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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재하 가열실험을 통한 이중강관 CFT기둥의

잔존강도 평가연구

A Study on the Evaluation of Residual Strength of Double Concrete

Filled Tube Column by Unstresse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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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 충전강관 기둥은 내부의 콘크리트에 의해 축열효과로 인해 철골기둥에 비해 내화성능이 우수하며, 기둥 단면 내 철근

및 강관을 보강하여 구조적내력 및 내화성능 향상연구가 이루어져 오고 있다. 실제로 보강된 CFT기둥은 고축력을 요구하는 기둥부재로 사용

빈도 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CFT기둥을 사용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성능 저하정도

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발생시 CFT기둥에 대한 내부 온도 분포를 평가 하고, 단면내부의 온도분

포에 따라 내부 충전콘크리트와 보강재의 내력 저하 정도를 파악하여 CFT기둥의 전체적인 잔존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oncrete-filled tubular square column is superior to steel frame column in terms of fire resistance

because of the thermal storage provided by the concrete. Studies have been conducted on CFT column reinforcement with

steel bars or with the use of an internal tube to improve its structural load capacity and fire resistance. In fact,

reinforced CFT columns have been increasingly used to deal with high axial force. The functional deterioration of columns

due to fire damage needs to be measured precisely. In this study,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inside the columns in case

of a fire was evaluated and the degree of deterioration in the load capacity of the concrete and reinforcing members

associated with temperature distribution was identified in order to evaluate the overall residual strength of the columns.

핵 심 용 어 : 이중 콘크리트 충전 강관기둥, 잔존강도, 내화성능, 비재하 가열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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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및 목적

최근 건축물의 화재에 의한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경제

적 손실뿐만 아니라 인명피해까지 발생하며, 화재 시간이 길

어질수록 건축부재에 대한 화해를 입으므로 화재 이후의 안전

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다. 즉, 화해를 입은 건축물에 적절

한 보수·보강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부재 손상 여부의 파악

이 중요한 과제이고 판단하는 기술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보수·보강의 확인, 유지관리, 보수 후 재화재시 안전성의

확보가 요구 된다. 이처럼 화재 피해를 입은 건축물의 진단

및 평가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지침이 될 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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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는 미비한 실정이다. 안전성에 대한 검토로서 화재 후 손

상된 내력의 저감 정도를 판단하여 이에 대한 적절한 보수·보

강 정도를 결정할 수 있는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4)

콘크리트 충전강관(Concrete Filled steel Tube, 이하

CFT라함)기둥은 화재 발생시 무피복 상태에서도 일정 내화

성능 확보가 가능하다는 연구가 소개된바 있다. 그 이유는 내

부의 콘크리트에 의해 축열효과가 발휘되며, 강관은 콘크리트

의 폭렬현상을 완화시킨다. 근래에는 CFT기둥 단면 내 철근

및 강관을 보강하여 구조적내력 및 내화성능 향상연구가 이루

어져 오고 있으며 실제로 보강된 CFT기둥은 고축력을 요구

하는 기둥부재로 사용빈도 수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2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김선희․원용안․최성모

82 한국강구조학회 논문집 제24권 1호(통권 116호) 2012년 2월

러한 상황에서 CFT기둥을 사용한 건축물에 화재가 발생하여

손상을 입게 되었을 경우 성능 저하정도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발생시 CFT기

둥에 대한 내부 온도 분포를 평가 하고, 단면내부의 온도분포

에 따라 내부 충전콘크리트와 보강재의 내력 저하 정도를 파

악하여 CFT기둥의 전체적인 잔존강도를 평가하고자 한다.

