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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y replacing the meta-kaolin with cement and the waste tire chip with fine aggregate separately, the high strength

concrete is protected from the spalling in fire and the method to constrain the temperature increase of steel bar within the concrete

and the basic properties of the high strength concrete mixed with the material are reviewed. As the result, meta-kaolin increases

the self fire proof characteristics of the concrete, the waste tire chip can share the internal expanding pressure so it can be deleted.

In detail, using the meta-kaolin about the cement in 4~8% of weight ratio about the cement and the waste tire chip under the grade

scope of 0.6~3 mm in 5~10% of weight ratio about the sand is very effective to prevent the spal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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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축물의 고강도화는 화재시의 단면결손을 유발하는

폭렬의 경향성이 커지므로 위험성이 증가한다. 단면결손

을 유발하는 폭렬은 콘크리트 부재 내부의 온도를 현저

하게 증가시키므로 화재가 단 시간에 지속되는 경우라도

심각한 구조적 손상을 유발하므로 화재 발생시 거주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설계 단계부터 방재상의 안전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
1)
. 

현재 고강도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 성능에 관한 연구

는 선진 각국에서도 중요한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이

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또한 고강도콘크리트

를 이용한 건축물의 적용에 있어서 60 MPa를 넘는 콘크

리트는 사전에 내화성능의 검증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되

고 있다
2)
.

따라서 화재시의 단면 결손으로 인한 심각한 구조적

손상 및 건축물의 붕괴 위험으로부터 구조 안전성 확보

및 단면 결손을 제어할 수 있는 내화공법 개발이 필요

함은 물론, 선행 기술의 확보를 통한 기술 적용에 우위

를 점할 수 있는 공법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부존자원으로서의 가능성이 충분

한 메타카올린을 시멘트 치환재로 일부 사용하고, 잔골

재인 모래의 일부를 폐타이어 잔입자로 치환시킴으로써

건축물 화재시 고강도콘크리트를 폭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의 검

토 및 이들 재료를 혼입한 고강도콘크리트의 기초적 성

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주요 내화물의 특성

2.1 콘크리트 결합재로서의 메타카올린

통상 40 MPa 이상의 고강도콘크리트를 제조할 경우,

실리카퓸,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미분말 등과 같은 무기

혼합재료를 사용하는 3성분계 결합재 조성이 이용된다.

이중 실리카퓸은 콘크리트의 강도 증진에 가장 큰 역할

을 담당하는 시멘트 혼화재로 알려져 있는데, 최근 경제

성 확보 등의 이유를 들어 종전에 이용되던 실리카퓸 대

체재로서 카올린족 광물의 메타카올린 (meta kaolin)이

검토되고 있다
3)
. 

그러나 현재 메타카올린을 콘크리트 혼화재로 응용하

고자 시도했던 사례는 기초적인 연구가 소수 진행된 것

에 불과하며, 그 역시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 향상

을 목적으로 검토된 것이 대부분으로 내화 성능 향상 측

면에서 사용을 검토한 사례가 드물다. 

메타카올린이란 균질하게 성분 조합한 카올린 (kaolin)

을 특수한 전처리를 거친 후, 이를 소정의 조건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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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여 활성화시킨 다음, 일정한 입도로 미분쇄한 것으

로써 메타카올린은 시멘트의 혼화재료로 약 10% 전후를

시멘트에 혼합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의 각종 물성을 현

저하게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4)
. 

또한, 단기적으로 에트린자이트 (ettringite)의 생성과 시

멘트 중의 주요 광물인 알라이트(alite)의 활성화로 인한

반응속도의 증가로 초기강도를 증가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는 시멘트의 수산화칼슘과의 포졸란반응으로 콘크리트

조직이 치밀화되어 강도 및 내구성을 향상시켜 특히 고

강도용 콘크리트에 큰 효과를 발휘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5)
. 

고강도콘크리트 제조시 혼화재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SiO2와 CaO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리카퓸의 주성분은 SiO2로 되어 있는 반면, 메타카올

린은 SiO2와 Al2O3가 주성분이다. 

