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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충전 각형강관 기둥의 폭두께비 제한에 관한 연구

Limitations on the Width-to-Thickness Ratio of

Rectangular Concrete-Filled Tubular (CFT)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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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조적 우수성이 입증된 콘크리트 충전 강관 (CFT) 시스템은 폭두께비가 큰 강관을 사용할 때 더욱 경제적인 설계가 될 수 있

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의 규준에서는 CFT에 사용할 수 있는 강관의 폭두께비를 제한하고 있어 건설 재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미리 차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폭두께비 60, 70, 80, 90, 100를 갖는 각형 단주 CFT에 대해 압축실험을 실시하여 CFT

에서의 좌굴 후 내력을 확인하였고 기존의 규준에서 제시한 폭두께비 제한치를 완화한 식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concrete-filled steel tube (CFT) that has an excellent performance can be more economically used when

the steel tube has a large width-to-thickness ratio. However, the international provisions such as American Institute of

Steel Construction (AISC) limit the use of a slender plate in CFT members, resulting in a less optimal use of CFT. This

study verifies the post buckling strength of CFT columns through the experimental program for Hollow Steel Sections

(HSS) and CFTs with a with-to-thickness ratio ranged 60 to 100. The study also proposes a relaxed limitations of

with-to-thickness ratio compared to the one specified in the current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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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순수 강관 (b) CFT

그림 1. 순수 강관과 CFT의 국부좌굴 모드

1. 서 론

콘크리트 충전 강관 (Concrete-Filled Tube: CFT) 구조

는 강관 (steel tube) 내부에 콘크리트를 충전하여 두 개의

건설재료가 하나의 구조체로서 작용되도록 한 합성 구조 시

스템이다. CFT는 구조, 설계, 시공적인 측면에서 다른 구조

시스템에 비해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각광을 받은 시스템중의 하나이다. 구조적인 측면

에서 CFT의 가장 큰 장점은 콘크리트의 횡변위가 강관에 의

해 억제되어 콘크리트가 3축 응력상태에 있게 되어 구속효과

로 인해 강도와 연성이 크게 증가되는 것과 강관 내부에 콘

크리트가 존재하기 때문에 강관의 국부좌굴이 콘크리트로 인

해 지연되는 것이다. 그림 1에 보이듯이 순수 강관은 서로

인접한 면에서 한 쪽은 안쪽방향으로 다른 쪽은 바깥 방향으

로 좌굴이 나타나는 반면 CFT는 안쪽 방향의 좌굴이 콘크리

트로 인해 방지되어 바깥방향으로 좌굴이 일어나며 이렇게

좌굴모드가 변화되는 동안 강도와 연성이 증가하게 된다.

1) 교신저자.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연구교수, 공학박사

(Tel: 02-2210-5374, E-mail: choi4u@gmail.com)

2)한편, 최근에는 건설 재료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압축력에 대해

서는 콘크리트가 지지하고 휨에 대해서는 강재가 지지하는

것이 건설 재료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를 최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것이 CFT 구조이다. 이와

관련하여 CFT의 연구자들은 최근 강재와 콘크리트의 최적의

조합비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Bride and O`Shea(1998)

는 재료의 고강도화에 따라 얇은 판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

적인 결론을 내릴 수 있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본 논문에 대한 토의를 2013년 2월 28일까지 학회로 보내주시면 토의 회답을

게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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얇은 강판을 이용한 CFT 기둥은 구속효과와 좌굴지연이

라는 구조적 장점을 포함하여 폭두께비가 큰 플레이트에서

나타날 수 있는 좌굴 후 강도(post buckling strength)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강관과 콘크리트의 장점이 효율적으

로 결합된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국내기준의 모

태가 되는 미국의 AISC(2005)나 국내 기준인 KBC2009

에서는 CFT에 대해 적용할 수 있는 한계폭두께비를 선언적

으로 규정하고 그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규준식을 적용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건설 재료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배제되어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현

