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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ISIL, 알카에다 등 국제 테러 조직들은 전세계

를 대상으로 테러를 자행하고 있으며, 특히 ISIL은 우

리나라를 십자군 동맹국으로 간주하여 테러 대상에 포

함시켰다. 또한 천안함 폭침, 연평도 무력 도발 등 북

한의 비대칭 위협도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같

은 불안정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폭발에 의한 건축 구

조물의 피해를 예측하기 위한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지

만 현실적으로 제한 사항들이 많다. 민수 분야에서는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 실험적인 거동 분석 연구1,2)가 

수행되고 있으나, 폭발하중을 받는 대상체가 원전격납

구조물과 같은 특수시설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군수 

분야에서는 국내외 모두 자국 무기체계의 성능과 연관

된 핵심 기술이라서 공개를 극도로 꺼리고 있다. 따라

서 일반적인 건축시설에 적용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해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실구조물에 대한 해석

에 앞서 슬래브, 보와 같은 단위 구조의 부재에 관한 

해석과 검증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를 대상

으로 구조 피해 형상을 분석하고자 신속 구동이 가능

한 단자유도(SDOF) 모델을 통해 해석하였다. 실제 화

약 기폭 실험으로 데이터를 획득하여 구조 부재의 손

상 정도에 따른 피해 기준 산정을 폭발 압력과 충력량

의 관계를 나타내는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을 적

용하여 검증하였다.

2. 실험 설계

일방향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발 피해기준에 대

한 실험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일방향 철근 콘크

리트 슬래브 2,350 mm(길이)×1,500 mm(폭)×150 mm(두

께) [이하 RC150으로 표기] 4개를 제작하였으며, 상세 

실험 설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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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재료 모델

2.1.1 재료 형상 및 경계 조건

부재는 RC150으로 선정하였고, 상부와 하부는 150 

mm씩 일방향 고정 지지하였다. 정면도, 측면도 및 실

제 시편 거치 형상은 Fig. 1과 같다.

Fig. 1. Design and view of one way RC slab.

2.1.2 재료특성

1) 콘크리트

부재의 공시체는 지름 100 mm, 높이 200 mm, 단면

적 7,852∼7,901 mm2의 원주형으로 최초 타설 후 76일

간의 양생기간을 거치고 압축강도를 측정한 콘크리트

의 재료 특성을 적용하였다. 최대용량 5,000 kN의 유압

식 UTM을 사용하여 하중을 재하하였으며, 기중양생 

공시체 4개의 압축강도(21.8, 23.5, 23.1, 22.0MPa)를 계

측한 결과 평균 22.61 MPa의 강도를 확인하였다.

본 실험의 부재는 기중양생 조건으로 설정하여 실험

환경과 동일 조건에서 양생한 부재의 강도를 압축강도

로 선정하였다. 콘크리트 재료 특성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Material characteristics of a concrete

Density [kg/m3] 2.40

Poisson's ratio 0.17

Compressive strength [MPa] 22.61

Elastic modulus [MPa] 22.35

Dynamic Increase factor 1.19

Dynamic compressive strength [MPa] 26.90

2) 철근

철근 인장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D10 시편은 항복강

도 561 MPa, 인장강도 675 MPa을 확인하였다.

Table 2는 철근 실험성적서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

이며, 철근의 재료특성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Test result of a steel reinforcement

D10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1 550 665

2 577 693

3 564 676

4 550 676

5 564 667

AVG 561 675

Table 3. Material characteristics of a steel reinforcement

D10

Yield strength [MPa] 561.00

Tensile strength [MPa] 675.00

Elastic modulus [MPa] 202.80

Dynamic Incremental factor [MPa] 1.17

Dynamic reinforced steel yield stress [MPa] 656.37

3) 철근 배근

사용된 철근은 Table 4와 같고 RC150의 배근도는 

Fig. 2와 같다.

Table 4. List of a steel reinforcement

RC150

Supplement reinforcement D10

Main reinforcement D10

Stirrup D10

Fig. 2. Design of RC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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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부재 및 센서 배치

폭발 실험에서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피해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TNT 

화약을 중심으로 피해기준에 따라 5, 7 ,10, 15 m의 이

격거리로 4개의 부재를 설치하고 폭압 및 거동을 계측

하기 위한 센서를 배치하였다. 부재에 설치된 센서의 

종류와 위치는 Fig. 4와 같다.

Fig. 3. Test configuration.

Fig. 4. Sensor locations of R2_3_RC150 and R2_4_RC150.

