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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 of ground boundary conditions on the evaluation of blast resistance performance of precast arch structures 

was evaluated by a numerical analysis method. Two types of boundary conditions, namely, fixed boundary conditions and a perfectly 

matched layer (PML) were applied to numerical models. Blast loads that were much higher than the design load of the target 

structure were applied to compare the effects of the boundary conditions. The distribution and path of the ground explosion pressure, 

structural displacement, fracture of concrete, stress of concrete, and reinforcing bars were compared according to the ground 

boundary condition settings. As a result, the reflecting pressure shock wave at the ground boundaries could be effectively eliminated 

using PML elements; furthermore, the displacement of the foundation was reduced. However, no distinct difference could be observed 

in the overall structural behavior including the fracture and stress of the concrete and rebar. Therefore, when blast simulations are 

performed in the design of protective structures, it is rational to apply the fixed boundary condition on the ground boundaries as 

conservative design results can be achieved with relatively short computatio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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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진, 충격  폭발 등 동 하 이 작용하는 지  구조물의 

거동을 수치해석 으로 평가하기 해서는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을 고려해야 하나 해석상의 편의를 하여 이를 고려

하지 않거나 간략하게 고려하는 경우가 발생된다. 한 지반 

부분을 모델링하여 고려하여도 지반 외부 역의 경계조건 

설정은 편의상 고정조건을 용하는 경우가 부분이다. 하지만 

지  구조물의 거동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하기 해서는 지반 

외부 역에 한 경계조건을 설정하여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을 고려한 수치해석을 수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폭발하 에 한 

분야보다는 지진하 에 한 내진설계 분야에서 지난 수십 년간 

국내외로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연구의 핵심 주제는 크게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해석  지반의 무한 역에 한 모형화로 나  수 있다. 

일반 인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은 주 수 역과 시간 

역으로 구분될 수 있으며, 각각의 역에서 유한요소해석, 

경계요소 해석  유한요소-경계요소 조합해석 등의 방법이 사용

되었다. 주 수 역에서 Kausel과 Roesset(1977)는 층상

지반 가상경계에서의 반사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Hyperele-

ment를 경계에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으며, Gupt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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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nzien(1982)은 지반-구조물 상호작용계를 지반 역과 구조

물 역으로 나 어 경계를 강체로 가정한 후 기 의 강성을 

구하여 구조물의 동 응답해석을 수행하는 방법인 임피던스함

수법(impedance function approach)을 개발하 다. 시간 

역에서 Wolf(1987)는 지반을 유한요소로 모형화하여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 해석을 수행하 으며, Von Estorff(1991), 

Kim 등(2000, 2001)은 유한요소-경계요소 조합해석으로 

동 응답해석을 수행하 다. 한 주 수 역과 시간 역을 

조합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 해석 연구도 수행되었다. Lim 

등(2004)은 장 교량을 상으로 고정지반과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고려한 해석결과를 비교하여 모드형상  동 응

답에 하여 분석하 다.

한편, 지반의 무한 역 모형화와 무한 역으로 달되는 

에 지 방사 상을 고려한 외부 역을 모사하기 해 다음과 

같은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Lysmer와 Kuhlemeyer(1969)는 

시간 역에서 달되는 탄성 를 모사하기 한 성경계요소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White 등(1977)은 지반 외부

역을 모사하기 하여 성경계를 사용하 다. Yun 등(1991, 

1995, 2001, 2007)은 무한요소를 이용한 지반 외부 역 

모사방법을 개발하 다. Kim 등(2000)은 달경계를 사용하여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수행하 다. Basu와 Chopra (2003, 

2004)는 PML(Perfectly Matched Layer)를 탄성

문제를 해 유한요소로 정식화하고 탄성 이해석을 수행하

다. Uno 등(2008)은 PML을 이용하여 비선형 지반-

구조물 상호작용해석에 수행하 다.