2. CFT기둥의 잔존강도 평가 기존연구

비재하 가열에 의한 무내화 피복 CFT기둥의 잔존내력 예측에

관한 기존연구에서는 비정상온도분포해석을 이용한 해석을 수행

하여 화재시 내화시간에 따른 CFT기둥의 잔존 내력예측식(김규

용 등, 2009)을 유도하였다. 그 결과 가열시간 180분에 있어서

상온시 강도의 약 30%정도의 강도가 발현하는 것으로 추정되었

다. 연구에 사용된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40,60, 80MPa였으며,

폭 400㎜두께 12㎜ 유효길이 575㎜를 갖는 각형 CFT기둥이

사용되었다. 한편 국외에서는 화재손상 이후의 CFT기둥의 압축

및 휨 거동에 대한 연구(Lin Hai Han, 2005; 2009)가 수행되

었다. 화재시간은 90분으로 콘크리트 28일 압축강도는 47MPa,

강재 항복강도는 330∼340MPa이다. 상온시의 내력을 각국 내

력식(AISC, 1999, 2005; AIJ, 1997; BS5400, 1990)으로

비교한 결과 약 70%이상의 잔존내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

었다. 그밖에 ISO-834표준가열 노출 이후 원형 및 각형 CFT기

둥의 잔존강도 예측식 제안 연구(Xiao xiong Zha)가 소개되었

다. 총 12개 시험체변수는 부재 길이와 편심길이로 잔존강도는

180분 이후 상온내력에 비해 약 40∼60%정도의 강도가 예상되

는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 시험체의 크기는 원형의 경우 ∅

108×4.3, 각형의 경우 100×2.93로 길이는 600, 900, 1200㎜

3가지 경우를 갖고 있다. 기존연구를 분석해 보면 부재길이가 길

어질수록, 화재노출시간이 많아질수록 잔존내력이 비례되어 저감

되는 것을알수 있었지만, 명확하게 규명짓기에는 한계가 있다.

첫 번째로 잔존강도 예측식은 실험으로 검증되어 적지 않은 적용

범위가 한정되어 있다. 둘째로 축소된 시험체로 과대평가될 우려

가 있다. 셋째로 상온부재와 화재에 노출된 부재는 동일한 재료

여건과 경계조건을 갖추었을 때 내력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합리

적으로 잔존강도를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3. 잔존강도평가 실험방법 및 개요

3.1 실험개요

보강변수를 갖는 CFT기둥의 잔존강도 평가를 위해 동일한

시험체를 2개씩 제작하여 하나는 비재하가열 실험 이후 내력

을 가하고, 다른 하나는 상온에서 존치 후 내력을 가한다. 실

험체 형상은 그림 1과 같다. 실험체에 180분의 동안의 목표

온도까지 일정한 비율로 안정 상태에 도달하기 위해 비재하가

열 실험을 진행하였다. 따라서, 잔존강도의 평가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가력조건이 없는 상황에서 화재실험을 진행하였으

며, 이 두 시험체의 내력을 비교하게 될 때, 화재이후의 잔존

강도를 예측하는 것이 기존연구에 제시된 바 있다.(김흥열

2005, 김규용 2009) 이런 단계별 실험을 진행한 실험체는

총 10개 이며 표 1에 일람을 정리하였다.

(a) 무보강형 (좌: 원형, 우: 각형)

(b) 보강형(좌부터: 철근보강, 원형강관보강, 각형강관보강)

그림 1. CFT기둥 실험체 형상

철근 보강된 CFT기둥 실험체의 경우, 충분한 내화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철근의 피복두께를 50㎜로 설

정하였다. 철근비는 2%로 설정하였으며 주철근은 D19㎜로

8개를 배근하고 수직 295㎜간격으로 D10㎜의 늑근(띠철근)

을 배근하였다. 이중강관 보강된 CFT기둥 실험체(SC, SS)

의 직경 비(Di/Do)는 0.3으로 설정하였다. 부재 상하단부에

각각 4개의 리브를 보강 하였으며, 내부의 온도 측정을 위하

여 기둥의 중앙부에 20㎜의 구멍을 꿇었다. 또한 내부의 온도

상승으로 인해 콘크리트내부 수증기를 방출하기 위한 증기구

멍으로 상부와 하부에 2쌍의 구멍을 더 뚫었다. 모든 부재의

길이는 폭의 3.5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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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Fire time name
Do×to

(㎜)

Do×to

(㎜)
Di/Do Reinforcement

Ac

(㎟)