전체 성분 중 40~45% 정도가 Al2O3인 메타카올린은

내화도가 매우 높아 콘크리트의 폭렬 방지에 부가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Ca(OH)2와의 포졸란반응으로 시

멘트페이스트로부터 Ca(OH)2의 양을 현저히 감소시킴으

로써 화재시의 Ca(OH)2 탈수에 의한 강도 저하를 억제

할 수 있다.

2.2 잔골재 대체재로서의 폐타이어 잔입자

고강도콘크리트의 내화 성능을 저해시키는 가장 큰 원

인은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인데, 이는 콘크리트의 단면

감소로 인해 부재의 내력을 저하시킴은 물론, 철근을 허

용온도 이내로 보호하는 피복의 기능이 상실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폭렬 현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화재

시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이 증가하거나, 골재 등이

팽창하여 열응력을 작용시키는 것으로서, 열응력은 메탈

라스나 철근 배근 방법의 재구성 등에 의해 횡구속력을

개선시키거나, 골재를 선별하여 사용하면, 어느 정도는

내화성능을 가질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수증기압의 제어를 위해 일본에서는 주로 폴리

프로필렌 섬유 등의 유기섬유를 콘크리트에 혼입 사용하

여 폭렬을 방지한 실적이 많다
6)
. 

학계에서는 그 효과를 상당 부분 인정하고 있으며, 화

재시 유기 섬유가 폭렬 온도 이전에 융점에 도달하여 액

체 상태로 존재를 하다가 대부분 주위의 매트릭스 조직

에 흡수되어 빈 공간을 만들며, 이렇게 형성된 공간은

수분의 이동 경로가 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의 압력

을 감소하게 되고, 그 결과 폭렬방지의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주요 원리이다. 

폐타이어 역시 폭렬온도 이전에 융점에 도달하여 유기

섬유를 혼입시킨 경우와 유사한 수분 이동 경로를 제공

하여 폭렬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Fig. 1은 폐타

이어 잔입자의 형상과 이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단면형상

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편, 내화성능 측면에서 폭렬의 원인이면서 고강도콘

크리트의 가장 큰 단점으로 지적되는 취성적 특징이 폐

타이어 잔입자를 사용함에 따라 개선될 가능성도 어느

정도 보고되고 있다. 

즉 폐타이어 잔입자의 탄성적 성질이 콘크리트에 에너

지 흡수 능력을 부여하게 되는데, 이는 내화성능의 확보

차원을 떠나 근본적으로 고강도콘크리트의 성능을 개량

하는 것이다
7)
. 

또한 폐타이어 잔입자는 단위수량을 극도로 억제하여

제작하는 고강도콘크리트에 소요의 공기량을 확보하여

작업성 향상 및 동결 방지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방

안이 될 수도 있다.

3. 고강도콘크리트의 기초 특성 및 내화 특성 실험

3.1 실험 개요

본 연구는 고강도콘크리트의 구조체에 메타카올린 및

폐타이어 잔입자를 투입하였을 경우에 대한 고온 가열시

의 폭렬제어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메타카올린과 폐타이어 잔입자가 고강도콘크리트

기준배합에 미치는 영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고강도콘크리트의 기준배합은 60 MPa 수준을 목표 강

도로 하고, 폐타이어 잔입자를 사용한 경우에 10~20%

정도 압축강도가 저하되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80 MPa을 기본 배합으로 결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메타카올린은 국내 C사에서 판매하는

중국산으로서 기존에 사용하는 실리카퓸을 전량 대체하

여 대체 전후의 성상을 비교하였으며, 폐타이어 잔입자

는 잔골재 대체재로서의 활용성이 높은 0.6~1.12 mm와

Fig. 1 Particle morphology & distribution of waste tire chip in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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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mm 범위 2수준을 채택하여, 그 혼입률 변화에 따

라 상호 성능을 비교하는 것으로 하였다. Table 1은 본

실험에서 채택한 실험 인자 및 수준을 정리한 것이다. 

3.2 사용 재료

본 실험의 주요 재료로서, 혼화재료로 사용하는 메타

카올린은 SiO2와 Al2O3의 비가 대략 1.18 정도이며, 폐

타이어는 0.6~3 mm 입도 범위로 열분해 방식 등에 의해

생산된 시판 제품을 사용하였다. Table 2는 본 실험에 사

용한 고강도콘크리트 제조용 재료의 특성을 간략히 정리

한 것이다. 

