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6호(2011.12) 591

RC슬래 와 연성충격체의 충돌시뮬 이션 향인자 분석

Influencing Factors on Numerical Simulation of Crash between RC Slab and

Soft Projec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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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외연  수치해석기법을 사용한 RC슬래 와 연성충격체의 충돌시뮬 이션 수행시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향인자들에 한 변수연구를 수행하여 각 인자들이 해석결과에 미치는 향을 고찰하 다. 수치시뮬 이션은 

1970～1980년 에 독일에서 원자력발 소의 항공기충돌 설계와 련하여 수행한 다수의 시험  하나인 Meppen test에 

하여 수행하 으며, 총 21case의 실험  II/4 실험의 경우를 상으로 하 다. 수치해석에 사용한 software는 LSTC사의 

LS-DYNA이며, 변수연구에서 고려한 인자로는 콘크리트와 강재의 재료모델, strain rate 효과, 지 조건의 모델링 방법 등

이다. 이러한 인자들에 한 한 고려를 통해 보다 정확한 시뮬 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히 콘크리트 재료모델

의 경우 해석결과에 미치는 향이 가장 크므로 각 모델별 특징을 사 에 인지하고 해석 이스에 한 재료모델을 선택

하는 것이 요할 것으로 단된다.

핵심용어 : 충돌시뮬 이션, 외연  수치해석기법, RC슬래 , 연성충격체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influencing factors on numerical crash simulation between RC slab and soft projectile using explicit 

dynamic method. Considered experimental test is the MEPPEN II/4 test, which has been conducted at the end of the years 70' in 

Germany as one of the numerous experimental test related to design of nuclear power plants. LS-DYNA software is adopted for 

numerical study, and influencing factors such as constitutive model of concrete, strain rate effect of steel and concrete, support 

modeling method, etc. are investigated. More reasonable simulation results can be achieved through appropriate consideration of 

these factors, especially of constitutive model of concrete material since this factor affects most among the investigated factors.

Keywords : crash simulation, explicit dynamic method, RC slab, soft projec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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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자력 발 소 안 련 구조물은 항공기 충돌에 하여 안

하도록 설계하며, 항공기 충돌에 한 구조물의 거동은 지

까지 주로 Riera식(Riera, 1980) 등을 사용하여 도출한 충돌

하 -시간이력 곡선을 사용하는 내연  수치해석 방법  일련

의 실험결과로부터 도출된 국부손상 산정식을 통하여 검토하

여 왔으나(정철헌 등, 2010), 최근에는 컴퓨터  수치해석기

법의 발달로 인해 항공기와 같은 충격체의 모델링을 포함하

는 외연  충돌시뮬 이션 기법을 사용한 충돌거동 평가도 

함께 용할 수 있게 되었다. 2009년 미국의 NEI(Nuclear 

Energy Institute)에서 발표한 신규 원자력 발 소 설계를 

한 항공기 충돌평가 방법론에서도 역시 구조물의 반거동 평

가를 해 force time-history analysis method와 missile- 

target interaction analysis method를 선택 으로 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NEI,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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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충격체(단 :mm)

(b) RC 슬래 (단 :m)

그림 1 충격체  RC슬래  사양(KINS, 2011)

그림 2 콘크리트 슬래 의 변  측정 치(KINS, 2011)

매우 짧은 시간동안에 일어나는 충돌거동을 수치 으로 시

뮬 이션 하기 해서는 일반 인 구조해석에서 고려하지 않

아도 되는 여러 가지 인자들에 한 고려가 필요하게 되는

데, 이러한 인자들 에서 표 으로 strain rate effect

(변형률 속도 효과)를 들 수 있다. strain rate(변형률 속

도)은 외부에서 가해지는 하 에 의해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

형률의 시간에 따른 변화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충돌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률 속도는 약 101~102sec-1 범 에 들게 되며

(Ngo 등, 2007), 이 의 연구에 의하면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  인장강도는 102~103sec-1 수 의 변형률 속도 하에서 

정  압축강도  인장강도의 4배  6배까지 각각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Grote 등, 2001). 

