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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발물이 건설을 위해 땅을 정지하고 더 깊은 광산을 파기 위해 사용되거나, 군대 및 
경찰과의 대치에서 사용되든 상관없이 다양한 화학 혼합물과 뇌관이 폭발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속촬영은 폭발과 그에 따른 손상을 

정량적으로 캡쳐하고, 폭발에 대한 다른 중요한 매개변수를 측정하는 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수집된 데이터는 폭파의 이해와 특성화를 돕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이것은 더 정확하고 
매우 정밀한 폭발물 제조가 가능하게 됩니다. 

고속촬영의 위력
폭발하기 전에 그 폭발장면을 수동적으로 관찰한 다음 폭발된 후의 잔해지역을 관찰함으로써 
기록통계로 폭발을 분석하였습니다. 섀도우그래피 (Shadowgraphy) 나 쉴리렌 (Schlieren) 
촬영과 같은 첨단 촬영기술을 고속촬영 기술과 결합시켜 충격파에 대한 빠른 충격파 팽창과 
폭발에서 발생하는 파편의 속도가 포함된 적절한 측정값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폭발은 열화학 반응으로 극도로 밝은 빛을 생성하며 종종 광범위하면서 고속에 시각적으로 
불분명한 잔해지역을 발생시킵니다. 충격파가 초당 400에서 600 미터로 이동하기 때문에 
촬영 영역은 이러한 변경 사항을 캡처할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약 50 X 50 
센티미터의 영역이 필요합니다. 이미지의 후처리를 위해서 고품질 데이터를 확보하도록 가장 
높은 해상도를 사용할 수 있는지가 또한 중요합니다. 카메라를 폭발물 가까이에 설치하는 경우, 
강한 폭발 충격파와 충격파에 의한 강력한 공기 이동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튼튼한 카메라를 
선택합니다. 

향상된 기술은 ... 

고속촬영과 결합하여  

관련 측정들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고속촬영으로 정밀 폭발물 분석



유체 탈감도 기폭 장치의 고속촬영
콜로라도 광산대학의 고급 폭발물 
처리 연구 그룹(Advanced Explosives 
Processing Research Group, AXPRO)은 
석유 및 가스 응용 분야, 특히 유정 구멍 
뚫기에 더 많이 사용되는 유체 탈감도 
기폭 장치를 연구하기 위해 고속촬영을 
하였습니다. 이 기폭 장치는 구멍이 있어 
액체가 있는 곳에서 작동을 멈추게 하여 
천공 건으로 들어갈 수도 있는 액체에 대한 
추가 예방 조치를 제공합니다.1 AXPRO
의 학부 연구원인 Erika Nieczkoski는 
일반적으로 석유산업에서 사용하는 둔한 
기폭장치가 천공장비, 특히 물, 미네랄 
스프리츠와 석유 디젤을 청소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체에 노출되었을 때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하려고 했습니다. 이 

연구의 결과는 천공 화약 조립을 위한 
표준화된 운영 절차에 대한 석유 및 가스 
산업에 의해 채택되었습니다. 

이 실험은 기폭장치와의 유체의 상호 
작용과 단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폭발하는 
동안 관측이 필요합니다. 연구자들은 
기폭 장치의 작동을 캡처하기 위해 고속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이 촬영을 통해 
폭발이 일어났는지 여부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폭발이 일어났을 경우, 사건이 
전체 폭발인지 또는 부분 폭발인지에 
대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연구원들은 
초당 59,027장 (fps)을 제공하는 팬텀 
(Phantom) v711 카메라를 사용했습니다. 
폭발은 섀도우그래피 (shadowgraphy) 
이나 다른 촬영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바로 

이미지화되었습니다. 그림 1과 2 는 실험 
구성을 보여줍니다. 아래비디오 1과 2몇 
가지의 실험 결과를 보여줍니다.

