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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축력을 받는 DoubleCFT기둥의 내화성능 평가

FireResistanceofConcreteFilledDoubleSkinTubularColumns

underAxialLoad

정 상 근1) ․ 김 선 희2) ․ 이 성 희3) ․ 최 성 모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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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높은 축력비가 용된 무피복 CFT기둥은 보통 층 건물에서 2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을 확보하는데 용 가능하나,고층건

물에서 요구되는 3시간의 내화성능을 만족시키지는 못한다.따라서 고층건물에 무피복 CFT기둥을 용하기 해서는 추가 인 내화성능 향

상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이에 본 연구에서는 무피복 CFT기둥의 내화성능 향상방안으로써 DoubleCFT기둥을 설정하 다.본 연구에서는

실 크기의 무피복 CFT기둥과 DoubleCFT기둥에 한 재하가열실험을 수행하 다.이를 통해,DoubleCFT기둥의 용에 따른 내화성능

향상 효과 강 의 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향을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AlthoughanuncoatedCFTcolumnwithahighaxial-forceratiocanbeusedtosecurefireresistancefortwo

hoursorlessinlow-risebuildings,itdoesnotsatisfythethree-hour-longfireresistancerequiredinhigh-risebuildings.

Accordingly,sothattheuncoated CFT column could beused forhigh-risebuildings,additionalmeasuresforthe

improvementofitsfireresistanceshouldbeproposed.Inthisregard,theuseofaDoubleCFTcolumnasameasurefor

improvingthefireresistanceoftheuncoatedCFT column wasproposedin thispaper.A fireresistancetestwas

conductedonanuncoatedCFTcolumnandaDoubleCFTcolumninrealscale,underaload.Throughsuchtest,the

effectoftheDoubleCFTcolumnonfireresistancewasevaluatedandthencomparedwiththatofavariantshapeofthe

cross-sectionofasteelcolumn.

핵 심 용 어 :이 콘크리트 충 강 기둥,내화성능,재하가열실험,실 크기,단면형상

KEYWORDS:DoubleConcreteFilledTubecolumn,fireresistance,fireresistancetestunderaload,realscale,cross-section

                                                                                                                              

1.서 론

콘크리트충 강 (CFT,Concrete-filled Tube)기둥은

강 내에 채워진 콘크리트의 축열효과로 인하여 기둥자체만

으로 우수한 내화성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다.미국

유럽,일본에서는 콘크리트충 강 기둥의 내화성능에 한

연구는 기존연구자(Koduretal.1995;Bergmann et

al.,1995)에 의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으며,부재의

성능에 따라 내화피복두께를 조 하거나 무피복 상태로 설계

하도록 제시하고 있다.무피복 콘크리트충 강 (CFT)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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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높은 축력비 하에서 2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이 확보됨을

선행 연구(D.K.Kim etal.2005;K.S.Chungetal.

2008;S.H.Parketal.2008)를 통해서 확인한바 있

다.5)그러나 국내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331호의 ‘내화구

조의 인정 리기 ’내의 내화구조의 성능기 에서는 모든

건물 용도의 12층(50m)을 과하는 고층건물의 기둥의 경

우 3시간의 요구내화성능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

다.즉,높은 축력비가 용된 무피복 CFT기둥은 보통

층 건물에서 2시간 이하의 내화성능을 확보하는데 용 가능

하나 고층건물에서 요구되는 3시간의 내화성능을 만족시키지

본 논문에 한 토의를 2011년 8월 31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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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못한다.따라서 고층건물에 무피복 CFT기둥을 용하기

해서는 추가 인 내화성능 보강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이

에 본 연구에서는 무피복 CFT기둥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기둥의 내력까지 향상 시킬 수 있는 보강방안으로써

그림1과 같은 Double CFT기둥을 제시하고자 한다.

