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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콘크리트 양개형 방폭문(double-leaf blast-resistant door)

은 외피 구조로서의 강박스(steel box)와 내부의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되는 한쌍의 방폭문을 각각 양쪽에서 여닫을 수 

있도록 제작되는 구조체이다(Anderson and Dover, 2003; Koh 

et al., 2003; NEMA, 2008). 이 방폭문은 구조체의 강성 및 강도

뿐만 아니라, 중량물로서 관성저항(inertial resistance) 또한 높

기 때문에 외부로부터 구조체에 가해지는 폭압이 매우 높은 경

우에 주로 적용되고 있다. 양개형 방폭문의 지지조건 및 기타 

설치조건을 살펴보면, 전체 구조시스템의 좌측단 및 우측단에

는 문의 개폐를 돕기 위한 힌지(hinge)가 설치되고, 상하단에

는 걸쇠 역할을 하는 렛치(latch)가 설치된다. 또한, 외부 폭발 

시 발생하는 폭발압 및 화염이 방폭문과 벽체 사이의 틈을 통

해 구조물 내부로 침투하지 못하도록 방폭문 테두리에는 고무 

재질의 가스켓이 설치되고 있다. 이를 위한 설치 간격 외에도 

방폭문의 강박스를 용접하여 제작할 때 변형이 발생하기 때문

에 평탄성이 유지될 수 없는데, 이와 같은 제작 오차를 고려하

기 위해서도 일정의 간격이 필요하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방폭문과 벽체 간에는 보통 10mm 내외의 간격이 존재하게 되

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간격이 제작공정 및 방법에 따라 다르

고 규정된 값은 없는 상태이다.

J. Comput. Struct. Eng. Inst. Korea, 33(5)

pp.339∼349, October, 2020

https://doi.org/10.7734/COSEIK.2020.33.5.339

pISSN 1229-3059   eISSN 2287-2302

Computational Structural

Engineering Institute of Korea

지지조건 변화에 따른 양개형 방폭문의 구조거동 유한요소해석

신 현 섭1†
․김 성 욱2

․문 재 흠3
․김 원 우4

1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연구위원, 2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선임연구위원,
3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수석연구원, 4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인프라안전연구본부 전임연구원

FE Analysis on the Structural Behavior of a Double-Leaf 

Blast-Resistant Door According to the Support Conditions

Hyun-Seop Shin1†, Sung-Wook Kim2, Jae-Heum Moon3 and Won-Woo Kim4

1Research Fellow, Dep. Infrastruct. Saf. Res.,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Goyang, 10223, Korea
2Senior Research Fellow, Dep. Infrastruct. Saf. Res.,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Goyang, 10223, Korea

3Senior Researcher, Dep. Infrastruct. Saf. Res.,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Goyang, 10223, Korea
4Research Specialist, Dep. Infrastruct. Saf. Res.,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KICT), Goyang, 10223, Korea

Abstract

Double-leaf blast-resistant doors consisting of steel box and slab are application-specific structures installed at the entrances of protective 

facilities. In these structural systems, certain spacing is provided between the door and wall. However, variation in the boundary condition and 

structural behavior due to this spacing are not properly considered in the explosion analysis and design. In this study, the structural response and 

failure behavior based on two variables such as the spacing and blast pressure were analyzed using the finite element method.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 two variables affected the overall structural behavior such as the maximum and permanent deflections. The degree of contact due to 

collision between the door and wall and the impact force applied to the door varied according to the spacing. Hence, the shear-failure behavior of 

the concrete slab was affected by this impact force. Doors with spacing of less than 10 mm were vulnerable to shear failure, and the case of 

approximately 15-mm spacing was more reasonable for increasing the flexural performance. For further study, tests and numerical research on the 

structural behavior are needed by considering other variables such as specifications of the structural members and details of the slab shear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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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콘크리트 방폭문 구조에는 다양한 형식이 있겠으나 여

닫이 형식으로는 이 연구에서 분석 대상으로 하는 양개형 외에 

편개형 방폭문(single-leaf blast-resistant door)이 있다. 이와 같

은 형식의 방폭문 구조시스템의 주요 구성요소는 방폭문 자체, 

힌지와 렛치 등의 지지부재, 그리고 방폭문 테두리와 접하고 

있는 벽체이다. 여기서, 폭발압력에 대한 저항구조를 검토해 

보면 방폭문 자체의 강성이나 강도도 중요하지만 방폭문을 지

지하고 있는 힌지나 렛치와 같은 지지부재 및 벽체 또한 중요

한 역할을 하게 된다. 폭발압이 방폭문에 가해지게 되면 1차적

으로 방폭문을 통해 지지부재로 하중이 전달된다. 이후, 방폭

문의 처짐이 증가함에 따라 접촉이 발생하게 되면 방폭문 테두

리를 통해서 벽체에도 하중이 전달된다. 이때부터는 지지부재

와 벽체에 의해 폭발압이 지지된다.

