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1권 5호(통권 102호) 2009년 10월 461

내부 구속 공 CFT 기둥의 내화 성능에 한 해석 연구

Analytical Study on the Fire Resistance of Internally Confined Hollow CFT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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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기둥은 축하 과 지진하 에 항하는 주부재로서 구조물에서 가장 요한 부재 의 하나이다. 이러한 기둥은 화재 시 고온에 의해 

그 성능이 하되어 체 구조물계에 심각한 균열을 래할 수 있으며, 구조물의 붕괴로도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형식의 기둥인 

내부구속 공 콘크리트 충 강  기둥 (ICH CFT column; Internally Confined Hollow Concrete Filled Tube column)의 내화 성능이 

연구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건축물에 용을 하여 기 에 맞는 기둥을 만들기 해서는 내화 성능 평가가 필요하다.  본 기둥은  콘크리트 충

강  기둥 (CFT column; Concrete Filled Tube column)과 같이 외부 강 에 의해 콘크리트가 구속되어 기둥의 성능을 발휘하므로, 외부 강

의 항복 여부가 체 기둥의 강도를 결정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화재에 의한 기둥의 온도 변화에 따른 ICH CFT 기둥의 강도

를 콘크리트의 구속효과와 재료비선형성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고, 한 기둥의 공비, 외부강 의 두께, 콘크리트의 강도를 매개 변수로 

선정하여 기둥의 내화 성능을 평가하 으며, 해석에는 범용 로그램과 용 로그램을 병행하여 사용하 다. 

ABSTRACT：A column resisting axial load and seismic load is one of the main members in a structural system. The heated 

column by event of a fire can lose its strength and it may damage its structural system or cause the collapse of the entire 

structural system. In this study, the fire resistance capacity of internally confined hollow concrete filled tube (ICH CFT) 

column was investigated. In an ICH CFT column, the yield strength of the external tube is important as a concrete filled 

tube (CFT) column because the external tube confines the filled concrete and the strength of the column depends on the 

confined effect. A study was performed by finite element analyses considering the confined effect and material nonlinearity as 

the temperature changes by the fire. The hollow ratio, the thickness of the external tube, and the strength of concrete were 

selected as the parameters for the analyses. The analyses were performed by using a commercial FEA program (ABAQUS) 

and nonlinear concrete model program.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the hollow ratio and the strength of concrete mainly 

affect the fire resisting capacity of an ICH CFT column. 

핵 심 용 어 : 내화, 공, 외부강 , 내부강 , 구속 효과

KEYWORDS : fire resistance, hollow, external tube, internal tube, confined effect

1. 서 론

구조물에서 기둥은 축하 과 지진하 에 항하는 주부재로

서, 기둥의 거동은 체 구조물계에 향을 미치게 된다. 일

반 으로 철근 콘크리트 기둥이 리 사용되고 있으며, 최근 

콘크리트 충  강  Concrete filled Steel Tube; CFT) 

기둥이 많이 연구 되어 시공되고 있다. CFT 기둥은 강 의 

구속으로 인해 콘크리트가 완 히 3축 구속 되어 콘크리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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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증진 효과가 뛰어나며 강 이 축력-모멘트에 항함으

로써 우수한 내력  변형 성능을 발휘한다.5)

그림 1. 내부 구속 공 CFT 기둥의 구조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4월 30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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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구속 공 CFT 기둥(Internally Confined Hollow 

CFT Column, ICH CFT Column)은 그림 1과 같은 구조

로 되어 있다. 기둥 외측에는 외부강 이 존재하고, 내측에는 

내부 강 이 있으며, 이 사이에 콘크리트가 있는 구성으로 되

어 있다. 

