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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I 화재해석을 이용한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화재 후 손상 및 구조성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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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n, Sung-Hwan*, Gil, Heungbae**

Post-Fire Damage and Structural Performance Assessment of a 

Steel–Concrete Composite Bridge Superstructure Using 

Fluid-Structure Interaction Fire Analysis

ABSTRACT

The fire damage and structural performance of a steel–concrete composite superstructure under a highway bridge exposed to fire 

loading was evaluated. To enhance the accuracy and efficiency of the numerical analysis, a proposed fluid–structure interaction fire 

analysis method was implemented in Ansys Fluent and Ansys Mechanical. The temperature distribution and performance evaluation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uperstructure according to the vertical distance from the fire source to the bottom flange were evaluated 

using the proposed analysis method. From the analysis, the temperature of the concrete slab and the bottom flange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uperstructure exceeded the critical temperature. Also, when the vertical distance from the fire source was 13 m or greater, 

the fire damage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uperstructure was found to within a safe limit.

Key words : Steel–Concrete composite superstructure, Fluid–Structure interaction fire analysis, Heat flow analysis, Fire damage

초 록

본 논문은 교량 하부에서 발생된 화재에 대한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화재손상 및 구조성능평가를 위한 수치해석적 연구이다. 수치해석의 정확

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구성재료의 비선형 열적·열역학적 특성이 고려된 유체-구조 연성 화재해석 기법이 제안되고, 각각 ANSYS 

FLUENT 및 Mechanical solver에 연결되어 해석이 수행된다. 이는, 실제 강합성 교량 화재사고와 비교·검증되며, 검증된 해석기법을 통해 화

원에서 교량 하부 플랜지까지 이격거리에 따른 화재별 부재의 온도분포 및 구조성능이 평가된다. 해석결과,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콘크리트 

슬래브 및 강재 거더 하부 플랜지의 경우 실제 화재사고에 대하여 임계온도를 초과하였다. 또한, 화원 이격거리가 13 m 이상일 경우 유조차 화재

사고에 대한 강합성 교량 구조물의 화재손상이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색어 :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 유체-구조 연성 화재해석, 열유동 해석, 화재손상평가

구조공학Structural Engineering



FSI 화재해석을 이용한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화재 후 손상 및 구조성능 평가

      KSCE Journal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Research628

1. 서 론

최근 고속도로 교량에서 발생된 SR528 Bridge 화재사고(2011년) 

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부천고가교 화재사고(2010년)와 같은 

고속도로 교량에서의 차량충돌, 전복, 방화 등으로 인한 화재사고가 

빈번하게 발생되고 있으며, 개방 형태인 교량 상부보다 닫힌 형태인 

교량 하부에서 발생되는 화재사고의 경우, 교량 구조물에 직접적인 

구조적 손상 뿐 만 아니라 인명 피해 및 교통 단절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포함한 막대한 손실을 야기시킨다. 특히 일반 차량의 화재에 

비해 석유화학물질을 수송하는 유조차 화재는 짧은 시간에 높은 

온도가 발생되고, 이는 교량 구조물에 전반적ㆍ국부적 손상을 초래

하여 구조적 기능이 상실되며, 심각한 경우 구조물 붕괴가 발생될 

수 있다(Choi, 2008; Kim et al., 2016; Croce and Mudan, 1986). 

최근 교량 화재에 대한 연구가 빈번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실험적 

연구의 경우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으로 인해 

경제적인 수치해석적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Kodur et al., 2010; 

Kodur and Phan, 2007; Najjar and Burgess, 1996).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정확한 화재손상 및 구조성능평가를 위해 

2010년 발생된 부천고가교 강합성 교량에 대한 유체-구조 연성

(Fluid-Structural Interaction, 이하 FSI) 화재해석이 제안된다. 

