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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a trend to increase safekeeping properties in financial company as the world economy situation has been glo-

balized and advanced. The development of a securable vault door resisting to malicious trespass is needed. Therefore, this study

focuses on developing high performance concrete placed at the inside of the vault door, and all materials used in this study is easy

to obtain in domestic considering economic competitiveness. The compressive strength over 170 MPa was targeted, and structurally

strengthening was also planned in order to resist to over 3,000
o
C heating by torch and extreme impact loading by hammer drilling

machine. Several types of fibers and reinforcing structures were used in order to resist those external heating and loading. This

purpose was required to satisfy UL 608 standard of a vault door. Consequently, the result from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pplied

to construction field of major facilities, which should guarantee the safety from an external attack such as t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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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각국은 사회경제의 발달에 따라 생활수준이 높아

져 금융권에 의한 재화보관이 늘어나고 있으며 신도시의

증가와 함께 금융권의 지점들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에 따라 은행 등의 금융회사에서 사용되는 벽체형 금

고 (vault door)는 향후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판단

된다. 한편 최근 국내·외적으로 은행에 대한 강력범죄

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으며 심지어는 벽을 허물고 벽체

형 금고 내부로 침입하는 사건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외부 침입으로부터 안전하고 강력한 금고비 (vault door)

의 개발이 필요한 시점이며 특히 미국과 FTA를 맺는 등

국가 간 자유무역이 확대되면서 국제적으로도 공인받을

수 있는 성능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금고비의 구성은 외관이 스테인리스강으로

되어있으며 내부에 콘크리트로 구성된 충전부가 위치하

여 고열과 충격에 대한 두 가지의 저항성을 모두 갖추

도록 설계된다. 하지만 고열에 대한 저항성과 강도를 구

비한 콘크리트는 현 시점에서 고가이고 경제성이 떨어지

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UL 608 규격을 기준으로

하여 경제적 경쟁력을 갖춤과 동시에 중압절단기를 이용

한 3,000
o
C 이상의 높은 온도와 해머드릴을 이용한 큰

충격하중에 대한 저항성을 갖춘 콘크리트 개발을 시도하

였다. 더불어 섬유의 혼입을 통해 언급한 저항성 극대화

및 현장적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아울러 본 연구의

결과는 테러 등의 특수상황에도 안전성을 확보해야하는

중요 시설물 및 방호구조물, 원자력발전소 등에 대한 적

용방안의 기초를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실 험
 

 2.1 실험 방법 및 실험체 제원

실험은 여러 배합비로부터 만들어진 공시체의 압축강도

실험을 통하여 목표강도의 배합비를 선택하고, 선택된 배

합을 내열 및 내충격 실험의 500 mm × 500 mm × 88 mm 실

험체에 적용하였으며 Fig. 1에서 전반적인 실험 순서를

흐름도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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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압축강도 실험

압축강도 실험에서의 배합은 목표강도 170~200 MPa에

대하여 물/결합재비 0.17~0.23의 범위에서 배합설계를 하

였으며 E. G. Nawy
1)
가 제시한 고강도콘크리트의 배합설

계방법을 이용하여 압축 실험에 의한 공칭강도가 목표강

도를 만족할 때까지 배합비를 수정하며 적정 배합비를

찾는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토대로 내열 및 내

충격 실험에서 적용될 기본배합으로 채택하였다.
1)
 공시

체의 치수는 KSF 2403의 콘크리트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라 Φ100 mm × 200 mm의 크기로 제작하

였으며 압축강도 측정은 재령 2, 3, 5, 7, 14, 28, 56일

별로 각각 3개씩 측정하여 평균한 값을 채택하였다.

2.1.2 내열 및 내충격 실험

내열 및 내충격 실험은 미국의 공신력 있는 산업제품 인

증기관인 UL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의 금고 안전성

테스트 방법인 UL 608을 토대로 최대한 동일한 절차를 따

라 진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의 치수는 500 mm ×

500 mm × 88 mm (가로×세로×폭)로 하였으며 이는 Fig. 2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실험체 중앙부분의 어두운 음영부분은

실험을 진행하며 파괴하는 영역의 전면부로서 이 전면부로

부터 이어지는 점선 영역, 즉 200 mm × 400 mm × 88 mm의

부피에 해당하는 부분을 파괴한다.

