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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blast resisting performance of partially reinforced CFT columns was compared with the normal CFT columns to 

evaluate the effect of reinforcing with steel plates. Autodyn which is a specialized hydro-code for analysis of explosion and impact 

was used to simulate the structural behavior of the CFT columns under the blast loadings. The interaction between concrete and 

surrounding steel plates was modeled with friction and join option to represent the realistic damage of columns.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partially reinforced CFT column showed enhanced blast resisting performance than the normal CFT columns. Also the 

improvement of blast resisting performance was depended on the height of reinforcing steel pl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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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01년에 발생한 뉴욕 세계무역센터 붕괴 등과 같은 사건

으로  세계 으로 폭발 테러에 한 심이 증 되었으며, 

이러한 계기를 통해 방폭  연쇄붕괴 방지를 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고층 건물에서 폭발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 을 경우, 이로 인한 1차  피해와 더불어 건

물 체에 연쇄붕괴를 일으켜 규모의 인명  재산상의 피

해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고층 건물의 구조설계에서 이러

한 피해를 방지하기 한 설계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연쇄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다. 첫 번째 방법으로는 폭발하 에 의한 건물 층부의 기

둥부재가 손실이 발생했다는 가정 하에 구조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연쇄붕괴를 방지하는 방법이 있다. 이러한 방법은 선형 

는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비교  간단하고 빠른 시간 내

에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는 장 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폭

발물의 크기와 거리 그리고 부재  합부의 항성능을 고

려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하 이 작용한 이후에도 

기둥이 하  지지능력을 갖고 있을 경우(Bao and Li, 

2010; Mutalib and Hao, 2011; Shi et al., 2008; 

Wood, 2008; Wu et al., 2011)에는 이와 같은 방식을 

용하는 것은 합하지 않다. 국외에서 사용되고 있는 연쇄

붕괴에 련된 건물의 설계지침인 GSA(2003;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와 DoD(2010; department of 

defense)의 지침은 첫 번째 방법을 근본으로 하고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폭발하 에 의한 직 인 피해를 입는 부재의 

성능을 개선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 방법은 자의 방법에 

비해 복잡한 동 해석이 필요하므로 해석결과를 얻기 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하다. 하지만 폭발하 에 의한 직

인 피해를 방지하기 한 방법이므로 연쇄붕괴가 시작되지 

않도록 하는 근본 인 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 체 건

물의 구조 시스템의 개선 방법이 아닌 험 부재만을 개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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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법이기 때문에 비용 측면에서도 효율 이다.

고층 건물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충  강 (concrete 

filled steel tube, 이하 CFT) 기둥은 강 이 콘크리트를 

감싸고 있어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증가시켜서 내력  비틀

림 강성이 증가하며, 콘크리트에 의해 외부 강 의 국부좌굴

이 억제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력하   횡력

에 해 탁월한 지지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건물의 고층화  

장스팬이 가능해진다. 한 CFT 기둥은 폭발 항 측면에서

도 철근 콘크리트 기둥과 강 을 보강한 기둥(steel jacket 

기둥)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서술한 

후자의 연쇄붕괴 방지 설계법에 해당하는 효율 인 방법이다

(Kim and Park, 2011).

본 논문에서는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이하 보강 CFT 기

둥)의 폭발 항성능을 평가하 다. 보강 CFT 기둥이 폭발에 

의해 괴되는 형태를 규명하고 부분 보강에 따른 보강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을 산해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해석 

로그램은 유체해석과 구조해석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하이드로코드(Zukas, 2004)인 Autodyn을 사용하 다.

2. 수치해석모델

2.1 폭발하  산정

폭발하  산정 방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첫 

번째 방법은 공기를 통해 되는 폭발 를 산유체해석을 

통해 직  구하여 폭발 와 구조물의 상호작용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의 경우 폭발 의 반사와 구조물 사이의 

상호 작용 등을 실제와 유사하게 구 할 수 있는 장 을 가

지고 있지만 모델링이 복잡하고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된

다는 단 이 있다. 두 번째 방법은 폭발실험에 근거한 실험

식을 통해 구조물 표면에 작용하는 폭발 압력을 구하는 방법

이다. 이 방법은 폭발해석을 해 비교  작은 비용과 노력

이 요구되며 부재의 거동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해 주

로 사용된다. 한 단일 부재 해석에서는 자의 방법과 해

석결과의 큰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 다(Kim and Park, 

2010). 폭발하 을 받는 CFT 기둥의 해석을 한 모델링 

방법 개발과 보강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 평가라는 본 연

구의 내용을 고려하여 폭발실험에서 얻은 폭발압력을 직  

하 으로 가하는 두 번째 방법을 용하 다. 

