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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crete filled steel tube system has two major advantages. First, the confinement effect of steel tube improves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Second, the load capacity and deformation capacity of members are improved because 

concrete restrains local buckling of steel tube. It does, however, involve workability problem of using stud bolts or anchor bolts 

to provide composite effect for larger cross-sections. While the ribs inside the columns are desirable in terms of compressive 

behavior, they cause the deterioration in load capacity upon in-plane deformation resulting from thermal deformation. Since the 

ribs are directly connected with the concrete, the deformation of the ribs accelerates concrete cracking. Thus, it is required to 

improve the toughness of the concrete to resist the deformation of the ribs. Welding built-up tubular square columns can secure 

safety in terms of fire resistance if the problem are solved. This study focuses on mixing steel fiber in the concrete to improve the 

ductility and toughness of the columns. In order to evaluat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loaded heating test was conducted with 

8 specimens. The behavior and thermal deformation capacity of the specimens were analyzed for major variables including load 

ratio. The reliability of heat transfer and thermal stress analysis model was verified through the comparison of the results between 

the test and previou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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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배경 및 목적

콘크리트 충전강관(Concrete Filled steel tube, 이하 

CFT)기둥의 내화성능의 연구는 유럽에서 1970년대 전반부

터 1980년대 걸쳐서 합성구조 연구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

며
[1]
, 일본에서는 1977년에 최초의 CFT기둥에 대한 가열시

험 및 온도해석이 실시되었다
[2]
. 이후 지금까지 CFT기둥의 

화재성능에 대한 국외 연구는 Kodur(2000)
[3]
, Han(2003)

[4]

등 중심이 되어 연구결과가 발표되었으며, 연구 대부분 CFT

기둥의 내화성능을 평가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후, 

CFT기둥의 내화성능 평가뿐만 아니라 CFT기둥의 내화성능

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가 Kodur(2004)
[5]
에 의해 수행되

었는데, 그의 연구는 CFT기둥의 내부 콘크리트에 철근 또는 

강섬유를 삽입함으로써 내화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제안

하였다. 한편 중국에서는(Xuejun Zhou(2011)
[6]
) 이중강관 

충전형(Double-Skin)기둥의 연구를 수행하며 고온에 의한 

열 변형을 억제하는데 상당히 효과적임을 검증하였다.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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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eel fibers type

(a) Specific heat (J/(kg･K)) (b) Thermal Expansion (%)

(c) Thermal Conductivity (kg/m
3
) (d) Mass loss ratio (%)

Fig. 2. Thermal constant of sfrc

Table 1. Concrete mixing and type

Property
Batch (Specimen type)

1(NRC1) 2(NRC2) 3(NRC3)

Cement Content (kg/m
3
) 380 439 439

Fine aggregate (kg/m
3
) 673 621 621

Coarse aggregate (kg/m
3
) 1162 1128 1128

Aggregate type Siliceous Carbonate Carbonate

Water (kg/m
3
) 167 161 161

Water-cement ratio 0.44 0.37 0.37

Steel fiber (kg/m
3
) 42 - 42

28day compressive 

Strength (MPa)
39.9 32.6 43.2

fck at test date (MPa) 40.9 37.1 43.3

한 연구 결과 끝에 CFT기둥은 중국, 일본, 미국 등을 중심으

로 내화 구조부재로 인정되며, 기둥의 실제 내화성능을 고려

하여 내화 피복량을 절감한 성능설계가 이루어지고 있다. 국

내의 경우도 무피복 CFT기둥을 사용하기 위한 연구가 지속

적으로 소개되고 있다
[7],[8]

. 그 중 일반 CFT기둥에 비해 내부 

앵커형 용접조립각형(Advanced Construction Technology, 

이하 ACT)기둥은 제작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생성되는 리브

가 콘크리트와 함께 앵커역할을 하여 일반 CFT기둥에 비해 

경제적인 단면설계가 가능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9]
. ACT

기둥 내화성능 연구는 CFT기둥과 마찬가지로 콘크리트가 

충전되어 있는 구조체이므로 순수 강관기둥에 비해 내화성

능 확보가 가능했다. 또한 강섬유 콘크리트(Steel Fibers 

Reinforced Concrete, 이하 SFRC)를 충전한 ACT기둥(이

하, SF-ACT)의 경우 리브와 합성작용에 의해 열 변형이 지

연되는 실험연구가 소개되었다
[10],[11]

. 충전형 기둥의 내화성

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영향인자 중 하나는 하중비이다. 