본 실험 단계에서는 먼저 고열에 대한 저항효과를 판

단하는 방법으로 실험체 표면의 국부단면을 일정시간 동

안 가열하는 방식을 택하였다. 일반적으로 구조물의 내

열 및 내화성능을 측정하는 방식은 가열로 내에 실험대

상인 구조물을 두어 정해진 온도로 가열함으로써 재료손

상에 따른 하중지지력, 변형, 처짐, 차염성, 차열성 등을

측정하게 된다. 이때의 온도는 각국 기준마다 약간의 차

이는 있지만 대체적으로 800~1,2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가열을 하게 되며 이는 일반적인 화재발생 시의 최고온

도가 1,500
o
C 이내이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고와 같은 특수구조물은 악의적인 침투에 대한 저항성

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화재상황보다 훨씬 높은 온도

에서 그 기능을 유지해야하므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내

화성 실험으로는 요구되는 성능에 대한 검증이 쉽지 않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UL 608 테스트 시에 사용되

는 것으로 알려진 3,000
o
C 내외의 온도에 맞추어 실험에

임했다. 동일한 시간 동안 3,000
o
C의 온도로 단면을 집

중적으로 가열하였을 때 발생하는 폭렬과 단면손실 양상

을 측정함으로써 내열성능을 평가하였으며 화염에 노출

되어 강도가 현저히 약해진 단면을 해머와 해머드릴을

이용하여 제거함으로써 동일 시간동안 화염에 의해 손상

되는 단면의 깊이를 측정하고 비교하였다.

내열 및 내충격 실험 단계에서는 초고열과 극단적인

충격하중의 복합적 작용에 대한 저항성을 측정하였다. 실

험 방법은 앞서 언급된 UL의 금고 안전성 테스트 절차

를 참고하여 진행하였다. 우선 실험체 표면에 중압절단

기를 이용하여 약 3,000
o
C의 온도로 가열하여 폭렬을 유

도하고 콘크리트 매트릭스의 강도를 약화시킨 후 해머드

릴을 이용하여 Fig. 2의 음영 부분에 해당하는 단면을 제

거한다. 작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내부에 배치되어 있

는 여러 금속재질의 구조체가 드러날 경우에 상황에 따

라 화염으로 녹이는 작업과 해머드릴에 의한 치핑을 교

차적으로 사용하며 지속적으로 단면을 제거하게 된다. 이

러한 과정을 통하여 단면을 제거하는 소요시간을 측정함

으로써 종합적인 성능을 판단하였다.

2.2 실험 재료 및 변수

본 절에서는 압축강도 실험에 사용된 재료 및 내열, 내

충격 실험에서 추가로 혼입된 재료들의 제원 및 변수를

정리하였다. 압축강도 실험에 적용된 배합비는 Table 1

에 나타내었다.

2.2.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하기 위하여 시멘트, 굵은골재,

Fig. 1 Flow chart of entire experimentation

Fig. 2 Details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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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골재, 실리카퓸,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하였다. 시멘트는

기본적으로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동일

배합 하에 1종 시멘트를 4종 저열시멘트로 대체하여 강도

발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물은 일반 수돗물을 사용하여 물

/결합재비 0.17~0.23의 범위에 맞추어 적용하였고,
2)
 굵은골

재는 충북 백운면에서 생산되는 백운암과 경기도 김포의

규암을 각각 파쇄한 직경 5~10 mm 정도의 쇄석를 사용

하였다. 이 때 각 배합들은 압축강도 실험을 실시한 결

과를 판단하며 순차적으로 조정 하였으며 S-01-C1부터

S-04-C1까지는 백운암을 사용하였으나 실험 결과를 분석

한 결과 적절치 않은 재료로 판단하여 그 이후의 배합

부터는 파쇄규석을 굵은골재로 채택하여 적용하였다. 잔

골재는 규암을 파쇄한 쇄사를 사용하였다. 실리카퓸은

Grade 920의 노르웨이산 제품과 Grade 940의 캐나다산

을 사용하여 강도발현의 차이를 확인코자 하였으며 고성

능감수제는 폴리카르본산계, 나프탈렌계, 멜라민계 제품

을 사용하였다. 18~24% 범위의 실리카퓸/결합재 비에서

실리카퓸을 대체하여 적용하였다.
3,4)

