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Korean Soc. Hazard Mitig.

Vol. 20, No. 4 (Aug. 2020), pp.195~206

https://doi.org/10.9798/KOSHAM.2020.20.4.195

ISSN 1738-2424(Print)

ISSN 2287-6723(Online)

www.kosham.or.kr

시설물방재

폭발하중에 의한 편개형 방폭문의 파괴거동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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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plosion Loa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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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a blast-resistant structural system with concrete slab as the primary structural member, edge rotation based on flexural failure 

is generally used as an index to evaluate its structural performance. However, it has been predicted that short-span single-leaf blast

doors are vulnerable to shear failure. In this study, limitations on the general application of the edge rotation as a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were reviewed using a finite element (FE) method. The results demonstrated that shear failure was dominant in

the impulsive and dynamic response regions, while shear failure or flexural-shear combined failure was dominant in the quasi-static 

region. In the case of short-span single-leaf blast door, the concrete slab is vulnerable to shear failure, and therefore, the door

should be designed considering pressure-impulse curves based on shear failure. For further study, several explosion tests and FE

analyses will be required to verify the structural responses and failure level changes according to various specifications of the 

blast door, and to obtain a general evaluation index for its structural performance.

Key words : Single-leaf Blast-resistant Door, Failure Behavior, Shear Strain, FE Analysis

요 지

콘크리트가 주 부재로 사용된 방폭 구조시스템에 있어서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지표로서는 휨파괴 거동에 기초하고 

있는 회전연성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단지간 편개형 방폭문은 전단에 취약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회전연성도 지표의 일반적인 적용에 대한 한계점을 검토하고자 유한요소해석을 하였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격 및 동적 응답 영역에서는 전단에 의한 파괴가 지배적이고, 준정적 응답 영역의 경우 전단 또는 휨전단 파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간 편개형 방폭문의 경우와 같이 콘크리트 부재가 전단파괴에 취약할 경우, 전단파괴에 

대한 압력-충격량 선도를 검토하여 방폭문의 부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방폭문의 다양한 제원 변화에

따른 구조응답 및 파괴 수준의 변화를 규명하고 구조성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폭발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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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방호시설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방폭문(Blast-resistant Door)

의 구조 형식으로서 강판 및 스티프너로 보강된 강구조 형식, 

강박스-콘크리트 합성구조 형식, Carbon Fiber Reinforced 

Plastic (CFRP) 판형 구조 등 다양한 구조 형식이 적용되고 

있다. 이중에서 외피구조에 해당하는 강박스의 내부에 콘크리

트가 채워지는 합성구조 형식의 방폭문은 주로 군사시설 또는 

높은 수준의 방호가 요구되는 구조물의 출입구에 설치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대상 구조체도 이에 대한 것이다. 또한, 

구조 형식 외에 작동방식에 따라서도 하나의 문만 여닫이 형식

으로 열고 닫는 편개형(Single-leaf Type), 두개의 문을 여닫는 

양개형(Double-leaf Type), 그리고 미닫이 형식의 슬라이딩 

형식(Sliding Type) 등으로 구분되기도 한다(NEMA, 2008).

방폭문의 성능 평가 및 방폭 등급을 분류하기 위한 방법 

중의 하나로서 방폭문 단부에서 중심까지의 거리에 대한 

최대 처짐의 비로 정의되는 회전연성도(Edge Rotation), 그리

고 탄성 처짐에 대한 최대 처짐의 비를 의미하는 변위연성도

(Ductility Ratio)를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한계값과 비교하고 

있다(PDC, 2008; U.S. DoD, 2008; ASCE, 2011). 한계값은 

구조물의 손상수준을 대표하는 정량적 지표로서 손상수준별 

상한값을 의미하며, 설계에서는 이를 참고하여 부재의 재료강

도, 제원을 결정하게 된다. ASCE (2011), PDC (2008) 및 

U.S. DoD (2008)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따르면 철근콘크

리트 구조체에 대해서는 회전연성도를 설계에 참고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상 구조물에 작용할 수 있는 불특정한 폭발 

위험에 대해 방호 목표수준에 적합한 설계를 위해서는 동일 

손상수준을 유발시키는 폭발하중 조건에 대한 정보가 필요

하다. 예를 들어 회전연성도 2도에 해당하는 처짐으로 생기

는 손상수준이 어떤 폭발하중 조건에서 발생하는가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구조물의 재료강도 및 제원을 결정할 수 

있다. 여기서, 어떠한 손상 수준에 대한 특정 폭발하중 조건은 

폭약량 및 구조체와의 이격거리로 정해지지만 구조체에 

작용한 최대 폭발압력과 충격량의 조합으로도 표현될 수 

있으며, 이를 일련의 곡선 형태로 나타낸 것이 압력-충격량 

선도(Pressure-impulse Diagram)이다. 이 선도는 동일 수준

의 손상에 대해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등가 손상 곡선이라고

도 한다(Abedini et al., 2019).

