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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단면형상계수는 세계적으로 흔하게 활용되는 공학적 내화구조 성능평가 방법이지만 국내의 경우 단면형상계수의 적용

을 위한 제도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실제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철골조 건축물에서 원형 강관의 사용을 흔히 볼

수 있으나, 인정기관으로부터 성능을 인정받은 뿜칠 피복 철골 보 및 기둥은 대부분이 H형강으로 한정되어 있다. 비재하

시험의 특성상 H형강은 관련규정에 따른 시험규격으로 부재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크기의 제한 없이 인정범위가 부여

되나, 이형 강관의 경우는 형상별로 별도의 내화성능에 대한 인정을 받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합리적인 내화구조의

인정범위를 설정할 수 있도록 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여 뿜칠 피복재의 원형 강관의 적용을 위한 표준 시험체 규격을 제

시하고자 한다.

ABSTRACT

The cross-sectional shape factor is used worldwide to evaluate the scientific performance of fire-resistant structures. In

South Korea, however, a system for applying a cross-sectional shape factor has not been arranged and circular or rectan-

gular steel pipes are commonly used for large-scale steel frame buildings. On the other hand, coating material-spray steel

beams and pillars that have received the certification of a fire-resistant structure from recognized organizations are mostly

limited to a H-beam. A H-beam is granted a wide range of certifications without size limitations from a non-loading per-

formance test with test standards based on the relevant provisions. Other types of steel pipe are to be certified for fire-

resistance according to shape. In this study, a cross-sectional shape factor was used to propose standard testing specifica-

tions for the application of coating material-sprayed circular and rectangular steel pipes, eventually to set the scope of cer-

tification for reasonable fire-resistant structures.

Keywords : Fire resistant structure, Fire protection, Cross-sectional factor, Coating material-sprayed circular column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건축기술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신기술이 현장에 적용

되고 있으며, 특히 원형 및 각형강관 등의 다양한 형태의

강관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철강재의 경우 부재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내구성과 강성이 감소하게 되며 특히 400
o
C

부터 700
o
C 사이에서 현저한 강도저하가 초래된다. 이를

방지 위해 대부분의 철강재는 허용 온도가 초과하지 않도

록 적절한 피복재로 부재를 덮는 공법을 적용하고 있다.

즉, 화재시 노출강재의 강도저하에 따른 건축부재의 붕괴

로 인한 인명과 재산의 피해는 충분히 예측이 가능한 수준

이므로 대부분의 철골부재는 내화피복으로 그 허용한계를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하

피난 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요구 내화시간 이내로 유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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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인정 내화구조는 피난규칙에 따라 주요 구성제품

의 생산 공장에 대해 일정수준 이상의 품질관리수준의 확

보를 요구하고 있으며 내화성능시험을 통해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고 있다. 인정내화구조는 다시 일반 인정구조와

내화구조 표준 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1)

 2006년도부터

관련 규정에 명기되어있는 내화 성능설계는 국내에서 검

증된 설계방법이 없어 아직 적용한 실적이 없다. 대부분의

해외 선진국의 경우 공학적인 계산법에 따라 내화구조의

인정범위를 확대할 수가 있으며, 특정 피복제품에 대해 다

양한 평가방법으로 성능별 시방기준을 인정하고 있다. 그

러나 국내의 경우에는 신청구조에 대해 성능을 시험한 결

과에 한해서 인정범위를 부여받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성능시험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많은 시험

을 수행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며 특히, 도료 및 뿜

칠재로 내화피복된 철골구조의 대부분은 H형강을 주요 골

조로 하고 있으나 해당 인정서로는 동일피복재를 원형 강

관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인정을 받고 있다
(2)

. ‘내화

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843호)

(이하 내화기준) 및 ‘내화구조 인정 및 관리업무 세부운영

지침’(이하 내화지침)에서는 비재하 시험을 위한 H형강의

표준 시험규격을 Table 1과 같이 제시하고 있으나
(3)

. 원형

또는 각형 강관 및 합성 보 또는 기둥의 비재하시험을 위

한 시험규격은 규정화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한국산업표준(KS F 2848)에서 제시하고 있는

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여 H형강으로 인정받은 내화 피복

재를 원형 및 각형 강관에도 적용 가능하도록 공학적인 계

산을 기반으로한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어지고 있으며, 다

양한 형상의 강종에 대한 내화피복재의 성능 인정을 위한

표준 시험규격의 제시가 필요하다. 이러한 제도의 발전은

궁극적으로 내화성능설계를 가능하게 하는 초석이 될 것

이다.