이를 위해 먼저, 실제 화재 발생조건 및 화재전파를 모사하기 위한 

유체영역에서의 유동장을 고려한 열유동 해석이 수행되며, 해석결

과인 시간에 따른 구조 부재별 체적 온도분포가 열역학적 구조해석

을 위한 온도하중으로 입력된다. 이 때 구성 재료의 열적·열역학적 

특성이 고려된 과도(transient) 비선형 재료구성모델이 적용되며, 

열유동 해석 및 열역학적 구조해석은 각각 ANSYS-FLUENT 

및 ANSYS-Mechanical (ANSYS, 2007)에 연결되어 수행된다. 

최종적으로 화원에서 교량 상부구조의 이격거리에 따른 화재손상 

및 구조성능이 FSI 화재해석을 통해 평가된다. 

2. 화재 하중

열유동 해석을 위한 화재크기를 결정함에 있어 일반적인 열전달 

해석의 외부하중으로 적용되는 화재곡선과는 달리, 화재발생인자

의 화학적 특성에 대한 단위면적당 질량 연소율에 따른 열방출량이 

적용되고, 이에 따라 차량 연소에 따른 열방출량이 Table 1에 

나타나 있다(NFPA 502, 2008).

강합성 교량 구간에서 발생된 부천고가교 화재 사고(2010년)의 

경우, 교량 하부에 불법 주차된 유조차 화재가 주요 원인으로, 

이때 유조차 내 가솔린량은 사고 현장 차량의 탱크 내에 적재되어 

있는 20,000 리터를 기준으로 하며, 유조차 최상단에서부터 교량하

부까지의 이격거리는 8.0 m이다. 부천고가교 화재사고에 따른 

열방출량(Heat-Release Rate, 이하 HRR)은 가솔린 화학종에 따른 

열분해현상 해석결과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시간에 따른 HRR 

값은 Fig. 1에 나타나 있다(KEC, 2011). 

3. FSI 화재 해석

3.1 열유동 해석

열유동 해석은 먼저 화재크기 산정을 위한 화원에 따른 HRR 

값이 결정되면, 유동장 및 내부 연성 구조물 형상에 대한 모델링이 

수행된다. 이후 유동장 내에서 온도에 따른 열적 재료상수인 비열, 

밀도, 열전도계수, 열팽창계수(EUROCODE 2, 2004) 및 경계조건

이 설정되고, 대류 및 복사에 따른 유동장 해석이 수행되며, 최종적

으로 부재 단면 내 체적 온도분포가 산정된다. 비압축성 난류에서의 

열유동 해석을 위한 연속, 운동량, 난류운동 에너지의 지배방정식은 

아래 Eqs. (1)~(3)에 각각 나타나 있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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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ical Vehicle Fire Data (NFPA 502, 2008)

Fire source Peak heat-release rate (MW)

Passenger car 5-10

Multiple passenger cars (2–4 Vehicles) 10-20

Bus 20-30

Heavy goods truck 70-200

Tanker 200-300 Fig. 1. Heat Release Rate of a Bridge in Bucheon, Korea (KEC,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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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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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유효점성계수, 는 점성계수, 는 난류점성계수, 는 

난류 운동에너지, 는 난류 에너지손실률, 는 중력가속도, 는 

밀도, 는 속도, 는 압력, (
)는 난류에너지의 유효확산

계수, 그리고  및 는 각각  난류모델상수 0.09 및 0.7을 

나타낸다. 

3.2 열역학적 구조해석

열유동 해석을 통해 얻어진 구조물의 체적 온도분포가 열하중

으로 적용되어 재료특성의 변화, 부재의 하중능력 및 단면력 손실 

평가를 위한 열역학적 구조 해석이 수행된다. 열역학적 구조 해석

에서 전체변형률(total strain, )는 온도의 변화에 따른 열적 

변형률(thermal strain, )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하중에 의한 

응력변형률(stress related strain, )으로 구성되며 Eq. (4)과 

같다. 

     (4)

열역학적 구조는 온도차에 의한 열역학적 구조와 재하 하중에 

의한 응력, 구속조건이 있는 상태에 의한 응력으로 구성되며 Eqs. 