공단면을 갖는 CFT 기둥인, 내부 구속 공 CFT 기둥

(Internally Confined Hollow CFT Column, ICH CFT 

Column)은 Shakir-Khalil와 Illouli (1987)에 의해 제안

된 이후 Wei 등 (1995)   Zhao 등 (2002)와 같은 연구

자들에 의해 강도와 연성에 해 연구되어왔다. 최근의 연구

에서는 ICH CFT 기둥에서의 콘크리트는 외측 강 과 내측 

강 에 의해 콘크리트가 3축 구속 상태로 존재하며 (한택희 

등, 2007), 이러한 내부 구속 효과에 의해서 콘크리트 강도

와 연성이 향상되어, 우수한 에 지 소산 능력을 갖는다고  

알려진 바 있다 (염응  등, 2008). 한 한택희 등(2007)

에 의하면 그림 2와 같이 ICH CFT 기둥이 기존의 공 

RC기둥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성능을 내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 ICH CFT 기둥과 공 R.C 기둥의 성능 비교(한택희 등 2007)

건축물의 구조 부재는 련 설계기 (2005)에 따라서 내화 

구조의 성능 기 을 만족 시켜야 한다. 그러나 ICH CFT 기

둥은 내화 성능 평가에 한 연구는 국외에서 Y. F. Yang 

등(2008)에 의해서 수행되었으나, 이 연구는 수치 인 방법

에 의해서 기둥의 내화 성능을 분석 하 다. 이에 기존 연구

와는 다르게 범용해석 로그램을 이용한 FEA해석을 통하여 

열 향성을 분석한 후 기존 개발된 비선형 콘크리트 모델(한

택희 등, 2007)을 이용하여 내화 성능평가를 하려고 한다. 

열 달 해석 로그램으로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

하여 ICH CFT기둥의 열 달 해석을 수행하여 기존 연구

(Y. F. Yang 등, 2008)로 검증을 한 후  ICH CFT 기둥

의 열 달 해석을 수행하 다. 열 달 해석 후 고온에 의해 

감된 내·외부 강   콘크리트의 물성치를 선행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비선형 콘크리트 모델(한택희 등, 2007)을 이

용하여, 매개변수를 공비, 외부강  두께, 콘크리트 강도로 

선정을 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2. 해석 방법의 검증

열 달 해석 방법의 검증을 해서 선행 연구자의 연구(Y. F. 

Yang 등, 2008)에서 수행된 결과와 비교하여 검증하 다.

2.1 재료 물성치

열 달 해석을 하여 내․외부 강 과 콘크리트로 구성된 

ICH CFT 기둥의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는 Zicherman 

(1996)의 연구를 참고 하 다. 표 1과 표 2는 온도에 따른 

재료의 물성치 변화를 보여 다.

온도 (°C)
비열

(∙)

열 도율

(∙∙)

도

()

0.00  449.9142 197.9663 7.850 

93.58  484.6367 185.8926 7.815 

105.04  488.8767 184.4142 7.811 

114.59  492.4184 183.1830 7.807 

197.35  523.1131 172.5077 7.776 

398.55  597.7415 146.5519 7.701 

700.57  872.5127 107.5924 7.588 

750.39  1046.0500 101.1637 7.569 

827.59  687.4865 91.2494 7.541 

850.03  583.2831 92.2275 7.532 

1200.00  674.8711 108.1756 7.401 

표 2. 온도변화에 따른 강재의 물성치 (Zicherman, 1996)

온도 

(°C)

비열

(∙)

열 도율

(∙∙)

도

()

0.00  1260.1190 8.458566 2.350 

93.58  1314.1240 6.436226 2.327 

105.04  5256.4980 6.187578 2.325 

114.59  3036.5160 5.982631 2.323 

197.35  954.0903 5.842484 2.303 

398.55  983.2491 5.506432 2.255 

700.57  1207.0690 5.003107 2.183 

750.39  1232.1130 4.920224 2.172 

827.59  1270.9210 4.790626 2.153 

850.03  1282.2190 4.754459 2.148 

1200.00  1458.1380 4.168251 2.065 

표 3. 온도변화에 따른 콘크리트의 물성치 (Zicherman,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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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열 달 해석 방법

범용 로그램 ABAQUS 6.7을 이용하여 ICH CFT단면

의 열 달해석을 수행하기 해서 식(1)의 기본 에 지 평형

조건(Green and Naghdi)을 바탕으로 해석이 수행되며, 열

의 도는 Fourier law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가정한다. 



 





                         (1)

여기서,  : 재료의 부피,  : 표면면 , 

 : 도,         : 내부 에 지의 시간비, 

 : 열 유동,       : 외부에서 달되는 열

2차원 Solid의 4  선형 열 도 4변형 요소 DC2D4를 

사용하 으며, Transient 해석을 수행 하 다. 온도 하 은 

표 가열곡선 ISO-834인 식(2)를 용하여 강 표면에 직

 가하 다. 