방폭문 및 이외 다양한 방폭구조에 대해 국내외 관련 연구

(Chen and Hao, 2013; Kim et al., 2016; Koh et al., 2003; Luo et 

al., 2012; Nam et al., 2007; NEMA, 2008; Shim et al., 2018; 

Tavakoli and Kiakojouri, 2014; U.S. DoD, 2008; Veeredhi and 

Rao, 2015)를 검토해 보면 폭발압에 의한 구조체의 변형 및 파

괴거동 분석, 폭발조건 및 설계조건에 따른 구조응답 비교, 폭

압에 대한 저항성능 개선을 위한 연구 등 다양한 실험적 및 해

석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지조건 변화가 구조거

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수준이다. 

폭발 위험성 및 기타 여건 상의 제약조건으로 다수의 실험이 

어렵고, 또한 이 분야의 특성상 연구자료의 공개가 쉽지 않은 

것이 하나의 원인으로 사료된다. 해석적 연구가 비교적 많이 

수행되고 있고, 실험으로는 계측이 어려운 변수에 대해 다루

고 있다. 몇몇 연구(Al-Rifaie and Sumelka, 2017; Amadio and 

Bedon, 2014; Ergun and Gökkaya, 2016; Liao, 2017; Wang et 

al., 2018)에 따르면 지지조건에 따라 구조체에 가해지는 충격

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처짐응답 및 파괴거

동 등이 변화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연구에서는 연

속된 선(line) 지지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 본 연구의 양개형 

방폭문 구조와 같이 방폭문에 작용한 폭발압이 힌지 및 렛치와 

같은 지지부재(포인트 지지), 그리고 방폭문 테두리와 접하고 

있는 벽체(연속 선 지지)에 어떠한 정도로 전달되어 이때의 하

중분담 정도에 따라 방폭문의 구조거동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

는지와 관련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개형 방폭문을 대상으로 하여 지지조건 및 

폭압의 크기(폭약량)에 따른 구조거동의 변화를 유한요소 해

석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여기서, 지지조건의 경우 지지

부재와 벽체 간의 하중분담 정도 및 방폭문과의 상호거동에 영

향이 크다고 판단되는 방폭문-벽체 간의 설치간격을 해석변수

로 하였다. 고무 가스켓의 설치 및 제작 오차로 인해 방폭문과 

벽체 간에는 일정 간격이 존재할 수밖에 없으나, 이로 인한 방

폭문의 구조거동 변화는 국내의 경우 해석 및 설계에 고려되지 

않고 있다. 또한, 폭압 크기를 변화시켜 각 경우에 있어서 방폭

문 및 지지부재의 거동 변화를 비교하였다. 방폭문 제원 및 유

한요소해석 모델의 적합성 검토를 위한 폭발시험 결과는 관련 

문헌(Kim et al., 2016)을 참고하였으며, 해석에 사용된 프로그

램은 충돌해석이나 폭발해석 등에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LS-DYNA(LSTC, 2017)이다.

2. 지지조건에 따른 구조거동 변화 관련연구

지지조건에 따른 방폭문의 구조거동 변화를 해석하기에 앞

서 관련 연구내용을 조사하였다. Liao(2017)는 해양구조물에 

설치되는 강재로 제작된 방폭 벽체를 단순히 엔드 플레이트

(end plate)로 본 구조물에 용접 연결한 것(‘traditional design’)

과 별도의 충격 흡수장치를 벽체의 끝단에 설치하여 연결한 것

(‘proposed design’)에 대해 비교를 하였다. 이에 따르면, Fig. 1

에서와 같이 약 1.5bar의 폭압이 작용할 때 충격 흡수장치를 사

용한 벽체에서 최대처짐이 약 47%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

났고, 영구처짐도 약 30% 수준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이와 같은 결과를 벽체의 단면설계에 반영한 바 있다.

Amadio와 Bedon(2014) 및 Wang 등(2018)은 방호 벽체에 

연성적인 연결부나 에너지 흡수가 가능한 지점을 설치함으로

써 구조물에 가해지는 폭발압을 감소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의하면, 지지구조가 소성거동을 함으로써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방호 벽체에 가해지는 충격하중은 감소하게 되어 손상 정

도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rgun과 Gökkaya(2016)은 서로 다른 경계조건을 갖는 겹침 

이음부 시편에 대해 충격시험을 하였다. 이음부 길이방향 테

두리를 고정단으로 한 경우와 자유단으로 한 시편에 대한 시험

결과에 따르면(폭 방향은 모두 고정), 고정단의 경우에서 짧은 

Fig. 1  Deflection reduction by shock absorber at the side of 

blast-resistant wall(Liao,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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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더 큰 충격하중이 계측되었고, 이로 인해 더 큰 손상이 

발생하였다. 지지조건이 충격하중을 받는 시편의 파괴거동에 

중요 변수라는 것이 결론으로 제시되어 있다.

