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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축력하에 고온을 받는 고강도 콘크리트 충전강관 기둥의 

구조적 거동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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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Fire-resistant (FR) test data for a square concrete-filled steel tube (CFT) columns consisting of high-strength steel (fy>650MPa) 

and high strength concrete (fck>100MPa) under axial loads are insufficient. The FR behavior of square high-strength CFT members was 

investigated experimentally for two specimens having □-400x400x15x3,000mm with two axial load cases (5,000kN and 2,500kN). The results 

show that the FR performance of the high-strength CFT was rapidly decreased at earlier time (much earlier at high axial load) than expected 

due to high strength concrete spalling and cracks. In addition, a fiber element analysis (FEA) model was proposed and used to simulate the 

fiber behaviour of the columns. For steel and concrete, the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recommended in EN 1994-1-2 

are adopted. Test results were compared to those of numerical analyses considering a combination of temperature and axial 

compression. The numerical model can reasonably predict the time-axial deformation relationship.

KEYWORDS : concrete filled steel tube, high-strength material, fire resistance, column

1. 서  론

고층 구조물에서 고축력과 휨을 동시에 받는 기둥부재는 

일반강도 소재를 용할 경우 형 단면이 필요하게 된다. 따

라서 고층 구조물의 형기둥에 있어서 부재단면 축소는 

부재 제작  운반/양  등의 측면에서 시공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한, 부재 단면축소는 구조물의 사용성 측면에서도 

요한 이슈가 된다. 즉, 부재 단면축소에 따른 임 면  증

가와 평면 효율성의 극 화를 하여 일반 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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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재료인 강재와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를 고려하게 된다.

최근 국내에서는 건축구조용 800MPa  강재(HSA800)

가 개발되었으며, 고층건물을 심으로 80MPa 이상의 고강

도 콘크리트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극한압축변

형률은 강도와 크게 계없이 최  0.003정도로서, 600MPa 

이상의 강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강재의 항복이 에 콘크리

트가 압괴되어 강재의 강도를 충분히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김창수 등, 2010)
[1]

. 그 지만 콘크리트 충 강 (이하 CFT) 

구조는 외부 강 에 의한 구속효과로 콘크리트의 극한압축변

형률을 증가시키고, 한 충  콘크리트로 인해 강 의 좌굴

강도가 증가하기 때문에 고강도 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우수한 구조성능을 발휘한다 (Varma et al., 2004; Fujimoto 

et al., 2004; and Inai et al., 2004)[2],[3],[4]
. 

일반 으로 CFT 구조는 충 된 콘크리트의 축열효과로 

강재 기둥에 비해 우수한 내화성능을 나타낸다. 하지만 고강

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 내부 조직이 치

하기 때문에 고온에 장시간 노출될 경우 폭렬 상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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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pecimen dimensions and thermocouple locastions 

(Unit: mm)

Table 1. Mechanical properties of steel

Material Thick.
(mm)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Yield 
ratio

Elongation
(%)

HSA800 15 760.1 855.7 0.89 10.5

Table 2. Concrete mix

Mix 
strength
(MPa)

W/B
(%)

S/a
(%)

W
(l/m

3)

Unit weight (kg/m
3)

Air
(%)C S/P S/F S1 S2 G

100 17.6 38.0 150 58
9 213 51 264 264 888 2.0%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Concrete

Mix 
strength
(MPa)

Slump Flow
(mm)

Compressive strength (MPa)

3 days 7 days 28 days

100 590 82.1 89.7 105.6

한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CFT 구조의 내화성

능에 한 실험  검증이 필요하다. 

고강도 CFT기둥의 내화 련 연구결과를 보면, Lu et al. 

(2009)는 압축강도 90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

한 단주에 한 내화실험과 해석을 수행하 다
[5]

. Kodur (2006, 

2007)는 80～91MPa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실험을 통

한 일반강도 콘크리트(36～43MPa)와 동일 축력비에서 내화

성능 하  강섬유/철근보강 효과에 해서 논하 다
[6],[7]

. 