고속촬영은 기폭 장치 내부 및 폭발 중 
발생하는 정확한 과정들에 대한 정량적 
정보뿐만 아니라 시각적 증거를 제공하여, 
전체 또는 부분 폭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고, 전체 폭발 과정의 시각화 및 
특성화도 가능하게 했습니다. 연구진들은 
둔감한 실패의 조건들을 파악할 수 있었고 
세척 유체, 디젤, 및 미네랄 스프리츠가 기폭 
장치 수행에 실제로 영향을 미쳤으며, 기폭 
장치가 2 차 폭발물에 직접 적용되었을 
때 둔감하게 된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게다가, 200 cm까지 담수에 완전히 
잠겨 있을 때 기폭 장치들이 탈감지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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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실험 설정 - 고속카메라 부분

그림 2: 실험 설정 - 시편 및 조명 부분

비디오 2: 생성된 물로 실험비디오 1: 원유로 실험

이미지를 클릭하면 비디오가 시작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면 비디오가 시작됩니다. 

https://youtu.be/YFRHDaXf3eg
https://youtu.be/Mbu4mVTgmKk


않는다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그림 3
은 물 실험에서 나온 결과들 중 하나를 
보여줍니다.

폭발파 에너지를 측정하는 
새로운 방법 
IME (Institute of Makers of Explosives, 
폭발물  제조사  협회)는  AXPRO 
연구원들에게 산업 기폭 장치의 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광학적 방법을 개발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고속촬영과 섀도우그래피를 
결합시킨 AXPRO는 기폭 장치의 강도와 
성능을 정확하게 특성화하는 데 사용되어질 
수 있는 반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만들었다.2 
전통적으로 기폭 장치의 강도는 개시 
시스템을 모래로, 금속 못 옆으로, 또는 
금속 증인 플레이트 옆에서 폭발시키고 
결과를 분석하는 등의 간접 측정 기술을 
사용하여 특성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부정확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확립된 표준 분석 
방법은 특정 강도로 지정된 기폭 장치들이 
실제로 동일한 강도를 가지며, 제조 장소에 
관계없이 유엔의 특성화 시험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보장될 것입니다. 표준 
시험 접근법은 법 집행 기관들이 수제 
기폭 장치들의 강도와 업계 표준을 비교할 
때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AXPRO가 창안한, 이 새로운 접근법은 
(1) 변위의 풀 필드 정량 분석을 제공하는 
광학 측정 기술인 DIC (Digital Image 
Correlation, 디지털 이미지 상관 관계)와 
(2) 충격파가 빛과 상호 작용할 때 생성된 
그림자를 이미지화하는 특수 시각화 기법인 
섀도우그래피의 결합입니다. 이 접근법은 
가능한 모든 빛이 하나도 없는 방에서 
폭발물을 폭파시키고, 섀도우그래피를 
통해 고속 카메라로 반응을 캡쳐하고, 
DIC 소프트웨어를 통해 측정 계산을 
처리하는 것으로 구성됩니다. 결과는 
이벤트 중에 충격파 압력을 직접 측정하는 
압력 게이지로 보정됩니다. 이 방법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기폭 장치의 
에너지 출력을 직접 나타내는 측정값들을 
제공하고, 높은 데이터 정확도를 나타내며, 
이전에 사용된 기술들에 비해 데이터 분석 
시간을 줄여줍니다.

섀도우그래피를 수행하기 위해, a 
Phantom v711 고속 카메라를 </699,100 
fps의 촬영속도에608 X 600 픽셀의 해상도로 
사용했으며, AlienBees 플래시장치 B1600 
조명자치, 5 millimeter 로드 미러, 및 역 
반사 스크린 도 사용되었습니다. 그림 4
는 섀도우그래프 실험 설정의 조감도를 
보여줍니다. 폭발물과 같이 매우 빠른 
현상을 캡쳐하려면 짧은 노출 시간과 큰 
(f/4.5) 렌즈 조리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폭발물은 이미지를 포화시킬 수 있는 
밝은 빛을 생성하지만, 일반적으로 초기 
몇 프레임에만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연구원들은 카메라의 
익스트림 다이나믹 레인지 (EDR) 모드를 
사용했습니다. 'EDR' 기능을 사용하면 최종 
사용자가 피사체의 어두운 영역을 노출한 
다음 포화 상태가 될 수 있는 이미지 부분에 
대해 별도의 독립적인 픽셀 수준의 EDR 
노출을 지정할 수 있으므로, 과다 노출되기 
쉬운 이미지 영역에서 데이터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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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첫 번째 가용하지 않은 구멍 아래의 물로 실험한 이미지들

