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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성능적 내화설계를 기반으로 한 철근콘크리트 기둥의 내화성능 평가를 최종 목표로 철근콘크리트 기
둥의 열전달 해석을 통한 온도분포와 재하가열실험을 통한 수축량으로 적정 축력비를 도출하여 성능설계를 위한 기초 자
료로 활용하고자 하는데 있다. 편심이 전혀 없는 순수축력을 기준으로 축력비 0.30, 0.35, 0.40, 0.47을 재하한 결과,
0.40 이상의 축력비를 확보하여야 내화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to evaluate the technology of the fire resistance design of Reinforced Concrete columns based on fire resis-
tance performance design, was suppose to use as basic data for performance design through a measure of temperature and
deformation using heat transfer analysis and Heat-load test of the Reinforced Concrete columns as parameter is the axial
load ratio. In accordance with axial load without eccentricity, the load ratio of 0.30, 0.35, 0.40 and 0.47 were imposed on
columns. As a result of this study, 0.40 or more of axial load ratio can be ensured that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was
considered satisfactory.

Keywords : RC column, Fire resistance performance, Axial load ratio, Heat transfer analysis, Heat-load test

1. 서 론

건축구조물이 초고층화됨에 따라 재료와 공법 등이 급

속히 발전되고 있으며, 사회적으로 건물의 사용성 확보,

시공의 단순화 및 안전성이 크게 요구되고 있다. 이에 따

른 최근의 건축물 화재 위험성 평가는 재료와 구조 등의

성능을 기반으로 평가하는 공학적 내화설계로 진행(1)
되고

있으며, ISO TC92 SC4 (Fire Safety Engineering)에서는

이에 대한 국제적 표준화 문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조 및 내화성능이 우수한 철근콘

크리트(이하 RC) 기둥을 대상으로 공학적 내화설계의 체

계 구축을 위한 하나의 요소로서 기둥부재에 다양하게 작

용되는 축력비의 비율에 따른 구조적 내화성능을 평가하

기 위하여 범용유한요소 프로그램인 ABAQUS를 이용한

내화해석과 병행하여 실대형 규모의 재하가열실험을 수행

하였다.

해석과 실험결과의 분석을 통해 축력비 변화에 따라 화

재에 노출된 RC 기둥부재의 강도저감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RC 기둥의 내화구조설계시 공학적이고 합리적인

하중비 설정을 위한 기반 구축을 본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2. 철근콘크리트기둥의 열전달 해석

2.1 해석적 방법에 의한 내화성능 평가 방법

RC 기둥부재의 강도저감을 예측하기 위하여 유럽권의

다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설계규준인 Eurocode의 설

계모델을 활용하였다. RC 부재의 내화설계방법을 규정하

는 EN 1992-1-2에서는 비교적 쉽게 적용가능하고 실험에

의한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간편계산법이 있으며, 그 중에

서 500 oC 등온선법(500 oC Isotherm Method)에 의한 내

화성능 예측방법을 활용하여 평가(2)
하였다.

우선, 구성재료의 열적 특성을 고려한 부재의 열전달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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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하여 단면 내 온도분포를 예측하고, 500 oC를 상

회하는 단면 외주부는 강도를 상실한 것으로 가정하여 가

열전 후의 단면비율을 통해 잔존강도비를 도출하는 방법

을 수행하였다. 실제 화재를 구현하기 위해, 내화해석에

사용되는 화재곡선은 Figure 1과 같이 KS F 2257-1 표준

시간-가열온도 곡선에 준한 표준가열곡선을 적용하였다.

2.2 구성재료의 열적 특성

국내 건축 법규에서는 아직 강재와 콘크리트에 대한 열

적 특성식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적용되는 재료의 열적 특성은 실험 및 해석연구(3)

를 통하여 국내 RC 구조의 화재시 구조거동과 비교적 정

Figure 1. Fire scenario of analysis (KS F 2257-1).

Figure 2. Thermal properties (specific heat, conductivity, density).

Figure 3. Shape of model.

확하게 예측되는 유럽기준(5,6)
을 적용하였다. 온도상승에

따른 강재와 콘크리트의 열적 특성치는 Figure 2와 같다.

