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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 study to reduce the effect of blast pressure on the blast valves installed in protection tunnels,
where the shape of the tunnel entrance and the blast pocket is optimized based on the predetermined basic shape
of the protective tunnels. The reliability of the numerical tunnel models was examined by performing analyses of
mesh convergence and overpressure stability and with comparison to the data in blast-load design charts in UFC 3-
340-02 (DoD, 2008). An optimal mesh size and a stabilized distance of overpressure were proposed, and the numerical
results were validated based on the UFC data. A parametric study to reduce the blast overpressures in tunnel was
conducted using the validated numerical model. Analysis was performed applying 1) the entrance slope of 90, 75,
60, and 45 degrees, 2) two blast pockets with the depth 0.5, 1.0, and 1.5 times the tunnel width, 3) the three types
of curved back walls of the blast pockets, and 4) two types of the upper and lower surfaces of the blast pockets to
the reference tunnel model. An optimal solution by combining the analysis results of the tunnel entrance shape, the
depth of the blast pockets, and the upper and lower parts of the blast pockets was provided in comparison to the
reference tunnel model. The blast overpressures using the proposed tunnel shape have been reduced eff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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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재실자가 거주하지 않는 소규모 방호시설은 외부의 폭발 압력으로부터 내부의 장비, 물자 등의 보호를

위한 방폭문만 설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대규모 방호시설은 재실자를 위한 환기량 확보, 각종 기

기의 발열 제거 및 장비 가동을 위한 환기대책이 필요하다. 외부에 면한 환기구에는 내부의 시설, 거주 인

원을 외부의 폭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폭밸브를 설치해야 한다. 방폭밸브 1개당 환기량은 고유의 값

이 있어, 소요되는 방폭밸브의 개수는 방호대상 시설 전체의 필요 환기량에 따라 결정되며 대규모인 경우

에는 수백개까지도 필요하다. 방폭밸브는 폭압에 따라 등급이 정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비용의 차이가

매우 크다. 따라서 대규모 방호시설의 경우 동일한 환기량의 확보할 수 있다면 폭압 등급이 낮은 방폭밸

브를 사용하면 경제적으로 큰 이점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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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방호시설에 설치하는 방폭밸브에 미치는 외부의 폭압(정압 및 부압)을 효율적으로 저감

시키기 위해 출입구의 형태가 각형인 경우를 대상으로 입구의 경사, 폭풍함정/파편포켓의 형태 등을 변화

시키고 시뮬레이션을 이용해서 폭압을 검증하여, 최적 형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연구를 진

행하였다. 

연구는 수치해석모델을 이용한 연구이므로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뢰성을 검증(validation)[1,2]하기 위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모델을 평가하였다. 수치해석모델의 해석 비용의 절감과 수치해석 결과의 정확도를 동시

에 확보하기 위하여 메쉬 수렴도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Shin et al. (2014)[3]의 연구를 참고하여 최적화된

메쉬 사이즈를 도출하였다. 터널 내부의 폭압측정 위치의 경우 폭발 충격파의 입사, 반사, 회절 등의 복합

적 효과로 인하여 터널 내 위치에 따라 최대 폭압의 편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이를 고려하여, 거리에

따른 폭압을 측정하고 폭압이 안정화되는 구간을 도출하여 최종 해석모델을 결정하였다. 또한 해석결과는

미국 방폭설계지침 UFC 3-340-02[4]의 실험적 기반 방폭설계 차트와 비교하여 터널 시뮬레이션 모델의 신

뢰성을 최종적으로 검증‧입증하였다. 

2. 해석 대상 및 경계조건

방호터널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폭밸브는 충격파가 도달할 경우 닫히게 설계되며 핵 공격과 재래식 무

기의 근접 기폭에 대해 매우 유효한 장치이다. 방폭 밸브는 일반적으로 정적 및 동적 두 가지로 구분되며,

정적밸브는 가동되는 부분이 없고 작은 단면적을 가지는 여러개의 밸브를 이용하거나 미로와 같은 형상을

사용해서 압력을 감소시킨다. 동적밸브는 Fig. 1과 같이 일정 압력 이상이 가해질 경우 닫혔다가 압력이 대

기압으로 떨어지면 다시 열리게 설계된다[5,6].