Shaumann et al.(2009)는 압축강도 80～100MPa  고

강도 콘크리트에 해서 폭렬 감을 한 강섬유 보강방법이

나 강 내부에 철근삽입에 따른 해석을 수행하 다
[8]

. 한편, 

국내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 련 연구결과(한천구 2007, 

김형  2011 등)는 다수 있으며
[9],[10]

, 김규용(2008)는 4

0～80MPa  고강도 콘크리트를 충 한 CFT기둥의 내화성

능 실험  온도해석을 수행하 다
[11]

.

본 연구에서는 인장강도 800MPa  강재와 100MPa  

콘크리트로 구성된 고강도 CFT기둥의 화재시 구조  거동을 

악하고자 하 다. 이를 하여 1) 고강도 CFT기둥의 내화

성능평가 실험을 수행하 고, 2) 유한차분법으로 비정상 온

도해석과 평면유지를 가정한 변형률 합조건으로 열응력해

석을 수행하 다. 마지막으로 3) 해석결과와 실험결과의 비

교를 통한 해석방법 검증  고강도 CFT기둥의 화재시 구조

 거동을 조사하 다.

2. 고강도 CFT기둥의 내화성능평가 실험

2.1 실험체

실험체 형상  단면은 Fig. 1과 같다. 강  단면은 □

-400× 400×15mm 이며, 기둥의 유효가열길이는 3.0m 이

다. 강재는 HSA800 2차 시제품으로 강재 두께는 15mm 

이다. 강 은 인장강도 830MPa  K120TG 용 을 사용

하여 4면을 용 하여 제작하 다. 실험체 셋 을 하여 강

의 상․하단에 두께 40mm의 엔드 이트를 용 하 다. 

강 의 상부 엔드 이트로부터 각각 500mm, 1,500mm, 

2,500mm 떨어진 부 에 지름 20mm의 구멍을 한 씩 두

어 충 된 콘크리트의 증기가 빠져나가도록 하 다. 

강재의 인장시험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소재 인장시험

은 KS B 0801에 하여 1호 인장시험편으로 제작하 다. 

강재의 항복강도와 인장강도는 KS D 5994 (건축구조용 고

성능 압연강재)의 규격치를 만족하 으나, 항복비(0.85이하)

와 연신율(15%이상)에는 미달하 다. 

충 한 콘크리트의 배합표는 Table 2와 같다. 콘크리트는 

미콘 배쳐 랜트에서 생산하 으며 배합설계강도는 100MPa

이다.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실리캬흄은 시멘트 볼륨

의 6% 이내로 제한하 다. 콘크리트의 압축시험은 KS F 

2405에 하여 수행하 으며, 실험결과는 Table 3과 같다. 

CFT 내화성능 실험시의 콘크리트 재령은 30～60일 이었다. 

강 내의 콘크리트 충 은 상부 타설공법을 용하 으며, 타

설 후 강 의 윗부분을 비닐로 하여 양생하 고 강 에 내

화피복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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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pecimen set up

EW SN EW SN

(a) Axial load: 5,000kN      (b) Axial load: 2,500kN

Fig. 3 Deformed shape after tests

Fig. 4 Time-Temperature graph

2.2 실험방법

실험장치는 Fig. 2와 같이 실험체를 기둥용 가열로에 설치

한 후 가열로 하단에서 축력을 가하 다. 축력은 5,000kN과 

2,500kN으로 콘크리트 축력비[   × ] 는 각

각 0.35과 0.17이다. 기둥 재하를 해 재하능력이 10MN

인 압축실험기를 사용하 다. 가열하기 15분 에 기둥 심

에 일정축력을 가하 다. 기둥에 하 을 재하한 상태에서 표

화재곡선 (KS F 2257)으로 가열하 다. 

실험체의 열팽창과 수축에 의한 축변형은 유압실린더에 부

착된 선형 자동변 계(LVDT)로 측정하 다. 실험체의 축방

향 수축량이 유효가열길이의 1/100이상일 경우나 분당 변형

량이 유효가열길이의 3/1000mm/min에 도달하는 경우, 각형 

CFT기둥의 내력이 상실되었다고 단하여 실험을 종료하 다.