2.3 과도상태 열전달 해석

2.3.1 열전달 해석 개요

본 연구에 이용되는 RC 기둥의 열전달 해석은 KS 표준

시간-가열온도 곡선(7)
을 적용하여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

로그램인 ABAQUS로 수행하였다. RC 기둥재료의 열적

특성을 나타내는 밀도, 비열과 열전도율은 온도상승에 따

른 함수로 과도상태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

의 철근과 콘크리트의 열적특성은 Figure 2와 같은 유럽의

기준을 적용하였다.

2.3.2 유한요소모델링

열전달 해석은 RC 기둥의 4면이 화재에 동일하게 노출

되어 있다는 가정 하에 수행(4)
하였으며, 콘크리트와 주근

및 스터럽의 모델링시 적용된 열전달 요소는 각각 DC3D8

과 DC1D2요소이다. 이는 선형열전달해석 요소로써 구성

재료의 요소이다. 해석시간과 실제 물리적 시간을 대응시

키기 위해 과도상태 열전달 해석(Transient Heat Transfer

Analysis)을 이용하였다(9). 철근을 콘크리트 내부에 위치하

도록 하기 위하여 내장형(Embedded)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서로 다른 재료들간의 계면은 병합기능(Merge)을 적용하였

다. 이러한 방법을 적용한 RC기둥에 관한 모델링은 Figure

3과 같다.

유한요소 열전달해석에서는 기본 열전달 메커니즘인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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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Conduction), 대류(Convection), 복사(Radiation)가 고

려된다. 기둥은 자연대류상태의 공기에 둘러싸인 것으로

가정하여 복사 열전달의 온도변화를 함수로 취하는 등가

대류열전달계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고려하였다. 대류열전

달계수는(h)는 기존연구에서 제시하는 실험결과에 의한 권

장값을 적용(4)
하였으며, 식(1)과 같다.

h = 25 W/m2K = 0.6044×10−3 cal/cm2soC (1)

2.3.3 열전달 해석 결과 및 분석

RC 기둥의 합리적인 축력비를 예측하기 위한 해석적용

모델에 관한 구성요소는 Table 1과 같이 □-300×300단면

을 적용하였다. 열전달 해석은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을

가지고 과도상태 열전달 해석을 ABAQUS를 이용하여 수

행하였으며, 가열곡선은 Figure 1의 KS 표준시간-가열곡

선을 3시간(180분) 동안 적용하였다. 앞서 서술한 바와 같

이 해석결과를 통해 표준화재 180분 가열시점에서의 RC

기둥의 내부온도가 500 oC가 되는 깊이로부터 산정한 콘

크리트 유효단면적과 기존 단면적과의 비를 통해 적정 축

력비를 예측하였다. Figure 4는 측정위치에 따른 기둥 단

면의 온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이를 통해 온도측정위치

에 따른 RC 기둥의 온도분포를 통해 유효단면을 Table 2

와 같이 표시한 것이다.

해석결과와 같이 온도측정위치가 콘크리트 중앙부로 갈

수록 온도가 낮게 나타났으며, 3시간 가열시의 온도를 기

준으로 보면 콘크리트 표면에 비해 깊이 10 mm지점에서

는 온도가 913.53 oC로 나타나 약 17.6%의 온도차이가 나

타났다. 깊이 20 mm지점에서는 약 32%, 30 mm지점에서

는 약 43.2%, 40 mm지점에서는 약 52%, 45 mm지점에서

는 약 55.5%의 온도 편차가 발생하였다.

그리하여 55%의 온도 편차가 발생하는 단면내부온도

500 oC가 되는 깊이인 44 mm를 기준으로 유효단면적

(44,944 mm2)을 산정하고, 그에 대한 기존 단면적(90,000

mm2)과의 비를 살펴보면, 약 0.49의 축력비를 도출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300×300을 갖는 RC 기둥부재 내화

성능의 합리적인 축력비를 약 0.49로 예측할 수 있었다.