Table 1, 2는 해석 케이스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은 기본 형태를 결정한 후 터널 입구의 기울기를 45⁰, 60⁰,

75⁰ 및 90⁰로 변경시키고 폭풍함정의 깊이는 통로폭의 0.5배, 1.0배 및 1.5배를 적용하였다. 또한 폭풍함정

의 경우 뒷벽면이 수직인 경우와 포물선 형태를 갖는 경우로 나누고 포물선의 초점은 1) 폭풍함정 입구,

2) 통로 중앙 및 3) 통로입구의 3가지로 곡률을 변경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내부로 인입되는 폭압

이 외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되도록 1차 폭풍함정의 상부를 개방하고 바닥을 경사면으로 처리하는 경우에

대해서 해석을 실시하였다. 비교의 기준이 되는 방호터널의 형상은 Fig. 2, 폭풍함정의 통로폭에 대한 깊

이 변경은 Fig. 3, Fig. 4에 폭풍함정/파편 포켓의 깊이를 변경한 것을 나타내었으며 Fig. 5에 입구 각도를

Fig. 1. Blast val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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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한 형상을 표기하였다.

전체 모델은 동일한 폭과 높이이며 폭풍함정의 깊이, 입구의 기울기, 폭풍함정 뒷벽면의 형태 및 폭풍함

정 상부의 형태를 변화시켰다. 이때 통로의 폭은 6.9m, 높이는 7.2m로 하였으며 터널의 전체길이는 91.73m

로 설정하고 터널의 끝부분에 방폭밸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하였다. 

방폭 밸브의 요구성능을 결정하는 것은 최대 폭압의 수준이다. 터널 prototype의 경우 입구의 기울기는

일반적인 형태인 90도이다. 이 경우 폭발 충격파가 입구의 상부 면에 반사되어 폭압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저감하기 위하여 입구에 경사를 적용할 경우 해당 경사 각도 만큼의 충격량이 터널 외부로 빠져나가게 되

어 폭압을 저감시킬 수 있다. 폭풍 함정 깊이를 조정할 경우 터널 내부의 폭발 충격량 측면에서는 크게 차

이가 없을 수 있으나 폭풍 함정 깊이 만큼의 충격량이 시간차를 두고 터널 내부에 전파되기 때문에 충격

량 분산에 의한 폭압 저감을 노려볼 수 있다. 폭발파는 폭풍 함정의 뒷벽면에 반사되며 교차부에서 코너

회절(diffraction)효과[7]에 의해 충격파 일부가 90o도로 전파되어 입사되는 폭발파와 함께 폭압을 증가시키

게 되는데, 뒷벽면에 포물선 형태를 적용할 경우 포물선의 초점 위치에 따라 90도로 전파되는 폭압량을 최

소화할 수 있어 폭압을 저감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폭풍 함정의 형상에 의한 폭압저감 효

과는 터널이 꺽어지는 부분에 효과적으로 적용이 가능하며, 폭풍함정의 상부를 개방 가능한 환경일 경우

이 효과는 극대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석을 위한 모델링 및 해석 예를 Fig. 6에 나타내었으며 해석을 위한 도메인의 크기는 가로 63m, 세로

Table 1. Parametric study matrix for the entrance slope of protective tunnel and the depth of blast pocket

