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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effects of high temperature on compressive strength, elastic modulus and strain at peak stress of high

strength concrete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present study is aimed to study the effect of elevated temperatures ranging

from 20 to 700 on the material mechanical properties of high strength concrete of 40, 60, 80 MPa grade. In this study, the types

of test were the stressed test and stressed residual test that the specimens are subjected to a 25% of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at room temperature and sustained during heating and when target temperature is reached, the specimens are loaded to failure. And

another specimens are loaded to failure after 24 hour cooling time. Tests were conducted at various temperatures (20~700
o
C) for

concretes made with W/B ratios 46%, 32% and 25%.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relative values of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decreased with increasing compressive strength grade of specimen and the axial strain at peak stress were influenced by

the load before heating. Thermal strain of concrete at high temperature was affected by the preload level as well as the compressive

strength. Finally, model equation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of heated high strength concrete proposed by result

of this study.

Keywords : properties of high strength concrete at high temperature, stressed test, stressed residual test, heat transfer method,

thermal strain

1. 서 론
 

일반적으로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은 주로 일시상태시험

(transient test)방법에 의한 실부재 내화시험으로 확인되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구조부재의 내화성능을 예

측하기 위해 정적상태시험 (steady-state test)방법을 사용

하여 구조재료의 열적특성을 먼저 평가한 후 이와 함께

수치적인 방법을 활용하여 실시되어지고 있다.
1)

이와 같은 수치적인 해석방법은 고온에서의 정확한 재

료특성 데이터를 필요로 하며, 이를 위해 구미 및 일본

에 있어서는 다양한 요인에 따른 콘크리트의 고온특성

연구를 진행하여 왔으나 이러한 연구보고에 있어서 축력

비, 가열방법, 고온특성평가방법 등과 같은 요인을 고려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편, 최근에는 (초)고층 콘크리트구조물의 증가와 함

께 고강도콘크리트의 사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고

강도콘크리트는 화재시 폭렬특성 뿐만 아니라 일반콘크

리트와 다른 열적특성을 가지고 있어, 고강도콘크리트의

열적특성 데이터의 축적 및 고강도콘크리트 열적특성에

대한 평가 방법의 표준화를 위해 많은 고강도콘크리트의

고온특성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축력비, 가열 방법, 고온특성 평

가방법에 따른 고강도콘크리트의 고온특성을 비교·평가

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의 설계기준강도로서 40, 60, 80 MPa,

재하가열지그와 열전달가열지그를 사용한 열전달 방식에

의해 설정온도는 상온인 20
o
C, 100, 200, ......, 700

o
C, 가

열재하 방법으로서는 축방향재하로서 다음과 같은 3가

지 방법을 사용하여 압축강도, 탄성계수시험 및 열팽창

변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검토·분석하였다.

(a) 설계하중 사전재하시험 (stressed test) :시험체는 상

온하에서 상온 압축강도의 일부를 재하하고 (보통 fck의

20~40%), 가열하는 동안 재하를 유지하며, 목표온도에 도

달하였을 때, 시험체가 파괴할 때까지 재하를 실시한다.
2-4)

(b) 비재하시험 (unstressed test) :시험체는 초기하중 없

이 가열되어지고, 요구되는 온도에서 재하를 실시하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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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체를 파괴한다.
4-7,11)

(c) 설계하중 사전재하 잔존강도시험 (stressed residual

strength test) : (a) 설계하중 사전재하시험 방법과 동일하

게 사전재하 및 가열을 실시한 후 목표온도에 도달시 다

시 상온까지 냉각하며 이 후 시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재

하를 실시한다.
10)

2. 재하·가열 시험장치의 개요
8)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하·가열 시험장치 및 가열로

의 상세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2.1 가열장치 (가열로)

가열장치는 금속히터를 활용한 전기가열방식으로서 가

열로의 상부와 하부에 위치한 가력판을 가열함으로서 시

험체에 열을 전달하는 간접가열방식을 사용하였다. 가열

로는 Ø100 mm × 200 mm의 원형공시체를 전용으로 사용하

게 제작하였으며, 전압피드백형사이리스터 (thyristorregulator)