2.2 폭발하

폭발하 은 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의 기와 평형상

태를 이루기 해 충격 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폭발하 에 의

한 기 폭발 장은 기 압력을 순간 으로 증가시키며 이

게 상승된 압력은 매우 짧은 시간(10-3~10-6sec)동안에 감쇠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Fig. 1은 폭발하 에 의한 압력과 

시간의 계를 나타내는 그래 (Smith and Hetherington, 

1994)이다. 

Fig. 1 Press-time curve of blast load

폭발이 발생되기 이 에 기압은 (=101.3KPa)를 유

지하고 있지만 폭발이 발생한 이후에는 최  압력()이 발

생하게 된다. 그리고 (positive phase duration)동안 최

 압력은 차 어들어 기압과 같은 압력의 크기를 갖게 

되는데, 이 구간을 정압기(positive phase)라고 한다. 한, 

빗 친 부분의 면 은 충격량(impulse, )으로 작용한다. 

정압기 이후 기압보다 낮은 압력을 갖게 되는 구간을 부압

기(negative phase)라고 하며, 이 구간 이후에는 평상시의 

기압과 같은 압력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와 같이 폭발하

의 최 크기와 충격량은 최  압력()과 정압기()에 의해

서 결정되며, 이는 폭발물의 종류  크기와 폭발물과의 거

리(stand-off distance)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다. 특히 방

폭 설계에서는 일반 으로 폭발물의 실제 이격거리보다는 폭

발물의 질량과 이격거리를 동시에 고려하는 축척거리(scaled 

distance; Cormie et al., 2009)를 아래와 같이 정의하여 

사용하고 있다.

  (1)

: 축척거리(scaled distance)

: 폭발물과 부재사이의 이격거리

: 폭발물의 등가 TNT 량

2.3 재료 모델링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의 폭발해석을 수행하기 해서는 

알맞은 콘크리트, 강 , 강 의 물성을 결정해야 한다. 이 

에서 콘크리트와 강 은 Magnusson과 Hansson(2005)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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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를 기반으로 하여 Autodyn 라이 러리의 물성치를

(Nyström and Gylltoft, 2009) 등이 수정한 모델을 사용

했다. 

Autodyn 라이 러리에서 제공하는 있는 콘크리트 모델은 

압축강도 35MPa를 갖는 RHT 콘크리트이다. 이 모델은 취

성재료가 동 하 을 받을 때의 거동을 표 하기 해 만들

어졌다. 기본값은 삼축응력상태를 기 으로 입력되어 있지만, 

실제와 유사한 거동을 구 하기 해 괴모드를 인장 괴로 

변경시키고, 인장 괴강도는 압축강도의 10%로 설정했다.

2.4 모델링 방법

CFT 기둥의 해석 모델링에 있어 가장 먼  고려해야 할 

사항은 콘크리트와 하는 강   강 의 경계면을 정의

하는 것이다. 이 경계면을 정의하는 방법은 Fig. 2와 같이 

콘크리트와 강 의 노드를 서로 공유하는 조인 옵션과  

조건을 직  지정하는 마찰 옵션이 있고, 콘크리트와 강  

사이에 새로운 물질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조인 옵션의 

경우 모델링이 간편하고 마찰을 고려할 필요가 없으므로 해

석이 편리하고 안정 인 해석이 가능하다. 하지만 콘크리트

와 강   강 의 면에서 괴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실

제와 다른 해석이 될 수 있다.

마찰 옵션은 마찰면을 직  정의할 수 있어 실제와 유사한 

해석이 가능하다. 그러나 부분 보강을 할 때, 콘크리트와 강

 사이와 부분 보강된 강 과 강  사이의 마찰면 설정을 

추가로 지정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보강 모델링과 차이가 

있다(Kim and Park, 2011).