(5) and (6)에 각각 나타나 있다.

  


  (5)




  (6)

여기서, 는 온도차에 의한 열역학적 구조, 은 하중에 의한 

응력, 은 구속조건에 의한 응력, 는 탄성계수, 는 열팽창계수, 

는 온도차, 는 초기 온도를 각각 나타낸다.

(a) Specific Heat (b) Thermal Conductivity

(c) Strain of Thermal Expansion (d)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Fig. 2. Thermal Properties of Concrete and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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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재료의 열적 특성

단위질량의 물체 온도를 1 °C 증가시키기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인 비열(specific heat)은 콘크리트의 경우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800-1,000  정도이지만, 고온일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다. 

고온 시 물의 증발, 탈수반응, 탈탄산반응 등에 기인하는 잠열의 

영향이 크며 200 °C 이하에서는 물의 증발 등에 따른 함수율 

영향이 크다. 본 연구에서는 함수율이 3 %인 콘크리트 비열이 

고려되고 강재의 경우 735 °C에서 최고 5,000 가 나타난

다. 열전도율(thermal conductivity)은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상한

값(upper-limit)과 하한값(lower-limit)을 각각 제한하고 있으며, 

합성구조일 때는 외부에 강재가 있음을 고려하여 열전도율이 

높은 상한값이 적용된다(EUROCODE 2, 2004; EUROCODE 

4, 2005). 열팽창(thermal expansion)은 강재의 경우 비교적 일정

한 팽창계수를 가지지만 콘크리트의 경우 온도 증가에 따라 열팽창

이 진행되고 600-800 °C에서 수축이 발생되는데 이는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가 고온에서 수축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Lie 

and Irwin, 1995). EUROCODE 2(2004), EUROCODE 4(2005)

에서 제안하고 있는 온도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및 강재의 비열, 

열전도, 그리고 열팽창과 같은 열적 특성이 Fig. 2에 나타나 

있다. 

3.4 재료의 열역학적 특성

화재에 노출된 구조물의 변형 및 열응력과 열역학적 거동을 

구하기 위해서는 구성 재료의 온도에 따른 응력-변형률 관계, 탄성

계수, 압축 및 항복 강도 등 역학적 특성이 요구된다(Huang et 

al., 1999). 고온에서의 콘크리트 응력-변형률 곡선, 탄성계수 및 

압축강도 저감은 EUROCODE 4(2005)에서 제안된 모델이 적용

된다. 응력-변형률 관계는 상승부과 하강부로 나눌 수 있고 하강부

는 최대응력과 최대변형률이 연결되며, 압축강도는 온도가 증가될

수록 서서히 감소되어 700 °C 이상일 때 상온의 10 %까지 감소된다. 

강재의 응력-변형률 관계는 선형적인 초기 변형과 타원 관계를 

따르고 온도 증가에 따른 탄성계수 및 항복강도는 감소되며, 700 

°C 이상일 때 상온의 10-20 % 수준까지 감소된다. 콘크리트 및 

강재의 고온에 대한 열역학적 특성이 Fig. 3에 나타나 있다.

3.5 화재성능평가 기준(ASTM E119-82, 2000)

화재에 대한 성능평가기준은 화재에 의해 발생된 온도가 규정된 

임계온도(critical temperature)에 이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내화성

능을 평가한다. ASTM E119-82(2000)에서 제안하고 있는 구조재

료별 임계온도는 Table 2에 나타나 있다. 또한 화재 발생 후 시료 

분석 결과 가장 고열을 받는 표면부의 경우 Ca(OH)2가 완전히 

(a)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Concrete (b)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Steel

(c) Reduction Factor of Elastic Modulus (d) Reduction Factor of Yield and Compressive Strength

Fig. 3. Thermal–Structural Properties of Concrete and Ste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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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되어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CaO의 경우, 피크가 나타나는 

결과를 보여 약 700 °C 정도 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KEC, 

2011).