에 의해 상·하부의 전기히터가 각각 독립적으로 100~800
o
C

범위의 온도조절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2.2 온도측정·기록 및 조절장치

Fig. 2는 본 연구에 사용한 공시체의 열전대 설치방법

을 나타낸 것으로 가열로의 성능평가를 위한 시험체의

경우 공시체 제작시 하부면으로부터 25 mm, 100 mm 및

175 mm (④, ⑤, ⑥)의 중심부에 열전대를 미리 설치하여

재하·가열 시험시 시험체 중심부 온도를 측정하였으며,

가열로 히터의 온도제어는 공시체 표면에 약 5~7 mm 깊

이로 시험체 하부면에서 10 mm, 100 mm 및 190 mm되는

지점 (①, ②, ③)을 천공하여 설치한 열전대에 측정되는

온도에 의해 조절하였으며, 본 실험의 경우 가열로 제어를

위한 열전대만을 설치하였다. 또한, 시험체에 설치된 모든

열전대의 온도는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1초 단위로 기록

하였다.

2.3 가력 장치

시험체의 재하는 Fig. 1과 같은 하중용량 4,600 kN의

MTS형 재하시험기를 사용하였다. 공시체의 상부에는 가

열·재하지그와 수냉식 냉각기를 설치하였으며, MTS형

시험기와 가열로 장치의 연결부에는 공시체의 편심을 방

지하기 위한 구좌를 수직선상에 설치하였다.

2.4 변형계

 

시험체 변형은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열·재하

지그상·하부 및 냉각기 중심에 Ø15 mm의 구멍을 통해

석영관을 설치하고, 시험체 반대쪽의 석영관 끝에 LVDT

를 설치함으로써 고온의 열로부터 변위계를 보호하며 공

시체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2.5 열전달커버

Fig. 3은 재하·가열시험시 상하부에서 전달되는 열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열전달커버로서

열전도율이 높은 강재를 사용하여 공시체를 커버함으로

써 상하부에서만 전달되는 열을 공시체 측면으로 함께

전달시켜 공시체 전체에 열을 균일하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Fig. 4는 재하·가열시험장치의 열전달 성능을 평가한

결과로서 시험체의 상·중·하부의 온도곡선이 제안된

온도곡선과 매우 유사하게 목표온도까지 상승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공시체 상·하부의 온도와 중심부의 온

도차는 평균 5.12
o
C, 표준편차 4.9로 산출되었다.

2,8)

Fig. 2 Specimen mold and manufacture method

Fig. 1 Loading and heating machine

Fig. 3 Heat transmission co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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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계획 및 방법

기존 연구에서는 장기적인 가열시간과 열응력에 의한

시험체 손상을 막기 위해 축소형 공시체를 사용하였지만,

본 연구에서는 범용적인 데이터 축적을 위해 Ø100 mm ×

200mm크기의 공시체를 사용하여 40, 60, 80 MPa 급의

3수준에 대한 콘크리트의 고온 특성을 평가하였다.

3.1. 실험 개요

 

고온을 받은 고강도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변화를 실

험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실험계획은 Fig. 5 및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고강도콘크리트를 위한 W/B는 46%,

32% 및 25%의 3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초기하중수준

은 fck의 25%로 설정하여 상온 (20), 100, 200, …, 600

및 700
o
C에 있어서 온도별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시험을

실시하였으며, 물결합재비 46% 수준에 있어서는 상온 냉

각 후 잔존압축강도 및 잔존탄성계수시험을 추가하여 실

시하였다.

3.2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

이 시멘트는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 혼화재로서는 비

중 2.20의 플라이애쉬 및 실리카퓸을 사용하였다. 또한,

굵은골재는 W/B 46%와 32%에는 최대치수 25 mm를,

Fig. 4 Testing method used in this study (heat velocity:0.77
o

C/

min, heat cycle:50
o

C/cycle)

Table 1 Experimental plan

Specimen no. W/B (%) Target temperature (
o
C) Prestressed Test item

R_0.25fck40
1)

46

Room temperature(2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0%(only thermal strain and 

SEM test), 25% of ultimate 

compressive strength at room 

temperature

·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 (residual) Elastic modulus

· Thermal strain

·Specimen length, before and after heating 

(only R40)

· SEM

S_0.25fck40
2)

S_0.25fck60 32

S_0.25fck80 25

1)
R_0.25fck40 : stressed residual strength test, fck : 40 MPa, prestressed 25% of fck

