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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은 약 70%가 산지로 되어있으며, 특히 수

도권에 인구의 약 50%가 거주하고 있다. 높은 인구밀

도로 인한 국토 부족 현상으로 최근 국내 수도권을 

중심으로 지하공간화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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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을지로 일대 지하도

시 조성사업, 도로 지하 복층화 사업 등 대규모의 지

하공간 개발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다. Fig. 1은 10년

간 국내 수도권의 터널 개수와 총 연장의 증가량을 

나타낸다. 국내 수도권 터널의 개수는 10년간 총 332

개가 증가하였으며, 총 연장은 약 2,365km가 증가하

여 급속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하구조물 주변에는 전기, 가스관, 수도관 등 여

러 종류의 배관들이 매설되어 있다. 지하공간 개발 

시, 인접한 가스관 등으로 인한 폭발 위험성이 대두

되고 있으며 국내 특성상 가스관뿐 만 아닌 석유, 전

Abstract With the increase of the utilization of underground space in Korea, explosion accidents at the 
underground facilities such as gas pipes have occurred frequently. In urban area with high population density, 
individual explosion accidents are likely to spread into large complex accidents. It is necessary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explosion on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structures in urban area. In this study, a sensitivity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possible influence of nearby explosion on the stability of 
underground structure with 8 parameters including explosion conditions and rock properties. From the 
sensitivity analysis using AUTODYN, the main and interaction effects of each parameters could be 
determined. From the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 distance between explosion point and tunnel, charge 
weight, and Young’s modulus are the most important parameters on the stress components around a tunnel.

Key words Gas explosion, Mixed gas, TNT equivlent, AUTODYN, Sensitivity analysis

초 록 국내의 지하공간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관과 같은 시설물에서의 폭발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인구밀도가 높은 도심지에서는 개별의 폭발 사고가 복합적인 큰 사고로 확산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도심지에서의 폭발이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

에서는 터널과 인접한 곳에서의 폭발이 지하구조물의 안정성에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들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

여 폭발 조건과 암반의 물성을 포함한 8개 인자들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AUTODYN을 이용한 민감

도 분석을 통해 각 인자들의 주영향과 교호작용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폭발지점과 지하구조물 사이의 거

리, 폭약량, 암석의 탄성계수가 터널 주변 응력성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어 가스폭발, 혼합가스, TNT 등가량, AUTODYN, 민감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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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등의 에너지 관련 배관 시설이 밀집되어 있기 때

문에 개별의 폭발사고가 복합적인 큰 사고로 확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산업통상자원부, 2019). 

국내 가스 폭발사고는 밀폐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경

우가 대다수이며,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폭발, 용인 

물류창고 유증기 폭발, 강릉 수소탱크 폭발 사고가 

발생했다. 국외의 폭발사고 사례로 노르웨이 수소충

전소 폭발, 톈진항 폭발사고, 레바논 베이루트 질산암

모늄 폭발이 발생했다. 톈진항 폭발사고의 규모를 

TNT의 양으로 환산했을 때, TNT 24톤 규모이며 베

이루트 폭발사고는 최대 TNT 1100톤 규모이다. 이처

럼 급속한 에너지 분출을 가져오는 폭발은 인적, 경

제적으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오기 때문에 폭발 현상

에 대한 이해는 폭발성 구조의 방폭 설계와 폭발성 

물질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권과 김, 

2016). 이러한 폭발 사고의 예방을 위해서는 폭발 사

고의 원인, 현상의 분석이 밑바탕이 되어야 하며, 폭

발 현상에 대한 정확한 해석이 매우 중요하다. 폭발 

에너지와 파괴 양상을 직접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안

전상의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으로 

이론식과 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 등 수치 해석 방

법에 의하여 암반의 복잡한 거동을 분석하고 있다(김

영민, 2011).

가스 폭발 규모 예측 방법으로는 TNT 등가량 산

정 방법(TNT equivalent method), 다중에너지방법

(Multi-Energy method), BST방법(Baker-Strehlow-Tang 

method)방법 등이 있다(한우섭 외, 2015). 다중에너지

방법은 폭연(deflagration)을 기초로 하여 증기운(vapor 

cloud)폭발의 평가를 위한 계산방법이다. 증기운 폭발

은 주로 폭연의 형태로 발생하며, 다중에너지방법은 

증기운 중 일부분에서 폭발한다고 가정한다(Van, 

1985). BST방법은 다중에너지방법에 기반으로 한 방

법으로, 다중에너지방법과 마찬가지로 증기운 중 일

부분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가정하고 있다. BST

방법은 광범위한 범위의 장애물 밀도, 연료 반응성을 

기반으로 폭발 속도에 대한 지침을 제공한다

(Pierorazio, 2005). TNT 등가량 산정법은 가스 폭발 

시 증기운 전체에서 폭굉이 발생한다는 전제하에 폭

발로 방출되는 에너지를 TNT의 질량으로 환산한다

(한우섭 외, 2015). TNT 등가량 산정법은 가연성 물

질이 폭발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동일한 양의 에너

지를 발생시키는 TNT의 질량으로 변환한 값을 의미

한다(Crowl, 1969). TNT 등가량 산정법은 거리에 따

른 폭발 피해 예측에 주로 사용되고 있으며(권과 박, 

2015), 다양한 폭발 현상에 적용할 때 보수적이며 간

단한 방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Baker et al., 1983). 

