360 0.74 2.8 0.648 3.1008 0.8078 

345 0.009455 360 0.74 2.8 0.658 3.1435 0.8047 

350 0.009455 360 0.74 2.8 0.648 3.1860 0.7862 

355 0.009455 360 0.74 2.8 0.652 3.2286 0.7789 

360 0.009455 360 0.74 2.8 0.660 3.2711 0.7748 

361 0.009455 360 0.74 2.8 0.661 3.2796 0.7736 

ALT3

210 0.008715 360 0.74 2.8 0.583 2.1332 1.0076 

215 0.008715 360 0.74 2.8 0.591 2.1746 0.9979 

220 0.008715 360 0.74 2.8 0.599 2.2158 0.9886 

225 0.008715 360 0.74 2.8 0.607 2.2569 0.9794 

226 0.008715 360 0.74 2.8 0.610 2.2651 0.9792 

※ average :      → margin 50% :   

표 B-8.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75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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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ax    

ALT1

216 0.007055 360 0.74 2.8 0.554 2.1828 0.7685 

220 0.007055 360 0.74 2.8 0.561 2.2158 0.7640 

221 0.007055 360 0.74 2.8 0.562 2.2241 0.7621 

222 0.007055 360 0.74 2.8 0.564 2.2323 0.7613 

ALT2

355 0.009455 360 0.74 2.8 0.639 3.2286 0.7688 

360 0.009455 360 0.74 2.8 0.644 3.2711 0.7627 

365 0.009455 360 0.74 2.8 0.651 3.3135 0.7582 

366 0.009455 360 0.74 2.8 0.652 3.3220 0.7570 

367 0.009455 360 0.74 2.8 0.653 3.3305 0.7558 

368 0.009455 360 0.74 2.8 0.654 3.3390 0.7546 

369 0.009455 360 0.74 2.8 0.654 3.3473 0.7528 

ALT3

220 0.008715 360 0.74 2.8 0.584 2.2158 0.9712 

225 0.008715 360 0.74 2.8 0.593 2.2569 0.9638 

230 0.008715 360 0.74 2.8 0.601 2.2979 0.9554 

235 0.008715 360 0.74 2.8 0.609 2.3386 0.9473 

240 0.008715 360 0.74 2.8 0.617 2.3793 0.9394 

241 0.008715 360 0.74 2.8 0.618 2.3874 0.9373 

242 0.008715 360 0.74 2.8 0.621 2.3955 0.9371 

243 0.008715 360 0.74 2.8 0.622 2.4036 0.9350 

※ average :      → margin 50% :   

표 B-9.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10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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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3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Panel

구분     
        max    

ALT1

190 0.007055 360 0.74 2.8 0.551 2.0133 0.8299 

195 0.007055 360 0.74 2.8 0.559 2.0438 0.8262 

200 0.007055 360 0.74 2.8 0.566 2.0739 0.8215 

205 0.007055 360 0.74 2.8 0.573 2.0137 0.8536 

206 0.007055 360 0.74 2.8 0.575 2.1096 0.8168 

ALT2

290 0.009455 360 0.74 2.8 0.586 2.7125 0.8628 

295 0.009455 360 0.74 2.8 0.590 2.7439 0.8570 

296 0.009455 360 0.74 2.8 0.593 2.7501 0.8581 

297 0.009455 360 0.74 2.8 0.594 2.7563 0.8572 

298 0.009455 360 0.74 2.8 0.595 2.7626 0.8562 

299 0.009455 360 0.74 2.8 0.596 2.7688 0.8553 

ALT3

165 0.008715 360 0.74 2.8 0.539 1.8526 1.0962 

170 0.008715 360 0.74 2.8 0.548 1.8853 1.0904 

175 0.008715 360 0.74 2.8 0.558 1.9182 1.0860 

176 0.008715 360 0.74 2.8 0.561 1.9248 1.0865 

177 0.008715 360 0.74 2.8 0.562 1.9313 1.0842 

178 0.008715 360 0.74 2.8 0.565 1.9378 1.0847 

179 0.008715 360 0.74 2.8 0.566 1.9443 1.0825 

※ average :      → margin 50% :   

표 B-10.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25T의   산출

구분     
        max    

ALT1
190 0.007055 360 0.74 2.8 0.545 2.0133 0.8233 

191 0.007055 360 0.74 2.8 0.546 2.0194 0.8219 

ALT2
320 0.009455 360 0.74 2.8 0.634 2.9300 0.8428 

321 0.009455 360 0.74 2.8 0.634 2.9385 0.8403 

ALT3

196 0.008715 360 0.74 2.8 0.584 2.0498 1.0499 

197 0.008715 360 0.74 2.8 0.586 2.0559 1.0493 

198 0.008715 360 0.74 2.8 0.587 2.0619 1.0475 

※ average :      → margin 50% :   

표 B-11.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5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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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max    