3. 철근콘크리트기둥의 재하가열실험

3.1 실험계획

3.1.1 실험 변수 및 실험체 제작

RC 기둥부재의 작용 하중비에 따른 재하가열실험은

Table 3과 같은 실험계획하에서 수행되었으며, 적정 축력

비 도출을 목적으로 최대하중의 35%, 45%, 50%, 60%를

적용하였다. 작용 축력비에 따른 RC 기둥의 내화시험체

제작과정은 Figure 5와 같다. 기둥 부재의 가열길이와 철

Table 1. An Example of a Table

Shape of section
(300×300)

Main
reinforcement

Stirrup

D22 D10

Figure 4. Results of analysis (depth).

Table 2. Results of Analysis (180 minutes)

Depth
(mm)

Temper-ature
(oC)

Section
(300×300)

10 913.53

 

20 753.72

30 629.42

40 532.68

45 492.31

Table 3. Plan of the Specimen

Item Content Note

Plan Heat-Load test KS F 2257-1,7

Size □-300×300×3000 D22, D10

Concrete 33.3MPa

Axial Load Ratio
and Load

0.30 092 ton

0.35 116 ton

0.40 129 ton

0.47 154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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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의 강종은 3미터, SS400이며, 선정된 설계강도에 부합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의거하여 Table 4와

같은 배합설계로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기

둥부재의 최대하중은 편심이 전혀 없는 순수축력을 받는

압축부재의 최대 축강도로 산출하여 적용하였다.

3.1.2 실험 방법

재하가열실험은 Figure 1과 같은 KS 표준시간-가열곡선

과 KS F 2257-1(건축 부재의 내화 시험방법-일반요구사항)

및 KS F 2257-7(건축부재의 내화시험방법-기둥의 성능조

건)(8) 성능기준에 적합한 수직가열로를 활용하여 수행되

었다.

내화성능기준의 요구조건에 따라 Figure 6의 1,000톤 기

둥가열로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가열이 진행되는 동안 주

철근 및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를 통하여 콘크리트

및 철근의 온도를 측정하였고, 재하실험의 경우 선형 자동

변위계를 사용하여 부재의 축방향 변형량을 측정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가열과 동시에 축력비에 따른 하중이 재하된 상태에서

해당 기둥부재의 구조적 붕괴가 발생되는 시점을 통해 적

정 축력비를 도출하기 위한 재하가열실험을 수행하였다.

재하가열시험은 각 시험체를 수직가열로에 안치시킨 후,

시험체 전체에 균등하게 하중이 분포될 수 있도록 가열시

험 전에 하중을 부여하였다. 각 시험체에 대한 재하가열시

험 전후의 모습은 Figure 7과 같다.

3.2.1 축력비에 따른 변형량 변화

RC 기둥의 내화성능에 영향을 주는 주요인자 중 하나인

축력비에 따른 내화성능을 실험을 통해 측정하였으며, KS

F 2257-1의 변형량에 따른 내화시간과 팽창과 수축에 따

른 변형량은 Figure 8, Table 5와 같다.

축력비 0.30, 0.35, 0.40, 0.47을 변수로 하여 재하 하였

으며 3시간(180분)을 기준으로 내화성능시간은 하중비

0.47만이 169분으로 나타났고, 축력비 0.30과 0.35는 내화

시간 180분 시점에서도 팽창량이 증가하였으나, 축력비

0.40은 수축으로 전환, 0.47은 내화시간 150분에 수축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크리트의 열팽창으로 인

한 팽창량은 최소 2.49 mm에서 최대 9.03 mm로 축력비가

최대 0.25 증가시 약 6.54 mm의 팽창량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팽창량의 정체구간 또한 감소하였다.

전체적인 변형 특성을 살펴보면, 축력비 0.30을 제외한

다른 하중비의 시험체는 내화시간 60분까지는 변형량의

기울기가 비슷하게 나타났으며, 이후에는 축력비별로 각각

149분, 138분, 135분, 94분을 기점으로 팽창이 더 이상 증

가하지 않았다. 또한, 내화시간 180분이 종료된 시점에는

축력비 0.40을 기준으로 수축하며 급격한 변형과 함께 파

괴에 도달하였다. 축력비 0.47의 파괴모드는 콘크리트 외

Figure 5. Manufacture of test specimen.