Fig 1. Increase of the number of tunnels and tunnel total length in urban area(KOSIS,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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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 폭발 피해 예측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이용

하여 그 영향을 파악하고 있다. 대표적인 폭발 해석 

프로그램은 AUTODYN, LS-DYNA, ABAQUS, 

CONWEP등이 있으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현장 실

험을 수행하는 것보다 안전하고 경제적이다. 국내의 

경우, 여건상 폭발 현장 실험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

에 신뢰성 있는 수치 해석이 필요하며 수치 해석을 

위해서는 최대압력(peak overpressure)의 산정과 폭발 

압력의 시간에 따른 감쇄 형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

이다(권상기, 2017). 

국내의 가연성 가스로 인한 폭발 영향, 피해 관련 

연구는 주로 지상의 구조물의 파괴 양상을 이론식과 

해석 프로그램을 통하여 이루어져 왔다. 권상기(2017)

는 폭발파의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다양한 경험식

을 비교, 분석하였다. 환산거리에 따른 폭발파의 특성

을 예측하기 위한 여러 인자들의 경험식을 비교하였

을 때, 각 폭발 해석 식마다 적용되는 조건이 상이하

기 때문에 각 인자들마다 상당한 차이를 보였다. 권

과 김(2016)은 중국 텐진항 폭발 사고의 규모를 이용

하여 폭발 에너지 분석을 TNT 등가량 개념으로 폭발 

현상을 모사하고 그 폭발 충격을 분석하였다. 또한 

폭발 가스 에너지를 거리에 따른 폭발 압력과 임펄스

의 변화를 추정하고 분석하였다. 전과 한(2016)은 폭

발 하중을 산정을 위해 사용되는 CONWEP모델의 단

점인 복잡한 모델 구성을 단순화하여 간략식을 제안

하였다. 폭발 하중의 압력-시간 이력곡선을 단순화하

였을 때, 간략식과 CONWEP모델의 오차율은 1% 미

만으로 나타났다. 김과 안(2014)은 철근 콘크리트 지

상 구조물의 폭발 하중에 대한 연쇄 붕괴 거동과 폭

발 거동에 대한 침식 기준을 제안하였다. 해석 모델

은 미국의 차량 폭탄 테러에 의한 건물 연쇄 붕괴 사

건을 가정하여 AUTODYN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폭

발 해석 및 연쇄 붕괴 양상을 조사하였다. 김의수 외

(2015)는 원룸 구조와 유사한 철근 콘크리트 구조를 

모델링 하여 TNT 등가 방법을 통해 LNG의 양을 계

산한 후, AUTODYN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가스폭발

로 인한 피해 양상을 분석하였다. LNG의 폭발 하한

계인 4.9%보다 최대 폭발 압력이 작용하는 LNG 공

기 중 농도가 9%의 경우가 폭발 전파속도가 더 빠르

게 나타났으며, 폭발력도 크게 나타났다. 국내의 지하 

구조물의 압력변화, 파괴양상과 관련된 연구는 주로 

터널 내부의 폭발로 인한 폭발영향 분석 연구를 중심

으로 진행되고 있다. 심재원 외(2020)는 2차로 마제형 

터널 내에 폭발이 일어났을 때 AUTODYN을 이용하

여 폭발 수치해석을 진행하였다. 도로터널의 형상은 

실제 터널과 동일하게 모델링 하였으며, TNT 폭발량 

25kg을 적용하여 마제형 터널 내부의 다양한 위치에

서 유조차가 폭발했을 때의 터널 내부의 응력값을 비교, 분

석하였다. 장과 정(2016)은 CFD(Computational fluid 

dynamics) 프로그램인 FLACS를 이용하여 지하 공동

구 내에 매설되어 있는 가스 배관에 메탄가스가 폭발

을 일으켰을 대의 공동구 내부의 폭발이 상부 지상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이처럼 국내 연

구는 터널 내부나 지상 구조물을 대상으로 폭발 영향

을 분석한 연구는 진행된 바 있지만 지하에 매설된 

가스의 폭발로 인한 암반에 미치는 영향에 관련된 국

내의 관련 연구는 미진한 상황이다. 공기를 통해 지

중에 전파되는 폭발파의 영향, 파괴양상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하 구조물을 둘러싼 암반으로부터 

폭발파의 영향, 파괴 양상은 지하 구조물 파괴의 위

험성을 파악할 수 있고 지상의 폭발파의 영향보다 더

욱 복잡하고 중요하다(Chowdhury and Wilt, 2015). 