최근에는 Lee 등(2013)이 주 수 역에 기반을 둔 선형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과 비선형해석을 수행할 수 있는 

유한요소해석 로그램을 결합하여 비선형 지반-구조물 상호

작용 해석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안된 경계반력법(BRM)의 

효용성을 검증하 다. Bolisetti 등(2015, 2018)은 선형과 

비선형 지반-구조물 상호작용을 각각 시간 역과 주 수 역

에서 해석을 수행하 다. 그 결과, 선형해석은 두 역에서 

구조물  지반의 응답이 거의 동일한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 지만, 비선형해석에서는 두 역에서의 구조물  

지반의 응답이 다른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리캐스트 콘크리트(precast concrete, 

PC) 부재로 이루어진 지  탄약고 구조물을 상으로 지반경계

조건이 폭발 항성능 평가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지반의 고정조건과 LS-DYNA에서 제공하는 PML 요소를

이용하여 일련의 수치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 다. 수치시뮬 이션에는 범용 외연  수치해석 로

그램인 ANSYS LS-DYNA(v.17.1, 2017)를 사용하 다.

2. 상 구조물 개요

본 연구의 수치시뮬 이션 상 구조물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리캐스트 아치부재로 구성된 지  탄약고 구조물

이다. Fig. 2에는 리캐스트 아치 탄약고 구조물의 단면도  

측면도의 설계도면을 나타내었다. 탄약고의 제원은 벽체 두께 

0.25m, 지간(span) 8m  종방향 길이 10.5m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약고의 성토 토피고는 1m이며, 기 는 약 1.5m 

깊이만큼 원지반에 묻 있다. 한 리캐스트 아치 부재는 

루  이음부에 콘크리트 장타설을 실시하여 일체형의 아치

구조물을 형성하게 된다.

Fig. 1 Precast arch structures(overview)

(a) Section view

(b) Side view

Fig. 2 Design drawing

3. LS-DYNA의 PML

PML(perfectly matched layer)은 Berenger(1994)와 

Chew(1994, 1999)에 의해 처음 자기  분야에서 사용되

었다. 그 후 자기 PML에 한 수많은 연구와 지진 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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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탄성 와 같은 다른 분야에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한 PML의 기본개념은 진동수 역에서 좌표의 변환을 

통해 무한 역을 모사하고 입사 를 흡수하여 반사 를 제거

하는 것이다.

Basu(2009)는 기존의 연구를 확장하여 PML을 외연  

시간 분법(explicit integration method)에 용하는 기법

을 개발하 으며, 이를 바탕으로 범용 외연  수치해석 로

그램인 LS-DYNA에 PML 요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LS-DYNA의 PML 해석기법에 한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이 4가지가 있다(Basu, 2011).

1) PML은 경계 도메인 주 를 육면체로 형성하며, 좌표축과 

나란히 정렬되어야 한다.

2) PML의 외부경계는 고정조건을 용해야 한다.

3) PML층의 두께는 일반 으로 5~8개의 요소를 가지는 

것이 좋다.

4) PML에는 정  하 이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

PML 해석기법을 이용한 지반-구조물 상호작용해석은 개발된 

지 오래되지 않아 충분한 자료  연구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아직 보완할 이 많을 것으로 단된다. 하지만 이러한 기법은 

무한한 지반의 외부 역을 히 모사할 수 있는 장 이 있으

므로, 본 연구에서는 PML을 이용한 경계조건 설정이 폭발

항성능 평가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4. 유한요소 모델 작성

4.1 유한요소망 구성

유한요소 모델은 상 구조물의 칭성을 고려하여 1/2부분만 

모델링하 으며, 콘크리트  지반 부분은 8  solid요소를 

사용하여 모델링하 다. 콘크리트  지반의 요소 폭은 가로, 

세로 모두 약 0.1m  약 0.3m~0.5m 수 으로 구성되었

으며, 벽체의 두께방향으로는 7개 층으로 모델링하 다. 한 

리캐스트 아치간의 조건은 LS-DYNA에서 제공하는 

“Contact_automatic_single_surface”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

하 다. 한 지반과 구조물사이의 조건은 “Contact_ 

automatic_surface_to_surface”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철근은 2  beam요소로 약 0.2m의 길이로 모델링

하 으며, 철근과 콘크리트부의 합성은 LS-DYNA에서 제공

하는 “Constrained_lagrange_in_solid” 명령어를 사용하여 

구 하 다. 지반의 크기는 폭발하 의 향을 달하기 해 

가로, 세로 39.6m×20.5m, 깊이 5m로 모델링하 으며, 리

캐스트 아치 탄약고는 Fig. 2의 실제 설계사양을 반 하여 

모델링하 다.