Table 4. Mixing Ratio of Concrete Lining

fck

(MPa)
W/C
(%)

S/a
(%)

Unit Concrete (kg/m3)

C S G W SP (%)

33.3 53.8 49.9 176 449 922 84 1.86

Figure 6. The shape of fire test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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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복정도가 부분적으로 탈락하여 폭렬현상이 아닌 축하

중에 의한 붕괴로 분석되며, Figure 7과 같이 붕괴로 인한

콘크리트 탈락으로 단면이 감소하며, 철근의 부담이 가중

되어 구부러지는 형상을 보였다.

3.2.2 축력비에 따른 변형률 변화

RC 기둥의 내화시간별 축방향 변위에 따른 변형률을 검

토하여 Figure 9와 Table 6으로 나타내었다. 축력비별로

내화시간 150분을 기점으로 축력비 0.47만이 변형률이 다

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외의 시험체는 모두 변형

률이 증가 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초기 변형률

대비 증가량은 파괴가 발생한 0.47을 제외하고, 축력비별

로 각각 0.20, 0.08, 0.03으로 축력비 0.40의 변형이 가장

안정적이었으며, 0.40의 경우는 증가량이 가장 높은 축력

Figure 7. The shape of specimen after fire test.

Figure 8. Deformation according to axial load ratio.

Table 5. Deformation Results by Axial Load Ratio

Model
Fire Resistance

Time (min)
Final Deformation

(mm)

Max Expansion

mm min

0.30 180 +8.22 +9.03 149

0.35 180 +3.18 +4.99 138

0.40 180 0 +3.10 135

0.47 169 -6.44 +2.49 094

Figure 9. Strain according to axial load ratio.

Table 6. Strain Results by Axial Load Ratio

Model
Fire Resistance Time (min)

30 60 90 120 150 180

0.30 0.07 0.12 0.19 0.27 0.30 0.27

0.35 0.03 0.07 0.12 0.15 0.16 0.11

0.40 0.03 0.07 0.09 0.10 0.08 0.00

0.47 0.04 0.06 0.08 0.07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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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0.30에 비해 43%만이 증가하여 가장 안정적인 변형률

변화를 보였다.

4. 결 론

(1) 열전달 해석을 수행한 결과, 내화시간 3시간을 기준

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 깊이 44 mm지점에서 단면내부온

도가 500 oC로 표면에 비해 55%의 온도저감효과가 발생

하였으며, 이를 통해 □-300×300을 갖는 RC 기둥부재 내

화성능의 합리적인 축력비를 약 0.49로 예측하였다.

(2) 내화시간 3시간을 기준으로 축력비가 증가함에 따라

기둥의 팽창량이 감소하나, 축력비 0.47의 경우는 내화시

간 169분을 기점으로 급격한 수축으로 인한 변형으로 단

면이 감소하여 철근이 부담하는 하중이 가중되어 파괴가

된 것으로 예측되었다.

(3) 파괴로 인해 축력비 0.47만이 내화시간 150분을 기

점으로 변형률이 다시 증가하였으며, 화재 시작 후 30분에

서의 변형률 대비 증가량은 파괴가 발생한 0.47을 제외하

고, 축력비별로 각각 0.20, 0.08, 0.03으로 축력비 0.40의

변형률이 가장 안정적인 변형을 보였다. 

(4) 해석을 통해 도출된 적정 축력비는 0.45, 실험을 통

해서는 0.40~0.47로 해석결과와 최소 2%에서 최대 18%

의 차이를 보였으며, 이를 통해 적정 하중비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소 0.40 이상의 축력비를 확보하여야 내화시

간 3시간의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향후 단면

적, 길이 등의 변화를 통해 좀 더 합리적인 축력비를 산정

할 수 있는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RC 기둥을 대상으로 열전달 해석과 재하

가열실험을 통한 적정 축력비로 내화성능을 평가하였으나,

향후 RC 기둥의 여러 변수를 고려한 추가 실험을 통해 내

화성능설계시의 합리적인 하중비 산정을 위한 연구가 필

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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