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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resent paper, the impact damage behavior of steel plate reinforced concrete panels exposed to  

shock impulsive loading and fragment impact loading is investigated. To evaluate the retrofit 

performance of a steel-strengthened concrete panels, a numerical experiment using a numerical 

simulation with AUTODYN, an explicit analysis program is introduced because a real explosion 

experiment requires the vast investment and expense for facilities as well as the deformation 

mechanisms are too complicated to be reproduced with a conventional closed-form analyses. The model 

for the analysis is simplified and idealized as a two-dimensional and axisymmetric case controled with 

geometry, boundary condition and material properties in order to obtain a resonable computation time.  

As a result of the analysis, panels subject to either shock loading or fragment loading without the 

steel plate reinforcement experience the perforation with spalled fragments. In addition, the panels 

reinforced with steel plate can prevent the perforation and provide the good mechanical effect such as 

the increase of global stiffness and strength through the composite action between the concrete slab 

and the steel pl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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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보강철근의 배근량을 증가시키고 콘크리트의 성능을 개선시킬 경우 일정 수 의 

폭발하 에도 구조물의 강성과 연성능력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다. 따라서 방호 구조물이나 폭발사고 험이 

내포된 구조물 설계단계에서는 부분 철근콘크리트를 기본 골조로 설계가 수행된다. 그 이유는 철근과 콘크

리트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단일 건설재료로 구성된 철골조와 같은 구조물 등에 비해 폭발하

에 한 항성능을 쉽게 개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  시 발생되는 고압/고열에 한 항성능도 상

으로 우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철근 콘크리트의 구조물의 경우, 소요성능을 확보하기 해서는 구조물의 

두께를 불가피하게 증가시켜야 하며 여기에 투입되는 재료의 양도 크게 증가될 수밖에 없다. 한, 폭발에 

노출된 구조물 면에서 달된 충격 는 후면의 자유면에 반사되어 인장 를 형성시키고 구조물의 후면에 

균열과 쇄(spalling) 상을 야기한다. 이로 부터 발생된 편들은 구조물 내부에 피신해 있는 인명과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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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큰 손실을 입히며 폭발하 에 한 구조물의 기 소요성능을 달성하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과다설계를 

지양하며 일정 수 의 소요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가능한 방법 의 하나로 구조물

의 보강재료로 리 사용되고 있는 강 을 기존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부착하여 보강하는 경우를 고려

할 수 있다. 스터드를 통해 철근 콘크리트 패 의 후면에 부착된 강 은 패 과의 합성거동을 통해 반 인 

강도와 강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폭발 하 을 받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가장 큰 문제 으

로 지 되는 편억제효과를 동시에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 에 노출되어 소요성능을 달성할 수 있는 구조물 설계의 한 방편인 강 을 보강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한 기  연구를 수행하게 된다. 이로부터 설계 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폭발하 에 

노출된 콘크리트 패 의 최  처짐 등과 같은 기  자료가 제시될 수 있다. Pope and Tyas (2002)에 의해 

실제로 수행된 실험결과를 토 로 실제 3차원 실험 결과와 가장 흡사한 2차원 축 칭 모델로부터 해석시간

을 단축시키고, 단순화한 2차원 시뮬 이션 기법을 통해 폭발하 의 충격압에 의한 강 보강 콘크리트 패

의 성능, 편으로 발생될 수 있는 강 보강 콘크리트 패 의 충격손상과 편억제효과 등을 평가하여 제시

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하 에 의한 패 의 비선형 거동을 효과 으로 묘사하기 하여 매쉬 기반의 

Lagrange 기법과 무매쉬 기법의 하나인 SPH (Smoothed Particle Hydrodynamics) 기법, 그리고 폭발 가스와 

폭풍 (blast wave)의  모사에 합한 매쉬 기반의 Euler 기법 등을 복합 으로 커 링하는 방법과 폭발

하 에 의한 패 의 거동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한다. 순간 인 폭발하 에 의한 구조물의 비선형 동

 해석을 수행하기 해 복합 (multiple)인 커 링 해석에 합한 외연 (explicit) 유한요소해석 로그램

인 AUTODYN을 통하여 수치실험을 수행하고 강 으로 보강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강성능을 평가한

다(Century Dynamics, 2007).