국외의 지하 구조물의 파괴양상과 관련된 연구에

서는 절리가 존재하는 암석을 이용하여 폭발해석을 

주로 진행하고 있으며 PPV(Peak Particle Velocity)와 

같은 진동해석 중심으로 폭발 해석이 이루어져 오고 

있다. Kuili and Sastry(2018)은 불연속면을 효과적으

로 모델링 할 수 있는 3DEC 시뮬레이션을 이용하여 

세로 절리 간격이 4m, 가로 절리 간격이 4m이며 

RMR이 65점인 암반의 50m 하부에 존재하는 터널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터널 20m 내부에서 발

파를 하였으며, PPV 에 따른 변위를 터널의 상,하,좌,

우 경계면에서 2m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PPV는 발파

가 진행되는 동안 변위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절리에 따른 PPV의 감쇠 영향은 무결

암일 때 보다 절리가 존재했을 때의 PPV의 감쇠가 

더 빠르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위치

에서 절리가 가로로 존재할 때와 세로로 존재할 때의 

PPV를 비교한 결과, 세로 방향의 절리에서 더 큰 

PPV가 관찰되었다. Mitelman and Elom(2014)는 

ELFEN을 이용한 FEM-DEM의 하이브리드 모델을 

개발하였다. 폭발에 의한 발파 압력의 생성은 F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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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드인 AUTODYN을 이용하여 초기 물성들을 측정

하였고, 이 결과들을 ELFEN에 적용하였다. 

AUTODYN 실험 모델에 의해 측정된 주파수 및 최

대 압축응력을 ELFEN 코드에 적용하였다. 적용된 

ELFEN 코드로 지표면에 발파 압력을 주었을 때, 직

경 10m인 터널에 반사로 인한 인장 파괴 양상을 비

교 분석하였으며, 각 암석 종류에 대한 PPV에 필요한 

상수들을 결정하였다.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제안된 

방법이 발파에 의해 유도된 터널의 손상을 분석하기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도구라는 것을 보여주었다. 

Deng et al.(2015)은 DEM 코드인 UDEC(Universal 

Distinct Element Code)과 FEM 코드인 AUTODYN

을 결합하여 실제 스웨덴의 Älvdalen의 압력실에서 

진행했던 폭발 실험과 파괴양상, PPV의 진행을 비교

하였다. 지하 압력실에서 10톤의 TNT를 폭발 시키는 

큰 규모의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UDEC으로 암석의 

절리 조건(절리 방향, 간격, 마찰각, 절리 수직 강성, 

절리 전단강성)을 고려한 모델링을 진행하였다. 

AUTODYN으로는 등방, 균질, 탄성의 암석으로 가정

하고 폭발 해석을 진행하였다. AUTODYN의 폭발 

해석의 결과 중 하나인 유도 충격파를 UDEC에 동일

하게 지정, AUTODYN의 속도-시간 이력을 UDEC의 

경계조건으로 채택하여 결합 모델을 설정하였다. 

Liu(2009)은 FEM 코드인 ABAQUS를 이용하여 뉴욕 

지하철 테러 상황을 재현하여 지하공간에 터널이 2개

가 존재할 때, 다양한 조건에서 터널 내부에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터널을 지보하고 있는 콘크리트 라이

닝의 응력을 분석하였다. TNT의 장약량, 암석의 종류

를 변화시키면서 라이닝의 응력의 변화를 분석하였는

데, 장약량 보다는 암석의 종류에 따른 최대 응력이 

더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터널 주

변을 둘러싸고 있는 지반의 점착력과 영률을 변화시

키며 모델링을 진행하였을 때 점착력은 라이닝 응력

에 대한 변화가 미미한 반면, 영률은 증가할수록 라

이닝 응력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따라서 

연약한 지반에서도 폭발물을 이용한 테러 공격을 받

는 지하철 터널 주변 강도보다 강성이 더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AUTODYN을 사용하여 폭발영향분

석을 수행하였다. 실제 도심지의 상황을 가정하여 지

하공간 상부에 존재하는 가스가 폭발하였을 때 지하

공간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이 폭발로 발생한 

응력 성분에 얼마나 영향을 끼치는지 파악함으로써 

향후 지하공간의 안정성 평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

공하고자 하였다. 파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을 고

려하여 전처리 과정은 ANSYS Explicit을 사용하였고 폭

발 영향분석은 폭발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AUTODYN

을 이용하여 최대 응력 계산과 지하공간 주변의 파괴 

양상을 파악하였다. 또한 통계분석 프로그램인 SPSS

를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고 지하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의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2. 가스폭발

2.1 가스 폭발의 정의

가스폭발이란 혼합 가스의 증기운, 즉 가연성 가스

와 공기의 혼합물 또는 가연성 가스와 산화제의 혼합

물이 연소 압력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파괴 작용을 

하는 현상이다(Bjerketvedt et al., 1997). 폭발의 필수

적인 요소는 가연성가스, 점화원, 산화제이며,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만족해야 가스 폭발이 발생한다. 가스 