ALT1 209 0.007055 360 0.74 2.8 0.564 2.1273 0.7989 

ALT2

340 0.009455 360 0.74 2.8 0.658 3.1008 0.8158 

345 0.009455 360 0.74 2.8 0.669 3.1435 0.8132 

350 0.009455 360 0.74 2.8 0.656 3.1860 0.7924 

351 0.009455 360 0.74 2.8 0.658 3.1946 0.7918 

352 0.009455 360 0.74 2.8 0.660 3.2031 0.7913 

ALT3

210 0.008715 360 0.74 2.8 0.593 2.1332 1.0197 

215 0.008715 360 0.74 2.8 0.602 2.1746 1.0108 

216 0.008715 360 0.74 2.8 0.602 2.1828 1.0070 

217 0.008715 360 0.74 2.8 0.606 2.1911 1.0077 

218 0.008715 360 0.74 2.8 0.607 2.1993 1.0051 

219 0.008715 360 0.74 2.8 0.609 2.2076 1.0036 

※ average :      → margin 50% :   

표 B-12.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75T의   산출

구분     
        max    

ALT1
216 0.007055 360 0.74 2.8 0.564 2.1828 0.7786 

217 0.007055 360 0.74 2.8 0.566 2.1911 0.7776 

ALT2

355 0.009455 360 0.74 2.8 0.650 3.2286 0.7774 

360 0.009455 360 0.74 2.8 0.657 3.2711 0.7726 

365 0.009455 360 0.74 2.8 0.662 3.3135 0.7664 

366 0.009455 360 0.74 2.8 0.664 3.3220 0.7659 

367 0.009455 360 0.74 2.8 0.666 3.3305 0.7654 

ALT3

220 0.008715 360 0.74 2.8 0.596 2.2158 0.9851 

225 0.008715 360 0.74 2.8 0.604 2.2569 0.9761 

230 0.008715 360 0.74 2.8 0.614 2.2979 0.9695 

231 0.008715 360 0.74 2.8 0.615 2.3060 0.9672 

232 0.008715 360 0.74 2.8 0.615 2.3142 0.9637 

233 0.008715 360 0.74 2.8 0.619 2.3224 0.9645 

234 0.008715 360 0.74 2.8 0.620 2.3305 0.9622 

※ average :      → margin 50% :   

표 B-13.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10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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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 Safety margin factor  산출

  Safety margin factor 는 격벽이 최종적으로 파단에 도달하는 당시의 하중에 관련된 

계수를 나타낸다. 학위논문 내 식 6.6에 따라 Safety margin factor 와 격벽이 파단되는 

시점의 가스압력   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  (B.3)

이 식을 Safety margin factor 에 대한 식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B.4)

여기서 Dynamic loading factor 는 앞 B.3절의 내용에 따라 패널의 종류 및 두께별로 주

어지는 조건이다. 격벽의 최대허용 가스압력 은 LS DYNA 시뮬레이션을 통해  

수치해석적으로 도출하였다. 등가 TNT의 중량을 1kg씩 점진적으로 증가시키며, 격벽이 

파단되기 직전의 최대 가스압력을 값으로 취하였다. 또한, 커튼형 BHB 설계식으

로부터 다음과 같은 수식을 얻을 수 있으며, 여기에 격벽의 구조적 치수를 이용해 

을 역산해 낼 수 있다.

 min









 

 











  










 (B.5)

여기서 는 커튼판의 길이로 일반 수밀격벽의 경우   , 는 커튼판의 두께로 일반 수

밀격벽의 경우 주판두께 과 같다. 따라서 마찬가지의 방법으로 패널의 종류 및 두께별

로 Safety margin factor 를 계산해 낼 수 있다.

  수치해석을 통에 얻어진 패널 종류 및 두께별 Safety margin factor 값들에 평균을 취

하고, 파단실험의 부재 및 좀 더 많은 수치해석 케이스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설

계 margin을 100%로 적용하여 패널의 종류 및 두께별로 값을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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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1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Panel

구분         

ALT1 1.6460 2.0133 190 1.44 0.5678 

ALT2 2.5344 2.7125 290 1.44 0.6488 

ALT3 1.8752 1.8526 165 1.44 0.7029 

※ average :      → margin 100% :   

표 B-14.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25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0498 196 1.39 0.5777 

ALT2 2.5344 2.9984 328 1.39 0.6081 

ALT3 1.8752 2.0316 193 1.39 0.6640 

※ average :      → margin 100% :   

표 B-15.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50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1580 213 1.35 0.5650 

ALT2 2.5344 3.0923 339 1.35 0.6071 

ALT3 1.8752 2.1273 209 1.35 0.6530 

※ average :      → margin 100% :   

표 B-16.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75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1828 216 1.31 0.5756 

ALT2 2.5344 3.2201 354 1.31 0.6008 

ALT3 1.8752 2.2076 219 1.31 0.6484 

※ average :      → margin 100% :   

표 B-17. Normal Al Foam(density 200kg/m3) 10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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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2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Panel