가열에 따른 강 과 콘크리트의 온도분포는 기둥 앙부에

서 측정하 다 (Fig. 1 참조). 즉, 강 은 단면 앙부에서 

온도를 측정하 으며, 콘크리트는 단면 앙  강 폭의 

1/4 지 에서 온도를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3.1 실험체 종국상황

실험종료시 실험체의 종국상황은 Fig. 3에 나타내었다. 실

험체 마다 동서(EW)와 남북(SN)방향에 걸쳐서 촬 한 사진

을 보여주고 있다. 강 의 국부좌굴이 상부에서 1/3인 치

에서 발생하 으며, 강  용 부에서 용 단은 발생하지 않

았다. 축하 이 5,000kN인 실험체는 한쪽 방향으로 치우치

는 휨변형이 발생하 다. 

3.2 온도분포

가열시간별 온도변화는 Fig. 4와 같다. 강  표면온도는 

가열 기 60분 이 에는 표 가열곡선 온도 상승량과 차이

를 보이지만, 60분 이후에는 표 가열곡선 온도상승량과 유

사하게 상승하는 것을 확인하 다. 한편, 콘크리트 단면은 가

열 후 40분 이 까지 단면 앙  강 폭의 1/4 지 에서

의 온도 상승은 발생하지 않았다. 가열 후 40분 이후부터 열

 손상으로 더 이상 온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3.3 축변형

가열시간별 기둥의 축변형은 Fig. 5와 같다. 축하 이 2,500kN

인 경우, 가열 기 30분까지는 강 의 열팽창에 의해 기둥

의 축변형이 증가하 으며, 그 이후에는 강 의 온도상승에 

따른 내력상실과 국부좌굴에 의해서 기둥의 축변형이 감소하

다. 강 의 내력상실에 따른 외부 축하 은 충 된 콘크리

트로 이되며, 콘크리트의 폭렬과 고온시 내력상실에 의해 

축하 이 증가할수록 내화지속시간은 감소하 다. 이러한 화

재시 거동은 일반강도 CFT기둥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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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xial deformation during the fire test time

축하 이 5,000kN인 실험체는 화재 후 41분 경과 시

에서 기둥 축변형이 허용기  30mm(l/100이하)를 과하

으며, 축하 이 2,500kN인 경우는 화재 후 109분 경과 

시 에서 기둥 축변형이 허용기 을 과하 다. 콘크리트 압

축강도를 55MPa이하에서 Kodur (2007)가 제안한 CFT기

둥의 내화설계식으로 산정한 값과 비교하면, 각각 170분과 

241분으로 콘크리트의 용범 를 넘은 실험값에 비하여 

4.15배와 2.21배 과 평가하고 있었다. 이는 고강도 콘크리

트를 충 한 CFT기둥의 내화설계식 구축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4. 수치해석

4.1 해석방법

Chung et al.(2008, 2009)[12],[13]가 제안한 해석방법 

 일반강도의 CFT기둥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통한 검증을 

자세하게 다루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간략히 해석방법과 고

강도 재료에 한 열 특성에 해서 기술하고자 한다.

4.1.1 비정상 온도해석

유한차분법으로 수행한 비정상 온도해석은 2차원에 한 

요소의 온도를 측하기 한, 미소요소의 온도변화와 유입열

량의 계는 아래식과 같이 주어진다.









 ∙ ,  ∙

  (1)

여기서, : 열확산율 : 비열

: 도 : 열 도율

경계조건으로써 외부에서 유입하는 열유량은 다음과 같다.

 ×  (2)

여기서,  : 요소i와 j사이의 거리

 : 단 면 당 열유량율

 : 강 의 표면온도

 : 로의 온도

열유량률은 열 류와 열복사로 가정하여 다음 식으로 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여기서,  : 열 류 (=25 W/m2K)

 : 복사각에 한 계수

 : Stefan-Boltzman상수

 : 복사율(0.7)

 : 로의 온도

 : 강 표면 온도도

4.1.2 응력해석

화재시 단면에 한 온도를 바탕으로 편심압축하 을 받는 

CFT기둥의 구조  거동을 평가하고자 응력해석방법은 다음

과 같다 (Chung et al., 2009)[13].

