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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study the behavior of structures subject to blast loads it is important to calculate the loads due to the explosives accurately, 

especially in the case of interior explosions. It is known that numerical method based on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can estimate 

relatively accurate blast load due to the interior explosion including reflection effect. However, the numerical method has 

disadvantages that it is difficult to model the analysis and it takes much time to analyze it.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nalytical 

method which can include the reflection effect of the interior explosion was studied. The target structures were set as the slabs of 

residential buildings subject to interior explosion that could lead to massive casualties and progressive collapses. First, the numerical 

method is used to investigate the interior explosion effect and the maximum deflection of the slab which was assumed to be elastic, 

and compared with the analytical method proposed in this study. In the proposed analytical method, we determine the weighting 

factor of the reflection effect using the beam theory so that the explosion load calculation method becomes more accu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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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폭발하 을 받는 방호 시설이나 규모 화학 랜트에 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었지만 상 으로 주거 건물에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특히 폭발 의 반사와 회  상 같은 다양한 

변수들이 포함되어야 하는 도시환경 는 실내폭발의 경우 그에 

한 기 과 연구들이 많이 부족하다.

련 연구를 살펴보면, Yi 등(2009b)은 폭발하 을 받는 

콘크리트 슬래 의 실험  거동을 분석하기 해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거동 분석을 실험을 통해 연구하 다. Tai 등

(2011)은 폭발하 을 받는 슬래 의 동  거동을 유한요소 

로그램  하나인 LS-DYNA를 통해 연구하 다. 해당 연구

들은 실외폭발(free-air burst)에 한 연구들로 실내폭발에 

한 효과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Choi 등(2012)은 폭발하 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해석  연구와 잔류 항 성능을 평가하기 한 연구를 진행

하 다. 해당 연구는 수직부재의 거동에 한 연구로 실내 

폭발의 경우 수평부재의 험성이 더 크다고 단된다. Kang 

등(2015)은 폭발하 의 작용 형태에 따른  구조물의 동

응답 평가를 진행하 다. 해당 연구는 폭발하  이력 특성 

변화에 을 맞춘 연구로서, 폭발하  지속시간과 구조부재 

고유주기 계에 따른 분석이 요구된다.

Costin(2014a)은 LPG 가스폭발에 해 모서리에서 압력

값의 변화를 유한요소 로그램인 AUTODYN(Ansys. 2011)

을 통해 연구하 다. Costin(2014b)은 건물의 실내에서 일어

날 수 있는 가스폭발에 해 방의 치와 크기에 따라 압력  

양상과 그 크기를 AUTODYN 3D 해석을 통해 연구하 다. 

해당 연구는 실내 구조물을 강체로 설정하여 개구부 치와 

크기에 해 폭발압력이 어떻게 되는지 을 둔 연구로 

폭발하  산정과 구조물의 거동은 악하기 힘들다.

폭발물 련 연구에서는 폭발하 이 올바르게 산정되어야 

정확한 구조물의 거동을 측할 수 있다. 폭발하  산정방법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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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ndition of explosion(Koccaz et al., 2008)

크게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정식화된 공식을 이용한 해석

(analytical) 방법과 산유체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한 수치

(numerical) 방법으로 나  수 있다. 해석  방법으로는 

Kinery와 Bulmash(1994)가 제안한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

되며 이를 로그램으로 개발한 것이 ConWep이다. 해석  

방법은 실험 (empirical) 방법이라고 불리기도 한다(Cormie 

et al., 2009). 해석  방법은 도시환경과 실내폭발과 같은 

반사와 회 의 향 등을 포함하지 못하고 단순한 문제에서만 

용 가능하다(IATG, 2013). 산유체역학 이론을 바탕으로 

폭발 의 달 과정을 재 하는 수치  방법은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제한사항이 많은 폭발실험을 신하면서 기존의 단순