3.3 실험체의 제작

본 실험에서 80 MPa의 상온 압축강도를 발현할 수 있는

기준배합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25%, 단위수량 160 kg/m
3
,

잔골재율 45%로 배합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여기에 메

타카올린을 실리카퓸 대체제로 사용하고, 폐타이어 잔입

자 2종의 혼합량을 변화시켜 배합 계획을 수립하였다. 

Table 3은 기준 배합 및 실험 변수를 포함한 실험 배

합의 배합 조건을 나타내 것이다.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체는 압축강도 및 단위용적질량

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Ø100 × 200 mm 원주형 실험

체를 각 3개씩, 열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Ø150 ×

300 mm 원주형 실험체를 각 1개씩 제작하였다. 

3.4 실험 방법

3.4.1 기초 특성 실험

1) 슬럼프플로우

슬럼프플로우는 KS F 2594에 의거 최대 및 그와 직교

하는 플로우 지름의 평균값을 기록하였다. 

2) 공기량

공기량은 KS F 2421의 공기실 압력법에 의거 측정하였다.

3) 압축강도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5,000kN

만능시험기 (UTM)를 사용, 매초 0.15~0.35 MPa의 재하

속도로 제작된 콘크리트 실험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4) 단위용적질량

압축강도 측정을 위해 제작된 각 실험편을 기건 상태

로 조정한 후, 단위용적질량 (kg/m
3
)을 측정하였다.

3.4.2 열적 특성 실험

1) 가열 장비

실제 화재조건과 같이 열에 노출되는 동안 고강도콘크

리트의 열적 특성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를

가열하면서 목표 온도에 도달시 물성을 평가할 수 있는

가열 장비가 요구된다.

본 실험에 사용된 가열로는 KS F 2257-1, 4, 5, 6, 7

에서 규정하고 있는 표준가열온도곡선 조건에 부합하는

Table 1 Design of experiment

Items of design

Target strength (MPa) 1 80

Mix condition 2
·

Mix-I (BSC + FA + SF)

·
Mix-II (BSC + FA+ MK)

Paticle type of waste tire chip 2
·

Particle- I (Fine: 0.6~1.12 mm)

·
Particle- II (Fine: 1.12~3.0 mm)

Concent of waste tire chip (%) 6
·

0, 1.25, 2.5, 5, 10, 20

Items of measurement

Fresh concrete 2
·

Slump flow

·
Air content

Hardened concrete 4

·
Compressive strength (28, 91days)

·
Elastic modulus(28, 91days) 

·
Unit weight

·
Thermal property

Note) BSC : blast furnace slag cement, FA : fly ash, SF : silica fume, MK : meta-kaolin

Table 2 Materials for concrete specimens

Materials Characteristics

Cement
Blast furnace slag cement

Specific gravity : 3.04 g/cm
3
, Blaine : 4,110 cm

2
/g

Additive

Silica fume 

Density : 2.20 g/cm
3
, Blaine : 31.3 m

2
/g, SiO2 : 95.1%

Fly ash

Density : 2.22 g/cm
3
, Blaine : 3,272 cm

2
/g 

Meta-Kaolin 

Density : 2.50 g/cm
3
, Blaine : 11,500 cm

2
/g

Coarse

aggregate

Crushed lime stone(Gmax 20 mm)

Density : 2.62 g/cm
3
, Absorption rate : 0.54%, FM : 6.68

Fine

aggregate

Sea sand

Density : 2.60 g/cm
3
, Absorption rate : 0.71%, FM : 2.91

Waste tire chip

Density : 1.16 g/cm
3
, Absorption rate : 0.03%, 

Particle size :① 0.60~1.12 mm, ② 1.12~3.00 mm

Admixture
Superplasticizer 

PC type, Specific gravity : 1.044 g/c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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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이다. Fig. 2는 가열장비의 외관 및 화열 공급 장면

을 보여주는 것이다. 

2) 질량손실률

2시간 표준가열조건에 노출시킨 콘크리트 실험체의 전

후 질량차를 이용하여 질량손실률을 계산하도록 하였다. 