축력-모멘트-곡률 상 계

상온에 한 경우와 같이 축력-모멘트-곡률 계는 평면유

지를 가정하여 산정하 다. 강재  콘크리트의 변형률은 식

(4)와 같이 가정하 다. 내화실험은 짧은 시간에 이루어지며, 

재료의 응력-변형률 계 산정시에 크리 향을 포함하고 있

어 본 해석에서는 크리  변형률은 무시하 다(Wang, 

2002)[14].

    ∙ (4)

여기서,  : 총변형률

 : 곡률

 : 응력

 : 온도

 : 온도에 의한 열팽창 변형률

 : 온도에 따른 응력에 응하는 변형률

 : 단면의 심에서 각 요소의 심까지의 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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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 yield strength (b) 0.2%offset strength capacity (c) Elasticity

(d) Thermal conductivity (e) Thermal strain (f) Specific heat

Fig. 8 Mechanical and heat characteristics of HSA800 under the elevated temperature

Fig. 6 F.E. Analysis model and method Fig. 7 Load and boundary conditon for the analysis

해석순서는 다음과 같다(Fig. 6 참조).

1) 축력과 편심율을 입력한다.

2) 시간에 따른 단면의 온도를 갱신한다.

3) 강 과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률을 계산한다.

4) 평면유지하에서 단면의 힘 평형조건, 변형률 합조건 

 온도에 따른 응력-변형률 계를 바탕으로 축력과 모멘

트에 만족할 때까지 도심의 축변형률과 곡률을 조정한다.

5) 곡률을 포함한 부재의 축변형을 식(6)으로 산정한다.

6) 2)～5) 단계를 반복하여 외력(축력, 모멘트)에 항할 

수 없는 시간까지 행한다.

축변형

편심압축하 에 따른 모멘트가 기둥에 해서 일정하기에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경계조건을 고려하여 휨변형을 

포물선으로 가정하여 아래식으로 구하 다.

 




  

∙
 (5)

여기서,  : 기둥길이

축력에 의한 기둥의 도심 축변형률을 고려하여 축변형과 

휨변형을 아래와 같이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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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ress-strain curves at each 

elevated temperature

(b) Compressive strength reduction 

factor at the elevated temperature

(c) Compressive strain at the 

elevated temperature

Fig. 10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strength concrete at the elevated temperature 

Fig. 9 HSA800 Stress-strain curves at each elevated temp

   ∙ (6)

여기서, : 기둥의 도심 축변형률

4.2 재료모델

4.2.1 강재

강재의 열 특성  고온에 따른 역학  성질에 한 실험

결과(권인규, 2007)와 Eurocode 모델(Lennon et al., 2007)

간의 비교를 Fig. 8에 나타내었다[15],[16],[17]. HSA800 강재

의 고온물성 시험결과는 기존 설계기   일반강도 강재의 

고온물성값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항복강도인 경우, 

HSA800 강재의 2%변형률에서의 응력값을 기 으로 계산

한 항복강도는 500～600℃ 구간에서 설계기   일반강도 

강재에 비해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일반 인 항복강도 

계산에 사용되는 0.2% offset 방법으로 계산한 항복강도 값

에서는 일반강도 강재와 큰 차이가 없었다. 탄성계수의 경우, 

HSA800 강재의 탄성계수는 강재의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하되었으며, 500℃이상의 온도에서 고온탄성률 측정시험결

과와의 오차가 증가하 다. 열팽창률  비열은 설계기   

일반강도 강재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열 도율은 일반강

도 강재의 열 도율과 유사한 값을 나타냈지만, 600℃이하 

구간에서 설계기 에서 제시하고 있는 값보다는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SO 6892-2 시험편을 사 재하없이 목표온도까지 가열온

도 약 10℃/min 가열 후, 강재 내부가 목표온도에서 열  

정상상태에 도달될 수 있게 10분동안 유지시킨 후, KS B 

0801에 따라 인장 괴될 때까지 하 을 가하 다. 고온에 

따른 HSA800강의 응력-변형률 계는 Fig. 9에 나타내었다.