1.2 연구의 목적

내화구조로 인정받은 도료 및 뿜칠 피복 철골보 및 기둥

구조는 93개(2015년 11월 기준)가 있다. 이중 합성구조를

제외한 대부분의 구조가 H형강을 골조로 하고 있으며
(4)

피복재 제조공장의 품질관리 상태 확인후 내화시험 및 부

가시험 등의 성능시험을 통해 인정을 받고 있다.

대부분의 인정구조는 강종의 크기와 내력에 상관없이

피복재의 두께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비재하 시험방법을

선호하고 있다. 내화구조는 내화기준 및 지침에 따라 신청

자가 제시한 피복두께로 시공된 강재의 성능시험을 통해

합부를 결정하고 있으나, 새로운 기술로 개발되어진 피복

재의 성능을 분석하여 적정 두께를 제시하는 등의
6)

 제도

적 개선도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내화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H형강의 한

국산업표준(KS F 2848)의 단면형상계수 148.6(기둥)을 기

준으로 다양한 단면형상계수별 원형 및 각형 강관에 대해

비교시험을 수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현행 인정성능과 대

응할 수 있는 원형 및 각형강관의 표준 규격을 제시하고자

한다.

단면형상계수 = Hp/A (m − 1)

Hp: 화재에 노출된 단면둘레의 길이(m)

A: 강재의 단면적

2. 해외제도 조사 및 기존 연구 고찰

2.1 해외 제도 조사

유럽에서는 BS5950-8에 따라 철강 구조물의 내화성능

을 확보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단면계수(Hp/A

또는 A/V)를 적용하여 피복재의 두께를 제시하고 있다.

Association for Specialist Fire Protection (ASFP)의 Yellow

Book에서는 하중비에 대한 강재의 한계온도를 제시하고

있으며, 각 부재의 한계온도는 UK Engineering Council에

등록된 자격보유자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내

화구조의 평가를 위한 시험은 Table 2와 같이 강재의 단면

형상계수별 시험규격으로 수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6)

.

성능평가 결과 내화구조는 각 부재의 단면형상계수에 대

해 성능시간별 피복두께로 인정하고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NZS 3404:1992에 따라 강부재의 한계

온도를 결정하고 표준화재시험을 통해 한계온도에 도달하

는 성능평가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강구조의 내화성능시간

은 상기 코드에서 아래와 같이 정의하고 있다
(15)

.

T1 : 강재한계온도

Hp/A 단면형상계수

미국은 내화피복재료의 종류, 사용두께에 따라 1시간~4

시간의 내화성능을 설정하여 건축물의 용도 및 부위에 적

합한 내화구조를 선정하고 적용하고 있다. Underwriter’s

Laboratoties (UL)의 경우 Certifications Directory에서 명

기되어있는 Design에 따라 피복재에 대해 단면계수(W/D)

별로 다양한 시험을 통해 재료의 피복두께를 인정하고 있

다
(6)

. 이 경우 W는 단위길이에 대한 강재의 무게이며, D

t = − 5.2 + 0.221T
1
 + 

3.40T
1

Hp/A
----------------

Table 1. Specimen Size and Length

Division Beam Column

Kinds of Steel SS400 (KS D 3503)

Size (mm) H-400 × 200 × 8 × 13 H-300 × 300 × 10 × 15

Length (mm) 4700 3000

Section Factor

(Hp/A)
164.5 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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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강재의 화재 노출길이를 뜻한다. 한국산업표준에서 단

위면적대비 화재에 노출된 단면 둘레의 길이로 단면형상

계수를 정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강재조

건하에서는 기본 원리는 유사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UL로부터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강재의 W/D별로

다양한 부재에 대한 성능시험을 통해 재료의 성능별 피복

두께를 인정을 받고 있는데 W/D 값은 미국 철강 건설 협

회에서 공표하고 있다. 이는 시험 결과에 대한 합격 여부

로만 판단하고 있는 국내와는 차이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

도성능적 내화설계법을 권장하고 있으며, 국토교통성 고

시를 통해 성능설계를 시행하고 있다. 건축기준법에서는

국토교통성 장관이 정한 사양적 구조방법을 이용하거나

국토교통성 장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성능규정을 모두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8)

. 또한, 기둥 · 보에 적용되는 강

재를 단면형상에 따라 몇가지 타입으로 분류하여 각각에

대한 내화피복두께를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강재의 온도기준은 한국산업표준의 부

속서에 따르고 있으나 이는 다양한 강재의 한계온도에 대

한 유연성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또한 개별 부재의 시험

결과에 대한 성능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형태의 이

형강관에 대해 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의 시

험을 통해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실정이므로 국내에서도

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시급함을

알 수 있다.

