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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introduces a numerical model which can evaluate the fire-resistant capacity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On the basis of the transient heat transfer considering the heat conduction, convection and radiation, time-dependent 

temperature distribution across a section is determined. A layered fiber section method is adopted to consider non-linear material 

properties depending on the temperature and varying with the position of a fiber. Furthermore, effects of non-mechanical strains of 

each fiber like thermal expansion, transient strain and creep strain are reflected on the non-linear structural analysis to take into 

account the extreme temperature variation induced by the fire. Analysis results by the numerical model are compared with 

experimental data from the standard fire tests to validate an exactness of the introduced numerical model. Also, time-dependent 

changes in the resisting capacities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exposed to fire are investigated through the analyses and, the 

resisting capacities evaluated are compared with those determined by the design code.

Keywords : fire-exposed concrete, fire resistant capacity of concrete, transient strain of concrete, 

concrete at elevated temperature, heat transfer of concrete

1. 서    론1)

철근콘크리트(RC)는 경제성, 내구성 등의 유리한 특성

으로 인하여 토목 구조물 및 일반 건축물 등 많은 구조물

에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다른 구조재료에 비해서 열전

도율이 낮기 때문에 내화재료로도 그 기능을 충분히 발

휘하는 구조재료이다. 그러나 RC 구조물 혹은 구조 부재

가 화재 등으로 인해 고온에 장시간 노출되었을 경우, 구

조물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구조적 손상이 발생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RC 구조물의 내화성능 평가를 

위한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화재 상황에

서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의 내화성능과 거동 특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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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부재의 표준화재실험(Standard Fire 

Test)을 통해 구명되고 있는데 표준화재실험이란 가열로

(furnace)를 통해 표준화재 온도-시간 곡선에 따라 공기를 

가열하여 구조 부재의 거동을 파악하는 실험이다. 이 실

험을 토대로 Lin 등
1,2)

과 Dotreppe 등
3) 이 철근콘크리트 

단순보와 내민보에 대한 화재손상실험을 수행한 바 있고, 

Lie 등
4)
은 기둥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구조

물의 내화 성능을 실험적으로 구명하는 것은 규모 및 경

제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으며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관계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해석적 연구가 

병행되고 있다.

화재가 발생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석적 연구를 

위해서는 고온에서의 응력-변형률 거동 및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적인 변형률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다양한 모델들이 제안되었다.5-8) 이 외에도, 

제안된 재료모델을 토대로 하여 유한요소법을 적용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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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적 접근 역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3,9-12) 철근과 

콘크리트의 크리프 및 콘크리트의 비정상상태 변형률 등 

온도에 따른 재료거동 일부를 고려하지 않은 제한적인 

해석이 수행되었다. 

한편, Terro의 경우,13) 실험 결과에 기반하여 온도 증가

에 따른 크리프를 포함한 콘크리트 변형률의 비선형 모

델식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기둥 및 슬래브 구조물에 적

용하였으나 제안된 모델식의 적용범위가 일정온도에 국

한되어 있었다. Huang 등의 경우, 온도변화를 고려한 해

석 프로그램인 Vulcan의 개발을 통해서 보요소를 기반으

로 한 해석을 여러 구조부재에 대하여 수행한 바 있으며,14,15) 

다만 평면요소를 적용한 그의 해석적 연구사례
16)

에 비해, 

철근의 크리프 변형 등의 효과에 대해서는 그 고려가 불

명확하다. 또한, Bratina 등
17)

은 독자적인 보요소를 개발

하여 유한요소기반의 구조해석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이

를 기반으로 하여 고온상태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

료속성의 변화를 고려하여 휨부재 및 압축부재에 대한 

해석을 수행하였고, 그 거동을 Eurocode2와 비교한 바 있

다.18,19) 한편, Kodur 등
20)

은 보요소에 기반하여 화재 시 

콘크리트 및 철근의 재료속성변화를 고려하여 휨부재에 

제한적인 해석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화재 시나리오 

등의 인자 변화에 따른 강구조물의 구조거동을 분석한 

바 있다.21) 또한, 화재상태에서 2축 모멘트를 받는 기둥의 

저항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수식을 제안하기도 하였다.22)

이 논문에서는 화재에 따라 유발되는 RC 구조물의 재

료속성 변화와 관련하여 콘크리트 및 강재의 온도변형, 

크리프 변형 및 고온에서 콘크리트의 비정상상태 변형 

등, 실험을 통해 규명된 구조재료의 변형인자들을 모두 

고려한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해석적 

연구들의 경우 온도에 따른 변형효과들을 동시에 고려함

으로써 각 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힘들었던 

반면,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모든 변형효과를 다 

고려한 해석은 물론 각 영향인자들이 미치는 영향을 별

도로 해석하여 구조적 거동에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 

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화재 시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에서 발생하는 온도변화의 영향을 반영하기 위한 열

전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열전달해석을 통해 결정된 

단면 내 온도분포를 적용하여 화재 발생 시 단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속성을 고려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

였다. 또한, 기존의 많은 연구들이 그 적용성에 있어서 

휨부재나 압축부재에 국한되어 있었던 반면 제안된 모델

을 두 가지 구조부재에 모두 적용하여 그 거동을 살펴보

았으며, 해석 결과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기 수행

된 표준화재실험의 결과와 구조거동을 비교하였다. 한편, 

화재발생 이 후 부재의 시간의존적인 저항능력을 세장비

에 따라 해석하고 이를 디자인코드의 저항능력과 비교함

으로써 설계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내화설계방법의 효

율성을 검증하여 보았다.

