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599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6, No. 5, pp. 599~606, October, 2014
http://dx.doi.org/10.4334/JKCI.2014.26.5.599

응용 요소법을 이용한 초고층 건물의 축소 모델링 연쇄붕괴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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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uced Degree of Freedom Modeling for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Tall Buildings using Applied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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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progressive collapse of tall buildings can cause enormous damage, it should be considered during the design 
phase of tall buildings. The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tall buildings using finite element methods is almost impossible due to 
the vast amount of computing time. In this paper, applied element method was evaluated as an alternative to the finite element 
method. Reduced DOFs modeling technique was proposed to enable the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tall buildings. The reduced 
DOFs model include only the part which is subjected to direct damage from blast load and the structural properties such as mass, 
transferred load and stiffness of excluded parts are accumulated into the top story of the reduced DOFs model. The proposed 
modeling technique was applied to the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using three collapse scenarios. The 
reduced DOFs model showed similar collapse behavior to the whole model while the computing time was reduced by 30%. The 
proposed modeling technique can be utilized in the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tall buildings due to abnormal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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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들어 초고층건물이 많이 건설되었고 계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며, 이와 함께 초고층건물의 구조적인 안

정성을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시되고 있다. 특히, 가스 

폭발이나 충격하중 또는 폭발하중 등의 비정상 하중으로 

인한 주요 구조부재의 국부적인 손상이 구조물 전체의 

파괴로 이어지는 연쇄붕괴 방지에 한 설계의 필요성이 

증 되고 있다. 연쇄붕괴가 일어나게 되면, 건물 전체에 

걸쳐서 큰 피해가 생기고 이로 인해 인명 및 시설물 등 

큰 손실이 발생한다.1)

연쇄붕괴와 관련된 연구는 1968년 런던에서 발생한 Ronan 
Point 아파트의 붕괴를 기점으로 시작되어, 1998년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의 차량 폭탄 테러와 2001년 

미국 세계 무역센터의 테러사건 등 여러 연쇄붕괴 사건

이 발생하면서 국내외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많은 불확실성과 해석 능력의 한계로 연쇄붕괴를 해석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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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예측하는 데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많다. 
폭발에 의한 구조물의 연쇄붕괴 해석에는 주로 유한 요

소법을 이용한 비선형 동적 해석이 적용되어 왔다. 하지

만 이 방법은 해석 모델의 규모가 커짐에 따라 해석 시간

이 크게 증가하거나 해석이 불가능해지는 단점이 있다. 
특히 최근의 초고층건물은 규모가 매우 크기 때문에 유

한 요소법을 이용한 연쇄붕괴 해석은 실무적으로 사용하

기가 단히 어렵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경우, 콘크리

트와 철근의 재료 모델 설정 등에 있어서 많은 기술적인 

어려움이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 요소법을 이용한 초고층건물의 연쇄붕괴 해석 기법

을 소개하고, 효율적인 연쇄붕괴 해석을 위한 모델링 기

법을 제안한다. 응용 요소법2)(Applied element method)은 

요소 자체가 변형을 표현하는 유한 요소법(Finite element 
method)과는 달리, 요소와 요소사이를 연결하는 스프링

으로써 변형을 표현한다. 또한, 변형이 발생한 스프링

을 분리시킴으로써 구조물의 파괴 및 파괴 이후의 거동

을 비교적 간단하게 해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러

한 장점을 활용하여 폭발하중을 받는 초고층 건물의 연

쇄붕괴 해석에 응용 요소법을 적용하였다. 일정 규모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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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 modeling in applied element method

Fig. 2 Axial stress-strain relation of concrete

Fig. 3 Axial stress-strain relation of reinforcement

Fig. 4 Destructed building in Oklahoma due to bomb terrorism

상의 초고층건물일 경우 응용 요소법을 이용하더라도 모

델링 및 해석에 어려움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
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자 본 논문에서는 초고층건물의 

축소 모델링 기법을 제안하였고, 응용 요소법을 기반으로 
한 해석 프로그램인 ELS (Extreme Loading for structure)2)