폭발은 파이프 내부, 건물 등 밀폐된 공간뿐 만 아니

라 개방된 장소, 즉 특정할 수 없는 공간에서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 연소에 의해 발생되는 압력은 화염

이 얼마나 빨리 전파되는지, 압력이 증기운으로부터 

팽창되는 양상에 따라 달라진다. 가스 폭발의 결과는 

손상이 전혀 없는 것부터 물질의 완전한 파괴까지 범

위가 다양하다. 가스 폭발로 인한 과압(overpressure)

의 증가는 사람, 건물을 손상시키거나 연쇄적으로 큰 

화재 사고로 나타날 수 있다. 가스 폭발의 결과는 증

기운의 크기와 농도, 발화점의 위치, 발화원의 강도 

등에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요인의 변화로 인하여 

가스 폭발의 결과는 매우 민감하게 변화할 수 있다. 

그러므로 가스 폭발의 결과를 추정하는 것은 간단한 

과정이 아니다. 가스폭발은 가연성 가스의 공기 중 

특정 비율에 있을 때 폭발할 수 있으며, Table 1은 대

표적인 가연성 가스들의 폭발 범위를 보여준다. 폭발

성 가스의 폭발 하한 이하나 상한 이상은 산화반응이 

일어나더라도 폭발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는 가연성

가스 분자의 양이 상한보다 많거나 하한보다 적으면 

산소와 가연성가스 두 분자간에 화학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유효한 충돌 횟수가 감소하고, 또 충돌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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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라도 충돌에 의한 에너지가 주위로 흡수되어 충돌

반응이 연쇄적으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이다. 

Gases

Explosion range 

(%, in volume)

Low High

Butane(C4H10) 1.8 8.4

Propane(C3H8) 2.1 9.5

Ethane(C2H6) 3 12.5

Acetylene(C2H2) 2.5 81

Hydrogen(H2) 4 75

Ammonia (NH3) 15 28

Methane (CH4) 5 15

Carbon monoxide (CO) 12.4 74.2

Ethylene (C2H4) 2.7 36

Hydrogen sulfide (H2S) 4.3 45

Carbon disulfide (CS2) 1 44

Ether (C2H5OC2H5) 1.9 48

Acetaldehyde (CH3CHO) 4.1 57

Propylene oxide (CH3CHCH2O) 2.5 38.5

Hydrogen cyanide (HCN) 6 41

Ethylene oxide (C2H4O) 3 80

Benzene (C6H6) 1.4 7.1

Table 1. Explosion range of combustible gases 

(298K, 1atm)(Balaraju et al., 2002)

2.2 혼합가스 폭발 과정

폭발 사고 사례들을 살펴보면, 폭발 사고는 가스가 

단독으로 존재할 때 폭발하는 것이 아니라 혼합해 있

을 때 폭발 가능 범위가 증가함에 따라 폭발 가능성

이 높아지며, 그 위력도 더 강해진다(김과 권, 2020). 

그러므로 단독 가스 폭발뿐 만 아닌 가스 혼합물들의 

폭발 한계와 폭발 매커니즘을 알 필요성이 있다. 가

연성 가스혼합물의 폭발 한계는 Le Chaterlier 공식으

로 계산할 수 있다. 

  (1)

이 식에서, Vm은 혼합물의 하한 또는 상한 폭발 

한계 퍼센트(%), Pn은 혼합물의 단일 가스 성분의 농

도(∑Pn=100%), Vn는 단일 가스 성분의 폭발 부피 상

한, 하한 퍼센트이다. 이 공식은 혼합물의 상한 및 하

한이 가스의 비율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의미한다. 

3. TNT 등가량

가연성 혼합 가스의 경우, 가스 조성비 및 혼합 특

성, 압축 상황에 따라 폭발 압력 및 폭발속도가 크게 

달라지며, 비정형화된 형상으로 인해 수치해석 모델

링에 바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김의수 외, 

2015).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혼합가스 폭발 특성을 

정의하는데 있어서 TNT 등가량 산정 방법을 이용하

였다.

3.1 TNT

TNT(trinitrotoluene, C6H2(NO2)3CH3)는 용해점이 

낮고 열화학적 안정성, 충격, 마찰, 고온에 대한 감도

가 낮고, 안전한 제조 방법의 등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폭발물이다(Taha et al., 1997). TNT는 성분

과 폭발력이 일정하고 폭발 특성이 실험에 의해 상세

히 측정되었기 때문에 다른 모든 폭발 화합물의 성능

을 비교하는 표준 폭발 물질로 활용되고 있다(심재원 

외, 2020).

3.2 TNT 등가량의 정의

가스 폭발 시, TNT 등가량 계산을 위해 필요한 인

자는 화학 반응식에 관여하는 열적 특성인 물질들의 

엔탈피가 필요하다. Sochet(2010)은 폭발에너지를 기

반으로 다음과 같은 TNT 등가량에 대한 경험식을 제

시하였다.