SF-ACT의 재하가열 시험결과, 하중비가 약 0.5로 무피복 

상태에서 약 50분 이상의 내화성능이 발휘되어 무피복 합성

기둥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선행된 유

사 실험자료를 통해 해석모델을 교정하고 신뢰성을 검증하

고자 한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해석모델을 통해 하중비 조건

에 따른 SF-ACT기둥의 열 변형, 열응력을 검토하고 강섬유 

혼입율과 내화성능 관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 선행 연구 

2.1 강섬유 콘크리트 재료의 열적특성 

국내에 생산되는 강섬유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12.7∼

63.5mm의 길이와 0.45∼1mm의 직경이 사용되고 있다. 제

조과정에 따라라 Fig. 1과 같이 형상이 달라지며, 강섬유 혼

입율 만큼 내력행상에 주요 변수가 되고 있다. 그 중 트위스

트형에 속하는 Fig. 2(b),(c)와 양단에 절곡된 후크형(Fig. 

1(d))이 뽑힘강도에 유리한 조건을 갖고 있어 많이 사용되고 

있는 형태라 할 수 있다.

Lie와 Kodur(1996a, 1997)
[12],[13]

의 연구에 의하면 SFRC

의 열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골재타입(Siliceous, Carbonate)

과 배합을 변수로 하여 재료적 성질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강섬유는 길이() 50mm, 직경() 0.9mm의 양단 후크형이

며, 형상비()는 57이다. 혼입율()은 1.7%이며 시험체

의 콘크리트 배합과 타입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온도변화

에 따른 SFRC의 열적 특성(비열, 열팽창율, 열전도율, 부피

손실율)을 Fig. 2에 표현하였다. 세 가지 콘크리트 타입의 

비열은 100℃와 425℃에서 최대점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멘트 페이스트에 있는 수분이 증발되면서 발생되는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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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SFRC

(a) Tensile stress caused 

by DPT

(b) Failure of test 

specimen(Moon,2013)

Fig. 4. Double punch test

Table 2. Tensile test list of SFRC(Moon, 2013)

Type
Tensile 

(MPa)

Shape(mm)
 

Temp.

(℃)

Mixing 

ratio

(Vol. %)Dia. Length

Crimped-

End Wire
1,050

0.5 30 60 20

300

500

700

0

0.25

0.50

1.0

0.75 60 80

Deformed 

Slit Wire
2,450 0.5 40 80

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Siliceous 시험체의 경우 550℃부

근에서의 비열증가는 골재에 존재하는 석영(quartz)의 열 변형

으로 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마찬가지로 750℃의 가파른 

비열 증가는 Carbonate 골재에 종속된 백운석(dolomite)으

로 인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열팽창율에 대해 

분석 결과 Siliceous 골재 시험체의 경우 600℃ 이후 열팽창

율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Carbonate 골재의 경우 550℃부

터 상당한 열팽창 변화를 갖고 있으며 약 800℃ 이후부터 

SFRC의 시험체는 가파른 증가 속도로 계속 확장되고 있다.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부피 손실량을 Fig. 2(d)를 통해 

보면, 모든 타입의 시험체는 상온시 부피의 약 3% 손실량을 

약 600℃ 까지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후 600∼

800℃ 사이의 Carbonate 골재의 경우 콘크리트의 질량은 

온도 상승에 따라 상당히 떨어지는데 이는 콘크리트 백운석

의 분리에 기인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800℃부터 부피 

손실율은 다시 서서히 감소한다. 콘크리트의 질량 손실은 0∼

1,000℃의 조사 온도 범위에서 강섬유 보강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고 있다. 전반적으로, Carbonate 골재를 사용한 

SFRC는 일반 콘크리트의 열적 특성과 유사한 경향을 보이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dur(1996b)
[14]

의 선행연구에서는 온도에 따른 SFRC

의 응력-변형율 관계를 Fig. 3과 같이 제시하였고 식 (1),(2)

와 같이 정의했다. SFRC의 압축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

해 상온(20℃)시 큰 차이를 나타내고 있지 않지만 200℃와 

400℃상태에서는 약 1.3배 높이 평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강섬유의 존재는 최대내력을 증가시키고 콘크리

트의 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때, T는 온도

(℃), 
max

는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최대 변형률을 말하

며, 식 (3)과 같이 온도변화에 따라 계산된다. ′는 온도(T)

에 따른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는 상온상태의 콘크리트 공시체 압축강도를 뜻한다. 고

온에서 SFRC의 압축 강도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강섬유의 존재는 최대내력을 증가시키고 콘

크리트의 연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고온에서 

SFRC에 대한 응력- 변형 곡선은 최대응력 위치가 높게 평

가되는 차이점을 제외하고 일반 콘크리트와 재하구간의 비

선형성 그리고 하강 구간의 기울기가 유사한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
max

 ′


max


max


   (1)

  
max

 ′


max


max

   (2)