2.2.2 보강섬유, 보강 구조물

내열 및 내충격 실험체에서는 고열과 충격 파괴에 대

한 저항성 증진을 위해 재료적, 구조적인 보강으로 접근

하였다. 굵은골재는 압축강도 실험에서 사용된 파쇄규석

과 백운암 중 파쇄규석만을 적용하여 규석의 용융에 의

한 표면코팅 효과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내화성에 대

해 적절한지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동일한 개념으로 규사

의 효과도 함께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강도콘크리트의 취약점인 폭렬에 대한 대응으

로 폴리프로필렌섬유 (PP fiber)를 적정량 혼입하여 폭렬

저감성을 확인코자 하였다.
5,6)

 한 편 기본적으로 취성인

콘크리트는 높은 충격하중에 의해 단면이 손실되기 쉬우

므로 매트릭스 내에 혼재되는 보강섬유를 이용하여 폭렬

저감과 더불어 충격에 대한 저항력을 높이고자 PVA섬유,

나일론섬유, 탄소섬유, 강섬유 등을 각각 적절히 혼입하

고 그 성능을 측정하였다. 섬유를 보강하지 않은 TS-control

시험체를 비롯한 각 시험체 별 섬유 보강량은 Table 2에

나타내었으며 각 섬유들의 제원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또한 재료적 보강과 함께 구조적인 보강하여 해머드릴

에 의한 파괴 저항성을 증진시키고자 하였으며 그 형태

는 파괴 작업의 용이함을 제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는 형상으로 하였다. 이 때 기본 배합은 TS-6 시험체

와 동일한 배합으로 결정하여 PP 섬유와 강섬유를 혼입

Table 1 Specification of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Specimens S-01-C1 S-01-C4 S-03-C1 S-04-C1 S-05-C1 S-06-C1 S-07-C1 S-08-C1 S-09-C1

Cement (kg/m
3
) 460 460 460 460 472 472 472 460 460

Silica fume (kg/m
3
) 116 116 144 116 104 104 116 136 116

W/B ratio 0.23 0.23 0.22 0.2 0.18 0.17 0.17 0.19 0.18

HRWR/binder (%) 3.25 3.25 5.13 5.03 4.14 3.85 2.97 4.57 3.08

Silica fume/binder 0.2 0.2 0.24 0.2 0.18 0.18 0.2 0.23 0.2

Note) C1: type I cement, C4: type IV cement, HRWR: high range water reducer

Table 2 Specification of the heating test

 Specimens

Type of fiber
TS-Control TS-2 TS-3 TS-4 TS-5 TS-6

W/B ratio 0.18 0.18 0.18 0.18 0.18 0.18

Cement (kg/m
3
) 472 472 472 472 472 472

P.P fiber (vol/ %) - 0.2 0.15 0.15 0.15 0.15

PVA fiber (vol/%) - - 0.1 - - -

Nylon fiber (vol/%) - - - 0.1 - -

Carbon fiber (vol/%) - - - - 0.1 -

Steel fiber (wt/%) - - - - - 2.3

HRWR/binder (vol/%) 17 17 17 17 17 17

Silica fume/binder 0.25 0.25 0.25 0.25 0.25 0.25

Table 3 Properties of the fiber

Type of fiber Specific gravity Tensile strength (MPa) Diameter (µm) Length (mm) Modulus of elasticity (GPa)

Steel fiber 7.86 900~1,000 500~1,000 25~60 -

PP fiber 0.9 612 10 6 35

PVA fiber 1.3 1,600 27 6 37

Nylon fiber 1.16 896 23 19 5.17

Carbon fiber 1.8 350 450 20~25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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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사용된 보강 구조물은 스틸강관과 이형철근, 스

크루 형태로 제조된 탄소강과 스테인리스 강, 스터드볼

트 등으로 보강 구조물이 들어가지 않은 STS-control 시

험체와 더불어 6가지 형태의 구조물이 들어간 STS-

2~STS-7 시험체를 만들었고 보강 구조물의 형태와 실험

체 명은 Fig. 3에서 나타내었다. 또한 이때 사용된 재료

들의 제원은 Table 4에 정리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압축강도 실험

압축강도 실험 결과는 Table 5에 나타내었으며 Fig. 4

를 통하여 강도발현 양상을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실험을 통하여 S-07-C1이 가장 높은 강도발현을 나타