2. 재료 모델

2.1 콘크리트

화재 발생 경과 시간 t에서 일축응력 상태에 있는 콘크

리트의 전체 변형률은 크게 역학적 변형률(mechanical 

strain,)과 비역학적 변형률(non-mechanical strain,)로 분류

할 수 있다. 이 중 구조계의 변형은 증가시키지만 추가적

인 응력을 발생시키지 않는 비역학적 변형률 가운데 화

재 발생 시 고려되는 비역학적 변형률로는 온도 변형률, 

크리프 변형률, 비정상상태 변형률을 들 수 있으며 이들

의 관계를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 식 (1)과 같다.

)(Δ

)(Δ)(Δ)(ΔΔ

T f,ε

t T, f,εTεT f,εε

ctr,

ccr,cth,cm,ctot,

+

++=
(1)

여기서, 온도 변형률 εth,c(T)은 온도에 의해 콘크리트가 

팽창함으로써 나타나는 변형률이며 이를 고려하기 위한 

모델식들이 존재한다.23,24) 이 중, Eurocode2의 EN 1992- 

1-224)
에서 제안된 식의 경우 온도변화에 대한 비선형성과 

온도상승에 따른 콘크리트의 물리적, 화학적 변화가 고

려되었으며 골재의 종류에 대한 영향을 포함하고 있기에 

이 논문에서는 이를 토대로 온도변형률을 산정하였다. 

또한 화재발생시간의 경과에 따라 콘크리트의 크리프변

형에 의해 추가적인 변형률 변화가 유발되는데 이를 고

려하기 위한 여러 연구들이 선행되었다. Terro13)
는 크리

프를 포함하는 LITS(load induced thermal strain)에 대해서 

온도에 대한 비선형 모델식을 제시한 바 있다. 이 외에도 

고온에서의 크리프 변형률을 모사하기 위한 노력이 이루

어졌지만
5) 비정상상태 크리프와 그 외의 기본크리프 및 

건조 크리프에 대해 별도의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는 경

우가 많기에, 이 논문에서는 콘크리트의 응력상태와 시

간 및 온도효과를 고려한 Harmathy25)
의 모델식을 사용하

였으며 이는 식 (2)와 같다.

)293(

'1

−⋅⋅=
jTdj

j

cT

j
j

ccr, et
f

f
βε (2)

여기서, f’cT와 f는 각각 온도 T에서의 콘크리트의 강도와 

응력을, T(K)와 t(sec)는 각각 온도와 시간을 의미하며, 

Cruz26)의 실험에서 산정된 상수 β1=6.28×10-6sec-0.5, d=2.658× 

10-3
K

-1
의 값이 사용되었다. 특히, j 번째 시간단계에서 크

리프변형률을 산정할 때 그 전 단계의 응력 σ 
j-1

을 사용

하여도 충분히 정확하다고 알려진 바 있으며
5) 시간 단계 

[j-1, j]에서 크리프변형률의 증가량은 
1

, , ,

j j j

cr c cr c cr c
ε ε ε −Δ = −

와 같이 산정할 수 있다. 이 뿐 아니라 콘크리트는 고온

에서 물리적, 화학적 성분의 변화에 따라 추가적인 크리

프 변형이 발생하는데 이로 인해 생기는 변형률을 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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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ressive region 

(b) Tensile region

Fig. 1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상상태변형률 εtr이라고 한다. 비정상상태변형률에 대한 

많은 연구들 가운데
5,27,13) Anderberg 와 Thelandersson5)

이 

제안한 모델의 경우 실험을 통하여 결정된 시간에 따른 

비정상상태변형률의 추이를 잘 예측하며,7) 수식의 형태

가 다른 모델식들에 비하여 단순하고 적용이 용이하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도 이 모델을 토대로 시간 단계 [j-1, 

j]에서의 비정상상태변형률의 증가량을 다음과 같이 산정

하였다.

j

cth,

c

-j
j

ctr, ε
f

f
kε ΔΔ

'

1

2
−= (3)

여기서, f’c는 상온에서의 콘크리트 강도이며 k2는 무차원 

계수로 1.8~2.35의 범위를 갖는 값으로 이 논문에서는 수

치해석에 있어 자주 사용되는 2.35의 값을 적용하였다.2) 

나아가 콘크리트의 응력은 전체 변형률 가운데 역학적 

변형률을 산정하고 이를 응력-변형률 관계에 대입함으로

써 결정하게 된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

계는 온도변화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를 정

의하기 위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며
5,28) 이 논문에서

는 실험치와의 비교를 통해 온도의 변화에 따른 거동을 

비교적 효과적으로 모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7) Lie & 

Lin의 모델
28)

을 토대로 응력-변형률 관계를 정의하였고

(Fig. 1(a) 참조) 그 관계를 표현하면 다음 식 (4), (5)와 같다. 