여기서, 


max

 × (3)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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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placement-Time relationship

Table 3. Specimen list

No. Spec.
Vf

(%)

fck

(MPa)

C’r

(kN)

Crc

(kN)

Test 

Load C 

(kN)

C/C’r
FR

(min)

1 F3500 0 40 3,395 6,198 1,188 0.35 79

2 F5000 0 40 3,395 6,198 1,697 0.50 41

3 F3520 0.25 41 3,395 6,198 1,188 0.35 80

4 F5020 0.25 41 3,395 6,198 1,697 0.50 43

5 F3030 0.375 50 5,934 7,007 1,018 0.30 120

6 F3530 0.375 46 3,393 6,198 1,187 0.35 107

7 F4530 0.375 50 5,934 7,007 1,527 0.45 60

8 F5030 0.375 46 3,387 6,198 1,693 0.50 53Fig. 5. Tensile strength after crack(JSCE)

Moon(2013)
[15]

연구자는 강섬유의 혼입량, 형상 그리고 

형상비를 변수로 DPT(Double Punch Test)를 이용한 인

장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DTP인장강도 실험은 

Barcelona test로 알려져 있으며, Fig. 4와 같이 공시체 인

장응력이 가해지며 휨 공시체에 비해 파괴면적이 4배 이상 

갖게된다. Chao(2012)연구자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DPT실

험방법은 변동계수가 12%이하로 정밀도가 우수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 28일 압축강도는 

31.1MPa이며 실험체의 일람은 Table 2에 정리했다. 

인장강도 결과를 분석한 결과, 고온노출로 인하여 급격한 

인장강도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강섬유 혼입량과 형상비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300℃에서는 30∼40%, 500℃

에서는 40∼55%, 700℃에서는 60∼70%의 강도 감소가 각

각 나타났다.

각 영향인자에 대한 고찰 결과, 고온노출 시 섬유의 혼입

률이 높을수록, 형상비가 클수록 인장강도가 큰 것으로 나타

났다. 실험결과의 분석을 통하여 식 (3)과 같이 SFRC의 

DPT(Double Punch Test) 인장강도를 예측할 수 있는 일반

식을 제안하였다. 비록 제안된 식은 형상비 60과 80의 후크

형 강섬유 실험결과에만 근거하였기 때문에 제한적이지만 

본 연구와 동일한 형상의 강섬유를 사용했으므로 직접적인 

비교가 가능하다. 식 (3) 함수에 사용된 는 형상비, F는 

강섬유의 혼입율(%), T는 온도(℃) 그리고 
는 상온

상태의 인장강도(MPa)를 말한다. 


 







 (4)

강섬유 콘크리트의 가장 큰 특징은 균열 후 인장강도를 갖

고 있다는 것이다. 균열 후 인장강도를 구하는 방법은 독일 

콘크리트 위원회
[16]

, 일본 토목학회(JSCE-SF4)
[17]

등 계산

식을 제안하고 있다. 그 중 본 연구에서는 Fig. 5와 같이 균

열 폭과 인장강도를 설정하였다. 

2.2 SFRC를 충전한 합성기둥의 내화성능 

필자(2013, 2014)는 강섬유 혼입량(Vf) 과 하중비(C/C'r)

를 변수로 하여 실대 기둥크기의 재하가열 실험을 수행하였

다. 그에따른 연구개요와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3과 같다. 

여기서 C는 실험시 재하 하중량을 말하며, C'r은 콘크리트 

단면에서 받을수 있는 압축력, Crc는 전 단면이 받을 수 있

는 압축력을 계산하였다. 재하량(C)에서 콘크리트 단면이 

받을 수 있는 압축력(C'r)을 나눈것을 하중비라 하며 하중비

가 커질수록 내화성능이 저하되는것은 기둥 재하가열 선행

연구를 통해 많이 알려져 왔다. 연구의 중점은 강섬유 혼입

량에 비례적으로 내화성능이 향상되는 경향이 있지만 정비

례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그 원인은 강섬유의 뭉침현상(시공

상 문제)에 원인이 있었다. 

무보강 콘크리트 대비 SFRC(: 0.375%) 적용 시 내화

성능은 약 1.1∼1.3배 증가되었다. 콘크리트 내 강섬유는 균

열을 억제 하며 그로 인한 열 변형을 완화시킨 결과로 평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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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또한 Fig. 6과 같이 축 변형-시간관계를 볼 때 초기 

30분 내외로 최대 강관 팽창구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강섬유 혼입량이 커질수록 콘크리트 하중전이 구간 

(b)기울기가 완만하여 강재의 강도 손실 이후 콘크리트 하중 

저항력이 향상되었음을 검증하였다. 