3) 콘크리트 내부온도

상기 가열장비에 정치시킨 콘크리트의 내부온도 측정

을 위해서 Ø150 × 300mm 원주형 실험체의 중심부에

thermo couple (sheath Ktype)을 매립한 후, 데이터로거를

이용하여 1분 간격으로 온도를 기록하였다. 

온도 측정은 실험 여건상 전체 변수에 대하여 실시하

지 않고, 혼화재 종류에 따라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

수준을 0, 2.5, 10% 3수준으로 설정하여 진행하였다. 

Fig. 3은 가열 실험 전 실험체의 로내 정치 장면을 촬

영한 것이다. 

4) 잔존강도

내부온도 측정이 종료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기건상태

에서 28일간 방치하여 재수화 시키고, 상기 압축강도 실

험과 동일한 시험기 및 시험 조건에 따라 파괴하중을 측

정하여, 열적 특성 실험 후의 잔존강도로 취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기초 특성 실험

4.1.1 굳지않은 콘크리트

1) 슬럼프플로우

고강도콘크리트의 시공성을 좌우하는 대표 품질 특성

Table 3 Mixing proportion of concrete

Variable
W

(kg/m
3
)

Unit weight (kg/m
3
)

A.D

(B×%)

Binder Fine aggregate

Coarse
aggregateBS

cement
Fly ash Silica fume

Meta
kaolin

Fine 
aggregate

Waste tire chip

Content
Particle 

size (mm)

SF-T1(0)

160 557 32

51 -

702.0 -

0.6~1.12

874 1.7

SF-T1(1.25) 693.2 3.92

SF-T1(2.5) 684.5 7.83

SF-T1(5) 669.9 15.66

SF-T1(10) 631.8 31.32

SF-T1(20) 561.6 62.64

SF-T2(0) 702.0 -

1.12~3.0

SF-T2(1.25) 693.2 3.92

SF-T2(2.5) 684.5 7.83

SF-T2(5) 669.9 15.66

SF-T2(10) 631.8 31.32

SF-T2(20) 561.6 62.64

MK-T1(0)

- 58

702.0 -

0.6~1.12

MK-T1(1.25) 693.2 3.92

MK-T1(2.5) 684.5 7.83

MK-T1(5) 669.9 15.66

MK-T1(10) 631.8 31.32

MK-T1(20) 561.6 62.64

MK-T2(0) 702.0 -

1.12~3.0

MK-T2(1.25) 693.2 3.92

MK-T2(2.5) 684.5 7.83

MK-T2(5) 669.9 15.66

MK-T2(10) 631.8 31.32

MK-T2(20) 561.6 62.64

Note) W/B : 25%, S/a : 45%, Target of air content : 1.5%

Fig. 2 View of fire furn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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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슬럼프플로우는 폐타이어 혼입률 증가에 따라 감소하

는 경향이며, 시멘트 치환재인 실리카퓸 및 메타카올린

의 변화에 따른 차이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그 차이는 실용적으로 의미있는 수준은 아니지만 배합

채택시 성능 저하에 대한 사전 고려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Figs. 4 및 5는 슬럼프플로우의 대표적 사례 및 실험

결과를 정리한 것으로, 기준배합의 경우는 메타카올린 배

합 시리즈의 측정 결과가 실리카퓸 배합 시리즈에 비해

유동성을 다소 크게 나타내었다. 

한편 폐타이어 잔입자의 경우는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감소하는 경향인데, 이는 폐타이어 잔입자의 거

친 입자 형상과 작은 입경에 집중된 입도 분포로 인해

콘크리트의 레올로지 성상을 저하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폐타이어 잔입자의 입자 크기 종류에 따라서는 큰 의미

를 관찰할 수 없었다. 

2) 공기량

내화성능을 구비한 고강도콘크리트의 제조를 위해 사

용한 메타카올린 및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에 따라 공

기량의 증가 경향이 관찰되었다. Fig. 6은 실험 대상의

공기량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폐타이어 잔입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혼화제인 실

리카퓸과 메타카올린의 공기량 차이는 실리카퓸을 혼입

한 경우에 다소 우세하였으나 그다지 의미있는 수준이

아니었으며, 통상의 고강도콘크리트 공기량 수준인

1.0~1.5% 범위에 근사하였다. 