재 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CFT의 한계폭두께비가 정해진

과정을 살펴보면, 순수강관에서의 양단단순지지조건과 양단

고정조건의 좌굴계수(k)의 비율을 CFT에 단순 적용하여

산정한 것으로 즉, 서로 거동이 다른 시스템(순수강관과 합

성강관)을 비슷하게 유추하여 산정한 것으로 현행 규준의

한계폭두께비가 CFT에 적당하다고 보기에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KBC2009와 AISC2005에서 CFT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한계폭두께비 제한치를 실험적으로 검증

하여 이의 타당성을 검증하고, 가능하다면 건설재료를 보다

더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한계폭두께비를 더 완화하고자

한다.

2. 이론적 고찰

2.1 국부좌굴과 전체좌굴의 개념적 이해

얇은 판의 강재를 사용할 때는 국부좌굴을 고려하여야 한

다. 압축력을 받는 강재의 안정성은 크게 전체좌굴(global

buckling)과 국부좌굴(local buckling)로 나눌 수 있다. 재

료가 고강도화 됨에 따라 동일한 하중을 지지하기 위해 자연

스럽게 얇은 판의 강재를 사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전체좌굴

보다는 국부좌굴에 의한 영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전체좌굴과 국부좌굴과의 관계는 그림 2에 보인 세

장비에 따른 부재(cruve a - column)와 플레이트(curve b

와 c)의 압축력에 대한 거동의 차이로부터 이해할 수 있다.

우선 플레이트의 좌굴응력은 식 (1)에 의해서 결정할 수 있

다. 여기서, k는 좌굴계수라 불리며 응력의 종류, 단부조건,

형상비(a/b)에 의해서 결정되며, E는 탄성계수, ν는 프아송

비, b는 플레이트의 폭, t는 플레이트의 두께이다. 단면을 이

루는 플레이트의 세장비가 너무 크게 되면 부재가 좌굴되기

이전에 플레이트에서 좌굴(국부좌굴)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

의 상관관계를 고려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림 2. 전체좌굴과 국부좌굴과의 관계

 플레이트 
  


(1)

전체좌굴이 발생하기 이전에 국부좌굴이 발생하면 그에 따

라 부재의 강도가 그만큼 감소하게 되므로 강구조에서는 일

반적으로 이를 방지하지 위해 부재에서의 전체좌굴이 발생할

때까지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의 폭두께비를 확보한

다. 이는 판의 좌굴응력이 부재의 좌굴응력보다 크도록 한 것

으로 식 (2)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플레이트 ≧  기둥 (2)

그러나 순수 압축을 받는 기둥의 경우, 식 (2)에서 기둥의

좌굴응력(Fcr,기둥)은 여러 요인들 (탄성계수 E, 항복강도 Fy,

세장비 λ, 좌굴길이 KL)에 의해 다양하게 변화되므로 이를

일반적으로 표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설계기준에

서는 기둥의 실제 좌굴응력(Fcr,기둥) 대신 항복강도(Fy)를 사

용하여 부재의 응력이 항복강도에 도달할 때까지 플레이트가

좌굴응력에 도달하지 않도록 단순화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즉, 식 (3)과 같은 형태가 되도록 한다.

 플레이트 
  


≧  (3)

식 (3)에 강재의 성질 즉, E = 205GPa, ν = 0.3을 대

입하면 전체좌굴(global buckling)이 발생할 때까지 국부좌

굴(local buckling)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계폭두께비가

식 (4)와 같이 유도된다.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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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사항
KBC AISC

2005 2009 1999 2005

최소  0.03 0.01 0.04 0.01

최대 ′ -
1)

70 MPa 55 MPa 70 MPa

최대  415 MPa 440 MPa 415 MPa 525 MPa

최대     

1): 최소 강도 규정만 있고 최대강도 규정은 누락되었음.

표 1. 시험체의 종류 및 제원

식 (4)는 부재의 잔류응력과 초기결함을 고려하지 않은 것

으로 이를 약 70% 정도 감소시킨 값을 강재의 탄성한계폭두

께비 (λr)라고 칭하며 이를 사용하여 강재 단면을 세장판 단

면과 비컴팩트 단면으로 구분한다.