해석기법보다 높은 정확도를 확보할 수 있다(Kim et al., 

2007). 하지만 수치  방법을 이용한 폭발해석은 올바른 해석 

결과를 얻기 해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변수들의 효과를 모두 포함하여 정확한 결과를 얻기 해선 

많은 해석 시간이 필요할 뿐 아니라 컴퓨터와 소 트웨어의 산

처리 능력의 제한 사항들 한 존재한다(Shi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폭발 효과  충격량에 향을 미치는 

반사 효과를 반 할 수 있는 해석  폭발하  산정방법을 개발

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의 상 구조물은 철근콘크리트 슬래 로 폭발

하 이 발생하 을 때 슬래 의 괴는 기둥의 괴와 더불어 

연쇄  괴가 발생할 수 있으며(Yi et al., 2009a), 슬래  

구조물 자체의 괴  손상은 인명 피해와도 직 으로 연

됨으로 이를 실험 상 구조물로 선정하 다. 한 반사효과가 

발생하는 실내폭발을 고려하여 형 인 주거시설인 아 트의 

슬래 를 해석 모델로 설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우선 수치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에 한 요소망 크기를 알아보고, 

그 충격량과 동  거동을 분석하 다. 그리고 이를 실내폭발 

상황의 정해라는 가정 하에 수치  방법으로 얻은 해석 결과와 

유사한 해석 결과를 주는 해석  폭발하  산정방법을 개발

하 다. 설계 시 구조물 응답에서 요하게 평가하는 최 변 를 

기 으로 유사한 결과를 주는 해석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외부폭발과 실내폭발

폭발 발생 시 폭발물의 치와 구조물의 개방정도에 따라 

Fig. 1과 같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비교하고자 

하는 상은 완  개방(fully vented)과 완  구속(fully con-

fined) 형태의 폭발이다. 완  개방 형태를 실외폭발로 볼 수 

있으며, 기 충격 가 구조물에 가한 후 그 반사 는 밖으로 퍼져

나가므로 그에 한 향은 없다.

완  구속 형태를 실내폭발로 볼 수 있으며, 개구부가 없는 

상황을 가정하 다. 기 충격 는 최  구조물에서 반사되는 

압력으로 실외폭발과 같고, 구조물의 크기와 폭발물의 크기에 

따라 반사에 의해 증폭이 되므로 최  압력은 동일한 값을 

나타내지만 충격량은 더 큰 값을 나타낸다. 구조물에 도달하기 

 반사되는 면들은 충격 하 에 해 강체 거동을 한다고 

가정한다. 반사 압력뿐 아니라 온도 상승에 연 된 압력 한 

발생하게 된다(Army et al., 1990). 하지만 이는 반사압력에 

비해 그 크기가 작고 매우 짧은 시간에 처리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반사에 의한 효과만을 고려한다. 

3. 폭발하 에 한 슬래  해석

상 구조물인 슬래 는 실내폭발 상황을 감안하여 형 인 

주거시설인 아 트의 주방으로 선정했다. 그 크기는 아 트 

평면들을 참고하여 3150×5000(mm)로 설정하 고, 두께는 

200mm로 설정하 다. 경계조건은 4변 단순 받침 슬래 가 

되도록 지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  산정에 그 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재료 모델은 Ansys(2011)에서 

제공하는 35Mpa강도의 모델을 탄성거동 하도록 수정하여 

사용하 고, 철근 배근은 하지 않았다. 이 슬래  모델을 Biggs 

(1964)의 이론과 표 인 유한요소 로그램  하나인 

ABAQUS의 고유주기 해석을 통해 고유주기를 알아보고 폭발

의 지속시간()과 고유주기()의 비를 통해 구조체 응답

수 을 악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Biggs ABAQUS

(ms) 36.1 32.4

 0.033 0.037

Table 1 Natural period of slab

지속시간과 고유주기의 비를 통해 구조체 응답은 0.1 수  

이하의 충격하  범주로 볼 수 있으며, 이 범주에서는 최  

압력보다는 충격량이 폭발하 의 크기를 결정한다.