그러나, 폭약량 및 이격거리 등에 따라 구조물에 작용하는 

폭발압력과 충격량이 변하게 되고, 구조물의 응답특성도 

달라지게 된다. 무수한 조합의 폭발하중 조건 중 설계목표의 

손상수준을 유발하는 조건을 폭발실험으로 찾아내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대부분의 경우 보조적 방법으로서 

유한요소해석을 사용하고 있다(Shi et al., 2008; Wang et 

al., 2012; Abedini et al., 2019). 그 외에도 폭발실험의 경우 

위험도가 매우 높아서 다수의 실험이 어려운 점과 폭발압력

이 작용하는 매우 짧은 순간에 나타나는 구조거동을 계측하

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해석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결과를 

예측하거나 실험 분석에 참고하게 된다. 기존에 많이 사용되

고 있는 해석 및 설계 방법으로는 실제의 구조물을 단자유도 

시스템(Single-degree-of-freedom System)으로 모델링하고, 

해석을 통해 목표 최대 손상수준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폭약량

과 구조물과의 이격거리를 찾음으로써 폭발하중 조건을 

구하게 되면, 이 결정된 하중조건에 대한 구조물의 제원 

및 재료강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단자유도 시스템 모델은 

구조체 전체 거동의 분석에 있어서 해석시간을 줄일 수 

있는 효율적인 모델이지만, 실제 구조체를 단순화한 것이기 

때문에 응력상태나 국부적 파괴수준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3차원 유한요소모델이 사용된다. Karthaus and Leussink 

(1983)에 의하면 구조체의 최종 파괴가 국부적 파괴모드에 

의해 유발될 경우는 단자유도 시스템 모델에 의한 해석이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서 재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 사항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한 회전연성도 지표는 연성적인 휨거동(Bending 

Behavior)에서 발생하는 파괴수준 및 이에 대한 처짐값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U.S. DoD, 2008; Abedini et al., 

2019). 그러나,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편개형 방폭

문의 경우와 같이 지지경간이 매우 짧은 경우 전단의 영향이 

구조거동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부재의 파괴는 휨 및 

전단 파괴가 복합적으로 나타나거나 폭발하중 조건에 따라서

는 전단파괴가 지배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에도 회전연성도에 의해 부재의 손상수준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게 된다. Shi et al. (2008) 

및 Wang et al. (2012)에 의하면 전단변형 같이 국부적 손상을 

유발하는 거동이 복합되어 나타나거나, 또는 그 영향이 더 

클 경우 구조시스템 전체 변형에 해당하는 처짐값을 기준으

로 손상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 1,150 mm, 높이 2,250 mm의 단지간 

편개형 방폭문의 폭압에 대한 구조거동을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분석하였다. 방폭문이 휨파괴 될 것으로 가정하여 회전

연성도로서 평가되고 있는 손상수준에 대해 압력-충격량 

선도를 구하였다. 이 선도 상의 각 폭발하중 조건에 대해 

방폭문의 콘크리트 슬래브에 발생한 응력 및 변형률을 분석

함으로써 전단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였다. 또한, 전단파괴에 

대한 압력-충격량 선도를 구하여 휨파괴에 대한 선도와 비교

하였다. 이로 부터 단지간 편개형 방폭문의 경우 휨파괴 

보다 전단파괴가 더 큰 영향인자임을 확인하고자 하였고, 

현재의 연성적인 휨파괴 거동으로부터 정의되는 손상수준 

구분 및 구조성능 평가 방법의 일반적인 적용에 대한 한계점

을 검토하였다. 해석에 사용한 프로그램은 충돌 및 폭발 

해석 분야에서 범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LS-DYNA (LSTC, 

2017)이다. 타 연구의 폭발실험 결과(Kim et al., 2016)와 

비교함으로써 유한요소모델의 적합성을 검토한 후에 각 

폭발하중 변수에 대한 구조거동을 비교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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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폭성능 평가와 관련된 이론 검토

2.1 방폭성능 평가지표

폭발압력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구조체의 방폭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기준(Performance Criteria)으로서 회전연성

도(Edge Rotation, θ) 및 변위연성도(Ductility Ratio, μ)가 

사용되고 있으며, 아래의 Eqs. (1) and (2)로 정의된다. 여기

서, Xm은 최대처짐, Xe는 탄성처짐을 의미하고 L은 부재 

길이이다(PDC, 2008; U.S. DoD, 2008; ASCE, 2011). 철근콘

크리트 구조체의 경우 초기 항복은 철근의 항복에 의해 

유도되지만, 실질적인 손상 및 파괴는 콘크리트의 압축파괴

에 의해 지배된다. UFC 3-340-02 (U.S. DoD, 2008)에 따르면, 

변위연성도는 탄성거동 이후 항복이 발생된 부분에 어느 

정도나 소성변형이 발생하여 최종 파괴에 도달하는가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이므로, 항복되는 부분과 실질적 손상이 

발생되는 부분이 서로 다른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하고 있다. PDC (2008) 

및 ASCE (2011)에서도 철근콘크리트 부재에 대해서는 회전

연성도에 대한 한계값만을 제시하고 있다.

  tan


   (1)

   (2)

 

회전연성도에 의한 방폭성능 평가 개념은 예를 들어 Fig. 

1과 같은 휨파괴 거동에서 발생하는 처짐에 근거한다(U.S. 