3. 유한요소 해석

내화구조의 해석과정은 온도변화에 따른 요소별의 온도

분포 및 상호작용, 재료의 기계적 변화, 하중과 구속조건에 

따른 영향이 다양한 관계로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기 때문

에 해석과정이 복잡하다. 해석과정은 비선형 열전달해석과 

비선형 열응력해석의 연속하는 단계해석으로 구성된다. 비

선형 열전달 해석은 열전도를 통한 단면 내 온도 평가 및 비

선형 열응력 해석을 위한 열하중을 제공하기 위해 해석이 수

행된다. 이어서 적용된 하중과 앞서 결정된 열하중 하에 의

한 재료 손상 영향, 재료특성의 변화 그리고 구조부재의 하

중능력 등 복합적인 구조적 반응을 결정하며, 본 연구에서는 

구조 성능 평가에 사용된 범용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인 

ABAQUS(Ver 6.10)을 동일하게 사용하여 해석적 접근을 수

행하였다. 선행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충전형 기둥의 열 해석 

절차와 방법론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소개(Lie (1995)
[18]

, 

Ding and Wang(2008)
[19]

, Hong(2009)
[20]

)되고 있어 해석

수행 시 고려할 요소와 경계조건을 반영하였다.

3.1 요소결정

열전달 해석(heat transfer analysis)시 사용된 표준가

열 곡선은 실험과 동일한 KS F 2257-1을 적용하고, 초기온

도는 20℃로 하였다. 강재의 재료에 대한 열적 특성을 나타

내는 밀도, 비열 및 열전도율은 Eurocode 4
[21]

에서 제시한 

값을 적용하였다. 강재의 항복강도(Fy)는 325MPa로 그에 

해당하는 고온에 따른 강도 저감율을 참고하여 Eurocode 4

에서 제시된 온도에 따른 강재의 응력-변형률 선도를 입력

하였다. 강섬유 콘크리트의 경우 각국규준에서 열적, 역학

적 특성을 제시되고 있지 않으므로 Kodur(1996b)
[14]

가 제시

한 강섬유 규산염 콘크리트의 온도에 따른 기계적(응력-변

형률), 열적 함수를 인용하였다. 탄산염의 경우 비열과 열팽

창율 구간에 급격한 변화가 있어 보다 안전적이고 보수적인 

결과를 유도하기 위해 규산염 열적특성을 인용하여 해석을 

수행했다. 이때 강섬유 콘크리트의 상온시 압축강도()와 

인장강도는 재료시험 결과를 근거로 계산되었다(Table 3). 

열전달 해석은 기둥의 4면이 화재에 동일하게 노출되어 있

다는 가정 하에 부재 전체를 모델링을 한 후 열전달 해석을 

수행하였다. 

8절점 열전달 해석요소(DC3D8)를 사용하여 모델링하였다. 

DC3D8은 온도에 대한 자유도를 가진 8개의 절점으로 이루

어진 3차원 입방체 요소로서 등질성(homogeneous)과 등방

성(isotropic)으로 정한 강재와 콘크리트의 구성요소로 적용

하였다. SD4 는 3차원 입방체 요소의 표면에 정의되며 추가

적인 절점(extra node)을 이용하여 가열로 내부 고온가스에

서 부재까지의 대류열전달을 나타낸다. 

열복사 효과를 위해 RSM(radiositysolver method)을 사

용하였다. 비선형 열전달 해석의 풀이 과정으로 Newton- 

Raphson-method을 적용하였다. 온도별 SFRC 재료의 열

적상수(비열, 열전도율, 밀도)는 앞서 2장에서 언급한 특성

값을 적용하였다. 그 밖의 Eurocode 1-Part1-2
[22]

에서 제

시된 값을 적용하였는데 대류 열유속(qc)은 식 (5) 그리고 복

사 열 유속(qr)은 식 (6)에 나타내고 있다. 

   (5)

     (6)

3.2 비선형 열 해석 방법

비선형 열응력 해석은 온도증가에 의한 재료의 지속적인 

역학적 특성변화의 고려가 필요하다. 열응력 해석 시 가장 

중점을 둔 사항은 강재와 콘크리트와의 마찰력에 대한 부분

이다. 일반 강관의 경우 고온에 도달할 경우 각 재료의 Slip

이 발생되어 마찰력은 없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 하지만. 