해석에 고려된 모델은 2종으로 근역지반의 경계를 구성하는 

요소가 일반 solid요소인 Case 1  PML 요소인 Case 2에 

하여 유한요소 모델을 작성하 다. PML의 경우 3 의 내용을 

토 로 1m두께를 5개층으로 모델링하 다. 작성된 유한요소 

모델은 Fig. 3에 나타내었다.

(a) Case 1

(b) Case 2

(c) Precast arch

(d) Rebars

Fig. 3 Finite element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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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Category Value

Concrete

Mat. model *MAT_CSCM_CONCRETE

Input

parameters

=2300kg/m
3
 erode=1.05

=40MPa, 27MPa

Rebar

Mat. model *MAT_PLASTIC_KINEMATIC

Input

parameters

E=200GPa =0.3

fy=400MPa =0.16

Soil

In-situ

Mat. model *MAT_MOHR_COULOMB

Input

parameters

Gmod=61.0MPa, =0.458rad

c=6.52kPa

Fill

Mat. model *MAT_MOHR_COULOMB

Input

parameters

Gmod=32.5MPa, =0.628rad

c=1.23kPa

Boundary

Mat. model *MAT_PML_ELASTIC

Input

parameters

=1970kg/m3 =0.3

E=158.6MPa

Table 1 Material model input parameters

Fig. 4 Stress-strain curve of rebar material

(a) Case 1

(b) Case 2

Fig. 5 Boundary condition

4.2 재료모델

콘크리트 부분은 *MAT_CSCM_CONCRETE, 철근에는 

*MAT_PLASTIC_KINEMATIC, 지반의 성토부와 원지반은 

*MAT_MOHR_COULOMB  *MAT_PML_ELASTIC 재료

모델이 각각 사용되었다.

CSCM concrete 재료모델(Murray, 2007)은 콘크리트의 

비선형 재료거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starin rate 효과  

erosion 기능을 포함하고 있어 본 연구와 같은 방호시설에 한 

폭발 시뮬 이션에 빈번히 용되고 있다. 리캐스트 아치  

장 타설부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40MPa을 용하

으며, 기 부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27MPa을 용하

다.

철근은 Bi-linear 형태의 거동으로 가정하 으며, 항복 후 

탄성계수를 1GPa로 입력하 다. strain rate 효과를 반 하

기 해 사용되는 Cowper-Symonds 모델의 재료상수 와 

는 아래의 식 (1)을 사용하여 산정하 으며, 그 값은 각각 

82079s-1  5이다(Choung et al., 2011).

 










∙

     
   ≤ 

  

(1)

where, : yield stress(MPa)

지반의 물성에서 Gmod,   c는 각각 단탄성계수, 내부

마찰각  착력을 의미한다. 한 PML 요소에 용되는 

재료 물성은 원지반의 물성을 용하 다.

Table 1에 각 재료모델에 사용된 주요한 입력값을 정리

하여 수록하 으며, 철근에 사용된 재료모델의 응력-변형률 

곡선을 Fig. 4에 나타내었다.

4.3 경계조건  하 조건

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의 상 구조물은 칭성을 고려

하여 1/2만 모델링되었다. 따라서 Case 1은 구조물  지반 

수직 단면에 면외방향 이동  회 변  구속조건을 용

하 다. 한 지반 하면은 완  고정조건을 용하 다. Case 

2는 LS-DYNA의 PML 사용 시 고려되어야 하는 요구사항 

3)항을 따라 PML 외부경계에 고정조건을 용하 으며, 구

조물 수직 단면에는 면외방향 이동  회 변  구속조건을 

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하 조건은 Case 1  Case 2에 동일하게 

용되었다. 폭발하 은 지반경계조건의 설정에 따른 효과를 

명확하게 보기 하여 상 구조물의 설계하 보다 큰 하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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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Loading condition

(a) 0.015sec(Case 1) (b) 0.015sec(Case 2)

(c) 0.03sec(Case 1) (d) 0.03sec(Case 2)