Al-Rifaie과 Sumelka(2017)은 4변 단순지지, 2변 단순지지 

및 2변 자유단, 2변 고정단 및 2변 자유단, 4변 고정단과 같은 

경계조건에 따라 방폭문에 작용하는 반력을 비교하였다. 이에 

따르면, 단순지지된 경우에서 지점에 작용하는 충격하중의 크

기가 더 작고 이로 인해 방폭문의 폭발압에 대한 저항강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관련 연구들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보면 지지조

건에 따라 구조체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증가 또는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해 처짐응답 및 파괴거동 등이 변화함을 알 수 있

다. 그러나 구조체 둘레를 따라 연속된 선(line) 지지조건을 전

제로 하고 있고, 또한 하중조건에 따른 지지조건의 변화는 고

려되어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방폭문의 경우 

힌지 및 렛치와 같은 지지부재에 의한 포인트 지지와 벽체에 

의한 연속 지지가 복합되어 있고, 여기에 방폭문-벽체 간의 설

치간격(밀폐를 위한 고무 가스켓의 설치로 인한 간격 및 제작

오차를 고려한 간격) 크기가 변수로 작용하게 된다. 폭압의 크

기(폭약량)에 따라 방폭문의 처짐량이 변화하게 되고, 이로 인

해 방폭문이 벽체에 접촉되는 범위 및 지지조건에 변화가 발생

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복합적인 

지지조건에 따른 방폭문의 구조응답 및 파괴거동의 변화를 분

석해 보고자 하였다.

3. 유한요소해석 방법

3.1 해석 조건

해석 대상의 양개형 방폭문 구조시스템의 한쪽 방폭문 크기

는 mm 단위로 1,200(W)☓2,100(H)☓220(D)이며, 구조형상은 

Fig. 2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다. 방폭문의 주요 제원은 관

련 문헌(Kim et al., 2016)을 참고하였다. 방폭문 구조시스템의 

좌우 측단에 개폐 시의 회전을 위한 힌지(hinge)가 설치되어 

있고, 상하단에는 걸쇠 구조로서 밀폐를 돕는 렛치(latch)가 설

치된다. 후측의 벽체와 맞닿는 방폭문 테두리에는 고무 재질

의 가스켓이 설치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방폭문-벽체 간에는 

설치간격이 존재한다. 주요 부재의 재료강도는 외피 구조를 

이루는 강박스의 경우 항복강도 275MPa, 내부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50MPa이고, 배근된 철근의 항복강도는 500MPa

이다.

해석 변수는 방폭문의 지지조건 및 외부 하중으로 작용하는 

폭압의 크기(폭약량)이다. 여기서, 지지조건은 힌지/렛치와 같

은 지지부재 및 방폭문 후면의 벽체에 의해 형성되며, 방폭문-

벽체 간의 설치간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본 연구에서의 지

지조건 변수는 구체적으로는 설치간격을 의미한다.

힌지/렛치의 변형 및 소성화 정도, 폭압을 받은 방폭문이 벽

체와 충돌하면서 발생하는 충격력은 설치간격에 따라 비교적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지부재의 제원이나 강도 

등 기타 다른 조건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무수한 변수가 존재하

기 때문에, 대표적 예로서 충격력의 크기에 비교적 영향이 크

다고 예상되는 설치간격을 변수로 설정하였다. 이를 통해 지

지조건의 변화가 방폭문 구조의 응답 및 파괴정도에 어떠한 영

향이 있는가를 예로서 제시하는 기본적인 연구를 하였다. 또

한, 방폭문 및 지지부재의 구조적 거동은 기본적으로 폭압의 

크기에 따라 다르므로 이를 변수로 설정하였다. 

(a) Schematic diagram

(b) Installation example(Moon et al., 2019)

Fig. 2  Double-leaf blast-resistant door 

Table 1  Analysis variables

Type Value Symbol

Door-Wall 

Spacing

5mm

10mm

15mm

SP5

SP10

SP15

Blast Load

35.0kg*1(1.05MPa*2)

111.0kg(3.57MPa)

209.9kg(7.21MPa)

0.5deg*3

1.0deg

2.0deg

LC1

LC2

LC3

*1: TNT charge weight

*2: maximum blast pressure applied to the door center

*3: edge rotation in the reference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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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은 해석변수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설치간격(door- 

wall spacing)은 5mm, 10mm, 15mm로 설정하였다. 본 연구의 비

교 분석을 위한 기준 모델(reference model)은 15mm의 설치간

격을 갖는다. 또한, 방폭문에 작용하는 폭발압은 35.0kg, 111.0 

kg, 209.9kg의 TNT(trinitrotoluene)가 방폭문과의 이격거리 

6.0m에서 폭발할 때 발생하는 압력과 같다. 폭발조건은 지면 

근접 폭발(surface blast)이다. 여기서, TNT는 톨루엔에 질산과 

황산의 혼합물을 작용시켜 얻는 폭발성의 화학 물질로서 군수

용 및 파괴용 폭약으로 사용되고 있다.

방폭문 중앙부에서의 폭발압-시간 이력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폭약량의 크기에 따라 폭발압이 구조체에 도달하

는 시간은 다르나, 비교상 같은 원점을 기준으로 나타냈다. 구

조체에 입사하는 폭발압력은 Friedlander equation(Friedlander, 

1946)에 기초하여 CONWEP 프로그램(Hyde, 1988)에 적용되

어 있는 경험식을 사용해서도 구할 수 있다. LS-DYNA 프로그

램에서는 이 경험식을 Load_ Blast_Enhanced라고 하는 폭발

하중 모델에 도입하였다.

