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수상 전투 중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종류의 위협 중 수중 폭발 (underwater explosion, UNDEX)은 해군 함정의 종강도 상실뿐 아니라 국부 

구조 및 장비의 손상을 유발한다. 따라서, 해군 함정의 전투 및 운항 성능 유지를 위해 탐색 개발 단계 및 체계 개발 단계에 걸쳐서 수중 

폭발에 대한 내충격(shock resistance) 성능 평가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해군 함정은 크게 선체 구조, 장비 및 설비, 승조원으로 구성된다. 해군 함정 구성 요소 중 가장 취약한 장비 및 설비에 대해 내충격 성

능 평가가 주로 수행된다. 장비 및 설비의 내충격 설계 방법에는 크게 시험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이 있다. 일반적으로 시험적 방법을 우

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장비 및 설비의 크기, 과도하게 큰 무게, 비용 등의 제약이 생기는 경우 해석에 기반한 해석적 방법을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BV, 1985). 해석적 방법에는 정적 가속도법(static G method), 미국 해군 연구소(naval research laboratory, NRL)에서 

제시한 동적 설계 해석법(dynamic design analysis method, DDAM), 독일 해군에서 제시한 함정 취득 규정서인 BV043(BV, 1985) 등이 있

다. 정적 가속도 법은 다른 방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하게 수행할 수 있지만, 대상 장비의 동적 응답 특성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해군 체계 사령부 (Naval Sea System Command, NAVSEA)는 사용을 권고하지 않는다. 미국 해군 함정 탑재 장비 및 설비의 내충격 설계 

표준인 DDAM은 스펙트럴 해석법으로 모드 중첩법을 적용하여 해석 대상의 내충격 안정성을 평가한다(NAVSEA, 1995). BV043은 독일 

해군의 함정 내충격 강화 규정으로 장비 및 설비의 설치 위치 및 충격 하중 방향에 따른 설계 기준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정의하며,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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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응하는 충격 하중 이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 충격 하중을 적용하여 장비 및 설비의 내충격 해석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Lee and Choung(2020)은 유체 영역 유무에 관계없이 수중 폭발에 대한 부유체의 응답 이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Kim et 

al.(2021)은 1차원 Timoshenko 보를 사용하여 이격 거리에 따른 비탄성 휘핑 응답을 수행하였다. Lee et al.(2010)은 DDAM을 적용하여 대

형 전동기의 충격 응답 해석을 수행한 바 있다. Lee(2012)은 DDAM에 따른 함정 조향 장치의 내충격 성능 평가를 수행하였다. Bae et 

al.(2009), Seong et al.(2015)은 BV043에 따라 추진 모터에 대한 충격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Kim et al.(2017)은 BV043을 적용하여 가스

터빈 패키지의 내충격 성능을 평가하였다. 문헌 조사에서 알 수 있듯이 DDAM과 BV043에서 제시하는 해석적 방법을 장비 및 설비에 대

한 내충격 성능 평가에 널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선체 단면 형상 및 내부 부재 배치에 따라 수중 폭발 충격파에 대한 선체의 진동 특성

이 달라지기 때문에 장비 및 설비 받침대뿐 아니라 선체 구조에 대한 내충격 설계의 적절성 평가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 3차원 전선 충격 

응답 해석 후 장비 및 설비 받침대 위치의 가속도를 분석을 통하여 선체 구조의 내충격 설계 적절성 평가를 수행할 수 있다. 하지만 3차원 

전선 충격 응답 해석의 경우 상당한 해석 시간을 소요하며 탐색 개발 단계에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도 빈번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1차원 충격 응답 해석 모델을 이용한 선체 구조의 내충격 설계의 적절성 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1차원 내충격 설계 적절성 평가 방법의 유효성 검증을 위해 1차원 충격 응답 해석을 통해 계산한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과  3차

원 모델의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비교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건조된 바 있는 함정을 대상함으로 선정하고 1차원 보유추 

모델을 생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각 1차원 충격 응답 해석을 통해 계산한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과 독일 해군의 설계 기준인 

BV043에서 제시하는 내충격 설계 기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의 분석을 통해 1차원 내충격 성능 평가의 유효성에 대하여 고찰하

고자 한다.