본 해석에서는 HSA800강의 열 특성, 고온에 따른 응력-

변형률 계는 Eurocode 모델(Lennon et al., 2007)에 따

랐다.

4.2.2 고강도 콘크리트

100MPa  고강도 콘크리트의 고온에 따른 응력-변형률

계에 한 사 비재하 실험결과와 Eurocode 모델(Lennon 

et al., 2007)와 비교를 Fig. 10(a)와 (b)에 나타내었다. 

사 비재하 실험은 사 재하없이 목표온도까지 1℃/min 매 

50℃온도상승시 마다 30분유지하는 것으로 가열하 으며, 

콘크리트 내부가 목표온도에서 열  정상상태에 도달될 수 

있게 60분동안 유지시킨 후, KS F 2405에 따라 공시체가 

괴될 때까지 하 을 가하 다. 

Fig. 10(b)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 역에서 100MPa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감 경향은 50MPa  콘크리트

(김흥열, 2005)[18]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값은 Eurocode 

모델에서 제시한 고강도 콘크리트와 일반강도 콘크리트 사이

에 치하고 있으며,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열 특성(비열, 열 도율  열팽창계

수 등)에 해서 김흥열 (2004, 2005, 2006)[18],[19],[20]의 실

험결과는 Eurocode 모델과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 1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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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0×150×5

 
(b) □-400×400×12

 
(c) □-400×400×15

Fig. 11 Comparisons of test and analysis results; teperature at the cross-section

(a) □-150×150×5; Axial deformation

 
(b) □-200×200×6; Axial deformation

 
(c) FR time

Fig. 12 Comparison of the previous test and analysis results: axial deformation and fire resistant time

      

(a) N=5,000kN (Concrete axial force ratio=0.35) (b) N=2,500kN (Concrete axial force ratio=0.17)

Fig. 13 Comparison of the test and analysis results (this study); axial deformation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고온별 압축강도시 변형률은 Eurocode 모델

값이 100MPa 과 50MPa  콘크리트의 실험값 (김흥열, 

2005)
[18]

 사이에 존재하 다.

따라서, 본 해석에서는 100MPa  고강도 콘크리트의 재료모

델은 Eurocode 모델(Lennon et al., 2007)[17]을 용하 다.

4.3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

4.3.1 단면온도

온도해석방법에 한 검증으로 Lu et al.(2009)[5] 실험

과 김규용 등 (2008)[11]실험결과의 비교를 Fig. 11(a)와 (b)

에 나타내었다. Lu et al.(2009)[5] 실험체의 단면크기는 □

-150×150×5와 □-200×200×6이며 760mm길이의 CFT기

둥으로 강재는 항복강도 467～486MPa, 콘크리트 압축강도 

99MPa이다. 김규용 등 (2008)
[11]

 실험체의 단면크기는 □

-400×400×12이며 1150mm길이의 CFT기둥으로 콘크리트 

압축강도 60～80MPa이다. 온도해석결과는 실험결과에 비하여 

약간 과 평가하고 있으나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Fig. 11(c)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 표면의 해석결과가 

본실험결과에 비하여 가열 후 40분 경과 시 에서 약 12.5% 

과 평가를 하고 있으나, 그 이후에는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보

다 10%이내로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

리트 내부에서는 열  조기손상으로 인해 해석결과와 실험

결과를 비교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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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축변형

응력해석방법에 한 검증으로 해석결과와 Lu et al.(2009)[5] 

실험결과의 비교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축변형의 거동은 

체 으로 유사한 경향을 보이며, 실험종료시의 내화시간에 

해서 안 으로 측함을 알 수 있다. 측값과 실험값간

의 오차는 하 , 열팽창계수, 고강도 콘크리트 폭렬과 크리

에 한 수치해석  모사의 오차라고 단된다.