변형률 속도 효과는 변형률 속도의 증가에 따라 재료의 강

도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 효과를 고려하

지 않는 것이 설계 목 에서는 더욱 안 측의 결과를 가져오

게 되지만, 이에 따른 비경제성을 감수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NEI의 방법론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설계목 의 구조해석시 용할 수 있는 각 재료별 강도증가

계수를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들 제안값은 안 측의 설계

를 해 실제 강도증가분보다 어느 정도 낮추어 설정된 값들

이므로, 실제의 충돌 상을 수치 으로 시뮬 이션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들 설계목 의 강도증가계수를 일률 으로 

용하는 것이 하지 않을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충돌시뮬 이션의 목 으로 빈번하게 사용되

고 있는 범용 외연  수치해석 로그램  하나인 LS-DYNA 

(LSTC, 2007)를 사용하여 연성충격체와 철근 콘크리트 슬래

의 충돌시뮬 이션 수행시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향

인자들에 한 변수연구를 수행하 으며, 그 결과로부터 향후 

유사한 수치시뮬 이션 수행 시 정확성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Meppen test 개요

2.1 실험 개요

이 연구에서 수치시뮬 이션의 상으로 삼은 Meppen 

test는 1970~1980년  독일에서 원자력발 소의 항공기충

돌 설계와 련하여 수행된 다수의 실험  하나로 독일의 

Meppen 지역에서 수행된 실험이다. 이 실험은 충격체의 질

량, 속도  콘크리트 슬래 의 두께, 보강방법 등 변수에 따

라 총 21개 case로 수행되었으며(Nachtsheim 등, 1982), 

이 연구에서는 이들 21개 case  II/4 case에 한 시뮬

이션을 수행하 다. 

그림 1에는 Meppen II/4 시험에 사용된 충격체와 콘크

리트 슬래 의 사양을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충격체는 총 질량 1016kg, 연장 5.99m의 공강  형태로 

강재의 두께는 앞부분 7mm, 뒷부분 10mm이며 충돌속도는 

247.7m/s이다. 한, 콘크리트 슬래 는 가로 6.5m, 세로 

6.0m, 두께 0.7m로 면  후면에 압축/인장 철근이 배근

되어 있으며, 두께방향의 단철근도 배치되어 있다. 지  조

건은 그림과 같이 각 변당 12지 씩 총 48개 지 이 지지되

는 형태이며, 이  검은색 원으로 표시된 8개 지 에는 1 

MN 용량의 로드셀이 장치되어 있다.

응답의 측정은 콘크리트 슬래 의 변 , 가속도  변형

률, 철근의 변형률, 지 반력에 하여 이루어졌으며, 이 연

구에서는 이들 측정값  지 반력과 슬래 의 변형을 사용

하여 수치해석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수행하 다. 지 반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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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콘크리트 슬래 의 유한요소망 구성

그림 4 철근의 유한요소망 구성

(a) 충격체의 유한요소망

(b) 충돌 후 변형형상

그림 5 충격체의 유한요소망  충돌 후 변형형상

측정 치는 의 그림 1(b)에 검은 원으로 표시되어 있으며, 

변  측정 치는 그림 2에 표시되어 있다(KINS 등, 2011).

2.2 수치해석 모델 구성

Meppen test는 콘크리트 슬래 와 충격체 모두 2축 

칭의 형태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계산시간의 단축을 해 

체의 1/4만 모델링하고, 단면에는 해당되는 자유도에 한 

칭 경계조건을 용하 다. 콘크리트 부분의 모델링에는 8

 solid 요소가 사용되었으며, mesh size는 체 슬래

에 동일한 크기로 용하다. 그림 3에 콘크리트 슬래  부분

의 유한요소망을 나타내었다.