DoubleCFT기둥의 내화성능 평가에 한 연구는 근래 들어

국에서 실험 해석 연구가[2],[14]에 의해 일부 진행

된 바 있다.그러나 실 크기의 CFT기둥과의 비교를 통해

DoubleCFT기둥의 내화성능 향상 효과를 명확히 제시된 바

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실 크기 무피복 CFT기둥과 DoubleCFT

기둥에 한 재하가열실험을 수행하 다.이를 통해,Double

CFT기둥의 용에 따른 내화성능 향상 효과 강 의 단면

형상 변화에 따른 향을 비교 평가해 보고자 한다.

2.실험 계획

2.1실험체 계획

본 연구에서는 DoubleCFT기둥의 재하가열실험을 수행하

기 하여 표 1과 같이 5개의 실험체를 계획하 다.내부강

의 보강 유무와 내부강 의 단면형상,외부강 의 단면형상

을 실험 변수로 설정하 다.모든 실험체의 기둥 체 길이는

3,000㎜이며,상하 엔드 이트 두께는 각각 50㎜이다.실

험체는 단면형상에 따라 구분된다.S-N실험체와 C-N실험

체는 각각 무피복 각형,원형 CFT기둥이며,S-C실험체와

S-S실험체는 각형 DoubleCFT기둥 실험체로써 내부 강

의 단면 형상이 각각 원형과 각형 단면을 계획하 다. 한,

C-C실험체는 원형 DoubleCFT기둥 실험체로써 내부 강

역시 원형단면을 계획하 으며,콘크리트와 내부강 의 단

면 을 각각 S-S실험체와 동일하게 하 다.CFT기둥을 가

열하게 되면 20분 정도 후에 외부 강 온도가 600℃까지

상승하게 된다.이 을 감안하여 DoubleCFT기둥의 내력은

외부강 을 포함하지 않은 상태에서 내부에 채워진 콘크리트

와 내부 강 의 내력(Pn)을 계산하 다.내력의 계산은 내부

에 채워진 콘크리트와 내부 강 의 내력만을 계산하 다.각

형 원형 DoubleCFT기둥 실험체들의 공비(Di/Do)는

CFT기둥에 0.39-0.40으로 설정하 으며,모든 실험체는

0.4의 동일한 축력비로 가력되었다.

각형 :Pn= (Asr×Fyr)+ (0.85×fck×Ac)

원형 :Pn=(Asr×Fyr)+((

 )0.85×fck×Ac)

표 1.DoubleCFT기둥의 실험체 변수

Specimen
Do×to

(㎜)

Di×ti

(㎜)

Na

(kN)

Pn

(kN)

Asr

(㎟)

Ac

(㎟)

S-N

각형기본
□360.0×9 - 1,670 4,175 - 116,964

S-S

각형-각형
□360.0×9□140×6.0 1,687 4,217 3,216 97,364

S-C

각형-원형
□360.0×9 140×6.6 1,705 4,262 2,766101,570

C-N

원형기본
406.4×9 - 1689 4,222 - 118,237

C-C

원형-원형
406.4×9 165×7.1 1,707 4,267 3,526 96,803

Do:외부강 단면직경 to: 외부강 두께 Di: 내부강 단면직경

ti: 내부강 두께 Na: 작용축력 Pn: 기둥최 내력

Asr:보강된강재 단면 Ac: 콘크리트 단면

2.2실험체 제작

원형 강 의 경우,기성제품을 사용하 으며,각형 강 은

모두 두 개의 강 을 ㄷ자로 곡하고 각 단부를 서로 butt

welding하여 제작되었다.엔드 이트와 기둥의 상하 단부

와의 합부 에 각각 4개의 리 를 보강하 다.증기구멍은

그림 1과 같이 상부와 하부 엔드 이트와 기둥의 합부에

서 각각 340㎜ 떨어진 치와 기둥의 앙부로 총 3군데의

치에 각각 한 씩 20㎜ 직경으로 뚫었다.실험체의 각 단

면에서 온도를 측정하기 하여 각 실험체별 기둥의 앙부

에 그림 2과 같이 7∼9개의 열 를 각 치에 부착하 다.