(e) 0.037sec(Case 1) (f) 0.037sec(Case 2)

(g) 0.05sec(Case 1) (g) 0.05sec(Case 2)

Fig. 7 Explosion pressure contour

용하 으며, 이격거리는 7.6m이다. 하 재하는 LS-DYNA의 

내장함수인 *LOAD_BLAST_ENHANCED 명령어를 사용

하 다. 한 폭발압력이 도입되기  자 해석을 수행하여, 

자 에 의한 향이 해석에 반 될 수 있도록 하 다. Fig. 5 

 Fig. 6에 유한요소모델의 경계조건  하 조건을 나타내

었다.

5. 해석결과

본 연구에서는 폭발 수치시뮬 이션을 총 0.5 간 수행하

다. Case 1  Case 2의 폭발 압력 분포  경로를 비교하여, 

PML을 이용한 지반 외부 역 모사의 용성을 검토하 다. 

한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변 , 쇄여부,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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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rection (b) -direction

Fig. 8 Acceleration time history curve

 철근에 발생하는 응력수 을 비교하여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라 폭발 항성능에 미치는 향을 악하 다. 마지막으로 

PML 해석기법의 용성을 검토하 다.

5.1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폭발압력 분포  경로

이 에서는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폭발하 에 의한 압력 

분포  경로에 하여 서술하 다. Case 1은 고정조건이므로 

폭발하 에 의한 압력이 경계에 도달하게 되면 반사 가 발생

하게 된다. 그와 반 로 Case 2는 PML에 작용하는 압력이 

흡수되는 상을 보이게 된다. 이러한 폭발하 에 의한 압력이 

달되는 상을 확인하기 하여 지반의 압력 분포(pressure 

contour)를 확인하 으며, 출력시 은 0.015 , 0.03 , 

0.037 , 0.05 이다. 폭발압력의 달을 명확히 표 하기 

하여 압력 분포의 출력범 를 0MPa~0.5MPa로 설정하

으며, 0.5MPa 이상 크기의 압력은 란부분으로 표 되도록 

하 다. 여기서, 0.015  시 은 폭발압력이 PML에 도달하는 

시 이며, 0.03  시 은 Case 1의 경우 폭발압력이 반사되는 

상, Case 2의 경우 PML에 의해 폭발압력이 흡수되는 상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시 이다. 0.037  시 은 Case 1에서 

반사 가 폭발하  작용 측 기  하단부에 도달하는 시 이다. 

0.05  시 은 Case 1  Case 2 모두 폭발압력이 폭발하  

반 측 기 에 도달하는 시 이다. 폭발압력 경로는 Fig. 7에 

출력시  순서로 나타내었다.

Case 1  Case 2의 지반경계설정에 따른 폭발압력의 

달을 비교하기 하여 반사 가 가장 먼  도달하는 폭발하  

작용 측 기  하단부의 을 선정하여 가속도-시간이력 곡선을 

비교하 다. 그 결과 Case별 방향에서 각각 최  -0.63× 

105m/sec2  -0.12×105m/sec2, 방향에서 각각 최  1.85× 

105m/sec2  0.69×105m/sec2 크기의 응답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압력 분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Case 1의 

방향  방향에서 약 0.0365  시 에서 반사 의 향으로 

인해 최 응답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 Fig. 8의 방향 

 방향의 가속도-시간이력 곡선을 비교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Case 별 최  응답의 순간을 표기하 다.

가속도-시간이력 곡선을 비교․분석한 결과 반사 에 의해 

구조물의 응답이 Case 1이 Case 2에 비해 상 으로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사 의 향으로 Case 1은

약 0.15  이후에도 구조물이 진동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폭발압력의 분포  경로를 비교․분석한 결과 PML을 

이용한 Case 2의 지반경계조건 설정이 Case 1보다 실제와 

같은 지반 외부 역을 히 모사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5.2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폭발하 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