철근은 2 의 보 는 트러스 요소로 모델링하고 LS- 

DYNA에서 제공하는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명

령어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요소와 커 링되도록 하 다. 그림 

4에 철근의 유한요소망을 나타내었다.

충격체는 앞의 그림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앞부분과 뒷부

분에 사용된 강 의 두께가 다르며, 충돌이 일어나는 동안 

주름이 잡히는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변형

형상  이에 따른 충돌하 이 히 모사될 수 있도록 8

 solid 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그림 5에 충격체의 

유한요소망과 충돌 이후 변형된 형상을 나타내었다. 실제로 

모델링은 체의 1/4 부분만 되어 있지만 충격체의 형상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 5(a)에는 칭면에 하여 mirroring

하여 나타내었다.

3. 충돌시뮬 이션 향인자

3.1 콘크리트 재료모델

LS-DYNA에서 내장하고 있는 재료모델은 약 200여종에 

달하며, 이 에는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는 재료모델도 다

수 포함되어 있다. 이 연구의 내용과 유사한 연성  강성 충

격체와 충돌하는 콘크리트 슬래 의 모델링에는 략 7종 정

도의 모델이 사용되어 온 것으로 문헌조사 결과 나타났다. 

Agardh 등(1999)은 콘크리트 슬래 를 통하는 총알에 

한 시뮬 이션을 재료모델 #78(soil concrete)를 사용하

여 수행하 다. Yonten 등(2002)은 콘크리트 방호책과 차

량의 충돌해석에 #16(pseudo tensor), #25(geologic cap 

model), #72(concrete damage)  #78(soil concrete)

모델을 사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하 으며, 분석결과 #16과 

#72 모델이 peak 이후의 거동을 잘 모사하는 것을 확인하

고, 재료모델에 따라 해석결과에 큰 차이가 나타날 수 있

음을 언 하 다. Li 등(2005)은 콘크리트 target과 충돌

하는 강성 충격체의 국부충격효과와 련된 방 한 논문에 

수치 시뮬 이션과 련된 일반 인 내용을 포함하 으며, 

여기에서 LS-DYNA를 사용하는 수치시뮬 이션에 #84- 

#85(Winfrith concrete), #16, #72, #78  #96(brittle 

damage model) 등의 재료모델을 용할 수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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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72r3, =37.2MPa (b) #72r3, =60.0MPa

(c) #84, =37.2MPa (d) #84, =60.0MPa

(e) #159, =37.2MPa (f) #159, =60.0MPa

그림 7 콘크리트 재료모델별 응력-변형률곡선 비교

그림 6 정육면체 콘크리트 공시체 유한요소모델

언 하 다. Akram(2008)은 콘크리트 방호책과 boggie의 

충돌 실험  시뮬 이션연구를 통하여 #72r3, #84, #159 

(CSCM concrete) 모델의 비교분석을 수행하 으며, #72r3 

모델을 사용한 시뮬 이션 가속도 응답이 다른 두 모델을 사

용한 경우와 비교  큰 차이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Sangi 등(2009)는 RC슬래 에 한 충격체 낙하실

험  시뮬 이션 연구를 통하여 #72r3  #84 모델을 비

교하 으며, 두 모델에서 모두 실험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 연구에서는 문헌조사에서 빈번히 용되고 있는 재료모

델  비교  최근에 개발이 이루어진 모델을 심으로 #72r3 

(concrete damage rel.3), #84(Winfrith concrete)  

#159(CSCM concrete)등 3종의 콘크리트 재료모델을 선택

하고, 이들에 한 비교를 수행하 다.