2)
S_0.25fck60 : stressed test, fck : 60 MPa, prestressed 25% of fck

Fig. 5 Experimental program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Cement OPC, (density : 3.15 g/cm
3
)

Fine agg. Sea sand,(density : 2.61 g/cm
3
, absorption : 0.97%)

Coarse agg

(W/B46,32%)

Crushed granitic aggregate, (size : 25 mm,

density: 2.67 g/cm
3
, absorption:0.9%)

Coarse agg

(W/B 25%)

Crushed granitic aggregate, (size : 20 mm,

density : 2.64 g/cm
3
, absorption : 0.9%)

Fly ash Density : 2.2 g/cm
3
, brain : 3,090 cm

2
/g

Silica fume Density : 2.2 g/cm
3
, brain : 230,000 cm

2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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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25%에서는 20 mm의 화강암계 쇄석을 사용하였으

며, 잔골재는 세척사를 사용하였다.

3.3 콘크리트 배합

본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은 목표 설계기준강도

를 중심으로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40, 60, 80 MPa

강도를 목표로 물결합재비 46, 32, 25%로 설정하였으며,

물결합재비 25%의 경우에는 실리카퓸을 7% 대체하는

것으로 하였다.

3.4 시험체 제작

설정된 W/B에 대해서 각 온도수준별로 공시체를 별도

로 제작하였으며, 각 물결합재비 별로 압축강도와 탄성

계수 측정을 위하여 온도 수준에 따라 총 7회 공시체를

제작하였고,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시험체 제작방법」에

준하여 Ø100 × 200 mm의 원주형 시험체로 제작하였다.

시험체는 제작후 약 24시간 후 탈형하여 표준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시험체는 20 ± 3
o
C에서 28일간 표준수중양

생을 실시하였고, 본 실험인 재하·가열 실험을 실시하

기 위한 공시체는 7일 표준수중양생을 실시한 후 온도

20 ± 3
o
C, 상대습도 50 ± 5%의 항온·항습실에서 기건양

생을 실시하였다. 또한, 재하·가열 시험은 시험체 재령

113~150일에 실시하였으며, 시험 전에는 공시체의 상·

하면을 콘크리트용 연마기를 사용하여 평활하게 마감처

리를 하였다.
13)

3.5 시험 방법

3.5.1 고온에서의 압축강도

상온 (20)~700
o
C의 목표온도에 따른 압축강도시험은 고

온재하실험을 실시할 시험체와 동일한 조건에서 제작한

수 개 시험체의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여 Table 4와 같

이 산출된 평균 압축강도값의 25%를 재하한 후, Fig. 6

에 나타낸 방법과 같이 가열속도 0.77
o
C/min, 매 50

o
C 온

도 상승시 마다 30분간 일정온도를 유지하는 방법으로

목표온도까지 가열을 실시하였으며, 목표온도에 도달 후

90분 동안 일정온도를 유지하였다. 최종적인 압축강도시

험은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설계하중 사전재하시험

방법의 경우 목표온도 도달 후 하중을 제거하지 않고 목

표온도가 유지된 상태에서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설계하중 사전재하 잔존강도시험 방법의 경우 초기하중

을 제거하고 약 24시간 상온까지 자연냉각을 실시한 후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시험 방법은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3.5.2 고온에서의 탄성계수

고온하에서 탄성계수시험은 3.5.1 고온에서의 압축강도

에서 제시한 시험방법과 같이 설계하중 사전재하시험방

법 및 설계하중 사전재하 잔존강도 방법에 따라 시험체

를 재하 및 가열을 실시하였으며, 이 후 탄성계수 평가

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KS F 2438 콘크리트 원

주 공시체의 정탄성계수 및 푸아송 비 시험 방법에 준

Table 3 Mix proportion of concrete

fck
(MPa)

W/B

(%)

FA rep.

(%)

SF rep.