 




   (2)

이 식에서, WTNT는 TNT등가량(kg), Wf는 공기중

에 있는 폭발물의 총량(kg), Hf는 연료의 단위질량당 

엔탈피, (MJ/kg), HTNT는 TNT의 단위 질량당 엔탈피

(4.5MJ/kg), ηe는 TNT의 efficiency factor로써 0.03으

로 가정하였다. Lea and Ledin(2002)은 탄화수소를 포

함한 가연성가스가 폭발할 때, TNT 등가량을 계산하

는 또 다른 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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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NT= 10 ×η×WHC  (3)

이 식에서, WTNT는 TNT 등가량(kg), WHC는 공기

중에 있는 탄화수소의 양(kg), η은 실험에 기반한 

yield factor이다(0.03∼0.05). 식(3)의 상수 10은 대부

분의 탄화수소가 TNT보다 10배 높은 연소열을 가지

고 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식(2)는 탄화수소를 포함

한 모든 폭발물의 질량으로 TNT 등가량을 산정하는 

것에 반해, 식(3)은 폭발물을 탄화수소로만 특정 지었

다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

3.3 혼합가스 TNT 등가량 환산 방법

김과 권(2020)은 가연성 가스가 혼합되어 있을 때, 

폭발범위 내에서 TNT 등가량을 계산한 바 있다. 예

를 들어, 일정 공간 안에 가연성가스인 CH4와 CO, 

C2H4가 혼합되어 있을 때, 화학 반응식은 이와 같다.

aCH4+ bC2H4+ cCO + dO2 →eCO2 + fH2O (4)

CH4와 CO, C2H4가 특정한 비율로 혼합되어 있을 

때 O2의 양이 결정되고, 반응물의 변수인 e, f가 결정

된다. 화학반응식에서, CH4와 CO, C2H4의 부피 비율

에 따라 TNT 등가량은 변동될 것이다. 각각의 가스 

폭발 범위에서 식(1)을 이용하여 혼합 가스 구성에 따

른 폭발 상한, 하한을 구할 수 있으며 혼합가스가 폭

발 가능 범위에 있는 경우, 구성되는 화학식에서 폭

발 에너지를 구할 수 있게 된다. 이후 식(2)를 이용하

여 TNT 등가량을 산정할 수 있다. 가연성 가스의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예를 들어 공기중에 CH4가 5%, C2H4 5%, CO가 

25% 존재할 때, 화학방정식으로 구한 혼합가스의 폭

발에너지는 Table 2의 엔탈피 값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0.21CH4+ 0.22C2H4+ CO + 1.57O2 → 

1.64CO2 + 0.85H2O (5)


 ××  ×

 

 

 (6)

혼합가스의 부피를 V라고 가정했을 때, 각 가연성 

가스의 질량은,




 = 



× = 0.0334V (7)




 = 



× = 0.2863V (8)




 = 



× = 0.063V (9)

이다.

마지막으로, 식(2)를 이용하여 특정 부피에 따른 

TNT 등가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할 수 있다.




 


  


    

 

  (10)

10,000m3에서 혼합 가스 폭발이 발생하는 경우, 

TNT 등가량으로 환산하면 TNT 500kg 규모의 폭발

이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조건을 가정하여 폭발영향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였다.

Name Standard Enthalpy of Formation Molecular Weight Density 

Heat of formation kJ/mol g/mol kg/m3

CH4 -75 16 0.668

CO -110.5 28 1.145

C2H4 52.26 28.03 1.26

CO2 -393.5 44

　
H2O(gas) -241.82 18

H2O(liq) -285.5 18

Table 2. Properties of different g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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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UTODYN을 이용한 수치 해석

폭발 시뮬레이션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AUTODYN

을 적용했다. AUTODYN은 고체, 유체, 기체 역학에

서 다양한 비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FEM 코드

이다(Century Dynamics Ltd, 2003). AUTODYN은 대

변형, 대변위와 같은 기하학적 비선형 모델과, 변형률 

연화, 강화, 취성파괴 같은 물질 비선형 모델, 시간에 

의존하는 대변형 해석 등 여러 문제에 대하여 분석할 

수 있다(Ma et al., 1998). 또한 AUTODYN은 다양한 

solver를 제공하여 다양한 폭발 시뮬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AUTODYN의 solver는 Euler, 

Lagrange, ALE, SPH 등이 있으며, 본 연구는 고체의 

변형에 적합한 Lagrange solver와 유체 이동에 적합한 

Euler solver를 사용하였다. Lagrange solver는 초기 요

소에서 물질을 고정시키며, 격자(mesh)와 재료와 함께 

이동하고 변형되는 형태로 존재한다(Century Dynamics 

Ltd, 2003). Euler solver는 물질들이 격자와 격자 사이

로 흐를 수 있도록 하는 반면, 격자 자체는 공간적으

로 고정되어 있다. Euler solver의 장점은 물질의 큰 

흐름과 왜곡을 쉽게 처리할 수 있다는 점이다. 