2.2 관련 연구 고찰

내화기준에는 신청자는 구조의 내화성능을 인정받기위

해 재하시험 또는 비재하 시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규정하

고 있다. 그러나 국내 가열로의 허용한계를 벗어난 부재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 방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내화

피복 합성 보 및 기둥구조의 경우에는 허용 가능한 재하량

으로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한 후 비재하 시험을 통해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공학적 계산 방법을

활용하기 위해 2006년에 성능적 내화설계 방법을 마련하

기 위한 관련 조항이 마련되었으나 이후 제도적으로 검증

된 설계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내화지침에는 내화구조로 인정을 받기 위해 H형강을 제

외한 강종에 대해서는 시험체 표준 규격이 제시되어있지

않다. 김선희 등은 내화페인트를 시공한 철골기둥에 대해

단면형상계수를 활용하여 원형 및 각형 강관의 성능평가를

위한 표준 시험규격을 제시한 바가 있다
(8)

. 전수민 등은 내

화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H형강의 표준 시험체에 대해 단

면형상계수가 다름에도 보와 기둥의 시험 결과 값에 대해

유의한 차이가 없음을 연구하였고
(7)

, 정청훈 등은 보 부재

의 한계온도가 기둥보다 높기 때문에 보와 기둥의 피복두

께가 다름을 연구하였다
(9)

. 권인규 등은 구조용 강재의 허

용온도 기준을 검증하였으며, 하중비에 따른 온도 설정방

법 및 단면형상계수의 활용 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17)

.

일반적으로 단면형상계수는 Hp/A는 강재가 온도에 따

Table 2. A/V Section Factor for Test and Assessment - Passive Protection System (ASFP -Yellow Book)

A/V Section factor

Profile Protection

A/V Section factor

Box Protection

Thickness Factor

K

Loaded steel I section beams

305 × 127 mm × 42 kg/m 180 140 1.0

305 × 127 mm × 42 kg/m 180 140 0.0

Loaded steel I section column

203 × 203 mm × 52 kg/m 180 125 1.0

1 m long unloaded specimens

Beams

305 × 102 mm × 25 kg/m 285 225 0.2

305 × 102 mm × 25 kg/m 285 225 0.8

254 × 146 mm × 31 kg/m 230 160 0.5

254 × 146 mm × 43 kg/m 170 120 0.4

356 × 171 mm × 67 kg/m 140 105 0.5

356 × 171 mm × 67 kg/m 140 105 0.8

Columns

203 × 203 mm × 52 kg/m 180 125 1.0

254 × 254 mm × 89 kg/m 130 090 0.2

152 × 152 mm × 30 kg/m 235 160 0.0

254 × 254 mm × 132 kg/m 090 065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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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늘어나는 비율이 화재에 노출되는 강재의 표면적(A)에

반비례하며 단면의 질량 및 부피(Hp)에 비례하게 되므로,

단면계수가 작은 부재는 단면계수가 큰 부재와 비교하여

온도상승폭이 느리게 될 것이다. 단순 시험결과만을 인정

하고 있는 국내 내화 뿜칠피복재의 다양한 강재 적용여부

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인정기관으로부터 인정

을 득한 기존 제품을 적용하여 그 결과를 비교 및 고찰하

고자 하였다.

3. 시험계획 및 시험조건 검토

3.1 성능시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내화기준 및 내화지침에 따라 한국산업표

준(KS F 2257-1)에 따른 시간-온도 곡선을 적용하였다
(10)

.

T = 365log10(8t + 1) + 20

T: 가열로 내 평균온도(
o
C)

t: 시간(분)

기둥의 내화성능은 내화기준 및 한국산업표준(KS F

2257-1)에 따라 가열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강재의 한계온

도(평균 538
o
C, 최대 649

o
C) 초과여부로 성능을 확인하

였다
(11,12)

. 비재하 시험에 따른 피복재의 차열성능을 평가

하였므로 다수의 시험 결과를 확보하기 위해 단주시험

(1 m)을 실시하였으며, 기존의 인정 내화구조의 성능(1시

간, 2시간, 3시간)별 피복 두께를 적용하여 시험을 수행하

였다.

내화기준에 따른 성능평가 방법은 3 m의 내화피복 철골

구조를 요구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보다 많은 시험결

과를 확보하기 위해 1 m 단주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내화구

조 인정을 위한 시험규격과 동일한 단면의 H형강(300 mm

× 300 mm × 10 mm × 15 mm) 시험체를 추가하여 비교하

였다. 다만, 일부 강재의 경우 한국산업표준(KS F 2848)

에서 제시하고 있는 규격과 실제 생산규격과의 차이가 있

어 별도 제작하였다.