 ∙                              (2)

여기서,   분(min) ,  : 가열온도(°C)

그림 3. 표 가열곡선

2.3 열 달 해석 결과(검증)

단면직경(mm) 400.00

공비 0.50

외부강  두께(mm) 4.00

내부강  두께(mm) 2.87

공부 직경(mm) 200.00

표 4. 검증에 사용한 단면 제원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 연구자(Y. F. Yang 등, 

2008)이 사용한 단면제원을 동일하게 사용하 으나, 단면을 

구성하고 있는 강 과 콘크리트의 재료 물성치가 정확히 표

기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표 1과 표 2에 나타난 재료 물성

치를 사용하 다. 그리고 2.2 의 열 달 해석 방법에 의해 

수행하 다.

30min 60min

90min 120min

그림 4. 시간별 해석 결과

그림 5. 시간에 따른 내부 강 의 온도 변화

그림 4는 시간별 단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림으로써 

시간에 따라 온도가 달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

에서와 같이 기존 연구자의 데이터와 ABAQUS 해석과 비교 

분석한 결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추

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기에서 30분 이 과 80분 이후의 

시간에서는 약간의 차이를 보 는데 이는 기존 연구자(Y. F. 

Yang 등, 2008)의 경우, 구체 인 강과 콘크리트의 재료 

물성치를 논문에 표기하지 않아 동일한 재료의 물성치를 사

용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단되며, 비록 차이가 있지만 시

간에 따른 내부 강 의 온도가 80분 이후에 온도가 더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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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의 강도 감이 더 클 것으로 단된다. 이는 기둥의 성

능 평가 시 하계치로 평가가 될 경우에 임계 을 악할 수 

없으나 반면 와 같이 상계치로 평가하여 설계 할 경우 과

다 설계의 요지는 있지만 더 안 측으로 해석될 것으로 단

된다.

3. ICH-CFT 기둥의 열 달 해석

3.1 해석 모델의 선정

그림 6와 같은 ICH CFT 기둥은 두 개의 강 과 그 사이

에 충 된 콘크리트로 구성되어져 있다. 외부강 의 내경

()과 내부 강 의 외경(), 그리고 내·외부 강 의 두께, 

와 를 결정하여 해석 모델을 선정하 다.

  

그림 6. ICH CFT 기둥의 단면

공비 0.5인 ICH CFT기둥에 해 해석을 수행하 으며, 

외부 강 의 두께()는 콘크리트 구조설계기  해설(2007)

에 따라 식 (3)에 의해 최소 두께를 산정하 다.

 





                                      (3)

여기서,  : 콘크리트의 외부직경 

        : 강재의 항복강도 

        : 강재의 탄성계수

내부강 의 두께()는 한택희 등(2007)의 연구에서 제안

된 식(4)에 의하여 산정하 으며, 표 4에 해석 모델의 제원

과 물성치를 나타내었다.

lim   ′∙
 ∙∙







′∙

∙∙

   (4)

여기서,  : 외부 강 의 항복강도      : 외부강 의 두께

        : 내부 강 의 직경          ′  : 콘크리트의 직경

        : 강 의 탄성 계수            : 내부 튜 의 항복강도

식(4)에서 2가지의 제안된 식  자의 경우 내부 강 의 

항복 괴 조건식이며, 후자는 얕은 아치의 스냅-스루

(snap-through) 좌굴에 의한 괴 조건을 나타낸 식이다. 

콘크리트직경(mm) 250.0

강재의 항복강도(MPa) 345.0

강재의 탄성계수(MPa) 200000.0

공비 0.5

외부강  두께(mm) 4.0

내부강  두께(mm) 2.0

공부 직경(mm) 125.0

표 5. 재료 물성치  단면제원

3.2 열 달 해석  결과

온도에 따른 강재와 콘크리트의 물성치는 표 1과 표 2에 

나타낸 값을 이용하 으며, 2.2 에서 제안된 해석 방법을 

용하 다. 

