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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blast load is caused by gas or bomb explosions. In this study blast load was simulated using the 

computer code CONWEP and nonlinear analysis was performed on three-story steel moment frames. It 

was observed from the analysis results that the response of the structures varied depending on the 

opening area and the explosive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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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일상 생활에서 가스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그에 따른 사고의 험성 한 증가하고 있다. 부천의 LPG충

소 폭발사고, 구 지하철공사장 LPG 설 폭발사고 등은 세계 인 규모의 사고 다. 이와 더불어 미국 국

제무역센타(WTC) 항공기 자폭테러, 인도네시아 발리 섬의 나이트클럽과 호텔에 한 폭탄테러 등 테러에 

의한 폭발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폭발사고는 특정한 지역이나 건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지역에서 다양한 용도의 건물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세계 으로 폭발에 하여 안 한 구조물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고압의 폭발이 발생하면 폭발물질은 고온, 고 도, 고압의 가스로 변환되고, 기에 아주 빠른 속도로 주변

의 기와 평형상태를 이루기 해 충격 를 발생하게 된다. 폭발에 의해 기 폭발 장은 기 압력을 순

간 으로 상승시킨다. 이 게 상승된 압력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감소 후 소멸되고, 발생원으로부터의 거리

에 따라 격하게 감소한다. 폭발에 의한 강재 기둥의 거동을 살펴보면 이격거리가 가까워질수록 기둥의 변

형이 커지고 랜지와 웹이 만나는 k 라인에서 괴가 발생하며, 경계조건에 따라 기둥의 강성이 커질수록 

기둥의 유연성을 방해하여 취성 괴가 야기되었다(이경구 등, 2006). 한 H형 단면 강재 기둥에 가해지는 

폭발하 은 기둥 단면의 웨 와 랜지의 폭에 의해 향을 받고 폭발 의 진행방향과 H형 기둥단면의 방향

에 따라 기둥의 국부  괴 성질이 달라진다(이경구 등, 2007). 이처럼 기존의 연구들은 폭발하 의 특성을 

정리하고, 페 티 커 링(penalty coupling)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달된 폭발력과 복잡한 구조체의 상호작

용 을 효율 으로 모사할 수 있는 산유체동력학(computational fluid dynamics)을 용하 다. 

일반 으로 개개의 부재가 가지고 있는 항성능보다 효율 인 시스템을 용한 건물의 항성능이 더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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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다. 한 건축물은 력하  뿐만 아니라 풍하 과 지진하 에 하서도 설계되어 있어 소규모 폭발에 

해서는 충분히 항할 수 있을 것으로 측되므로 각각의 부재 성능에 한 연구뿐만 아니라 폭발하 에 

의한 건물 체의 거동에 한 연구가 수반되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폭탄이 치한 건물 면에 미치는 압

력을 실험식에 기반을 둔 로그램으로부터의 산정하고, 압력으로부터 하 으로 변환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부하면 에 하여 연구하 다. 한 건물 면의 개폐정도에 따라 건물의 거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비교하

다. 폭발하 에 해 부재 각 단부에서 발생하는 소성힌지값을 미국 연방정부의 시설들을 발주, 리  감

독하는 GSA (General Service Administration, 2003)와 DoD (Department of Defense, 2005)에서 제시한 가

이드라인과 비교하여 괴여부를 단하 다.

2. 해석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해석모델은 그림 1과 같은 평면을 가지는 철골모멘트 항골조로서 철골조가 수직력과 횡

력 모두에 항하는 시스템이다. 1층의 층고는 4.5m, 나머지 층은 3.5m 이며, 단변방향과 장변방향의 길이는 

각각 9m, 6m이고 고정하 과 재하 은 각각 3.73kN/m2, 3.43kN/m2이다. 건축구조설계기  2005에 따른 지

진하 과 풍하  산정에 필요한 계수는 표 1에 정리하 다( 한건축학회, 2005). 기둥과 보에 사용되는 강

종은 각각 SM490, SS400이다. 부재의 크기는 지진하 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표 2에 나타내었다. 국내에

서 일반 으로 시행되는 시공방식에 따라 모든 합부는 모멘트 합으로 모델링 하 다.