2. 배경 이론

2.1 수중 폭발 모델

수중에서 폭약이 폭발하면 폭발점(source point)에서 음속보다 빠른 일차 충격파(primary shock wave)를 방출하고, 동시에 폭발점에서 

고온, 고압의 가스 구체가 발생한다. 가스 구체는 팽창과 수축을 반복하고 최소 체적에 도달할 때마다 가스 구체 압력파 (bubble pulse)를 

방출한다(Fig. 1 참조).

Fig. 1 Underwater explosion phenomenon

Geers and Hunter(2002)는 일차 충격파와 가스 구체 압력파를 단일 해석에 고려할 수 있는 수중 폭발 모델을 제시하였다. 일차 충격파를 

시간 , 폭약 중심 거리 과 체적 가속도 의 함수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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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ers and Hunter(2002)는 가스 구체 압력파를 이중 점근 근사법 (doubly asymptotic approximation, DAA)을 적용하여 가스 구체의 반지

름 와 수직 상승 이동 를 표현하는 운동 방정식의 형태로 제시하였다. 

가스 구체의 반지름 및 수직 상승 이동은 식 (3) 및 식 (4)로 나타낼 수 있다. 가스 구체 반지름과 수직 상승 이동을 계산하기 위해서 식 

(3)과 식 (4)를 적분해야 하며, 
 에서의 7가지 초기 조건을 구해야 한다. 식 (2)를 적분하여 첫 번째 조건인 가스 구체 초기 반지름 


  

 과 두 번째 조건인 가스 구체 초기 반지름 방향 속도 
  

  
 

를 구할 수 있다. 

식 (3)과 식 (5)를 연립해서 세 번째 조건인 


를 (식 (8) 참조), 식 (4)와 식 (7)을 연립해서 네 번째 조건인 


를 구할 수 있다 (식 

(9) 참조). 다섯 번째 조건과 여섯 번째 조건은 가스 구체 초기 위치 
  와 가스 구체 초기 속도 

  이며, 일곱 번째 조건은 유체 

포텐셜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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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luid velocity potential corresp. to 3rd initial condition  : specific heat ratio of the gas bubble

 : fluid velocity potential corresp. to 4th initial condition  : impedance ratio (=
)

 : the speed of sound in the fluid  : adiabatic pressure constant

 : gas bubble potential  : initial time

 : gas bubble density  : initial pressure at the source point (=
 )

 : gas bubble pressure constant (=
)  : initial depth of charge mass

 : initial volume of the gas bubble  : atmospheric pressure

 : volume of gas the bubble  : gravitational constant

수중 폭발에 의한 하중은 폭발점을 중심으로 하는 구형의 압력장으로서 구조물에 적용된다. DAA 모델을 통해 공간 및 시간에 따른 압

력장을 계산할 수 있다. 공간 및 시간에 따른 압력장은 식 (10)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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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여기서, 공간항 는 타격점 와 폭발점  사이의 거리인 이격 거리 로 계산할 수 있다(식 (11) 참조). 시간항 는 일차 충격파 

( ≤ 일 때)와 가스 구체 압력파 (
 일 때)로 나눌 수 있다. 식 (1)의 상수  및 는 작기 때문에 일차 충격파에서는 가 상수로 

취급되기도 한다.

2.2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 산정

충격 응답 스펙트럼(shock response spectrum, SRS)은 1자유도 (single degree of freedom, SDOF) 강성 질량 감쇠계(spring mass damper system)

에 임의의 충격 하중이 가해졌을 때, 각 시스템의 최대 응답을 진동수별로 표현한 것이다(Fig. 2참조). 가속도 이력을 1자유도 시스템의 입력

값으로 사용하며, 응답 종류에 따라 절대 가속도(absolute acceleration) 모델과 상대 변위(relative displacement) 모델로 분류된다. 함정의 내충

격 설계에는 주로 상대 변위 모델을 사용하며, 식 (14)과 같이 진동수별 상대 변위에 자신의 고유 진동수를 곱해서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

트럼(pseudo-velocity shock response spectrum, PVSS)을 계산할 수 있다.


  × (14)

여기서 는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 는 고유 진동수, 는 상대 변위 충격 응답 스펙트럼이다. 는 1자유도 시스템의 실제 속도 

값은 아니지만 속도 차원을 갖기 때문에 의사 속도라는 표현을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대 변위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계산하기 위하여 Smallwood(1980)의 디지털 순환 필터를 사용하였다. 디지털 순환 필터

는 식 (15)과 같이 전달 함수(transfer function)로 표현된다.