DoD, 2008; Abedini et al., 2019). 전단철근이 적절히 배근되

어 있고 인장철근이 변형경화(Strain Hardening) 단계에까지 

도달하는 이상적인 휨파괴가 발생하는 경우 회전연성도는 

12도까지 증가한다. 그러나, 전단철근이 배근되지 않은 슬래

브의 경우 회전연성도가 2도를 초과하게 되면, 콘크리트의 

압축파괴 및 재료분리가 발생하게 되기 때문에 구조적인 

측면에서는 파괴상태에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Fig. 1. Flexural Failure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

with Appropriate Shear Reinforcement 

회전연성도 기준은 위와 같이 연성적인 휨파괴 거동에 

기초하기 때문에, 지지 경간이 짧거나 근접 거리에서의 폭발

로 전단의 영향이 크게 작용하는 경우에는 전단파괴에 기초

하는 손상수준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 예로서 폭압을 받은 

슬래브의 전단파괴에 대한 연구 사례를 검토해 보면 다음과 

같다. 단자유도 시스템으로 단순화된 1방향 슬래브 모델에 

대한 해석적 연구(Wang et al., 2012)에 의하면 단면 높이에 

대한 지지경간의 비(L/h)가 10.9 이하인 경우는 구조응답 

특성에 관계없이 전단파괴 거동만이 발생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참고하면, 동일한 구조형식은 아니나 본 연구의 

편개형 방폭문의 경우도 L/h 값이 10.9 이하에 해당하므로 

전단파괴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폭압을 받는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의 휨파괴에 대한 손상

수준을 대표하는 지표로서 회전연성도가 사용되는 것과 

유사하게 전단파괴에 대해서는 전단변형률이 사용되고 있

다. 이와 관련된 문헌(Conrath et al., 1999; Huang et al., 

2010)에 의하면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손상수준별로 

1.0~3.0%의 단면 평균 전단변형률을 한계값으로 제시하고 

있다.

Type of 

Failure
Criteria

Damage Level

Light Moderate Severe

Shear

Average shear 

strain across 

section

1% 2% 3%

Table 1. Empirical Shear Damage Criteria

2.2 압력-충격량 선도

동일한 수준의 손상을 발생시키는 폭발하중 조건은 ‘폭발 

압력(Blast Pressure)의 최대 크기’ 및 ‘폭압-시간 이력곡선의 

면적으로 정해지는 충격량(impulse)’으로 특정될 수 있는데,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예를 들어 Fig. 2와 같은 압력-충

격량 선도(Pressure-impulse Diagram, 이하 P-I 선도)이다. 

P-I 선도는 구조물의 응답에 따라 충격(Impulsive) 영역, 

동적(Dynamic) 영역, 준정적(Quasi-static) 영역과 같이 3가

지 영역으로 구분된다. 여기서, 구조물의 응답특성은 하중의 

지속시간과 구조물의 고유주기와의 관계로부터 예상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Cormie et al. (2009), Mays and Smith 

(1995), NORSOK (1999) 등에 의해 제시된 기준이 있다. 

예로서, NORSOK에서 제시한 응답특성 구분 기준은 Table 

2와 같다. 여기서, td는 폭발압력이 작용한 시간, Tn은 폭압을 

받는 구조체의 고유주기를 의미한다. 문헌에 따라 다소 다른 

기준으로 응답특성을 예측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UFC 

3-340-02 (U.S. DoD, 2008)에 따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구조물의 응답은 구조물 형식 및 폭압에 대한 민감도, 

폭약 위치와 같은 폭발 조건 등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어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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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구조체에 대해 충격/동적/준정적 영역을 구분하는 일반

적인 기준은 없으며, 직접 해석하여 구하여야 한다.

Fig. 2. Pressure-Impulse Curve (Abrahamson and 

Lindberg, 1976) 

td/Tn Response Domain

td/Tn < 0.3 Impulsive

0.3 < td/Tn < 3.0 Dynamic

td/Tn > 3.0 Quasi-static

Table 2. Criteria for Classification of Structural Response 

(NORSOK, 1999)

3. 편개형 방폭문 유한요소해석 방법 

3.1 해석 조건 및 분석 절차

Fig. 3에 방폭문 설치 사례 및 구조 개요도를 나타내었다. 

해석 대상의 편개형 방폭문의 크기는 1,150 mm (W) × 2,250 

mm (H) × 220 mm (D)이다. 방폭문 구조는 외피구조로 강판두

께 10 mm의 강박스와 그 내부의 철근콘크리트 슬래브로 

구성된다. 문의 좌측단에는 문의 밀폐를 돕는 렛치(Latch)가 

설치되어 있고, 우측단에는 개폐 시의 회전을 위한 힌지

(Hinge) 철물이 설치되어 있다. 콘크리트의 정적 1축 압축강

도는 50 MPa, 200 mm 간격으로 상하단 배근되어 있는 D16 

철근의 항복강도는 500 MPa이고, 강박스 강판의 항복강도는 

275 MPa이다.

위와 같은 단지간의 편개형 방폭문에 대해 외부하중으로

서 작용하는 폭발압력을 해석변수로 하였다. 방폭문 응답이 

충격(Impulsive), 동적(Dynamic), 준정적(Quasi-static) 영역 

등 각 영역에 속하도록 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방법을 취하였

다. 폭발하중 조건인 폭약량, 구조체와의 이격거리를 변화시

켜 가면서 예를 들어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응답 

영역에서 나타나게 되는 방폭문의 고유주기에 대한 폭발압

력 작용 시간의 비를 만족하도록 한다. NORSOK (1999)에서 

제시한 기준을 참고하여 가해석을 하되, 실제 구조응답이 

어떤 영역에 속하는지는 하중의 작용시간과 최대 처짐에 

도달하는 시간, 압력 또는 충격량에 민감한 정도 등에 대한 

결과를 검토하여 최종적으로 정하였다. 또한, 구하고자 하는 

P-I 선도는 특정 폭약량 및 이격거리에 대해 동일한 손상수준

을 나타내는 곡선으로서, 예를 들어 회전연성도 2도의 손상

수준(19.2 mm의 처짐에 상당)에 대한 곡선을 얻기 위해서는 

주어진 이격거리에서 폭약량을 조금씩 변화시켜 가다가 

해당 처짐이 발생했을 때의 폭약량을 구한다. P-I 선도는 

이와 같이 얻은 폭약량으로 인해 구조체가 받는 폭발압력 

최대값 및 충격량의 조합으로 구하게 된다. Table 3은 위와 

같은 과정을 위해 설정한 폭약량 및 이격거리의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a) Installation Example (b) Single-leaf Blast Door

