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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형 내부 구속 공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화 성능
 

Fire Resistance of Circular 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Column

원 덕 희1)      ․      한 택 희2)      ․      이 규 세3)      ․      강  종4)†

      Won, Deok Hee      Han, Taek Hee       Lee, Gyu Sei      Kang, Young Jong

요       약：기둥은 하  상태에 따라서 축하 과 횡하  등에 향을 받는 주부재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일반 으로 철근 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 Column, R.C. Column)이 가장 많이 설계  시공되고 있으며, 그 밖에도 콘크리트 충  강 (.Concrete Filled Tube 

, CFT) 기둥과 같은 복합재료의 기둥이 최근 장에 많이 용되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자 의 감소와 사용 재

료의 감을 하여, 기존의 기둥에 공부를 두는 공 R.C 기둥이 사용되고 있다. 공 RC의 경우 동일 단면 을 갖는 일반 R.C기둥에 비하여 

큰 단면이차모멘트를 갖게 되므로 더 효율 인 단면 활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와 같은 장 이 있는 것과는 반 로, 공 R.C 기둥은 내측면의 취

성 괴로 인하여 낮은 연성 거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측면의 취성 괴는 기둥 외측면의 경우 횡철근에 의해 구속되어 있으나, 내측면의 

콘크리트에는 구속력이 작용하지 않는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공면에 구속력을 작용시켜, 콘크리트를 3축 구속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공 R.C. 기둥 공부에 강 을 삽입함으로서 공 기둥 내의 콘크리트를 3축 구속 상태로 만들어주는 내부 구속 

공 R.C 기둥(Internally Conc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ICH R.C)이 기존연구자에 의해서 제시되어졌다.(Kang & Han, 2005) 

본 연구에서는 ICH RC 기둥의 열 달 해석  비선형 재료모델 로그램을 이용하여 내화 성능을 분석하 으며, 공비, 피복콘크리트의 두께, 내

부강 의 두께를 변수로 선정하여 매개변수를 수행함으로서 내부 구속 공 RC 기둥의 내화 성능을 증가 시켜주는 인자를 찾아내고 분석하 다. 

ABSTRACT：Reinforced-concrete (RC) columns are frequently designed and constructed. other types of columns includes composite types such as 

concrete-filled tube columns (CFT). Hollow RC columns may be effective in reducing both the self weight of columns and total amount of materials 

used. This is due to the fact that a hollow RC column possesses larger moment of inertia than that of solid RC columns of same cross sectional 

area. Despite the effectiveness the hollow RC column has not been popular because of its poor ductility performance. While the transverse 

reinforcements are effective in controlling the brittle failure of the outside concrete, they are not capable of resisting the failure of concrete of inner 

face which is in unconfined state of stress.  To overcome these drawbacks, the 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ICH RC), a new 

column type, was proposed in the previous researches. In this study,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the ICH RC columns was analyzed through a 

series of extensive heat transfer analyses using the nonlinear-material model program. Also, effect of factors such as the hollowness ratio, thickness 

of the concrete, and thickness of the internal tube on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were extensively studied. Then the factors that enhance the 

fire-resistant performance of  ICH RC were presented and analyzed.

핵 심 용 어 : 구속 콘크리트, 기둥, 내화 성능, 공비, 피복 콘크리트

KEYWORDS : confined concrete, column, fire resistance, hollow ratio, cover concrete

1. 서 론

기둥은 하  상태에 따라서 축하 과 횡하  등에 향을 받는 

주부재로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일반 으로 철근 콘크리트

(Reinforced Concrete Column, RC Column)이 가장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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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시공되고 있으며,5)그 밖에도 콘크리트 충  강

(.Concrete Filled Tube, CFT) 기둥과 같은 복합재료의 기둥

이 최근 장에 많이 용되어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유지 리비가 렴하고, 시공성이 용이

하다. 그러나 단면이 강재 는 합성기둥에 비해 매우 크며, 입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0년 10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

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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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조건의 제한을 받는 경우 용이 곤란하다. 형상에 따라서 

기둥의 높이가 제한을 받으나, 교각의 경우 단일 단면으로 

70m까지는 시공 실 이 있다. 

