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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방폭설계 련 설계지침은 기둥제거시나리오를 이용한 체하 경로법을 주로 용하고 있지만, 실

제로 폭발이 발생하 을 때 기둥의 완 한 괴가 일어나지 않을 경우 이 방식을 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비선형 동  해석 로그램인 AUTODYN을 이용해 편심하 을 받는 철근 콘

크리트 기둥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을 평가하는 방식을 제안하 다. 

해석결과를 비교해보면 TNT양과 축하 이 클수록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이 감소되

었다. 이것은 폭발이 발생하기 의 기둥의 편심하 에 의한 응력상태에 따라 폭발 항 성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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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세계 으로 폭발로 인한 건물의 괴와 인명  재산의 피해가 차 늘어나고 있어 폭발하 에 의한 

건축물의 피해 측과 건축물의 항 성능을 향상시키는 방안에 한 심이 증 되고 있다. 재 폭발하

에 련한 건축물의 설계지침은 GSA(General Service Adminstration)와 DoD(Department of Defense)에

서 제안한 방법이 표 이다. 이 방법들은 비정상하 에 의한 기둥부재의 손실이 발생한 이후, 주변 부재가 

체하 경로를 갖는다는 제조건하에 이루지고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은 방법은 비교  간단하고 빠른 시

간 안에 해석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이 있지만 폭발의 향을 직 으로 반 할 수 없으며, 고층 건물

의 경우에는 풍하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멘트의 향을 고려하지 못하는 단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험도를 평가하기 해서는 폭발이 일어나기 의 축하 과 휨모멘트에 의한 기 

응력상태에서 폭발하 에 의한 기둥 부재의 손상정도를 악한 후에 기둥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을 통해 건

물의 연쇄붕괴 험도를 평가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모멘트의 향을 고려하기 해 편심하 을 받는 철

근 콘크리트 기둥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의 평가 차를 제안하고자 하며 제안된 방법을 통해 기 하 과 

폭발하 을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을 비교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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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단면 상세그림 1 폭발해석을 한 수치해석 모델

2.1. 재료모델링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물성은 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표 1과 같이 AUTODYN 라이 러리의 물성치를 

수정한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하 다. 실 인 콘크리트 괴를 구 하기 해 삼축응력상태(hydro)로 입력

되어 있는 기본 값을 인장 괴로 변경하 고, 인장 괴 강도를 압축강도의 10%로 설정하 다. AUTODYN에

서는 괴모드를 결정하는 Flow rule 옵션의 기본 값으로 No-Bulking으로 설정되어 있지만 이것은 입실

험 해석에 합하므로 본 논문에서는 폭발실험 해석에 합한 Bulking으로 설정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Nyström U. 2008).

     

콘크리트

 도 2314 kg/m³

압축강도 35 MPa

인장강도 3.5 MPa

단강도 6.3 MPa

아송비 0.17

철근

 도 7800 kg/m³

탄성계수 209 GPa

아송비 0.28

항복강도 550 MPa

표 1 콘크리트와 철근모델의 물성값

                

2.2. 해석모델 

본 연구에서는 그림 1과 같이 축하 과 모멘트를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폭발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해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TNT의 치는 기둥으로부터 5m 떨어진 지 에 있으며 기둥 높이의 심인 

2m에 치시켰다. 이때의 폭발물(TNT)은 100, 250kg의 경우에 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부재 설계는 그림 2와 같이 콘크리트 단면은 폭, 두께를 500mm로 동일하게 하 고, 높이는 4m로 가정하

다. 주철근은 D29를 사용하 고, 스터럽은 D16을 250mm간격마다 설치하 다. 철근의 피복두께는 48mm를 

사용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 에 의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잔존 항 성능을 평가하는 것에 목 이 

있으므로 폭발물의 이격 거리를 지나치게 근 하 을 경우 기둥의 잔존 항 성능을 평가하는 목 에 합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격 거리를 5m로 설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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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평가 차

수치해석을 통해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폭발에 한 잔존 항 성능을 평가하는 차(Xiaoli 등. 2010)는 

