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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된 양단 고정단 보부재의 고온 시 최대 내력과 처짐을 해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이 결과를 일

반강재 적용 정정 보부재와의 비교평가를 통하여 안전성을 평가한 결과,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의 내화성

능을 일반 강재 정정 보부재로 평가되는 것은 안전측이었으며, 부재길이가 길어지면 처짐의 증대와 최대 내력의 감소가

유발되는 등 이에 대한 보완책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The fire resistance of a statistically indeterminate beam made of fire resistant steel was analyzed using the mechanical

and thermal databases and compared with that of an indeterminate beam constructed of ordinary structural steel to not

only determine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a statistically indeterminate beam itself, but also to determine if it is sta-

ble to test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with a determinate beam built with ordinary structural steel instead of an inde-

terminate beam made from fire resistant steel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fire resistance of an indeterminate beam

consisting of fire resistant steels is better than that of a determinate beam made of SS 400 and if the length of the beam

built with FR 490 is longer, the displacement of the beam is higher. In addition, the fire test with a determinate beam

made of SS 400 is was more conservative than that of an indeterminate beam made of FR 490 in the range of the same

length. Therefore, another measure should be considered if beams built with FR 490 are longer than thos of SS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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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 목적

도심지에서의 화재발생은 건축 구조물의 구조내력 저하

및 인접 건축물로의 확산으로 도시 기능이 마비될 수도 있

다. 따라서 건축물의 화재 발생에 대한 예방과 진압의 필

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고, 주요 구조부에 대한

내화성능의 필요성 인식이 제고되고 있다. 특히 건축물에

적용되는 구조용 강재의 경우, 용접성능은 기존 용접 구조

용 강재와 동일하나 고온 시 내력저항 성능을 향상시킨 건

축용 내화강재가 새로운 구조재료로 개발되었다
(1,2)

.

일반적으로 구조용 강재가 적용된 건축물의 구조형식은

보와 기둥으로 형성되는 라멘 구조이다. 특히 거주와 보관

의 주 공간인 바닥의 하중은 보부재에 의해서 지탱되고,

기둥부재로 전달된다. 이와 같은 보부재의 단면결정은 바

닥에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에 좌우되며, 특히 경계조건에

따라 단면의 크기가 결정된다. 따라서 경제적인 구조설계

측면에서 양단 고정단으로 설계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내의 시행되고 있는 보편적인 보부재 내화성능 평가

는 일정한 단면크기와 통상적 일반 구조용 강종 그리고 단

순보의 경계조건으로 평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

따라서 양단 고정단으로 설계되고,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된 보부재의 고온 시의 구조적 거동 확인이 필요하고,

또한 일반 강재와 단순보로 평가되는 현행 평가 방법과의

비교를 통한 안전 측 확인 또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건축용 내화강재의 고온 기계적 특성

과 열적 특성을 이용하고, 열전달 이론과 열응력 해석을

통한 고온 시 거동을 평가하고, 동일한 과정을 통한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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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와 단순보에 의한 현행 내화구조 성능평가 비교를 통

하여 안전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건축용 내화강재를 사용한 양단 고정단보의 내화성능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건축용 내화강재의 고온특성

데이터베이스 및 고온 구조 모델 그리고 고온 시의 선팽창

및 열전도 특성을 활용한다. 고온 시의 구조내력을 평가하

기 위한 보부재의 크기는 강재 보부재의 내화성능을 평가

하는 통상적 크기인 H-400 × 200 × 8 × 13로 하고, 화재의

크기는 한국산업규격 (KS F 2257-1)
(4)
에 정의된 표준화재

곡선으로 하며, 화재지속시간은 1시간으로 한다. 그리고

실제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되는 보부재 길이에 따른 고온

내력 저감특성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부재 길이를 내화시

험에 사용되는 표준크기인 4,100 mm을 바탕으로 4,400 mm

그리고 4,700 mm로 설정한다.