2.2 CFT의 한계폭두께비

국내기준과 미국기준에서는 버전이 바뀜에 따라 CFT에 대

하여 네 가지( , , , )의 제한사항을 두고

있으며 이를 만족할 때에만 규준에 있는 설계식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제한사항들은 폭두께비(B/t)를 제외하

고 각형 CFT와 원형 CFT에 동일한 값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형 CFT에 대한 것만을 발췌하여 표 1에 정리하여 나타내

었으며 폭두께비 제한치는 본 논문에서 인용의 편의상 식

(4)로 다시 표현하였다.

 ≦  (4)

본 연구에서는 상기 네 개의 제한값 중에서 폭두께비에

관한 것으로,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버전이 바뀜에 따라 제

한 폭두께비가 완화된 것을 알 수 있다. 구버전인 KBC2005

와 AISC1999에 비해 KBC2009와 AISC2005에서는 보다

완화된 기준이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CFT에서는 국부좌굴이

지연된다는 점을 반영한 결과이다. 그러나 그 과정을 자세히

보면 다소 의문이 드는 점이 있다.

AISC2005와 KBC2009에서 각형 CFT에 적용되는 한계

폭두께비는 식 (4)를 사용한다. 식 (4)가 제시된 배경은

Leon (2007) 등의 논문에서 설명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Uy and Bradford(1996)는 CFT의 경우 식 (1)에서의 k

가 약 10.67 정도가 된다고 하였다. 이는 양단 단순지지조건

의 k값인 4.0의 약 2.67배로 이에 따라 이론적으로는 순수

강관의 탄성한계폭두께비(λr)인  에 2.67배를 한

결과인  를 CFT의 한계폭두께비로 적용할 수

있으나 잔류응력과 초기결함 등을 고려하여 이를 조정하여

식 (4)로 제시하였다고 설명되어 있다. 이는 비록 CFT에서

의 좌굴지연능력을 반영한 것이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거동이

다른 순수강관과 CFT를 서로 비슷하게 유추하여 산정한 것

으로 CFT에 적당한 값인지는 다소 의문이 남아 있다.

또 다른 문제점은 CFT에 적용된 폭두께비 제한치가 기존

순수 강구조에서 국부좌굴과 관련하여 단면을 구분하는 한계

판폭두께비(λp나 λr)와는 개념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본 저자

는 AISC2005에 따라 CFT의 휨강도를 산정할 때의 국부좌

굴 가능성과 관련하여 AISC Solution Center에 문의를 하

였다가(그림 3 참고) 흥미로운 의문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문의 내용은 CFT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폭두께비 제한치가

순수강구조에서 의미하는 탄성한계폭두께비(λr)와 비슷한 것

이라면 CFT의 휨강도 산정 시 국부좌굴을 고려해야 타당하

지 않느냐라는 것이었다. 이와 관련하여 AISC 규준의 합성

구조편을 작성한 Hajjar 교수에게 다음의 답변을 들을 수 있

었다. AISC2005에서 규정하고 있는 CFT의 폭두께비 제한

값은 λp와 λr의 중간에 있는 값이지만 λp에 가까운 값으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국부좌굴로 인한 강도의 감소는

없다는 것이었다. 애초의 질문에는 답변이 되었으나, 한계폭

두께비가 일반적으로 부재의 전체좌굴보다 국부좌굴이 선행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제시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CFT에

서의 폭두께비 제한치 또한 답변의 내용과 달리 λp보다는 λr

에 가까운 값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AISC2005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며, 이는 현재 규준이 다소 완화될 수 있는 여지

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그림 3. AISC와의 E-mail 서신 - 폭두께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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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두께

(㎜)



(MPa)



(MPa)

/ 연신율

(%)

탄성계수

(GPa)