기 하 용단계, 폭발 해석단계, 폭발 후 추가 하 용단계, 평가단계로 구분하여 평가를 시행한다. 본 연

구에서는 해석의 목 에 맞게 그림 3과 같이 평가 차를 제안하 다. 1 단계에서는 폭발해석을 하기 에 

기 하 을 50ms의 시간동안 램 하 으로 가하는데 이것은 기둥의 고유진동 주기를 고려하여 동 효과를 

제거하기 함이다. 기 하 은 그림 4와 같이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P-M상 도를 고려해 모멘트는 

200kN·m로 하 고, 축압력은 0, 5, 10, 15, 20, 25, 30MPa로 6가지 경우에 해 해석을 수행하 다. 2단계에

서는 100, 250kg의 폭발물(TNT)에 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폭발해석을 수행하 다. 이 단계에서는 폭발하

이 작용한 후, 기둥의 거동이 완 히 수렴할 때까지 해석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해석 시간의 

효율성을 고려해 기둥 내의 모든 의 속도가 0.1m/s 이하가 될 시 에서 폭발 해석을 종료하 다

(Ke-Chiang 등. 2011). 2단계 해석과정에서 기둥이 폭발하 에 의해 괴되었을 경우에는  단계 과정으로 

돌아가 기 모멘트를 제거한 후 다시 평가를 진행하 다. 3단계에서는 폭발하 을 받은 철근콘크리트 기둥

의 잔존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해 모멘트를 1000kN*m까지 램 하 으로 가해 기둥이 괴되는 시 까지 

해석을 수행하 다. 기둥의 괴 시 은 기둥의 압축 역에서 압축 변형률이 0.003을 과될 때로 정하 다.  

   

그림 3 잔존 폭발 항 성능 평가 차 그림 4 해석모델의 P-M상 도와 기하 조건 

  

4. 해석결과

 편심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해서 에서 제안한 평가 차

를 통해 총 34번의 산해석을 수행하여 결과를 얻었다. 100kg TNT의 폭발하 을 가할 경우를 나타낸 그림

5를 살펴보면 축압력이 25MPa 이상일 경우에는 폭발로 인해 기둥이 완 히 괴됨을 알 수 있고 축압력이 

20MPa 이하일 경우에는 축압력과 모멘트에 의한 기응력상태에 따라 잔존 항 능력이 각각 다름을 알 수 

있다. 한 폭발 이후의 잔존 항 능력을 연결해 보면 P-M 상  곡선과 일정한 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200kg TNT의 폭발하 을 나타낸 그림 6에서도 축압력 뿐만 아니라 모멘트에 의한 단면내 응력상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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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TNT 100kg에 한 잔존 폭발 항 성능 그림 6 TNT 250kg에 한 잔존 폭발 항 성능

폭발 이후의 잔존 항 능력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폭발에 의한 기둥의 피해를 측하기 해서는 

폭발이 발생하기 의 응력 상태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하며, 기존의 P-M 상  곡선을 폭발물의 양에 비례

하는 만큼 수평 이동한 곡선을 폭발 이후의 기둥의 잔존 항 성능 평가에 이용할 수도 있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편심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잔존 폭발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해 폭발하 과 기 하 조건을 

변경시키면서 폭발해석을 수행하 다. 해석 결과를 통해 폭발하 과 축하 의 크기가 클수록 폭발 이후의 잔

존 항 성능이 감소되었다. 폭발 이 의 단면내 응력 상태에 따라 폭발 이후의 잔존 항 성능이 각각 다르

게 나타나므로 폭발에 의한 피해를 상할 때는 축하  뿐만 아니라 휨모멘트에 의한 폭발 이 의 응력 상

태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정 하 에 한 기둥을 능력을 나타내는 P-M 상 도와 폭발 이후의 잔존 

항 성능과는 일정한 계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P-M 상 도를 폭발 항 성능 측에 용하

기 해서는 보다 다양한 경우에 한 해석과 분석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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