본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를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강 의 향을 주도 으로 받는 가열 기단계에서 축

변형은 해석결과와 실험결과는 거의 일치 하 으나 강 의 

국부좌굴발생이후, 강 내의 콘크리트가 온도상승에 따른 강

도 하, 콘크리트의 온도상승과 강 의 부담하  이에 따른 

응력상승과 폭렬발생으로 실험결과는 해석결과에 비하여 축

하 이 5,000kN인 경우는 해석값이 106분, 실험값은 41

분, 축하 이 2,500kN인 경우는 해석값이 199분, 실험값이 

109분으로 50%정도로 해석값이 과 평가를 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하 비가 작은 경우에 측값과 실험값간의 오차는 작았다.

한편, 실험체 셑 에서 기둥길이(l)의 l/500 는 최  

7mm의 하 편심을 허용한다고 KS F 2257-7에 규정하고 

있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험종료 후 실험체가 축

하 이 5,000kN인 경우가 크게 한쪽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

으며, 축하 이 2,500kN인 경우는 거의 수직상태에 있었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에 따른 고온시 랜덤한 폭렬 상(김규용 

등 2008)[11]과 실험체 셑 을 고려하여 편심거리에 따른 고강

도 CFT기둥의 화재시 거동을 측하 다. 축하 이 5,000kN인 

경우는 편심거리를 20mm로 가정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잘 측하 다. 한편, 축하 이 2,500kN인 경우는 편심거리

를 3mm로 가정한 해석결과가 실험결과를 잘 측하 다.

5. 결  론

섬유를 첨가하지 않는 100MPa  고강도 콘크리트와 HSA800 

강재를 이용한 고강도 각형 CFT기둥의 내화성능평가 실험과 

해석을 하 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주요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강도 CFT의 표  화재시 거동은 일반강도 CFT와 유

사한 경향을 보 다. 즉, 가열 기 강 의 열팽창으로 기

둥 축변형 증가 ⇒ 강  온도상승과 국부좌굴에 의한 기둥 

축변형 감소 ⇒ 콘크리트 온도상승에 따른 내력상실로 내

화실험종료 하 다. 

(2) Kodur (2007)[7]가 콘크리트 압축강도 55MPa  이하

에서 제안한 설계값은 용범 를 넘은 실험값에 비하여 

콘크리트 축력비가 0.35과 0.17에 해서 4.41과 2.21

배 과 평가하 다.   

(3) HSA800강재와 100MPa  콘크리트에 한 고온시 열

특성 실험결과를 Eurocode 모델과 비교한 결과, 유사

한 경향을 보 다. 

(4) Eurocode 모델을 이용한 비정상 온도해석  응력해석결

과를 Lu et al.(2009)[5], 김규용(2008)[11] 실험과 본 

실험결과와 비교한 결론 다음과 같다.

- 비정상 온도해석결과는 실험결과에 해서 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 으며, 단면온도를 약간 높게 측하 다.

- 응력해석결과는 Lu et al.(2009)[5]
 실험결과에 해

서 안 으로 내화시간을 측하 으며, 시간별 축변형

은 체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한편, 본 실험결과와의 

비교에서는 해석결과가 50%정도 과 평가하 다. 한

편, 실험체 셑 오차와 고강도 콘크리트 랜덤한 폭렬을 

고려한 편심하 을 용한 해석결과는 실험결과를 잘 측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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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조, 시공  내화측면에서 우수한 콘크리트충 강 (CFT)부재에 해서 구성재료의 강도가 높은 경우 즉,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 100MPa 이상이면서 강 의 항복강도가 650MPa 이상인 경우에 한 내화성능 평가실험  해석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부재에 해서 내화성능 거동을 악하고자 □-400x400x15, 부재길이 3,000mm인 실물  심재하 내화실험을 행하 다. 실험변수는 

심축력을 5,000kN과 2,500kN로 하 다. 실험결과,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콘크리트 내부 균열에 의하여 축하 이 클수록 조기에 내력을 

상실하 다. 한, 유한차분법과 변형률 합조건을 이용한 비정상온도해석  응력해석을 수행하 으며, 고강도 재료모델은 Eurocode모델을 이

용하 다. 해석모델은 시간-축변  계를 합리 으로 측할 수 있었다.

핵 심 용 어： 콘크리트충 강 , 고강도 재료, 내화성능,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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