Fig. 3. Door Structure (Moon et al., 2019)

Separation Distance

(m)

Weight of Explosive

(kg)

Expected 

Response

1.0 1.0~10.0 Impulsive

↓

Dynamic

↓

Quasi-static

1.5 5.0~15.0 

2.0 10.0~20.0

3.0 25.0~50.0

6.0 50.0~150.0 

10.0 100.0~500.0

20.0 1,000.0~3,000.0

30.0 3,500.0~6,000.0

Table 3. Analysis Variables

위와 같은 변수에 대한 분석 절차를 간략히 나타내면, 

첫째,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은 폭약량 및 이격거리를 

조정해 가며 방폭문의 회전연성도가 2도에 상당하는 처짐값

이 얻어지면, 이때의 방폭문에 작용한 최대 폭발압력과 충격

량을 기록하여 P-I 선도(휨파괴 될 것을 가정했을 때의 손상수

준에 해당)를 작성하였다. 본 연구의 편개형 방폭문은 전단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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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이 배근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여, 서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큰 변형 및 붕괴 정도에 상당하는 2도 초과의 

회전연성도에 대해서는 검토 범위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큰 변형이나 붕괴가 발생하는 경우는, 폭압작용 후에도 문의 

개폐가 가능해야 한다는 설계목적에도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2도 초과의 범위는 검토 필요성이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첫 번째 단계에서 결정된 각 폭발하중 조건에 대해 

해석으로 얻은 응력 및 변형률을 분석하여 휨 또는 전단파괴

의 정도를 검토하였다. 세 번째,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전단에 의한 파괴수준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전단변형률 

1.0, 2.0 및 3.0%를 발생시키는 폭발압력과 충격량을 구하여 

P-I 선도를 작성하였다. 응력 검토결과와 함께, 휨파괴를 

가정하고 얻은 P-I 선도와 전단파괴에 대한 P-I 선도를 비교 

검토함으로써 단지간 방폭문의 경우 전단파괴가 더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3.2 해석모델 및 적합성

Fig. 3에서와 같은 방폭문 구조체의 처짐, 단면 내의 응력 

및 변형률에 대한 분석을 위해 Fig. 4와 같은 3차원 해석모델을 

작성하였으며, LS-DYNA (LSTC, 2017)를 이용하여 해석하

였다. 이 해석 모델은 방폭문의 강박스 강판 두께 및 철근량과 

같은 설계변수의 결정에 관련된 연구(Shin et al., 2019a, 2019b)

에서 사용된 모델링 방법에 준하여 작성된 것으로서 여기서는 

주요 모델링 방법만을 간략하게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Fig. 4. FE Model

방폭문의 외피구조를 이루는 강박스는 Shell 요소 4,324개, 

내부의 콘크리트 슬래브 및 철근은 Solid 요소 10,920개 및 

1차원 선형요소 1,464개를 사용하였다. 그 외의 부재는 모두 

Solid 요소 7,586개를 사용하였다. 모델에 사용된 절점 수는 

총 33,479개이다. 슬래브와 강박스 간의 접촉면, 강박스와 

벽체의 테두리 간에 접촉하는 면 등은 Contact 요소를 사용하

였다. 경계조건으로서 우측 힌지는 3방향 모두 고정, 좌측 

렛치는 y 및 z 방향을 고정하였으며, 벽체의 경우는 문 반대편 

면을 모두 고정하였다. 재료모델로서는 콘크리트의 경우 Fig. 

5와 같이 주응력 공간에서 콘크리트의 재료적 비선형 거동을 

비교적 잘 모사할 수 있고, 동적 효과가 고려될 수 있는 

CONCRETE_DAMAGE_ REL3 모델을 사용하였다(Malvar 

et al., 1997). 강재에 사용된 재료 모델로 비선형 및 동적 

변형률 속도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PIECEWISE_LINEAR 

_PLASTICITY를 사용하였다(LSTC, 2017).

Fig. 5. Concrete Material Model

위와 같은 해석모델의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폭약량이 

125.0 kg이고 이격거리 6.0 m인 경우에서 동일 구조의 편개

형 방폭문에 대한 폭발실험(Kim et al., 2016)과 비교한 결과

를 검토해 보면, 실험에서 얻은 방폭문 중앙부의 최대 처짐값

의 평균은 10.6 mm이고, 해석에서 얻은 최대 처짐값은 12.1 

mm로서 약 12%의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Shin et al., 

2019b). Draganić and Varevac (2018)에 의하면, 폭발실험의 

경우 폭발압 편차 및 실험 당시의 온습도 조건에 따라 다소간

의 편차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10% 내외의 차이는 

납득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또한, 해석에서 얻은 내부에너지

(Internal Energy)에 대한 모래시계 에너지(Hourglass Energy)

의 비도 10% 이하를 나타내고 있는데, 관련 문헌(Zhang 

et al., 2012)을 참고한 것에 따르면 이와 같은 경우 해석적 

오류가 작은 경우로 판단된다(Shin et al., 2019b). 이와 같은 

비교 결과로 볼 때 폭발실험을 매우 정확히 모사할 수는 

없어도 특정 변수에 따른 거동 변화의 추이를 판단함에 있어

서는 해석모델의 적합성은 충분하다고 판단하였고, 폭발하

중 조건의 변화에 따른 방폭문의 거동 특성을 분석하기로 

하였다.