Entrance shape Entrance slope Depth of blast pocket Case No. Note

Rectangular

90 

0.5 width 90-05-rec

1.0 width 90-10-rec

1.5 width 90-15-rec

75 

0.5 width 75-05-rec

1.0 width 75-10-rec

1.5 width 75-15-rec

60 

0.5 width 60-05-rec

1.0 width 60-10-rec

1.5 width 60-15-rec

45

0.5 width 45-05-rec

1.0 width 45-10-rec

1.5 width 45-15-rec

prototype 90 No blast pocket st-rec Reference model

Table 2. Parametric study matrix for optimization of blast pocket

Shape of blast pocket Case No. Note

Open top, flat floor open Reference model

Closed top, flat floor

closed-1 Focus : entrance of blast pocket

closed-2 Focus : center of passage

closed-3 Focus : entrance of passage

Open top, inclined floor

open-1 Focus : entrance of blast pocket

open-2 Focus : center of passage

open-3 Focus : entrance of pass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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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m 및 높이 7.5m로 하였다. 외부 폭발기준은 출입구의 중앙부로부터 7.6m 떨어진 지점에서 TNT 1,000

kg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이때 각 셀의 크기는 0.12m로 하고 셀의 개수는 폭풍함정의 크기에 따라

25,000,000∼38,000,000개로 설정하여 해석을 실시하였다. 해석은 상용프로그램인 Viper Blast[9]를 사용하

였다. 해석은 검증 시뮬레이션을 제외하고 22개의 케이스를 진행하였다.

공기는 터널 전체를 감싸도록 모델링 되었다. 공기 도메인의 하단부는 지면으로 완전반사경계(perfectly

reflecting boundary) 조건을 부여하였으며, 그 외의 모든 표면은 전달경계(transmitting boundary)로 설정하

여 공기 외곽부에 폭발파가 반사되지 않고 소멸되도록 설정하였다. 경계조건에 대한 설정은 Shin et al.

(2015)의 연구[8]를 참조하였다. 공기 내부에 배치된 터널 구조물은 강체로 모델링되어 폭발파에 반응하지

않고 완전 반사경계 역할을 한다. 결과적으로 터널 모델의 모든 면은 폭발파를 완전 반사시켜 폭압의 입

Fig. 2. Reference model for tunnels with the rectangular shape of entrance 

Fig. 3. Depth of blast pocket (0.5, 1.0, and 1.5 width)

Fig. 4. Entrances varying the angles of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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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반사 및 회절의 복합적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터널 내부의 효과적인 폭압 시뮬레이션을 가능하게 한다.

3. 해석모델 검증

3.1 검증 개요

본 해석에서 앞서 대상 터널의 해석모델에 대한 검증(validation) 연구를 Viper Blast[9] 폭압해석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기존 폭발해석에 많이 사용되는 LS-DYNA[10], ANSYS Autodyn[11]의 경우 본

연구에서 고려하는 터널 규모를 다루기에 적합하지 않고 지나치게 해석 비용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대

규모 폭발 시뮬레이션에 적합한 Viper Blast를 선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해석 기본 모델의 형상은 Fig. 7(a)와 같다. 각각의 해석모델에 대한 신뢰성 검증을 위하여 첫 번째로 메

쉬 수렴도(mesh convergence)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두 번째로 폭압의 안정성(stability), 마지막으로 미국의

방폭설계지침 UFC 3-340-02의 Kingery and Bulmash[12] 실험결과 기반 폭발하중 설계차트를 활용하여 수

렴된 메쉬를 사용한 터널 모델의 폭압 예측에 대한 신뢰성(reliability)을 검토하였다. 해석 기본모델의 형

태, 치수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2장에 표기하였다.

직사각형 입구 터널 모델은 Fig. 4와 같이 출입구(tunnel enfrance), 진입구(entry space) 및 본 터널(main

tunnel)로 구성된다. 앞서 기술한 폭발 시나리오와 같이 폭발량은 TNT 1000 kg으로 가정되며 출입구로부

터 7.6 m에서 폭발이 발생하는 것으로 설정되었다. 해석모델의 메쉬 수렴도는 입구로부터 발생된 폭발로

Fig. 5. Shapes of blast pocket (1st)

Fig. 6. Numerical model of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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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본 터널까지 전파된 폭압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폭압의 안정성(overpressure stability)도 함께 검토

하였다. 수렴된 메쉬로 구성된 해석모델의 검증은 출입구에서 측정한 폭압을 미국 방폭설계지침 UFC 3-

340-02의 폭발하중 설계차트와 비교함으로써 수행되었다.