폭발 전 이미지 폭발 이미지 폭발 이미지



섀도우그래피와 관련된 Schlieren 기법도 
고려되었지만 , 연구진은  Schlieren 
영상화에 필요한 미러들이 분석 영역을 
제한할 뿐만 아니라 필요한 장비의 
비용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섀도우그래피를 사용하면, 특별한 미러들을 
사용하지 않고 상대적으로 값이 싸면서 
큰 역반사 스크린에 그림자를 투영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40 cm2 또는 50 cm2 
영역에서 이미지들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스크린은 또한 파편으로 손상된 
경우 쉽게 수리하거나 교체할 수 있습니다. 
스틸 사진 촬영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AlienBees B1600 플래시 장치는 이 시험을 
위해 충분히 오랫동안 적절한 조명을 
제공했습니다. 

DIC를 사용해서 측정을 계산하기 위하여 
연구진들은 ImageJ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연속 프레임에서 충격파의 위치를 
추적했습니다. 공유 도메인인 ImageJ는, 
국립보건원 에서 개발한 Java 기반 이미지 

처리 프로그램입니다. 충격파의 반경 
확장 이미지를 촬영해서 파편들의 속도를 
측정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DIC로 최고 
품질의 데이터와 이미지를 캡처하려면 최소 
오차의 스케일을 결정해야 하고 카메라를 
촬영 대상체에 신중하게 정렬시켜야 
했습니다. 또한, 연구원들은 팽창하는 
충격파를 측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평행 
빛을 교정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그림 5, 
6, 7은 ImageJ 소프트웨어로 생성된 폭발 및 
거의 정확한 폭발파의 이미지를 보여줍니다.

AXPRO의 연구원들은 # 6과 # 8 강도의 
전기 기폭 장치들 및 전기 브릿지와이어 
기폭 장치들의 초기 폭발파 이미지를 
생성하여 새로운 기술을 시험했습니다. 이 
기술로 얻은 선명하고 정확한 이미지들은 
높은 정확도로 폭발 성능을 특성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음으로 마하 수 대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 획득한 이미지들과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었으며, 폭발력을 
둘러싼 매스 케이스와 관련된 단일 항복 

계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또한 기폭 장치 껍질에 흡수된 운동량을 
사용하여 기폭 장치의 총 폭발 에너지를 
계산했습니다.

폭발물 촬영을 위한 
조명 고려사항 
폭발물을 촬영할 때는 적절한 조명이 
중요합니다. 폭발의 밝기 때문에 촬영을 
위한 추가 조명이 항상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사실, 더 중요한 고려 사항은 
폭발로 방출되는 빛을 제한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ND 필터는 빛의 모든 파장의 
강도를 동등하게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는 
과다 노출 사진들을 생성시킬 수 있는 렌즈 
조리개, 노출 시간 그리고 센서 감도를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유용할 
수 있습니다. 최소 조리개, 짧은 노출 시간 
및 카메라의 EDR 모드를 사용하면 조명을 
줄이는 데 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8, 9, 
10은 밝은 이미지를 캡처할 때 감소된 노출 
시간 및 EDR 모드의 영향을 보여줍니다.

그림 4: 역반사 섀도우그래프 실험 설정 (상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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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en.wikipedia.org/wiki/Public_domain_software
https://en.wikipedia.org/wiki/Java_%2528programming_language%2529
https://en.wikipedia.org/wiki/Image_processing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Institutes_of_Health
https://en.wikipedia.org/wiki/National_Institutes_of_Health