본 논문에서는 우리 나라에서 개발된 FR 490강재(항복강

도 33 MPa)인 건축용 내화강재를 적용한 부정정 보부재의

고온 내력을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내화구

조 시험조건인 일반 강재 적용 보부재(항복강도 24 MPa, 정

정구조)와 비교, 평가함으로써 안전성을 검토하고, 보부재

길이 변화에 따른 내화성능 감소 경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2. 기존연구의 고찰

건축용 내화강재는 용접성과 고온 시 구조거동 유지성

능이 우수한 강재이며, 특히 600
o
C에서도 상온의 설계내

력을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강재이다. 이

와 같은 특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건축용 내화강재는 특수

합금인 크롬과 몰리브덴 등이 포함되어 있다
(1,2,5,6)

.

강구조 건축물의 고온 시 내력평가에 적용되는 강재의 고

온 데이터베이스는 유러코드 3
(7)
의 자료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그러나 유러코드의 강재 특성 자료는 일반강재를 대

상으로 구축된 재료의 고온 특성이므로 보편적으로 활용하

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내화강재 적용 강구조

건축물의 고온 해석 연구에는 내화강재의 고온물성 등을 토

대로 해석을 수행한 Sakumodo
(8,9)
의 연구가 있고, 고온 시

의 보 및 기둥부재의 해석적 내력평가는 재료의 고온물성평

가 결과를 활용한 Yang과 Chung의 연구가 있다
(10,11)

. 우리

나라에서는 강재의 고온 물성과 열응력 해석을 토대로 건

축용 내화강재를 적용한 정정 보부재를 대상으로 권인규

의 해석적 연구가 진행되었다
(12)

.

3. 부정정 보부재의 해석적 내화성능 평가

3.1 보부재의 경계조건 별 내력산정

강재보의 해석적인 내화성능 평가를 위한 경계조건과

재하조건은 현재 적용되고 있는 강재 보부재의 재하가열

시험 조건을 참고하여 다음 Figure 1과 같이 계획하였고,

정정 및 부정정 보부재의 최대하중을 각각 계산하였다.

3.2 경계조건에 따른 내력과 처짐 계산

3.2.1 단순보

강재보의 내화성능 또는 피복재료의 두께 결정을 위한 내

화시험 시 경계조건은 한단 힌지단 그리고 타단 회전단으로

구성되는 단순보가 일반적이다. 단순보의 단면은 보부재에

발생되는 최대 모멘트에 견딜 수 있는 부재로 설계되므로

고정단 조건의 강재보에 비해서 단면이 커질 수 있다.

재하가열시험을 위한 최대하중은 작용 하중에 따른 최대

모멘트와 허용 휨응력의 산출이 요구된다. 그리고 고온 시

내력 평가를 위한 본 논문에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강재의

단면적 변화 그리고 횡좌굴 발생은 없는 것으로 가정한다.

스팬 4,100 mm인 보부재의 허용 휨응력은 다음 식(1),

(2)에서 큰 값으로 설정한다
(13)

.

(1)

여기서, fb는 허용휨응력도(MPa), lb는 압축플랜지 지점

간 거리(cm), h는 보춤, Af는 플랜지 단면적(cm
2
)이다.

(2)

fb = 
900

lb h×
Af

------------⎝ ⎠
⎛ ⎞
----------------- = 

900

410 40×
20 1.3×
--------------------

-------------------- = 
900

630.77
---------------- = 142.7 MPa( )

fb = 1 − 
0.4

lb

ib
---⎝ ⎠

⎛ ⎞
2

Cm λp( )2⋅
---------------------- ft×

= 1 − 
0.4

410

4.24
----------

⎝ ⎠
⎛ ⎞

2

1 103.04
2×

-------------------------- 216.7 = 150.10 MPa( )×

Figure 1. Load distribution condition for each b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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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는 단면 2차 반경, λp는 한계 세장비이다.

식(1), (2)의 결과로써 최대 휨응력도는 150.10 MPa이며,

최대하중은 다음 식(3)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3)

M는 최대모멘트(N · m), Z는 단면계수(m
3
)이다.

재하가열시험에 적용되는 4점 재하방식의 최대 휨모멘

트는 다음 식(4)와 같다.

Mmax = 2P × (0.82 + 0.82 + 0.41)

Mmax = − P × (0.82 + 0.41) − P(0.41) = 2.46P (4)

따라서 한 점 P에 작용하는 하중은 72.61 kN이고, 전체

최대하중은 4P = 290.44 kN이다.