그림 1.증기구멍 치 리 상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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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N실험체 (b)S-S실험체

(c)C-N실험체 (d)C-C실험체

그림 2.열 설치 치

2.3재료 특성

외부와 내부보강에 사용된 강 은 SPSR400 SPS400

강재를 사용하 으며,실험체 길이방향을 따라 강재 쿠폰

을 채취하 다.강재의 쿠폰실험 결과는 표1과 같다.콘크리

트는 28일 압축강도 실험에 의한 압축강도,콘크리트 배합비

와 슬럼 콘의 실험 결과는 표 3과 같다.

표 2.강재의 설질

강 의 두께

(mm)
강재재질

항복강도

(MPa)

인장강도

(MPa)

연신율

(%)

9 SPSR400 363 490 33

9 SPS400 311 490 38.3

표 3.콘크리트 배합비 슬럼 실험결과

Cement

(kg/m3)

Water

(kg/m3)

Fine

aggregate

(kg/m3)

Coarse

aggregate

(kg/m3)

Slump

(cm)

압축강도

(MPa)

545 147 720 900 9.5 36.09

그림 3은 DoubleCFT기둥의 제작 과정으로 Endplate

앙부 에 내부 강 을 용 하여 고정을 시킨 후 내부에 설

치될열 를 설치한다.외부 강 을 워 용 을 하여 외부

강 을 고정시킨 후 쪽으로 콘크리트를 채워 실험체를 완

성한다.

그림 3.DoubleCFT제작 과정

2.4실험 방법

내화실험 수행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 설치되어진 기둥 재

하가열로를 사용하 다.기둥 재하가열로의 상세는 그림 4

와 같으며,가열로의 온도,실험체의 내부온도,실험체의 수

직변 등을 측정할 수 있다.가력장치는 가열로 바닥에 치

하고 있는 재하능력이 3,000kN인 유압잭에 의해 가력되어

지며,유압잭 측면에 변 계를 통해 기둥의 축변 를 측정하

다.내부 가열장치는 4면에 각각 치한 각각 4개의 가스

버 로부터 나오는 화력에 의해서 작동된다.CFT기둥의 재

하가열실험은 아래의 순서에 따라 진행하 다.

(1)가열로 내에 CFT기둥을 바닥 유압잭의 심에

맞추어 수직으로 세운다.

↓

(2)가열하기 15분 에 실험체에 제시한 축력을

가하고,하 재하상태에서 표 가열곡선(그림 5)과 같이

가열한다.

↓

(3)실험체의 열팽창 수축에 의한 연신량을

유압실린더에 부착된 리니어타입(LinearType)

자동변 계로 측정한다.

↓

(4)실험체가 축방향으로 체 수축량의 L/100(㎜)에

도달하 을 경우와 분당 변형량이 3L/1000(㎜/min)에

도달하 때, 는 가열 시간이 180분이 되는 시 에

실험을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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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기둥 재하가열로

3.실험 결과

3.1내화성능

ISO-834의 표 가열곡선과 실험에서 측정된 가열곡선을

그림 5에서 나타내고 있다.각 실험체의 재하가열실험에서

나타난 가열온도는 오차범 5% 내에 있으며 거의 정확히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각 실험체의 내화성능은

KSF2257-1에서 규정하고 있는 축 방향 재하 부재의 내화

성능 기 은 실험체에 발생하는 변 와 변형률에 의해 결정

된다.변 는 1/100L,변형률은 3L/1000을 과 하는 시

의 시간을 실험체의 내화성능으로 평가한다.

강 의 평균온도는 그림 6과 같이 기에는 표 가열온도

와 큰 차이를 보이나,60분 이후부터는 시간이 경과됨에 따

라 류열 달 방사의 향에 의해 표 가열곡선에 거의

근 함을 볼 수 있다. 한 단면형상 강 직경의 크기에

계없이 시간경과에 따른 강 의 평균온도는 거의 일치하

다.각 실험체의 실험종료 시간과 실험체의 최종 변 를 표4

에 정리 하 다. 괴에 도달되는 시 은 무보강 각형,무보

강 원형,외부각형 내부 원형 실험체 순으로 괴에 도달하

다.S-S와 C-C실험체는 180분에 실험이 종료되었으나 아

직 괴에 도달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표 4.실험체 내화성능 최종 변

실험체명 FR(min) 최종변 (㎜)

S-N 99 68.2

S-S 180 10.7

S-C 153 41.8

C-N 118 47.5

C-C 180 16

그림 5.표 가열곡선(ISO-834)과 가열로의 평균온도

그림 6.외부강 표면의 온도분포

단면의 깊이별 온도분포를 검토하기 하여 그림 7과 같이

각 치별 온도분포를 비교 평가하 다.