물의 변형 형상  변 를 비교․분석하 다. 해석이 종료된 

시 의 구조물 변형형상을 Fig. 9에 나타내었다. 색으로 표시한 

contour는 구조물의 수평방향 변 (-displacement)를 나타

내며, Fig. 10에서 변 응답을 출력한 의 치  번호를 

함께 표시하 다. 변형 형상은 scale factor를 50배 용하여 

과장되게 표 하 으며, 변  분포의 출력범 를 -0.05m~ 

0m로 설정하 다. Case 1  Case 2의 출력 의 방향 

 방향의 변 -시간이력 곡선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을 비교․분석한 

결과, 모든 Case에서 폭발하 이 작용한 후 구조물 기상태와 

비교하면 기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향으로 감소된 기  사이의 거리는 Case 1  Case 2에서 

각각 최  약 0.05m  0.034m 수 이며, 방향으로 각각 

최  약 0.025m  0.007m 수 으로 다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 폭발하  작용 측 기 부는 반사 가 

도달하는 시간을 기 으로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만, 폭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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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scale factor=50) (b) Case 2(scale factor=50)

Fig. 9 Deformation shape

(a) -direction (b) -direction

Fig. 10 Displacement time history curve

반  측 기 부의 경우 방향  방향의 거동은 상 으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반경계조건은 폭발하  작용 

측 기 부 거동에는 향을 미치지만, 구조물의 지간이 8m인 

것을 고려하면 반 인 거동에 미치는 향의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단된다.

5.3 쇄여부 검토

본 연구의 상 구조물인 탄약고와 같은 방호시설의 경우 

폭발하 에 의해 발생하는 구조물의 쇄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지반경계조건 설정에 따른 구조

물의 쇄여부를 비교․분석하 다. 쇄여부는 LS-DYNA의 

후처리 로그램인 LS-PrePost의 Deleted element plot 

기능을 활용하여 검토하 다. 검토 결과 Case 1  Case 2 

모두 폭발하 에 의한 구조물의 쇄는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반경계조건에서는 폭발하 이 구조물 

쇄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5.4 콘크리트  철근 응력 검토

앞 4.2 에서 서술하 듯이 폭발하  작용 후 구조물의 반

인 거동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기 부 거동

에서는 차이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기 부의 이동으로 인해 

구조물에 내력이 가장 많이 발생할 것으로 단되는 부분의 

콘크리트  철근의 응력을 검토하여 비교하 다. Fig. 9의 

변형 형상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기 부의 이동으로 인해 가장 

큰 내력이 발생할 것으로 단되는 부분인 폭발하  작용 측 

측상부 요소를 선정하 다. 선정된 출력요소의 치  번호는 

Fig. 11  Fig. 12에 나타내었으며, 해당 요소의 응력-시간

이력 곡선은 Fig. 13에 나타내었다.

Case 1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철근의 최  응력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압축  인장응력은 -21.08MPa  

3.15MPa이며, 철근의 압축  인장응력은 -81.8MPa  

115.7MPa이다. Case 2에서 발생하는 콘크리트  철근의 

최  응력은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압축  인장응력은 

-21.09MPa  3.05MPa이며, 철근의 압축  인장응력은 

-81.5MPa  106.9MPa이다. Case 1  Case 2에서 리

캐스트 아치의 모든 콘크리트가 설계압축강도인 40MPa보다 

비교  낮은 수 의 응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모든 

철근도 항복응력이 400MPa인 것을 고려하면 탄성한계범  

내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폭발하 에 한 항

성능을 평가할 때 사용되는 허용치는 변형률 속도효과(strain 

rate effect)를 고려하여 정  강도를 일정량 할증하여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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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ase 1(scale factor=50) (b) Case 2(scale factor=50)

Fig. 11 Concrete stress contour

(a) Case 1(scale factor=50) (b) Case 2(scale factor=50)

Fig. 12 Rebar stress contour

(a) Concrete (b) Rebar

Fig. 13 Stress time history curve of concrete and rebar

지만, 이 연구의 결과는 정 강도 보다도 낮은 응답을 나타내고 

있으므로, 충분히 안 측의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두 Case 결과를 비교하면, Case 1이 Case 2보다 미소

하게 응력수 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모든 요소가 

허용범  안에서 뚜렷한 차이 없이 비슷한 수 의 응력을 보이

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반경계조건에서는 폭발 항성능에 

미치는 향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5.5 PML 해석기법의 용성

이 에서는 폭발시뮬 이션 수행 시 PML 해석기법의 용

성에 하여 서술하 다. 해석기법의 용성은 해석의 목 을 

고려하여 단해야 할 사항이며, 일반 으로 폭발 시뮬 이션의 

목 은 상 구조물의 설계를 한 폭발 항성능 평가이다. 