])(1[ 2

Tco,

Tc,Tco,'

Tc,Tc,
ε

ε-ε
ff −= , 

, ,c T co T
ε ε≤ (4)

])
3

(1[ 2

Tco,

Tco,Tc,'

Tc,Tc,
ε

εε
ff

−
−= , 

, ,c T co T
ε ε≥ (5)

이 때, 압축강도 f
’
cT의 경우 Hertz29)가 제안한 모델이, 그

에 대응하는 변형률 εco,T는 Khennane과 Baker30)가 제안한 

모델이 비교적 정확히 온도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7) 특히 Hertz 의 모델은 골재의 

종류에 따른 영향을 적절히 고려하고 있음을 참고문헌에

서 확인할 수 있다.29) 따라서 압축강도 f
’
cT는 Hertz 모델

을, 대응되는 변형률 εco,T는 Khennane & Baker 모델을 사

용하여 압축 측 최대응력과 그에 대응하는 변형률을 각

각 정의하였다. 또한 인장부는 Fig. 1(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형의 인장강화효과(tension stiffening effect)를 고

려하였다. 여기서, 인장강도 
'

Tc,

'

Tt,
ff 1.0= 로 가정하였고 인

장강도에서의 변형률 및 극한인장변형률의 경우 여타의 

참고문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6) Tc,

'

Tt,Tcr,
/Ef=ε

와 Tcr,Tcu,
εε 10= 로 적용하였다.

2.2 철근

화재 발생 경과 시간 t에서 일축응력 상태에 있는 철근

의 변형률 또한 식 (6)과 같이 역학적 변형률과 비역학적 

변형률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
,,,,

tTTT
scrsthsmstot
σεεσεε Δ+Δ+Δ=Δ (6)

여기서, 온도 변형률 
,

( )
th s

TεΔ 에 대하여 온도변화에 따른 

선형분포를 기반으로 한 모델식들의 경우 종류에 따른 

주목할 만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31)

 이에, 이 논문에

서는 EN 1992-1-2
24)

의 비선형분포식을 적용하였다. 한편, 

철근의 크리프 변형률은 철근 온도가 약 450℃에 도달 

시 현저하게 커진다고 알려져 있으며,
32)

 이러한 변형특성

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Dorn
33)

은 온도보상시

간(temperature compensated time)의 개념을 적용하여 크

리프 모델을 제안하였다. 이 후, 이를 기반으로 하여 Harmathy
6)

가 철근의 크리프 모델을 제안한 바 있으며, 이를 보완하

여 기존의 모델을 수정하였으나,
34)

 철근의 종류에 따른 

영향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에, 철근의 항복강도를 고려

하도록 Kodur
20)

가 이 모델식을 수정하였다. 이와 같이 

Dorn의 이론을 기반으로 한 크리프 모델은 온도에 따라

서 항복점을 기반으로 두 개의 구간으로 정의되는 전형

적인 철근의 응력-변형률 모델
23,35,36)

과 함께 적용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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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tress-strain curve of steel

온도변화에 따른 재료거동을 적절히 나타내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많은 해석적 연구들이 이와 같은 방법을 기

반으로 하였다.
21)

 하지만, Dorn의 크리프 모델은 시간에 

따른 응력의 변화가 없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구조물의 구속 정도에 따라 시간과 온도에 따른 

응력변화가 발생하는 실제상황을 모사하기에는 한계가 

있고, 모델식을 구성함에 있어서 복잡한 상수들을 정의

해 주어야 하는 불편함이 존재한다.
21)

한편, 철근의 응력을 구하기 위해서는 응력-변형률 관

계를 통해 재료모델을 정의해야 하는데 철근은 콘크리트

와 달리 압축측과 인장측에서의 응력-변형률 관계가 동

일한 형상을 나타내는 등방성 재료로서 항복점에 도달할 

때까지는 선형 거동을 보이다가 항복이 발생하는 순간 

급격히 변형률의 증가를 보이며 소성영역에 다다르게 된

다. 이러한 기본적인 재료적 특성은 온도변화가 존재하

더라도 달라지지 않지만,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고온상

태가 되면 온도에 따른 재료성질 자체의 변화가 발생하

게 되므로 응력-변형률 관계의 새로운 정의가 필요하며 

이와 관련한 많은 실험적, 해석적 연구가 병행되어왔

다.23,24,35,36) 그 가운데 Eurocode2의 EN 1992-1-224) 모델의 

경우, 과도적 실험(transient test)을 통해 결정된 모델로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온도를 변화시켜 줌으로써 크리프 

효과를 포함한 유연한 응력-변형률 관계를 보여준다.31,37) 

이러한 크리프 거동은 Fig. 2와 같이 비례한계

(proportional limit)와 항복한계(yield limit)에 걸친 비선형 

구간에서 잘 나타나고 있으며, 따라서 별도로 응력-변형

률 모델과 앞서 설명했던 복잡한 크리프 모델을 혼용할 

필요가 없는 장점이 존재하므로 이 논문에서는 EN 

1992-1-2 모델을 해석에 적용하였다. 여기서, 응력-변형률 

관계는 4개의 구간으로 나누어 정의된다.