1 3.06 357 428 0.83 35 190

2 3.02 361 433 0.83 35 192

3 3.03 356 430 0.83 33 191

4 3.03 361 433 0.83 35 192

5 3.02 363 434 0.84 34 193

평균 3.03 360 432 0.83 34 192

표 2. 강재 (SS400) 재료시험 결과

이름
B

(mm)

t

(mm)

L

(mm)
B/t

Fy

(MPa)

fck
(MPa)

S60 191.8 3.17 672 61 360 0

S70 223.8 3.09 784 72 360 0

S80 255.5 3.11 896 82 360 0

S90 287.5 3.06 1008 94 360 0

S100 319.5 3.13 1120 102 360 0

C60 192.0 3.13 672 61 360 41

C70 224.5 3.10 784 72 360 41

C80 255.0 3.16 896 81 360 41

C90 287.3 3.15 1008 91 360 41

C100 319.3 3.07 1120 104 360 41

표 4. 시험체 일람

3. 단주 압축 실험

3.1 실험 개요

본 연구에서는 기존 규준에서 규정하고 있는 CFT에서의

폭두께비 제한치를 검증하기 위하여 강재의 폭두께비(B/t)를

변수로 실험을 계획하였다. 건설 현장에서 기둥 부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SM490의 공칭 항복강도(Fy)인 325MPa를

현행기준(KBC2009)에 적용하면 폭두께비 제한치가 57로

계산되어진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SS400 강재의 실측 항복

강도가 SM490 강재의 공칭항복강도와 거의 비슷한 수준인

300MPa 정도의 항복강도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를 반영하여

본 연구에서는 SS400 강종으로 시험체를 계획하였다. 현재

제한하고 있는 폭두께비가 SM490 강재의 경우 57이기 때

문에 이보다 다소 큰 60부터 10씩 증가시켜 100까지, 총

다섯 가지의 폭두께비를 실험 변수로 선정하였다. 또한, 순

수강관과 CFT의 거동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순수강관

도 시험체에 포함하였다. 폭두께비가 100이나 되므로 가력

장치의 용량을 고려하여 다소 얇은 두께 3.2mm의 강재를

사용하였다.

3.2 재료시험

강관은 모두 동일한 강도를 갖도록 하나의 코일에서 가공된

강판을 이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기계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KS B 0801의 금속

재료 인장시험편 규정에 따라 5호 강재시편 5개를 제작하여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 실험동에서 쿠폰 테스트 전용 만

능 시험기(UTM)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험편 양면에

변형율 게이지를 부착하여 이들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각

시험편에 대해 측정된 값들을 표 3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편

이 매우 균일한 강도를 보였으나 시험결과에 의한 항복강도

가 평균 360MPa로 SS400 강재의 공칭항복강도인 235

MPa보다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총

10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KSF 2404에 따라 직경이

100mm인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표 3에 배합비에

관련된 세부 내역을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실험은 서울시립대

학교에서 실시하였으며 단주 압축 실험이 실시되기 직전인

타설 후 60일이 지난 시점에서 진행되었다. 실험결과 공시체

10개의 평균 압축강도는 42.1MPa로 측정되었으며 이를 표

준형 공시체의 강도로 환산한 41MPa를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로 산정하였다.

W/C
(%)

S/A
(%)

단위 용적 질량 (kg/m3
)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43.1 46.9 147 392 863 936

표 3. 콘크리트 배합비

3.3 시험체 상세 및 형상

시험체는 다섯 가지의 폭두께비(B/t = 60, 70, 80, 90,

100)를 변수로 충전과 비충전 시험체 각 두 개씩 총 10개를

제작하였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두께는 모두

3.2mm(공칭)로 일정하며 계획한 폭두께비에 따라서 시험체

폭을 변화시켰다. 시험체 길이는 전체 좌굴의 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시험체 폭의 3.5배로 하였다. 모든 시험체에 대

해 정확한 치수를 실측하였으며 이를 표 4에 나타내었다. 시

험체 이름에서 영문 이니셜 S로 시작하는 시험체는 Steel을

나타내는 것으로 비충전 시험체를 나타내며 이니셜 C로 시작

하는 시험체는 Composite로 CFT 시험체를 나타낸다. 영문

다음의 숫자는 본 연구의 주요 변수인 폭두께비를 나타낸다.