Ar

(㎟)
Ar/Ac

P_KBC

(kN)

Eurocode

4

(kN)1

180분

FC ○ 406 × 9 - - 무보강 247,572 - - - -

2 FS □ 460 × 9 - - 무보강 203,401 - - - -

3 FSB □ 460 × 9 8-D19 - 철근보강 198,865 4,536 0.02 - -

4 FSC □ 460 × 9 ○ 140 × 6.6 0.3 강관(원형) 172,613 2,834 0.02 - -

5 FSS □ 460 × 9 □ 140 × 6.0 0.3 강관(각형) 183,801 1,644 0.01 - -

6

0분

C ○ 406 × 9 - - 무보강 247,572 - - 8,981 9,723

7 S □ 460 × 9 - - 무보강 203,401 - - 7,113 7,113

8 SB □ 460 × 9 8-D19 - 철근보강 198,865 4,536 0.02 8,064 8,362

9 SC □ 460 × 9 ○ 140 × 6.6 0.3 강관(원형) 172,613 2,834 0.02 6,994 7,512

10 SS □ 460 × 9 □ 140 × 6.0 0.3 강관(각형) 183,801 1,644 0.01 7,000 7,276

표 1. 실험체 일람

3.2 비재하 가열실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의 중장지간 가열로의 크기는 5m×

7.5m×10m이며, “KS F 2257-1 “건축부재 내화시험방법”에

서 제시하고 있는 화재곡선에 따라 실제 화재상황을 재연하였

다. 실험 진행시 가열로의 편중가열을 고려하여 CFT기둥을

그림 2(a)와 같이 엇각으로 배치하고 3시간동안 가열실험을

진행하였다.

(a) 실험체 배치 (b) 가열로 가열사진

(c) 화재가열 곡선

그림 2. 비재하가열 실험 경계조건

화재 가열곡선에 따른 3시간동안의 가열로 내부 온도분포는

그림 2(c)와 같이 오차범위 5%를 벗어나지 않았으며, “KS

-F2257-7 건축구조 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건”에

서 제시하고 있는 기둥내부에 보강된 강재의 평균온도:538℃

와 최고온도:649℃이다. 4.1절에서는 실험체의 단면 내 온도

분포를 분석하였으며 앞서 언급된 온도를 확인해 보면 사용된

실험체의 보강지점 온도는 그림 6(c)와 같이 평균온도:22

9℃, 최고온도: 462℃로 조건에 만족한 범위에 있다.

3.3 구조내력실험

비재하 가열 실험을 진행한 후 화재 손상입은 실험체와 상

온 실험체와의 내력 및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동일한 경계

조건을 갖는 구조내력실험을 수행하였다. 비재하 가열실험을

진행한 실험체는 상온에서 만 하루 동안 식힌 후 포항산업과

학연구원(RIST) 강구조 연구소의 구조 실험동으로 옮겨졌으

며 상온에서 존치된 시험체와 같이 10,000kN UTM

(Universal Test Machine)을 사용하여 재하실험을 진행하

였다. 시험체의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그림 3과 같이 실험

체 1개당 4개의 1축 Strain Gauge, LVDT (Linear

Variable Differential Transformer) 6개를 설치하였다.

그림 3. 측정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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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굴로 인한 횡 변형을 측정하기 위하여 양쪽에 2개씩 기둥

의 1/3, 2/3 지점인 L3∼L6위치에 변위계를 설치하였다. 그

림 4와 같이 CFT기둥의 End Plate와 UTM 끝단에 중심

가력용 지그를 설치하고 양단힌지 조건으로 중심축력을 하여

내력 및 변위를 측정하였다.

그림 4. 가력이후 전경 및 중심압축 지그형상

3.4 파괴거동

화재 손상 전․후 CFT기둥의 재하에 의한 파괴형상을 그림

5에 나타내었다. 좌측에 배치된 시험체는 상온상태 재하실험

체이다. 전반적으로 중앙에서 시작된 단부의 국부좌굴에 의해

서 최대내력 도달 시점까지 튜브 형태의 파괴거동을 보였다.