C1C2C3Boundary_2

Boundary_1

그림 7. ICH CFT 기둥 단면의 열 달 해석 결과(t=120)

그림 8. 시간에 따른 ICH-CFT 기둥 단면의 온도 변화



내부 구속 공 CFT 기둥의 내화 성능에 한 해석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1권 5호(통권 102호) 2009년 10월 465

그림 7은 120분 가열후의 ICH CFT 기둥 단면내의 열분

포를 나타내며, 그림 8은 시간에 따른 ICH CFT 기둥 단면 

치별 온도변화를 나타낸다. 그림 7과 그림 8에 나타낸 바

와 같이, ICH CFT 단면의 온도 분포에서 강 의 도도가 

크고 도가 높기 때문에 외부 강 의 온도와 강 과 콘크리

트의 외측 경계면의 온도는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내측 경계면과 내부 강 의 온도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화재가 시작된 후 온도가 높아도 도도가 낮고 도가 낮은 

콘크리트에 의하여 내부강 에 미치는 향성이 크지 않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외부에서 공 되는 열이 많아지면서 콘크리

트와 내부 강 의 온도가 서서히 상승하여 120분에는 약 

700℃로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 시간이 지속될수록 내

부의 재료에 큰 향이 커지기 때문에 기둥의 강성 하에 

큰 향을 미칠 것이다.

4. ICH CFT 기둥의 내화 성능 분석

열에 의한 향으로 감된 재료의 물성치를 비선형 콘크리

트 모델 (한택희 등, 2007)을 사용하여 열의 도를 통한 

내·외부 강 과 콘크리트의 하된 물성치에 한, 화재시 

ICH CFT 기둥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거동 분석을 하

다. 한 외부강 의 두께, 공비, 콘크리트의 강도를 변

수로 정하여 ICH CFT 기둥의 내화 성능을 분석하 다. 

4.1 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치

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치를 산정하기 해서 가정을 용하

다. 1. 각 재료(내·외부 강 , 콘크리트)의 시간별 온도 분

포의 경우에는 치에 따라서 온도의 차이가 생기는데 이를 

산정함에 있어서 재료의 평균온도로 가정한다. 2. 강 의 온도 

변화에 따른 물성치 변화는 Eurocode 3의 내용을 따른다. 3.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는 Eurocode 2의 

내용을 따른다. 4.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에 따른 탄성계수 변

화는 CEB Code의 내용을 따른다. 

4.1.1 강 의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

강재의 극한 강도는 Eurocode 3에 따르면, 식 (5)～(7)에 의

해 결정되며, 항복응력과 탄성계수는 그림 9와 같이 나타내어

진다.

극한 강도는 Eurocode 3를 따르면,

                 for               (5) 

     for  ≤      (6) 

                  for  ≥               (7) 

여기서,  : 항복강도,  : 극한강도

그림 9. 고온에서의 강재의 항복응력과 탄성계수 변화(Eurocode 3)

강 의 항복응력과 탄성계수 그리고 극한 강도는 의 그래

의 값과 식 (5)～(7) 을 따라서 결정하 으며 사잇값들을 

식 (8)의 보간법으로 구하여 결정하 다. 

  


                (8)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에 해 Eurocode 2

에 배합방법에 따라 Siliceous와 Calcareous의 두 가지 방

법이 제안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그림 10과 같이 

Siliceous 배합법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와 그림 11의 탄성계

수 변화에 따라서 식 (8)의 보간법으로 결정하 다. 

그림 10. 고온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변화(silic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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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고온에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변화

그림 9～11  식 (5)～(8)에 의하여 해석모델에 용될 

재료의 물성치를 결정하 으며, 이를 표 5～7에 나타내었다.

시간 (분) 압축강도 탄성계수

0 27.385 24421.920 

30 19.801 16328.579 

60 10.765 11212.611  

90 4.595 7718.676  

120 2.345 5304.115  

표 6.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물성치(MPa)

시간 (분) 항복강도 극한강도 탄성계수

0 345.000 431.250 200000.000 

30 34.514 34.514 17103.555 

60 19.021 19.021 12404.993  

90 14.817 14.817 9663.008  

120 11.829 11.829 7714.800  

표 7. 시간에 따른 외부강 의 물성치(MPa)

시간 (분) 항복강도 극한강도 탄성계수

0 345.000 431.250  200000.000 

30 345.000  431.250 188606.100 

60 316.474  316.474 132483.300  

90 121.467  121.467 44311.940  

120 39.679  39.679 18334.040  

표 8. 시간에 따른 내부강 의 물성치(MPa)

4.2 시간에 따른 ICH CFT 기둥의 비선형 거동 분석

결정된 재료 물성치를 해석 로그램(한택희 등,2007)을 

이용하여 구속효과가 고려된 ICH CFT 기둥의 시간에 따른 

비선형 거동 분석을 하고, 시간에 따른 ICH CFT 기둥의 축

력-모멘트 상 도를 작성하여 분석하 다. 