따라서 연구의 목   비용의 에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지반경계조건에 한 용성을 검토하 다. 자 작용  폭발 

시뮬 이션의 총 수행시간을 검토한 결과, Case 1이 총 19시

간 7분 32 (CPU time)가 소요되었으며, Case 2는 총 51

시간 10분 40 가 소요되었다. 한 앞 4.2 ~4.4 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Case 1이 Case 2보다 다소 응답이 크게 나타

나지만, 폭발 항성능의 평가결과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을 

단된다.

따라서 방호시설 설계를 목 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할 경우, 

PML 요소를 용하지 않고 Case 1과 같이 일반 인 고정

조건으로 지반 역의 단부를 처리하 을 때 구조물 측면에서 

다소 불리한 해석결과를 얻게 되지만, 이로 인해 설계의 안

율이 높아지는 쪽으로 향을 미치게 되며 해석 시간이 단축되는 

경제 인 효과도 부수 으로 얻게 되므로, 이러한 결과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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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태에서 Case 1을 선택하는 것은 합리 이라고 단된다. 

한, 보다 실에 가까운 해석결과가 필요하거나, 경제 인 

단면설계가 최우선의 목표인 경우에는 PML을 이용한 Case 2의 

지반경계조건 설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외연  수치해석 로그램인 LS-DYNA를 

사용하여 지  구조물인 리캐스트 아치 탄약고에 한 폭발

시뮬 이션을 수행하고, 이로부터 지반경계조건의 설정이 폭발

항성능 평가에 미치는 향을 악하고자 하 다. 이로부터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폭발하 에 의한 압력 분포  경로를 비교․분석한 결과 

PML을 이용한 지반경계조건 설정이 고정조건을 통한 

지반경계조건 설정보다 지반 외부 역을 모사하기에 더 

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2) 구조물의 변형 형상  반사 에 의한 기 부 거동을 비교 

․분석한 결과 지반경계조건 설정의 차이가 기 부의 거

동에는 다소 향을 미치지만 구조물의 반 인 거동에 

미치는 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구조물의 쇄여부, 콘크리트  철근 응력을 비교․분

석한 결과 지반경계조건 설정의 차이가 구조물의 폭발

항성능 평가에 큰 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방호시설 설계를 목 으로 성능평가를 

수행할 경우, PML 요소를 용하는 것이 보다 실제에 가까운 

결과를 주기는 하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고, 기존의 고정경계

조건을 용하 을 때 안 측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해석

시간이 단축되는 이 도 있으므로 이러한 면을 종합 으로 고려

하여 지반경계조건을 고정조건으로 용하는 것도 합리 이

라고 단된다. 실 인 지반을 모사한 정 해석을 수행할 

경우에는 PML을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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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본 논문에서는 지반경계조건의 설정이 리캐스트 아치구조물의 폭발 항성능 평가에 미치는 향을 수치해석  기법을 

사용하여 악하고자 하 다. 지반경계조건은 고정조건과 PML(perfectly matcher layer)을 이용한 경계조건의 두 가지로 

용하 으며, 폭발하 은 상 구조물의 설계하 보다 큰 하 을 사용하여 경계조건의 향을 명확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하

다. 폭발압력의 분포  경로,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 , 콘크리트의 쇄여부, 콘크리트  철근의 응력을 비교․분석하 으

며, PML을 용하 을 때 지반 경계면에서 발생하는 반사 를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한, 이로 인해 

구조물 기 부의 변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콘크리트의 쇄여부, 콘크리트  철근에 발생하는 응력을 포

함한 반 인 구조물의 거동에는 뚜렷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방호시설의 설계를 목 으로 폭발시뮬 이션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지반경계조건에 고정조건을 용하 을 때 안 측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해석시간이 단축되는 이

도 있으므로 이러한 면을 종합 으로 고려하여 지반경계조건을 고정조건으로 용하는 것이 합리 이라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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