를 이용하여 그 타당성을 확인하였다.
ELS 프로그램을 이용한 연쇄붕괴 해석의 유효성은 참

고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고,14) 또한 본 연구에서 실제 

차량 폭탄 테러로 인해 연쇄붕괴가 일어난 미국 오클라

호마 연방 정부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을 수행하여 실제 

피해 규모와 비교하였다. 마지막으로 20층 규모의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전체 모델과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축

소 모델을 세 가지 시나리오에 해 해석한 후, 결과를 

비교하여 축소 모델 기법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응용 요소법을 이용한 폭발에 의한 연쇄붕괴 해석은 

많은 연구를 통해서 입증되어 있지만 모델의 규모가 커

지면 해석적 한계에 부딪힌다. 본 논문은 축소 모델 기법

을 제시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2. 응용 요소법(Applied Element Method, AEM) 
이론 및 적용

2.1 개요

본 연구에서 사용한 ELS 프로그램은 응용 요소법을 기

반으로 만들어진 구조 해석 프로그램으로, 건축 토목 구

조물의 비선형 거동을 해석하기 위해 개발되었다. 응용 

요소법은 구조물의 선형 해석에도 적용 가능하지만 폭발

에 의한 구조물의 거동 해석과 같은 비선형 동적 해석에 

특히 유용한 해석 프로그램이다.
Fig. 1과 같이 응용 요소법은 해석 상을 작은 요소로 

모델링하고, 요소는 각 요소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접촉

점에서 한 개의 수직 스프링과 두 개의 전단 스프링으로 

연결된다. 각 요소를 연결하는 스프링은 요소 사이의 응

력, 변형률과 연결 상태를 나타낸다. 요소의 표면에 연결

된 3개의 스프링은 매트릭스 형태로 표현되고, 이 스프링

은 재료에 따라 특성 값이 결정되며 매트릭스의 크기는 

최  5×5까지 사용자가 지정할 수 있다. 철근을 나타내

는 스프링의 경우는 1×1 형태의 매트릭스로 표현되며, 
철근의 재료 특성, 위치 및 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일반

적인 매트릭스 스프링과 마찬가지로 요소의 경계에서 한 

개의 수직 스프링과 두 개의 전단 스프링을 포함한다.2)15)

2.2 구성 모델 및 파괴조건

ELS에서는 콘크리트의 초기 탄성계수, 내부 손상, 압

축 소성 변형 등을 Fig. 2의 축응력-축변형률 관계를 이

용하여 표현한다. 철근의 경우는 Ristic et al. (1986)이 제

안한 모델이 사용된다. 철근의 강성은 Fig. 3의 철근의 이

력 곡선을 통하여 계산되는데, 이 곡선은 철근의 물성치, 
하중의 재하 상태 그리고 바우슁거 효과를 고려한 것이다.

2.3 ELS를 이용한 연쇄붕괴 해석의 유효성 확인

ELS에서 폭발에 의한 연쇄붕괴 해석의 타당성을 확인

하기 위해 Fig. 4의 실제 차량 폭탄 테러로 연쇄붕괴가 일

어났던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의 해석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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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pplied load and properties of concrete and reinforcement

Project Element Load(psf)
Roof 20

Office Areas 50
Core Spaces 150

Concrete

Compression Strength 35 MPa
Tension Strength 3.5 MPa
Shear Strength 6.3 MPa
Poisson's Ratio 0.17

reinforcement
Elastic Modulus 209 Gpa
Yield Strength 500 MPa
Poisson's Ratio 0.28

        

a) 0.2 s b) 1.0 s

        

c) 3.0 s d) 10.0 s

Fig. 5 Progressive collapse analysis of Murrah Federal Building

였다.
ASCE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의 보고서3)

를 참조하여 각 주요 부재의 치수와, 층별 하중 그리고 

재료 물성값를 Table 1과 같이 정하였다. 나머지 부재는

1.5%의 철근비로 가정하였으며, 폭발물의 양은 약 1750 kg
으로 위 보고서에 제시된 위치에서 폭발시켰다.