내부콘크리트의 열용량이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향으로 콘

크리트 표면에서 단면 앙으로 갈수록 180분을 기 으로할

때,온도상승이 1000℃에서 300℃이하로 온도 증가폭이 상

당히 어짐을 알 수 있다.그림 7(b)-(e)를 통해 내부 강

보강 유무 보강형태에 따른 콘크리트의 온도 차이를 구별

할 수 있다.

그림 7(b)의 콘크리트코어 단면직경의 1/8 치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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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실험체를 제외한 모든 실험체가 거의 동일한 온도분포

를 보 다.이는 C-C실험체의 콘크리트표면에서의 거리가

나머지 실험체들보다 약 6㎜ 떨어져 치해 있기 때문이다.

콘크리트코어의 심으로 갈수록 S-S와 C-C실험체가 가장

높게 온도가 상승되며 그림 7(d)의 내부강 바깥쪽 표면의

온도분포를 제외하고는 두 실험체는 거의 동일한 온도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다.이는 두 실험체가 서로 단면 이

동일하면서 4개의 실험체 가장 콘크리트면 이 기 때문

인 것으로 단된다.반면,무피복 각형 CFT기둥인 S-N실

험체의 경우 가장 작은 온도분포를 보임을 확인하 다.

(a)콘크리트코어의 표면(강 과 콘크리트 경계면)

(b)콘크리트 코어 단면직경 1/8 치

(c)콘크리트코어 단면직경의 1/4 치

(d)내부강 바깥쪽 표면의 온도분포

(e)내부강 안쪽 표면의 온도분포

그림 7.단면의 깊이( 치)별 온도분포

3.2축변형

내화실험동안 각 실험체들의 축변형 거동은 그림 8에서 설

명되어진다.가열 후 외부 강 의 열팽창으로 인해 모든 실험

체는 15에서 20분 사이에서 축방향으로 팽창하게 된다.이때

외부 강 표면의 온도는 그림 7에서 보듯이 500-600℃까지

상승하 다.이후,시간경과에 따라 온도상승에 의한 강 의

내력 하와 단부에서 강 의 국부좌굴 발생으로 축방향 팽창

은 멈추고 수축이 격히 진행되며,외부 강 이 부담하고 있

던 하 이 내부 콘크리트와 내부강 으로 달되게 된다.

무피복 CFT기둥인 S-N,C-N실험체는 기 강 의 축방

향 팽창이 약 8㎜∼10㎜로 5개 실험체들 에서 가장 컸으

며,그밖의 실험체들은 약 5㎜로 서로 유사한 거동을 보 다.

이는 DoubleCFT기둥인 S-S,S-C,C-C실험체의 경우

기 외부강 의 축방향 팽창에 하여 내부 강 에 의한 열팽

창 구속에 의한 향으로 단된다.열팽창에 의한 외부 강

의 기 팽창이후 DoubleCFT기둥의 경우 90분 이후까지는

변형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으며,무보강 CFT기둥인 S-N,

C-N실험체의 경우 60분 이 에 변 폭이 크게 발생하 다.

S-N실험체의 경우,그림 8(a)와 같이 축방향 수축이 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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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어 괴시까지 도달되는 구간에서 가장 기울기가 완만하

게 감되어 괴에 도달되었으나 콘크리트가 내력을 다하는

순간 갑자기 괴가 발생됨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b)-(d)

의 DoubleCFT기둥 실험체들에서,외부강 이 내력을 다하고

콘크리트와 내부강 이 함께 하 에 항하므로 1시간 이상 수

축되지 않고 원래의 기둥길이를 유지하며, 괴시까지 완만하

게 감되었다.여기에서 S-C실험체의 경우 내부 강 의 단면

이 S-S와 C-C기둥에 비해 내부 강 의 단면 이 작아 가열

110분 이후 격한 변 가 발생한것으로 단된다.