TsTsTs,
Eεσ

,,

= , TspTs εε
,,

0 <≤ (7)

2

,,

2 )( TsTsyTsp,Ts, εεa
a

b
c-σσ −−⎟

⎠

⎞
⎜
⎝

⎛+= , TsyTsTsp εεε
,,,

<≤ (8)

TsyTs, σσ
,

= , TstTsTsy εεε
,,,

<≤ (9)

⎟
⎟

⎠

⎞

⎜
⎜

⎝

⎛
−=

)(

)(
1

,,

,,

TstTsu

TstTs

Tsy,Ts,
ε-ε

ε-ε

σσ , TsuTsTst
εεε

,,,

<≤ (10)

여기서, c/Eσε TsTspTsp ,,,

= , 02.0
,

=Tsyε , 15.0
,

=
Tst

ε , 20.0
,

=
Tsu

ε , 

( )( )
TsTspTsyTspTsy

2
Ecεεεεa

,,,,,

/+−−= , ( ) 2

TsTspTsy

2
cEεεcb +−=

,,,

, 

( ) ( ) ( )( )
TspTsyTsTspTsyTspTsy σσEεεσσc
,,,,,

2

,,
2 −−−−= 이다. 이 때, 

Tspσ
, , Tsyσ

, , Ts
E

,
는 온도에 따라 변하는 재료속성으로 EN 

1992-1-2에서는 특정온도 값들에 대해 상온에서의 속성

값에 대한 비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전 구간에 대해 선

형보간하여 이를 해석에 적용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참

고문헌에서 확인할 수 있다.
24)

3. 비정상 열전달 해석

화재에 노출된 구조물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진적

으로 그 온도가 증가하며 온도증가에 따른 재료성질의 

변화가 동반된다. 따라서 화재로 인한 대상구조물 표면

으로부터의 온도증가를 평가할 필요가 있으므로 이를 위

해 열전달 해석을 수행해야 한다. 먼저 구조물 표면의 경

계조건으로 사용되는 화재의 온도를 정의할 필요가 있는

데, 이 논문에서는 표준화재 온도-시간 관계식 중 널리 

쓰이는
1,3,20)

 ASTM E119
38)

의 관계식(Tf = 20 + 750 ․ (1-exp 

(-3.79553 ․ (t/60)
0.5

)) + 179.41 ․ (t/60)
0.5

)을 기반으로 하여 

시간에 따른 온도변화를 고려하였다. 여기서, f
T 는 화재

의 온도(℃), t는 시간(min)을 의미한다. 화재의 온도가 시

간에 따라 변하므로 비정상 열전달 해석(transient heat 

analysis)을 기반으로 구조물의 온도분포를 산정하게 된

다. 이 때 구조물의 표면은 동일한 온도에 노출된 것으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대표단면에 대한 두께방향의 2차원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게 된다. 특히 철근의 양은 콘크리

트의 양에 비해 미소하므로 철근은 온도해석 시 별도로 

고려하지 않고 동일 위치의 콘크리트 온도분포와 동일하

다고 가정하였으며 이 때, 콘크리트의 온도분포에 대한 

지배방정식은 다음 식 (11)과 같다.

2 2

2 2
( )( ) ( ) ( )

T T T
k T Q T c T

x y t
ρ∂ ∂ ∂+ + =

∂ ∂ ∂
(11)

위의 지배방정식을 구성함에 있어 정의되는 k(T), ρ(T), 

c(T)는 각각 콘크리트의 열전도계수, 밀도, 비열이며 Euro-

code224)
에서 제안한 식을 기반으로 산정하였다. 이 식에

서 내부 생성열 Q는 경화된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없다

고 가정하였다. 

화재 시, 구조물과 화재의 온도 차로 인한 대류와 화재

의 복사로 인한 열에너지가 고체 구조물 표면을 통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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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placement components of a beam element

Fig. 4 Total analysis flow

부로 흡수되며 이로 인한 경계조건은 다음 식 (12)와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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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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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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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12)

여기서, n은 경계에서 외부를 향하는 단위 법선벡터, qc는 

화재로 인한 대류열, qr은 물체가 흡수한 복사열을 각각 

의미하며 h는 대류계수, Ts, Te는 구조물과 공기의 온도 

(단위: 켈빈), ε는 화염의 방출도, 슈테판 볼츠만(Stefan- 

Boltzman) 상수 8 2 4
5.67 10 /W m Kσ −= × ⋅ 이며 heff(T)는 대류

와 복사의 효과를 고려한 유효열전달계수이다. 