우선 재료모델의 압축거동을 비교하기 해 15cm크기의 

정육면체 공시체에 한 1축 압축강도 시험을 수치시뮬 이

션으로 수행하고, 그 결과로 얻어지는 응력-변형률곡선을 비

교하 다. 콘크리트의 강도는 37.2MPa  60.0MPa의 두 

가지로 하여 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거동이 히 표 되는

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 으며, 변형률 속도는 static부터 

101sec-1까지 세 단계로 변화시켜 변형률 속도의 효과가 

히 반 되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림 6에는 수치시뮬

이션에 사용한 정육면체 공시체의 수치모델을 나타내었다. 그

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로, 세로, 높이 방향으로 각각 10개

씩 분할하여 총 1000개 요소의 유한요소망을 구성하 다.

그림 7에 세 가지 재료모델  두 가지 인장강도에 하여 

변형률 속도별로 얻어진 응력-변형률 곡선을 나타내었다. 세 

종류의 재료모델에서 모두 변형률 속도의 증가에 따른 강도

의 증가 수 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이는 이 의 실

험  연구(Cusatis, 2011)를 통하여 알려진 강도 증가율의 

범 에 드는 결과이다.

한 이들 응력-변형률곡선에서 #72r3 모델은 softening 이

후 응력이 0까지 감소하며, #84 모델은 압축에 의한 softening

이 히 구 되지 않고, #159 모델은 softening 이후에도 

어느 정도의 응력이 잔류하는 특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84 모델의 경우는 재료모델이 compression softening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휨부재와 같이 인장균열이 지배 인 

괴모드를 나타내는 경우에 주로 사용되며, erosion 옵션을 추

가하여 이러한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콘크리트 재료모델에 따른 충돌시뮬 이션 결과의 차이를 

확인하기 하여 2장에서 서술한 수치모델에 앞의 세 가지 

재료모델을 용하여 결과를 비교하 다. 충돌 조건은 술

한 바와 같이 질량 1016kg의 연성충격체가 247.7m/sec의 

속도로 충돌하는 조건이며, 비교 상 응답은 단면의 변형형

상과 그림 2에 표시된 W6, W8 지 의 변  시간이력으로 

하 다.

그림 8에는 충돌 이후 최 변  발생시 의 슬래  변형

형상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72r3  #84 모델은 재료모

델에 자체 인 erosion 기능을 포함하지 않고 있어 별도의 

erosion 명령어를 사용하지 않으면 요소의 erosion이 발생

하지 않으나, #159 모델에는 자체 인 erosion 기능이 포함

되어 있다. 따라서 그림에서 보인 바와 같이 #159 모델의 

경우에는 충돌 치  그 후면에 일부 요소의 erosion이 발

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84 모델의 특징은 콘크리트 요

소에 균열을 표시하는 기능이며, 그림과 같이 매우 실 인 

균열 패턴이 해석을 통하여 얻어질 수 있었다. 하지만 앞의 

1축 압축시험의 결과에서 언 한 바와 같이 이 모델은 

compression softening이 구 되지 않기 때문에 발생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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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모델 입력변수 입력값

#72r3

ro(kg/mm
3
) 2.3E-6

A0(GPa) -37.2E-3

LOCWID(mm) 57

#84

ro(kg/mm
3
) 2.3E-6

tm(GPa) 28.35

ucs(GPa) 37.2E-3

tcs(GPa) 3.72E-3

asize(mm) 19

rate 0

#159

ro(kg/mm
3
) 2.3E-6

irate 1

erode 1.4

fpc(GPa) 37.2

dagg(mm) 19.0

표 1 콘크리트 모델 입력값

(a) W6 변

(b) W8 변

그림 9 콘크리트 재료모델별 변  시간이력 비교

그림 10 충돌하  시간이력 비교

(a) #72r3 모델

(b) #84 모델

(c) #159 모델

그림 8 콘크리트 재료모델별 충돌 후 변형형상 비교

처짐의 양은 다른 두 모델을 사용한 경우의 결과에 비해 상

으로 작으며, 특히 충돌부 의 단변형이 다른 두 모델

에 비해 상당히 작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차이

는 한 erosion 옵션을 병용하여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그림 9에는 W6  W8 변 계 치에서 계산된 변 응답