철근 콘크리트 기둥의 자 의 감소와 사용 재료의 감을 

하여, 기존의 기둥에 공부를 두는 공 RC 기둥이 사용되고 

있다. 공 RC의 경우 동일 단면 을 갖는 일반 RC기둥에 비

하여 큰 단면이차모멘트를 갖게 되므로 더 효율 인 단면 활용

이 가능하다. 그러나 와 같은 장 이 있는 것과는 반 로, 

공 RC 기둥은 강 종 등(2004)이 연구한 그림 2와 같이 내측

면의 취성 괴로 인하여 낮은 연성 거동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내측면의 취성 괴는 기둥 외측면의 경우 횡철근에 의

해 구속되어 있으나, 내측면의 콘크리트에는 구속력이 작용하

지 않는다. 이러한 단 을 극복하기 하여 공면에 구속력을 

작용시켜, 콘크리트를 3축 구속 상태로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를 해결하기 해서 공 RC 기둥 공부에 강 을 삽입함

으로서 공 기둥 내의 콘크리트를 3축 구속 상태로 만들어주

는 그림 1과 같은 단면 형상을 갖는 내부 구속 공 RC 기둥

(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  

ICH RC)이 기존연구자에 의해서 제시되어졌다.(Kang & 

Han, 2005) 

그림 1. 내부 구속 공 RC 기둥의 단면

그림 2. 실 RC, 공 RC, ICH RC의 하 -변  포락곡선

최근 화재가 빈번히 발생함에 있어서 화재로 인한 구조물의 

피해를 연구하기 해서 국․내외 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구조물  요한 구성요소  하나인 

기둥의 연구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다양한 기둥 형식 

에 가장 리 용되어 있는 철근콘크리트 기둥은 국내에서

는 류동우 등(2008), 이상호(2003) 등의 많은 연구자들에 의

해서 해석  실험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는 상태이며, 국

외에도 V.K.R.Kodur 등(2006), S. Bratina 등(2005)의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를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시된 ICH RC 기

둥이 건축물에 용될 경우의 내화 성능 분석을 하 다.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열 달해석을 한 후 기존연구자 

Park etc(2009)의 내화 성능 실험값을 이용하여 해석 방법을 

검증 하 다. 검증된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 한 후 하된 콘크

리트의 물성치를 한택희 등(2007)에 의해서 개발된 비선형 콘

크리트 모델 로그램을 이용하여 화재시 ICH RC 기둥의 내

화성능을 분석하 다. 한 공비, 내부강 의 두께, 피복 콘

크리트의 두께를 변수로 선정하여 매개변수 해석을 하 다.

2. 해석 방법의 검증

ICH RC 기둥의 내화성능 실험치가 존재 하지 않기 때문에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실험값을 선택하여 해석 방법을 검증하

는 방법을 선택하 다.

본 에서는 먼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열

달해석을 수행한 후 기존연구자인 Park etc(2009)의 내화 성

능 실험값을 이용하여 해석 방법을 검증 하 다. 

2.1 재료 물성치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열 달 해석을 하기 

해서 내부강 , 횡철근, 종철근 그리고 콘크리트로 이루어진 

ICH RC 기둥 단면의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로 강재와 콘크

리트로 나 어지게 되는데, 강재  콘크리트의 물성치는 다음

과 같다. 

◎ 강재의 물성치(Eurocode 3)

비열(Specific Heat), unit : 

- for 20℃≤< 600℃:

  ×
 ×


 ×

     

                                                     (1)

- for 600℃≤< 735℃:

  


                                 (2)

- for 735℃≤<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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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for 900℃≤< 1200℃:

                                             (4)

여기서,  : Temperature[℃]

그림 3. 강재의 온도에 따른 비열

도도(Thermal Conductivity), unit : 

- for 20℃≤< 800℃:

  ×
                             (5)

- for 800℃≤< 1200℃:

                                            (6) 

여기서,  : Temperature[℃]

Eurocode 3에 제시되어 있는 식 (1)∼(3)은 강재의 온도에 

따른 비열의 온도분포를 식으로 표 한 것으로서 그래 로 나

타내면 그림 3과 같이 600℃∼900℃사이에 비열이 매우 커지

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식 (5)∼(6)은 온도에 따른 도도를 나타낸 식이며 

이를 그래 로 나타내면 그림 4와 같은데, 800℃까지 감소하

다 일정해 지는 것을 볼 수 있다. 