3.2.2 양단 고정보

부정정 구조물은 힘의 평형 조건식으로 반력을 구할 수

없는 조건이므로, 부정정 강재보의 최대하중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작용 하중조건에 따른 최대 모멘트가 요구된다.

길이 4,100 mm인 보의 단부 처짐각은 식(5)로 산출되고,

Mohr 정리가 적용되었다
(13)

.

(5)

여기서, E는 탄성계수, I는 단면 2차모멘트이다.

다음 식(6), (7), (8)은 휨이 작용되는 단순보의 단부 처

짐각과 단부 모멘트 계산에 이용된다.

(6)

여기서, MA는 A 지점에 작용 모멘트이다.

따라서

(7)

가 된다.

따라서 단부 모멘트의 크기는 식(8)과 같다.

MA = MB = 1.63P (8)

탄성하중법에 따라 보의 최대 처짐을 계산하였고, 단순

보의 모멘트가 하중으로 작용하였을 경우, 보 중앙부의 최

대 모멘트는 식(9)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9)

식(10)을 이용하여 단순보의 최대 모멘트를 산출한다.

(10)

식(9)와 식(10)에 의해서 고정단 보의 최대 모멘트가 산

출되고(식(11)), 이 값이 최대 처짐량이다.

(11)

따라서 고정단 보에 작용하는 단부의 모멘트에 따라 하

중의 크기는 다음 식(12)에 따라 계산된다.

1.63P = fb · Z (12)

따라서 P = 109.58 kN이므로, 4점 지지의 하중은 438.33

kN이다.

3.3 건축용 내화강재의 고온 특성

부정정 조건인 내화강재 적용 보부재의 고온 시 내력특

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도변화에 따른 항복강도와 탄

성계수 및 비열과 선팽창계수의 특성 변화 자료가 요구된

다. 따라서 본 논문에 적용된 건축용 내화강재의 기계적

특성과 선형 열팽창 특성 및 비열은 기존연구 결과를 참고

하였다
(12)

.

4. 고온 내력평가

4.1 보부재의 표면온도 변화

화재와 같은 고열 조건에서의 기둥과 보의 거동은 표면

온도에 크게 좌우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수식(13)을

적용하여 표면온도를 계산하였다
(14)

.

(13)

여기서, Δθs는 강재 표면온도 차(
o
C), α는 대류와 복사

에 의한 열전달계수(W/m
2o

C), rs는 강재의 밀도(kg/m
3
),

cps는 강재의 비열(J/kg · K), Fs는 화재에 노출된 강재의 단

위 길이당 강재 표면적(m
2
/m), Vs는 강재 단위 길이당 체

적(m
3
/m), θt는 시간 t에서의 표면온도가열곡선상의 온도

(
o
C), θs는 시간 t에서 강재의 온도(

o
C)이고, Δt는 시간의

간격이다.

화재를 모사하는 대류 그리고 복사 열전달계수는 다음

식(14)를 적용하였다.

(14)

여기서, εr는 복사능이고, 0.5를 적용하였다.

4.2 해석적 내화성능 결과

건축용 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의 해석적 내화성능은

강재의 열적, 기계적 특성 변화에 따른 내력과 처짐을 계

산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화된 STA-FR
(15)
을 이용하였다.

fb = 
M

Z
-----

θA
1

 = 
3.35P

EI
--------------

θA
2

 = − 
MAl

2EI
----------

θA
1

 = θA
2

 = 
3.35P

EI
-------------- = − 

MAl

2EI
----------

M = 
4.13P

EI
--------------

M = 
3.42P

EI
--------------

M = 
0.71P

EI
--------------

Δθs = 
α

γscps
-----------

Fs

Vs

------ θt − θs( )Δt⋅

α = 23 + 
5.77εr
θt − θs

----------------
θt + 273

100
--------------------

⎝ ⎠
⎛ ⎞

4

 − 
θs + 273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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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최대하중 변화

실제 강구조 건축물에 적용될 수 있는 길이를 변수로 설

정하고, 각각에 대한 최대 모멘트와 최대 하중을 계산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 보 길이 변화에 따른 최대하중, 최

대모멘트 계산은 보 길이 4,100 mm에 작용하는 하중을 기

본으로 설정하였다.