4.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 FSI 화재해석 및 손상평가

4.1 상세 제원

화재가 발생된 강합성 교량인 부천고가교(2010년)의 화재손상

평가를 위해, 손상이 크게 발생된 상부구조의 강재 박스 거더 및 

콘크리트 슬래브 합성구조에 대하여 열유동 해석이 수행되고, 각 

부분별 온도 분포 및 체적 온도분포가 도출된다. 강재 박스 거더의 

경우 길이가 60,000 mm, 단면 높이 2,500 mm, 플랜지 폭 2,500 

mm, 플랜지 두께 32 mm, 웹 두께 18 mm이고, 콘크리트 슬래브의 

경우 유효 폭 5,343 mm, 두께 250 mm이며, 화재발생에 대한 

전경 및 해석 범위, 상부구조 및 단면 형상에 대한 상세한 재원이 

Fig. 4에 나타나 있다.

4.2 기하학적 모델링 및 열유동 해석 경계조건

열유동 화재해석을 위한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강재 및 콘크리

트의 요소형태는 3D cell element 1차 요소로 전체 hexa mesh가 

적용되었고, nodes 1,186,542개, elements 1,147,248개, mesh 

Table 2. Critical Temperature (ASTM E119-82, 2000)

Materials Temperature (°C)

Structural steel 538

Reinforcing steel 593

Prestressed steel 426

Normal concrete 650

(a) Fire Occurrence Status and Numerical Analysis Region

(b) Structure and Section Details

Fig. 4. Structure and Section Details for Fire Analysis of the Steel–
Concrete Composite Bridge

(a) Geometry (Fluid and Solid) (b) Mesh (All Hexa Mesh) (c) Boundary Condition

Fig. 5. Pre-processing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 Analysis for the Steel–Concrete Composite Bridge Superstructure

Table 3. Properties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 Fire Analysis Model and BC(Boundary Conditions)

Cell zone conditions
ㆍSolid cell zone: bottom flange, web, top flange, diaphragm, concrete slab, heat source

ㆍFluid cell zone: external fluid, internal fluid

Boundary conditions

ㆍWall: surface of solid and fluid part, insulation

ㆍInterior: interior of solid element

ㆍPressure-velocity outlet: opening

Models

ㆍPressure-based solver

ㆍEnergy equation

ㆍViscous model: laminar

Radiation model ㆍS2S (surface to surface) model

Materials ㆍIncompressible ideal gas, steel, concrete

Time-step ㆍTransient state (3,600 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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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ewness 0.966로 구성되었다. 해석모델의 경계조건 구역 및 경계

조건은 측면의 경우 개방형으로 대기 순환이 이루어지고, 지면 

및 슬래브 하단면은 단열 조건이 적용되었으며, 화원의 위치는 

이격거리 8.0 m로 좌측단에서 3.0 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하여 

실제 화재발생위치가 적용되었다. 

수치해석을 위한 pre-processing인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geometry, CFD 격자 mesh 형상, 그리고 열유동 해석 모델 특성 

및 경계조건이 Fig. 5 및 Table 3에 각각 나타나 있다.

4.3 열유동 해석 결과

열유동 해석은 총 해석 시간 3,600 sec에 따라 time-step별로 

정확한 해를 구하기 위한 반복해석이 수행된다. 합성구조 단면에

서의 최대 온도분포를 살펴보면 하부 플랜지의 경우 3,600 sec 

일 때 621 °C, 복부의 경우 525 °C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내부 격벽 및 상부 플랜지의 경우 각각 163 °C 및 232 

°C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콘크리트 슬래브의 최대온도는 

2,400 sec 일 때 653 °C에 도달하였으며,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열유동 해석 결과인 시간에 따른 부재별 온도분포 및 강재 거더의 

하부 플랜지, 복부, 상부 플랜지, 그리고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온도분포가 Figs. 6 and 7에 각각 나타나 있다. 강합성 교량 상부 