4. 해석 결과

4.1 폭발하중 조건별 방폭문 응답 분석

해석조건에서 설정한 각 이격거리 및 폭발량 변수에 대한 

방폭문의 구조응답 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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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Loading Condition P-I Diagram
td

(ms)
td/Tn

tm

(ms)
tm/td

Response Domain

R

(m)

W

(kg)

Pressure

(MPa)

Impulse

(MPa⋅ms)
Expected Results

D1 1.0 5.5 48.90 5.15 0.44 0.19 6.17 14.02 Imp. Imp.

D1.5 1.5 11.0 28.10 4.12 0.75 0.33 7.77 10.36 Dyn. Imp.

D2 2.0 17.4 18.95 3.67 1.07 0.46 7.83 7.32 Dyn. Imp.

D3 3.0 33.0 11.50 3.41 1.90 0.83 8.10 4.26 Dyn. Imp.

D6 6.0 132.0 5.66 3.78 4.10 1.78 9.10 2.22 Dyn. Dyn.

D10 10.0 365.0 3.32 4.20 7.68 3.34 8.30 1.08 Q-Sta. Dyn.

D20 20.0 1,695.0 1.86 5.48 18.34 7.97 7.80 0.42 Q-Sta. Q-Sta.

D30 30.0 4,490.0 1.41 6.78 26.40 11.48 10.05 0.38 Q-Sta. Q-Sta.

* R (separation distance), W (weight of explosive); * Imp. (Impulsive), Dyn. (Dynamic), Q-Sta. (Quasi-Static)

Table 4. Loading Condition and Structural Response for 2 degree Edge Rotation 

(a) D1 (Impulsive Response)

(b) D6 (Dynamic Response)

(c) D30 (Quasi-static Response)

Fig. 6. Deflection Response

Fig. 7. P-I Curve for 2 degree Edge Rotation

값들은 앞서 분석절차에 대해 설명한 바와 같이 회전연성도 

2도에 대한 폭발하중 조건 및 P-I 선도를 구하기 위한 것이다. 

td는 폭발하중의 작용시간, Tn은 방폭문의 고유주기이며, tm은 

최대처짐 발생 시간이다. 유한요소해석으로 구한 고유주기는 

약 2.27 ms (441 Hz)이다. 간단한 4변 단순지지조건에 대해서

는 Jänich (1962) 또는 Blevins (1979)의 식에 따라 약 1.75 

ms (570 Hz), LS-DYNA로는 약 1.88 ms (532 Hz)과 같은 

값을 구할 수 있으나, 단부 구속조건의 차이로 비교적 더 

저진동수와 장주기 모드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격거리 1 m, 6 m, 30 m에 대한 방폭문의 처짐 응답을 

Fig. 6에 예로서 나타내었고, 각 폭발하중 조건에 의해 방폭문

에 회전연성도 2도에 상당하는 처짐이 발생했을 때의 동일 

손상수준을 나타내는 P-I 선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Table 2의 NORSOK에서 제시한 고유주기에 대한 하중 

작용시간의 비를 참고하면, Table 4에서와 같이 폭발하중 

조건 D1 (이격거리 1 m)에 대해 구조물의 응답은 충격영역에 

속하고, D1.5~D6에 대해서는 동적영역, D10~D30에 대해 

준정적 영역에 속할 것으로 예상될 수 있다. 그러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영역별 응답특성에 대한 해석결과를 

참고하면, D1~D3의 경우 하중작용시간(td)에 비해 최대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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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시간(tm)이 상당히 지연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모두 

충격영역에 속한다. 또한, D10에 대해서는 준정적 영역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최대응답이 하중작용시간 직후

에 나타나기 때문에 동적 영역에 속한다.

그 외에는, 압력이 높고 하중 작용 시간이 짧을수록 충격 

응답이 나타나고, 반대인 경우 준정적 응답이 나타나는 것으

로 보아 전체적으로는 예상된 결과와 일치한다.

한편, Fig. 7에 나타낸 P-I 선도를 기준으로 응답 특성을 

분류해 보면, D1~D3 구간의 경우 폭발압력이 4배 이상 

차이가 나도 동일 손상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압력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이고, 따라서 D1~D3의 

하중조건에 대해 방폭문의 구조응답은 충격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반대로 D20~D30에 대해서는 충격량

의 증감에 민감하지 않은 경우로서 구조응답은 준정적 영역

에 속한다. 

4.2 응력 및 변형률 분석에 의한 파괴수준 검토

Fig. 7에 나타낸 P-I 선도는 회전연성도 2도에 상당하는 

처짐(19.2 mm)을 유발하는 폭발압력과 충격량 간의 관계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선도 상의 각 점들이 나타내는 

조건에 대해 방폭문은 휨에 의해 파괴되며, 동일한 손상수준

을 나타낸다고 가정된 것이다. 그러나, 서두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회전연성도 2도라는 값은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휨파괴에 기초하여 제안된 것으로서, 지간이 짧거나 근접 

거리에서의 폭발로 전단파괴가 예상될 때는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 여기서는 Fig. 7과 같은 P-I 선도 상의 하중조건에 

대해 방폭문 콘크리트 부재에 발생한 응력 및 변형률 상태를 

검토하여 휨 또는 전단파괴 여부를 검토하였다. 이하에 나타

낸 그래프 및 이에 대한 분석에서는 각 응답 영역의 대표적 

예로서 D1/D6/D30의 경우를 비교하였다.