메쉬 수렴도(mesh convergence) 및 폭압 안전성(stability) 검증을 위하여 본 터널의 폭압 관측지점을 단

면에 7개, 5 m 간격으로 총 42개소(G1~G42)에 배치하였다(Fig. 7(b) 참조). 실험결과 기반 해석모델 검증

의 경우 터널 출입구에 3개의 폭압측정 게이지를 배치하였다. 폭발파가 본 터널을 진입하는 과정에서 입

사, 반사 및 회절 효과로 인하여 최대 폭압의 크기가 상당히 불안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폭발파의

본 터널 진입구로부터 5 m 간격으로 폭압을 측정하여 각 단면에 배치된 7개의 관측지점에서의 최대 폭압

의 차이가 약 10% 미만이 되는 구간을 폭압이 안정화 되는 구간으로 정의하였다. 메쉬 수렴도 검토를 위

하여 0.1 m, 0.2 m 및 0.4 m의 3개 Volume Mesh Size를 사용하였으며 각 단면에서 최대 폭압이 발생될 것

으로 예상되는 최하단 중앙부에 대하여 5 m 간격으로 폭압을 측정하여 비교 검토하였다. 

3.2 검증 결과

메쉬사이즈 0.1 m, 0.2 m 및 0.4 m에 대한 메쉬 수렴도 해석 결과는 Fig. 8과 같다. 모든 해석결과에서

메쉬사이즈 0.4 m의 결과는 다소 차이가 나는 반면 0.1 m와 0.2 m의 메쉬사이즈 결과의 경우 전반적인 폭

압 거동 및 최대값이 유사하여 수렴된 결과가 얻어진 것으로 평가되었다. 

메쉬사이즈에 따른 거리별 최대 폭압을 보다 직관적으로 분석하기 위하여 Fig. 9와 같이 메쉬사이즈별

폭압을 비교하였으며, 그에 대한 오차는 Fig. 10과 같이 나타내었다. Shin et al.[13]의 연구에서는 2배의 차

이가 있는 메쉬 사이즈들에 대한 결과의 오차가 10% 이하인 경우 수렴도를 만족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이 연구에서도 10% 오차의 메쉬 수렴도 만족기준을 근거로 수치해석결과를 평가하였다. 

메쉬사이즈 0.2 m와 0.4 m에 대해서는 최대 폭압에 대하여 대략 10%~27%의 오차로 수렴되지 않은 결

과가 도출되었다. 반면, 0.1 m와 0.2 m의 메쉬사이즈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10% 이하의 오차를 보여 수

렴된 결과가 도출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외부 폭발에 대하여 본 터널에서의 폭압 측정시 메쉬 수

렴도를 얻기 위해서는 0.2 m 이하의 메쉬 사이즈가 요구되는 것으로 평가된다. 전산유체역학(CFD) 해석

의 특성상 메쉬 사이즈에 따라 해석 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고려하여 본 연구의 대상 터널에 대하

여 최적 메쉬 크기는 0.1 m와 0.2 m 수준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본 해석에서는 대상 터널과 공기

의 사이즈, 해석시간, 결과의 정확도 등을 고려하여 0.12 m의 메쉬사이즈를 설정하였다. 

Fig. 11은 본 터널 입구로부터 거리별 최대폭압의 안정성(stability)을 평가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는 거리

30 m에 대한 결과도 추가하였다. 거리 0 m는 본 터널의 입구 지점을 의미한다. 각 본 터널 단면 7개 지점

에서의 최대 폭압은 거리 0 m, 5 m, 10 m, 15 m의 경우 단면상의 위치별 폭압 변동 폭이 큰 반면, 거리

Fig. 7. Validation model for rectangular entrance and the monitoring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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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m, 25 m, 30 m의 경우 모두 폭압이 안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이 연구의 본 해석에서 폭압측정 위

치는 본 터널 입구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에서 측정해야 함을 확인하였다. 