2. 해석 개요

2.1. 해석 제원  거동 평가 방법

폭발하 에 의한 충격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 패 의 제원이 그림 1(a)에 제시된다. 본 연구에서는 폭발 

하 에 의한 패 의 변형 메커니즘이 매우 복잡하고 해석  공식으로 모사가 불가능하다는 으로부터 폭발

에 이한 충격압과 편충돌에 의한 패 의 순간 인 변형을 측할 수 있는 수치모사 방법을 도입하고, 패

의 비선형 거동을 보다 효과 이고 정 하게 측할 수 있도록 외연  시간 분의 유한요소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한, 편의 충돌로 인한 콘크리트 패 의 변형 거동과 장약 폭발로 인한 폭발가스와 같은 유체의 

흐름을 정확하게 모사하기 하여 다양한 시뮬 이션 기법들을 복합 으로 커 링한 수치기법이 용된다. 

그림 2(b)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패  심으로부터 80mm 높이에 치한 468g PE4 장약과 폭발 

후의 폭발가스와 폭풍 의 기  상은 유체 역의 문제에 합한 Euler 기법이 용되고, 콘크리트와 

보강용 강 은 Lagrange 기법으로 모델링되어 Euler/Lagrange 커 링이 고려된다. 한 그림 2(c)에서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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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해석 제원과 모델링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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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편의 충돌 상은 Lagrange로 각각 모델링된 편과 패 의 contact 조건을 통한 상호작용으로 

고려하며, 특히 변형이 상되는 콘크리트 패 의 심부는 SPH 기법으로, 이외의 역은 Lagrange로 모

델링하여 커 링된다.

2.2. 용된 수치기법의 기본특징

본 연구에서는 폭발 하 에 의한 물리  충격/충돌 상을 고체와 유체 특성에 맞게 효과 으로 묘사할 수 

있도록 Lagrange와 Euler 기법을 커 링하여 용하 다. 용된 수치기법 에서 Lagrange 기법은 유한요

소 매쉬를 재료에 고정시켜 시간 변화에 따른 재료거동을 기술하여 재료의 변형거동을 조사하는데 합하고, 

Lagrange 기반의 무매쉬 기법인 SPH 기법은 유한요소 매쉬 신 해석 공간을 자유로이 움직일 수 있는 입

자들의 시간 변화에 따른 재료거동을 기술하므로 물질의 변형 거동해석에 합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Meuric et al,, 2001). Euler 기법의 경우는 유한요소 매쉬를 재료의 변형과 무 한 공간에 고정시켜 시간 변

화에 따른 재료거동을 기술하여 해석을 수행하므로 고체 역의 문제보다는 폭발가스와 폭풍 의 와 같

은 유체 역의 문제에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ebbekn, N. and Ruppert, M., 1999). 그림 2(a)에 보이는 

바와 같이 Lagrange 기법에서는 재료의 물리 인 변형이 수치 매쉬와 함께 이동하며 왜곡되어진다. 그러나 

SPH 기법에서는 kernel 근사화 원리를 이용하는 무매쉬의 입자이동 방식이기 때문에 그림 2(b)와 같이 본질

으로 매쉬의 얽힘(tangling)과 같은 상은 발생되지 않는다. SPH 기법은 고속 충돌에 의한 국부 인 손상

과 손이 Lagrange 기법에 비해 상 으로 정확히 묘사될 수 있고, 특히, 콘크리트 구조물에 충돌로 인해 

손상이 발생되는 경우, 균열이 모든 방향으로 개될 수 있고 균열경로가 사실 으로 묘사되고, 이로부터 비

롯된 편의 비산과정이 실제 으로 재 될 수 있어 최근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오고 있다. 그림 2(c)에서 보

이는 바와 같이 Euler 기법은 수치 매쉬가 공간상에 고정되고 이 매쉬로 부터 물리 인 재료의 흐름이 발생

되는 것이 기본 특징이다.