화재 손상 재하실험을 진행한 경우 상온 재하실험을 진행한

실험체와 비교하여 화염에 직접적인 노출로 인해 강관의 표피

가 벗겨졌으며, 외부강관의 전체에 물결치는 듯한 형상으로

좌굴모드가 발생하였다. 일부 기둥에서는 외부 강관의 파괴되

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이미 고온으로 강재는 팽창

된 상태에서 열을 식히게 되어 다량의 변형을 보이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a) 무보강형(좌:C vs FC , 우:S vs FS)

(b) 보강형(FSB vs SB, FSC vs SC, FSS vs SS)

그림 5. 구조내력실험 이후 파괴거동

4. 분석 및 고찰

4.1 단면내 온도분포 평가

실험체 내부의 각 위치에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그림 6

과 같이 열전대를 설치하여 내부온도를 측정하였다. 온도는 1

분에 1회씩 측정을 하였으며, 온도 측정 위치는 강관외부, 강

관내부, D/4, D/2(중앙부), 보강재 등 위치에서의 온도를 측

정하였다. 그림 6(a)는 외부 강관의 온도를 측정한 것으로 각

실험체의 오차는 거의 없었으며, 표준가열 온도 곡선과 거의

유사한 온도 분포를 나타냈다. 그림 6(c)에서 보듯이 철근보

강된 FSB실험체의 주철근의 온도가 180분에서 462℃로 가

장 높게 측정되었다. 측정 깊이가 비교적 차이가 있기 때문으

로 예측되며, 그림 6(d)는 중앙부 온도로 180분까지 200℃

내 온도 분포되었음을 확인하였다.

(a) 강관면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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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4/D 지점의 온도분포

(c) 보강재 온도분포

(d) 무보강형 단면내 중앙부 온도분포

그림 6. 단면내 온도분포

CFT 기둥의 화재시험에 대한 평가방법 중 재하 및 가열 실

험은 KS F-2257-1 가열곡선에 따라 가열함과 동시에 재하

를 가하여 CFT기둥의 내력이 재하하중 축력비 이상을 만족

하는가를 평가하는 방법으로써 신뢰성을 얻고 있다. 반면 비

재하 가열 실험의 경우 단면내 한계온도와 평균온도에 대해서

만 규정되고 있다. 따라서, BS 5950-8에서 사용하고 있는

120분 내의 단면 온도분포를 구하고 실험값과 비교하여 평가

하고자 한다. 실험은 180분까지의 온도를 측정하였으므로

120분 이후의 온도는 추세선으로 가정하여 점선으로 표현하였

다. 온도분포 예측식 (simplify method)에 필요한 온도에

따른 계수값을 표 2와 3에 정리하였다. BS5950-8에서는

CFT기둥의 내부온도 분포를 예측하기 위해 총 3개의 변수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로 C1(표 2)은 화재시간에 따른 단면 깊

이별 계수값을 제시하였다. 두 번째로 C2는(표 3) 단면직경에

따른 단면 깊이별 온도를 나타내고 있다. 마지막으로 기둥 강

관두께의 영향(C3)을 고려하였다. 가열 60분 이내일 경우

C3=(1-0.01t), 가열 90분 이내일 경우 C3=(1-0.005t),

가열 120분 이내일 경우 C3=1.0, 여기서 t는 외부강관의 두

께(㎜)이다. CFT기둥의 내부 온도는 단면내부의 위치에 따른

온도를 판단하는 계수(C1), 단면 크기에 따른 온도 상승계수

(C2)와 외부 강관의 두께에 따른 계수(C3)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 simplify method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7과 같이

무보강 CFT기둥의 단면 내 온도 분포를 나타 내었다.