의 시간이력을 실측값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72R3 모델

의 경우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변 가 크게 산정되며, 이것은 

그림 8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72R3 모델이 다른 모델에 

비해 단에 한 강성을 크게 평가하여 충돌부 의 변형이 

주변부까지 달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84  #159 

모델의 경우 측정 치가 충돌 치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W8 치의 해석결과에서 실측결과와 매우 유사한 계산결과

를 나타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1에는 세 가지 콘크리트 모

델에 한 입력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10에는 각 재료모델별로 LS-DYNA에서 출력된 충

돌하 (contact force)을 Riera식(Riera, 1980)을 사용하

여 계산한 충돌하 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재료모델의 차이가 충돌하 에 미치는 향은 크

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세 경우 모두 Riera식을 사용하여 

계산한 충돌하 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2 콘크리트의 strain rate 효과

콘크리트 재료의 변형률 속도 효과가 RC 슬래 의 충돌변

 응답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3.1 에서 수행한 

#159모델의 해석에서 변형률 속도 효과를 제외시킨 해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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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6 변

(b) W8 변

그림 11 콘크리트 변형률 속도별 변  시간이력 비교

그림 12 변형률 속도별 철근의 응력-변형률 곡선(KINS, 2011)

(a) W6 변

(b) W8 변

그림 13 강재 변형률 속도 라미터별 변  시간이력 비교

추가로 수행하여 변 응답을 비교하 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변형률 속도 효과를 

무시한 경우에는 W6  W8 변 의 최 값이 각각 9.2% 

 1.3%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변형률 속도 효

과를 무시함으로 인해 RC 슬래 의 강성이 더 낮게 평가되

어 변 가 증가하는 계산결과를 얻게 된 것이며, 충돌 치와 

가까울수록 더 높은 응력이 발생하므로 변형률 속도효과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

3.3 강재의 strain rate 효과

LS-DYNA를 사용한 충돌해석에서 강재와 같은 속재료에 

리 사용되는 재료모델은 #24(piecewise linear plasticity) 

모델이며, 이 재료모델은 Cowper-Symonds 식을 사용하여 

변형률 속도 효과를 고려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LSTC, 2007; 

Symonds, 1965). Cowper-Symonds의 식은 다음 식 (1)과 

같으며, 여기서, 는 정 인 응력-변형률 계를 나타내

고, 와 는 재료의 변형률 속도 효과를 표 하기 해 사용되

는 상수이다(Yu 등, 1991).

  
  (1)

LS-DYNA의 example manual(LSTC, 1998)에서 mild 

steel의 와 값으로 각각 40.0sec-1  5.0을 용한 사례를 

찾을 수 있으며, 이 의 연구에서(Yu 등, 1991) 실험결과로부

터 얻은 와 값으로는 각각 1.05×107sec-1  8.30을 발견

할 수 있다. 따라서 값에 비해 값의 변동폭이 상 으로 매

우 클 수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한 의 식 (1)로부터 와 

값에 각각 40.0과 5.0을 사용하면 변형률 속도가 1.0sec-1 

인 경우 강도 증가계수 1.48을 얻게 되며, 1.05×107  8.30

을 사용하면 약 1.14의 강도 증가계수를 얻게 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Meppen test의 데이터  철근의 변형률 속도별 

인장시험 결과는 그림 12와 같으며, 이 곡선에서 변형률 속도

가 2.0sec-1인 경우 약 15%의 강도증가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

으므로, 이로부터 Yu 등(1991)이 제시한 상수가 Meppen test

의 재료실험 결과와 더욱 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에서는 변형률 속도의 효과를 나타내는 

Cowper-Symonds식의 상수 와 를 1) 40.0  5.0, 2) 