Fig. 2 Concept of friction option and join option

마찰 옵션에서 마찰면은 Gap으로 표 이 되는데, 이 크기

는 연결되는 부분  가장 작은 요소 크기의 0.1배~0.5배 

범  내에 있어야 한다. 부분의 모델링에서 Gap의 크기는 

허용된 범  내에서 가장 작은 값에 가깝게 설정되는데, 

Autodyn에서는 이를 자동으로 계산한다. 마찰계수는 경화된 

콘크리트의 계면이 괴된 이후의 거동이 요하고, 다른 재

료의 마찰계수를 고려해 Ju(2005)와 Lee(2008)에 의한 실

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통해 0.3의 값을 사용하 다.

Fig. 3 Modeling method of added a new material

 다른 방법으로 Fig. 3과 같이 콘크리트와 강  사이에 

새로운 물질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다. 이는 콘크리트와 강

 사이가 다른 재료로 정의되기 때문에, 보강 시 마찰 계면

을 다르게 정의할 수 있다. 한 마찰 계면의 부착 물질의 

물성치를 변경하여 실제와 유사한 해석결과를 가져올 수 있

다. 하지만 정확한 물성치를 얻기가 어렵고 새로운 요소가 

추가되고 해석 시 괴되는 부분으로 인해 해석시간이 크게 

증가하는 단 이 있다.

본 논문에서는 CFT 기둥의 해석에는 마찰 옵션을 사용하

고, 부분 보강 CFT 기둥의 경우 콘크리트와 강  사이는 마

찰 옵션을, 강 과 강  사이의 연결은 조인 옵션을 용하

다.

3. CFT 기둥의 폭발 실험  검증

3.1 해석 모델  해석조건

본 논문에서는 Fujikura 등(2008)에 의해 수행된 CFT 

기둥의 폭발실험을 Autodyn을 이용하여 해석하여 검증하

다. 실험은 Fig. 4와 같이 양쪽에 직경이 각각 102mm, 

127mm, 152mm인 기둥 C4, C5, C6이 철골 보를 통해서 

연결되어 있다. Table 1은 실험에 따른 기둥의 종류와 폭발

물의 무게, 치, 높이가 나와 있다. 하지만 논문에 CFT 기

둥에서 폭발물까지의 거리와 TNT 무게가 제시되어 있지 않

아서, 이 값들을 변화시키면서 실험 번호 10의 B2-C5 기둥

의 해석을 수행하여 실제와 유사한 결과를 얻는 값을 찾았

다. 그 후 나머지 여덟 개의 실험을 해석을 통해 얻는 폭발

물의 무게와 거리를 용하여 CFT 기둥의 변형 최  변 와 

기둥의 체 변형을 비교하 다.

CFT 기둥에서 강 을 모델링할 때 쉘 요소를 사용하 다. 

해석결과에서 응력이나 변형률이 집 되는 부분을 으로 확



산해석을 이용한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 평가

506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8권 제5호(2015.10)

Explosive Parameters Test

Test number Column w(TNT weight) x(Distance) z(Height, m) Max Deformation(mm)

1 B1-C4 0.1W 3X 0.25 0

2 B1-C4 0.55W 3X 0.75 0

3 B1-C4 W 2X 0.75 30

4 B1-C6 W 1.1X 0.75 46

5 B1-C5 W 1.3X 0.75 76

6 B2-C4 W 1.6X 0.25 24

7 B2-C4 W 0.6X 0.25 395

9 B2-C6 W 0.8X 0.25 45

10 B2-C5 W 0.8X 0.25 100

Table1 Analysis conditions and result by test

Fig. 4 Test conditions of CFT pier analysis

(Fujikura et al., 2008)

Fig. 5 Comparison of test and autodyn analysis result 

(Fujikura et al., 2008)

(a) B1-C4 (c) B1-C6 (e) B2-C5

Fig. 6 CFT columns displacement according to height

인하기 해 후처리 기능을 사용하는데, Autodyn에서 쉘 요

소의 경우 후처리에서 이 값들이 출력되지 않기 때문에, 소

성 변형률을 이용하여 하 이 집 되는 부분을 확인하 다.