실제 폭발하 은 Fig. 2에서 폭발 의 실제 지속시간()

동안 작용하는 선 형태의 그래 와 같은 형태로 작용하며, 

이는 식 (1)로 시간에 따른 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단순화

하면 Fig. 2에서 빗  친 역과 같이 최 압력과 충격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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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ctual and simplified Blast Load

(a) TNT 500kg (b) TNT 125kg

Fig. 3 Interior explosion

Fig. 4 Simplified interior explosion

Fig. 5 Simplified interior explosion as 1-pulse

(a) 3 pulse

(b) 1 pulse

Fig. 6 Time history graph of displacement

동일한 크기로 고정 후 삼각형의 하 으로 작용되도록 지속시간

()을 이상화 하고, 식 (2)와 같이 시간에 따른 압력값을 계산 

할 수 있다(Karlos and Solomos, 2013).

 

 

(1)

  (2)

여기서, 는 시간에 따른 압력값, 는 최  입사압력, 는 

시간, 는 폭발 의 실제 지속시간, 는 이상화된 폭발  

지속시간을 나타낸다.

실내폭발 하 은 구조체의 크기와 폭발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Fig. 3처럼 폭발물이 크면 최  압력과 반사에 의한 

압력이 크게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고, 폭발물이 작으면 최  

압력과 반사에 의한 압력이 상 으로 미비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결과는 하이드로코드  하나인 Autodyn의 수치해석

으로부터의 결과이다. Autodyn에서는 연성 해석(coupled 

analysis)를 제공하고 있기 떄문에 폭발 상황에 한 구조물의 

거동을 측할 수 있다(Ngo et al., 2007).

환경에 따라 반사 의 크기와 도달 시간이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를 변경시키며 폭발하  평가를 진행하 다. 앞에서 소개한 

방식처럼 단순화 과정을 거치면 Fig. 4와 같이 여러 개의 삼각

형을 가지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다. 반사 에 의한 압력(, 

), 반사 가 도달하는 시간(, ) 그리고 반사 의 지속시

간(, )를 변화시키며 진행하 다.

해석  방법 모델에서는 외부폭발에 맞춰진 방식으로 하나의 

피크를 가지는 하 으로 용된다. 따라서 Fig. 4와 같이 여러 

개의 피크를 가지는 실내폭발은 동일한 충격량을 가지는 하나의 

피크의 하 으로 단순화 할 필요가 있다. 충격량 크기를 동일

하게하기 해 Fig. 5와 같이 최  압력은 같고, 지속시간을 

늘여(′) 세 개의 펄스와 같은 면 을 가지는 하나의 펄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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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of pressure with scaled distance

(a) Analytical analysis model (b) Nuamerical analysis model

Fig. 8 Time history graph of reflected impulse

(a) Analytical analysis model (b) Numerical analysis model

Fig. 9 Time history graph of displacement

단순화하 다. 

충격량은 동일하지만 하 이 작용하는 형태가 바뀜에 따라 

구조체에 동일한 폭발하 이 작용하는지 알아보기 해 각각 

하 에 해 동일한 조건의 슬래 의 응답을 알아보았다. 폭발

하 이 동일하게 작용하는지를 알아보기 한 것이므로, 가해

지는 압력을 제외한 조건들은 같은 조건으로 무감쇠 탄성해석

으로 진행하 다. 지속시간과 고유주기의 비를 통해 알아봤듯이, 

폭발하 은 매우 짧은 시간동안 가해지기 때문에 여러 개의 

피크를 가지는 하 을 동일한 크기의 하나의 하 으로 가해도 

최 변 에서 2% 내외의 차이를 가진다. 이 결과를 Fig. 6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반사 에 의한 압력(, )과 반사 가 도달하는 시간(, 

)을 변화시켰을 때, 하  지속시간이 여 히 고유주기에 

비해 짧은 경우 5% 이내의 결과를 얻었다. 반사 가 도달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그에 한 압력값이 작아지므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하 은 5% 이내의 차이를 가진다.