시간에 따른 요소 내의 온도분포를 산정함에 있어 요

구되는 유한요소 정식화와 더불어 이의 해석과정은 기존

의 열전달 해석과정과 다르지 않으며 이에 관련한 자세

한 내용은 참고문헌
39)

에서 찾아볼 수 있다. 단, 이 논문에

서는 시간간격의 크기에 대해 안정한 결과를 주는 Crank- 

Nicolson Scheme(β=0.5)을 이용하여 시간영역에 대한 해

석을 수행하였으며, 시간영역을 잘게 잘라 해석함으로써 

오차를 충분히 줄이고 해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4. 비선형 구조해석

이 논문에서는 축방향 일축응력상태를 기본으로 하는 

절점 당 5개의 자유도를 가지는 보요소(beam element)를 

사용하였다.

Fig. 3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방향의 절점 변위 벡

터는 ,},{
21

T
uu=u  ,},{

21

T
vv=v  ,},{

21

T
ww=w ,},{

21

T

yy θθ=
y

θ  
T

zz
θθ },{

21
=

z
θ 와 같고 이를 토대로 보요소의 전체 변위 

벡터 
T}{

yz
θw,,θv,u,r =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또한, 화재 발생에 따른 온도분포를 정확하게 반영하

기 위해 철근콘크리트 부재 단면을 가상의 콘크리트 격

자(fiber)로 이루어진 단면으로 모사하였다.
40)

 이 때, 가상

일의 원리에 따라 임의의 절점 j에 외부하중벡터 R
j
가 작

용할 경우 가상의 변위벡터 dr에 대해서 Δ+⋅ jjT
d )( RRr

∫ Δ+⋅
V

dVd )( σσε 의 힘-변위 관계식을 얻을 수 있으며, 

임의의 순간에서의 평형 방정식을 구성하면 다음 식 (13)

과 같다. 

∫∫ −⋅=
V

nm

T

T

V
T

Tj
dVdEddVEd εBrBBR )(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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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member (b) Cross section

Fig. 5 RC column for the analysis (unit: mm)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section along the 

longitudinal direction

Fig. 7 The variation of axial displacement at the tip with time

여기서, B
T

는 변위-변형률 행렬을, ET는 온도에 따른 탄

성계수를 의미하며, 이의 자세한 유도과정은 참고문헌
41)

에서 찾을 수 있다.

식 (13)의 우측에서 화재로 인한 온도변화에 따라 발생

하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비역학적 변형률에 대한 등가 

외력항(equivalent force) ∫= V

nm

T

Tnm
dVdEd εBR 으로 정의

하여 간략화하면 rRRR Kdddd
nmj =+= 와 같이 힘-변

위 평형 방정식을 얻을 수 있고, 이 때, 강성행렬은 

∫= V
T

T
dVEK BB 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40)
 한편, 장주 

효과에 의한 기하비선형성은 횡방향 변위와 축력에 의한 

모멘트로 나타나는 이차효과로서, 내력에 의한 잔류력

(residual force)으로 반영되며 자세한 내용은 참고문헌
40)

에서 찾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유한요소 정식화 과정의 

자세한 해석과정은 Fig. 4의 해석흐름도에서 살펴볼 수 

있다.

5. 수치해석

5.1 철근콘크리트 기둥

이 논문에서 Lie 등
4)
이 표준화재실험을 수행한 기둥을 

대상으로 해석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Fig. 5 참조). 

대상 구조물의 실험 시, ASTM E-119(1976) 화재 곡선

에 따른 온도이력을 기둥 네면에 경계조건으로 적용하였

으며, 화염의 방출도 ε는 0.3을 사용하였고, 경계에서의 

대류계수 25 /h W mK= 를 사용하였다. 기둥부재의 외부

표면은 동일한 온도변화에 노출된다. 

이 때, Fig. 6은 기둥 단면 중앙에서부터 표면까지 단

면 A-A를 따른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Fig. 6에서, 점표식

은 실험치를 실선은 해석 결과를 각각 의미하며 실험치

와 열전달 해석을 통해 산정된 해석치의 전체적인 경향

이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단면 중앙부에

서 화재 발생 60분 후의 온도분포는 실험 결과와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실제 거동에 있어서, 표면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해 뜨거워진 수분이 단면 중앙으로 점

차 이동하여 중앙부의 온도를 높여주기 때문이다. 이 후, 

가열이 지속됨에 따라 수분이 증발하면서 열을 빼앗아 

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이러한 온도상승 효과는 

상대적으로 감소하고 해석과 실험 사이의 온도차이가 점

점 줄어들게 된다. 한편, 화재 발생 이후 180분이 지난 

상태에서도 표면부에는 어느 정도 오차가 존재하고 있다. 

이와 같은 표면부 오차의 경우 비열이나 열전도계수와 

같이 열전달해석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열특성계수의 산정

에 있어서 해석 시 실제조건을 정확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즉, 콘크리트 골재의 종류 등 

배합조건이 열전도계수의 산정에 있어서 보다 정확히 반

영된다면 부재 표면부의 온도분포차이 또한 감소할 것으

로 판단된다.

화재를 고려한 수치해석에 사용된 재료상수는 화재실

험 당시 실시한 재료실험 결과를 기반으로 초기 콘크리

트 압축강도 36.1 MPa, 철근 항복강도 420 MPa, 철근의 

탄성계수는 2.0X10
5

MPa로 각각 적용하였다. 온도증가에 

따라 발생하게 되는 콘크리트의 비역학적 변형률의 상대

적인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4

가지 경우에 대해 해석하였으며 철근의 경우는 온도() 

및 크리프()에 의한 비역학적 변형률을 고려하였다. 