◎ 콘크리트의 물성치(Eurocode 2)

비열(Specific Heat), unit : (건조된 콘크리트)

- for 20℃ <≤ 100℃:                      (7)

그림 4. 강재의 온도에 따른 도도

- for 100℃ <≤ 200℃:

                                  (8)

- for 200℃ <≤ 400℃:

                               (9)

- for 400℃ <≤ 1200℃:

                                           (10)

여기서,  : Temperature[℃]

그림 5.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비열(수분없음)

식 (7)∼(10)은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비열을 나타낸 것

인데 그래 로 표 하면 그림 5와 같다. 콘크리트의 비열은 콘

크리트 내부에 수분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에 따라서 온도에 

따른 비열의 값이 달라지는데,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에 수분

이 없는 상태로 가정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도도(Thermal Conductivity), unit : 

Upper limit

- for 20℃≤< 1200℃:

   ×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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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er limit

- for 20℃≤< 1200℃:

   × ×
       

                                                             (12)

여기서,  : Temperature[℃]

그림 6.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도도

식 (11)∼(12)는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도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때 식(11)은 상계치가 되고 식(12)의 값은 하계 치

가 된다. 이는 콘크리트의 도도가 상태에 따라서 변화가 심

하기 때문에 범 를 두어서 값이 결정되어져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하계치를 사용하여 열 달 해석을 수행 하 다. 

2.2 열 달 해석 방법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ICH-R.C 단면의 열

달 해석을 수행할 때, 식 (13)의 기본 에 지 평형조건

(Green and Naghdi)을 바탕으로 해석이 수행된다. 



 





                       (13)

여기서,  : 재료의 부피,  : 표면면 , 

 : 도,         : 내부 에 지의 시간비, 

 : 열 유동,       : 외부에서 달되는 열

식 (13)에서 내부에서 생기는 에 지는 외부에서 작용하는 

에 지로 인하여 발생하는데, 이때 와 은 외부 변형이나 강

체의 변 에 의해서 지배 받지 않으며, 오직 재료의 온도에 의

해서만 열 도가 이루어진다. 

해석 수행 시 모델의 요소는 2차원 Solid의 4  선형 열

도 4변형 요소 DC2D4를 사용하 으며, Transient 해석을 

수행 하 다. 온도하 은 식 (14)와 같은 표  가열 곡선 

KSF-2257을 용하여 강  표면에 직  가하 다. 

 ∙                               (14)

여기서,   분(min),  : 가열온도(°C)

그림 7. 표 가열곡선

그림 7은 식 (14)를 식으로 표 한 것으로서 화재 기에 온

도가 격히 상승하다가 서서히 1000℃까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다. 

2.3 열 달 해석 방법의 검증

기존연구자인 Park etc(2009)의 내화 성능 실험 시 사용하

던 표 1과 같은 단면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하 다.

단면직경(mm) 406.4

외부강  두께(mm) 9

내부강  두께(mm) 7.1

공부 직경(mm) 150

표 2. 검증에 사용한 단면 제원

그림 8은 열 달 해석을 수행하여 30분, 90분, 150분, 

180분 일 때 ICH CFT 기둥 단면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그

림으로 시간이 흐를수록 단면 내로 온도가 많이 도된 것을 

볼 수 있다. 이 때 콘크리트 외측 표면에서의 해석 값과 실험

값을 그림 9와 같이 비교한 결과 해석 값이 약간 더 크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해석의 경우에는 표  가열 곡선인 

식 (14)에 의해서 직 으로 향을 받는 반면, 실험의 경

우에는 오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온도차가 생긴 것으로 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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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그림 10을 보면 실험치에서 60분 이후에 온도가 

상승하다가 약 120분까지 온도가 큰 변화 없이 유지되는 구

간이 발생한다. 그림 5에 나타난 것과 같이 온도가 150℃～

400℃사이에 비열의 기울기가 변화하는 것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단된다. 한 그림 6의 콘크리트의 도도의 경우 

해석값과 많은 부분의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

고 온도 변화 없이 유지되는 상의 경우에는 콘크리트가 온

도에 따라 물성치가 많이 변화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상된다. 이 부분은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연구하는 연구자

들에 의해 재 많이 연구되어 지고 있다고 학계에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석 연구에서는 실제 연구에서 발생되는 