AUTODYN은 interface 기능을 통해 별도의 수치 격

자를 결합할 수 있다. 이러한 기능을 통해 폭발 하중

에 따른 구조물의 거동 현상을 실제와 비슷한 조건으

로 해석할 수 있다. Interface 기능은 AOUTODYN을 

구조물, 유체 및 기체의 여러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

의 해석을 가능하게 만드는 도구이다.

본 연구는 지하 구조물 상부에 존재하는 폭발 가

능성이 있는 가스관과 유류관의 매복 심도, 지하 구

조물의 심도, 크기 등을 조사하여 민감도 분석의 수

준을 결정할 때 참고하였다. 또한 혼합가스 폭발의 

사례들을 참고하여 혼합가스 폭발의 규모를 TNT 등

가량으로 환산하였다. 폭발 시뮬레이션을 위한 전처

리 과정은 ANSYS Explicit을 이용하여 암석의 물성

입력, 중력가속도와 같은 초기조건, 격자크기 등을 구

성하여 진행하였다.

4.1 모델링 구성

본 연구에 수행된 모델은 Fig. 2와 같다. 암석 부분

은 Lagrange 모델, 유체 부분인 TNT와 공기는 Euler 

모델을 사용하였다. 모델의 전체 가로 길이는 60m, 

세로 길이는 70m이다. 공기층의 두께는 10m로 지정

하였다. 

Fig 2. Feature of the model for the sensitivity analysis.

TNT와 공기의 물성은 AUTODYN의 내장되어 있

는 물성을 사용하였으며, 모델링에 필요한 암석 물성은 

ANSYS Explicit을 이용해 설정하였다. 공기의 상태방

정식(EOS, Equation Of State)은 Ideal gas을 사용하였

으며, 상태 방정식의 가장 간단한 형태이다. Ideal gas 

EOS는 다음과 같은 pressure–energy law를 따르고 있다. 

  (11)

p는 가스의 압력, = 1.4로써 상수이다. =0.00125 

g/m3 로써, 기체의 밀도이다. e는 내부 에너지이며 

2.068×105 kJ/kg으로 가정된다. TNT의 상태방적식은 

The Jones-Wilkens-Lee (JWL)을 사용하였다. JWL 

EOS는 폭발물에서 화학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압력

을 모델링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정식이 제안

되었다(Lee et al., 1968).

 (12)

이 식에서 p는 폭발압력, V는 상대부피(  

= 폭발물의 폭발 전 밀도, = 폭발 후 현재 밀도),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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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초기 C–J(Chapman–Jouguet) TNT의 단위 부피 에

너지로써, 6.0e6 kJ/m3으로 가정한다. A, R1, B, R2는 

상수, 는 TNT에 대한 상수이다. Ideal gas EOS와 

JWL EOS의 각 인자의 값은 AUTODYN의 Material 

library에 저장되어 있으며 Table 3, Table 4와 같다.

암반 모델은 AUTODYN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고 

있는 RHT(Riedel-Thoma-Hiermaier) 콘크리트 모델을 

사용하였다(Riedel et al., 1999). RHT 콘크리트 모델

은 취성 재료가 동적 하중을 받을 때 거동을 표현하

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소성 및 전단에 의한 손상을 

동시에 고려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RHT 콘크리트 

모델은 암석이나 세라믹 등과 같은 콘크리트 이외의 

다양한 취성 재료를 모델링 하는데도 사용된다. RHT 

콘크리트 모델은 압력 P, 콘크리트 입자 사이의 각도 

θ, 변형률 속도 ε̇의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

       ∩ 


 (13)

이 식에서 YTXC(P)는 YTXC(P) = fc[A(p*-p*
spallFRATE

(ε̇))N], fc는 압축강도, A는 파괴면 상수, N은 파괴면 

지수, p*은 fc에 표준화된 압력, p*
spall = p*(ft/fc), 

FCAP(P)은 정수 압력 상태에서 탄성편차 응력을 제한

하는 함수, R3(θ)는 모델의 세 번째 불변식, FRATE(ε ̇)

는 변형률 속도 함수이다. Table 5는 본 연구에 사용

된 물성과 초기 조건을 나타내고 있다. 폭발 영향 계

산 중, 암석 요소의 erosion strain이 2% 이상이면, 요

소를 탈락시키게 설정하였다. Crack softening은 인장 

응력을 전달하는 요소의 균열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설정이다. Fracture energy는 균열 발생에 대한 