표 2. 화재시간에 따른 단면내부 온도(C1)

화재시간 외부강관에서 떨어진 거리(㎜)

(mins) Fire 10 30 50 70 >70

30 840 470 250 140 100 70

60 945 642 421 250 150 130

90 1005 738 519 345 245 190

120 1049 850 591 415 310 240

표 3. 화재시간에 따른 단면내부 온도(C2)

단면크기 외부강관에서 떨어진 거리(㎜)

(mm) Fire 10 30 50 70 >70

200 840 1.08 1.22 1.41 1.6 1.8

300 945 1.05 1.14 1.22 1.36 1.5

400 1005 1.03 1.09 1.18 1.25 1.35

500 1049 1.02 1.07 1.12 1.18 1.25

(a) 무보강 원형 CFT기둥(FC) 온도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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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각형CFT기둥 (FS, FSB) 온도분포

그림 7. BS5950와 실험에 의한 단면내 온도분포 비교

실험체와 D/4지점(그림 6(b))에서 측정된 온도 분포를 비

교하였다 코드에서는 10단위로 떨어진 거리를 예측하기 때문

에 실제 측정위치와는 5∼7㎜정도 오차가 있다. 원형의 경우

실제 측정위치는 97mm이기 때문에 BS5950에서는 표 2와

같이 외부강관에서 떨어진 거리를 70이상인 계수를 적용하여

그림 7에 90mm이라고 추정된 그래프를 추가시켰다. 전반적

으로 실험결과가 BS5950보다 약 10% 상한치를 보이고 있

지만, 전체적인 흐름과 유사단면 온도분포를 예측하고 있다.

4.2 강성 및 내력 비교

CFT기둥의 가열 전․후의 하중-변위 관계는 그림 8에 나타

내었다. 변위량의 측정은 실험체의 상부 End Plate에 설치한

LVDT 변위량을 사용 하였다. 상온상태와 화염에 노출상태의

CFT기둥을 비교해 볼 때, 상온의 경우 확연하게 내력차이가

났으며, 최대내력이후 거동이 상이한 것을 알 수 있다. 상온

에서 재하 한 경우 시험체 C(원형CFT)를 제외한 모두 최대

내력 이후 급격히 내력이 감소한 반면, 화염에 노출된 시험체

는 초기항복 이후에도 꾸준히 내력이 증가하며 FC시험체를

제외한 모든 F시리즈 시험체는 최대내력에 도달될 때까지 완

만히 증가하여 나타났다. 이후 상온에서 재하한 시험체와는

다르게 가력 종료시까지 완만하게 하중이 감소되면서 연성적

인 거동을 보였다. 고온에 노출된 강재는 팽창된 상태에서 축

하중을 가하기 때문에 작은 내력에도 큰 변형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화재 손상을 입은 CFT기둥은 초기 항복의 경우,

외부 강관에 의한 저항구간을 나타내며 이후 최대내력까지는

내부 콘크리트가 저항하는 구간으로 예측된다. 최대 내력이후

내부 콘크리트가 파괴되면서 변형만 계속 발생되는 것으로 추

정된다. 특히 무보강 원형 CFT기둥(FC)의 경우 초기 항복이

후 최대 항복점을 가늠할 수 없을 정도의 변형을 나타내고 있

다. 따라서 내력과 변위를 비교하기 위해서 최대내력점을

L/100의 변위를 갖을 때를 최대내력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KS-F 2257-7건축구조 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

건”에서는 실험체가 축방향의 전체 수축량이 L/100(㎜)에 도

달하였을 경우 기둥부재로 성능 실험을 종료하는 것으로 즉,

부재유효길이는 1,420㎜이므로 14.2㎜의 변위가 발생된 시

점을 수직선을 그어 최대내력에 반영하여 표 4에 정리하였다.

화재 손상 전후의 내력을 비교한 결과 전반적으로 약 59%의

잠재된 내력을 보유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 화재손상 전·후 내력비교

A_
Specimen Pu (kN)

B_
Specimen

Pu
(kN)

A_Pu /
B Pu

FC 4,862 C 8,759 0.56

FS 3,874 S 6,954 0.56

FSB 5,360 SB 9,127 0.59

FSC 5,327 SC 7,751 0.69

FSS 4,323 SS 7,477 0.58

* A_specimen : 화재손상 이후 내력, B_specimen : 상온 시 내력

(a) 원형 CFT기둥 (FC Vs C)

(b) 각형 CFT기둥 (FS Vs S)