이 때, Case A, B 및 C의 경우 철근의 크리프를 고려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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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uctural member

(b) Cross section

Fig. 8 Simple beam for the analysis (unit: mm)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 of reinforcements

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section along the 

vertical direction

않는 쌍일차(bi-linear) 형태의 일반적인 철근 재료모델을, 

D는 식(7)~(10)을 각각 적용하였으며 이는 다른 예제의 

경우도 동일하다. 화재 발생 시간에 따른 축방향 변위를 

나타낸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모든 비역학적 변형률을 

고려한 Case D의 경우 실험치와 매우 유사한 거동을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화재 발생 초기 60분 동안 실험치에 다소 차이가 

나타나는데, 해석치의 변위는 초기에 점진적으로 상승하

는데 비해 실험치의 변위는 갑자기 상승했다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열전달해석 결과로 

발생하는 온도분포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체 기둥의 축방향 변위는 초기 120분까지는 온도의 증

가에 따라 기둥이 팽창하여 기둥의 축방향 변위가 증가

하지만 120분 이후에는 기둥의 변위가 감소한다. 그 이유

는 콘크리트의 크리프와 비정상상태 변형률은 양의 값을 

가지는 온도 변형률과 반대로 음의 변형률을 가지며 온

도 변형률에 의한 팽창을 감소시키는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한편 Case C와 D의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철근의 

크리프에 따른 변위의 변화는 크지 않은데, 이는 실험 단

면의 콘크리트 피복 두께가 60mm로 온도변화가 크게 유

발되지 않는 위치이기 때문이며, Case B와 C의 비교를 

통해 비정상상태 변형률이 변위에 큰 영향을 나타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상상태 변형률을 무시하

면 정확한 해석 결과가 도출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

는 특히 기둥의 경우 비정상상태 변형률을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는 기존 연구의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
13,32)

 

5.2 철근콘크리트 단순보

한편, Lin 등
1)
이 표준화재실험을 수행한 단순보를 대

상으로 해석모델에 대한 검증을 수행하였다. 대상 구조

물의 기하학적 형상은 Fig. 8과 같으며 지점으로부터 

1270 mm 지점에서 철근의 일부가 절단되어 부재의 저항

력이 변화하게 되어 있으며. 집중하중 P의 크기는 17.8 kN

으로 실험종료시점까지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실험 시, 

ASTM E-119 화재 곡선
38)

에 따른 온도이력이 하중이 작

용하지 않는 배면과 측면의 세면에 경계조건으로 적용되

었으며 보 하단 부분의 화염의 방출도 ε는 0.2을 사용하

였고, 대류계수 30 /h W mK= 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측

면 부분의 경우, 화염의 방출도 ε는 0.3을, 30 /h W mK=
을 각각 사용하였다.

Fig. 9는 보 B-B 단면의 인장측에 위치한 철근 온도의 

평균값으로 점표식은 실험을 통해 산정된 값을, 실선은 

해석 결과를 각각 나타내고 있므며 실험 결과와 해석 결

과의 전체적인 경향이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10은 각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부재 단면의 높

이 방향으로 변화하는 온도분포를 표시한 것으로 Fig. 10

을 통해 화재로 인한 단면의 온도분포가 비선형성을 가

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부재 하부 표면에 가까울수록 온

도변화의 폭이 더욱 크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화재실험당시 실시한 재료실험 결과에 따라 초기 콘크

리트 압축강도와 철근 항복강도는 각각 30 MPa와 435.8

MPa로 주어졌으며 철근의 탄성계수는 2.0×105 MPa로 가

정하였다. Fig. 11은 화재 발생 시간에 따른 최대 처짐 변

위를 나타낸 것으로 변형률을 모두 고려한 해석 결과 

Case D(εc,th + εc,cr + εc,tr + εs,th + εs,cr 고려)와 실험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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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variation of maximum deflection with time Fig. 12 Moment capacity of the beam after fire

(a) Methods in design code (b) Numerical analysis using design loads

Fig. 13 Comparison between design methods in EN 1992-1-2 and numerical analysis

비교해 보면 전체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Case C(εc,th + εc,cr + εc,tr + εs,th 고려)와 D를 비교하

면 철근의 크리프에 의해 최대 처짐 변위가 화재 발생 60

분 후에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화재 

발생 후 50분 시점에서 모서리부분의 인장 철근 온도가 

474℃에 도달하며, 이 때 철근이 450℃ 이상 고온에 노출

됨에 따라 철근의 크리프가 부재 전체변위에 영향을 주

기 때문이다. 그리고 Case A(εc,th + εs,th 고려), B(εc,th + ε

c,cr + εs,th 고려), C의 비교 결과 콘크리트의 비정상상태 

변형률과 크리프 변형률은 보의 변위를 증가시킴을 확인

하였다.