3단계로 구성되는 해석단계에서 정적해석을 1단계에

서 수행하고, 2단계에서 폭발해석을 수행한다. 폭발해석 

단계의 해석 시간 간격은 폭발압력파의 도달시간보다 작

은 값으로 지정하였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폭발해석 단

계의 일부 부재 손상으로 인한 연쇄붕괴를 해석하였다.
ELS 프로그램을 통하여 오클라호마 연방정부의 차량 

폭탄테러와 비슷한 상황의 연쇄붕괴 해석을 수행한 결과

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건물은 폭발에 의하여 폭발물 

전면의 기둥과 전이보가 파괴되면서 체하중경로를 갖

지 못하고 연쇄붕괴가 발생하였다. 초기에는 파괴된 기

둥을 중심으로 천천히 붕괴되다가 전이보에 연결된 부재

가 전이보와 함께 파괴되며, 10초 정도의 해석이 진행된 

후에, 실제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과 비슷한 붕괴 양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7)

재료의 특성과 부재의 크기 및 내부 벽체의 역할 등의 

면에서 실제 건물과 해석 모델은 서로 동일하지 않기 때

문에 붕괴 범위나 형태가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다. 하
지만 전체적인 붕괴 양상과 범위가 서로 유사한 것으로 

보아 고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의 폭발에 의한 연쇄붕괴 

해석에 응용 요소법을 기반으로 한 ELS 프로그램을 적용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규모 축소 모델링 기준

응용 요소법을 이용한 비선형 동적 해석 프로그램이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해석에 비해 해석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초고층 건물의 경우 여전히 요소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모델링 및 폭발에 의한 연쇄붕괴 

해석에 큰 어려움이 있다. 이를 해결하고자 규모 축소 모

델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초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

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연쇄붕괴 발생 여부를 알아보고

자 하는 것이며 이를 알아보기 위한 해석에서 초고층 건

물 전체가 포함될 필요는 없다. 연쇄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부분만 해석모델에 포함하고 제외되는 부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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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Pressure-time curve of blast wave

동일한 질량과 강성을 갖도록 하나의 층으로 모델링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축소된 부분의 질량은 최상층 기둥

에 작용하는 집중 질량으로 치환하였고 축소된 부분의 

연쇄붕괴 저항 능력은 최상층 보의 탄성계수를 증가시킴

으로써 나타내었다. 규모 축소 모델링에서 먼저 고려해

야 할 사항은 축소할 부분의 범위이다. 폭발하중은 폭발 

지점으로부터의 거리가 증가할수록 거리의 3승에 반비례

하여 감소하는 특성을 고려하여 부재에 구조적 피해를 

주지 않을 정도의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은 모델링에서 

제외하였다. 반면에 축소된 모델에서 연쇄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범위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연쇄붕괴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그 범

위를 결정하였다. 

3.1 폭발압력의 특성

폭발하중은 고압의 가스와 함께 생성되는 폭발 압력

파, 고온의 열, 구조물의 잔해에 의한 파편 등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데, 이 중에서도 폭발 압력파가 구조물에 가

장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원인이라고 할 수 있다.
Fig. 6은 폭발에 의해 구조물에 작용하는 압력의 시간

에 따른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시간에 따른 압력 하중 

곡선은 정압력과 부압력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폭
발 하중을 산정할 때에는 정압력만 고려한다.12,13)

폭발이 일어났을 때 초기 충격파와 반사파 그리고 마

하전단이 겹쳐지는 3중점의 위치가 구조물의 높이보다 

낮게 되면 구조물은 높이에 따라 압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은 폭발하중 압력은 TNT의 폭발에 의한 최  폭발압

력()으로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여기서,  

  로 주어지는 축척 거리이며 은 폭발 

원점에서 측정점까지 거리 , 는 폭발물의 무게()
이다.

이와 같은 최  폭발압력이 구조물과 같이 견고한 표

면에 부딪히게 되면 그 표면에서 반사압력()이 발생하

며, 이는 최  입사압력()과 입사각( :반사표면과 충

격전단면이 이루는 각)의 함수로 TM5-1300에서 제시하

고 있는 반사압력계수를 구하여 결정할 수 있다.9,11)

3.2 축소 모델링 규모 산정

폭발물의 크기와 폭발 원점에서 측정점까지 거리를 알

면 최  폭발압력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서, FEMA4528)

에 의하면 축척 거리 Z값이 1보다 작을 때 콘크리트 기

둥의 파괴가 발생할 정도의 압력이 된다고 한다. 폭발 원

점에서 각 층의 부재에 작용하는 폭발 압력을 계산하고 

콘크리트의 파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를 정한다. 
오차를 고려해서 계산된 범위에서 1~2개 층을 추가 모델

링하여 축소 모델링의 규모를 산정한다. 