ACT기둥의 특성상 내부 리브는 콘크리트와 겹쳐있으므로 

강관 축 팽창시 마찰력이 발생된다. 이러한 특성은 무피복 

재하가열 실험을 통해 밝혀졌으며 해석상에 구현할 방법을 

모색했다. 강관의 팽창에 의해 콘크리트가 파괴가능한 영역

에 마찰계수 0.25를 추가 반영하여 모델을 수행하기로 했다. 

Wang(2008)연구에 의하면, 마찰계수를 0.2에서 0.8까지 

상이하게 적용했을 때 해석결과는 1%미만의 결과를 갖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본 해석상에는 0.5의 마찰계수를 

적용하였다. 

비선형 열응력 해석시, 열전달 해석 모델과 같은 요소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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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Preliminary analysis list

Case
B x t x L

(mm)

C’r

(kN)

Crc

(kN)

C

(kN)
C/C’r

FR

(min)

SQ1
152.4x152.4x 

6.35x 3810
344 1449 350 1.02 73

SQ2
177.8x177.8x 

6.35x 3810
520 1845 800 1.54 60

SQ3
203.2x203.2x 

12.7x 3810
626 3601 700 1.12 110

(a) SQ1 (b) SQ2 (C) SQ3

Fig. 7. Result heat transfer and thermal stress

할을 사용하였다. 등질성 및 등방성으로 가정한 강재와 콘크리

트의 구성요소로 MISO(multi linear isotropic hardening) 

모델을 적용하였다. 비선형 해석의 수렴을 위해 뉴턴-랩슨법

을 사용 하였으며 LSM(line search method)으로 해의 안전

성 및 수렴성을 높였다. 비선형 열응력 해석에서는 비선형 

열전달 해석결과인 단면 내 온도분포 를 시간 순으로 불러들

여 열하중으로 적용한다. 해석 모델의 지지조건은 양단 힌지 

상태로 설정하였으며, 해석 시 가열면 이외 주위온도는 2

0℃로 설정하였다. 열응력 해석 시에는 온도상승에 따른 연

속적인 재료의 역학적 특성변화의 고려가 요구된다. 

4. 해석모델 결과 및 신뢰성 검증 

4.1 일반각형 SFRC충전 기둥의 해석검증

SFRC가 충전된 합성기둥의 모델을 대상으로 선행연구

Kodur(1997)
[13]

와 해석결과를 비교함으로써 열전달 및 열 

응력해석의 신뢰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예비 해석대상을 

Table 4에 정리 하였다. 강섬유는 약 1.7% 혼입되었으며 적

용된 강섬유 길이는 50mm, 직경 0.9mm로 섬유보강지수는 

96이다. 콘크리트 압축강도는 SQ1～3부재 각각 49.5, 49.8 

그리고 39.6MPa으로 측정되었다. 표준가열곡선은 식 (7)과 

같은 KS F2258을 적용했으며 ‘t’는 시간(분)을 의미한다. 

 

 log (7)

열 전달 해석과 열 응력해석 결과를 실험결과와 중첩하여 

Fig. 7에 정리하였다. 단면 내 온도 분포를 보면 전반적으로 

열 분포 추세를 예측하고 있으며 다소 실험 결과에 비해 과소

평가되어 평가되었다. 축 변형-시간관계의 경우 상당부분 

유사성을 갖고 있다. 실험에 의한 내화성능 시간은 73, 60, 

110분으로 평가 되었고, 해석에 의한 내화성능 시간은 강관

의 팽창구간과 하중전이 구간이 매우 일치하게 추정되어 강

섬유 콘크리트를 충전한 기둥부재의 내화성능 평가에 정량

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2 내부앵커형 SFRC 충전기둥의 해석검증

4.2.1 열 분포 및 확산 검토

열전달 해석을 통해 시간에 따른 단면 내 온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가열 10분부터 150분까지 고온에 노출

됐을 때 단면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강관 경계면에서 

열전도가 낮은 콘크리트의 열 특성에 의해 중앙부는 외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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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min (b) 30 min (c) 60 min

(d) 90 min (e) 120 min (f) 150 min

Fig. 8. Cross-sectional temperature distribution

(a) Steel surface (b) Concrete edge (c) Internal steel rib

(d) Central part (B/2) (e) Quater point (B/4) (f) Whole result

Fig. 9. Comparison of result Experimental and FEM analysis 

도변화에 대해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초기10

분 이후 강재온도는 약 180℃를 육박하며 가파르게 상승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콘크리트 단면의 경우 서서히 증

가되며 가열 150분이 지났음에도 단면 중심부의 온도는 약 

100℃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내부 리브로 인한 열 확산 범위

를 보면 열전도율이 큰 콘크리트에 매립되어 온도상승 영향

은 크지 않았다.