뿜칠 피복재는 한국건설기술연구원으로부터 내화기준에

따라 인정받은 S사의 제품을 사용했으며 피복 두께 및 밀

도 등은 아래와 같다.

열전대는 시스열전대를 강관 단면의 3군데 이상 측정하였

으며 평가는 한국산업표준 KS F 2257-6,7 부속서에 따라

평균온도 538
o
C, 최고 온도 649

o
C를 기준으로 하였다

(11,12)
.

온도측정 위치는 대칭의 원형강관의 3면에 대해 1 m 단

주의 중심높이에서 측정하였다.

단주에 시공된 뿜칠재는 내화구조 세부 인정내용을 준

수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의 효율성을 위해 수평가열로내에 단주를 배치하였

으며 상하부로부터의 열침투 방지를 위해 불연성 재료인

세라크울로 피복한후 내화 성능시험(1시간~3시간)을 수행

하였다.

Table 3. Test Specimen

Kinds of Steel Dimention (mm) KG/m Hp/A

H-Type 300 × 300 × 10 × 15 94.0 148.6

□-Type
400 × 200 − 9.0 80.6 116.8

300 × 300−9.0 80.6 116.8

○-Type

Φ165-6.0 23.6 172.9

Φ165-6.5 - 160.2

Φ190.7-6 27.3 172.0

Φ190.7-8 36.9 129.7

Φ267.4-9 57.3 114.9

Φ318.5-6 46.2 169.8

Φ318.5-9 68.7 114.3

Figure 1. Thermocouple location.

Table 4. Fire Resistance Certificate Lists of Sprayed

Fire resistance

rating (h)

Thickness

range (mm)

Density

(g/cm
3
)

Adhesive

strngth (N/cm
2
)

1 12 ≥ 0.33 ≥ 5.6

2 22 ≥ 0.33 ≥ 5.6

3 32 ≥ 0.33 ≥ 5.6

Figure 2. Specimens (before test).

Figure 3. Specimens (afte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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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험 결과 비교

H형강으로 1시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뿜칠 피복재(12

mm)로 시공한 강관의 동일 시간대의 시험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으며, 원형강관의 단면형상계수는 아래의 식을 활

용하였다.

l: 지름

t: 강관두께

아래의 Table 6에서 1시간 내화실험 결과를 그래프로 나

타냈으며, 현행 1시간 내화인정을 받은뿜칠 피복재를 시공

한 강재의 단면형상계수별 시간-온도곡선 그래프와 시험

결과의 추세선을 제시하고 있다.

H형강으로 2시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뿜칠 피복재

Hp/A = 
4l

l
2
 − l − 2t( )

2
------------------------------

Table 5. Test Results (1 hr)

Kinds of

Steel

Specification

(mm)

Hp/A

(m
−1

)

Result

(min)

H (1 m) 300 × 300 × 10 × 15 148.6 53

□

(1 m)

400 × 200 − 9.0 116.8 60

300 × 300 − 9.0 116.8 50

○

(1 m)

Φ165-6.0 172.9 48

Φ165-6.5 160.2 40

Φ190.7-6 170.7 40

Φ190.7-8 129.7 60

Φ267.4-9 114.9 60

Φ318.5-6 169.8 53

Φ318.5-9 114.3 60

Table 6. Continued

Φ165-6

(172.9)

Φ165-6.5

(160)

Φ190.7-6

(172)

Φ190.7-8

(129.7)

Φ267.4-9

(114.9)

Φ318.5-6

(169.8)

Table 6. Graph of Test Results (1 hr) Unit: mm (Hp/A)

300 × 300 × 10 × 15

(148.6)

400 × 200 − 9.0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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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m)로 시공한 강관의 시험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300 × 300의 9 mm 두께의 각형강관은 열전대중 일부 센

서의 입력오류에 따라 데이터가 측정된 중심부의 결과값

Table 6. Continued

Φ318.5-9

(114.3)

Trend line of

Test Results

Table 7. Test Results (2 hr)

Kinds of

Steel

Specification

(mm)

Hp/A

(m
−1

)

Result

(min)

H (1 m) 300 × 300 × 10 × 15 148.6 78

□

(1 m)

400 × 200 − 9.0 116.8 80

300 × 300 − 9.0 116.8 83

○

(1 m)