3.3 GSA 가이드라인

연쇄붕괴를 평가하는 방법은 미국 국방성에서 발표한 

DOD (Department of Defense)4) 기준과 미국 GSA (The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5)에서 발표한 “연방건물의 

신축과 개축을 위한 연쇄붕괴 해석과 설계 지침”이 있다. 
GSA 가이드라인은 폭발이나 비정상 하중으로 인하여 기

둥 부재가 파괴되었을 때, 부담하던 하중을 인접한 다른 

부재들을 통하여 지반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GSA 가이드라인에서 연쇄붕괴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

한 절차는 먼저 장변의 중앙 기둥, 단변의 중앙 기둥, 모
서리 기둥이 제거되는 세 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는 것이

다. 폭발 시의 동적효과를 고려하여 하중은 2 (DL+0.25LL)
의 조합을 적용한다. 그 후 각각의 붕괴 시나리오에 하

여 선형 탄성 해석을 수행하여 각 부재의 압축력, 전단

력, 휨모멘트 등을 결정하고, 이를 부재의 요구량이라 정

의한다. 요구량을 부재의 예상되는 극한강도인 능력량으

로 나누어 DCR (Demand Capacity Ratio)을 계산한다. 구
조물이 정형일 때는 DCR 값이 2.0 이하, 비정형 일 때는 

1.5이하일 때 부재가 안전하다고 판정한다. 만약 DCR이 

기준을 넘으면 부재가 파괴된다고 가정하고, 파괴되는 

영역이 기둥과 직접 연결된 부재로 한정되지 않고 넓어

진다면 연쇄붕괴가 일어난다고 판단한다.10)

3.4 연쇄붕괴의 판단

본 연구에서 제시한 초고층 건축물의 규모 축소 모델

링을 적용한 해석을 수행할 때, 축소된 모델에 하여 GSA 
가이드라인에 따른 연쇄붕괴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만약 

축소된 모델에서 연쇄붕괴가 일어난다는 결과가 나온다면, 
실제 모델 또한 연쇄붕괴가 일어난다고 판단할 수 있다.

GSA 가이드라인에서는 기둥 하나를 제거하는 시나리

오를 사용하였지만, 실제 폭발 해석에서는 하나의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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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ull model (b) Reduced DOFs model

Fig. 7 Comparison between full model and reduced DOFs 
model

Table 2 Blast Pressure as distance from center of detonation 
changes

Floor Distance R (m) Scaled Distance
1 1.00 0.083
2 4.12 0.342
3 8.06 0.669
4 12.04 0.999
5 16.03 1.330

뿐만 아니라 주변 부재에도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

러한 사항을 연쇄붕괴 판단에 고려해야할 것이다.

4. 규모 축소 연쇄붕괴 해석의 검증

4.1 해석 모델의 설정

제안한 규모 축소 모델링 방법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ELS를 이용하여 Fig. 7(a)에 나타낸 20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을 수행하였다. 
해석 모델은 단변과 장변에 각각 6 m의 세 개의 경간과 

8 m의 네 개의 경간을 가진 층고 4 m의 20층 규모의 철

근 콘크리트 고층 건물이다. 
구조 부재의 치수, 재료 물성, 철근비, 하중조건 등은 

UFC6)에서 제공하는 예제를 참고하였다. 폭발물은 단변

의 가운데 기둥 전면에서 1 m 떨어져 위치해 있고, 크기

는 1750 kg이다.
모델의 축소 규모는 Table 2와 같이 각 층에서의 축척 

거리를 계산하여, 3장에서의 기준을 참고하여 정하였다. 
Table 2에서 4층까지의 축척 거리가 콘크리트 파괴 기준

인 1이하이기 때문에, 오차를 고려한 여분의 1개 층을 추

가 모델링하여 총 5개 층으로 규모를 축소하였다. 