4. Numerical Analysis 검증

이 장에서는 실내폭발 환경의 수치  방법 모델 검증을 통해 

5장의 해석  방법 모델 비교의 타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외연 (explicit) 유한요소해석에서 폭발하  산정 같은 경우 

공기와 폭발에 의한 가스 생성물 같은 유체 해석에 합한 

오일러(eulerian) 방식을 사용한다(Birnbaum et al., 1999). 

이 방식은 요소망을 지날 때의 시간 단계에 의해 압력값으로 

측정되므로, 한 요소망 크기로 모델이 구성되어야 폭발 

하 이 제 로 달되어 산정될 수 있다(Shi et al., 2008). 

Deng와 Jin(2009)과 그 외 연구에서 요소망 크기에 따라 

폭발하 이 제 로 달되는지 검증하 다. 본 연구에서도 

그와 유사하게 환산거리()에 따라 요소망 별 폭발하 을 

Kingery-Bulmash의 식(IATG, 2013)과 비교하 고, 그 

결과를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소망 크기가 작을수록 모든 환산거리에서 유사한 결과값을 

가지고, 요소망 크기가 클 수록 오차가 커지는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환산거리가 커짐에 따라 요소망 크기가 커도 

작은 오차 범 의 폭발하 을 산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형 인 주거시설인 아 트의 평면 모델

(3150×5000×3000mm)을 기 으로 하 다. 환산거리가 

작으면서도 5cm의 요소망 크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폭발물 크기는 

500kg을 사용하 다. 이는 환산거리 0.19m/kg1/3에 해

당하므로, 요소망 크기 50mm에서도 폭발하 이 제 로 가해

짐을 알 수 있다.

실외 폭발의 경우 해석  방법의 결과가 정해라고 볼 수 있으

므로, 수치  방법의 폭발하 과 탄성 구조물의 동  거동을 

비교해 보았다. 폭발조건은 앞서 정의한 TNT 500kg을 1.5m 

거리(환산거리 0.19m/kg1/3)에서 터트렸고, 요소망 크기는 

5cm로 진행하 다. 폭발하 의 결과를 Fig. 8에서 확인할 수 

있고, 구조물의 동  거동을 Fig. 9에서 확인할 수 있다. 폭발

하 은 2ms 지 에서 이미 다 작용한 상태이므로, 10ms까지만 

비교를 하 다. 변  그래 는 최  변 와 주기 등 구조물의 

동  거동을 비교하기 해 50ms 지 까지 비교를 하 다.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하 은 4% 이내의 오차를 보이고, 최  

변 를 포함한 동  거동에서도 4% 이내의 결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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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explosion (b) confined explosion

Fig. 10 Scaled average unit reflected impulse

(Army et al., 1990)

(a) Analytical analysis model (b) Numerical analysis model

Fig. 11 Time history graph of average reflected impulse

Fig. 12 Simplified time-pressure history

(a) 2 times analytical model (b) Numerical model

Fig. 13 Time history graph of reflected impulse

5. Analytical Analysis

이 장에서는 수치  방법 모델과 유사한 결과를 낼 수 있는 

해석  모델 용 방법에 해 미 삼군 통합 매뉴얼인 UFC 

(unified facilities criteria) 3-340-02(Army et al., 1990) 

매뉴얼을 용한 방법과 보 이론을 활용한 가 치 용 방법에 

해 소개한다.

5.1 UFC 매뉴얼

미 삼군 통합 매뉴얼인 UFC 매뉴얼은 많은 실험을 바탕으로 

폭발하  산정과 구조체 설계에 가이드라인을 그래 로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실외폭발(unconfined explosion)와 실내

폭발(confined explosion) 하 의 차이를 UFC 매뉴얼을 

통해 악하고 이를 해석  모델에 용하고자 하 다.