실험을 통해 측정된 단면 내 온도 분포를 해석결과와 검토

하고자 Fig. 9와 같이 중첩하여 나타냈다. 실험 과정 중 발생

되는 부재의 축 변형은 열전대 측정 값을 불안정하게 평가되

지만 해석상에서는 매우 안정적으로 온도분포를 예측하고 

있다. 강관에 표면에 측정된 초기 온도분포는 해석치가 다소 

보수적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원인을 선행연구를 통해 

밝혀진 바에 의하면 열원에서 강관 표면까지 대류열전달로 

전달되는 영향을 구하기 위해 표면의 기하학 형상, 유동의 성

질 및 유체의 열역학적 특성과 열전달 특성 치들의 영향이 고

려된 대류전달계수(Convection heat Transfer Coefficient)

를 산정해야 하는데 이를 정확하게 구현하는 것은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므로 안전 측으로 설정값을 선택한 결과로 보인

다. 그럼에도 단면 내 온도 분포의 전반적인 흐름은 비교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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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Heat Flux flow (at Heating 150min) 

(a) F3030

(c) F4530

(b) F3530

(d) F5030

Fig. 11. Axial displacement- time relationship 

Fig. 12. Fire resistance with SFRC or not 

일치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화재 발생 시 SF-ACT기

둥의 온도분포 예측은 본 해석에서 예측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가열 30분이 경과하면 강관은 온도가 700℃이상으로 급

격히 증가하나, 강관 경계면에서 열전도가 낮은 콘크리트의 

열특성에 의해 중앙부는 외부 온도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열 부하(Heat Flux)는 Fig. 10과 

같이 기둥 모서리와 중앙부 리브 부위에서 열 유입량이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단면 내부의 온도상

승은 단면 중심에서 외측 면까지의 거리 변화에 따라 변화됨

을 알 수 있다. 단면 중앙로 갈수록 방사형에 가깝게 온도분

포가 나타났다. 측정된 온도와 해석결과의 온도분포는 전체

적으로 거동이 유사하게 나타났지만 해석 시 열 환경의 변

화, 가열에 의한 공간발생에 대한 실제 상황을 고려할 수 없

으므로 실험결과보다는 다소 낮게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그 

오차범위는 10%미만이므로 전체 단면온도 분포 예측에 해

석모델은 충분한 거동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된다.

 

4.2.2 열 응력 및 변형 검토

열응력 해석을 통해 고온시간에 따른 축 변형 관계를 유추

할 수 있다. 시간에 따른 기둥부재의 열적 거동을 살펴보면 

초기 20분부터 강재 팽창으로 인해 강재와 콘크리트간의 이

격이 발생되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재 팽창 시점 이후 전체 하중이 콘크리트로 전이되면서 

강관의 좌굴 형상과 전체 열응력이 콘크리트에 집중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결과와의 검증을 위해 Fig. 11과 

같이 중첩하여 표현하였다.

강관의 팽창 길이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원인은 

실제 고온에 노출된 이후부터는 두 재료는 이격되어 슬립현

상만 발생되는 반면, 실제 ACT기둥은 내부의 리브가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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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xial disp.-fire resistance relationship according to 

load ratio

Table 6. Parameter FEM analysis results

Load 

Ratio
P (kN)

E

(mm/min)

FR (min)

A/B
A

: 

0.375 %

B

: 0 %

0.20 679 -0.0586 147 130 1.13

0.25 848 -0.0725 114 96 1.17

0.30 1,029 -0.1352 93 74 1.26

0.35 1,127 -0.5414 86 66 1.30

0.40 1,357 -0.5414 73 52 1.41

0.45 1,538 -0.8758 64 41 1.57

0.50 1,617 -0.9367 61 36 1.70

0.55 1,866 -1.4262 53 26 2.04

0.60 2,037 -3.8173 38 11 3.42

Table 5. Parameter Analysis list

Percent of steel fiber Load Ratio  Axial Load (kN)