한편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에 따라 공기량이 증가하

는 것은 앞서 알려진 사실로, 본 실험에서도 그 차이가

명확하였다. 다만 메타카올린을 사용함에 따라 폐타이어

잔입자에 의한 공기량 상승이 완화되는 특징이 관찰되었

으며, 반면에 실리카퓸은 폐타이어의 특징이 그대로 반

영되는 경향이었다. 

4.1.2 경화 콘크리트

1) 압축강도

고강도콘크리트의 제조를 위해 시멘트 치환재로 사용

Fig. 3 Experimental set-up of fire test

Fig. 4 Examples of slump flow

Fig. 5 Slump flow with waste tire chip content

Fig. 6 Air content with waste tire chip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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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리카퓸 및 메타카올린은 그 종류에 따라 압축강도

의 변동이 크지 않은 것으로 검토되었으며, 폐타이어 잔

입자의 혼입량 증가에 따라서는 20~30% 정도의 강도 저

하를 보였다. 

Fig. 7은 본 연구에서 설정한 실험 변수 전체의 압축

강도 변동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먼저

기준배합의 경우는 실리카퓸과 메타카올린의 실험 결과

가 유사하여, 메타카올린이 실리카퓸의 대체 효과를 발

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폐타이어 잔입자 혼입의 관계에서는 혼입량 증가

에 따라 선형적으로 역비례하는 결과를 보였으나, 본 실

험에서 설정한 최대 혼입률 20% 수준에서도 대체로 목

표 강도인 60 MPa를 초과하였다. 다만 80 MPa로 기준

배합을 설정하였지만, 제조사에서 제시한 배합표가 안전

율을 적용한 것이어서 90 MPa 이상으로 나타난 것을 감

안하면, 폐타이어 잔입자를 20% 이상 적용하는 것은 실

용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2) 단위용적질량

Fig. 8은 단위용적질량 측정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이

에 따르면, 전반적으로 모래에 비해 질량이 작은 폐타이

어 잔입자의 비율이 콘크리트 중에서 증가할수록 직선적

으로 단위용적질량이 감소하는 경향이다. 

한편 실리카퓸과 메타카올린은 그 비중차가 있지만, 콘

크리트 중에 소량 첨가되는 혼합물임에 따라 그 변동 경

향은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로서 고강도콘크리트의 적용상 지적되는 자중 증가

를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합에 의해 보통콘크리트 수준에

근사하게 저감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4.2 열적 특성

4.2.1 질량손실률

메타카올린 및 폐타이어 잔입자를 고강도콘크리트의

혼합 재료로 치환하여 사용한 경우의 내화특성을 확인하

기 위해 질량손실률을 지표로 검토한 결과, 전반적으로

메타카올린을 사용한 (MK 시리즈) 경우가 실리카퓸을

사용한 (SF 시리즈) 경우에 비해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

내었다. 

내부에 수분을 포함한 공극을 가지고 있는 콘크리트는

열을 받게 되면 공극 내의 수분이 팽창하여 콘크리트 내

부 응력을 급격하게 상승시키거나, 증발되지 않은 수분

은 내부 공극으로부터 이탈하는 등 역학적 관점에서 치

수 불안정을 발생시키게 된다. 

따라서 가열된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 이동과 흐름에

따른 질량손실률은 고온에서의 콘크리트 열적 특성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인자이다. 

Fig. 9는 표준가열온도 조건에서 실험체 전반의 질량

손실률을 측정한 결과이다. 여기서 실험 결과는 단일 측

정값이므로, 실험 결과의 편차는 인정되지만, 실험상의

파라미터 간에 동일 혼입률로 설정하여 상호 비교하였으

므로 특정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기초 실험임을 감안하여 실험체를 소형으로 제작

하여 실험한 결과이므로 일단의 팝아웃이 질량손실률의

측정 결과를 크게 좌우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질량손실률 측정을 통해 명확한 내화 성

능 결과로 취급할 수는 없으나 전체적인 경향은 메타카

올린의 혼합 시리즈가 우세적이며, 폐타이어 잔입자는 입

경이 큰 T2 (1.12~3.0 mm) 시리즈가 전반적으로 질량손

실률을 적게 나타내는 결과였다.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률에 따라서는 중량손실 상의

뚜렷한 경향이 없었으나, 특히 메타카올린의 혼합 시리즈

에서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에 따라 당초 의도하였던 미

세균열의 유도 효과가 확연하였고 (Fig. 10, Table 4 참조),

외관상 건전도를 유지하는 배합조건도 다수 관찰되었다.