폭약량을 위에서와 같이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각 폭

약량이 발생시키는 폭압에 의해 기준 모델의 방폭문에는 0.5

도, 1.0도, 2.0도의 회전연성도(edge rotation, )가 발생하게 된

다. 여기서, 회전연성도는 식 (1)과 같이 정의되며(Xm 및 L은 

방폭문의 최대처짐 및 길이), 철근콘크리트가 주부재로 사용

된 방폭구조의 성능평가 및 방폭 등급을 분류하는 척도로 사용

된다. 예로서 전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경우 회전연성도가 

2.0도를 초과하면 콘크리트의 압축파괴 및 재료분리가 발생하

여 파괴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U.S. DoD, 2008; 

ASCE, 2011; PDC, 2008).

  tan




   (1)

3.2 유한요소모델

유한요소해석에 사용된 모델을 Fig. 4에 나타내었다. 방폭

문 내부의 콘크리트 슬래브 부재, 지지부재(힌지 및 렛치), 벽

체 등은 Solid 요소를 사용하였고, 외피구조를 이루는 강박스

는 Shell 요소, 철근은 1차원 선형 요소로 모델링하였다. 철근

과 콘크리트 간에는 서로 인접한 절점을 rigid link로 일체화 하

였다. 또한, 강박스와 슬래브 부재 간의 접촉면, 그리고 방폭문

과 벽체 프레임 간의 접촉면에는 Contact 조건을 부여하였다

(Shin et al., 2019a; 2019b).

경계조건으로서 벽체는 테두리를 따라 고정조건, 힌지는 3

방향 모두 벽체에 고정, 렛치는 x 및 z 방향을 고정하였다. 렛치

의 경우 걸쇠 구조 설계상 y방향은 구속되지 않는다. 

재료모델로서 콘크리트의 경우, Fig. 5 및 식 (2)~(4)에서와 

같이 주응력 공간에서의 3축 거동 모사와 항복(Yy), 최대압축

(Ym), 잔류응력(Yr) 등의 파괴포락선에 의해 응력상태를 판단

할 수 있는 Karagozian and Case 모델(K & C model)(Crawford 

et al., 2012)을 사용하였다. 이 모델은 해석프로그램으로 사용

한 LS-DYNA의 경우 CONCRETE_DAMAGE_REL3 모델에 

Fig. 3  Blast pressure for load case LC1/LC2/LC3

Fig. 4  FE model for double-leaf blast-resistant door

Fig. 5  Karagozian and Case concrete material model 

(Crawford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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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되어 있다(LSTC, 2017). K & C 모델은 폭발하중과 같이 

부재에 변형률 속도(strain rate)가 크게 증가하는 경우에 범용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여기서, 변형률 속도에 따른 재료강도 

변화는 동적증가계수에 의해 고려되며, Ross 등(1995) 및 

Malver과 Ross(1998)에 의해 제안된 계수를 입력값으로 사용

하였다(Shin et al., 2019a). 또한, 강재에 사용된 재료모델은 

PIECEWISE_LINEAR_PLASTICITY 모델(LSTC, 2017)을 사

용하였으며, 강재의 소성거동 및 변형률 속도에 따른 동적 경

화(재료강도 증가) 현상이 모사될 수 있다. LS-DYNA에서는 

정적 항복응력과 동적 경화계수의 곱으로 동적 항복응력을 구

하고 있는 Cowper-Symonds에 의해 제안된 식(Cowper and 

Symonds, 1957)을 사용하고 있다(Shin et al., 2019a). 강재의 

동적경화 현상 및 관련 상수값과 관련해서는 Choung 등(2011)

에 의한 연구를 참고하였다.

콘크리트 및 강재에 대한 감쇠비(damping ratio)는 5.0% 및 

2.0%로 가정하였다. 관련 연구마다 다소 차이는 보이고 있지만, 

조사된 문헌(Amiri and Yahyai, 2013; Kuda et al., 2015; Standards 

Australia, 2011)에 의하면 일반적인 응용분야에서 각각 5.0% 

및 2.0%의 감쇠비가 적용되고 있다. 또한, 폭압을 받는 콘크리

트 구조체의 해석에 대한 문헌을 검토해 보면, Kristensson과 

Carlsson(2012)의 경우 3.0%~5.0%의 감쇠비를 적용하고 있고, 

Andersson과 Karlsson(2012)은 RC 보의 해석과 관련하여 5.0%

의 감쇠비를 적용하고 있다. 또한, Rezaei(2011)에 의한 RC 보

의 고속 충격시험결과의 해석에서도 동일한 감쇠비를 적용

하고 있다.