각 온도별 보부재의 내력은 강재 표면온도 상승에 따른

항복강도와 탄성계수가 저하되므로 감소하게 된다. 강재

보부재의 표면온도 상승에 따른 내력 감소는 Figure 2와

같다. 그림에 나타난 바와 같이, 동일한 단면인 경우, 부정

정 보부재가 상온에서 일반 강재 정정보에 비해서 높은 내

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정 온도까지 높은 내력을 유지하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500
o
C 이후 온도구간에서는 건

축용 내화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의 내력이 상대적으로

급히 감소하지만, 900
o
C까지 내력감소 측면에서 일반강

재 정정 보부재보다 안전측으로 판단되었다.

일반강재 보부재 길이 4,100 mm를 대상으로 하고 보부

재 길이 4,100, 4,400 mm, 4,700 mm인 고정단 강재보의

내력 감소 경향을 Figure 3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나타

난 바와 같이 일반강재 보부재 길이 4,100 mm의 고온내력

과 고정단 보부재 길이 4,700 mm의 고온내력 감소 경향은

다소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되고, 동일한 보부재 길이에 대한 내화성능을 일반강

재 정정 보부재로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것은 안전측이나,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되고 부정정 보부재가 길어질 경

우에는 현행의 보부재 길이로 평가된 결과를 모든 길이에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Table 1. Maximum Moments and Maximum Loads Versus

Lengths of Beam

Lengths

(mm)

Maximum moment

(kN/m)

Maximum load

(kN)

4100 1.63P 438

4400 2.33P 286

4700 2.53P 241

Figure 2. Maximum loads versus temperatures. Figure 5. Deflections versus lengths and temperatures.

Figure 4. Deflections versus times and different type of beam

(4100 mm).

Figure 3. Maximum loads versus lengths and temperatures.

4.2.2 처짐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고정단 4,100 mm 강재보와 일반

강재와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된 단순보 강재보의 표면

온도 상승에 따른 처짐을 계산한 결과는 Figure 4와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된 단순보 그리

고 일반 구조용 강재 적용된 단순보, 건축용 내화강재가

적용된 양단 고정단 보부재의 순으로 처짐량이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를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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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재 정정 조건으로 내화성능 평가하는 것은 안전측으로

나타났다.

고정단 강재보의 표면온도 변화 및 길이변화에 따른 처

짐량을 해석한 결과는 Figure 5와 같다. 부재 길이가 증가

됨에 따라 처짐량은 많게 나타났다. 그러나 4,100 mm인

단순보인 강재보는 가장 긴 4,700 mm의 고정단보다 처짐

량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처짐측면에서 부재길

이 4,100 mm의 일반강재 정정 보부재로 부재길이 4,700

mm인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를 평가하는

것은 안전측이라 판단되나, 이후의 길이에 대해서 일반강

재로 평가되는 것은 보완 및 확인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5. 결 론

건축용 내화강재로 구성되고, 양단 고정단의 부정정 구

조물인 보부재의 내화성능을 해석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정정 구조물인 일반 강재 적용 보부재와의 내화성능 비교

를 통하여 실제 강구조 건축물의 화재 시 구조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한 본 연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

하였다.

1. 건축용 내화강재로 제작된 부정정 보부재의 고온 시

구조내력 감소 및 부재 길이에 따른 처짐특성을 해석적으

로 평가하였다.

2. 동일 부재길이(4,100 mm)를 대상으로 건축용 내화강

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의 내화성능을 일반강재 적용 정정

보부재로 평가하는 것은 고온 시 내력감소 측면에서 안전

측으로 나타났다.

3.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 고온 시 처짐은

부재길이가 길어지면 증가되고, 부재길이 4,700 mm의 처

짐크기는 일반강재 적용 보부재(길이 4,100 mm)보다 작게

나타났다.

4.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부정정 보부재의 고온 시 내력

성능을 일반강재 적용 정정 보부재로 평가하는 것은 동일

길이에서 안전측이나, 보부재의 길이가 길어질수록 처짐과

최대 내력의 저하 부분에 대한 보완과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5. 향후 건축용 내화강재 적용 정정 및 부정정 보부재의

비재하가열시험 및 하중재하 가열시험에 의한 정량적 내

화시험 비교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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