실험과 유사한 변형 모습을 얻기 하여 침식 기 (erosion 

criteria)을 이용하는데, 여기서 소성 변형률 값을 바꿔가며 

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괴 모습과 가장 유사한 값으로 0.2를 

정하 다(Kim and Ahn, 2014). 한 침식 기 도 소성 변

형률이 0.2를 과하 을 때 요소를 제거하도록 설정하여 해

석을 수행하 다.

3.2 해석결과

Fig. 5는 B2-C5 기둥의 폭발실험 후 변형 모습과 Autodyn

을 이용한 해석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하부 고정단에서의 강

의 괴와 최  변 가 생기는 높이가 유사하다. 한 실제 실

험에서 100mm, Autodyn 해석에서는 99mm의 최  변 가 

발생하 다. 

기둥에서 폭발물까지의 거리는 300mm이고 TNT의 무게

는 4kg일 때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이 변수를 다른 

모든 실험에 용하 을 때 높이에 따른 변 그래   일부

의 비교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래 는 실제 기둥의 변형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 최  변 가 발생하는 높이가 일

치하고 그 값 한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의 폭  해석

4.1 CFT 기둥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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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X Direction displacement of CFT columns as 

TNT weight

200ms 205ms 210ms 215ms 220ms 225ms

Fig. 9 Time history result of 5mm CFT columns subjected to blast load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의 폭발하  항성능을 알아보기 

에 우선 보강되지 않은 CFT 기둥의 폭발하 에 한 거동

을 알아보았다. 해석에 사용된 CFT 기둥과 폭발물은 Fig. 

7과 같으며 재료의 물성은 3장의 모델과 동일하다. 폭발물의 

치는 지면으로부터 2m, 기둥으로부터 4m 떨어진 지 에 

있으며, 실제 상황과 동일하게 평가하기 해서 콘크리트 압

축강도의 약 30%인 15MPa를 기둥의 상부에 축압력으로 

용시켰다. 기둥 단면의 크기는 600mm×600mm이다.

Fig. 7 Analysis model for TNT blast simulation(mm)

Autodyn은 동 해석만이 가능한 로그램이므로 정 해

석을 수행할 수 없다. 그래서 동 효과가 제거된 기 응력

상태를 구 하기 해서 축압력을 경사하 (ramp forece)으

로 용하 다(Ansys, 2005). 해석모델에서 사용된 콘크리

트는 8  육면체 입체요소를 사용했으며 강 과 강 은 쉘

요소를 사용했다.

보강 효과를 확인하기 해서 체 강 이 5mm일 경우에

는 CFT 기둥의 괴가 발생하지만, 10mm일 때는 폭발에 

항할 수 있을 정도의 폭발물을 찾았다. 폭발물의 크기를 

600kg~700kg범 에서 50kg씩 증가시켜서 해석을 수행한 

결과, 폭발 압력을 받는 후면부 앙에서 Fig. 8과 같이 5mm 

강 에서 600kg과 650kg에서 각각 89mm와 119mm의 최

 변 가 발생하 다. 700kg에서는 강 이 5mm일 경우는 

불안정 상태가 되고, 10mm의 경우에는 약 91mm의 수평방

향 변 가 발생하 다. 이러한 결과를 토 로 본 논문에서는 

TNT 700kg을 해석에 용하 다. Fig. 8에서 기 값이 0

이 아닌 이유는 콘크리트를 기 으로 모델링을 하여 강 에 

설치된 게이지의 기 치가 경계면의 크기만큼 떨어져 있

기 때문이다.

4.2 보강되지 않은 CFT 기둥의 해석결과

본 논문에서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의 보강방법을 찾기 

해서는 CFT 기둥의 괴 모드를 악하는 것이 요하다. 