(%)

S/a

(%)

Water

(kg/m
3
)

Unit weights (kg/m
3
) Super plasticizer

(%)C FA SF S G

40 46 10 - 46.4 176 344 38 - 793 919 0.6

60 32 15 - 40.0 170 452 80 - 634 955 1.4

80 25 15 7 36.0 165 515 99 46 537 972 2.0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and water content

fck
(MPa)

Curing days

Average compressive strength (MPa)
Percentage of

water content (%)
General UTM Load & heat machine

Standard curing Dry air curing Dry air curing

40 113~125 40.5(28d) 49.3 42.0 41.0 2.0

60 139~148 68.4(28d) 81.2 78.8 76.0 2.1

80 140~150 82.2(28d) 98.7 99.3 93.9 2.0

Fig. 6 Heating curve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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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상온 평균압축강도의 40% 하중을 2회 반복재하한

후 시험체 파괴 시까지 재하를 실시하였다. 탄성계수는

다음 식 (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1)

여기서 E : 탄성계수 (MPa)

     S1 : 세로 변형 0.0005 mm에 대한 응력 (MPa)

     S2 : 가해진 최대 하중에 대한 응력 (MPa)

     ε2 : 응력 S2로 생긴 세로 변형

 4. 실험 결과 및 고찰
 

실험 결과의 분석은 본 연구에서 실시한 설계하중재하

시험 (S) 및 설계하중재하 잔존강도시험 (R) 이외에 비

재하시험 (U)결과 데이터를 함께 비교·분석하였으며,

비재하시험 결과의 경우 平島岳夫의 연구논문
6)
을 인용

하였다.

4.1 고온에서의 압축강도

가열온도와 압축강도의 관계를 Fig. 9에 나타내었다.

고온에서의 압축강도는 W/B 및 시험 방법에 관계없이

온도 100
o
C에서 감소한 후 200~300

o
C 범위에서 재 상승

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100
o
C에서 시험체 내부의 수

분이 기화하면서 발생하는 증기압과 골재와 시멘트페이

스트의 열팽창계수 차이에 의해 내부에 인장응력이 발생

하여 Fig. 10(a)와 같은 균열을 유발시킴으로써 압축강도

가 저하한 것이며, 200~300
o
C 온도범위에서는 100

o
C 이

상에서 발생된 고온·고압의 증기가 콘크리트 내부의 미

수화물과 반응하여 Fig. 10(b)와 같이 수화반응을 진행함

으로써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1,7,9)

Fig. 11은 가열온도에 따른 고온시/상온시 압축강도비

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고온시/상온시 압축강도비는

W/B 및 시험 방법에 관계없이 100
o
C에서 약 15~20% 감

소한 후 200
o
C에서는 다시 0.9~1.1로 재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후, 설계하중 사전재하 (25%fck)를 실시한

S40, S60 시험체 및 설계하중 사전재하 (25%fck)와 가열

후 상온냉각의 잔존강도시험 R40 (W/B 46% 및 32%)

시험체는 300
o
C까지 압축강도가 상승한 후 400

o
C부터 계

속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S80 (W/B 25%

의 초고강도 영역)시험체는 200
o
C 이후부터 가열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

한, 상온에서 유사한 강도범위를 나타내고 있는 R40, S40

E
S
2

S
1

–

ε
2

0.000050–
---------------------------------=

Fig. 7 Test method of compressive strength

Fig. 8 Test method of elastic modulus

Fig. 9 Vari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with temperature

Fig. 10 SEM analysis of W/B 46%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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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체 및 비재하 (0% fck) 시험 U40 시험체의 경우 가

열온도에 따라 압축강도 값은 전반적으로 유사하게 나타

나고 있으나, 가열온도가 상승할수록 강도 감소율은 R40 >

S40 > U40순으로 다소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재하를 실

시한 상태에서는 균열의 진행이 억제된다는 기존 연구 결

과
9,14)

 및 가열 후 냉각시 시험체의 변형상태가 회복되어

나타나는 결과로 판단된다. 한편 비재하시험의 경우 U40

시험체는 설계하중 사전재하를 실시한 시험 결과와 유사

한 결과값을 나타내는 반면, 초고강도영역인 U80 시험체

의 경우 유사한 강도영역을 나타내는 S80 시험체에 비해

200
o
C 이후 강도감소율이 약 20% 이상 높게 나타났다.