Parameter Value

ρ 0.001225g/cm3

γ 1.4

e 2.068×105 kJ/kg

Table 3. Properties of air used in AUTODYN

Parameter value

A 3.7377×108kPa

B 3.7471×106kPa

R1 4.15

R2 0.9

W 0.35

V 1.63g/cm3

E (C-J Detonation velocity) 6E6 kJ/m3

Table 4. Properties of TNT used in AUTODYN

Material EOS Strength model Failure model Erosion model

Rock Linear

RHT concrete RHT concrete Geometric erosion (%)

Shear modulus 10.59 GPa Tensile failure Principal stress

Erosion strain 2Compressive 

strength

50MPa Principal tensile 

strength

5MPa

100MPa 10MPa

Shear strength 0.18
Crack softening Yes Type of 

geometric strain
instantaneous

Fracture energy 70 (J/m2)

Air
Ideal 

gas
- - -

TNT JWL - - -

Table 5. Properties and initial conditions in AUTODYN modeling

Factor
Level

Lower Higher

TNT burial depth 1.5m 3m

TNT charge weight 500kg 1ton

Tunnel to distance 10m 20m

Tunnel size 5m 10m

Young’s modulus 25GPa 50GPa

Poisson’s ratio 0.18 0.36

Tensile pressure failure 5MPa 10MPa

UCS(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50MPa 100MPa

Table 6. Factors and levels for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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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장 응력의 총 양을 의미하며, Ai and Ahrens(2005)

에서 사용한 값을 인용하였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위하여, 인장강도와 압축강도의 크기를 변화시키며 

폭발 영향 분석을 진행하였다. Table 6은 민감도 분석

을 위한 인자와 수준을 나타내며, TNT burial depth

는 지표면에서 TNT가 매설 되어있는 깊이를 의미하

며, tunnel to distance는 터널의 상부와 TNT 매설부 

사이의 거리를 나타낸다. 

4.2 경계조건

암반에서의 경계조건은 transmit을 사용하였다. 

Transmit 경계조건은 고체 영역에서 외부의 폭발파가 

전파하는 에너지를 해석영역 경계에 반사하지 않고 

그대로 경계 밖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한다(Ma et 

al., 1998). Air의 경계 조건은 flow out을 사용하였다. 

Flow out 경계조건은 유체로 전파되는 압력파가 영역

으로 되돌아가는 압력을 반사하지 않고 영역 밖으로 

나갈 수 있게 한다(Century Dynamics Ltd, 2003). Fig. 

3은 transmit과 flow out 경계조건과 측정 지점을 표

시한 것을 나타낸다.

Fig 3. Boundary condition of the model and locations for 

observation around the tunnel.

4.3 모델링 결과 

AUTODYN을 이용한 수치 해석은 폭발파가 충분

히 감쇠되는 시간인 100ms 동안 진행하였으며 압축

응력, 인장응력이 최대가 되는 응력성분들과(σx, σy, 

σ1) 최대 지점을 측정하였다. Fig. 4-6은 식 (10)에서 

산출된 TNT 등가량 500kg으로 폭발 해석 모델링을 

진행하였을 때, 시간에 따른 σx, σy, σ1의 결과를 

보여준다. +는 인장응력, -는 압축응력 을 나타내며 

각 그래프는 지하 공간의 영향으로 인하여 복잡한 양

상을 보이고 있다. 폭발파가 각 측정 지점의 폭발파

는 최대 응력을 기록한 뒤 급격히 감쇠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Fig. 6의 측정 지점 1에서의 응력 변화

는 폭발파가 도달하고 난 뒤, 암반이 파괴됨으로 인

Fig 4. Variation σx at the gauges with time.

Fig 5. Variation σy at the gauges with time.

Fig 6. Variation σ1 at the gauges with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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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7. Blast wave propagation in model (a) 1ms, (b) 5ms, (c) 10ms (d) 20ms (e) 50ms (f) 1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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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8. σx propagation in model (a) 1ms, (b) 5ms, (c) 10ms (d) 20ms (e) 50ms (f) 100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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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Fig. 7은 100ms까지의 폭발파 전파양상을 보여준

다. 폭발파는 5ms에 터널로 도달하며, 20ms에는 터널

로 인한 반사파와 복잡한 양상을 볼 수 있다.

Fig. 8은 100ms까지 σx 의 전파 양상과 파괴 양상

을 보여준다. 지하에 매설된 TNT가 폭발하면서 암반

은 급격한 붕괴가 발생하고 있으며, 암반이 파괴함에 

따라 복잡한 응력 양상을 보이고 있다. 또한 50ms에

서 터널의 반사로 인한 인장응력이 발생하고 있으며, 

100ms에서는 폭발파 전파 이후의 잔류응력이 발생하

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5. 지하 구조물의 폭발 영향 민감도 분석

터널 상부에서 발생하는 폭발에 의해 지하 구조물 

주변에서 발생하는 응력성분의(σx, σy, σ1) 최대, 최

소값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통계분

석 프로그램인 SPSS을 이용하여 민감도 분석을 진행

하였다. 