(a)S-N실험체

(b)S-S실험체

(c)S-C실험체

(d)C-N실험체

(e)C-C실험체

그림 8.기둥부재의 축변형 응답

3.3내화시간

동일 축력비 0.4에서 각 실험체들의 내화시간에 한 비교

는 그림 9에서 나타내고 있다.S-S실험체와 C-C실험체의

경우 괴가 발생되기 에 실험이 종료되었으므로 명확히

내화시간 증가율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데이터

를 근거로 비교해 볼 때,외부강 의 단면 직경이 동일한 경

우,무피복 CFT기둥에 비해 DoubleCFT기둥은 55-82%

정도의 내화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그림 9.기둥부재의 내화시간

동일 축력비 0.4에서 각 실험체들의 내화시간에 한 비교

는 그림 9에서 나타내고 있다.S-S실험체와 C-C실험체의

경우 괴가 발생되기 에 실험이 종료되었으므로 명확히

내화시간 증가율을 규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하지만 데이터

를 근거로 비교해 볼 때,외부강 의 단면 직경이 동일한 경

우,무피복 CFT기둥에 비해 DoubleCFT기둥은 55-82%

정도의 내화성능이 향상됨을 확인하 다. 재 미국(AISC)

일본의 신도시하우징 로젝트(NUHA)에서 제시하고 있

는 내화성능설계식에는 강 보강된 CFT기둥에 한 측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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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마련되지 않았다.따라서 용가능한 무보강 실험체에

용하여 표5에 용하 다.

표 5.무보강 CFT기둥의 내화성능시간

실험체명 FR(min)AISC(min)


NUHA(min) 


S-N 99 89 0.89 104 1.05

C-N 118 120 1.01 140 1.18

3.4재하가열실험 후 실험체의 괴형상

그림 10에서 보듯이 각 실험체별로 상부에서 약 1/3 치

에서 좌굴이 발생되는 것을 확인하 다.본 실험에서는 양단

힌지 조건으로 좌굴의 치가 기둥의 괴에 향을 끼치지

않는다.좌굴은 강 이 팽창 후 내화시간 15-20분 경과 되

었을 때 내력을 상실함에 따라 콘크리트만 축하 에 항하

게 되어 수축이 진행됨으로 인하여 발생된 것으로 단된다.

S-N 실험체의 경우 강 의 축방향 팽창률이 다른 실험체들

에 비해 크기 때문에 좌굴이 많이 발생되었으며 이는 그림

10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a)S-N실험체 (b)S-S실험체

(c)S-C실험체 (d)C-N실험체 (e)C-C실험체

그림 10.기둥부재의 축변형 응답

4.분석 고찰

DoubleCFT의 내화성능에 끼치는 향인자로써 본 연구

에서는 내부 강 의 보강 유무와 내부에 강 의 보강된

DoubleCFT기둥의 내화성능과 축변형을 통하여 내화성능을

비교 분석 하 다.재하가열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각 실험체

에는 동일한 축력비(0.40)을 용시켰다

4.1내부강 의 보강 효과 (S-N,S-C,S-S)

보강에 따른 향을 평가하기 하여,무보강 각형 CFT기

둥인 S-N실험체와 이 강 보강 각형 CFT기둥인 S-C와

S-S실험체을 그림 11과 같이 내화시간과 축변형 응답을 비

교하 다.이때,모든 실험체의 축력비(NA/NC+S)를 0.4

로 동일하게 설정하 다.S-C실험체는 내부 원형강 (강

비 2.7%)이 보강된 실험체로 무보강 각형S-N 실험체에 비

해 내화시간이 약 1.55배 향상되었다. 한,내부 각형강

이 보강된 S-S실험체(강 비 3.3%)는,S-N 실험체에 비

해 내화시간이 1.82배 이상으로 향상되었다.