Fig. 12는 화재 발생 전과 화재 발생 70분 후 보의 길

이에 따른 휨모멘트 분포와 공칭 휨강도(Mn)를 나타낸 

것이며 공칭 휨강도의 경우 온도에 따른 철근과 콘크리

트의 강도를 적용하여 강도설계법으로 계산하였다. 해석 

모델이 단순보이므로 모멘트 재분배가 발생하지 않아 화

재 발생 전, 후에 보에 작용하는 모멘트는 거의 일정한 

반면, 온도에 따른 철근과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로 인해 

휨 강도는 화재 발생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한다. 이는 

해석과정에 있어서, 화재 발생 70분 후에 모서리 부분의 

인장철근 온도가 약 600℃로 상승함에 따라 철근의 항복

강도가 상온에서의 강도의 약 45% 정도로 감소하면서 

부재의 휨 강도가 저하되게 되고 인장철근 절단지점에서 

파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는 Lin1)
이 보고한 실험 결

과와도 일치한다. 철근의 피복두께를 크게 하여 철근이 

고온에 노출되지 않게 하거나 또는 철근량을 늘리는 것

이 부재의 내화시간 증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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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λ = 50, w = 0.1

(b) λ = 50, w = 0.5

Fig. 14 Comparison of fire resistance between design code

and nuemrical analysis (λ > 30)

5.3 설계규준와의 비교

Eurocode2의 EN 1992-1-224)
에서는 지점의 횡구속이 있

는 RC 기둥이 표준화재에 노출될 때, 요구되는 내화시간 

동안 버틸 수 있는 단면의 최소폭(bmin) 및 단면 모서리에

서의 철근의 위치(a)를 제시하고 있으며 제시되는 규격은 

내화시간(R), 세장비(λ), 기둥에 작용하는 축방향 설계하

중의 정도(n=NEd,fi/0.7(Ac · fcd+As · fyd), μfi=NEd,fi/NRD), 편심(e 

=MEd,fi/NEd,fi) 및 역학적 철근비(w=Ac · fcd/As · fyd )에 따라 

달라진다. 여기서 NEd,fi는 화재상황에서의 축방향 설계하

중, MEd,fi는 화재상황에서의 설계휨모멘트, NRD는 상온에

서 단면의 극한저항능력, Ac는 단면 내 콘크리트의 넓이, 

As는 단면 내 철근의 넓이, fcd는 상온에서 콘크리트의 설

계강도 그리고 fyd는 상온에서 철근의 설계항복강도를 의

미한다. 

Fig. 13(a)는 EN 1992-1-224)
를 기반으로 한 내화단면의 

선정 및 이 때의 설계하중을 산정하는 방법을 흐름도로 

표시한 것이며 여기서 l0,fi는 화재 상황에서 기둥의 유효

길이, i는 단면의 회전반경, MRD는 상온에서 단면의 극한

저항모멘트를 의미한다. 세장비값 30을 기준으로 Fig. 13(a)

에서 각각 나타난 바와 같이 각각 Method A와 Method B

로 구분하여 내화단면 및 설계하중을 결정한다. Method 

A에서 편심은 유로코드에서 제시되는 최대 편심(emax= 

0.15b) 값을, 철근비는 0.03을 가정하였으며 단면의 극한

저항능력 NRD와 MRD는 P-M 상관도의 작성을 통해 구하

였다. 그리고 해석에 있어서, 동일한 bmin 및 a 값을 갖는 

정사각형 단면에 대해 코드를 통해 결정된 기둥의 기하

정보(l0,fi) 및 설계하중(NEd,fi, MEd,fi)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해석 상 구조물이 코드에서의 내화시간을 버틸 수 있는 

설계휨모멘트(MEd,fi) 값을 찾을 때까지 해석을 반복하고 

이 때의 설계하중을 코드를 통해 계산된 값과 비교하였

다(Fig. 13(b)).

세장비 50, 30, 10에 대해 비교를 수행하였다. 세장비 

30이상의 경우 동일 세장비에 대해서 역학적 철근비 및 

내화시간을 바꾸어가며 해석하였고 설계하중조건은 n = 

0.3과 n = 0.5를 적용하였다. 세장비 10의 경우 μfi = 0.2

와 μfi = 0.5에 대해 비교하였으며 모든 세장비에 대해 양

측 힌지의 지점조건을 가진 기둥 단면 상하부에 각각 4

개씩의 철근이 매입되어 있고 4면에 화재가 발생한 상황

을 가정하였다. 설계강도 fyd = 370.0 MPa과 fcd = 23.47 MPa

을 가정하여 설계하중을 계산하였으며, 철근의 강도감소

계수 1.15, 콘크리트의 강도감소계수 1.5를 적용하여 재

료속성을 해석에 반영하였다.

다음 Fig. 14는 세장비 50에 대해 설계규준과 해석 결

과를 비교한 것으로 60분과 120분의 두 가지 내화시간을 

고려하였다. 동일 축력에 대해서 내화시간이 커질수록 

그래프 상에 표시된 휨모멘트 값은 줄어드는 것을 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편심이 커질수록 동일 하중에 대해서 

부재가 버틸 수 있는 내화시간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한편, Fig. 14(a)와 (b)에서 볼 수 있듯이 기둥에 작용하는 

축력이 크지 않을 경우에는 해석 결과와 설계규준 간에 

뚜렷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지만 작용하는 축력이 커질수

록 모멘트 값에 차이가 발생하기 시작한다. 