그림 12는 온도하 이 시간에 따라 작용할 때, ICH CFT 

기둥의 재료곡선의 변화를 나타낸다. 각각의 시간별로 비교하

면 강도가 온도하 을 받지 않았을 경우에 비하여 62%, 

79%, 90%, 94%로 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의 선정된 단면 제원의 경우에는 2시간이 넘으면 거의 기둥

의 기능을 상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의 단면을 건

축 부재로서 사용 하려면 2시간 이내의 내화 성능을 갖는 용

도의 기둥으로 설계해야 할 것이다. 기둥의 직경, 공비, 

내·외부 강 의 강성  두께 그리고 콘크리트의 강도를 조

하면 내화성능에 맞는 기둥을 설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12. 시간에 따른 비선형 콘크리트 모델 변화

그림 13. P-M 상 도

그림 13은 온도하 이 시간에 따라 작용할 때, ICH CFT 

기둥의 축력-모멘트 상 계를 나타낸다. 화재 시 으로부터 

30분이 경과할 때 최  축하 에 한 항도가 66%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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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이는 ICH CFT 기둥의 구조에서 강 이 차지하는 비

율이 크기 때문이라고 단된다. ICH CFT 기둥은 외부강

의 구속력에 의해서 3축 구속 상태를 이루게 되는데 외부강

의 강성이 떨어지게 되면 기둥의 강성이 그에 따라서 격

하게 떨어진다.

그림 1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외부강 의 항복 강도의 감소비를 비교하 는데 외

부강 의 항복강도 감소비가 화재 시 으로부터 30분이 지나

면 최  강도의 90%의 강도 상실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

이 ICH CFT 기둥의 외부강 의 강성이 체 강도에 아주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는 CFT 기둥에서

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상이다.

그림 14.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외부강 의 

항복강도 감소비

4.3 매개 변수 해석을 통한 내화 성능 평가

앞에서 수행한 열해석 방법과 응력해석 방법으로 공비, 

외부강 두께, 콘크리트의 강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기둥의 내

화 성능을 평가하 다. 표 8은 각각의 공비에 따라 결정된 

해석 상 ICH CFT 기둥의 제원을 나타낸다.

공비 외부강 두께
내부강  

두께

기둥직경

(외경)

공부 

직경(내경)

0.2 4 2.00 250 50

0.3 4 2.00 250 75

0.4 4 2.00 250 100

0.5 4 2.00 250 125

0.6 4 2.00 250 150

0.7 4 2.00 250 175

표 9. 공비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제원(단  : mm)

내 · 외부 강 , 콘크리트의 물성치는 표 5～7의 화재시

의 물성치와 동일하며, 열 달 해석  비선형 거동 분석을 

수행하 다. 그리고 표 8과 같이 공비를 변수로 하여 내화 

성능을 평가 하 다. 

그림 15. 시간에 따른 공비별 최  축력비

그림 15는 시간에 따른 공비 별 최  축력비를 나타낸 

것으로서 공비가 커질수록 축력에 한 항성이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비가 커질수록 기둥의 단면 이 

작아지는 향이 가장 크다고 단되며, 한 콘크리트의 두

께가 두꺼워짐에 따라 기둥 외부에서 내부 강 으로 도되

는 열의 양을 감소시킴으로서 내부 강 의 피해를 여줘 기

둥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단된다. 

그림 16. 공비에 따른 내부강  항복 강도비

그림 16은 공비별 내부 강 의 항복 강도비를 나타낸다. 