Table 5는 각 하중조건에 대해 방폭문 높이의 중앙부 절단

면(L = 1,150 mm)에 발생한 평균 전단변형률 및 평균 수직변

형률(휨변형률)의 최대값을 나타낸 것이다. 또한, Fig. 8은 

예로서 D1, D6, D30 하중조건에 대해서 평균 전단변형률과 

평균 수직변형률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의 절단면

은 단변에 평행한 절단면으로서 Fig. 4를 참고하면 방폭문 

높이의 중앙부에 위치한 z-x 평면이다. 전단변형률과 수직변

형률 성분은 각각 γzx 및 εxx이며, 표에 나타낸 전단변형률은 

방폭문 단면높이에 발생한 평균값이고, 수직변형률은 휨 

압축응력이 최대로 작용하는 절단면 상단 중앙부에서의 평균

값이다. 전단변형률을 검토한 것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전단에 대한 손상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수직변형률에 대한 검토는 단변을 지간으로하여 1방향 슬래

브로 거동하는 방폭문의 휨변형을 알고자 한 것이다(휨압축 

변형률로서 휨에 의한 곡률 변화와 비례 관계).

Table 5에 의하면 이격거리 6 m 이하의 경우(D1~D6), 

단면에 발생한 평균 전단변형률은 2% 초과 및 3% 미만의 

범위에 있으며, 이격거리 10 m ~ 30 m의 경우(D10~D30), 

1% 초과 및 2% 미만의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 8에 의하면 이격거리가 클수록 휨변형의 변화가 상대적으

로 더 크고, 반대로 이격거리가 작은 경우는 전단변형의 변화

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Table 1의 전단에 대한 손상수준 

평가기준에 따르면 슬래브는 전체 폭발하중 조건에 대해 

전단에 의한 손상이 발생했고, 이격거리 6 m 이하에서는 

평균 전단변형률이 2% 초과로서 중간 수준(Moderate Damage 

Level)에서 심각한 수준(Severe Damage Level) 사이의 손상

이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한편, 수직변형률의 경우 

이격거리 6 m 이하에서는 2 ‰ 미만이나 이격거리 10 m~30 

m의 경우 2 ‰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ase max. γzx max. εxx Case max. γzx max. εxx

D1 0.0274 0.0015 D6 0.0226 0.0019

D1.5 0.0266 0.0014 D10 0.0184 0.0022

D2 0.0234 0.0014 D20 0.0124 0.0022

D3 0.0231 0.0013 D30 0.0113 0.0023

Table 5. Maximum Average Shear and Normal Strain in the

Central Part of Slab

Fig. 8. Average Shear and Normal Strain Curve for the Case

D1, D6 and D30

Fig. 9와 같이 슬래브 중앙부 절단면에 발생한 평균 전단응

력과 평균 전단변형률의 관계 곡선을 검토해 보면, D1/D6/D30 

모두 최대 약 7 MPa의 전단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참고로서 지간(ln)과 유효높이의 비(d)가 ln/d < 5 또는 

전단지간(a)과 보의 유효높이(d)의 비가 a/d < 2인 깊은 보

(Deep Beam)의 전단거동에 관한 실험적 연구(Yang and 

Chung, 2001)를 참고하면, 본 연구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와 

유사한 54 MPa의 콘크리트의 전단강도는 5.1~8.2 MPa로 

나타났다. 이를 고려하면 D1/D6/D30 모든 경우에 있어서 

슬래브에 발생한 전단응력은 전단파괴가 발생하는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각 경우별 전단파괴 수준은 

Table 1에 의해 구분될 수 있다. 또한, Fig. 10에서와 같은 



202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20권 4호 2020년 8월

전단응력 분포도(Shear Stress Contour)를 검토해 보면, D30

에 비해 전단변형이 더 크게 발생한 D6의 경우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응력이 집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편개형 방폭문은 폭을 지간으로 하는 1방향 슬래브로서 

거동하므로 Fig. 10에는 폭방향 절단면을 기준으로 슬래브 

절반에 대한 응력상태를 나타내었다.

Fig. 9. Shear Stress(τzx)–Strain(γzx) Curves

(a) D1 (Stress wave at 0.35 ms) (b) D1 (τzx at 2.38 ms)

(c) D6 (τzx at 5.6 ms) (d) D30 (τzx at 7.5 ms)

Fig. 10. Stress Contour in Half of Slab

Figs. 9 및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단변형이 제일 커서 

전단파괴 수준이 가장 높은 D1의 경우 D6 및 D30의 경우와는 

다소 구분되는 거동을 보인다. 구조응답이 충격영역에 속하

는 D1의 경우 매우 짧은 시간에 강한 충격하중의 작용으로 

하중작용 직후(t = 0.35 ms)에 Fig. 10(a)와 같은 높은 강도의 

응력파(Stress Wave)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다른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변형이 발생함에도 순간적으로 매우 큰 

응력이 발생하게 되며, Table 5 및 Fig. 8에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경우보다 직접 전단에 더 가까운 거동을 보이게 