해석 상 화재 발생 후 제시된 내화시간을 버틸 수 있

는 부재의 모멘트 값이 설계규준에 비해 전체적으로 더 

작은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 편차는 역학적 철근비 0.1를 

가지는 경우 내화시간 120분에 대해 150 kN ․ m 이상, 그

리고 역학적 철근비 0.5의 경우 내화시간 120분에 250 kN ․ m 

이상까지 나타나며, 이는 해당 세장비 조건에 대해 설계

규준에서 제시하는 단면의 내화성능이 과대평가 되고 있

으며, 축력이 커짐에 따라 해당 단면을 적용할 경우 코드

에서 제시하는 내화시간을 버티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Fig. 15는 세장비 30과 10에 대한 비교를 보여준다. 세

장비 50인 경우와 대조적으로 축력이 2500 kN 이상으로 

커지는 경우에도 설계규준과 해석 결과 간에 뚜렷한 편

차는 발생하지 않으며, 축력변화에 따라 모멘트 값의 차

이가 점점 커지는 경향도 보이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기

둥 부재는 세장비가 커짐에 따라 유발되는 2차 모멘트가 

증가하며 단면 중앙으로 갈수록 그 값이 더욱 커지며 먼

저 파괴에 다다르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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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λ = 30, w = 0.1

(b) λ = 30, w = 0.5

(c) λ = 10

Fig. 15 Comparison of fire resistance between design code 

and nuemrical analysis (λ ≤ 30)

설계규준에서는 이러한 2차 효과의 반영이 상대적으로 

부족함에 따라 세장비 50에서의 단면의 저항능력을 과대

평가한 것으로 보이며, 한 편, 세장비가 상대적으로 작은 

30과 10의 경우 세장비가 50인 경우에 비해 이러한 2차 

효과가 감소하게 되며 설계규준과 해석결과 간의 편차도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6. 결    론

이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비정상 열전달 해석

으로 결정된 온도 분포를 기반으로, 온도변화에 따라 추

가적으로 발생하는 시간 의존적 거동을 반영할 수 있는 

해석모델을 제안하였다. 이때, 고려되어야 하는 시간 의

존적 거동들을 각기 적용하여 구조거동에 있어서 발생하

는 차이점을 분석하고 이를 타 연구자들이 수행한 표준

화재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그 타당성을 검증하였다. 이

에 더하여, 세장비 조건에 따라 주어진 내화시간을 버틸 

수 있는 초기 편심모멘트 값을 산정하여, 이를 설계규준

과 비교하고 그 타당성을 판단하였다.

1) 압축 부에서 크리프 및 비정상상태 변형률은 온도

에 의한 콘크리트의 팽창을 상쇄시키며 부재의 변

위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확한 응력과 변

위의 산정을 위해서는 고온에서의 시간의존적 거동

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보 해석 시, 인장철근의 온도가 약 450℃이상 고온

에 노출될 경우 철근의 크리프에 의해 부재의 변위

가 급격히 증가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3) 화재에 따른 부재의 파괴는 온도에 의한 철근과 콘

크리트의 강도저하가 주요한 원인이며, 특히, 배근 

상태가 달라지는 위치에 있는 단면의 경우 단면저

항능력이 변화하므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내화 

설계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따라서, 피복

두께를 적절하게 증가시켜 철근에 발생하는 온도변

화를 줄여주는 것이 부재의 내화성능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4) 기둥 부재의 경우 유로코드는 세장비가 클 경우 축

력의 증가에 따라 주어진 내화시간을 버틸 수 있는 

초기 편심모멘트 값을 과대평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5) 이 때, 설계규준의 내화시간보다 더 빨리 단면내력

상태가 극한에 다다르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2차 모

멘트의 효과를 정확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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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에서는 화재 발생에 따른 구조물의 성능 변화를 평가하기 위한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수치해석모델이 제안

되었다. 화재 발생 시 유발되는 전도, 대류 및 복사열의 효과를 고려한 비정상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통해 단면

내 온도분포를 결정하였다. 또한, 적층섬유단면을 적용하여 온도증가로 인해 단면 내 위치에 따라 달라지는 재료의 비선형성

을 고려하였다. 이 때, 온도변화에 따라 유발되는 열팽창 변형률, 비정상상태 변형률, 크리프 변형률 등의 비역학적 변형특성

을 단면 내 각 섬유에 대해 고려함으로써 화재 발생 시의 극심한 온도증가를 고려한 비선형 해석을 수행하였다. 제안된 해석

모델의 타당성을 입증하기 위하여 철근콘크리트부재의 표준화재실험으로부터 얻어진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하였으며, 

특히, 화재 시간에 따른 저항능력의 변화를 살펴봄으로써,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거동특성을 평가하고 이를 설계규준에서 제

시하는 단면 및 저항능력과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 화재손상된 콘크리트,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비정상상태 변형률, 콘크리트의 고온크리프, 콘크리트의 열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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