제외되는 부분의 질량은 최상층 기둥상부에 작용하는 

집중질량으로 치환하였다. 제외되는 부분의 연쇄붕괴 저

항 성능을 나타내는 보의 강성은 제외되는 부분의 보의 

개수에 비례하여 규모 축소 모델의 최상층 보의 탄성계

수를 증가시킴으로써 해석에 반영하였다. 제외되는 부분

의 하부 기둥에 의해 전달되는 수직방향 정적하중은 선

형정적 해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제외되는 부분의 기둥

에 작용하는 내력을 해석하고 이를 규모 축소 모델의 최

상층 기둥에 집중하중으로 작용시켰다. 집중하중의 작용

은 연쇄붕괴 해석의 첫번째 단계인 정적해석단계에서 이

루어진다. 제외되는 부분의 질량과 보의 강성 그리고 기

둥의 내력이 규모 축소 모델의 최상층 기둥과 보를 통하

여 해석에 반영되는 것이다. 
Fig. 7(b)는 규모 축소된 해석 모델을 보여 주는 것으로 

최상층을 제외한 5개 층은 Fig. 7(a)의 그것과 동일하다. 
하지만 슬래브가 없는 최상층 기둥은 제외되는 부분의 

질량과 하중 전달을 나타내기 위한 것이며 보는 제외되

는 부분의 연쇄붕괴 저항 성능을 나타내는 부분이다. 즉 

축소되기 전의 질량과 기둥 내력 그리고 연쇄붕괴에 저

항하는 강성을 일치시킴으로써 축소된 모델에서의 연쇄

붕괴 거동이 축소되지 않은 모델의 거동과 동일하도록 

모델링한 것이다. 

4.2 연쇄붕괴 시나리오

본 논문에서 제시한 초고층 건축물의 축소 규모 해석 

방안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세 가지 붕괴 시나리오

를 설정하였다. 세 가지 시나리오 모두 전체를 모델링하

여 해석한 결과와 규모를 축소하여 해석한 결과를 시간

에 따른 붕괴 규모와 양상을 비교하였다.
첫 번째 붕괴 시나리오는 폭파로 인해 건물 전체가 파

괴되는 것이다. 단변의 중앙 기둥이 파괴된 후 전면부터 

붕괴가 시작되다가 뒷부분까지 파괴영역이 넓어지면서 

건물 전체에 걸친 연쇄붕괴가 일어나는 시나리오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는 1968년 영국의 Ronan Point 아파

트에서 한 세 에서 일어난 가스 폭발이 전 층의 붕괴로 

이어진 사건과 같은 국부 연쇄붕괴이다. Ronan Point 아

파트는 PC 구조의 건물로 가스 폭발이 일어나면서 연결 

부위가 파괴되고, 그 부분을 중심으로 연쇄붕괴가 일어

난 것이다. 이 시나리오를 수행하기 위해서 1열과 2열 사

이의 보 연결부를 PC 구조의 접합부라고 생각하고, 이 

부분의 강성을 70%로 낮추었다. 
마지막 시나리오는 코어 월을 가진 구조물의 해석이

다. 다른 조건들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동일하게 적용하

여 초반에 붕괴 양상은 첫 번째 시나리오와 비슷하지만 

코어 월이 파괴영역이 전체로 퍼지는 것을 막아주어 전

체의 파괴가 아닌 두 번째 시나리오와 비슷한 붕괴 양상

의 결과가 예측되는 시나리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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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sec (b) 1.0 sec (c) 3.0 sec

Fig. 8 Full model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a) 0.3 sec (b) 1.0 sec (c) 3.0 sec

Fig. 9 Reduced DOFs model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a) 0.3 sec (b) 1.0 sec (c) 10.0 sec

Fig. 10 Full model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a) 0.3 sec (b) 1.0 sec (c) 10.0 sec

Fig. 11 Reduced DOFs model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4.3 해석 결과

Fig. 8은 첫 번째 시나리오의 전체 모델링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처음 예상한 결과와 같이 전면부의 파괴

가 일어난 이후에 파괴영역이 넓어지면서 저층부터 전체

적인 연쇄붕괴가 일어났다. 상부의 하중이 크기 때문에 

지면에 닿아있는 기둥이 붕괴되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수직으로 연쇄붕괴가 발생하였다. 10초까지 해석을 