시험체는 강판을 ㄷ형태로 절곡한 후 서로 맞대어 맞댐용접

하였으며(2-seam), 이 때 60°의 개선을 가공한 후 알곤 용

접을 사용하여 용접하였다. 본 시험체는 비교적 얇은 두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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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체 형상

(b) 엔드 플레이트(AA’) (c) 리브 플레이트

그림 4. 시험체 형상 (B/t = 100)

100

h

h s1 s1

s2

L

East South West North

1

2 3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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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2

(a) 변형율 게이지 (WSG) 부착 위치

East

South

West

North

12

13

14

(b) 변위계(LVDT) 부착 위치

그림 5. 측정 위치 (변형율 게이지, 변위계)

(3.2mm) 강판으로 제작되어지기 때문에 여러 용접 방법 중

모재의 변형을 최소로 유발하는 알곤 용접을 사용하였다. 또

한 추가의 프레임을 제작하여 강관 내부에 이 프레임을 삽입

한 상태로 용접을 하여 용접에 의한 부재의 변형을 최소화하

였다. 제작 프레임은 용접이 완료된 후 시간이 흘러 변형이

완료되었다고 판단될 때 제거하였다. 또한, 용접 부위의 확실

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분 탐상 검사(MT)를 실시하였으며

모두 합격 판정을 받은 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였다.

시험체 형상은 그림 4에 나타내었다. 시험체의 양 단부에는

단부에서의 하중의 불균형과 이로 인한 단부에서의 국부좌굴

을 방지하기 위해 그림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께 20 mm

의 엔드플레이트와 두께 9mm의 리브플레이트를 부착하였다.

B/t 가 60, 70, 80인 시험체는 각 면에 한 개의 리브플레이

트를 부착하였으며 B/t 가 90, 100 시험체는 각 면에 두 개

의 리브플레이트를 부착하였다. 상부의 엔드플레이트에는 콘

크리트 타설을 위한 충전구멍(φ150)과 콘크리트 양생 중 수

증기가 빠져 나갈 수 있도록 네 모서리에 φ20의 공기구멍

또한 가공하였다.

3.4 가력 및 측정방법

본 실험은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의 구조 실험동에

서 수행하였으며 10,000kN 용량의 UTM을 사용하였다. 가

력속도는 0.05mm/s로 압축 단조가력 하였으며 시험체가 최

대하중에 도달한 이후 최대내력의 80~60%로 떨어질 때까

지 재하한 후 재하에 따른 시험체의 변형 속도와 상태에 따

라 실험을 종료하였다.

시험체의 변형은 변형율 게이지와 변위계(LVDT)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변형율 게이지는 그림 5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 시험체에 대해 총 11개를 부착하였으며 정확한 설치위

치는 표 5에 나타내었다. 압축력을 받는 부재에서 국부좌굴

이 발생하는 위치를 정확히 예측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

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여러 실험으로부터 중앙부 또

는 중앙부에서 0.75B 떨어진 위치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측

하여 그림과 같이 변형율 게이지를 설치하였다. 한편, 변위를

측정하기 위해 그림 5에 나타낸바와 같이 총 3개의 LVDT를

설치하여 시험체에 편심이 작용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시험

체의 변위를 측정하였으며, 세 개의 평균값을 사용하여 변위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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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B

(mm)

L
(mm)

h
(mm)

s1

(mm)

s2

(mm)

60 시리즈 192 672 144 64 16

70 시리즈 224 784 168 75 17

80 시리즈 256 896 192 85 18

90 시리즈 288 1008 216 96 19

100 시리즈 320 1120 240 107 20

표 5. 변형율 게이지 설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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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시리즈 시험체

그림 6. 하중-변위 관계

시험체 B/t
As

(mm2)

Ac

(mm2)

Ptest

(kN)