R2_1_RC150과 R2_2_RC150 부재는 TNT와의 이격

거리가 근접하여 화염과 폭압에 의한 피해로 인해 센

서의 파손이 커서 계측이 되지 않을 것으로 예측되었

다. 따라서 센서를 통한 계측은 실시하지 않고 폭압에 

의한 피해정도를 AUTODYN 해석과 실험 후 부재의 

파괴 현상을 정성적인 육안 관측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부재의 거동을 예측하기 위해 Fig. 5와 같이

LVDT 센서를 부착하였다. LVDT는 RC150 후면 정중

 

Fig. 5. Installation of LVDT sensor.

앙에서 계측되도록 하였다. 부재 정중앙에 너트를 삽

입하여 고정한 후 LVDT 프로브 끝단에 볼트를 설치하

여 센서가 폭발하중에 노출되는 동안 이격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하였다.

2.3 폭발하중

이상적인 폭발하중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화약의 

형태가 구형이 적합하지만, 이는 제작 과정이나 취급, 

실제 실험 환경 등을 고려하면 사용하기에 제한사항이 

많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Fig. 6과 같은 정육면체형

의 TNT 폭약을 사용하였다.

Fig. 6. Installation of TNT.

2.3.1 폭압

1) 하중 발생원

폭발은 폭발물의 화약량에 따라 그 위력이 결정되며 

이격거리에 따라 도달하는 폭발압력의 크기가 영향을 

받는다. 일반적으로 폭발압력의 산정은 화약량과 이격

거리의 관계3)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여기서 이격거리는 

환산거리를 적용하는데 이는 실험을 통해 얻어진 계수

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다.

 


 (1)

여기서 Z는 환산거리, R은 실제 이격거리, W는 화약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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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며, W 계수는 다양한 화약 중 TNT를 기준으로 

하므로 다른 화약을 적용할 경우에는 TNT 등가계수를 

고려해야 한다. 식 (1)을 이용하여 본 연구에서 적용하고

자 하는 환산거리는 1.08, 1.51, 2.16, 3.23이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중 산정을 위해 JWL(Jones, 

Wilkins, Lee) 상태방정식4)을 사용하였고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exp



exp



(2)

JWL 상태방정식에서 상수들은 실험결과에 의해 얻

어지며 P는 압력, V는 상대비체적, e0는 화약의 화학에

너지, A, B, R1, R2, ω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TNT constant

Material
A

[GPa]
B

[GPa] R1 R2 ω
e0

[GPa]

TNT 373.80 3.75 4.15 0.90 0.35 6.00

3. 실험 결과

TNT 폭발에 의한 피해기준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

서는 입사압력, RC 슬래브의 거동을 계측하였다.

Fig. 7. Test view.

3.1 입사압력

입사압력은 TNT 화약의 중량에 따른 거리별 폭발압력

을 확인하여 폭발 하중의 등방성을 검증하기 위한 데이터

이다. 또한 입사압력뿐만 아니라 반사압력도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에서 압력을 계산하기 위한 데이터이다.

본 연구에서는 입사압력의 해석값과 실험값의 비교

를 위해 단자유도(SDOF) 모델과 CONWEP으로 해석하

였으며 실제 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하였

Fig. 8. AUTODYN condition. 

다. 단자유도(SDOF) 모델은 연속체를 한 개의 질량(m), 

스프링(k), damper로 시스템을 단순화하여 구조물의 거

동을 예측할 수 있다5). CONWEP은 미 육군 공병대 산

하의 방호설계센터에서 보유하고 있는 견고 구조물에 

대한 피해 효과를 산출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서, 방호

⋅방폭 설계 기술의 기준 자료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6).

단자유도(SDOF) 모델 적용을 위해 AUTODYN을 사

용하였으며, AUTODYN은 폭발, 침투, 관통 등의 현상

을 해석하기 위한 전산 수치 해석 프로그램이다7). Fig. 

8과 같이 2D 환경에서 전체 공기의 크기는 10,000× 

30,000 mm, TNT 100 kg의 화약을 지면으로부터 1m 높

이에서 기폭, 입사압 센서를 지면에서 1 m 높이로 5, 7, 

10, 15, 20 m 거리로 배치하여 해석하였다.