(a) Lagrange 기법 (b) SPH 기법 (c) Euler 기법

그림 2. 각 수치 기법의 기본 특징 (재료변형원리) (Birnbaum et al, 2003)

2.3. 충돌/충격 해석시 사용되는 기본방정식

평형조건에 기 한 유한요소코드와는 달리 충돌  충격 해석시 사용되는 기본 방정식은 보존식에 근거한

다. 따라서 지배방정식도 일반 인 유한요소코드와는 달리 성효과가 고려되어 아래 식 (1)～(9)에 나타낸 

바와 같이 Lagrange 방식과 SPH 근사식, Euler 방식에 의해 표시된 보존 방정식이 매 시간단계에서 계산이 

일제히 수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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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변형이 발생된 재료의 분해

식 (1)～(9)에서 응력과 재료 변형에 한 구성 계는 그

림 3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재료의 변형을 기술하는 체 과 

형상의 변화로 나타난다. 부피의 변화에 따른 체 의 변화를 

고려하는 경우, 일반 인 정․동  해석에서는 미미하여 무시

되었던 성분이지만, 정수압력이 지배 인 향을 미치는 충돌 

 충격해석에서는 매우 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부분이다. 

폭발하 에 의한 충격압력과 편하 을 받는 콘크리트 패

은 충돌시 고압으로부터 압까지 범 한 압력을 단시간

에 경험하게 되므로 이러한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상태방정식(equation of state, EOS)이 도입되어진다. 

EOS는 일반 으로 내부에 지( )와 도() 항으로 다음 형태의 식으로 표 된다.

    (10)

보통 정  유한요소해석에서는 높은 정수압력에서도 재료거동이 항복면에 도달하지 않는 경우 선형으로서 

가정하지만, 충격하 을 받을 경우 정수압력은 고압에 이르기 때문에 재료 거동의 비선형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용될 EOS는 강재 편  보강 의 경우 선형으로 콘크리트 패 의 경우 다공성으로 

고려되어진다(Century Dynamics, 2003).

충격압력과 편하 이 콘크리트 패 에 도달한 후 콘크리트 패 내의 응력()은 도(), 속(), 입자

속도() 등을 통해 구해진다. 충격  면의 좌우가 동 평형상태에 도달된 후 응력은 다음과 같은 매체의 

질량, 운동량, 에 지 보존식으로부터 구해질 수 있다. 


 


 (11); 


   



 (12);  





    

 

 (13)

여기서 가 미정계수이지만 식이 3개 이므로 하나의 식이 추가되어야 하며, 앞서 언 한 EOS가 일반 으

로 고려된다.

두 번째로 고려되는 재료의 변형은 형상의 변화를 나타내는 성분으로 일반 인 재료모델에서도 볼 수 있

는 정수압력 상태의 평균응력이 아닌 편차응력과 변형의 계를 기술하는 강도모델(strength model)이다. 이 

이외의 재료의 회 과 이동은 rigid body motion으로 고려될 수 있다.

2.4 해석에 사용된 재료모델

 468g PE4 장약은 식 (14)와 같은 이상기체 EOS를 용하는 Autodyn에서 제공하는 C4 장약을 그 로 

용한다. 

  (14)

여기서, 는 이상기체 상수, 는 도, 는 압력 이, 는 내부에 지를 나타낸다.

패 을 구성하는 콘크리트 재료는 정수압 상태의 콘크리트의 거동을 기술하기 하여 다공질 형태의 EOS

가 용되고, 다공질 재료의 모델링에 흔히 사용되며 불연속 선형 함수로 항복응력의 압력경화를 기술하는 

Drucker-Prager 모델을 강도모델로 용한다. 한 패  인장부의 취성 손과 균열 연화 상을 묘사할 수 

있도록 정수압력 인장 한계값과 한 괴에 지 값을 지정하여 해석을 수행한다.

충격  충돌 하  상태에서 스터드를 통해 콘크리트와 연결된 강 의 비선형 거동을 정확히 묘사하기 

해서는 강 의 변형률 경화, 변형률 속도 경화, 열  연화효과가 고려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식 (15)와 

같이 재료의 항복응력()을 속도 의존 , 탄소성 거동으로 잘 묘사할 수 있는 John-Cook 모델을 채택하여 

보강용 강 을 모델링 한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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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는 기 항복강도, 와 
는 각각 소성 변형률과 정규화된 유효 변형률 속도를 의미하고, , , , 

은 재료상수, 는      로서 구해지는 상응(homologous)온도이며, 여기서 와 

는 각각 기   융 온도를 나타낸다.