   
  


 (2)

   
  


 (3)



  


 (4)

위와 같은 유한요소 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타 연

구의 폭발시험 결과(Kim et al., 2016)와 비교하였다. 방폭문 제

원은 3.1의 해석조건에서 설정한 기준모델의 제원과 같고, 폭

발조건은 이격거리 6.0m에서 125.0kg의 TNT를 지면에 근접

하여 폭발시킨 것이다. Table 2의 비교 결과에 따르면, 최대처

짐은 약 9%, 회전연성도(edge rotation)는 약 8% 정도 해석 결

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방폭구조 해석과 관련된 연구(Draganic and Varevac, 2018; 

Shin et al., 2019b)에 의하면, 온도 및 습도 조건 등에 의한 편차

로 인해 10% 내외 수준의 차이는 납득될 수 있는 오차로 판단

된다. 또한, 수치 해석적인 오류의 검토 방법으로 내부 에너지

(internal energy, strain energy와 같음)에 대한 모래시계 에너지

(hourglass energy, zero strain energy라고도 함) 비율을 검토해 

보면, 약 4.9%로서 수치적 오류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Zhang et al., 2012; Shin et al., 2019b). 이로 볼 때, 양개형 방폭

문에 대한 유한요소 모델이 구조거동 특성 파악 및 설계 변수

의 변화에 따른 비교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4. 해석 결과

4.1 방폭문 처짐 응답 비교 

방폭문 지지조건(이하 ‘설치간격’) 및 폭압의 변화에 따른 

전체적인 구조응답을 검토하기 위해 방폭문에 발생한 처짐-시

간 이력곡선을 Fig. 6에 비교하여 놓았다. 그래프에 나타낸 처

짐은 방폭문 중앙부의 최대처짐이 발생하는 위치에 대한 것이

다. 또한, Fig. 7에는 처짐 이력곡선 상의 최대처짐 및 영구처짐

을 비교하여 놓았다. 최대처짐이 발생하는 초기 부분의 응답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Fig. 6에는 100ms의 시간까지만 나타내

었고,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영구처짐은 Fig. 7(b)에 비교하여 

놓았다.

Fig. 6(a)의 하중조건 LC1에 대한 결과에 의하면, 설치간격

에 따른 최대처짐의 크기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Fig. 6(b) 및 (c)와 같이 폭압이 커질수록 설치간격이 좁은 

경우에서 최대처짐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폭압이 작

은 경우 방폭문-벽체 간의 설치간격에 비해 방폭문에 발생한 

처짐의 크기가 비교적 작다. 이로 인해 방폭문 테두리를 통한 

벽체로의 하중전달 및 이로 인한 상호거동의 영향이 없거나 상

대적으로 작아 Fig. 6(a)에서와 같은 거동을 나타낸다. 이에 비

해 폭압이 증가될 경우는 벽체와의 충돌에 의한 충격력이 증가

하게 되고 이로 인해 방폭문의 변형 및 파괴거동이 변화할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Bai 등(2017) 및 Zhu 등(2017)에 의하면 최대처짐 및 영구

처짐은 폭압의 최대크기 및 충격에 비례하여 변화하고, 또한, 

Cao 등(2014)에 의하면 콘크리트 구조체의 소성화 정도 및 파

Table 2  Comparison of test and FE analysis

Type Test
FE analysis

(reference model)

max. deflection
18.8mm

(1.00)

20.4mm

(1.09)

support rotation
1.03°

(1.00)

1.11°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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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수준은 영구처짐에 비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을 검

토해 보면 폭압이 증가함에 따라 최대처짐 및 영구처짐이 증가

하고 있다. 하중조건 LC1에서 LC3까지 폭압이 커짐에 따라 최

대처짐이 증가하는 것은 자명하나, 하중조건 LC2 및 특히, 

LC3의 경우 설치간격이 가장 작은 SP5의 최대처짐은 SP15 보

다 30% 더 크게 나타났다. 한편, 영구처짐을 검토해 보면 하중

조건 LC1의 경우 0.4mm 수준이고, 다른 하중조건에 비해 매

우 작은 것으로 보아 탄성거동이 더 지배적인 것으로 판단된

다. 이에 비해 하중조건 LC3에서는 영구처짐이 매우 크게 증

가하여 상당한 소성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하

중조건 LC3에서 SP5와 SP15에서 발생한 영구처짐의 상대적

인 크기를 비교해 보면 SP5의 경우가 약 48%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이 설치간격이 좁을수록 최대처짐 및 영구처

짐이 더 크게 발생하였기 때문에 방폭문의 소성화 정도 및 파

괴수준에 하나의 주요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에 대한 원인은 4.2장 및 4.3장에서 더 구체적으로 분석

하였다.

4.2 충격력 및 지지부재 변형에너지 

설치간격 및 하중조건의 변화가 구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알아보고자 한다. Fig. 8은 방폭문에 발생한 반력

(reaction force)과 방폭문 중앙부의 처짐 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반력은 지지부재 및 벽체에 발생한 반력의 총합이다. 