1.05×107  8.3으로 사용한 두 가지 경우의 결과를 비교

하여 변형률 속도 효과가 충돌해석 결과에 미치는 향을 확

인하고자 하 다. 콘크리트 모델은 앞에서 사용한 세 종류의 

모델  #159(CSCM concrete) 모델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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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 부 변  구속

(b) 지 부 로드셀 모델링

그림 14 지  모델링 방법별 지 부 수치모델 형상

(a) K5 지 반력

(b) K8 지 반력

그림 15 지 조건 모델링 방법별 지 반력 시간이력 비교

그림 13에 강재의 변형률 속도 라미터를 변화시킨 두 

경우에 한 변 응답을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그림에 나타

난 바와 같이 강재의 변형률 속도 효과 변화에 하여 유의

한 변 응답의 변화는 찰되지 않으며, 이는 Meppen test

의 시험체에서 강재(철근)에 발생되는 응력이 강재의 강도에 

비하여 낮은 수 이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지만 단

시험체와 같이 충격체가 슬래 를 통하여 철근의 단까지 

발생되는 경우에는 강재의 변형률 속도 효과가 미치는 향

이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3.4 지 조건 모델링 방법

구조물의 동 거동에 미치는 지 조건의 향은 정 거동

에 비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치해석에 있어서

도 지 조건의 모델링 방법은 체 해석결과에 큰 향을 미

칠 수 있다. 

Meppen test의 경우 앞의 그림 1(b)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 변당 12개씩 총 48개 지 이 지지되어 있다. 수치모

델에서 이러한 지 조건을 표 하기 해 해당되는 치의 

에서 모든 방향의 변 를 구속하는 방법과 지 에 치

한 강재 실린더형 받침 는 로드셀을 그 로 모델링하는 방

법을 생각할 수 있다. Meppen test의 실험 결과  지 에 

설치된 하 계로부터 계측된 지 반력이 존재하므로, 이 

에서는 두 가지 지  모델링 방법에서 얻어진 지  반력을 

실측 지 반력과 비교하여 지  모델링 방법이 지 반력의 

계산결과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림 14에는 두 가지 지  모델링 방법에 따른 콘크리트 

슬래 의 지 부 형상을 나타내었다. 두 번째 방법을 용할 

때, 지 부에 치한 로드셀의 물성치나 상세한 치수에 한 

자료가 존재하지 않아 같은 용량(1 MN)의 재 입수 가능

한 로드셀(Kyowa, LCV-A-1MN 모델)의 형상을 사용하

으며, 균질한 강재로 가정하여 모델링을 수행하 다.

그림 15에 지 부 모델링 방법에 따라 산출된 K5  K8 

지 의 지 반력 시간이력을 계측치와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지 부의 을 구속한 경우 구속된 에서 계산된 반력

은 실측반력에 비해 약 1/10 수 으로 작게 나타났으며, 로

드셀을 직  모델링한 경우는 보다 실측치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실험시 로드셀에서 계측된 지 반력은 시험체와 로드셀 사

이의 상호작용  이로부터 발생한 로드셀의 변형에 의해 측

정된 하 이라는 을 생각해 보면, 로드셀로부터 계측된 지

반력을 시뮬 이션을 통해 산출하기 해서 지 조건을 실

제 지지조건과 유사하게 모델링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림 15의 해석결과는 로드셀의 강성, 치수 등의 특성

을 가정하여 산출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한 오차가 포함되

어 있으며, 보다 정확한 반력의 산출을 해서는 이들 로드셀

의 특성을 정확히 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5 기타 향인자

3.5.1 time step size

LS-DYNA와 같은 외연  수치해석 로그램에서는 내연

 수치해석 로그램과 달리 time step의 간격을 사용자가 

입력하지 않고 mesh size와 재료의 물성치를 사용하여 로



RC슬래 와 연성충격체의 충돌시뮬 이션 향인자 분석

598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4권 제6호(2011.12)

그림 16 에 지 변화 시간이력 그래

그램 내에서 자동 계산하여 사용하게 되며, 사용자는 이 게 

계산된 time step 간격에 곱해지는 계수를 입력하여 자동 

계산된 기본 시간간격을 조정할 수 있다. 