상들을 모두 구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림 9와 10에서와 같

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인 연구를 토 로 최 한 유사한 경

향성을 발휘하도록 해석 기법은 연구하 다. 그림 9와 10에

서 와 같이 실험값과 차이가 존재하지만 체 인 온도 상승 

경향성이 유사하고, 본 연구에서 재료의 온도 선정을 평균온

도로 가정하 기 때문에 체 인 해석 결과 값에서는 큰 

그림 8. 시간에 따른 온도 해석 결과

그림 9.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해석 값과 실험값의 비교

향이 없을 것으로 단되어 이 해석 방법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그림 10. 내부강  표면에서의 해석값과 실험값의 비교

3. ICH RC 기둥의 열 달 해석

3.1 해석 모델의 선정

그림 1과 같은 형상을 갖는 ICH RC 기둥은 한 개의 강

과 횡철근 그리고 종철근으로 이루어져 있다. 

기둥 직경(mm) 400

피복 두께(mm) 20

횡철근 직경(mm) 10

종철근 직경(mm) 10

종철근 개수(EA) 10

구속 콘크리트 외경(mm) 340

구속 콘크리트 내경(mm) 180

내부 강  두께(mm) 5

표 3. 모델의 단면 제원

해석 모델의 단면은 표 2를 사용하여 모델링 하 으며, 열

달 해석을 한 재료 물성치는 2.1 에서 언 한 내용을 

용하고, 2.2 에서 검증된 열 달 해석 방법을 이용하여 

해석을 하 다.

3.2 열 달 해석  결과

열 달 해석을 통하여 그림 11과 각 시간별 ICH RC 단면

의 온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이때 T1은 피복 콘크리트 표면

의 온도이며, T2는 횡철근의 온도, T3는 종철근의 온도, T4

는 구속된 콘크리트 간 지 의 온도, T5는 내부 강 의 온

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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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각 시간별 ICH RC 단면의 온도 분포

그림 12. 지 별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

각각의 지 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는 그림 12와 같은 

형태를 나타낸다. 

그림 11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ICH RC 단면의 온

도 분포  180분에 기둥의 표면 온도 T1과 횡철근의 온도 

T2의 차이가 약 270℃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콘크리트의 

도도  도가 강재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에 온도가 

도되는 속도를 하시켜 주어 큰 온도 차가 나타나는 것으

로 단된다. 그리고 180분에 종철근의 온도는 약 540℃를 

나타내고 있으며, 내부 강 은 160℃를 보인다. 기둥을 구성

하고 있는 횡철근, 종철근, 콘크리트 그리고 내부 강 은 화

재 시간이 지속될수록 온도가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

다. 이로 인하여 재료에 향이  증가해 기둥의 강성 

하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단된다. 

4. ICH RC 기둥의 내화 성능 분석

열의 향으로 감된 재료의 물성치를 비선형 콘크리트 모

델(한택희 등, 2007)에 입력하여 화재 지속시간에 따른 ICH 

RC 기둥의 구속효과를 고려한 비선형 거동 분석을 하 으며, 

피복 콘크리트의 두께, 공비, 내부 강 의 두께를 변수로 선

택하여 ICH RC 기둥의 내화 성능을 분석하 다. 

4.1 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치

해석 모델의 재료 물성치를 산정하기 하여 가정을 용하

는데, 1. 각 재료(콘크리트, 횡철근, 종철근, 내부 강 )의 

시간에 따른 온도 분포가 화재 발생 지 , 즉 기둥 표면으로 부

터의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해석의 편의성을 하여 재료

의 평균 온도로 가정함. 2. 강 과 철근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는 Eurocode 3의 내용을 용함. 3.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압축 강도 변화는 Eurocode 2의 내용을 따르며, 

siliceous 배합법을 사용함. 4. 강재의 극한 강도는 Eurocode 

3의 내용을 용함.

4.1.1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

극한강도는 Eurocode 3에 따라,

- for      

                                           (15) 

- for  ≤    

                                   (16) 

- for    ≥  

                                                 (17) 

여기서, : ultimate strength, : yield strength

강 과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 변화는 그림 

13∼15를 따르며, 강재의 극한 강도는 식 (15)～(17)을 따

라서 결정하 으며, 사이값들을 식 (18)의 보간법으로 산정

하여 결정하 다. 