Φ165-6.0 172.9 66

Φ165-6.5 160.2 68

Φ190.7-6 172.7 58

Φ190.7-8 129.7 88

Φ267.4-9 114.9 80

Φ318.5-6 169.8 75

Φ318.5-9 114.3 79

Table 8. Graph of Test Results (2 hr) Unit: mm (Hp/A)

300 × 300 × 10 × 15

(148.6)

400×200 − 9.0 

(116.8)

Table 8. Continued

Φ165-6

(172.9)

Φ165-6.5

(160)

Φ190.7-6

(172)

Φ190.7-8

(129.7)

Φ267.4-9

(114.9)

Φ318.5-6

(169.8)

Φ318.5-9

(114.3)

Trend line of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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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였다. Table 8에서 2시간 내화인정구조의 피복두

께를 적용한 강재의 단면형상계수별 시간-온도 그래프와

추세선을 제시하였다.

H형강으로 3시간 내화성능을 인정받은 뿜칠 피복재

(22 mm)로 시공한 강관의 시험결과는 Table 9와 같다.

Table 10에서는 3시간 내화인정 뿜칠피복 철골구조의

피복두께를 적용한 강재의 단면형상계수별 시간-온도 그

래프와 추세선을 제시하였다. 3시간 내화실험 결과 현행

내화구조 인정용 기준 규격인 H형강의 피복재가 일부 탈

락하는 등의 변수가 발생함에 따라 실험 결과의 오차범위

가 다소 크게 발생하였다. 즉, 3시간 H형강 시험체의 평가

결과가 86분경의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으나 이는 시험체의

피복재 탈락에 의한 내부강재의 열침투가 이루어진 결과

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내화기준 및 지침에서 제시되어 있

Table 10. Graph of Test Results (3 hr) Unit: mm (Hp/A)

300 × 300 × 10 × 15

(148.6)

400 × 200 − 9.0

(116.8)

Φ165-6

(172.9)

Table 9. Test Results (2 hr)

Kinds of

Steel

Specification

(mm)

Hp/A

(m
−1

)

Result

(min)

H (1 m) 300 × 300 × 10 × 15 148.6 086

□

(1 m)

400 × 200 − 9.0 116.8 123

300 × 300 − 9.0 116.8 118

○

(1 m)

Φ165-6.0 172.9 098

Φ165-6.5 160.2 090

Φ190.7-6 172.7 098

Φ190.7-8 129.7 129

Φ267.4-9 114.9 121

Φ318.5-6 169.8 106

Φ318.5-9 114.3 089

Table 10. Continued

Φ165-6.5

(160)

Φ190.7-6

(172)

Φ190.7-8

(129.7)

Φ267.4-9

(114.9)

Φ318.5-6

(169.8)

Φ318.5-9

(114.3)

Trend line of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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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은 원형 및 각형강관의 비재하 시험을 위한 단면을

제시하고자 현행 H형강의 단면형상계수를 기준으로 원형

및 각형강관에 대한 피복재 시험을 수행하였다.

(1) 단면형상계수가 동일한 각형 강관의 경우에도 정방

형과 비정방형의 1시간 내화성능 평가결과 정방형 50분,

비정방형 60분으로 측정되었으며 2시간 평가결과 정방형

83분, 비정방형 80분으로 측정되었으며, 3시간 성능평가결

과 정방형 118분과 비정방형 각관은 123분의 성능으로 측

정되었다.

(2) 원형강관의 경우 1시간과 2시간의 뿜칠재 피복 원형

강관의 성능은 단면형상계수와 유사한 거동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3시간의 경우에는 Figure 4와 같이 추세 중

심선으로부터의 편차범위가 다소 크게 발생하였으나, 측정

값은 기준 값보다 유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3) 1시간~2시간까지의 성능평가 결과 원형강관의 경우

지름 318.5 mm(두께 6 mm, Hp/A: 169.8)의 시험체는 현

행 내화구조 인정용 표준시험체(300 × 300 × 10 × 15, Hp/

A: 148.6)와 비교하여 단면형상계수가 화재에 불리한 조건

으로써 성능시험결과가 H형강 시험체(3 m)의 단주 시험체

의 시험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내화인정용

시험규격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3시

간 내화성능 평가결과 일부 부재가 중심 추세선과의 편차

가 발생하였으며 이는 부착강도 및 재료의 열적특성이 반

영된 결과로 사료되므로 안전율 등 추가적인 고려가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내화구조의 인정을 위한 제도

가 다양한 강재에 대해 최소한의 시험으로 평가될 수 있도

록 현행 표준 시험규격의 단면형상계수를 기준으로 원형

강관의 시험규격을 제안하고 있으나, 보다 다양한 단면형

상계수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조속히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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