LC1의 경우 거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으며, LC2에서는 

설치간격이 가장 좁은 SP5가 다른 경우보다 더 큰 반력을 나타

내고 있다. 특히, 폭압이 가장 큰 LC3의 경우 설치간격 별로 반

력-처짐 거동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SP5의 경우, 초기에 반

력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최대크기는 SP15에 비해 2.6배

이다. 원인은 방폭문이 벽체에 충돌할 때 발생하는 충격력이 

설치간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Fig. 9와 같이 힌지/렛치에 

발생한 반력과 벽체에 발생한 반력을 분리해 비교하면, SP5의 

(a) Load case 1(LC1, TNT 35.0kg)

(b) Load case 2(LC2, TNT 111.0kg)

(c) Load case 3(LC3, TNT 209.9kg)

Fig. 6  Deflection-time hysteresis according to door-wall 

spacing(SP) and load case(LC)

(a) Maximum deflection

(b) Permanent deflection

Fig. 7  Maximum and permanent deflection according to door-wall 

spacing(SP) and load case(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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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벽체 최대반력이 지지부재의 최대반력에 비해 3.5배 정

도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비해 SP15의 경우 방폭문에 작용

한 대부분의 폭압을 힌지/렛치의 지지부재가 분담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최대반력의 크기는 벽체가 부담하는 반력에 비해 

약 10배 더 크다. 이는 SP5와는 매우 대조적으로 약 20mm의 처

짐이 발생했을 때에 비로소 방폭문과 벽체가 서로 접촉하게 되

어 그 이전까지는 힌지 및 렛치에 의해 폭압이 지지되기 때문

이다.

구조거동이 가장 크게 대별되는 하중조건 LC3의 SP5 및 

SP15의 경우에 대해 힌지 및 렛치에 발생한 변형에너지(strain 

energy)를 비교해 보면 Fig. 10과 같다. SP15의 경우가 SP5에 비

해 약 10배 정도 더 큰 변형에너지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s. 8~10에 나타난 결과를 종합해 보면 설치간격이 15mm

인 SP15의 경우 대부분의 폭압을 힌지 및 렛치로 지지하게 되

는데, SP5에 비해 상대적으로 연성적인 지지조건을 형성함으

로써 비교적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고, 이로 인해 

폭압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력을 큰 폭으로 감소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간단한 예를 들어 연성의 스프링이 지점으

로 설치된 유리판과 강체의 지점이 설치된 유리판에 동일 중량

물을 낙하시킬 때 스프링이 설치된 유리판에 더 작은 충격력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 할 수 있다.

4.3 부재별 응력 및 파괴거동 특성 

대표적인 예로서 파괴양상이 비교적 가장 뚜렷하게 대별되

는 하중조건 LC3의 SP5와 SP15에 대해서 방폭문에 발생한 응

력을 비교하였다. Fig. 11, Fig. 12는 오른편 방폭문의 슬래브에 

발생한 최대전단응력(maximum shear stress of tresca shear 

failure criterion) 및 주응력 σp3(minimum principal stress; σp1 > 

σp2 > σp3, 압축응력(-)부호)의 분포도(stress contour)를 나타낸 

것이다. 

Fig. 11(a)에 나타낸 SP5에 대한 전단응력 분포도는 t = 4.1 

ms에서 충격력이 가장 크게 증가했을 때에 해당하는 것이다

(a) Load case 1(LC1, TNT 35.0kg)

(b) Load case 2(LC2, TNT 111.0kg)

(c) Load case 3(LC3, TNT 209.9kg)

Fig. 8  Reaction force - deflection curves

Fig. 9  Reaction force in hinge/latch and wall(LC3)

Fig. 10  Strain energy absorbed by hinge and latch(LC3)



지지조건 변화에 따른 양개형 방폭문의 구조거동 유한요소해석

346 한국전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33권 제5호(2020.10)

(Fig. 8(c)에서 충격력이 가장 크게 증가한 시점에 해당). 슬래

브 하단과 특히 우측단 전반에 걸쳐 응력이 집중되고 있고, 여

기에 발생한 전단응력은 평균 약 9.1MPa이다. 슬래브 상단측

에 비교적 낮은 응력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 것은 폭발조건 

및 분포도의 해당 시점에 기인한 것이다. 폭약이 지면에 근접

하여 폭발하는 조건(surface blast)에서는 폭발압이 슬래브 하

단측에서 상단측으로 전파되는데 Fig. 11(a)의 전단응력 분포

도는 이러한 과정 내에서 전단응력이 최대일때의 응력분포

에 해당한다(4.1ms 이후 슬래브 상단측에도 응력 집중 발생). 

Yang과 Chung(2001)에 의하면 압축강도 54MPa의 본 연구와 

유사한 압축강도를 갖는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5.1~8.2MPa

이다. 이에 따르면 응력이 집중된 부분에서 전단파괴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휨압축에 의한 응력분포의 경우 Fig. 