폭발 전에 물체 또는 영역의 이미지가 
필요한 경우 폭발 등급 LED를 조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물체를 조명할 때, 
조명 광원과 폭발로부터 나오는 빛은 
모두 카메라의 동적 범위 내에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폭발로부터 나오는 
빛의 양을 예측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의 한계 때문에 매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험범칙으로 1 마이크로초 
이하의 충분한 조명으로 시작한 다음, 너무 
밝으면 조리개 설정을 조정하거나 ND 
필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폭발이 일어나는 동안 물체를 볼 필요가 
있다면, 레이저와 대역차단 필터를 
사용하여 화구를 볼 수 있습니다. 함께 
사용하면, 노치 필터가 레이저 광만 
통과시키고 폭발로 방출되는 광대역 광은 
거부하는 반면, 레이저는 고선명도의 
협대역 광으로 대상을 조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밝은 불 덩어리에 의해 가려질 

폭발의 세부 사항들을 카메라가 기록할 수 
있습니다. Cavitar Ltd.는 폭발을 촬영하는 
데 필요한 짧은 노출 시간에 높은 반복률을 
제공할 수 있는 다이오드 레이저들을 
제공합니다. 레이저의 근적외선 파장은 
연기를 통해 100,000 fps 이상의 속도로 
촬영이 가능합니다.

아르곤 양초 - 아르곤 가스로 채워진 속이 
빈 용기- 는 짧은 노출 시간으로 촬영을 
위한 고선명도 광원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폭발성 충전은 아르곤 가스를 
통해 충격파를 유도하여 매우 강렬한 짧은 
빛의 폭발을 만듭니다. 설정에 미러를 
추가하면 그림자 생성을 피하는 방식으로 
빛을 지시할 수 있습니다. 이 기술은 
복잡한 설정 때문에, 그리고 전기 광원을 
쉽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예: MegaSun 
조명 시스템이 고속 촬영 사진용 아르곤 
양초들을 대체할 수 있음)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결론적으로, 올바른 촬영 접근법 및 조명 
설정과 결합된 고속촬영으로 얻은 고품질 
데이터는 이전 방식으로는 불가능했던 
과학자들의 폭발물과 폭발 시스템 연구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림 7: ImageJ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생성된 거의 정확한 폭발파

그림 5: 폭발파 이미지 시퀀스 
그림 6: 폭발파 이미지

고속촬영을 이용한 정밀 폭발물 분석



참고 문헌 
1. 파이오니아 에너지 서비스 - 유체 저감 기폭 장치를 위한 권장 안전 작업 지침:  "석유 및 가스 

천공 건용 시동 시스템:  A-140F 천공기 시동 시스템에 사용되는 산업용 세정액의 효과에 
대한 조사."  저자들: E. Nieczkoski, V. Petr, 2015년 8월. http://axpro.mines.edu/documents/
Oilstar%20Detonators.pdf

2. 비전리서치 연구 사례: "표준 기폭 장치에 의해 생성된 폭발파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한 
섀도우그래피 광학 기술". 저자들: Vilem Petr, Erika Nieczkoski, Eduardo Lozano. http://axpro.
mines.edu/documents/Vision Research Case Study.pdf

VISION RESEARCH 소개 
Vision Research는 고속의 폭발을 촬영하고 분석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고속 카메라를 
설계하고 제조합니다. Vision Research는 AMETEK Inc.의 재료 분석 본부의 사업부입니다.

Phantom v711은 v710 카메라의 2번째 버전입니다. 이것은 이전 모델과 똑같은 강력한 사양을 
포함하고 있지만, 더 작고, 가벼우며, On-Camera Controls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카메라는 풀 
해상도에서 최대 초당 7,530 촬영속도를 제공합니다. 축소된 해상도에서 이 카메라는 최대 680,000
장 (fps), 혹은 FAST 옵션을 사용하여 최대 1,400,000 fps를 제공 할 수 있습니다.

AMETEK Vision Research의 일부 Phantom 카메라들은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다음으로 이동하십시오:  www.phantomhighspeed.com/export

그림 9: 25,000 fps, 10 μs 노출, 5 μs EDR에서 Phantom v2512 이미지

그림 8: 25,000 fps, 1 μs 노출, 5 μs EDR에서 Phantom v2512 이미지 

그림 10:25,000 fps, 39 μs 노출, 20 μs EDR에서 Phantom v2512 이미지

협력하여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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