실제 상부에서 기둥에 축 하 이 작용하기 때문에 200ms까

지는 상부 축압력이 15MPa까지 경사하 으로 증가하여 이

후에 이 하 이 계속 작용하고, 200ms에서 폭발물이 폭발하

도록 모델링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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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s 205ms 210ms 215ms 220ms 225ms

Fig. 10 Time history result of 10mm CFT columns subjected to blast load

Fig. 11 Horifzontal direction subjected to reinforced 

height

Fig. 9는 5mm CFT 기둥의 시간에 따른 폭발에 의한 

괴 모습을 200ms부터 5ms 간격으로 소성 변형률로 나타낸 

것이다. 폭발 압력이 기둥에 도달한 후 양 단부에 응력이 집

되고 이후 앙부에서 국부 괴가 발생한다. 상부 축 압

력과 폭발 압력으로 인해 기둥 앙부가 휘어지다가 하부 고

정단에 큰 응력이 집 되어 콘크리트가 괴되면서 CFT 기

둥이 불안정 상태로 된다.

10mm CFT 기둥의 해석결과는 Fig. 10에 나와 있다. 

5mm 강  해석과 유사하게 기에 양 단부에 응력이 집 되

지만, 더 작은 소성 변형률이 발생한다. 이 후 앙부에서 국부 

괴는 발생하지 않고 하부 고정단에서 강 이 괴되는 모습

을 볼 수 있다. 하지만 강 이 크게 괴되거나 변형되지 않았

기 때문에 상부의 축 하 과 폭발하 에 항할 수 있었다.

4.3 부분 보강 방법  모델링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을 향상시키는 방법은 내부에 

격막을 설치하는 방법, 철근을 보강하는 방법 등 여러 가지

가 있지만, 장에서의 시공성이나 경제성을 고려하 을 때, 

외부에 강 을 보강하는 방법이 가장 효과 일 수 있다. 

CFT 기둥 체의 강  두께를 증가시키면 가장 효과 인 보

강 방법이라고 할 수 있으나, 건물 체에 용을 시키면 매

우 비경제 이다. 그 기 때문에 폭발하 에 효과 으로 

항할 수 있도록 일부분만 보강하는 방법을 용하 다. 

앞 장에서의 5mm CFT 기둥의 해석결과를 보면, 기에 

양 단부에서 큰 응력이 발생하면서 강 이 괴된다. 이 후 

앙부에 국부 괴가 발생하고 하부 고정단에서 콘크리트가 

괴된다. 이를 방지하기 한 방법으로서 기응력이 집

되는 상·하부에 일정 깊이의 강 을 보강하여 단부의 강 이 

괴되지 않도록 하 다. 

보강높이에 따른 보강효과를 확인하기 해서 상·하부에 

200mm~600mm까지 50mm씩 부분 보강높이를 변경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이를 통하여 보강높이에 따라 어느 정도

의 보강효과가 있는지 확인하고 효과 인 보강방법을 알아보

았다. 

CFT 기둥 시공을 할 때 외부에 일정 두께의 강 을 용

을 통해서 보강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방법이지만, 앞서 확

인한 바와 같이 모델링을 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외부 보강을 하면 일체화된다고 가정을 하여 모델링을 하

다. 즉, 부분 보강된 치의 강  두께를 증가하고 보강되

지 않은 강 과 조인을 이용하여 연결하 다.

4.4 해석결과

상·하부 200mm를 10mm로 보강하 을 때는 강 의 두

께가 변하는 부분에서 강 이 완 히 괴되어 폭발하 과 

상부 축 하 으로부터 콘크리트의 변형  괴를 막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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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mm Reinforced 350mm Reinforced 450mm Reinforced 450mm Reinforced

Fig. 12 Analysis result of 250mm~600mm both upper and lower side reinforced CFT columns 

다. 한 하부 고정단에서 콘크리트가 괴되면서 상부 축 

하 을 완 히 항하지 못하게 되었다. 결국 CFT 기둥이 

불안정 상태로 되면서 완  괴가 발생하 다.

Fig. 11은 폭발압력을 받는 후면부 앙에서의 수평방향 

변 를 나타낸 것이다. 보강을 하지 않았을 경우는 폭발압력

이 발생하는 200ms 이후부터 변 가 계속해서 증가하여 불

안정 상태로 된다. 상·하부 200mm 보강하 을 경우는 보강 

높이가 CFT 기둥의 단면 크기의 1/3로 작기 때문에 충분한 

폭발 항성능을 얻지 못하고 불안정 상태가 되었으며, 측정

의 요소가 삭제되어 변 가 0으로 나타나고 있다.