Fig. 12는 터널 출입구에서의 메쉬수렴도 및 해석의 정확도를 미국 방폭설계지침 UFC 3-340-02의 방폭

설계차트와 비교한 결과이다. 출입구의 경우 앞서 본 터널의 폭압측정 위치에 비해 폭발지점과 가까워 메

Fig. 8. Numerical results of mesh convergence study varying distances from the entrance of the main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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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 수렴도와 정확한 해석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보다 작은 메쉬가 요구될 수 있다. 따라서 터널 출입구의

경우 0.05 m 메쉬 사이즈를 추가하여 해석을 진행하였다. 그림과 같이 최대 폭압이 0.1 m와 0.2 m의 경우

10%의 오차를 초과하여 메쉬 수렴도가 얻어지지않은 반면, 0.05 m와 0.1 m의 경우 최대 폭압의 오차가 10%

미만으로 메쉬 수렴도를 만족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수렴된 2가지 메쉬 사이즈(0.05 m와 0.1 m)의 최

대 폭압 예측은 UFC 3-340-02 (그림에서 UFC 3) 방폭설계차트의 값과 매우 유사하여 해석의 정확도 또한

검증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해석모델의 검증 연구에서 직사각형 입구 모델의 경우 본 터널 폭압 측정시 0.1 m와 0.2 m의 메쉬사

이즈에 대하여 메쉬 수렴도를 확보하였으며, 출입구 폭압 측정시 0.05 m와 0.1 m의 메쉬사이즈에 대하여

메쉬 수렴도를 확보하였다. 본 터널에서 폭압은 진입 입구로부터 20 m 이상의 거리에서 안정화된 경향을

보여 이 구간에서 폭압을 측정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UFC 3-340-02의 방폭설계차트를 기반으로

해석모델의 정확도를 평가하였다. 이에 따라 본 해석에서의 최적 메쉬는 0.12 m로 설정되었으며 터널 CFD

해석모델 및 모델링 방법론은 합리적으로 검증된 것으로 평가된다. 

Fig. 9. Peak overpressures versus distance varying mesh

sizes

Fig. 10. Peak overpressure differences varying mesh sizes

Fig. 11. Stability evaluation of overpressures with distance

from the entrance of the main tunnel

Fig. 12. Validation of numerical results in comparison to

design charts in UFC 3-34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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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입구의 기울기, 폭풍함정 깊이

Fig. 13은 해석 기준(st-rec)과 터널 입구의 각도를 45⁰, 60⁰, 75⁰ 및 90⁰로 변경시키고, 폭풍함정의 깊이를

통로폭의 0.5배로 고정한 폭풍함정을 2개 설치한 경우에 방호터널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폭밸브에서의 폭

압을 해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기준값(st-rec)에 대해서 터널의 입구 기울기를 변화하면 전체적으로 최

대 폭압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입구의 기울기를 60⁰로 한 경우는 폭압이 15,907 Pa, 기준값의

폭압은 26,088 Pa로 기준값 대비 39% 정도의 폭압이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폭풍함정의 깊이를 통로폭의 1.0배로 고정한 경우 입구의 기울기에 따른 방폭밸브에서의 폭압해석

결과를 Fig. 14에 나타내었다. 입구 기울기가 90⁰인 경우의 폭압인 19,847 Pa를 기준으로 하면 입구의 각

도가 45⁰, 60⁰ 및 75⁰ 모두 기준치 보다 10%~23% 정도 폭압이 감소 하는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각형 입

구를 갖는 방호터널의 입구의 각도는 통로폭의 1.0배 깊이인 폭풍함정을 2개소 설치하는 경우에는 입구의

각도를 75⁰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하며 이때 폭압은 최대치의 77.3%로 15,333.6 Pa로 나타났다.