 폭발하 을 발생시키기 한 폭탄의 치는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장변방향 정 가운데에서 이격거리 

6m, 높이 1.5m로 고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해석 로그램으로 미국의 캘리포니아 버클리 학의 지진연구

소(PEER센터)에서 개발한 구조  지반공학용 해석도구인 Opensees를 사용하 다(Mazzoni et al, 2006). 비

선형 해석을 수행하기 해 기둥과 보 요소는 nonlinearBeamColumn을 사용하 고 재료는 steel01(그림 3)을 

사용하 다. 구조물의 거동은 합부 상세에 따라 달라지지만 본 연구에서는 합부에서 변형이나 괴가 발

상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강체로 모델링하 다. 하 방향으로 각각의 골조를 분리하여 그림 2.처럼 각각의 

합부에 하 이 하 으로 작용한다고 가정하고 2차원 해석을 수행하 다.

그림 1. 제모델의 평면그림   2. 제모델의 입면과 폭발하  입력    그림 3. Steel01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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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3. 폭발하  산정을 한 부하면

                    표 1. 설계하                                     표 2. 부재크기

설계 지진하 설계 풍하 외부기둥 H-350×357×19×19

지역 계수 0.11 노풍도 B 내부기둥 H-414×405×18×28

지반 종류 Sd 기본풍속 30m/sec
2

모서리기둥 H-300×300×10×15

내진 등 1 요도 계수 1.0 장변외부보 H-336×249×8×12

내진 설계 범주 D 가스트 향 계수 2.2 단변외부보 H-404×201×9×15

반응 수정 계수
3.5

(철골모멘트골조)

장변내부보 H-434×299×10×15

단변내부보 H-612×202×13×13
 

3. 폭발압력의 산정

3.1. 폭발압력 산정 로그램 

재 폭발압력 산정에 주로 사용되는 소 트웨어에는 ConWep(Departments of the Army, 1986)과 

AtBlast(Joint Departments of the Army et al, 1990)가 있다. 이 두 가지 방법은 다른 유한요소 소 트웨어

와 비교하여 해석시간도 게 소요되며 실험식에 의거하기 때문에 비교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

나 압력-시간이력 함수로 결과 값이 산출되므로 하 으로 변환시키는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구조물의 형상

을 반 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이  본 연구 수행에 사용한 ConWep 로그램은 미공병단에서 최 로 

개발하여 사용하던 것으로, 미국군사 매뉴얼(Departments of the Army, 1986)에 수록되어 있는 실험결과를 

근거로 한다. 화약 폭발 에 지를 동일한 TNT에 지로 환산하는 TNT당량 모델 (TNT Equivalency Model)

을 이용하여 상 구조체의 폭발 최 압력, 충격량, 지속시간 등을 산출한다.

3.2. 폭발하  산정을 한 부하면  비교

TNT의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하 은 ConWep으

로 산출된 압력과 부하면 을 곱하여 산정한다. 부

하면 의 종류는 그림 3 (a)와 같은 기둥과 연결된 

보의 간까지의 면 과 45°각도의 삼각형 면 (그

림 3 (b))으로 나 어 산정할 수 있으나, 부하면

을 체 사각형으로 볼 경우 폭발에 의한 벽체 손

실의 향이  고려되지 않으므로 부하면 이 

과 하게 선정된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시한 두 가지 모델  그림 3 (b)의 경우가 골조

에 직 인 향을 미치는 면 이라고 가정하고 

해석을 수행하 다.