그림 13. 고온에서의 강재의 항복응력과 탄성계수 

변화(Eurocod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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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고온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변화(siliceous)

그림 15. 고온에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변화

  


  (18) 

표 3의 상온에서의 재료 물성치를 그림 13∼15와 식 (15)

∼(18)에 의하여 온도에 따른 재료 물성치를 구하여, 표 4∼5

에 나타내었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30

철근의 허용 응력(MPa) 400

철근의 탄성 계수(MPa) 200,000

강 의 허용 응력(MPa) 320

강 의 탄성 계수(MPa) 210,000

표 4. 상온에서의 재료 물성치(0℃)

Time(min) 항복강도(MPa) 극한강도(MPa) 탄성계수(MPa)

0 400.00 500.00  200000.00  

30 400.00  500.00 190416.70  

60 400.00  481.81 156362.20  

90 364.02  364.02 131821.60  

120 270.68  270.68 100670.63  

150 181.29  181.29 59484.50 

180 122.55  122.55 37457.72 

표 5. 시간에 따른 종철근의 재료 물성치

Time(min) 항복강도(MPa) 극한강도(MPa) 탄성계수(MPa)

0 400.00 500.00 200000.00  

30 400.00 490.55 158109.20  

60 311.88 311.88 119944.32  

90 173.39 173.39 56522.60 

120 95.10 95.10 27163.88 

150 63.28 63.28 21214.12 

180 41.75 41.75 17493.64 

표 6. 시간에 따른 횡철근의 재료 물성치

Time(min) 압축강도(MPa)

0 30.00

30 30.00

60 29.08

90 27.20

120 24.72

150 22.24

180 18.83

표 7.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재료물성치

Time(min) 항복강도(MPa) 극한강도(MPa) 탄성계수(MPa)

0 320.00 400.00  210000.00  

30 320.00  400.00 210000.00  

60 320.00  400.00 210000.00  

90 320.00  400.00 210000.00  

120 320.00  400.00 197685.81  

150 320.00  400.00 180293.09  

180 320.00  380.02 162755.36  

표 8. 시간에 따른 내부강 의 재료 물성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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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시간에 따른 ICH RC 기둥의 비선형 거동 분석

표 4∼7에서 결정된 시간에 따른 재료 물성치를 비선형 모델

(한택희 등, 2007)을 이용하여 구속효과가 고려된 ICH RC 

기둥의 시간에 따른 기둥의 비선형 거동 분석을 하고, 시간에 

따른 ICH RC 기둥의 축력-모멘트 상 도를 작성하여 내화성

능을 분석하 다. 

그림 16. 시간에 따른 재료의 비선형 재료 모델

그림 17. 시간에 따른 기둥의 P-M 상 도

그림 16은 구속효과를 고려한 시간에 따른 재료의 비선형 

재료 모델에 해 나타낸 것으로서, 화재가 일어나지 않았을 

경우 최  응력이 약 31MPa 으나 화재가 지속될수록 서서

히 180분에 약 19MPa까지 떨어지게 된다. 이때 그림 18과 

같은 감소 추이를 보이는데 비선형 재료 모델의 최  응력 

감소비와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비가 같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콘크리트의 강도에 지배를 받는다고 단된다. 이는 표 

4와 표 5를 비교해보면 알 수 있는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횡철근의 항복강도에 비해서 항상 작아 횡철근에 의한 구

속효과가 계속 유지되어 콘크리트 강도에 향을 받는 것으

로 단된다. 

그림 18.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압축강도  비선형 재료모델 

그리고 최  축하  감소비

그림 17은 시간에 따른 기둥의 축력-모멘트 상 도를 표 한 

것인데, 그림 18을 보면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와 

최  축력 감소비가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축력 한 콘크리트 압축 강도에 지배를 받는다고 단 할 수 

있다. 

4.3 매개 변수 해석을 통한 내화 성능 평가

2 에서 수행한 열 달해석 방법과 4 에서의 구속 효과를 

비선형 모델 해석 방법을 통하여 공비, 피복 콘크리트의 두

께, 내부 강 의 두께를 변수로 선정하여 기둥의 내화 성능을 

평가하 다. 