(c) 각형 철근보강 CFT 기둥 (FSB Vs S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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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각형 원형강관보강 CFT기둥 (FSC VS SC)

(e) 각형 각형강관 보강 CFT기둥 (FSS VS SS)

그림 8. 하중-변위관계

기둥 내 보강된 강관의 형태는 원형(SC),각형(SS)으로 나

뉠 수 있으며, 보강에 따른 잔존강도를 분석해 보고자 그림 9

와 같이 하중-변위관계를 비교하였다. 전반적으로 강성 및 내

력이후의 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내부강관의 원형일 때

상온 시(SC) 그리고 화염에 노출된 후(FSC)에도 내부강관이

각형(SS, FSS)일 때 보다 높은 내력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잔존강도비 역시 내부 강관이 원형일 때 0.69로 각형일

때 (RSI=0.58)보다 높게 평가되었다. 이와같이 평가된 것은

상온시의 내력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화염에 노출된 상태에

서의 내력에서는 내부 원형강관일 때 비교적 많은 내력을 발

휘하여 잔존강도비가 역시 높게 평가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내부 원형강관은 각형강관에 비해 화염으로 인한 강도손실이

작았으므로 이러한 결과를 얻었을 있었다고 판단된다.

그림 9. 보강강관 형상에 따른 내력비교

4.3 변위증가량에 따른 잔존강도 내력

고온에 노출된 일부 실험체의 최대내력점의 판단여부가 명

쾌하지 않아. 부재의 축방향 변위에 따른 내력점을 추출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변위의 범위는 3㎜에서 최대 20㎜으로 6등

분을 하였다. 손상, 상온재하 실험에서 측정된 각 변위에 따

른 내력 값은 표 5에 나열하였다. 범위안에서 가장 높은 내력

을 발휘된 부분에 밑줄을 그어 나타내었다.

표 5. 화재손상 전 후 변위에 따른 내력

No Specimen

변위(㎜)에 따른 최대하중(kN)

3㎜ 5㎜ 10㎜ 12㎜ 15㎜ 20㎜

1 FC 2,841 3,370 4,482 4,908 4,932 5,308

2 FS 2,757 3,061 4,112 4,284 3,874 3,686

3 FSB 2,752 3,456 4,831 5,212 5,382 4,998

4 FSC 3,653 4,066 4,837 5,049 5,327 5,283

5 FSS 3,305 3,522 4,077 4,188 4,323 4,159

6 C 7,515 7,794 8,244 8,340 8,418 8,624

7 S 6,705 6,447 5,527 5,427 5,356 5,269

8 SB 9,127 8,360 7,678 7,649 7,615 7,562

9 SC 7,383 7,385 6,366 6,364 6,359 6,396

10 SS 7,478 7,385 6,366 6,364 5,234 5,123

최대내력발생위치는 화염에 손상된 실험체의 경우 12㎜이상

의 변위를 갖을 때 발생되었으며, 상온 실험체의 경우 원형강

관 CFT기둥(C)을 제외한 4개의 실험체가 5㎜이내의 변위에

서 최대 내력을 발휘 하고 있다. 변위에 따른 내력을 통해 화

재 손상 후 잔존내력을 비교 하고자 한다. 잔존강도 비

(Residual Strength ratio)는 화염에 노출된 부재내력을 상

온시의 내력으로 나누어 부재 내 잠재되어 있는 내력을 계산

한다. 비교된 그래프는 그림 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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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변위별 잔존강도 비

잔존강도 비를 비교한 결과, 전체적으로 0.4∼0.6범위안으

로 평가되었다. 변위가 비교적 적은 3∼5mm 구간에서 잔존

강도비가 낮게 평가된 이유는 상온시 CFT 기둥의 최대내력

발생시점이므로 다소 낮게 측정된 것이라 판단된다. CFT기둥

내 철근, 강관으로 보강된 부재가 비교적 높은 잔존강도비를

나타내고 있으며, 각형내 원형강관이 보강된 부재는 80%이상

의 내력이 잠재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화재 손상 후 잔존

강도를 높이고 고온에 노출된 CFT기둥의 변형을 줄이고자

무피복 CFT기둥에 철근과 강관을 보강 하여 잔존강도를 평

가한 결과 3시간 화재 손상된 경우 철근과 내부 강관까지 온

도의 영향을 받아 무피복 CFT기둥에 비해 유사하거나 조금

상한치의 잔존강도 비를 나타내고 있으므로 보강을 할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온도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적절한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설계식에 의한 잔존강도 평가