P0

(kN) 



S60 61 2363 0 528 851 0.62

S70 72 2700 0 485 972 0.50

S80 82 3112 0 537 1120 0.48

S90 94 3461 0 567 1246 0.46

S100 102 3932 0 584 1415 0.41

C60 61 2342 34488 2146 2045 1.05

C70 72 2721 47646 2650 2640 1.00

C80 81 3161 61829 3137 3293 0.95

C90 91 3558 78921 3669 4031 0.91

C100 104 3854 98034 4257 4804 0.89

표 6. 실험 결과

3.5 실험결과

실험에서 측정된 하중-변위 관계를 비충전과 충전 시리즈로

구분하여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모든 시험체에서 최대내력은

국부좌굴에 의해서 결정되었다. 각 시리즈별로 거의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폭두께비가 작을수록 최대 내력 이후

하중이 보다 완만하게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험에서 측정된 각 시험체별 최대내력(Ptest)을 표 6에 나

타내었다. 표에는 실제 측정한 치수로부터 계산된 강재와 콘

크리트의 단면적(As와 Ac)을 포함하고 있으며 국부좌굴이 발

생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산정한 단면강도 P0를 포함하고

있다. 단면강도 P0는 식 (5)에 의해 산정하였다. 또한, 실험

시 측정된 최대내력(Ptest)을 식 (5)에 의해 산정한 단면강도

단면강도 P0로 무차원화한 값도 같이 나타내었다.

    (5)

가력 종료 후 시험체의 상태를 그림 7에 나타내었다. 그림

에서 볼 수 있듯이, CFT의 특징 중의 하나인 그림 1의 좌굴

모드 즉, 네 변이 모두 튀어나오는 형태의 국부좌굴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7. 실험 종료 상황 (C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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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분석 및 고찰

4.1 국부좌굴의 발생과 최대내력

그림 8은 C90 시험체의 하중-변위 관계와 하중-변형율 관

계를 하나의 그래프에 중첩하여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상

단에 있는 x축은 변형율을 의미하며 하단에 있는 x축은 변위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C90 시험체는 변

형율이 약 1500μ에 도달할 즈음 (삼각형으로 표현된 곳) 게

이지 11번에서 변화가 감지되고 이후 게이지 6번과 11번에

서 큰 변형율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는 3000kN 정도의 하

중에서 국부좌굴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하중

-변위 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11번 게이지에서 처음 변화가

감지될 때 시험체의 하중-변위 관계는 강성이 변화되긴 하였

지만 (타원으로 표현된 곳) 이후 꾸준히 하중이 증가하고 있

으며 6번 변형율 게이지에서 두 번째로 큰 변화(별표로 표현

된 곳)를 보이는 하중에 도달한 이후에 비로소 하중이 감소

하기 시작하였다 (이 때 다른 부위에서 다른 국부좌굴이 발

생하였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이는 좌굴 후 강도를 나타

내는 것으로, CFT에서 첫 국부좌굴이 발생한 이후에 곧바로

내력이 감소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중이

증가하고, 이후 국부좌굴이 발생한 후에 내력이 감소된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비슷한 거동이 거의 모든 C 시리

즈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6의 하중-변위 관계 그래프를 보다

자세히 관찰하면, 거의 모든 C 시리즈는 S 시리즈와 달리 강

성이 변하는 점이 존재하며, 이 때 대부분 첫 국부좌굴이 발

생한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하중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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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시험체의 하중-변위-변형율 관계

4.2 폭두께비 증가에 따른 무차원 내력의 감소율

본 시험체에서 국부좌굴로 인한 내력의 감소율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에 의한 최대하중(Ptest)을 국부좌굴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 산정한 식 (5)의 단면강도로 무차원화한

결과를 그림 9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HSS는 순수강관을

의미한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순수강관이나 CFT 모두

폭두께비가 증가함에 따라 무차원값이 감소하고 있어 폭두께

비가 커짐에 따라 국부좌굴로 인해 내력감소가 발생하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순수강관은 폭두께비 60에서 무차원 내력