된다. 이격거리(R)와 폭약량(W)의 비  가 0.57로서 

펀칭전단은 발생하지 않았다. 폭발압력의 작용이 끝난 이후 

자유진동 구간에서는 다른 경우와 동일한 최대 처짐(회전연

성도 2도에 상당하는 처짐)이 발생하지만 응력의 증가 정도 

보다 변형만이 상대적으로 더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고, 최대 평균 전단변형률은 2.74%로서 심각한 파괴 수준

(Severe Damage Level)에 해당하는 3%에 가까운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D1의 경우에서와 같이 충격하중이 

작용하는 짧은 순간에 작은 변형에도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구조체에 발생하는 가속도가 변위 보다 더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데 원인이 있다. 가속도와 질량과의 곱에 

상당하는 관성 저항이 크게 증가하게 되어 응력은 크게 

증가하지만, 강성계수와 변위의 곱에 상당하는 탄성 저항은 

관성저항 보다 상대적으로 느린 속도로 증가하여 작은 변형

만이 생기게 되기 때문이다(Hao, 2015). 이와 같은 현상은 

폭발하중 작용시간이 방폭문의 고유주기에 비해 상대적으

로 매우 짧은 D1의 경우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다.

한편, Fig. 11에서와 같이 슬래브 중앙부 상단에서 발생한 

평균 수직응력(σxx) 및 평균 수직변형률(εxx)을 비교해 보았

다(휨응력 및 휨변형률). 여기서의 응력 및 변형률 값은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시점까지 나타난 것이며, 슬래브 중앙

부 Solid 요소들에서의 평균값이다. 전단응력의 경우 초기에 

크게 증가하는 것에 비해 휨에 의한 수직응력은 최대 처짐이 

발생하는 시점 부근에서 최대값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D1의 경우 초기에 작은 변형에도 상대적으로 큰 응력이 

발생했지만, 최대 처짐이 발생할 때에는 최종적으로는 다른 

경우 보다 더 작은 응력과 변형률이 발생했음을 알 수 있다. 

준정적 영역에 속하는 D30의 경우가 가장 큰 수직응력과 

수직변형률이 발생했으며, D1의 경우에 비하면 응력은 1.4

배, 변형률은 1.5배 더 크다. 응력분포를 검토해 보면 Fig. 

12와 같이 D30의 경우가 더 넓은 범위에 걸쳐 응력이 집중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철근 및 강박스 강판에서 발생한 최대 인장응력을 

검토해 보면, 강판의 경우 D1, D6, D30 모두 항복강도인 

275 MPa 이상의 응력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의 

경우는 D1에서 254 MPa로서 항복하지 않았고, D6 및 D30에

서는 모두 항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1. Normal Stress(σxx)–Strain(εxx) Cur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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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1 (at 4.75 ms) (b) D6 (at 6.5 ms) 

(c) D30 (at 7.6 ms)

Fig. 12. Normal Stress(σxx) Contour in Half of Slab

위와 같은 응력 및 변형률 분석으로 부터 D1의 경우 

전단에 의해 파괴가 발생했고, D30의 경우는 전단에 의한 

파괴가 발생했지만 비교적 낮은 수준이며 휨에 의한 파괴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슬래브의 응력상태 및 파괴정도는 수직

응력(휨응력)이나 전단응력 등 개별적 응력조건이 아닌 3차

원 주응력공간에서 정수압 응력(Hydrostatic Stress)과 편차

응력(Deviatoric Stress) 간의 상관관계에 따라 검토되고 있다

(Markovich, 2009). 해석에 사용된 콘크리트 재료모델은 

폭발해석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Karagozian & Case (K&C) 

모델(Malvar et al., 1997)로서 콘크리트의 항복 및 최대압축

에 대한 포락선(Failure Envelop)으로 파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다. 항복상태 포락선(Yield Failure Surface)은 Fig. 5의 

P1 상태, 최대 압축상태 포락선(Maximum Failure Surface)은 

P2 상태에 해당한다.

Fig. 13은 슬래브 중앙부 위치의 단변방향 절단면에서 

발생한 응력을 포락선과 함께 주응력 공간에 나타낸 것으로

서 Fig. 13(a)는 폭발압력 작용 초기의 상태이며 응력파(stress 

wave)가 발생하여 짧은 순간에 높은 응력이 발생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처짐이 크게 증가하기 전이며, 전단이 상대적으로 

더 지배적인 단계이다. 충격 영역에 속하는 D1의 경우 전반

적으로 응력이 크게 증가한 상태이며, 대부분이 항복 포락선 

주변에 집중되어 있다. 준정적 영역에 속하는 D30의 경우 

비교적 낮은 응력이 발생하였는데 일부는 항복 포락선을 

넘어서고 있지만 대부분은 포락선을 초과하지 않고 있다. 

