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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possibility of development of composite fireproof board type that is 

to improve the resistance of fireproof material and the problem of a conventional fire proof 

covering methods to prevent spalling failure of high strength concrete members.

요  약

  본 연구는 고강도 콘크리트부재의 폭렬방지 책에서 종래의 내화피복 방법의 문제 을 개선하고 

내화재료의 내화성능향상을 한 합성내화보드 개발에 한 가능성을 검토하 다.

 

  1. 서 론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방지 방법  내화피복을 하는 공법으로는 콘크리트 부재 표면에 내화보드

를 고정 설치하거나 내화도료를 도포하는 방법이 있다. 이런 방법은 여러 장 과 함께 내화보드의 설

치에 따라 내부 활용공간이 어들 수밖에 없는 단 이 있으며, 내화도료를 도포하는 방법은 소정의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해 도포작업을 여러번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지연되는 불편이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내화피복 공법의 단 을 보완하고 내화보드 설치방법과 내화도료 도포방법

의 장 을 유지하는 합성내화보드를 개발하기 하여 1면 간이가열로를 활용하여 80MPa의 콘크리트 

부재에 한 온도이력 특성을 검토하 다. 

  2.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표 1과 같다. 즉, W/B 22.5% 1수 에 해, 시멘트에 한 질량비로 라이애

쉬 20%와 실리카흄 5%를 동시에 치환한 것을 기본 시험체 배합으로 하고, 실험변수로써 시험체에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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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마감재(내화보드)의 두께  종류에 따른 내부온도 이력

콘크리트 부재
설계기 강도 W/B(%) S/a(%) F/A(%) SF(%) SP제(%)

80MPa 22.5 43 20 5 1.80

마감재 종류

1) 방화석고보드 15mm 2) 방화석고보드 19mm 

3) 방화석고보드 25mm 4) 방화석고보도 15mm+내화도료2mm 

5) 방화석고보드 19mm+내화도료4mm

표 1. 실험계획반 으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방

화석고보드 3수 과 방화석고보

드와 내화도료를 혼합한 합성내

화보드 2수 에 해 총 5수

에 하여 실험계획 하 다. 실

험사항으로 시험부재의 기본물

성을 측정하고 1면 간이단열로에서 최고온도 600℃, 가열 시간 4시간의 내화시험으로 내부온도이력을 

표면부터 1, 4, 7, 10cm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하 다.

  3. 실험결과  분석

  먼  마감재를 설치하지 않은 

Plain의 경우 최고온도가 473℃까지 

올라가는 반면, 방화석고보드를 설

치한 경우에는 모든 경우에서 최고

온도가 200℃를 넘지 않았다. 방화

석고보드의 두께에 따른 온도이력

은 15mm인 경우 173℃, 19mm인 

경우 110℃, 25mm인 경우 93℃까지 

온도가 올라갔고, 방화석고보드 

15mm와 내화도료 2mm를 조합한 

경우에는 91℃, 방화석고보드 19mm

와 내화도료 4mm를 조합한 경우에

는 84℃까지 최고온도가 올라가는 

온도이력을 나타내었다. 이는 방화

석고보드만을 설치한 경우에는 온

도가열 기부터 내부온도가 상승

하는 반면 내화도료가 먼  열을 1

차 차단한 후 방화석고보드가 2차 

열을 막아 으로서 기 온도상승

을 억제한 것에 기인된 것으로 분

석된다.

  4. 결 론

  방화석고보드의 두께에 따라 최고온도가 19mm인 경우 110℃로 나타났고 방화석고보드 15mm와 내

화도료 2mm를 조합한 경우에는 91℃까지 온도상승이 일어나 합성내화보드를 사용할 경우 내부 활용

공간을 늘리고 내화성능은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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