 




  
 zt 


Cz  E z 

b

b


z  b


z 

(15)




 




 





 (16)

Fig. 2 Shock response sp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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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ampling rate

 : natural frequency

 : damped natural frequency

 : critical damping ratio

 : sampling rate-dependent coefficient (=
  )

 : sampling rate-dependent coefficient (=cos )

 : sampling rate-dependent coefficient (=sin )

여기서 는 입력 가속도 이력 의 변환( transformation), 는 상대 변위 응답 z의 변환, 는 샘플링 주기, 은 고유 진동수, 

는 감쇠 고유 진동수, 는 임계 감쇠비이다.  cos,   sin,   
  ,   는 샘플링 주기에 따른 계수이며, 응답 종류에 상관

없이 사용한다.  ,  , 는 응답 종류에 따라 달라지는 계수이며, 상대 변위 모델의 계수를 각각 식 (16), 식 (17) 그리고 식 (18)을 통해 계산할 

수 있다.

2.3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 기준

독일 해군의 내충격 강화 규정인 BV043에서는 함정 종류(수상함, 잠수함) 및 배수량(1000톤 이하, 2000톤 이상), 대상 장비의 설치 위치(선

저부 설치, 수선부 설치, 수선 상부 설치), 충격 하중의 방향 (상하 방향, 좌우 방향, 전후 방향)에 따라 만족해야 하는 내충격 설계 기준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Fig. 3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여기서 는 의사 속도 스펙트럼의 기준, 는 가속도 스펙트럼의 기준, 는 변위 스펙트럼

의 기준이며, 각 기준값을 바탕으로 대상 장비에 작용하는 충격 가속도 이력을 이중 반정현파(half sine wave), 또는 이중 삼각파(triangular 

wave)로 변환하여 대상 장비에 대한 시험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BV043에서는 내충격 설계에 있어서 시험적 방법과 해석적 방법에 같은 

내충격 설계 기준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석을 통해 계산한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과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Fig. 3 PVSS criteria by BV043

3. 충격 응답 해석

3.1 충격 응답 해석 조건

1차원 및 3차원 충격 응답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대상함을 선정하였으며, 주요 제원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원거리 수중 폭발 조건에

서 대상함에 작용하는 충격 하중의 세기를 폭약 중량,  , 폭약과 용골 사이의 거리인 이격 거리, 및 입사각, 의 함수로 나타나는 용골 

충격 계수(keel shock factor, KSF)로 표현할 수 있으며, 식 (19)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sin  (19)

∆
 ∆ (20)

ABS 선급 규정에 따라 상하 동요에 상응하는 부가수 질량, ∆을  식 (20)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ABS, 2021). 여기서 , ∆는 배수량, 는 

대상함의 폭, 는 대상함의 흘수이다. 다만, 부가수 질량이 선체 형상에 따라 변동적이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더  엄밀한 방

법이 요구된다.

미해군에서 제시하는 실선 충격 시험 규정에 따르면 대상함의 전장에 따라 폭약의 종류 및 중량을 결정할 수 있다(NAVSEA, 1976). HBX-1 

폭약 544.31kg을 사용하였으며, 가장 큰 폭발 하중을 받을 수 있는 대상함 중앙부 수직 하단을 폭발 위치로 설정하였다. 참조 용골 충격 계수

와 결정된 폭약 중량, 입사각으로부터 이격 거리를 계산할 수 있으며, 계산된 이격 거리는 43.1m이다. 수중 폭발 하중을 구현하기 위해서 

Geers and  Hunter(2002)의 가스 구체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계산에 사용된 폭약 상수들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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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in dimensions of the naval ship Table 2 Charge properties of HBX-1

Item Value

LOA  (m) 130.0

Breadth  (m) 15.0

Draft  (m) 4.5

Depth of main deck (m) 8.0

Displacement ∆ (ton) 4,200.0

Added mass ∆ (ton) 5,500.0

Young’s modulus  (GPa) 206.0

Item Value Item Value

 5.35E+7  (m/s2) 9.81

 9.20E-5  (Pa) 101,325

 0.144  (m/s) 1,500

 0.247  (kg) 544.31

 1.35  (kg/m3) 1,720

 (Pa) 1.0E+9  (kg/m3) 1,025

3.2 충격 응답 해석 모델

3.2.1 1차원 해석 모델

Fig. 4와 같이 선체 길이를 11개의 세그먼트로 분할하였다. 이 때, 단면의 면적 또는 면적 2차 모멘트의 심각한 변화를 분할 기준으로 설

정하였다. 각 세그먼트가 길이를 따라 균일한 단면 속성을 갖는다고 가정하였으며(Table 3 참조), 각 단면의 면적과 면적 2차 모멘트를 최

댓값에 대해 무차원화 하였다.