비가 0.62이고 폭두께비 100에서는 0.41에 불과한 내력을

보이고 있다. 순수 강관의 경우, 폭두께비 60 이전에 이미

국부좌굴이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CFT 시험체는 폭두께비가 증가함에 따라 순수강관과는 달

리 내력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아주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폭두께비가 80에서 100으로 변함에 따라 순수강관은 내력감

소율이 48%에서 41%인 반면, CFT는 95%에서 89%의 값

을 보이고 있다. 즉, CFT에서 국부좌굴로 인한 내력의 감소

율은 순수 강관에 비해 상당히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

한 원인은 강재와 콘크리트의 기여도에 따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식 (5)에서 보듯이 단면의 강도는 강관과 콘크리트

의 합으로 산정되는데, 폭두께비가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에

대한 강재의 상대 단면적(As/Ac)이 줄어들어 강재의 기여도

가 감소된다. 반면, 폭두께비가 80에서 100으로 증가할 때,

콘크리트의 기여도( )는 69%에서 80%로

증가되었다. 즉, 폭두께비가 증가할수록 단면강도에는 콘크리

트가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더욱이, 콘크리트는 폭

두께비와 관계없이 일정한 강도인 0.85fck를 발휘하기 때문

에 폭두께비가 증가할수록 국부좌굴에 의한 내력감소가 순수

강관에 비해 CFT에서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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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무차원화한 내력 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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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T 시험체의 경우 폭두께비 70까지는 1.0을 상회하는

내력비를 보이고 있어 적어도 폭두께비 70까지는 국부좌굴로

인한 내력의 감소는 없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현재

KBC2009에서 제시하고 있는 한계값인 식 (4)를 사용하여

본 시험체의 제작에 사용된 강재의 항복강도인 360 MPa를

적용하면 한계폭두께비는 약 54가 된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

보다 훨씬 더 큰 폭두께비 70까지도 내력의 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현 규준을 완화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FT의 경우 폭두께비 70까지는 국부좌굴로 인

한 내력 감소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산정하여 기존의

 대신 식 (6)의 값으로 완화된 폭두께비 제한값

을 제시하고자 한다.

 ≦  (6)

폭두께비가 60과 70인 시험체에 대해 내력비가 1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것은 CFT가 갖는 장점중의 하나인 구속효과로

인한 강도의 증가로 판단할 수도 있지만, 식 (5)에서 콘크리

트의 기여도를 0.85fck로 산정한 것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각형 CFT에서 콘크리트의 강도를

0.85fck가 아닌 Eurocode 4에서 제시하고 있는 1.0fck로 산

정하기도 하므로 이를 따르면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

러나, 현재까지는 폭두께비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에 대해 산술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없

고 더욱이 구속효과가 콘크리트의 횡변형을 구속하는 강관의

역할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본 실험에서와 같이 폭

두께비가 매우 큰 경우에는 구속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

문에 0.85fck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5. 결 론

콘크리트 충전강관 (CFT) 기둥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

음에도 불구하고 KBC2009나 AISC2005에서 규정하고 있

는 폭두께비 제한치로 인해 그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미비하

다. 본 연구에서는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두께비 제한치

에 대해 이론적인 고찰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실험

을 통해 제한치를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증하였다. 이론

과 실험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대상으로 한 얇은 판으로 구성된 각형

CFT 단주는 최초 국부좌굴이 발생하더라도 바로 내력

저하가 발생하지 않고 최대내력값의 약 20% 정도의

좌굴후 강도(Post buckling strength)를 발휘하였다.

(2) 규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폭두께비 제한치는 상당히 보

수적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를 완화하여 다음과 같이

폭두께비 제한치를 제시한다.

 ≦ 

(3) 폭두께비가 증가함에 따라 강관보다는 콘크리트가 더

많은 압축내력에 기여하고 있어 폭두께비가 크게 증가

하여도 순수강관과는 달리 CFT는 국부좌굴로 인한 내

력의 감소율이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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