4.2.2 내부온도

메타카올린 및 폐타이어 잔입자를 결합재 및 잔골재로

치환 사용한 경우의 내화 특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실시
Fig. 7 Compressive strength with waste tire chip content

(28days)

Fig. 8 Unit weight with waste tire chip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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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내부온도 측정 결과, 전반적으로 메타카올린의 내열

성능이 확인되었으며, 폐타이어 잔입자 역시 일정 수준

의 혼합량에서 단면 손실에 의한 온도 상승을 저감시키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Fig. 11은 표준가열온도 조건에서 실험체 중심부의 온

도 변동을 측정한 결과이다. 

먼저 해당 그림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실리카퓸 혼입

기준 배합의 경우, 2시간 폭로 후 600
o
C 이상까지 상승

되는 반면, 메타카올린 혼입 기준 배합의 경우는 280
o
C

정도만 상승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메타카올린은 점토질 광물을 소성가공한 것으로 내열

성능이 우수한 점토 소재의 일반적인 특성이 상기 실험

결과에서 발현된 것으로 보이며, 실리카퓸 혼입 시리즈

의 경우에는 30분 정도에서 내부온도 상승의 1차 피크

점이 보이는데 이는 폭렬이 개시되어 이에 따라 내부온

도 증가곡선의 기울기가 커진 것으로 판단된다. 

폐타이어 잔입자의 치환 효과에 대해서는 실리카퓸 혼

입 시리즈에서 비교적 명확한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Fig.

11에서 관찰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기준배합에 비해 폐타

이어 잔입자를 혼입한 경우가 실험체 내부의 온도 상승

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SF-T2

(1.12~3.0 mm) 시리즈가 SF-T1 (0.6~1.12 mm) 시리즈의

Fig. 9 Weight loss with waste tire chip content

Fig. 10 Micro crack pattern of concrete surface contented waste

tire chip

Table 4 Appearance of specimens after fire-resistance test

Waste tire chip content 0% 1.25% 2.5% 5% 10% 20%

SF-T1

SF-T2

MK-T1

MK-T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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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이력보다 낮은 분포를 보임에 따라 고열에 용해되어

콘크리트 실험체 내부를 보다 큰 기공으로 포러스

(porous)하게 변화시키는 조건에서 단열성능이 우수해짐

도 확인할 수 있었다.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률이 큰

경우도 같은 이유로 낮은 온도를 기록하였다. 

상기 경향은 메타카올린을 첨가한 경우에도 유사한 결

과를 보였으나, 폐타이어 잔입자와의 조합에서는 민감도

가 저하되어 큰 차이를 보이는 경향은 아니었다.

한편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경우에 폐타이어 잔입자 혼

입률 별로 확연하게 미세균열의 발달이 관찰되는 것과

실리카퓸 혼입 시리즈에서 폐타이어 잔입자 혼입에 따라

내부온도 저감 효과가 다수 확인되는 측면에서 폐타이어

잔입자의 폭렬 방지 성능은 어느 정도 인정되나,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방지를 위해 단독으로 뚜렷한 효과를

기대할 수는 없었으므로 이에 대한 보완 조치의 필요성

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폐타이어 잔입자에 의한 내

열 성능의 수준을 실리카퓸을 혼입한 경우와 같이 내열

성능이 낮은 결합재에서 일정 성능을 발현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을 때, 1.12~3.0 mm 입경을 10% 정도 치환하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내열 성능이 양호함을 알 수 있었다.

본 실험은 실험 여건상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량에

대한 온도 변동의 경향만을 살펴보기 위하여 변수 전체

를 대상으로 실험하지는 않았으나, 10% 치환조건 이상

에서의 폭렬 경향을 통해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온도조

건은 다시 불리해질 것으로 추정되므로 10% 치환조건을

온도 저감의 피크조건으로 간주하였다. 