1차원 충격 응답 해석 모델에는 선체 구조를 1차원 보유추 모델로 구성하였으며 별도의 유체 영역을 구성하지 않았다. 축 방향 강성으

로 탄성 계수와 단면적의 곱을 사용하였으며, 수직 굽힘 강성으로 탄성 계수와 면적 2차 모멘트의 곱을 사용하였다. 선체를 구성하는 재

료의 밀도를 조정하여 배수량과 부가 질량을 만족시켰으며, 1차원 모델에 경계 조건을 포함하지 않았다.

BV043에서는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을 3~500Hz의 주파수 범위에 대해서 계산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

펙트럼을 정확히 계산하기 위해서는 입력값으로 사용되는 충격 가속도 이력이 왜곡되지 않도록 샘플링 주기를 계산 범위 최소 주기

(500Hz 상응 주기)의 최소 10배 이하로 설정해야 한다 (Scavuzzo and Pusey, 1996).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샘플링 주기를 2.00E-04초로 

설정하였다.

Fig. 4 1D model segments

Table 3 Section properties of the target ship

Segment
Range (x L)

Normalized cross section area
Normalized 2nd moment of 

areafrom to

1 0.00 0.06 0.60 0.07

2 0.06 0.14 0.62 0.27

3 0.14 0.18 0.90 0.83

4 0.18 0.29 0.87 1.03

5 0.29 0.38 0.88 1.06

6 0.38 0.46 0.95 1.04

7 0.46 0.64 1.00 1.00

8 0.64 0.73 0.91 0.92

9 0.73 0.77 0.52 0.24

10 0.77 0.86 0.48 0.27

11 0.86 1.00 0.38 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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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qus/Explicit(Simulia, 2018) 해석에서 사용될 시간 증분은 샘플링 주기보다 작아야 한다. 유한 요소 해석의 시간 증분은 식 (21)–(22)

에 의하여 결정된다. 해석 모델의 재료 특성과 함정 길이가 고정되어 있으므로 요소 크기를 조절함으로써 샘플링 주기보다 작은 시간 증

분을 얻을 수 있다. 

∆  


(21)


 





 


(22)

∆ : time increment  : density of hull steel

 : minimum element length  : Poisson ratio of hull steel

 : sound speed in hull steel

요소 개수에 따른 시간 증분을 Table 4에 정리하였으며, 130개의 요소를 사용하였을 때 해석의 시간 증분이 샘플링 주기보다 작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30개의 요소(요소 길이 1m)를 사용하여 대상함 1차원 모델을 모델링하였다.

Table 4 Time increment according to element length

 (mm) ∆ (s) Frequency (Hz)

1300.00 2.41E-04 4146.10

1181.82 2.19E-04 4560.72

1083.33 2.01E-04 4975.33

1000.00 1.86E-04 5389.94

928.57 1.72E-04 5804.55

866.67 1.61E-04 6219.17

3.2.2 3D model

3차원 충격 응답 해석은 본 연구를 통하여 직접 실시되지는 않았으며, 해석에 관한 정보는 다음과 같다.

3차원 충격 응답 해석 모델은 함정 구조를 위한 셸 요소 및 보 요소 그리고 수중 폭발 압력 전달을 위한 음향 요소로 구성된다(Fig. 5  참조). 

함정을 구성하는 다양한 무장 체계, 엔진, 보급 등이 해석 모델에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소의 밀도를 조절함으로써 목표 배수량을 만족

시켰다. 집중 질량을 전선 절점에 균등하게 배치하여 부가수 질량을 구현하였다.

Fig. 5 Schematic of the 3D analysis model

3.3 충격 응답 해석 결과

3.3.1 1차원 모델의 유효성

1차원 충격 응답 해석을 통해 계산한 충격 의사 속도 응답 스펙트럼 1D-PVSS와 3D-PVSS(3차원 모델의 PVSS)의 비교를 통해 1D-PVSS의 