진행하여 완전히 파괴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제안

한 방법과 시간에 따른 붕괴 양상의 비교를 위해 지상층 

기둥이 파괴되는 0.3초와 1층의 기둥이 파괴되는 1.0초 

그리고 규모를 축소한 건물이 모두 파괴되는 3.0초에서 

결과를 비교하였다.
Fig. 9는 규모를 축소한 모델의 연쇄붕괴 해석 결과이

다. 전체 모델링과 동일하게 0.3초, 1.0초, 3.0초에서의 해

석결과를 확인하였다. 시간에 따른 붕괴 규모 및 양상을 

비교해보면, 0.3초에서 폭발물 전면의 기둥이 먼저 파괴

가 일어나고 1.0초에 1층에 있는 기둥 전체가 붕괴되는 

모습이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Fig. 8(c)에서 5층까지 모두 파괴된 모습을 볼 수 있는

데, Fig. 9(c)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모가 붕괴되었다. 즉, 

전체를 모델링한 경우와 일부분을 모델링했을 때 시간에 

따른 붕괴 양상이 매우 비슷하였다.
두 번째 시나리오의 국부 연쇄붕괴에서 전체 모델링 

해석 결과가 Fig. 10에 나와 있다. Ronan Point 아파트의 

사례와 비슷한 붕괴 양상을 보이기 위해 1열 보의 강성

을 낮추었고, 그 결과 가장 전면의 경간만이 붕괴되는 모

습이 보였다. Fig. 10(a)와 같이 전면의 기둥과 강성이 약

해진 보가 파괴되면서 붕괴가 시작되었는데, 첫 번째 시

나리오와 달리 뒷부분으로 파괴 범위가 넓어지기 전에 

강성이 낮은 보가 파괴되면서 Fig. 10(b)처럼 국부적인 

연쇄붕괴가 시작되었다. 10초까지의 해석 결과를 확인하

면, 전면부에서는 전 층에 걸쳐서 붕괴가 진행되고 전면

부를 제외한 부분에서는 붕괴가 일어나지 않았다.
Fig. 11과 같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모델에서도 국부 

연쇄붕괴가 일어났다. 시간에 따른 붕괴 모습을 살펴보

면, 0.3초에서 2층까지의 전면 기둥과 보가 파괴되는 모

습이 보이고 1.0초에서 어느 정도의 연쇄붕괴가 일어날 때 
그 붕괴 모습이 전체 모델링과 유사했다. 해석이 종료되

었을 때, 붕괴된 모습과 범위가 매우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 시나리오에서 전체 모델링 해석에 한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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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3 sec (b) 1.0 sec (c) 10.0 sec

Fig. 12 Full model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a) 0.3 sec (b) 1.0 sec (c) 10.0 sec

Fig. 13 Reduced DOFs model analysis of 20-story RC 
Building

Fig. 12에 나와 있다. 0.3초까지의 파괴는 첫 번째 시나리

오와 비슷하지만 파괴 면적이 후면으로 확장되는 것을 

코어 월이 막아주어 두 번째 시나리오와 비슷한 국부 연

쇄붕괴 파괴 모습을 볼 수 있다. 
Fig. 13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한 경우이고, 다른 시나

리오와 마찬가지로 시간에 따른 붕괴 범위와 모습이 비

슷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1.0초에서 1층 전면부과 무너

져 내리고 이에 따라 상부 층이 수직 변위가 생기면서 국

부적인 연쇄붕괴가 일어났다.

4.4 규모 축소 해석의 효과 분석

세 가지 시나리오를 해석하여 제안한 모델링 방법을 

사용한 초고층 건물 연쇄붕괴 해석의 타당성을 검토하였

다. 규모 축소된 해석 모델의 시간 경과에 따른 붕괴 양

상과 붕괴 범위가 전체 모델의 그것과 유사함을 확인하

였다. 전체 모델을 해석 할 경우 10초까지 해석하는데 약 

15시간이 소요되었다. 그에 비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

여 규모 축소된 모델의 연쇄붕괴 해석을 수행했을 때는 

10초까지 해석하는데 약 4시간이 걸렸다. 