Fig. 12는 각 가열온도에 따른 C/W와 압축강도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본 데이터는 W/C (압축강도)별 가

열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의 모델

식을 위한 결과로서 재하 및 온도를 동시에 받는 경우

에 있어서도 가열만을 실시한 기존 연구의 결과와 동일

하게 상온뿐만 아니라 각 가열온도를 받은 콘크리트에

있어서 C/W와 압축강도는 선형관계를 보였다.
10)

4.2 고온에서의 탄성계수

가열온도에 따른 탄성계수 및 고온시/상온시 탄성계수

비를 Figs. 13 및 14에 나타내었다. 고온에서의 탄성계수

는 S40, S60 및 S80 시험체의 경우 100
o
C에서는 W/B가

낮을수록 탄성계수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200
o
C에서 재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후 300~600
o
C 범위에서는 온

도가 상승함에 따라 탄성계수는 직선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최종 가열온도인 700
o
C에서는 600

o
C와 유사한 탄

성계수값을 나타냈으며 W/B에 관계없이 고온시/상온시

탄성계수가 약 0.5로 나타났다. 그러나 R40, U40 및 U80

시험체의 경우 S시험 방법과 달리 100
o
C에서 탄성계수

가 재상승하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700
o
C까지 가

열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다. S시험 방법의 경우 W/B에 관계없이 가열온도

가 상승됨에 따라 일정한 감소율, 즉 직선적으로 탄성계

수가 저하하였으나, R 및 U 시험체의 경우 가열온도

200~400
o
C 범위에서 탄성계수 감소율이 급격히 증가하여

가열온도 700
o
C에서는 고온시/상온시 탄성계수비가 0.1~0.3

의 범위로 나타나, S 시험체와 비교시 가열온도 700
o
C에

서 탄성계수가 약 20~40% 정도 크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최종적인 압축강도 시험시 설계하중의 사

전재하에 의한 응력변형, 가열에 의한 열팽창변형 (thermal

strain), 크리프변형 (creep strain) 및 과도변형 (transient

Fig. 11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with temperature

Fig. 12 Compressive strength with C/W

Fig. 13 Elastic modulus with temperature

Fig. 14 Ratio of elastic modulus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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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in) 등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9,12) 

Table

5는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시험 결과를 실험 방법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4.3 최대하중에서의 변형률 및 열팽창 변형

Figs. 15 및 16은 가열온도에 따른 최대하중에서의 축

방향 변형 및 고온시/상온시의 변형비를 나타낸 것이다.

S 시험체의 경우 온도 200
o
C까지는 상온시의 축방향

변형과 유사한 최대하중에서의 변형값을 나타내고 있으

나, 이후의 온도범위에 있어서는 변형률이 일정량 증가

하다 계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압축강도

가 낮을수록 일정량 변형이 증가하다 감소하는 시점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R40, U40 및 U80 시험체의 경우는 기존 연구

결과와 같이 가열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최대하중에서의

축방향 변형률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설계

하중 사전재하에 의해 발생한 경향차이로서 가열전 재하

를 실시하지 않을 경우 Fig. 17에 나타난 바와 같이

Eurocode 및 Kodur&Sultan이 제시한 기존 연구
12)
와 유사

하게 가열온도가 높아짐에 따라 변형이 계속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가열전 재하를 실시한 경우 Fig.

18에 나타난 바와 같이 팽창하는 변형이 사전재하에 구

속됨에 따라 가열온도가 높아질수록 수축 변형량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사전재하율에 있어서 변형곡선은 압축강

도가 클수록 가열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 급격히 수

축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열전 동일하게 설계하중의 25%

Table 5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and elastic modulus with type of test

Item Target temperature (
o
C) / test results

Test item Test type 2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Compressive 

strength

(MPa)

S_0.25fck40 41.0 32.1 44.7 45.1 39.9 30.2 24.3 18.0

S_0.25fck60 76.0 58.8 74.6 76.0 68.6 54.4 43.9 35.0

S_0.25fck80 93.9 75.1 87.6 83.9 69.3 59.0 54.6 49.0

R_0.25fck40 43.0 37.0 47.3 49.3 42.0 38.0 27.0 21.3

U_0fck40(平島) 36.0 32.0 40.0 36.0 32.0 24.0 24.0 20.0

U_0fck80(平島) 99.0 76.0 89.0 76.0 55.0 40.0 32.0 30.0

Ratio of 

compressive 

strength

σ(θ )/σ(20)