Fig. 12는 250mm에서 600mm의 상·하부 보강 모델의 해

석결과  일부를 보여주고 있다. 250mm에서 350mm까지

는 상·하부 강 이 조인되는 부분에서 폭발압력으로 인해 강

이 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괴 정도가 크지 않

기 때문에, 폭발압력과 상부 축 하 으로부터 콘크리트를 충분

히 보호할 수 있었다. 한 부분 보강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소

성 변형률의 크기와 괴 정도가 어드는 모습을 볼 수 있다. 

450mm 이상을 부분 보강할 경우는 어느 정도의 소성 변형률

이 강 사이에 조인되는 부분에서 발생하지만, 강 이 괴되

지 않고 CFT 기둥이 거의 변형되지 않았다.

250mm 이상을 보강하 을때, CFT 기둥이 폭발 항성능

을 가지는 것을 확인하 으나, 100mm 이상의 변 가 발생

하 다. 본 논문에서는 CFT 기둥의 단일 부재 해석을 수행

하 고, 상부 하 의 경우 15MPa가 작용한다고 가정하

다. 그 기 때문에 폭발이 발생하 을때, 부재 사이의 충돌이

나 비틀림 등의 효과가 용되지 않았다. 한 폭발물의 크

기나 치가 실제의 경우 측하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들을 

고려하여서, 최소 CFT 기둥의 단면 크기 이상을 보강하여야 

어느 정도의 보강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부분 보강에 따른 CFT 기둥의 폭발 항성

능을 평가하기 해 하이드로코드인 Autodyn을 사용하 고, 

실제와 유사한 폭발하   재료를 모델링하기 해 폭발실

험 데이터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해석과정의 타당성을 검증

하 다. 보강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을 향상하기 해 

CFT 기둥의 폭발에 의한 괴 모드를 분석하고 이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외부에 부분 보강하는 방법을 제시하 다.

해석을 통해서 부분 보강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을 

악하고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 해석을 통한 폭발해석은 합한 폭발하 의 모델

링과 재료물성의 결정을 통해 실험과 유사한 해석결과

를 얻을 수 있다.

2) CFT 기둥을 모델링하는 방법에는 조인 옵션과 마찰 

옵션 그리고 새로운 물질을 모델링하는 방법이 있고, 

보강 CFT 기둥의 해석에서는 조인 옵션과 마찰 옵션

의 두 가지 방법을 혼용하는 방안을 제안하 다.

3) 비보강 CFT 기둥의 해석결과, 상·하부에 응력이 집

되어 강 이 괴되면서 앙부에 국부 괴가 발생하

다. 이 후 하부 고정단에서 콘크리트가 괴되면서 

CFT 기둥이 불안정 상태가 되었다.

4) 상·하부에 동일한 두께의 강 을 높이 200mm부터 600mm

까지 보강하여 해석을 수행한 결과, 250mm 이상을 보강

하 을때, 폭발 하 과 상부 축 하 을 항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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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의 폭발 항성능을 일반 CFT 기둥과 비교하여 강  보강의 효과를 확인하 다. 폭

발하 을 받는 CFT 기둥의 구조해석에는 폭발과 충돌 해석을 한 특수한 하이드로코드인 Autodyn을 사용하여 수치해석

을 수행하 다. 콘크리트와 이를 둘러싸고 있는 강  사이의 상호작용을 모델링하는 여러 방법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둥

의 실제 괴를 표 하기 해 마찰 옵션  조인 옵션으로 모델링하 다. 해석에 따르면, 부분 보강된 CFT 기둥은 일반 

CFT 기둥에 비해 더 나은 폭발 항효과를 나타내었다. 보강 CFT기둥의 폭발 항성능은 콘크리트를 둘러싸고 있는 부분 보

강된 강 의 높이가 높을수록 향상되었으며 CFT 기둥의 단면 크기 이상으로 보강할 것을 추천한다. 

핵심용어 : CFT 기둥, 폭발하 , 오토딘, 부분 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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