4.3.1 공비에 따른 ICH RC 기둥의 내화 성능 분석

공
비

피복
두께
(mm)

횡철근
직경
(mm)

내부강
 두께

(mm)

종철근
직경
(mm)

종철근
개수
(mm)

기둥 
직경
(mm)

공부 
직경
(mm)

0.2 20 10 5 10 10 400 31

0.3 20 10 5 10 10 400 49

0.4 20 10 5 10 10 400 67

0.5 20 10 5 10 10 400 85

0.6 20 10 5 10 10 400 103

0.7 20 10 5 10 10 400 121

표 9. 공비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제원

표 8은 공비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제원을 나타낸 것으로 피

복 두께는 20mm로 모두 동일하고 내부 강 , 종철근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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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비

피복
두께
(mm)

횡철
근
직경
(mm)

내부
강  
두께
(mm)

종철
근직
경

(mm)

종철
근개
수

(mm)

기둥 
직경
(mm)

공부 
직경
(mm)

0.5 20 10 5 10 10 400 170

0.5 23 10 5 10 10 400 170

0.5 26 10 5 10 10 400 170

0.5 30 10 5 10 10 400 170

0.5 36 10 5 10 10 400 170

표 10. 피복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제원

횡철근 직경, 종철근 개수 모두 동일하다. 횡철근의 외경을 기

으로 콘크리트 내경을 산정하 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비

에 따라 산정을 하여 공부 직경을 31mm∼121mm로 결정

하 다.

그림 19. 공비에 따른 시간별 최  축력비

그림 20. 공비에 따른 시간별 최  모멘트비

그림 21. 공비에 따른 시간별 콘크리트 강도 변화

그림 19는 공비에 따른 시간별 최  축력비를 나타낸 것이

다. 공비가 0.2일 때 화재시 강도 감소 효과가 가장 었으

며, 0.7일 때 강도 감소 효과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콘크리트의 두께가 두꺼운 경우가 내화 성능이 더 큰 것으로 

단된다. 이와 같은 상은 그림 20의 공비에 따른 시간별 

최  모멘트비에서도 나타난다. 이는 모멘트가 축력에 의해서 

산정되기 때문에 유사한 거동을 나타낸다. 

그림 22. 공비에 따른 시간별 내부강 의 강도 변화

그림 19, 20의 축력-모멘트는 반 으로 그림 21의 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비와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콘크

리트 강도가 내화성능에 큰 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공비가 0.2, 0.3, 0.4의 경우에는 120분에 기울기

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앞에서 언 한 바와 같이 

반 으로 콘크리트의 강도에 향을 받지만, 콘크리트의 두께

가 두꺼운 공비 0.2, 0.3, 0.4의 경우에는 그림 22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져 상 으로 열의 도

를 감시켜 주어 내부 강 이 열에 의한 강도 감이 상

으로 작은 것을 볼 수 있는데,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축력-모멘

트가 산정이 되기 때문에 내부 강 의 피해 정도에 따라서 그

래  양상이 변하는 것으로 단된다. 

4.3.2 피복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ICH RC 기둥의 내

화 성능 분석

표 9와 같이 피복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제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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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 다. 피복콘크리트 두께를 변수로 정하 으며, 공비

는 0.5, 피복 콘크리트 내측의 기둥 단면 제원은 모두 동일하

게 하 다. 이는 피복두께가 20mm∼36mm로 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피복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 질 경우  ICH 

RC 기둥의 내화 성능에 미치는 향성의 분석하 다. 

그림 23.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최  축력비

그림 24.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최  모멘트비

그림 25.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구속 콘크리트 

강도 변화

그림 23은 피복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최  축력비를 

나타낸 것인데, 피복 콘크리트 두께가 36mm일 때 최  축력

비 감소가 가장 었으며, 피복 콘크리트 두께가 20mm일 때 

가장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24와 같이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최  모멘트비를 비교하여도 피

복 콘크리트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내화성능이 우수해 지는 것

으로 단된다. 