국내외 CFT기둥의 규준식과 화염에 노출된 내력결과를 비

교하여 표 6에 정리하였다. 사용된 설계식은 KBC2009,

Eurocode4 이다. 이와 관련한 식1∼4와 같다. 설계식은 크

게 단면형상에 따라 구분 될 수 있으며, 각 재료에 따른 면적

에 강도를 곱하여 누가강도식으로 산정한다. 이때, 축력을 받

는 원형기둥의 경우 구속효과를 고려하여 계산되어진다.

Eurocode4의 경우 세장비와 편심비에 의해 내력을 산정하게

되는데 실험은 중심가력에 단주조건을 갖고 있으므로 적용한

설계식을 정리하였다.

1) KBC-2009 (7장 합성부재)

각형      (1)

원형   


 (2)

2) Eurocode4

각형      (3)

원형  





 (4)

표 6. 설계식비교에 따른 잔존강도

Specimen
P_fire

test (kN)

Nu(kN) RS

KBC2009 Eurocode4 KBC2009 Eurocode4

FC 5,562 8,981 9,723 0.62 0.57

FS 4,284 7,113 7,113 0.60 0.60

FSB 5,382 8,064 8,362 0.67 0.64

FSC 5,355 6,994 7,512 0.77 0.71

FSS 4,323 7,000 7,276 0.62 0.59

설계식을 통해 잔존강도비를 비교해 본 결과 국내외 CFT기

둥의 규준식과 화염에 노출된 내력결과를 비교하여 표 6과

그림 11에 정리하였다. 실제 실험결과와 설계 내력식에 의한

잔존강도비는 약 10%범위내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전반적으로 180분 화염에 노출된 CFT기둥은 약 60%이상의

내력이 잠재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T기둥내 철근

보강 및 강관보강한 부재는 무보강 CFT기둥보다 약 5∼10%

이상의 잔존강도비가 증가되어 평가 되었다.

그림 10. CFT기둥의 잔존강도 비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재 발생된 CFT기둥의 손상정도 및 성능

저하정도를 분석하고자 내부 온도 분포를 평가 하고, 단면내

부의 온도분포에 따라 내부 충전콘크리트와 보강재의 내력 저

하 정도를 파악하여 CFT기둥의 전체적인 잔존강도를 평가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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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80분에 화염에노출된 CFT단주는 약 60%이상의 잔존

강도를 보유하고 있음을 비재하 가열 실험 과 상온시 구

조내력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 일련의 연구로 명확한

CFT기둥의 잠재적인 잔존강도를 유추하기 위해서는 폭

두께비 및 세장비 등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

하다.

(2) 화염에 노출된 CFT기둥은 상온상태의 CFT기둥에 비래

전면에 걸친 좌굴모드가 발생하였다. 고온으로 강재는

팽창된 상태에서 작은축력에도 많은 변형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비재하 가열 실험을 통해 CFT기둥의 단면내 온도분포

실험결과와 BS5950에서 제시한 온도분포 예측식을 비

교해본 결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국내 내화설계규준

에서도 BS5950과 같이 간단한 방법을 통해 단면 내 온

도 분포 예측식이 개정될 필요가 있다.

(4) CFT기둥의 잔존강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부에서 유

입되는 온도의 영향이 적은 위치에 적절한 보강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5) 합성기둥의 내력식(KBC, Eurocode)을 화염에 손상된

내력과 비교한 결과 규준식은 내력을 보수적으로 평가

하고 있기 때문에 잔존강도비가 다소 낮게 평가 되었다.

하지만 전체적인 잔존강도 비는 10%범위내에 만족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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