구분         

ALT1 1.6460 2.0438 195 1.41 0.5712 

ALT2 2.5344 2.7688 299 1.41 0.6492 

ALT3 1.8752 1.9572 181 1.41 0.6795 

※ average :      → margin 100% :   

표 B-18.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25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0858 202 1.39 0.5677 

ALT2 2.5344 2.9984 208 1.39 0.6081 

ALT3 1.8752 2.1096 206 1.39 0.6395 

※ average :      → margin 100% :   

표 B-19.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50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1746 215 1.30 0.5822 

ALT2 2.5344 3.2796 361 1.30 0.5944 

ALT3 1.8752 2.2651 226 1.30 0.6368 

※ average :      → margin 100% :   

표 B-20.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75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2323 222 1.26 0.5852 

ALT2 2.5344 3.3473 369 1.26 0.6009 

ALT3 1.8752 2.4036 243 1.26 0.6192 

※ average :      → margin 100% :   

표 B-21. High-density Al Foam(density 370kg/m3) 10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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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3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Panel

구분         

ALT1 1.6460 2.1096 206 1.41 0.5534 

ALT2 2.5344 2.7688 299 1.41 0.6492 

ALT3 1.8752 1.9443 179 1.41 0.6840 

※ average :      → margin 100% :   

표 B-22.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25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0194 191 1.39 0.5864 

ALT2 2.5344 2.9385 321 1.39 0.6205 

ALT3 1.8752 2.0619 198 1.39 0.6543 

※ average :      → margin 100% :   

표 B-23.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50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1273 209 1.36 0.5689 

ALT2 2.5344 3.2031 352 1.36 0.5818 

ALT3 1.8752 2.2076 219 1.36 0.6246 

※ average :      → margin 100% :   

표 B-24.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75T의   산출

구분         

ALT1 1.6460 2.1911 217 1.31 0.5735 

ALT2 2.5344 3.3305 367 1.31 0.5809 

ALT3 1.8752 2.3305 234 1.31 0.6142 

※ average :      → margin 100% :   

표 B-25. High-strength Al+Cu Foam(density 280kg/m3) 100T의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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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5 발포알루미늄 패널 부착에 따른 BHB 성능 개선효과 검토

  Design Factor 산출에 더불어 수치해석적으로 검토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발포알루미늄 

패널 부착에 따른 BHB 성능 개선효과를 추가적으로 검토하였다. 일반 수밀격벽은 ALT 

1(7T), 커튼형 BHB는 ALT 2(13/9/13T), 발포알루미늄 부착 BHB는 ALT 1에 패널 12종을 

부착한 case를 대상으로 하였다.

  일반 수밀격벽 대비 발포알루미늄 패널 부착 시 등가 TNT Capacity는 27~59kg 수준으

로 개선되었으며, 패널 두께가 증가할수록 그리고 일반형에서 고밀도, 고강도 패널로 고

성능 패널을 적용할수록 개선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커튼형 BHB보다 경량이

면서 등가 TNT capacity 200kg 이상의 고성능을 가지는 Al Foam BHB를 설계할 수 있다

는 것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BHB가 미적용된 운용함정에 대하여 최소의 공사

로 수밀격벽을 BHB로 개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패널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증가톤수 당 TNT Capacity 측면에서 효율성이 다소 

저하되었으며, 패널의 양면적용 필요 시 경우에 따라 커튼형 BHB의 중량을 초과할 수 

있다는 점 또한 확인되었다. 그러므로 신조함 적용을 위해서는 중량대비 충격흡수성능 

측면에서 더 우수한 발포알루미늄 패널의 개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며, 현 기술

수준에서는 신조함보다는 운용함정에 제한적으로 고려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된다.

구 분
격벽중량

(1)
수밀격벽 대비
중량증가 (2)

등가 TNT 
Capacity (3)

증가톤수당 TNT Capacity
(3) ÷ (2)

일반 수밀격벽(7T) 1,674 kg - 163 kg -

커튼형 BHB(13/9/13T) 2,189 kg   515 kg 247 kg 480

일반형

Al Foam
(200kg/m3)

패널 25T 1,969 kg   295 kg 190 kg 644

패널 50T 2,084 kg   410 kg 196 kg 478

패널 75T 2,198 kg   525 kg 213 kg 406

패널 100T 2,313 kg   639 kg 216 kg 338

고밀도

Al Foam
(370kg/m3)

패널 25T 2,066 kg   393 kg 195 kg 497

패널 50T 2,279 kg   605 kg 202 kg 334

패널 75T 2,491 kg   817 kg 215 kg 263

패널 100T 2,704 kg 1,030 kg 222 kg 216

고강도

Al+Cu Foam
(280kg/m3)

패널 25T 2,015 kg   341 kg 206 kg 604

패널 50T 2,175 kg   502 kg 191 kg 381

패널 75T 2,336 kg   662 kg 209 kg 316

패널 100T 2,497 kg   823 kg 217 kg 264

표 B-26. 일반 수밀격벽 및 형태별 BHB 성능 개선효과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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