UFC 매뉴얼에서 폐 정도에 따른 비교 그래 들은 평균

값들로 제공이 되고 있으며, Fig. 10과 같이 재 모델 조건에 

해 실외폭발과 실내폭발 하 의 차이를 알아보면 평균 충격

량에서 약 2배 정도의 차이를 보이는 것을 그래 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이드로코드 Autodyn에서 앞서 설정한 아 트의 평면의 

철근콘크리트 슬래  모델 크기(3150×5000×200mm)에 

해 실내폭발 효과를 포함하지 못하는 해석  모델과 실내

폭발의 효과  반사 효과를 포함하도록 공기의 4면을 반사가 

일어날 수 있는 강체로 설정한 수치 모델을 비교하 다. 슬래  

구조체에 일정한 간격의 게이지를 심어 비교한 결과 Fig. 11과 

같이 평균 충격량이 약 2배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UFC 매뉴얼과 같은 결과를 보인다. 따라서 Fig. 12과 

같이 최  압력은 동일하고 충격량은 2배가 되게 지속시간을 

늘여 하 을 가하는 방식으로 용을 하 다. 모델에서는 최  

압력 계산을 지배하는 환산거리는 유지하면서, 식 (3)의 계로

부터 폭발물 크기와 폭발물과의 거리를 일정 비율로 늘리면서 

충격량을 늘이는 것으로 용할 수 있다.

 


(3)

여기서, 는 환산거리, 은 폭발물 심으로부터의 거리, 

는 폭발물의 무게이다.

하지만 UFC에서 제시하고 있는 그래 는 평균값에 한 

차이로, 평균 충격량이 2배가 되었을 때 구조체가 유사한 거동을 

하는지 알아 보았다. 앞서 확인하 듯이 평균충격량은 2배 

차이로 UFC에서 제시하고 있는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슬래  거동 측에서 가장 많은 변 가 발생할 것으로 

상되는 가운데 지 에서의 충격량과 변 는 Fig. 13과 Fig. 

14 같이 상이한 결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충격량 2배 모델이 과 평가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폭발하 은 10ms 이 에 모두 가해지므로 충격량을 10ms 

까지만 비교를 하 다. 슬래 의 거동을 비교하기 해 변 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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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 times analytical model (b) Numerical model

Fig. 16 Time history graph of impulse

(a) 1.5 times analytical model (b) Numerical model

Fig. 17 Time history graph of displacement

(a) 2 times analytical model (b) Numerical model

Fig. 14 Time history graph of displacement

Fig. 15 Process calculating factor using beam theory

50ms까지 비교를 하 다.

따라서 UFC 매뉴얼에서 확인한 충격량 2.0배를 용한 

모델에서는 반사가 일어나는 모서리 부분에서의 가 치가 

높아 슬래  가운데 지 에서의 결과를 유사하게 하기 해선 

그 가 치를 고려한 폭발하  산정이 필요하다.

5.2 보 이론 활용한 가 치 용

슬래  가운데 지 의 가 치를 고려하기 해 보 이론을 

통해 가 치를 계산하고자 하 다. Fig. 15와 같이 해석  

모델과 수치  모델의 충격량 차이를 가 치들로 비교를 

하 고 이 가 치들을 보에 분포하 들로 계산을 하여 가운데 

지 에 한 가 치를 계산하 다.

동일한 모델 크기에서 폭발물 크기에 따라 반사 압력 크기가 

달라질 거라 상하여 이러한 방법을 다른 폭발물 크기에 해 

진행하 다. 그때 반사 압력의 차이만큼 각도에 의한 압력 차이 

때문에 가운데 지 에서의 가 치는 약 1.5배 내외로 계산이 

되었다. 반면에 모델 크기가 달라지면 가 치 값도 달라진다. 