시간간격의 조정계수는 일반 인 충돌해석의 경우 0.9, 폭

발해석과 같은 경우에는 0.67이 기본 설정값으로 되어 있으

나, 경우에 따라서는 이보다 작은 값을 사용하여야 충분히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이에 한 검토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의 해석에서는 시간간격의 조정계수를 

기본설정값인 0.9로 용하 다.

3.5.2 마찰  감쇠

충돌하는 물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마찰  변형과 함께 발

생하는 감쇠의 향이 체 구조물의 충돌거동에 향을 미

칠 수 있다. 충돌해석에 있어서는 감쇠를 고려하지 않는 경

우도 흔히 찾아볼 수 있으나, 하는 두 물체 사이의 정, 

동  마찰계수 값이 히 입력되지 않으면 실 인 시뮬

이션 결과를 얻기 어려울 수 있다. 이 연구의 해석에서는 

정   동  마찰계수로 0.08  0.05를 각각 사용하 다.

마찰  감쇠의 향에 한 검토는 주로 energy balance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루어지며, 그림 16에 이 연구에서 수행한 

충돌해석  한 경우에서 얻어진 energy 변화 그래 를 나타내

었다. 그림 1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 해석에서는 감쇠를 고려

하지 않아 damping energy가 0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충격체 

자체 내의 마찰에 의해 발생되는 sliding energy와 kinetic 

energy  internal energy에 의해 에 지 보존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한 hourglass energy가 충분히 작

은 것으로부터 구조물의 mesh가 히 구성되었음을 간

으로 확인할 수 있다.

3.5.3 mesh size

일반 으로 유한요소법을 사용하여 해석을 수행할 때 

mesh의 크기가 클수록 실제 구조물에 비해 stiff한 모델을 

얻게 되며, 이러한 오차를 이기 해 재 사용하려고 하

는 유한요소망의 크기가 충분히 조 한지 검토할 필요가 있

다. 유한요소망의 크기가 조 해 질수록 계산에 소요되는 시

간은 기하 수 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비용증가도 

고려하여 한 유한요소망의 크기를 결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외연  수치해석 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연성충격체와 충돌하는 RC 슬래 의 충돌거동을 

시뮬 이션 할 때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인자들에 

하여 고찰하고, 이들 인자의 향을 변수연구를 통해 악하

다.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① 재 충돌해석에 사용 가능한 표 인 콘크리트 재료

모델 3종(#72r3, #84  #159)에 한 비교를 수행

하 으며, #84 모델은 compression softening 거동

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다른 두 모델에 비해 변 가 과

소평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상은 추가

인 erosion 명령을 사용하여 보완이 가능하다.

② 이 연구에서 상으로 삼은 RC 슬래 의 경우 콘크리

트의 변형률 속도 효과에 의해 충돌변 의 최 치가 약 

10% 수 까지 변동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

라서 유사한 충돌 시뮬 이션을 수행할 때는 한 변

형률 속도 효과를 포함하는 재료모델을 사용하여야 

실 인 시뮬 이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③ 강재의 변형률 속도효과는 콘크리트의 변형률 속도효과

에 비해 그 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상 RC 슬래 에서 강재(철근)에 발생되는 응력수

이 높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철근에 높은 수

의 응력이 발생되어 단에 이를 수 있는 단시험체

와 같은 경우는 강재의 변형률 속도 효과의 향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④ 지 반력의 측이 요한 경우에는 지 부의 상세모델

링을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⑤ time step size, 마찰, 감쇠,  mesh size등의 변화

가 시뮬 이션 결과에 상당한 향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값들의 성에 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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