12(a)에 나타낸 바와 같이 중앙부의 비교적 좁은 범위에 국한되

고 상대적으로 다소 낮은 응력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SP15의 경우 Fig. 11(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지

부재가 있는 위치를 중심으로 전단응력이 집중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SP15의 경우 방폭문과 벽체 간 충격력이 작고 대

부분 지지부재에 의해 지지되기 때문이다. 여기서의 전단응력 

분포도는 t = 7.2ms의 시점에서 전단응력이 최대일 때의 응력

분포를 나타낸 것인데, 슬래브 중앙부에 휨압축이 최대로 작

용하는 시점과 거의 같은 때에 최대값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로 볼 때, Fig. 11(b) SP15의 전단응력 분포는 SP5와 같

이 급격한 충격력의 작용 보다는 슬래브의 휨변형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지점 반력에 의해 나타난 응력집중으로 판단된다. 

Fig. 12(b)의 휨압축에 의한 응력분포를 보면, 우측 벽체에 의

해 일부분 지지되긴 했으나, 대부분이 힌지 및 렛치에 의해 지

지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또한, SP5에 비해 슬래

브 폭 방향으로 더 넓은 범위에 걸쳐 더 높은 응력이 집중되고 

있다.

방폭문 외피구조를 형성하는 강판(steel plate)의 경우를 비

교해 보면 SP5의 경우 슬래브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시점(t = 

4.1ms)에서 하단부 및 우측단부 둘레를 따라 항복응력이 발생

하였고, 이후 중앙부를 중심으로 항복응력에 도달하였다. 이

에 비해 SP15의 경우 지지부재가 위치한 곳을 중심으로 응력

이 집중되다가 이후 중앙부에서 폭방향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항복응력에 도달하였다. 이와 같이 SP5 및 SP15 두 경우 모두

에서 강판의 항복응력이 발생하는 시점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전단파괴 및 휨파괴가 발생하는 시점과 크게 다르지 않았으며, 

항복응력의 분포 범위도 콘크리트 슬래브에 전단 또는 휨에 의

해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과 전체적으로 일치하고 있다.

철근에 발생한 응력을 비교해 보면, SP5의 세로방향 철근의 

경우 슬래브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시점 전후로 급격히 증가

하여 5.5ms에서 최대 530MPa까지 도달하였다. 가로방향 철근

의 경우 슬래브에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급격히 증가

하는 것은 유사하나, 4.3ms에서 최대 290MPa까지 증가하였

다. 이에 비해, SP15의 세로방향 철근의 경우 6.5ms에서 최대 

550MPa의 응력이 발생하였고, 가로방향 철근의 경우 5.5ms에

서 최대 200MPa의 응력이 발생하였다. SP5 및 SP15의 철근 응

력을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SP5의 경우 슬래브에 전단파괴

가 발생하는 시점에서 응력이 크게 증가한 것이 차이점이며, 

SP15의 경우는 슬래브 휨파괴와 연관되어 최대응력이 발생한 

것이 SP5의 경우와 구분되는 점이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SP5와 SP15에 대한 응력 비교에서 

비교적 크게 대별되는 부분은 슬래브 우측단에서의 전단응력 

분포와 슬래브 중앙부의 휨압축에 의한 응력 분포, 그리고 그

러한 분포가 나타나는 시점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우측

단에서의 전단변형률(εzx)과 슬래브 중앙부에서의 휨압축에 

의한 변형률(εyy)의 관계를 비교함으로써 방폭문 슬래브의 변

형 및 파괴거동 특성을 간접적으로 알아보고자 나타낸 것이다. 

(a) SP5(t = 4.1ms) (b) SP15(t = 7.2ms)

Fig. 11  Maximum shear stress contour

(a) SP5(t = 6.5ms) (b) SP15(t = 7.7ms)

Fig. 12  Minimum principal stress conto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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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르면 SP5의 경우는 휨변형률이 2.2‰(압축파괴 변

형률)에 도달하기 이전에 이미 3.0%에 가까운 전단변형률이 

발생하고, 최종적으로 약 4.2%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onrath 등(1999) 및 Huang 등(2010)은 폭압을 받는 철근콘크

리트 구조체의 전단파괴에 대한 손상수준을 전단변형률의 

크기에 따라 정하고 있다; 단면의 평균 전단변형률이 1.0%, 

2.0%, 3.0%일 때를 각각 가벼운 손상(light damage), 중간 정도

의 손상(moderate damage), 심각한 손상(severe damage)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SP5의 경우에는 휨강도가 다 발

현되어 휨파괴에 이르기 전에 심각한 손상수준에 상당하는 전

단파괴가 선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SP15의 경우 슬래

브 우측단에 0.23%의 상대적으로 작은 전단변형만이 발생한 

상태에서 휨압축 변형률이 2.2‰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취성적인 전단거동 보다 휨거동이 상대적으로 더 지배적

으로 나타났다.