0%

0.375%

0.20 679

0.25 848

0.30 1,029

0.35 1,127

0.40 1,357

0.45 1,538

0.50 1,617

0.55 1,866

0.60 2,037

트와 링크되어 있으므로 그 슬립차이가 비교적 작게 평가되

고 있다. 그 외의 전반적인 거동은 실험결과와 매우 유사하

게 예측되고 있다. 강섬유 혼입 유무에 따른 해석모델의 축

변형-시간관계를 Fig. 12에 정리하였다. 재하 상태를 유지

한 뒤에 가열을 하므로 시작상태에서는 이미 일정 하중을 저

항하게 된다. 이후 고온에 직접적으로 노출된 강재는 면외로 

팽창되며 이때 강재와 콘크리트는 슬립이 발생된다. 강재가 

600℃이상 고온에 노출이 되면 강도가 급속도로 저감되면

서 팽창된 강관은 수축하게 된다. 이때 늘어난 강관은 축 직

각방향으로 많은 좌굴 형태를 나타나게 되며 이후 하중은 내

부 콘크리트로 전이된다. 콘크리트는 축열효과로 인해 일정 

하중상태에서 내화성능 발휘가 가능하지만 하중비가 클수록 

매우 급격한 수축량을 보인다. 하지만. SFRC의 경우 가열시

간 30분 이후부터 콘크리트 하중 전이 구간기울기가 매우 완

만한 것을 알 수 있다. 동일한 경계조건을 갖는 해석모델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는 원인은 콘크리트 물성치로 판단된다. 

SFRC의 경우 앞서 언급된 균열 후 인장강도(2장 참고)가 발

휘되어 열 변형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즉 하중이 내

부 콘크리트로 전이되는 구간이 매우 안정적으로 거동되어 

목표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하게 된다고 보인다.

5. SFRC 충전 합성기둥의 내화성능 평가

5.1 해석개요

유한요석해석 모델을 활용하여 실험으로 분석되지 못한 

변수를 통해 SF-ACT기둥의 열적 거동 특성의 영향인자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재하가열 실험을 통해 하중비는 내화성

능에 주요 영향인자 임을 알 수 있었다. 하중비(C/C’r)에 변

화에 따른 열적 거동과 내화성능을 분석하고자 한다. Table 

5와 같이 해석모델을 설정하여 총 9개의 하중비 변수를 갖도

록 설정하였다. 해석방법과 경계조건은 앞서 수행된 절차와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우선 단면 내 온도해석을 수행하여 각 

단면의 온도 분포 데이터를 정립 한 뒤 각 하중비에 따른 목

표 재하량을 가력하여 좌굴해석을 수행한다. 이후 앞의 두 모

델을 링크하여 열응력 해석을 수행하였다. 강재의 열적 특성

은 Eurocode3에서 제시한 열적상수를 반영하였으며, SFRC

의 경우 0.375% 혼입한 재료시험 결과를 토대로 실시하였다.

5.2 혼입율 변화에 따른 내화성능

해석결과의 축 변형-시간관계를 Fig. 13에 정리하였다. 

하중비가 커질수록 강관팽창 지속시간이 단축되고 있다. 전

반적으로 고온에 노출된 30분 이내에 강관팽창 구간이 발생

되며 하중비가 커짐에 따라 급격한 축방향 수축량을 보이고 

있다. 하중비가 0.20인 경우 120분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하

며, 하중비 0.4이하부터는 60분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한 것

으로 평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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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Load ratio-fire resistance time relationship

Table 6은 각 해석결과를 정리하였다. 강섬유 혼입율이 

0.375%인 해석모델을 기준으로 혼입율이 0%인 해석 결과

를 무차원하여 비교하였다. 하중비가 0.2～0.35사이에서는 

약 1.2배 내화성능이 향상되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실험 결

과에서도 강섬유 혼입유무에 따라 약 1.2배 내화성능이 향상

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한편 실험에서 측정하지 못한 하중비 

0.4～0.5 사이에서는 내화성능이 약 1.6배 증폭되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이상의 하중비 0.5∼0.6에서는 2배 이상 

증가되어 나타났다. 즉 하중비가 커질수록 강섬유 콘크리트

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콘크리트 전이 구간의 기울기(E)가 완만해지며, 내

화성능까지 도달시점 목표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와 같이 강섬유 혼입 유무에 따라 비교해 

보면 내화성능 시간과 하중비는 반비례적 관계에 있으며 하

중비가 커질수록 강섬유 콘크리트가 유리하게 작용되는 것

을 알 수 있다. 

6. 결 론 

비정상 열전달 해석과 열응력 해석을 통해 단면내 온도 분

포와 하중비에 변화에 따른 내화성능을 검토 하였다. 선행연

구(Kodur(1997), Kim(2014))를 대상으로 예비 해석을 수행

하였으며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비교했을 때 단면 내 온도 

분포와 내화하중 저항 구간 등 전반적인 거동예측이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검증된 해석모델을 통해 SF-ACT 

기둥의 구조 및 내화성능의 정량적 평가에 사용하고자 한다. 