따라서 앞서 설정한 모델에 크게 벗어나는 크기를 가진 모델

에서는 가 치를 새로 계산해야 한다는 한계 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보편 인 아 트 평면을 설정하여 그 가 치를 

용한 만큼 충격량이 가해지도록 해석  모델을 설정하고 다시 

4장에서 검증한 모델에 반사효과를 포함하도록 한 수치  

모델과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보이고자 한다. Fig. 16에서 

가 치를 용한 해석  모델과 실내폭발 상태를 모델링한 

수치  모델이 서로 유사한 크기의 충격량을 가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Fig. 17과 같이 진폭의 크기는 실제 

반사효과 차이에 의해 반사 가 도달하는 시 부터 약간 상이

하지만,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자 하는 순간 최  처짐의 크기는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6과 17에서 6ms 이 에 2% 내외의 오차의 충격량이 

가해지면, 최  처짐에 해서 2% 내외의 유사한 결과를 가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반사 압력에 한 가 치를 보 

이론을 이용해 용하 을 때 실내폭발 효과를 간단히 포함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가 치를 이용한 방법은 지속

시간과 고유주기 비에서 충격하  범주를 벗어나면 용하기 

힘들고, 반사 압력에 한 가 치는 모델의 크기에 따라 약간 

상이할 수 있다는 한계를 가진다. 반면에 폭발물 크기가 충격

하  범주를 벗어나지 않고, 본 연구에서 설정한 보편 인 

아 트 평면에 하는 크기에 해서는 약 1.45배에서 1.55

배의 작은 변수 범 의 하  가 치를 가진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건물의 진  붕괴를 유발할 수 있고 직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슬래  구조를 상으로 실내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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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포함할 수 있는 해석  폭발하  산정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 다. 하  지속시간과 고유주기 비를 통해 충격량이 폭발

하 을 결정하는 범주임을 알아 보았고, 그 하 을 하나의 삼각형 

펄스로 단순화하여 용하 을 때의 결과가 2% 내외의 차이를 

가진다는 것을 확인하 다. 이를 토 로 슬래 의 최  변 가 

유사하게 일어나도록 해석  폭발하  산정 방법을 개발하 다. 

등가의 해석  폭발하 을 결정하기 해서는 등가의 충격량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 등가의 충격량을 UFC 매뉴얼에서 제시

하는 그래 를 통해 2.0배 한 값을 용해 볼 수 있다. 하지만 

UFC 매뉴얼은 개폐 여부에 해서 압력과 충격량의 평균값들을 

제시하고 있어 슬래 의 최  변 를 일으키는 가운데 지 에 

한 결과는 상이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보 이론에 

근거해 반사 에 한 하 의 가 치를 계산하여 용하 다. 

모델의 크기가 달라지면 가 치를 새로이 계산해야 한다는 

한계 을 가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보편 인 아 트 평면을 

시로 들었다. 해당 모델을 통한 계산 결과는 1.5배 내외 고, 

그 가 치를 용하여 해석  모델과 수치  모델을 비교한 결과 

유사한 충격량과 최 변 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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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폭발하 을 받는 구조물의 거동을 연구하기 해서는 폭발물에 의한 하 을 정확히 산정하는 것이 요하며 실내폭발의 

폭발하 의 경우에는 특히 그러하다. 반사효과를 포함하는 실내폭발의 폭발하  산정방법으로는 산유체역학을 기반으로 

한 수치해석  방법이 비교  정확한 폭발하 을 산정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수치해석  방법은 해석모델링이 

어렵고 해석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단 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실내폭발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여러 효과  표

인 반사효과를 간단히 반 할 수 있는 해석  폭발하  산정방법을 연구하 다. 상 구조물은 큰 인명피해와 연쇄붕괴를 

일으킬 수 있는 실내폭발하 을 받는 주거시설의 슬래 로 설정하 다. 우선 수치해석  방법을 이용해 실내폭발 효과와 탄

성체로 가정한 슬래 의 최  처짐을 알아보고, 이를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해석  방법과 비교를 하 다. 제안된 해석  방

법에서는 보 이론을 용한 반사효과의 가 치를 결정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폭발하  산정방법이 되도록 하 다. 

핵심용어 : 실내폭발, 폭발하 , 충격량, 오토딘, 슬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