4.2.3 잔존강도

가열 실험 후 폭렬이 발생하지 않았거나 단면 손실이

미미하였던 배합을 대상으로 잔존강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12와 같다. 

먼저 MK 시리즈와 SF 시리즈를 비교한 Fig. 12 (a)를

살펴보면, 실리카퓸을 혼합한 SF 시리즈의 측정 결과는

대체로 가열 전의 압축강도 실험 결과에 비해 13.1~16.5%

정도인 10 MPa 전후의 값을 나타내었음에 반해, 메타카

올린을 혼합한 MK 시리즈의 경우에는 45% 내외의 잔

존강도를 보여 메타카올린의 혼입이 콘크리트 폭렬 방지

및 내열 특성상 효과적인 작용을 하며, 강도 저하를 방

지하는데 영향이 큼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메타카올

린의 내열 특성과 화열 접촉 후 재수화 작용이 진행되

는 특성 때문에 잔존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았던 것으로

추정된다
8)
. 다만 메타카올린의 재수화에 대한 이론은 본

연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분석을 생략하기로 한다.

한편 폐타이어 잔입자의 혼입률 별로 잔존강도의 측정

이 가능하였던 MK-T2 시리즈의 잔존강도 측정 결과 (Fig.

12 (b) 참조)에서는 전반적으로 45% 내외의 고른 잔존강

Fig. 12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of test parameters

Fig. 11 Internal temperature distribution of test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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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나타내어 페타이어 치환율에 의한 영향보다는 메타

카올린의 내열 특성이 그대로 반영되는 결과로 간주할

수 있다. 

5. 결 론

내화성능이 우수한 고강도콘크리트용 혼화재 개발 및

배합 기술을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한 성능 검토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1) 내화용 고강도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되는 메타카올

린 (밀도 2.9 정도)을 시멘트에 대해 4~8%의 중량

비로 치환한 본 실험 결과에서, 폐타이어 잔입자 (밀

도 1.16 정도)는 0.6~1.12 mm 및 1.12~3 mm의 입

도 범위를 사용하였을 경우, 콘크리트 중의 잔골재

인 모래에 대해 5~10%의 중량비로 치환하는 것이

고강도콘크리트의 일반적인 물성확보는 물론, 폭렬

방지를 위해 유효한 배합 수준으로 분석되었다. 

2) 메타카올린 및 폐타이어 잔입자를 사용한 고강도콘

크리트의 배합은 기존의 고강도콘크리트와 달리 실

리카퓸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멘트 대체재로서

메타카올린을 혼합하여 사용함에 따라 콘크리트 자

체의 내화성을 향상시키며, 실리카퓸과 같이 내화

성이 낮은 결합재 사용 시에는 고강도콘크리트 내

부에서 작용하는 팽창압의 상쇄 기능을 잔골재 부

분 대체제인 폐타이어 잔입자가 분담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건축구조물에 사용된 고강도콘크리

트 기둥이나 보가 화재시 균열, 팽창, 폭렬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구조적 성능이 저하되고 건축물의 붕괴의 위험

을 초래하는 문제점을 개선함으로써 초고층 건축물의 안

전한 내화 성능 및 내구 성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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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메타카올린을 시멘트 치환재로, 잔골재를 폐타이어 잔입자로 일부 치환시킴으로써 건축물 화재시 고강도콘

크리트를 폭렬로부터 보호하는 한편, 내부에 배근된 철근의 온도 상승을 억제하는 방법의 검토 및 이들 재료를 혼입한

고강도콘크리트의 기초적 성상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메타카올린은 콘크리트 자체의 내화성을 향상시키며,

고강도콘크리트의 내부 팽창압의 상쇄 기능을 폐타이어 잔입자가 분담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부적으로는 메

타카올린을 시멘트에 대해 4~8%의 중량비로, 폐타이어 잔입자를 0.6~3 mm의 입도 범위를 사용하며, 잔골재인 모래에

대해 5~10%의 중량비로 치환하는 것이 고강도콘크리트의 폭렬 방지를 위해 유효한 배합 수준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핵심용어 : 메타카올린, 폐타이어 잔입자, 폭렬, 고강도콘크리트,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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