S_0.25fck40 1.00 0.78 1.09 1.10 0.97 0.74 0.59 0.44

S_0.25fck60 1.00 0.77 0.98 1.00 0.90 0.72 0.58 0.46

S_0.25fck80 1.00 0.80 0.93 0.89 0.74 0.63 0.58 0.52

R_0.25fck40 1.00 0.86 1.10 1.15 0.98 0.89 0.63 0.50

U_0fck40(平島) 1.00 0.89 1.11 1.00 0.89 0.67 0.67 0.56

U_0fck80(平島) 1.00 0.77 0.90 0.77 0.56 0.40 0.32 0.30

Elastic 

modulus

(×10
4
MPa)

S_0.25fck40 2.91 2.72 2.92 2.41 2.29 1.87 1.32 1.35

S_0.25fck60 4.07 3.60 3.94 3.18 2.91 2.54 1.83 1.83

S_0.25fck80 4.51 3.74 3.80 3.37 2.87 2.41 2.07 2.35

R_0.25fck40 3.21 2.73 2.29 2.39 1.48 1.23 0.56 0.38

U_0fck40(平島) 2.80 2.50 2.20 1.85 1.41 1.20 1.40 0.75

U_0fck80(平島) 2.65 2.20 1.95 1.20 1.00 0.80 0.65 0.55

Ratio of

elastic 

modulus

E(θ )/E(20)

S_0.25fck40 1.00 0.93 1.00 0.83 0.79 0.64 0.45 0.46

S_0.25fck60 1.00 0.89 0.97 0.78 0.71 0.63 0.45 0.45

S_0.25fck80 1.00 0.83 0.84 0.75 0.64 0.53 0.46 0.52

R_0.25fck40 1.00 0.85 0.71 0.74 0.46 0.38 0.18 0.12

U_0fck40(平島) 1.00 0.89 0.79 0.66 0.50 0.43 0.50 0.27

U_0fck80(平島) 1.00 0.83 0.74 0.45 0.38 0.30 0.25 0.21

Fig. 15 Axial strain at peak stress wit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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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재하하였더라도 압축강도에 따라 실제 가해지는 하중

크기에 차이가 있어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9는 설계하중 사전재하 잔존강도시험시 시험전

시험체의 길이와 목표온도 가열후 24시간 냉각한 시험

체의 길이를 비교한 것이다. 

가열온도 100
o
C에서는 약 0.3 mm 수축하였으며, 200~

300
o
C에서는 약 0.2 mm가 수축하여 100

o
C에 비해 팽창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후 400
o
C에서는 약 1 mm로

급격히 수축한 후 500
o
C부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미

미하게 수축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상술한 400
o
C

에서 나타나는 급격한 수축경향은 R40 시험체의 탄성계

수값이 400
o
C에서 급격히 저하되는 결과에 중요한 원인

의 일부라고 생각되며, 목표가열온도 700
o
C를 기준으로

가열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시험 결과 분석

시 R40 시험체의 경우 상온에 비해 약 1.2 mm 수축한

상태이지만, S40 시험체의 경우 상온에 비해 약 0.29 mm

팽창된 상태로 가열온도 700
o
C에서 시험전 시험체의 상

태의 차이가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 결과값의 차이에 큰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종합적으로 가열 및 재

하에 의해 유발되는 변형은 고온시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과 함수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4 고온에서의 역학적 특성의 수식화

4.4.1 압축강도

Figs. 20 및 21의 관계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식으로

서 표하는 것이 가능하며, 다음 식에 의해 20
o
C에서의

압축강도 (σ
c
(20)) 또는 C/W를 사용하여 fck 25%의 사전

재하를 받은 고강도콘크리트의 가열후 압축강도를 다음

과 같이 추정할 수 있다.
11)

σ
c
(θ ) = σ

c
(20) × rσ

c
(θ ) (2)

σ
c
(20) = a + b(C/W) (3)

rσ
c
(T ) = (a + b.T + c.T

2
+ d.T

3
+ e.T

4) × exp(f.T)  (4)

 (5)

여기서 σ
c
(θ )       : θ

o
C 가열 후의 압축강도 (MPa)

      rσ
c
(θ )       :θ

o
C의 고온/상온시 압축강도 잔존비

      a, b, c, d, e, f :온도 및 하중계수 (Table 6 참고)