실제 초고층 건축물은 본 논문에서 시행한 시나리오보

다 규모가 훨씬 크다. 따라서 실제 초고층 건물을 전체 

모델링하여 연쇄붕괴 해석을 실시하는 것은 실무적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제안한 방

법으로 해석을 수행한다면, 연쇄붕괴를 가시적으로 확인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해석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초고층 철근 콘크리트 건물에서 폭파에 

의한 연쇄붕괴를 해석할 수 있는 축소 규모 모델링 방안

을 제안하고, 세 가지 시나리오를 가정한 후 응용 요소법

을 이용한 프로그램인 ELS를 이용하여 제안된 방법의 타

당성을 확인하였다. 철근콘크리트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

에서의 응용 요소법의 유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의 연쇄붕괴 사례에 하여 연

쇄붕괴 해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실제와 유사한 연쇄

붕괴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제안한 방법에서 규모 축소 범위를 결정하기 위하여 

거리에 따른 폭파하중과 부재의 피해 정도를 참고하였다. 
또한 연쇄붕괴의 발생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미국 

GSA에서 발표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응용 요소법은 요소와 요소 사이를 스프링으로 연

결한 방법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료 모델

링을 할 때 철근을 따로 모델링할 필요가 없어 모

델링이 매우 간편하고 해석에 걸리는 시간도 유한 

요소법에 기반한 프로그램에 비해 매우 짧다.
2) 실제 폭탄 테러로 연쇄붕괴가 일어난 사례 중 미국 

오클라호마 연방정부 건물의 해석을 수행하여 ELS 
프로그램에서 폭발에 의한 연쇄붕괴 해석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3) 규모 축소 모델링의 범위는 축척거리가 1.0 이하인 

범위로 하고 오차를 고려하여 1~2층을 추가적으로 

포함한다. 제외되는 부분의 질량과 전달하중 그리

고 연쇄붕괴 저항 강성은 등가의 기둥과 보를 축소 

모델의 최상층으로 추가함으로써 연쇄붕괴 해석에 

반영할 수 있다. 
4) 전체가 무너지는 붕괴, 일부분의 붕괴, 코어월을 포

함한 붕괴 시나리오를 가정하여 제안한 방법의 타

당성을 확인한 결과, 규모 축소 모델은 시간에 따른 

파괴 범위와 붕괴 양상에서 전체 모델의 결과와 유

사한 결과를 보였다. 모델링과 해석에 소요된 시간

을 고려할 때 제안된 규모 축소 모델링은 초고층 건

물의 연쇄붕괴 해석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초고층 건물의 폭발에 의한 연쇄붕

괴 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지만, 실제의 경우 붕괴 시 

발생하는 부재 사이의 충돌, 상호작용 등으로 인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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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할 수 없다. 이를 해석 결과에 참고하여 초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가능성을 확인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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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고층 건물의 연쇄붕괴는 큰 피해를 발생시키므로 초고층 건물의 설계 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할 사항이다. 유한
요소법을 이용한 초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은 해석 시간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본 논
문에서는 유한 요소법의 안으로 응용 요소법을 이용한 연쇄붕괴 해석의 유용성을 살펴보았다. 초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을
위하여 규모 축소 모델링 방안을 제안하였다. 제안한 규모 축소 모델링 방안은 폭파하중의 직접적인 피해를 받는 부분만 해석
모델에 포함하고 제외되는 나머지 부분의 질량과 전달하중 그리고 강성은 하나의 층에 집중시키는 방법이다. 20층 고층 철근콘
크리트 건물에 한 전체 모델과 축소된 모델을 세 가지 연쇄붕괴 시나리오에 하여 연쇄붕괴 해석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비교
하였다. 축소 모델은 전체 모델과 유사한 연쇄붕괴 양상을 보여 주지만 소요된 시간은 전체 모델의 약30%로 줄일 수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연쇄붕괴 해석 방안은 비정상 하중에 의한 초고층 건물의 연쇄붕괴 해석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핵심용어 : 폭발 해석, 철근콘크리트, 초고층 건물, 연쇄붕괴, 응용 요소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