Fig. 15는 2개소에 설치한 폭풍함정의 깊이가 통로폭의 1.5배인 일때 입구의 기울기에 따른 방폭밸브에 미

치는 폭압을 평가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입구 각도가 90⁰인 경우의 폭압 23,471 Pa를 기준 100%로 하면

75⁰, 60⁰ 및 45⁰ 모두 폭압이 감소하며, 입구 각도를 45⁰로 한 경우 15,355 Pa로 26.6%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4.2 폭풍함정 형상

Fig. 5에 폭풍함정의 형상 변경을 나타낸 바와 같이 폭풍함정은 상부가 밀폐된 경우와 개방된 경우로 구

분하고, 뒷벽면이 수직인 경우와 포물선 형태를 가진 경우로 나누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이때 포물선은 초

점을 3개로 나누었으며 Fig. 5와 같이 1) 폭풍함정 입구, 2) 통로 중앙부, 3) 통로 입구에 위치하도록 뒷벽

면의 곡률을 변화시켰다. 또한 폭풍함정으로 인입된 폭압이 상부로 효과적으로 배출되는지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하여 폭풍함정의 바닥면을 수평한 경우와 경사를 가진 경우로 나누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폭풍함정의 상부를 개방한 경우와 밀폐한 경우의 해석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상부를 개방한 경우

방호터널의 끝부분에 설치하는 방폭밸브에 미치는 폭압은 최대 17,258 Pa, 밀폐한 경우에는 20,240 Pa로

나타나 개방한 경우가 밀폐한 경우에 비해 14.8%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때 2종류의 해석 모두 폭풍함정

의 바닥면은 수평인 것으로 하였다. 폭풍함정 뒷벽면의 곡률을 3가지로 조정하고 폭풍함정의 상부를 개방

Fig. 13. Numerical results for the depth of blast pocket 0.5

times the width

Fig. 14. Numerical results for the depth of blast pocket

1.0 times the wid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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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경우의 결과를 Fig. 16과 17에 나타내었으며 이때 외부로부터 인입된 폭을 효과적으로 배출하기 위하

여 바닥면에 경사를 적용하였으며, 상부가 밀폐된 경우의 바닥면은 수평하게 처리하였다. Fig. 17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폭풍함정의 상부를 개방하지 않고, 뒷벽면의 초점을 폭풍함정의 입구로 곡률을 조정한

경우의 폭압을 100%로 하고 상대적으로 비교한 결과 초점의 위치에 따라서는 각 케이스 모두 최대 폭압

은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풍함정의 상부를 개방하고 바닥면을 경사지게 처리한 경우

에는 초점 거리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15% 정도 폭압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외부에서 인

입된 폭압은 뒷벽면의 형상과는 큰 관계가 없으며 상부를 개방하고 바닥면을 경사로 처리하는 것이 폭압

배출을 위한 효과적인 형태라고 판단된다.

4.3 최적 형태 도출

Fig. 18에 기준 형상의 최대 폭압을 100%로 하고 각 해석케이스의 최대 폭압을 비교한 결과를 나타내었

다. 해석 결과 각형출입구의 경우에는 폭풍함정의 깊이는 통로폭의 0.5배, 입구의 경사는 60⁰와 입구 경사

75⁰, 폭풍함정의 깊이는 1.0배로 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폭풍함정의 형상은 Fig. 13

과 Fig. 14에서 상부를 개방하고 바닥면을 경사면으로 처리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나 이들 형태를

조합하여 입구각도 60⁰와 75⁰, 폭풍함정의 깊이는 통로 폭의 0.5배와 1.0배, 폭풍함정 바닥면은 경사, 폭풍

함정의 상부는 개방하는 최적안을 도출하였다. 도출된 최적안과 앞의 해석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 입구