한편 폭발하중 예측을 위한 CONWEP은 LS-DYNA에

서 제공하는 *Load_Blast 기능을 이용하여 압력 계산이 

가능하다8). CONWEP 해석 조건은 TNT 100 kg의 화약이 

지면에서 기폭한다고 가정하고, 압력 계산은 식 (3)과 같

은 Friedlander 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9)

  
 exp

×  (3)

여기서 P(t)는 시간에 따른 폭발 압력, Pso는 입사압

력, Ta는 최초 폭압 도달 시각, T0는 정압 지속 시간, A

는 감소 계수를 나타낸다.

AUTODYN과 CONWEP의 해석 결과와 실제 실험 

데이터를 Table 6에 비교하였다.

Table 6. Peak side-on pressures.

5 m 7 m 10 m 15 m

Pso,max 
[kPa]

Pso,max 
[kPa]

Pso,max 
[kPa]

Pso,max 
[kPa]

AUTODYN 1261.50 590.69 250.47 95.27

CONWEP 1157.18 543.99 239.45 99.07

Test data 808.26 566.12 290.19 1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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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RC 슬래브 거동

3.2.1 AUTODYN 입력조건

콘크리트는 AUTODYN 물성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

는 RHT concrete 모델, 철근은 Johnson cook 모델을 적용하

였다. 본 실험에서는 일부 부재가 파괴되었으므로 파괴양

상(Failure mode)을 좀 더 상세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Principal stress 모드가 사용되었다. 파괴양상에서 Fracture 

energy값은 단위 면적당 흡수되는 에너지의 변화율을 의

미하므로 부재에 균열이 발생하기까지 단위 면적당 흡수

한 에너지량으로 분석된다. 균열은 정도에 따라 부재가 

더 큰 변형을 갖도록 하는데 탄성의 경우와는 다르게 부재

가 깊은 균열을 갖게 되어 변형이 더 크게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기존 해석과 달리 큰 변형을 갖는 경우에 실험치를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Table 7은 AUTODYN에 적용

된 콘크리트와 철근의 물성치이다. AUTODYN의 특성상 

제공된 모델을 사용하여 해석이 진행됨에 따라 실제 실험

용 콘크리트 물성치와는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Table 7. Input data of material properties

(a) Concrete

Material Concrete

Model RHT concrete

Density [kg/cm3] 2.75

Compressive strength [MPa] 22.61

Principal tensile failure stress [MPa] 2.26

Crack softening Yes

Distance from TNT 5 m 7 m 10 m 15 m

Fracture energy [J/m2] 120 67.8 93.7 39.0

Erosion strain 2

Failure model Principal stress

(b) Steel

Material Steel

Model Johnson Cook

Density [kg/cm3] 7.83

Yield stress [MPa] 560.95

3.3 피해기준 산정

구조물 설계를 위해서 고유 진동수, 최대 처짐량(변

위), 반력 등의 동적 거동 현상을 확인할 수 있는 해석이 

필요하다10). 구조물의 최대 처짐량 등을 확인하여 피해 

기준이 정해지면 그 기준만큼의 거동을 야기하는 하중을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으로 표현할 수 있다11).

부재 피해기준을 산정하기 위해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을 적용하였다. 피해기준은 Table 8과 같으며 각 

기준에 따른 최대 처짐량과 실험값을 Fig. 9와 같이 표현

하였다. 이를 통해 부재 피해 기준 산정에 있어 단자

Table 8. Damage criteria of P-I Curve12)

Component 
damage level

Relationship to 
response limits Description of component damage

Blowout Response greater 
than B4

Component is overwhelmed by the 
blast load causing debris with 

significant velocities

Hazardous
failure

Response between 
B3 and B4

Component has failed, and debris 
velocities range from insignificant to 

very significant

Heavy
damage

Response between 
B2 and B3

Component has not failed, but it has 
significant permanent deflections 

causing it to be unrepairable

Moderate
damage

Response between 
B1 and B2

Component has some permanent 
deflection. It is generally repairable, 
if necessary, although replacement 

may be more economical and 
aesthetic

Superficial
damage

Response is less 
than B1

Component has no visible permanent 
damage

Fig. 9. Verification of the damage criteria for RC150.

유도(SDOF) 모델을 이용한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

의 적용 가능성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도록 하였다.

3.4 실험값

1) R2_1_RC150

실험 후 부재의 균열 발생 여부를 확인하였는데 Fig. 

10과 같이 폭압을 받아 부재의 콘크리트가 파괴됐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폭발 하중에 노출된 5 m 부재의 실험체와 

Fig. 10. Failure mode of R2_1_RC150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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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ilure mode of R2_1_RC150 after analysis. 