이로부터 응력-변형률 검토와 함께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충격영역 또는 이에 근접할수록 전단에 의한 파괴가 더 

지배적으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13(b)는 최대 처짐 발생 시점에서의 상태로서 전단에 

대한 영향이 없지는 않으나 휨이 크게 증가하는 단계에서의 

응력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D1의 경우 대부분 포락선 이하에 

분포하고 있으나, D30의 경우 항복 포락선과 최대 포락선 

사이에 걸쳐 있는 응력상태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위와 같은 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해 볼 때 충격영역

에 속하는 D1의 경우는 전단파괴가 지배적이며, D30의 경우 

휨과 전단이 복합적으로 파괴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 At a Time of High Increasing Shear Stress

(b) At a Time of High Increasing Flexural Stress

Fig. 13. Failure of Concrete

4.3 전단파괴에 대한 압력-충격량 곡선

휨파괴를 가정하고 충격/동적/준정적 응답을 발생시키는 

각각의 하중조건에 대해서 회전연성도 2도에 상당하는 처짐

이 발생하였을 때 얻은 등가 손상수준이 Fig. 7과 같은 P-I 

선도이다. 그러나, 앞서 응력 및 변형률 관계 및 파괴 정도에 

대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충격 영역에서는 전단이 지배적이

고 준정적 영역에서는 휨과 전단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으며, 슬래브의 파괴정도도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볼 때 전단에 대한 등가 

손상수준의 검토가 필요하여, Table 1의 전단에 의한 파괴수

준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전단변형률 1.0, 2.0 및 3.0%를 

발생시키는 폭발압력과 충격량을 구하여 P-I 선도를 구하였

다. Table 6은 각 응답영역에 대한 폭발하중 조건 및 해석결과

로서 얻은 폭발압력과 충격량을 나타낸 것이고, Fig. 14는 

이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Table 6 및 Fig. 14에 따르면 

이격거리 1.0~30.0 m 전체 구간에서 회전연성도 2도에 상당

하는 처짐이 발생하기 전에 1% 수준의 전단변형이 선행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1의 전단파괴 수준별 변형

률 한계치를 참고하면, 위와 같은 결과는 회전연성도 2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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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시키는 폭발하중 조건 보다 더 낮은 수준에서 전단파괴

가 이미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Case

Loading Condition P-I Diagram Shear 

Strain

(%)

R

(m)

W

(kg)

Pressure

(MPa)

Impulse

(MPa ms)

D1-S 1.0

3.5 33.2 3.19 1.0

5.0 43.6 4.46 2.0

5.8 49.6 5.28 3.0

D1.5-S 1.5

6.0 19.2 2.69 1.0

9.0 25.3 3.65 2.0

11.1 30.0 4.36 3.0

D2-S 2.0

10.6 14.1 2.62 1.0

14.0 17.4 3.32 2.0

18.0 20.2 3.9 3.0

D3-S 3.0

27.0 7.73 2.7 1.0

29.3 10.6 3.17 2.0

34.5 12.2 3.61 3.0

D6-S 6.0

93.2 4.06 2.9 1.0

118.0 5.13 3.5 2.0

145.0 6.2 4.09 3.0

D10-S 10.0

225.0 2.7 3.55 1.0

383.5 3.48 4.35 2.0

445.0 4.04 4.89 3.0

D20-S 20.0

1,490.0 1.63 5.35 1.0

1,895.0 2.08 5.96 2.0

2,100.0 2.31 6.45 3.0

D30-S 30.0

4,000.0 1.28 6.74 1.0

4,700.0 1.51 7.22 2.0

5,120.0 1.62 7.69 3.0

* R (Separation Distance), W (Weight of Explosive)

Table 6. Loading Condition for Each Level of Shear Failure

Fig. 14. P-I Curves for Each Level of Shear Failure

D1-S에서 D10-S까지 이격거리 10 m 이하의 구간(충격영

역 및 동적영역에 해당)을 보면, 휨파괴 된다고 가정한 후 

얻은 회전연성도 2도일 때의 손상수준이 분석결과로는 사실

상 전단변형률 2~3%에 해당하는 높은 수준의 전단파괴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충격 및 동적응답 영역의 경우 

특히, 충격응답 영역에서는 작은 폭발량 증가에도 전단변형

이 1%에서 3%까지 변화하는 것으로 보아, 앞서 응력 검토에

서 얻은 결과대로 전단파괴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준정적 

영역(이격거리 20 m 이상)에서는 전단변형 증가에 상대적으

로 더 많은 폭발량 증가가 필요하다는 점과 앞서 응력 검토결

과를 전체적으로 고려할 때, 전단파괴가 선행되고 폭발량이 

더 증가할 경우에는 휨 및 전단파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연성적인 휨파괴 거동으로부터 정의되는 

회전연성도 지표에 의해 손상수준을 구분하고 구조성능을 

평가하고 있는 기존 방법의 일반적인 적용에 있어서의 한계

점을 검토하였다.

단지간 편개형 방폭문에 대한 유한요소해석 결과에 따르

면 충격 및 동적 응답 영역에서는 전단에 의한 파괴가 지배적

이고, 준정적 응답 영역에서는 작은 폭발량에 대해서 전단파

괴가 선행하여 발생하고 폭발량이 증가될 경우는 휨과 전단

에 의한 파괴가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에 따르면, 본 연구에서의 편개형 방폭문과 같이 

주 지지경간(단변)이 짧거나 근접거리에서의 폭발로 전단에 

취약해질 경우는 전단파괴에 대한 압력-충격량 선도를 우선

적으로 검토하여 방폭문의 전단보강 등과 같은 부재 설계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준정적 영역에서 나타난 파괴거동과 같이 휨과 전단에 

의한 파괴가 복합적으로 나타날 경우 어떠한 인자가 구조성

능에 더 지배적인지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폭발조건, 방폭문의 지간길이 및 단면높이 등 다양한 

제원 변화에 따른 구조응답과 파괴수준의 변화를 규명하고 

구조성능에 대한 일반적인 평가지표를 구하기 위해서는 

향후 다수의 폭발실험과 유한요소해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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