T
θ 20–

100
---------------=

Fig. 17 Thermal strain with W/B (R = fck.0%)

Fig. 18 Thermal strain with W/B (R = fck.0, fck.25%)

Fig. 16 Ratio of axial strain at peak stress with temperature
Fig. 19 Variation of specimen length with temperature (fck:

40 MPa, 25%. fck prestressed, 24h coo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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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탄성계수

가열온도와 탄성계수잔존비의 관계도 이하와 같이 표

시가 가능하며, 20
o
C에 대한 탄성계수 (E(20))를 알 수

있는 경우 fck 25%의 사전재하를 받은 고강도콘크리트의

각 가열온도에 대한 탄성계수도 미리 추정할 수 있다.

E
c
(θ ) = E(20) × rE(θ ) (6)

rE
c
(T ) = (a + b.T + c.T

2
+ d.T

3
+ e.T

4) × exp(f.T) (7)

여기서 E
c
(θ )       : θ

o
C 가열 후의 탄성계수 (MPa)

      rE
c
(θ )       :θ

o
C의 고온/상온시 탄성계수 잔존비

      a, b, c, d, e, f :온도 및 하중계수 (Table 6 참고)

5. 결 론
 

열전달 가열방식과 설계하중 사전재하 및 잔존강도시

험방법에 의해 고강도콘크리트의 고온 특성을 평가한 결

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고온하에서 고강도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평가한

결과 시험 방법에 의해서는 압축강도의 차이는 발

생하고 있으나 100
o
C에서 상온에 비해 약 0.8~0.85

비로 저하한 후 200
o
C에서는 약 0.9~1.1의 비로 재

상승하고, 300
o
C 이후부터는 계속적으로 저하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탄성계수는 온도가 상승할수록 직선적으로 저하하

는 경향이 나타났지만, 시험 방법에 의해서 감소율

의 차가 나타나 설계하중 사전재하시험 방법의 경우

700
o
C에서의 잔존 탄성계수비는 0.5, 설계하중 사전

재하 잔존강도시험 및 비재하시험의 경우는 700
o
C에

서의 잔존 탄성계수비가 0.1~0.3으로 나타났다.

3) 최대하중에서의 변형은 설계하중 사전재하 및 가열

에 따라 변동되는 열팽창변형과 관계가 있음을 확

인하였으며, 열팽창변형은 압축강도가 높을수록 내

력저하에 의한 수축변형이 크게 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4) 설계하중 사전재하 및 비재하 가열에 있어서 콘크

리트의 고온 특성은 탄성계수, 최대하중에서의 변

형, 열팽창변형 등 각각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

타나, 설계하중 조건을 고려한 상태에서 고온특성

평가의 필요성이 확인되었다.

5) 본 연구에서는 설계기준강도 40, 60, 80 MPa 급 콘

크리트에 대하여 실험 결과를 기초로 설계하중의

25%가 재하된 상태에서 상온 (20
o
C)~700

o
C의 각 온

도별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의 모델식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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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강도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탄성계수 및 최대하중에서의 변형에 대한 고온의 영향이 실험적으로 연구

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는 40, 60, 80 MPa 급 고강도콘크리트의 재료 역학적 특성에 있어서 20~700
o

C 범위로 상승되는

온도의 영향을 연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설계하중 사전재하 및 잔존강도시험 방법으로서 시험체를 가

열하기 전에 상온 압축강도의 25% 하중을 사전재하한 후 가열을 실시하고, 가열하는 동안 하중을 유지하며, 목표온도

에 도달한 후 고온상태 및 상온에서 24시간 냉각상태에서 시험체가 파괴될 때까지 재하를 실시하였다. 시험은 W/B 46%,

32% 및 25%로 이루어진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하여 20~700
o

C의 다양한 온도하에서 실시하였다. 시험 결과 콘크리트 강

도가 증가할수록 고온에서의 상대적인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감소하였으며, 최대하중에서의 축방향 변형은 설계하중

사전재하와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온도상승에 따른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은 압축강도 뿐만 아니라 하

중 크기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적으로 가열을 받은 고강도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탄성계수에 대한 모

델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고온에서 고강도콘크리트의 특성, 설계하중 사전재하시험, 설계하중 사전재하 잔존강도시험, 열전달방식, 열팽창 변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