축변형 응답을 비교한 결과,콘크리트 는 콘크리트와 내

부 강 이 작용축력에 항하는 구간인 ‘a’에서 S-C와 S-S

실험체는 S-N 실험체에 비해 각각 약 1.78배와 약 2.18배

증가되었다.정리해보면 각형 CFT기둥 내부에 같은 형상을

갖는 S-S실험체는 축변형 항성능과 내화성능에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내고 있다.따라서 충분히 3시간 이상의 내화성능

이 확보 가능하며 무피복 CFT기둥의 내화성능 향상방안으로

써 매우 효과 인 방안이라 단된다.

(a)내화성능 비교

(b)각형 CFT기둥의 축변형 응답 비교

그림 11.내부강 보강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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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외부강 의 단면형상 변화 (S-C,C-C,S-S)

CFDST기둥의 외부강 은 표면에 직 으로 노출되어

있어 화염에 한 손실이 크므로,열용량이 큰 내부콘크리트

와 고온에 노출되지 않은 내부 강 에서 최종 하 지지능

력을 결정한다고 할 수 있다.하지만,외부강 에 의해 내부

콘크리트는 열이 도되고,그로인해 단면내 온도분포도는 상

이한 결과를 갖게 된다.외부단면형상에 따른 향을 평가하

기 하여,내-외동일형상 CFDST기둥인 C-C실험체를 외

부각형 S-C실험체와 함께 내화성능 축변형 응답을 비교

분석하 다.C-C실험체는 S-S실험체와 콘크리트단면 과

내부강 의 면 을 동일하게 계획하 으며,S-C실험체는 약

4% 단면 증가되어 큰 차이가 없게 계획하 다.이에 따라

C-C실험체를 기 으로 S-S와 S-C실험체의 작용 축력은

그림 12(a)에서 보듯이 서로 1% 내외의 차이를 보 다.

S-S실험체의 내화성능은 180분 이상으로 C-C실험체와 비

교 유사하게 나타났다.반면,S-C 실험체의 내화성능은

153분으로 내-외부 원형강 동일 형상을 갖는 부재에 비해,

15%낮게 나타났다.변형구간이 심한 90분에서 150분사이의

축변형을 비교하여 그림 12(c)에 나타내었다.S-C실험체의

경우 상당한 축변형을 나타내며,이로인해 내화성능은 보수

으로 평가되었다.

(a)내화성능 비교

(b)축변형 응답 비교

(c)축변형 비교 (90분에서 150분까지)

그림 12.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향

5.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 크기 무피복 CFT기둥과 DoubleCFT

기둥에 한 재하가열실험을 수행하여,DoubleCFT기둥의

용에 따른 내화성능 향상 효과 강 의 단면형상 변화에

따른 향을 비교 평가하 으며,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3시간이상 내화성능을 확보하고자 하는 연구로 CFT기

둥에 보강방법을 변수로 동일축력비 상태에서의 내화실

험을 수행하 다.무피복 CFT기둥은 90분 이상에서

110분이하의내화성능을충분히발휘하 다.강 내부

보강을 함으로써 내화성능은 2시간 이상에서 3시간의

내화성능을만족하는결과를얻을수있었다.

(2)동일 축력비에서,S-S실험체의 내화성능은 180분 이

상으로C-C실험체와비교 유사하게나타났다.반면,

S-C실험체의 내화성능은 153분으로 내-외부 동일 형

상을갖는부재에비해,15%낮게나타났다.

(3)각형CFT기둥의 내부보강변화에 따른 내화성능을 비교

한 결과 내부에 같은 형상을 갖는 S-S실험체는 축변형

항성능(1.78배)과 내화성능(1.82배)에 가장 우수하

게 나타내고 있다.본 실험에 의해 이 강 보강된

CFT기둥에 의해 보다 효율 인 내화성능이 확보 가능

함을확인하 다.

향후 후속연구로 강 폭비와 내부 강 비,단면형상에 따

른 향분석이 추가되어 정량 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라

단된다. 한 실제 구조물 용을 해서는 경제성과 시공

성에 한 고찰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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