Table 4 Properties of the steel

Type of steel Type Yield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Diameter (µm) Thickness (mm)

Steel pipe KS SPPS 32 210 290 42.7 3.6

Rebar KS SD40 400 570 - -

Carbon steel JIS S20C 250 410 - -

Stainless steel STS304 - - - -

Table 5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unit : MPa)

 Specimens

Age (days)
S-01-C1 S-01-C4 S-03-C1 S-04-C1 S-05-C1 S-06-C1 S-07-C1 S-08-C1 S-09-C1

2 59.02 42.8 48.1 67.61 83.41 87.23 97.6 93.47 90.99

3 72.69 51.21 57.5 76.39 96.14 112.91 126.67 117.33 112.91

5 85.41 76.09 73 88.24 112.61 122.57 141.35 126.34 130.05

7 93.69 98.6 95.28 97.23 121.53 138.33 163.5 140.01 143.36

14 101.51 124.5 112.39 126.41 144.97 144.28 173.53 157.63 164.2

28 113.73 144.34 140.41 143.28 156.21 163.21 191.23 179.34 183.66

56 127.72 163.25 145.35 154.97 161.25 173.34 200.67 186.92 192.7

Fig. 3 Shapes of reinforced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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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배합들의 결과를

비교하여 변수로 설정된 사용재료들의 효과를 판단할 수

있었다. 많은 선행연구들의 결론처럼 물/시멘트비가 낮

을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4종 저열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S-01-C4 배합의 경우

동일한 배합비에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S-

01-01배합과 비교하여 초기강도는 대체로 낮은 편이었으

나 재령이 지날수록 강도발현 양상이 월등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실리카퓸은 분말도가 더 높은 캐나다산을

사용한 S-07-C1, S-08-C1, S-09-C1배합의 경우에 대체적

으로 강도가 월등히 높았으며 이는 조직이 치밀한데 따

른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굵은골재는 백운암을 사용한

배합보다 상대적으로 경도와 강도가 높은 규석을 사용한

배합이 대체적으로 높은 강도를 보였다. 이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골재의 강도가 전체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준다는 기존의 연구 결과들과도 일치하는 결과라

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차후 실시했던 내열 및 내충격 실험의 기준배합을 S-07-

C1로 설정하였다.

3.2 내열 성능 검토

내열성능 검토는 내열 및 내충격 실험에 사용되는 실

험체의 한 단면을 집중적으로 가열한 결과를 육안으로

확인하여 개략적으로 판단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와

Table 6에 나타내었다. 고강도콘크리트가 화염에 노출되

었을 때 가장 두드러지는 특징 중 하나로 폭렬을 들 수

있는데 현재까지 연구된 바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PP

섬유를 혼입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에서도

그러한 연구 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PP 섬

유를 혼입하지 않은 control 시험체는 가열을 하기 시작

한 지 수초 만에 매우 심한 폭렬과 함께 유효단면의 큰

손실이 발생하였으며 지속적으로 동일 지점을 계속 가열

하자 구멍을 형성하듯 가열단면이 깊이 파였고 십 수초

경과 후 굵은골재와 잔골재로 사용된 규석과 규사의 용

융작용으로 가열표면을 코팅하듯 덮으며 그 이후로는 폭

렬이 감소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고온에

의한 용융작용으로 점도가 높은 액체상태가 된 실리카

성분이 가열표면을 덮어 내부 단면으로의 열전달을 상

대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메커니즘

에 대한 정밀한 해석은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Table 6 Result of heating test

Methods

Specimens
Heating Depth loss (mm) Hammering (times) Chipping Depth loss (mm)

TS-control 1'01" 41 5 35" 46

TS-2 1'00" 6 5 42" 15

TS-3 1'03" 0 5 30" 10

TS-4 1'02" 0 5 46" 12

TS-5 1'00" 0 5 43" 10

TS-6 1'00" 0 5 42" 10

Fig. 4 Result of test for compressive strength

Fig. 5 Pictures of the surface hea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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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입한 시험체의 경우는 두 배합 간에 거의 차이 없이

