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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폭발 등 극한하 에 한 심의 증 와 함께 방폭  연쇄붕괴방지를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 하의 강구조물의 손상도와 항성능을 수치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해 구조물의 폭발피해경감을 해 가장 요한 구조부재인 기둥을 상으로 폭발물과 구조물과

의 이격거리를 달리하여 폭발하 을 용하 다.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토 로 기둥의 손상도와 

잔여압축강도를 비교하고 계를 도출하 다. 본 연구의 목 은 폭발에 의해 기둥이 손상된 경우 구조물 

체의 연쇄붕괴 항성능에의 손상된 기둥의 기여도를 평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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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조물의 연쇄붕괴방지를 해서는 주요 구조부재인 기둥, 내력벽 등의 폭발피해를 최소화하고 구조시스

템의 연성도  여유도를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재의 연쇄붕괴해석에서는 기둥의 완 소실을 가정하고 잔

여 구조시스템의 연성 능력을 통해 연쇄붕괴 항성능을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폭발에 의해 손상

된 기둥에 압축강도가 존재하며, 이 압축 항성능이 구조물 연쇄붕괴 항에도 기여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폭발피해경감을 해 가장 요한 구조부재인 강재기둥의 폭발에 의한 손상도와 

잔여압축강도를 수치 으로 평가하고자 하 다. 이를 이하여 강재기둥을 상으로 폭발물과의 이격거리를 달

리한 폭발하 을 용하고 손상된 기둥에 축력을 작용하는 연속된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최종 으로 

해석결과를 토 로 기둥의 손상도와 잔여압축강도와의 계를 도출하 다.

2. 수치 해석

본 연구에서는 LS-DYNA 유한요소해석 로그램(2005)을 사용하여 수치해석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모델

에서 강재기둥모델을 해 높이 3.6m의 H-300×300×10×15 컴팩트 단면을 선택하고 4 의 쉘요소를 사용

하 다. SM490 강재의 물성치(한국강구조학회, 2009)를 기본 재료모델로 하 고, 폭발하 에 의한 재료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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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률 속도 효과도 반 하 다.

폭발물로 승용차로 운반될 수 있는 표 인 크기인 500kg의 구형 TNT를 가정하고, 경험 (empirical) 모

델인 Conwep (Department of the Army, 1986) 하 모델을 통해 폭발하 을 산정하 다 (식 1, 2 참조). 

      
  




 
  (1)

      
  




 
  (2)

여기서,  Pinc(t)=시간 t에서의 입사폭발압력,  Pref(t)=시간 t에서의 반사폭발압력, Pso=최 입사압력, Pr=최

반사압력, to=정압력 단계의 지속시간, ta=폭발압력이 구조물에 도달한 시간, A=감쇠 상수.

기둥으로부터 TNT 심까지의 이격거리(R)를 4, 5, 6, 8, 10m로 달리하여 폭발하 을 용하는 변수해석

을 수행하 다. (그림 1 참조)

 

그림 1 폭발수치해석모델

3. 해석결과의 분석

3.1. 이격거리에 따른 손상된 기둥의 회 각

폭발물 이격거리에 따른 기둥의 회 각 시간이력곡선을 그림 2에 나타내었다. 회 각을 통해 기둥의 손상

도를 평가하고자 함이다. 그림 2에서 보듯이 이격거리가 8m 이상인 경우 회 각이 매우 고 6m 이하부터 

회 각이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2 이격거리에 따른 손상된 기둥의 잔여압축강도

폭발에 의해 손상된 기둥의 수직변 와 잔여압축강도와의 계를 그림 3에 나타내었다. 잔여압축강도(P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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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손상이 없는 압축재의 최 압축 항성능(Po)으로 정규화하여 비교하 다. 이격거리 8m이상에서는 압축강

도의 감소가 없거나 고, 이격거리 6m이하부터 격히 감소됨이 볼 수 있는데 이는 그림 2의 회 각(손상

도)과 직 인 계를 가짐을 보여 다. 

      

그림 2 이격거리에 따른 기둥의 수평변  비교      그림 3 이격거리에 따른 기둥의 잔여압축강도 비교

3.3 기둥 손상도와 잔여압축강도와의 계

최종 으로 폭발하 에 의한 기둥의 회 각과 잔여압축강도비(Pres/Po)와의 계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기둥의 회 각과 잔여압축강도비는 선형 계에 가까움을 보여 다.

그림 4 회 각-잔여압축강도 곡선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강구조물의 폭발피해시 가장 요한 구조부재인 기둥을 상으로 폭발물과 구조물과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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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거리를 달리하여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 다. 수치해석을 통해 폭발하 에 의한 기둥의 손상도와 잔여압축

강도를 평가하고, 기둥의 회 각과 잔여압축강도가 선형 계임을 도출하 다. 폭발에 의한 기둥의 손상도에 

따라 기둥의 잔여압축강도가 구조물 체의 연쇄붕괴 항성능에 상당한 기여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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