플랜지의 온도분포가 비교적 상당히 낮은 이유는 합성구조에서 

상부 콘크리트 슬래브가 단열 역할을 함으로서 전달된 열을 소산시

키기 때문이며, 콘크리트 슬래브 및 하부 플랜지의 경우 약 2,280 

sec 일 때 각각의 임계온도를 초과하였다. 열유동 해석 결과 화재발

생에 따른 온도분포는 상부의 콘크리트 슬래브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유입되는 열유량에 대한 콘크리트와 강재의 비열 

및 밀도 특성에 기인한 것이다. 강재박스 단면에서의 온도경사는 

하부 플랜지에서 가장 높은 온도분포를 나타내고 복부에서는 비표

적 일정한 온도분포를 나타낸다. 콘크리트와 접촉되는 상부 플랜지

에서 점점 감소되어 콘크리트 슬래브 상부에서는 상온의 온도를 

나타내게 되며, 합성구조의 단면에 대한 온도경사(thermal 

gradient)가 Fig. 8에 나타나 있다. 

4.4 열역학적 구조해석의 역학적 특성 및 경계조건

비선형 열역학적 구조해석은 앞서 제시된 시간변화에 따른 온도

증가에 대한 재료의 응력-변형률 관계, 탄성계수, 그리고 항복강도 

(a) Bottom Flange of Steel Girder (max. 621.2 °C) (b) Web of Steel Girder (max. 525.4 °C)

(c) Top Flange of Steel Girder (max. 231.6 °C) (d) Slab of Concrete (max. 638.4 °C)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al Members (3,600 sec)

Fig. 6. Heat Flow Analysis Results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Bridge Super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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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와 같은 열역학적 특성변화이 고려되며, 강재 및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인 밀도, 항복응력 및 압축강도, 탄성계수, 그리고 프아

송비가 Table 4에 나타나 있다.

열역학적 구조해석의 요소형태는 슬래브의 경우 1차 요소인 

SOLID 185, steel box 거더의 경우 SHELL 181 요소가 각각 

적용되고, 합성구조의 접촉 알고리즘은 composite action을 위한 

bonded (surface body to solid) 상태로 모델링되었고 penalty 

method가 적용 되며, 비선형 해석의 수렴을 위해 뉴턴-랩슨법이 

적용된다. 

경계조건은 양단 단순보로 지지되고 상부 슬래브 측면의 경우 

연속경간을 고려하였고, 강재와 콘크리트는 일체거동을 하는 것으

로 가정하였으며, 콘크리트의 폭렬은 무시된다. 강합성 교량 상부구

조 열역학적 구조해석을 위한 사용 요소와 입력 온도하중 및 

경계조건이 Figs. 9 and 10에 각각 나타나 있다.

4.5 열역학적 구조해석 결과

열역학적 구조해석 시, 시간에 따른 비선형 열유동 해석 결과인 

체적 온도분포가 순차적으로 입력값으로 불러들여져 온도하중으로 

적용된다.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연속경간을 고려하여 symmetry 

조건이 적용된 강재박스 거더의 처짐 값 및 변형 형상이 Figs. 

11 and 12에 각각 나타나 있다. 열하중이 지속적으로 전달되면서 

3,600 sec 일 때 화재가 발생된 위치에 해당하는 상부 거더의 

최대 처짐 247.76 mm가 발생되었으며, 전체적인 처짐 및 변형 

형상이 실제 화재 발생 이후 처짐 및 손상(KEC, 2011)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4.6 화원 이격거리에 따른 구조성능평가

화원과 교량 하부와의 이격거리에 따른 구조성능평가를 위해, 

열원 최상부에서 교량하부까지 각각 5 m, 10 m, 13 m, 그리고 

15 m 일 때의 FSI 화재해석이 수행되었다. 이 때 화원 발생위치는 

Fig. 8. Temperature Gradient along the Section Depth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Bridge Superstructure