유효성을 검토하였다. 1차원 모델에 대해 0.5초까지 충격 응답 해석을 수행하고 추진 모터가 설치되는 위치(0.64)에서의 상하 방향 가속도 

이력을 산출하였다. 가속도 이력을 입력값으로 사용하고 3–500Hz 주파수 범위에서 1Hz 간격으로 1D-PVSS를 계산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6에 제시하였다. 1D-PVSS와 3D-PVSS가 전체 주파수 영역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적인 경향이 유사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1D-PVSS가 비교적 유효하다고 판단하였다. 1차원 충격 응답 해석에는 426초가 소요된 반면, 3차원 충격 응답 해석에는 수 시간이 소요되었

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1차원 모델을 이용하여 탐색 개발 단계에서 빠르고 비교적 합리적인 1D-PVSS를 추정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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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대상 함정 내충격 설계 검증

대상함의 내충격 설계 적절성 검토를 위해 앞서 계산한 1D-PVSS와 BV043 내충격 설계 기준을 비교하였다. 대상함의 내충격 설계 기

준 충격 응답 스펙트럼 기준값을 BV043에 따라 Table 5와 같이 결정하였으며, 1D-PVSS와 함께 Fig. 7에 나타내었다. 3-200Hz 주파수 영

역에서 내충격 설계 기준을 만족하며, 200Hz 이후 영역에서 근소하게 기준값을 넘는 것을 확인하였다.

향후 1D 모델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 즉, 1D 모델을 이용하여 3D 모델과 동등한 PVSS 성능을 가지는 해석 기

법이 개발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전선-국부 모델링 기법을 활용이다. 주요 장비 받침대 주변 구조를 3D 모델(국부 모델)로 구성하고, 

1D 모델(전선 모델)에서 얻은 변위 이력을 국부 모델에 매핑하므로서 국부 강성 효과를 포함하는 PVSS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단, 국부 모

델의 경계 조건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국부 모댈의 범위를 설정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될 필요가 있다.

Table 5 shock-resistance criteria by BV043

Mounting location  (mm)  (m/s)  (m/s2)

Hull mounting 45 7.0 2,820

Fig. 6 Comparison of 1D-PVSS and 3D-PVSS Fig. 7 Comparison between 1D-PVSS and the design criteria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1차원 보유추 충격 응답 해석을 통해서 함체의 내충격 성능 평가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대상함을 선정

하고 1차원 보유추 모델을 구성하였다. 미해군 실선 충격 시험 규정에 따라 폭약 중량과 이격 거리를 결정하고 1차원 모델에 대하여 충격 

응답 해석을 수행하였다.

1차원 보유추 충격 응답 해석을 통해 계산된 의사 속도 충격 응답 스펙트럼(1D-PVSS)의 유효성을 검토하기 위해 3차원 전선 충격 응

답 해석을 통해 계산한 충격 응답 스펙트럼(3D-PVSS)과 비교한 결과 두 스펙트럼에는 차이가 존재하였다. 3D-PVSS는 30Hz부터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이 구간에서 1D-PVSS의 평균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1차원 모델은 3차원 모델과는 다

르게 탑재 장비의 충격을 완화 시킬 수 있는 탄성 마운트의 강성과 국부지지 구조의 강성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1D-PVSS가 크게 발달

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나 1D-PVSS가 비교적 합리적인 수준에서 산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1차원 보유추 해석에 소요되는 

시간이 3차원 전선 해석에 비해 현저히 짧으며, 모델링에 소요되는 시간까지 고려한다면 효율 면에서 훨씬 뛰어난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1D-PVSS와 독일 해군의 내충격 설계 기준 충격 응답 스펙트럼 비교한 결과, 1D-PVSS가 200Hz 이상의 고주파수 영역에서 

설계 기준값을 초과하지만, 대부분의 주파수 영역에서 설계 기준값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서 설명하였듯이 3차원 모델은 지지 

구조의 국부 구조가 포함되어 국부 강성 효과가 포함되었기 때문에 3D-PVSS에 비하여 1D-PVSS가 크게 발달하였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고주파수 영역에서 설계 기준을 초과하긴 하지만 그 정도가 크지 않고 보수적인 관점의 설계가 가능하다. 즉, 개발 초기 

단계인 탐색 개발 단계에서부터 1차원 내충격 설계 적절성 평가 방법을 적용하여 비교적 빠르고 간편하게 함체 구조의 내충격 성능 평

가를 수행하고 이를 통해 적은 설계 변경과 같은 긍정적인 경제적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1D 모델은 국부 강성 및 감쇠를 포함하지 못하기 때문에 실무에서 사용되지 못하여 왔다. 1D 모델을 실무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나 기법의 제안이 필요하다. 이를 향후 연구로서 수행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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