폭렬이 크게 저감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지속적으

로 동일 지점을 가열하여도 단면의 손실이 거의 없었으

며 골재의 용융만 발생하여 control 시험체와 동일한 코

팅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렇게 코팅된 단면은 해머의 타

격과 해머드릴을 이용한 치핑으로 단면 상태를 확인한

결과 1분간의 가열에 약 10 mm 정도 깊이의 열화에 의

한 강도저하를 보였으나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본래의

강도를 큰 손실 없이 유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향후 일반 구조물에서의 내화성을 위한 골재의 선정

에 있어서도 골재 암종의 내화성을 기준으로 선정하는

방법과 함께 실리카 계열의 골재의 용융을 통해 단면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

된다. PP섬유 외의 보강 섬유들은 폭렬 측면에서 주목할

만한 성능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재료 자체의 효과

문제일 수도 있지만 혼입량에서 적절하지 못했을 가능성

도 있기에 판단을 보류하였으며 PP섬유의 효과가 월등

하였기에 PP섬유만을 폭렬에 대응하는 재료로 결정하였다.

3.3 내열 및 내충격 실험

중압절단기와 해머드릴을 복합적으로 이용한 구조물

파괴에 대한 저항성 실험 결과 스터드볼트를 용접한 시

험체와 스터드볼트와 이형철근을 겸용한 시험체가 거의

비슷한 시간이 소요되며 가장 오랜 시간 저항한 것을 확

인하였으며 각 시험체들의 실험 결과는 Table 7에 정리

하였고 실험 장면을 Fig. 6에 나타내었다.

폭렬과 더불어 충격에 대한 보강으로 혼입하였던 PVA

섬유, 나일론섬유, 탄소섬유는 일반 구조물에서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들과는 다르게 이번 실험 결과 괄목할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실험

에서 구조물이 받는 인위적인 충격은 일반적인 구조물에

서 받는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과는 다르게 국부적으

로 집중되는 충격이기 때문이며 상기의 섬유들은 이런

집중충격하중에는 적합하지 않았던 것이라 판단된다. 반

면 일반적으로 터널 라이닝 등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강섬유를 보강하였을 경우 해머와 해머드릴에 의한 타격

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

는 강섬유가 매트릭스 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입체적으

로 인발저항력을 갖게 되고 충격에 의해 내부적으로 발

생되는 인장응력에 대해 인성이 증가하기 때문이라 판단

된다.
7,8)

 일반적으로 RPC (reactive powder concrete) 제

품 등에 적용되고 있는 직경 1 mm 내외의 강섬유 등과

같은 고성능 제품이 적용될 경우 더 큰 인성증대를 기

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할 수 있으나 현재 그러한 제

품의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에는 무리

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내부 매입된 보강 구조물의 형태에 따른 성능결

과를 보면 강관이나 스크루 형태 등을 내부에 매입시킨

시험체들의 경우 대체로 확연하게 큰 보강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은 몇 가지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콘크리트의 재료적 강도증진 및 금속

구조물을 이용한 보강효과와 초고온에 대한 저항능력 간

에는 상충되는 부분이 많아 동시 만족이 어렵다. 해머드

Table 7 Result of heating & chipping test

Specimens / time Heating Chipping Hammering Gas cutting Total time

STS-control   30"   

STS-2 3'44" 20'41" 31" 2'09" 27'05"

STS-3 3'12" 18'3" 33" 2'14" 24'03"

STS-4 5'43" 21'38" 30"  27'50"

STS-5 3'10" 20'34" 31" 6'05" 30'20"

STS-6 1'53" 30'10" 30" 6'50" 39'23"

STS-7 2'23" 33'03" 32" 3'21" 39'29"

Fig. 6 Pictures of the heating & chipp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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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을 이용한 치핑에 대한 저항 목적으로 내부에 배치된

대부분의 금속류들은 그러한 요구에 대해서는 만족할 수

있는 성능을 보여준 반면 3000
o
C의 화염에는 수 초 만

에 급격히 녹아내려 보강 구조물이 위치하고 있던 영역

이 공동을 형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뒤이어 이어지는 치

핑작업에 별다른 저항을 못하고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

였다. 또한 시험체의 폭이 88 mm로 매우 얇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큰 보강 구조물은 충분한 피복두께를 확보하지