여기서, 공비가 0.2～0.7로 변한다는 것은 화재가 진행

인 기둥표면에 가까워진다는 것을 뜻하며 이에 따라 내부 강

이 열에 일  노출됨으로써 강도 하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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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강 의 두께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한다. 같은 단면 제

원에서 높은 항복 강도비를 갖도록 설계하기 해서는 고강

도의 내부강 을 사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그림 17. CFT단면과 ICH-CFT단면의 내력비교(60min)

그림 17은 ICH CFT 단면과 CFT단면의 내력을 비교한 

것으로서 CFT 기둥의 외부 강 의 두께와 기둥의 외부직경

을 ICH CFT 기둥과 동일한 제원으로 열 달해석을 한 후 

ICH CFT와 같은 방법으로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비선형 해

석을 하 다. 해석결과를 비교해 보면 ICH CFT 단면이 

CFT 단면에 비하여 모멘트 성능이 뛰어나다는 것을 볼 수 

있다. CFT 단면의 압축력에 한 항성이 가장 큰 이유는 

외부 직경이 동일한 상태에서 공비에 따라서 공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축하 에 항 하는 콘크리트 단면 이 가

장 넓기 때문으로 단된다. 만약 화재와 지진이 동시 일어날 

경우에는 모멘트 성능이 우수한 ICH CFT 단면이 더 우수한 

성능을 발휘할 것이다. 그러나 공비 0.6 이상의 경우에는 

내력이 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에 기둥으로 사용하기에 합

하지 못하며, 내화성능을 고려하여 설계하려면 공비 0.5 

이하로 설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외부강 두께 내부강  두께
기둥직경

(외경)

공부 

직경(내경)

2.0  4.0 250 125

2.8  4.0 250 125

4.0  4.0 250 125

5.2  4.0 250 125

6.4  4.0 250 125

8.0  4.0 250 125

표 10. 외부강 의 두께에 따른 단면조건(단  : mm)

외부 강 과 콘크리트의 제원은 표 9과 같이 모델링 하

으며 용된 강 과 콘크리트의 물성치는 표 5～7과 같다. 

변수를 외부강 의 두께로 선정하여 이에 따른 내화 성능을 

평가하 다. 그림 18에서와 같이, 변수를 외부 강 의 두께

로 하 을 경우, 외부 강 의 두께가 2mm일 경우가 최  

축력 감소비가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내화 성능이 

강 의 두께가 얇을수록 유리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이

유는 기둥직경이 고정되어 있어 강 이 얇을 경우 콘크리트

의 두께가 상 으로 두꺼워 지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의 

도도가 매우 작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두께가 두꺼워지면 그

에 따라서 내부 강 까지 열이 도되는 것을 지연 시켜  

수 있다. 이 때문에 내부 강 이 열에 한 피해를 덜 받게 

되어 내화성능이 증 된다.

그림 18. 외부강  두께에 따른 최  축력비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내화성능 평가 시 해석 모델은 표 4

와 같은 제원에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를 변수로 선정하여 2

0～45MPa 사이에서 5MPa 간격으로 해석하 다. 

그림 19.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최 축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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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최  축력비를 비교한 그림 19에서

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수록 최 축력 감소비가 감

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화재 이후 30분 경과 시의 최 축

력 감소율을 비교해보면 표 10과 같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증가할수록 감소율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서도 감소율은 5% 이내로서 체 인 거동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실제 인 설계에서 콘크리

트의 강도 조 을 함으로서 내화 기 에 있는 시간에 맞게 

조 을 할 수 있을 것이다.

　 0분 30분 감소율

20MPa 3522.614 1150.536 67.34%

25MPa 3840.294 1290.571 66.39%

30MPa 4131.915 1428.274 65.43%

35MPa 4405.052 1565.174 64.47%

40MPa 4664.435 1700.903 63.53%

45MPa 4913.243 1836.448 62.62%

표 11. 콘크리트 강도별 최 축력 감소율

  

5. 결 론

본 연구는 열 달 해석을 통해서 ICH CFT 기둥의 내화 

성능을 해석 으로 연구하 다. 

(1) ICH CFT 기둥은 3축 구속에 의해 강도와 연성을 증

가 시킨 기둥으로서 화재 시 외부강 의 강성을 상실

할 경우, 구속 응력의 소멸로 기둥의 강도가 격히 감

소할 것이다. 이를 방지하기 해, 설계 시 외부 강

의 강도를 높여주어 기둥의 강성을 유지할 수 있다.

(2) 공비가 증가할수록 축력에 한 항성이 작아진다. 