5.1 부분요인배치법(fractional factorial design)

요인배치법(factorial design)은 주효과와 교호작용를 

모두 평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완전 요인

배치법(full factorial design)은 인자와 종속변수의 관

계가 직선일 때 매우 효율적인 실험계획이라 할 수 

있지만, 인자가 하나 추가될 때 마다 실험의 양이 2

배씩 증가하는 단점이 있다. 인자가 많아질수록 실험

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부분요인배치법

은 수많은 인자 중에서 중요한 인자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8개의 인자 중 압축강도와 

인장강도가 폭발압력 증감에 많은 영향이 없다고 선

행 모델링에서 확인하였기 때문에 두 인자의 전체 조

합 중 일부만을 선택하여 2(8-2)부분요인 배치법을 채

택, 총 64번의 민감도 분석을 진행하였다. 

5.2 민감도 분석 결과

민감도 분석은 유의수준 5%에서 진행하였으며, 각 

인자 별 주효과의 크기는 Table 7과 같다. 주효과란 

독립된 인자 각각에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된 

효과라 하며, Table 7의 부분에타제곱(Partial Eta 

Squared)은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향력을 밝

힐 때 이용한다. Cohen(1988)에 따르면 부분에타제곱

이 0.14보다 큰 경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주는 영

향력이 충분히 큰 값이라고 볼 수 있다. 각 응력성분

에 공통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폭발량과 터널

과 폭발물 매설 깊이 사이의 거리로써 이는 폭발파의 

폭발, 전달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인자이기 때문

에 큰 영향력을 보인 것으로 사료된다. 각 응력성분

의 인장응력은 공통적으로 터널의 크기가 많은 영향

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폭발파가 터널에 

도달하면 파의 반사로 인한 인장응력이 발생하는데, 

터널 반지름이 증가할수록 폭발파의 반사 영역이 증

가하기 때문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암석 물성 중 영률도 응력성분에 많은 영향을 

Factors

Main effect (Partial Eta Squared)

Stress x Stress y Stress 1

Compressive 

stress

Tensile 

stress

Compressive 

stress

Tensile 

stress

Compressive 

stress

Tensile 

stress

TNT burial depth 0.118 0.02 0.002 0.044 0.13 0.016

TNT charge weight 0.518 0.103 0.25 0.135 0.088 0.1

Distance to tunnel 0.236 0.351 0.291 0.171 0.195 0.315

Tunnel size 0.15 0.059 0.039 0.196 0 0.12

Young’s modulus 0.234 0.001 0.042 0 0.065 0.011

Poisson’s ratio 0.037 0.039 0.013 0.122 0.064 0.027

Tensile pressure failure 0.016 0.027 0.021 0.125 0.022 0.019

UCS 0.007 0.017 0 0.001 0.001 0.001

Table 7. Main effect of the parameters from sensitiv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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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쳤다. 이는 영률이 클수록 응력파를 더 잘 전달하

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사료된

다. Table 8은 민감도 분석의 교호작용효과를 나타낸

다. 교호작용이란 각각의 독립된 인자가 2개 이상 서

로 영향을 미칠 때 나타나는 효과를 의미한다. 교호

작용효과의 크기는 주효과의 비해 영향력이 미미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6. 결과 및 토의 

지하공간의 증가와 개발에 따라 지하공간 상부에 

존재하는 가스관의 폭발 가능성을 대비하여 폭발로 

인한 지하구조물 주변 암반의 가스 폭발에 대한 안정

성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연구를 실시하였다. 민감

도 분석을 진행하기에 앞서, 혼합가스 폭발 사례와 

폭발 규모를 분석하여 TNT 등가량으로 변환하였으

며, TNT 등가량을 AUTODYN에 적용, 폭발영향 분

석을 진행하였다. 부분요인배치법을 이용하여 인자 8

개, 2수준으로 AUTODYN을 이용한 민감도 분석을 

총 64번 진행하였으며, 100ms까지 측정된 각 응력성

분의 최대값을 기록하여 지하구조물 주변 암반의 안

정성을 분석하였다. 민감도 분석 결과, 터널 상부에서

의 폭발로 인한 터널 주변 각 응력성분(σx, σy, σ1) 변

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폭발지점과 지하 구조물 

사이의 거리, 폭발량이며 폭발지점과 지하 구조물 사

이의 거리의 주효과 평균은 0.26, 폭발량의 주효과 평

균은 0.2이다. 이는 폭발파 도달, 폭발파의 반사로 인

한 터널 주변 응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인자

이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암석물성 중, 영률(Young’s 

modulus)은 σx, σy의 압축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본 논문은 균질한 암반을 가정하여 

2D 모델링을 진행하였기 때문에 실제 암반의 조건과 

같은 절리가 존재하는 암반, 풍화층 등 여러 층이 존

재하는 암반에서의 폭발현상에 대한 3D 모델링도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논문을 통해 얻어진 연구

내용은 향후 도심지에서의 가스 폭발을 대비한 효율

적인 방화, 방폭 설비의 설계 및 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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