Fig. 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해석 모델이 유사하다. 따라서 

폭발 후 피해기준은 실험 전 예측과 동일한 Blow out 양상을 

나타냈다.

2) R2_2_RC150

AUTODYN 해석 결과 환산거리 1.08에서 부재 중앙 

부분이 157.00 mm의 변위가 발생되었다. 실제 실험의 경우 

변위 계측 센서를 부착하지 않아 정확한 부재의 거동은 

확인하지 못하였다. 부재의 균열 현상은 Fig. 12와 같이 

폭압을 받아 휨 균열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부재의 

균열현상이 심하고 탄성영역을 벗어나 휨 균열이 발생한 

관계로 피해기준은 Hazardous failure의 양상을 나타냈다.

Fig. 12. Failure mode of R2_2_RC150 after test.

3) R2_3_RC150

AUTODYN 해석 결과 환산거리 1.51에서 부재 중앙 

Fig. 13. Displacement of R2_3_RC150.

Fig. 14. Failure mode of R2_3_RC150 after test.

부분이 45.70 mm의 변위가 발생된다고 해석되었으며, 

실제 실험 결과 69.97 mm의 변위량이 계측되었다.

부재의 균열에 의한 피해기준은 Fig. 14와 같이 폭압

을 받아 휨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피해기준은 Heavy 

damage 양상을 확인하였다.

4) R2_4_RC150

AUTODYN 해석 결과 환산거리 2.16의 부재 중앙 

부분이 18.95 mm의 변위가 발생된다고 해석되었으며, 

실제 실험 결과 11.65 mm의 변위량이 계측되었다.

Fig. 15. Displacement of R2_4_RC150.

부재의 균열 현상은 Fig. 16과 같이 부재에 균열현상

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부재 피해 기준은 

Moderate damage 양상으로 확인되었다.

Fig. 16. Failure mode of R2_4_RC150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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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분석

4.1 폭압

AUTODYN의 경우 유사한 폭압 이력이 예측되었고, 

입사압력은 실험값과 예측값이 30.1 ~ 4.0%의 차이로 

계측되었다. 실험값과 예측값이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

으로는 센서, 화약 기폭 조건, 기폭 지점의 토질 상태 

등에 의한 불확실성으로 판단된다.

4.2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AUTODYN 해석에 있어 파괴가 발생된 부재는 파괴

가 발생하여 시편에 부착한 센서가 파편과 함께 분리

되는 해석결과를 보였다. 파괴가 발생하지 않은 시편

에서는 AUTODYN, 단자유도(SDOF) 모델, 실험값의 

최대 처짐량이 34 ~ 37%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각 부재별 파괴 양상은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

에 의해 예측된 파괴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실험에 

있어 데이터 계측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되었으며, 

주요 원인으로는 LVDT 센서와 부재 간의 부착 조건과 

부재 고정용 지지 장치의 폭압에 의한 자체 거동 등으

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보완이 요구된다.

4.3 부재피해기준

미군 공병단의 부재 피해 기준을 사용하여 총 4개의 

다른 피해 양상을 갖는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을 

계산하였다. 해당 곡선을 검증하기 위해 동일 조건으

로 설계하고 제작된 시편을 TNT 화약으로부터 각각 

다른 이격거리(5, 7, 10, 15 m)로 배치하여 실험을 수행

하였다. 실험 결과, 5 m RC 슬래브는 Blow out, 7 m 부

재는 Hazardous failure, 10 m 부재는 Heavy damage, 15 

m 부재는 Moderate damage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예측

된 피해 기준과 일치한다. 따라서 부재의 피해 예측에 

있어 기존 부재 피해 기준에 단자유도(SDOF) 모델을 

이용한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을 적용할 수 있음

을 실제 실험을 통해 검증하였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건축 구조물에 사용되는 일방향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의 폭발 하중에 따른 부재별 피해 

기준을 실증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각 부재에 대해 

일방향 경계 조건을 주고 폭발 압력과 충격량의 관계에 

따라 부재의 피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의 검증을 위해 거리별로 부재를 배치하

여 실제 화약 기폭실험을 통해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확

보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단자유도(SDOF) 모델 해석 및 

압력-충격량 곡선(P-I Curve)의 적용 가능성과 신뢰성을 

평가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자료는 부재 단위의 

피해 기준을 산정할 수 있는 실증 실험적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자료 검증 및 보완을 

위해 다양한 종류의 부재, 화약량, 이격거리, 경계조건에 

따른 단자유도(SDOF) 모델 해석과 실제 실험을 통한 데

이터 검증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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