315



4. 개구부 면 에 따른 건물의 거동

폭발사고 발생 시 건물의 개구부의 크기에 따라 건물에 미치는 향이 다를 것으로 상할 수 있다. 면 

개방되어 골조만 서 있는 경우는 골조에 미치는 직 인 압력만을 고려하면 될 것이다. 따라서 건물의 용도

에 맞게 다양한 크기의 개구부 면 에 따라 다른 하 값을 입력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구부가 있는 

모델과 개구부가 없는 두 가지 상황에 한 해석결과로부터 개구부의 유무에 따른 폭발하 의 향을 분석

하 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폭탄의 질량이 100kg일 때 폭발하 을 받는 건물의 면이 폐되어 있는 경우 층별 

변 는 폭탄과 가장 가까운 골조(그림 4 (a))에서는 2층에서 1.7m, 폭탄과 가장 멀리 떨어진 골조(그림 5 

(a))에서는 3층에서 0.021m의 최 변 가 발생한다. 한 면 단력은 골조에서 가장 가까운 경우(그림 4 

(a))와 가장 먼 경우(그림 4 (b)) 각각 2,758kN, 799kN이다. 폭탄이 지표면으로부터 1.5m의 높이에서 폭발하

기 때문에 그림 4와 그림 5 (c)의 소성 힌지 분포에서 볼 수 있듯이 1층 기둥에 손상이 집 되어 있고, 가

장 먼 골조에서 발생하는 최  회 각이 0.02보다 작으므로 괴되지 않았다.

 

(a) 변                (b) 면 단력-변 곡선            (c) 소성힌지 분포

그림 4. 면 폐형 건물에서 폭탄의 치와 가장 가까운 골조 (폭탄의 양 100kg)

  

          (a) 변                (b) 면 단력-변 곡선        (c) 소성힌지 분포

그림 5. 면 폐형 건물에서 폭탄의 치와 가장 먼 골조 (폭탄의 양 100kg)

반면 면 개방형인 경우 폭탄의 폭발에 의하여 받는 압력의 부하면 이 면 폐형 보다 작기 

때문에 구조물에 작용하는 이력하 은 상 으로 작아진다. 그 결과 폭탄의 치와 가장 가까운 

골조(그림 6)는 3층에서 0.345m 가장 먼 골조(그림 7)는 3층에서 0.016m의 최 변 가 발생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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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단력은 각각 1,853kN, 596kN으로 나타났다. 

폭탄의 양을 300kg으로 증가시면 그림 8 (a)와 (b) 같이 최 변 는 3층에서 2.506m이고, 최   면 단

력은 3,286kN이다. 면 개방형 한 소성변형이 1층 기둥에 집 되어 있고, 가장 먼 골조에서는 손상이 발

생하지 않았다. 폭탄의 폭발에 의하여 발생한 면 개방형 모델의 횡변 와 소성힌지가 면 폐형 모델보

다 작았다. 하지만 폭탄의 양이 300kg으로 증가할 경우 최  횡변 가 증가하 고, 폭탄양이 100kg으로 개구

부가 없는 모델의 괴형상과 비슷하게 소성힌지가 1층에 집 되어 붕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a) 변                (b) 면 단력-변 곡선            (c) 소성힌지 분포

그림 6. 면 개방형 건물에서 폭탄의 치와 가장 가까운 골조 (폭탄의 양 100kg)

  

          (a) 변                (b) 면 단력-변 곡선            (c) 소성힌지 분포

그림 7. 면 개방형 건물에서 폭탄의 치와 가장 먼 골조 (폭탄의 양 100kg)

  

          (a) 변                (b) 면 단력-변 곡선            (c) 소성힌지 분포

그림 8. 면 개방형 건물에서 폭탄의 치와 가장 가까운 골조 (폭탄의 양 300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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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본 연구에서는 폭 하 에 따른 건물의 거동을 극단 인 두 가지의 경우의 개구부 면 을 이용하여 분석하

다. 해석 결과에 따르면 상한 로 폭탄의 치가 건물과 가까울수록, 폭탄의 양이 많을수록, 개구부의 면

이 작을수록 건물에 작용하는 하 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1층에서 가장 많은 층간 변 가 발

생하여 GSA와 DoD에 규정된 한계회 각 0.02 보다 큰 소성힌지가 발생하 다. 한 폭탄의 치로부터 멀

어질 수로 압력이 속히 감소하기 때문에 폭탄과 가까운 골조는 괴되었고 먼 골조는 괴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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