그림 26.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횡철근의 

탄성계수 변화

그림 25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구속 콘크리트의 

강도와 그림 23, 24를 비교하여 보면 거의 유사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횡철근과 내부 강  사이에서 3축 압축을 받는 구

속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큰 향을 받는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그림 23에서 피복 콘크리트 두께가 20mm, 23mm, 

26mm의 경우 120분 이후에 기울기가 변하는데 이는 그림 

26의 피복 콘크리트 두께에 따른 시간별 횡철근의 탄성계수 

변화  화재 시간 120분에 20mm, 23mm, 26mm의 강도 

감소비가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해석 모델의 경우 구속

효과가 고려되어 있기 때문에 횡철근의 강도가 클수록 구속 콘

크리트의 강도가 상승하게 된다. 이 때문에 감소비가 격하게 

작아지지 않은 피복 콘크리트의 두께 30mm와 36mm는 축력 

한 격한 감소비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단된다. 

 4.3.3 내부강  두께에 따른 ICH RC 기둥의 내화 성

능 분석

표 10은 내부 강  두께에 다른 해석 모델의 제원을 나타낸 

것으로 기둥 직경 400mm, 공비 0.5, 피복 콘크리트 두께 

20mm, 횡철근의 직경 10mm 등으로 고정하고, 내부 강 의 

두께를 3mm∼7mm로 1mm 간격으로 변경하여 해석을 수행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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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비

피복
두께
(mm)

횡철근
직경
(mm)

내부
강  
두께
(mm)

종철
근직경
(mm)

종철
근개수
(mm)

기둥 
직경
(mm)

공부 
직경
(mm)

0.5 20 10 3 10 10 400 164

0.5 20 10 4 10 10 400 168

0.5 20 10 5 10 10 400 170

0.5 20 10 6 10 10 400 172

0.5 20 10 7 10 10 400 174

표 11. 내부강  두께에 따른 해석 모델의 제원

그림 27. 내부강  두께에 따른 시간별 최  축력비

그림 28. 내부 강  두께에 따른 시간별 내부 강 의 

탄성계수 변화

그림 29. 내부강  두께에 따른 시간별 횡철근의 탄성계수 변화

그림 27은 내부강  두께에 따른 시간별 최  축력비를 나타

낸 것이다. 내부 강 의 두께가 7mm일 때, 축력이 가장 크고 

3mm일 때 가장 작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9의 시간

별 내부 강 의 탄성 계수 변화를 보면 알 수 있다. 내부 강

의 두께가 두꺼워 짐으로서 내부 강 의 평균온도가 낮아지게 

되어 내부강 의 강도 감소가 어들기 때문에 내부 강 의 두

께가 두꺼워 질수록 기둥의 내화성능은 더 우수해 진다. 

그림 27은 그림 23과는 다르게 내부 강  두께가 변하여도 

시간에 따라 모두 유사한 거동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그림 29와 같이 시간별 횡철근의 탄성계수 변화가 모두 동일

하기 때문으로 횡철근의 강도가 체 거동에 큰 향을 미친다

고 단되어 진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내부 구속 공 철근 콘크리트(Internally 

Confined Hollow Reinforced Concrete ; ICH RC)기둥의 

내화성능을 범용 로그램 ABAQUS를 이용하여 열 달 해석

을 하 으며, 이 때 온도에 따라서 감소된 재료 물성치를 기존

연구자(한택희 등 2007)의 비선형 재료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하 으며, 공비, 피복콘크리트의 두께, 내부 강 의 두께를 

변수로 정하여 평가 하 다. 

(1) ICH RC 기둥이 공비가 변할 경우 공비가 작을

수록 내화 성능이 우수해 지며, 최  축력의 경우 

반 으로 콘크리트의 강도에 향을 받으나 상 으

로 내부 강 의 강도 변화에 따라서 그 거동 특성이 

달라진다. 

(2) ICH RC 기둥에서 피복 콘크리트는 역학  거동에 큰 

역할을 하지 못하지만, 화재 발생 시 열이 기둥 내부로 

도되는 것을 차단하는 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이

는 내부 재료들을 열로서 보호하여 기둥의 성능을 유

지시켜 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단된다. 

(3) ICH RC 기둥의 내부강 의 두께를 제외하고 모든 제

원을 동일하게 할 경우 기둥 내부로 열이 도달하는 속

도는 모두 동일하고 온도도 같다. 그러나 내부 강 의 

두께가 두꺼워 질수록 내부 강 의 온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열에 의한 강도 감소가 어들게 된다. 이로 인

하여 내부 강 의 두께가 증가 할수록 기둥의 내화성

능은 우수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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