4.4 전체적 분석 결과 

처짐 응답, 반력 및 응력에 대한 비교 결과를 전체적으로 고

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하중조건 LC1과 같이 폭압이 작아서 

방폭문에 발생한 처짐이 크지 않은 경우, 외부하중은 힌지 및 

렛치에 의해 주로 지지되고, 방폭문 테두리를 통한 벽체로의 

하중전달 및 이로 인한 상호거동의 영향이 없거나 상대적으로 

매우 작다. 방폭문-벽체 간의 설치간격이 변화하더라도 지지

조건의 변화가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구조거동에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하중조건 LC2, 특히 LC3와 같이 폭압이 크게 증

가될 경우는 설치간격에 따른 방폭문의 처짐, 반력 및 응력에 

큰 차이가 발생하였다. 설치간격에 따라 벽체와의 충돌에 의

한 충격력이 변화하고 이로 인해 방폭문의 변형 및 파괴거동에 

차이가 발생하였다. 차이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난 하중조건 

LC3에서의 SP5와 SP15의 경우를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 

방폭문-벽체 간의 설치간격이 5mm인 SP5의 경우에는 비교적 

초기에 상대적으로 매우 큰 충격력이 작용함으로써 콘크리트 

슬래브의 둘레 전반에 걸쳐 전단파괴가 발생하였다. 이후에는 

SP15에 비해서 큰 하중저항 없이 처짐이 증가하면서 파괴상태

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비해 SP15의 경우 힌지 및 렛

치의 변형(충격 흡수)으로 인해 방폭문에 가해지는 충격력이 

크게 감소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단파괴 및 강성저하가 비교

적 작았고 SP5에 비해서 더 큰 휨강도가 발현될 수 있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앞서 처짐응답 비교에서 분석한 

내용과 연관시켜 보면 SP15의 경우 폭압에 의한 전단파괴 정

도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고, 이로 인해 SP5에 비해서 최대 

처짐량은 약 77% 수준이며, 영구처짐 또한 약 67% 수준으로

서 더 작게 나타났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와 같은 방폭문 구조시스템의 경우 방폭문과 그 

후면의 벽체 사이에는 폭발압과 화염의 내부 침투에 대비하여 

고무 재질의 가스켓이 설치되고 있고, 또한 제작오차를 감안

하여 일정의 설치간격이 존재하게 된다. 다른 형식의 방폭 구

조체에 대한 선행 연구에 의하면 지지조건의 변화가 방폭문의 

구조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구에

서와 같이 포인트 및 선 지지가 복합된 방폭문 구조시스템에서 

설치간격에 대한 제약조건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4.4장에 요약한 바와 같이, 힌지/렛치와 같은 지지부재가 동

일한 개수로 설치되더라도 설치간격에 차이가 있다면, 폭압 

크기 및 방폭문의 처짐거동에 의해 지지조건에 변화가 발생한

다. 설치간격이 크고 작음에 따라 방폭문과 벽체 간에 발생하

는 충격력에 차이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방폭문의 최대 및 영

구 처짐 등과 같은 처짐응답과 휨전단 파괴거동에 영향을 미친

다. 별도로 전단철근이 배근되지 않는 슬래브 부재로 방폭문

이 제작되고(회전연성도 2도 이하의 성능목표에 대해 전단설

계 미고려), 벽체와 10mm 미만의 간격으로 설치된다면, 방폭문

의 슬래브는 전단파괴에 취약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10mm 

이상, 적절하게는 15mm 내외 수준의 간격으로 설치하는 것이 

더 적합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간격 및 폭발압과 같이 기본적인 조건의 

변화에 한해서 비교 해석을 하였다. 포인트 및 선 지지가 복합

된 구조시스템에서 지지조건의 변화가 방폭성능에 영향을 주

는 주요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을 하나의 예로써 밝히고자 하

였다. 향후, 지지부재의 재원 및 강도 변화, 방폭문 슬래브 부재

의 강도 및 전단설계 여부에 따른 구조거동의 변화에 대해 실

Fig. 13  Flexural and shear strain relationsh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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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 및 해석적 추가 연구가 필요하며, 좀 더 일반화된 결과의 

유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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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외피 구조로서의 강박스와 내부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되는 양개형 방폭문은 방호 및 대피 구조물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구

조체이다. 방폭문과 그 후면의 벽체 사이에는 일정의 설치 간격이 존재하게 되는데, 이로 인한 지지조건 및 구조거동의 변화는 방폭 해

석 및 설계에 적절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 간격에 의한 지지조건 및 폭압의 변화에 따른 방폭문의 구조응답 및 파

괴거동을 유한요소 해석방법으로 비교·분석하였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설치 간격 및 폭압의 변화는 방폭문의 최대 처짐 및 영구 처

짐과 같은 처짐 거동에 영향을 미치며, 설치 간격이 크고 작음에 따라 방폭문과 벽체의 충돌 접촉 정도 및 이에 의한 충격력이 크게 변

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방폭문에 작용하는 이와 같은 충격력의 변화는 슬래브의 전단파괴와 같은 파괴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설치간격 10mm 미만의 방폭문은 전단파괴에 취약해지고, 15mm 내외 수준인 경우가 휨성능 발현에 비교

적 더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설치 간격 및 폭압과 같이 기본적인 조건의 변화에 한해서 비교 해석을 하였다. 향후, 부

재 재원 및 강도변화, 전단설계 여부 등 다양한 변수에 따른 구조거동 변화에 대해 실험적 및 해석적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방폭문, 경계조건, 충격력, 전단파괴, 유한요소해석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