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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축물의 규모가 형화 되고 용도가 다양해지면서 구조계획의 측면에서 공간

의 효율성  구조 안 성 확보를 해 다양한 구조시스템을 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건축재료  가공기술이 향상됨에 따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구조시스템들

의 구 이 가능해지고 있다. 그  콘크리트 충 강 (합성)구조는 인장력을 부담하는 

강 이 외측에 있고, 압축력을 주로 부담하는 콘크리트가 내측에 있어 강 이 내부 콘

크리트를 구속하는 한편 콘크리트가 강 의 국부좌굴을 막아주는 효과에 의하여 강도, 

연성  에 지 흡수능력이 우수한 구조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단면형상에 따른 

CFT 합성기둥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고 이를 향후 CFT 합성기둥의 성능설계를 한 기

자료로 제시하고자 한다.

2. 본  론

단면형상에 따른 CFT 합성기둥의 내화성능을 평가를 하여 실험체의 외부강 은 

원형으로 강종 SPSR400을 사용하여 지름이 400 ㎜, 500 ㎜인 원형 강 을 외측에 배

치하고 내부에는 60 MPa 고강도 콘크리트로 구성하 다. 특히 CFT-500PD 실험체의 

경우 지름 300 ㎜의 강 으로 보강하여 내력을 향상시키고 내화성능을 비교하 다. 

한 설계하 에 따라 하 을 다르게 부여하여 일정 하 비에서 내화성능을 검증하 다. 

Table 1.은 실험체 구성  내화실험을 한 재하하 이다.

실험체 외부강 내부보강 높이 (mm) 축력 (kN)

CFT-400P 400-9T - 3700 2300

CFT-500P 500-12T - 4000 3500

CFT-500PD 500-12T 300-8T 4000 9000

Table 1. Composition of specimen & Load for fire test

 

실험결과, CFT-400P의 2300 kN의 하 을 제하 할 경우 120분에서 변  –3.0㎜, 변

형률 –0.09㎜/min로 나타나 내화성능은 120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

다. CFT-500P의 경우 116분에서 변  –41.7㎜, 변형률 –16.03㎜/min로 나타나 내화

성능은 115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단된다. CFT-500PD의 경우 180분에서 변  

–8.3㎜, 변형률 –0.05㎜/min로 나타나 내화성능은 180분 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

로 단된다. Table 2.는 실험체별 내화성능이며, Figure 1.은 시간에 따른 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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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체 시간(분) 변 (㎜) 변형률(㎜/min) 내화성능

CFT-400P 120 -3.0 -0.09 120분 이상

CFT-500P 116 -41.7 -16.03 115분

CFT-500PD 180 -8.3 -0.05 180분 이상

Table 2. Fire resistance performance by displacement and rate of displacement

(a) CFT-400P (b) CFT-500P (c) CFT-500PD

Figure 1. Displacement of CFT column.

   

3. 결  론

본 연구에서 CFT 합성기둥의 내화성능 평가를 통하여 향후 성능설계의 기 자료로 

제시하고, 행 인정제도의 틀에서 경제성과 사용성을 감안한 최 의 CFT 합성기둥을 

도출하기 하여 내화실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CFT 합성기둥의 내화실험 결과 내부보강을 하지 않은 실험체의 경우 CFT-400P

는 2300kN의 하  재하 시 120분 이상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CFT-500P의 경우 3500kN의 하  재하 시 116분의 내화성능을 확보 할 수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내부보강을 한 실험체의 경우 모두 180분 이상의 내화성능을 확보 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강 이 원형이고 내부보강 한 원형인 CFT-500PD의 경

우 180분에서 변 가 –8.3㎜ 수 으로 가장 우수한 성능으로 확보 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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