(1) 예비해석을 통해 일반 CFT기둥의 열 전달 및 열응력상

태를 분석한 결과, 전반적으로 열 분포 추세와 축 변형 

기울기가 매우 유사한 경향을 갖고 있었다. 즉, 강섬유 

콘크리트를 충전한 기둥부재의 내화성능 평가에 정량적 

접근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2) 혼입율 0.375%미만의 강섬유 콘크리트의 해석모델을 

구현할 때, 내화성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는 균열 후 

인장강도에 따라 크게 상이하며, 강재와의 마찰계수 변

화는 내화성능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원인

은 고온상태에서는 재료의 부착강도가 상실됨에 따라 

마찰조건이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3) 유한요소해석을 통해 SF-ACT기둥의 단면 내 온도분포

를 살펴보면, 내부 리브(강관)보다 기둥 모서리부분의 

온도가 오히려 상승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강관표

면에서 흐르는 열 유입량은 동일하지만, 리브의 경우 콘

크리트 내에 충전되어 있으므로 열확산 범위가 확대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즉 내부 리브는 단면 내 온도 확

산에 큰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4) 하중비에 따른 내화성능을 검토한 결과, SF-ACT기둥

의 경우 하중비가 커질수록 콘크리트 전이구간 기울기

가 매우 가파르게 형성되어, 하중비 0.6인 경우 30분 내

화성능 확보되어 나타났다. 하중비가 0.20인 경우 120

분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하며, 하중비 0.4이하부터는 

60분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5) 열 응력 해석을 통해 하중비에 따른 내화성능을 분석한 

결과 강섬유 콘크리트 사용으로 1.2～2.0배 이상의 내

화성능 발휘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결과적으로 

온도 상승에 따른 내력관계를 비교하면 내부 콘크리트

에서 대부분의 하중을 분담하므로 콘크리트의 열하중을 

저항하기에 강섬유 콘크리트는 내화성능 확보에 효과적

으로 작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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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콘크리트 충전강관 기둥은 강관의 구속효과에 의해 콘크리트의 압축내력 상승과, 콘크리트에 의한 강관의 국부좌굴 보강효과에 

의해 부재내력이 상승하고 뛰어난 변형성능을 발휘한다. 하지만, 기둥단면이 커질 경우 합성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스터드 볼트나 후 시공 

앵커 볼트를 사용해야 하는 시공상의 문제점이 발생된다. 이를 극복함과 동시에 합성효과를 증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내부에 리브가 설치된 

용접조립 기둥이 소개되었다. 내부 리브는 콘크리트와 맞물려 있어 리브의 변형은 콘크리트의 균열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동반하게 된다. 

이러한 잠재적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강관 리브의 변형에 저항할 수 있도록 콘크리트 인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언급된 

두 가지의 문제점이 효과적으로 해결될 경우 용접조립 각형강관 기둥은 내화성능 확보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해결방안으로 

내부 콘크리트를 강섬유와 혼입하여 기둥 자체의 연성과 인성을 증대시키는 것에 중점을 맞추고 있다. 내화성능 평가를 위한 시험체는 총 

8개 로 하중비에 따른 재하가열 실험을 실시하고 화재 전후 거동과 열 변형 능력을 주요변수별로 분석하였다. 실험결과와 선행연구 비교를 

통해 열 전달과 열응력 해석 모델의 신뢰성을 확보하였으며, 강섬유 혼입율에 따른 변수해석을 수행하였다.

핵심용어 : 내화성능, 합성기둥, 강섬유, 열 전달, 열 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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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호(Notation)

 : 강재의 단면적(mm
2
)

 : 콘크리트의 단면적(mm
2
)

 : 재하하중(kN)

C’r : 콘크리트 코어에서 저항하는 압축력(kN)

Crc : 전단면에서 저항하는 압축력(kN)

 : 콘크리트 단면 직경(mm)

E : 기울기(mm/min)

FR : 내화성능 시간(min)

 : 강재의 항복강도(MPa)

 : 강재의 인장강도(MPa)

 : 기둥 유효좌굴길이(mm)

RI : 섬유보강지수(=)

T : 온도(℃)

 : 부재의 표면 온도(℃)

 : 부재의 표면 평균 온도(℃)

 : 화재환경하의 복사온도(℃)

 : 강섬유 혼입율(%)

 : 강섬유 유효직경(mm)

 : 대류열전달 계수

′ :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응력


 : 상온상태의 콘크리트 인장강도(MPa)

 : 콘크리트 압축강도(MPa)(= ′∞)

 : 콘크리트 균열 후 인장강도(tf)

 : 콘크리트 단면의 회전반경 

 : 한계상태의 균열 폭(mm)

 : 0.6

 : 강섬유 유효 길이(mm)


max

: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 최대변형율

 : 부재의 표면 방출률(0.8)

 : 화재방출률(1.0)

 : 슈테판-볼츠만 상수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