이러한 문제에 해서는, 내부 강 의 강도 증가로 극

복할 수 있으며, 기둥 설계 시 공비를 조 하여 내

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3) 동일 직경의 기둥에서 강 의 두께를 변경하여 설계 할 

경우, 외부강 이 얇을수록 내부 콘크리트의 두께가 두

꺼워져 강성이 증가하게 되고, 콘크리트의 열 도도가 

작기 때문에 내부 강 으로 도되는 속도를 일 수 

있어 내화성능을 증진시킨다. 하지만, 이러한 성능 증

가분은 미미하며, 실제 거동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4) ICH CFT 기둥에서 최  축력비 비교 결과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수록 더 향상된 내화성능을 보여 주지만 

강 의 두께나 공비보다는 그 향성이 미비한 것으

로 단된다.

ICH CFT 기둥의 내화 성능을 평가 시, 본 연구의 결과는 

내화성능에 향을 미치는 인자인 외부강 의 두께, 외부강

의 강도, 콘크리트 강도, 공비를 제시함으로써 설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단된다. 

감사의 

이 연구는 한국건설기술평가원에서 시행한 2005년도 건설

핵심기술연구개발사업(과제번호 : D02-01)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건교부고시(2005-122호), 내화구조의 인정  리 기

고려 학교(2005), 강  삽입 공 R.C 고교각 개발

염응 , 김 종, 한택희, 강 종 (2008) 내부구속 공 CFT 교

각의 내진성능에 한 매개변수 연구, 한국방재학회 논문

집, 제8권 제1호, pp.15-21.

윤 도, 김규용, 한병찬 (2002) 고온을 받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한국콘크리트 학회 논문집, 제14권 제5호, 

pp.698-707.

정경수, 최성모, 김동규 (1997) 콘크리트충  강 기둥의 내화

특성에 한 이론  연구,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9권 

제4호, pp.649-658.

한국콘크리트 학회(2007), 콘크리트 구조설계기  해설

한택희, 염응 , 한상윤, 강 종 (2007) 구속효과를 고려한 내부 

구속 공 CFT 부재의 비선형 콘크리트 모델 개발, 한국

강구조학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pp.43-52.

한택희, 김성남, 강 종 (2007) 내부 구속 공 CFT 기둥의 내

진 성능 평가,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19권 제1호, 

pp.53-65.

ABAQUS Theory Manual, SIMULIA

Commties Euro-International Du Beton, Fire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in accordance with CEB/FIP 

Model Code 90 (Final Draft), CEB Bulletin D'

Yang, Y. F., L.-H. Han,(2008) Concrete-filled 

double-skin tubular columns under fire, Magazine 

of Concrete Research, Vol. 60 No. 3, pp.211-222.

Eurocode 2,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 Part 1.2 : 

General rules - Structural fire design

Eurocode 3, Design of steel structures - Part 1-2 : 

General rules - Structural fire design, EN 

1993-1-2

Lie, T. T. (1984) A Procedure to Calculate Fire 



원덕희․한택희․박종섭․강 종

470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1권 5호(통권 102호) 2009년 10월

Resistance fo Sturctural Members, Fire and Material, 

Vol. 8 No.1, pp.40-48.

Shakir-Khalil, H., Illouli, S. (1987) Composite columns 

of concentric steel tubes, In: Proceeding of 

Conference o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Non Conventional Structures, pp.73-82.

Wei, S., Mau, S.T., Vipulanandan, C., Mantrala, S.K. 

(1995) Performance of new sandwich tube under 

axial loading: Analysis.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Vol. 121 No. 12, pp. 1815-1821.

Wei, S., Mau, S.T., Vipulanandan, C., Mantrala, S.K. 

(1995) Performance of new sandwich tube under 

axial loading: Experiment, Journal of Structural 

Engineering, Vol. 121 No. 12, pp. 1806-1814.

Zha, X. X. (2002) FE analysis of fire resistance of 

concrete filled CHS column, Journal of Constructional 

Steel Research, Vol. 59 pp.769-779.

Zhao, X-L., Grzebieta. R. (2002) Strength and ductility 

of concrete filled double skin (SHS inner and SHS 

outer) tubes, Thin-Walled Structures, Vol. 40, 

pp.199-213.

Zicherman, J. (1996) Fire Safety in Tall Building, 

McGraw Hill Inc. , pp.229∼292.

( 수일자 : 2008. 11. 11 / 심사일 2008. 11. 19 /

게재확정일 2009. 4. 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