3. 수치 실험결과

  
2 에서 소개된 수치기법들과 재료모델을 이용하여 PE4 장약 폭발시 발생되는 충격압에 의한 강 보강 

콘크리트 패 의 충격거동과 폭발시 발생될 수 있는 편충돌에 의한 패 의 거동이 수치 모의실험을 통해 

분석되었다.

3.1 PE4 장약 폭발로 인한 충격 에 따른 패 거동

그림 4(a,b)는 콘크리트 패 로 부터 80mm 떨어진 치에서 468g PE4 장약이 폭발하는 경우, 폭발가스의 

충격압에 의한 콘크리트 패 의 충격거동을 2ms에서 나타낸 것이다. 그림 4(c)는 동일한 조건으로 Pope and 

Tyas (2002)가 수행한 실험으로 충격압에 의해 발생되는 최  처짐과 균열 패턴 등이 수치 모의실험과 유사

한 거동을 보인다.

(a) 강  무보강 (b) 강  보강 (c) Pope and Tyas 실험결과

그림 4. PE4 장약 폭발로 인한 패 거동 (2ms)

3.2 편하 에 의한 패 거동

그림 5는 편하 이 콘크리트 패 을 타격할 때 발생되는 콘크리트 패 의 충돌거동을 2ms에서 나타낸 

것이다. 용된 패 의 재료는 PE4 장약 폭발에 의한 패  거동 실험과 동일하며, 편이 충돌하여 변형이 

발생되는 심부 역은 SPH로 모델링 되었다. 폭발가스의 충격압에 의한 패 의 괴모드와 흡사하게 편

의 충돌로 인한 패 의 괴모드 역시 spalling 상과 같은 인장 괴가 지배 인 것으로 분석된다.

 

(a) 강  무보강 (b) 강  보강

그림 5. 편충돌로 인한 패 거동 (2ms)

3.3 강 보강의효과

충격압과 편충돌 상에 한 수치 모의실험 결과, 두 경우 모두 콘크리트 패 에 매우 심각한 손상을 

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폭발하 에 한 항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목 으로 강 을 보강한 경우, 

spalling과 같은 콘크리트의 인장부에서 발생하는 편비산 상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제어력이 확보되

고, 외부에서 제 2 편 충돌이 발생되더라도 분쇄된 콘크리트와 보강된 강 이 동시에 효과 으로 항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이 경우, 콘크리트 재료의 극심한 손과 손상에도 불구하고 강 이 충격력과 편의 

운동에 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어 보강효과가 기 된다. 표 1에 본 연구 범 에서 분석된 충격  충돌하

으로 인한 강 보강 콘크리트 패 의 최  처짐량을 간략하게 요약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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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강 보강 콘크리트 패 의 최  처짐 (2ms)

구 분
PE4 456g

(반경: 52mm, 거리: 80mm)
강철 편

(100×100mm, 속도: 100m/s)

강  무보강 bulk 손 (비산 편 발생) bulk 손 ( 편 통)

강  보강 43 mm 68 mm

Pope and Tyas 실험결과 42 mm -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충격  충돌과 같은 폭발 하 에 노출된 콘크리트 패 의 비선형 충격 손상거동 해석이 

수행되었다. 폭발하 에 한 항성능을 향상시키기 한 방안으로 강 이 보강되었고, 강  보강 유무에 

따른 패 의 거동을 평가하고 강 보강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 2차원 축 칭 문제로 이상화한 수치 모의실

험이 수행되었다. 실험 결과, 강 을 보강하지 않은 경우와 보강한 경우 모두 콘크리트 패 의 손상태는 

매우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 을 보강하지 않은 구조물의 경우는 인장 괴에 의한 콘크리트의 분

쇄 편을 억제할 수 있는 충분한 제어력이 확보되지 못해 분쇄된 편이 패 을 통하는 상이 발생되었

다. 실제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 내부의 시설 괴와 인명손실이 발생되는 상황이 발생되므로 강  보강과 같

은 시 한 책이 요구된다. 강 을 보강한 경우 강 에 의해 분쇄된 콘크리트 편이 억제되어 콘크리트 패

의 극심한 손과 손상에도 불구하고 기 했던 보강성능이 나타났다. 이는 강 이 분쇄 편의 운동에 지

를 제어하고 변형에 지로 흡수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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