Table 4. Mechanical Properties

Steel Concrete

Density () 7,800 2,300

Strength (MPa)
Yield: 

350
Compressive: 30

Young’s modulus (MPa) 210,000 28,554

Poisson’s ratio 0.3 0.18

(a) SOLID 185 (b) SHELL 181

Fig. 9. Solid and Shell Element Geometry (ANSYS, 2007)

Fig. 10. Imported Thermal Loads and BC (Boundary Conditions) 
for Thermodynamic Structur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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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더의 중앙 하부이며, 최대 열방출율(HRR)은 160 MW로 일정하

게 적용되었으며,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온도분포 결과가 Fig. 

13과 Table 5에 각각 비교되어 나타나 있다. 

또한 화원 이격거리별 구조성능평가를 위해, 화원 상부에서 

교량하부까지의 이격거리에 따른 부재별 온도분포가 임계온도외 

비교하여 구조물의 파손여부가 Table 6에 나타나 있다. 이격거리 

10 m 이하일 경우 하부플랜지가 임계온도를 초과하여 손상으로 

평가되었으며, 13 m 이상일 경우 상부구조의 전 부분에 대하여 

안전하게 평가되었다.

Fig. 11. Total Deflection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Bridge 
Superstructure

Fig. 12. Total Deformations and Damage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Bridge Superstructure

(a) Bottom Flange of Steel Girder (b) Web of Steel Girder

(c) Top Flange of Steel Girder (d) Slab of Concrete

Fig. 13.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he Steel–Concrete Composite Structural Members for the Vertical D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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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교량하부에서 발생된 화재에 대한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정확

한 손상 및 거동 평가를 위해 유체-구조 연성(FSI) 화재해석이 

수행되었다. 합성구조의 강재 보와 콘크리트 슬래브에 대한 상호 

이질적 재료의 과도 비선형 열적·열역학적 재료특성이 고려되었고, 

특히 유체영역인 열유동 해석을 통한 체적 온도분포결과를 바탕으

로 유체-구조 연성 화재해석이 수행되었다. 

강합성 교량인 부천고가교에서 발생된 화재사고에 대한 열유동 

화재해석 수행 결과, 콘크리트 슬래브 및 강재 거더 하부플랜지의 

경우 각각 최대 653 °C 및 621 °C로 임계온도를 초과하였으며, 

최초 초과시간은 2,280 sec 이후로 나타났다. 강재 복부의 경우 

임계온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나 525 °C로 비교적 높은 온도가 

나타났고, 상부 플랜지 및 내부 격벽의 경우 각각 232 °C 및 

163 °C로 비교적 낮게 나타났으며, 이는 콘크리트 슬래브의 단열 

효과로 인하여 임계온도보다 낮은 온도분포가 나타났다.

시간에 따른 부재별 체적 온도분포는 열역학적 구조해석의 온도

하중으로 적용되며, 해석 결과 3,600 sec 일 때 최대 처짐 247.76 

mm가 발생되었으며, 전반적 처짐 및 변형 형상이 실제 발생된 

화재 후 처짐 형상과 잘 일치하였다. 

또한, 유조차 화재사고에 해당하는 160 MW 화재크기에 대한 

강합성 교량 상부구조의 구조성능을 평가한 결과, 화원 최상부에서 

교량하부까지 이격거리가 13 m 이상일 경우 유조차 화재사고에 

따른 손상파괴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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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emperature Distribution for the Vertical Distance (160 
MW)

Vertical distance

5 m 10 m 13 m 15 m

Bottom flange 763 °C 553 °C 501 °C 482 °C

Web 641 °C 465 °C 424 °C 394 °C

Top flange 393 °C 175 °C 131 °C 116 °C

Slab 681 °C 573 °C 568 °C 504 °C

Table 6. Damage Assessment for the Critical Temperature

5 m 10 m 13 m 15 m

Steel 

girder

Bottom flange failure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Web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Top flange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Slab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no failur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