Fig. 15. Numerical results for the depth of blast pocket 1.5

times the width

Fig. 16. Comparison of results for open and closed tops of

blast pocket

Fig. 17.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varying the back-wall curvatures of blast pock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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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⁰와 75⁰, 통로폭 0.5배, 10배를 비교하여 해석한 결과를 Fig. 16에 나타내었다. Fig. 16에서 볼수 있는 바

와 같이 비교기준의 경우 방폭밸브에 미치는 최대 폭압은 15,907 Pa, 최적안은 13,700 Pa로 도출한 최적안

이 비교기준의 78.3%의 폭압을 보이는 것을 알수 있다. 

따라서 입구의 경사는 60⁰, 75⁰, 폭풍함정의 깊이는 통로폭의 0.5배, 1.0배이고 폭풍함정 바닥면 경사는 30⁰

이고 폭풍함정의 상부는 개방하는 형태가 방폭밸브에 미치는 폭압의 영향을 최소한으로 저감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Fig. 19).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방폭밸브에 미치는 폭압의 영향을 저감시키기 위해 방호터널의 기본 형태를 결정한 후 터

널 입구의 형상, 폭풍함정의 형상 등을 최적화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방호터널 시뮬레이션 해석모델의 신뢰성 검증을 위해 기본 모델을 대상으로 메쉬 수렴도와 폭압 안정 거

리를 검토하고 미국 방폭설계지침 UFC 3-340-02의 폭압 데이터와 비교하여 해석결과의 정확도를 검토하

였다. 메쉬 수렴도 해석을 통하여 최적 메쉬를 결정하였고, 폭압 안정성 연구를 통하여 폭압 측정 위치를

결정하였다. 최종적으로 최적 메쉬와 폭압 안정 거리에 대한 해석결과를 UFC 3-340-02 데이터와 비교함

으로써 해석 모델 및 모델링 방법론을 검증하였다. 

본 해석은 기본형태를 변경하여 입구의 기울기를 90⁰, 75⁰, 60⁰ 및 45⁰를 적용하였고, 폭풍함정은 2개소

Fig. 18. Comparison of numerical results based on the reference model (st-rec)

Fig. 19. Comparison of results between proposed and reference models  Fig. 20. Proposed shape of tu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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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설치하며 이때 폭풍함정의 깊이는 터널폭의 0.5배, 1.0배 및 1.5배로 하였다. 또한 폭풍함정 뒷벽면의 곡

률을 조정하여 3종류의 형태를 대상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폭풍함정의 상부와 바닥면의 형태를 각

각 2종류로 변경하여 해석을 실시하고 여기서 얻은 결과를 이용하여 최적안을 제시하였다.

최적안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 출입구의 형태가 각형인 경우 폭풍함정의 깊이는 통로폭의 0.5배, 입구의 기울기는 60⁰와 기울기 75⁰,

1.0배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폭압 저감효과를 보였다.

(2) 폭풍함정의 경우는 상부를 개방하고 바닥의 경사를 30⁰로 한 경우가 가장 큰 폭압저감 효과를 보였다.

(3) 폭풍함정 뒷벽면의 형태는 외부에서 인입된 폭압을 반사시키는 뒷벽면의 형태를 포물선과 수직인 경

우를 비교한 결과 곡률을 3가지로 변경하여 적용한 경우는 차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입구 기울기, 폭풍함정의 깊이 및 폭풍함정의 상부와 하부에 대한 해석 결과를 조합하여 최적안을 도

출한 결과 최대 폭압은 12,459 Pa로 나타났으며, 폭풍함정이 없고 출입구의 기울기가 90⁰인 경우와 비교하

면 최적안이 47.8% 정도로 폭압이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방호터널에 설치하는 방폭밸브에 미치는 폭압을 저감시키기 위해 각형 출입구 이외에 다양한 형태

의 출입구의 경우를 검토하고, 폭압 저감을 위한 확장 챔버 등을 이용하는 최적화와 관련된 연구수행이 필

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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