못하여 치핑 과정에서 큰 진동을 이기지 못하고 콘크리

트가 큰 덩어리로 탈락하는 현상이 있었다. 또한 콘크리

트의 타설 과정에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복잡한

형상이나 큰 구조물이 틀 내부에서 노출표면에 수평으로

자리하고 있어 타설과 다짐 작업이 수월하지 못하여 전

반적인 강도발현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렇게 배치된 보강 구조물은 해머드릴에 의한 큰 진동에

의해 상대적으로 약한 부착영역을 더욱 약화시켜 파괴에

대한 저항력에 손실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

면 스터드볼트가 배치된 시험체의 경우 볼트가 노출된

단면에 대해 수직으로 배치되어 타설과 다짐이 양호하여

콘크리트 매트릭스가 상대적으로 균질하게 양생이 이뤄

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결과로 파괴까지 소요

된 시간이 가장 긴 것으로 판단된다.

상기의 결과들을 종합하자면 금고용 충전부 콘크리트

제작하는데 있어서 극단적인 환경 하에서의 내화성 및

내열성, 내충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우선 콘크리트 자

체의 고강도화가 전제되어야 한다. 또한 내열성을 갖기

위해 PP섬유의 혼입, 규석 및 규사의 사용이 효과적이며

콘크리트 내부에 스터드볼트 등의 보강 구조물을 배치하

고 강섬유를 혼입함으로써 내충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금고 충전부 콘크리트 개발 가능성 검토

를 위해 재료와 구조물을 변수로 하여 압축강도 실험 및

내열, 내충격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초고강도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실리카퓸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굵은골재의 강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강

도발현 증가효과를 볼 수 있다.

2) 3,000
o
C에 이르는 초고온에 노출되는 콘크리트의 경

우 PP섬유를 체적비 0.15~0.2% 혼입한 경우 폭렬을

크게 저감시킬 수 있으며 규석 등의 실리카 계열

골재를 사용하였을 경우 화염에 노출된 골재가 용

융됨으로써 표면코팅 효과를 나타내어 내부단면의

파괴를 지연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강섬유가 혼입된 콘크리트의 경우 혼입되지 않은

경우보다 해머드릴에 대한 내충격성이 향상되며 이

는 인발저항력을 통하여 파괴에 저항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 콘크리트 내부 보강 방법은 노출단면에 대해 수직

인 경우가 수평인 경우보다 효율적으로 판단되었다.

이는 하중 방향에 대해 콘크리트와 보강재의 부착

단면을 줄여 계면 박리를 최소화한데 기인하고, 인

위적으로 충격하중을 가하는 작업자의 작업 능률을

감소시키는 원인에서 비롯되었다고 판단된다.

5) PVA섬유, 나일론섬유, 탄소섬유의 혼입은 고온의 화

염에 의한 폭렬 저감 및 해머드릴에 의한 충격저항

에 큰 효과를 나타내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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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세계 경제가 글로벌화되고 발달하며 금융권에 대한 재화의 보관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으며 이에

따라 악의적인 침입에 대해 충분히 저항할 수 있는 금고비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경제성

있고 수급이 용이한 재료들을 이용하여 금고비 내부의 충전부로 적용될 콘크리트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이 목표를 위

해 170 MPa 이상의 압축강도를 갖도록 배합을 결정한 후 UL 608 금고비 성능 인증 기준에 따라 중압절단기를 이용하

여 3,000
o
C 내외의 온도를 갖는 화염에 저항하고 해머드릴 및 해머를 이용한 충격에 저항할 수 있도록 보강을 계획하

였다. 화염에 대한 저항을 위해 여러 유기섬유를 혼입하였으며 강섬유 및 보강 구조물을 적용하여 충격하중에 대한 저

항성을 얻고자 하였다. 본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들은 테러 등으로부터 안전성을 확보해야할 중요 시설물 및 방호구조

물, 원자력발전소 등에 응용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금고비, 초고강도콘크리트, 초고내열 콘크리트, 유기섬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