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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effects of high temperature and fiber content on the residual mechnical properties of high-strength

concrete were experimentally investigated. In this paper, residual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with water to cement (w/c)

ratios of 0.55, 0.42 and 0.35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re compared with those obtained in fiber reinforced concrete with similar

characteristics ranging from 0.05% to 0.20% polypropylene (PP) fiber volume percentage. Also, factors including pre-load levels

of 20% and 40% of the maximum load at room temperature are considered. Outbreak time, thermal strain, length change, and mass

loss were tested to determine compressive strength, modulus of elasticity, and energy absorption capacity. From the results, in order

to prevent the explosive spalling of 50 MPa grade concretes exposed to high temperature, more than 0.05 vol. % of PP fibers is

needed. Also, the cross-sectional area of PP fiber can influence the residual mechanical properties and spalling tendency of fiber

reinforced concret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Especially, the external loading increases not only the residual mechanical prop-

erties of concrete but also the risk of spalling and brittle failure tendency.

Keywords : residual mechanical properties, high temperature, pre-load, compressive behavior, polypropylene fiber

1. 서 론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 워커빌리티 및 내구성은 상

온에서 보통 강도 콘크리트 보다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

려져 있다. 그러나 화재시의 높은 온도는 콘크리트를 물

리 및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결과적으로 콘크리트가 가지

고 있는 역학적 특성을 저하시키게 된다.
1,2)

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강도는 물시멘트비의 감소와

혼화제 사용에 따른 워커빌리티의 향상에 의해 얻어진다.

그러나 이와 같은 과정은 콘크리트의 공극을 감소시켜

고강도 콘크리트가 보통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취성적이

고 상승되는 온도하에서 균열 및 폭렬 등과 같은 현상

을 발생하기 쉽게 만들어 내화 성능을 빠르게 저하시키

게 된다.
3-7)

폭렬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는 폴리

프로필렌(polypropylene, PP)섬유의 적용은 한천구,
4)
 염광

수,
5)
 원종필,

6)
 Bilodeau,

7)
 Kalifa,

8)
 Peng

9)
 등과 같은 다수

의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어 왔다.

기존 연구
4-9)
에 의하면, 폭렬은 온도 구배 및 상승되는

온도하에서 콘크리트 내부 공극 압력의 증가에 의존하며,

수증기압의 생성은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의 증발에 의해

발생한다. 또한, 시멘트와 골재의 열팽창 변형 차이 때

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열응력이 발생하며, 한 방향 가열

에 따른 온도 구배는 내부 균열을 발생시키고 콘크리트

표면에 압축응력을 야기시킨다. 대부분의 경우에서 폭렬

은 앞서 기술된 두 가지 이상의 메커니즘이 복합되어 일

어난다.

Castillo,
10)

 Diederichs
11)

 및 Abrams
12)
에 의한 연구에서

는 하중 재하에 따른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

성에 관해서 수행되었다. Castillo
10)
의 연구에서는 하중을

받은 어떠한 시험체도 700
o
C 이상에서 하중을 견딜 수

없었으며, 이중 1/3의 시험체는 하중이 재하된 상태로 가

열되는 동안 약 320~360
o
C의 온도 범위에서 폭렬에 의

해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다. Diederichs
11)
는 32

o
C/min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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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속도하에서 하중이 재하된 모든 시험체는 폭렬이

발생하였다고 나타내었다. Abrams
12)
는 하중을 받은 시험

체의 압축강도는 하중을 받지 않은 시험체 보다 일반적

으로 5~25% 높게 나타났으며, 상온 압축강도에 대한 25%,

40% 및 55%의 하중은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에 대해 뚜렷히 구분되는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다양한 연구 중 하중 재하에 따른 섬유 보

강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데이터는 아직 부족

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고온에 노출된 후 섬유를 보강

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역학적 거동과 폭렬 특성을 연구

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콘크리트의 잔존 압축강도,

잔존 탄성 계수, 하중-변형 곡선 및 에너지 소산 능력에

대하여 하중 재하의 영향에 관해 검토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이 연구의 실험 계획은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폭렬 및 잔존 역학적 특성에 대

하여 섬유 혼입 및 하중에 따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

여 물시멘트비(W/C)는 0.55, 0.42 및 0.35로 하였으며, 각

각의 W/C에 대하여 상온에서 최대 압축강도의 0%(비재

하), 20% 및 40%의 하중을 실험 요인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PP 섬유 혼입량은 시리즈 I의 경우 콘크리트 부피

에 대하여 0, 0.05% 및 0.1%를, 시리즈 II 및 III는 0,

0.05%, 0.1%, 0.15%, 0.2%를 각각 사용하였다. 온도 조

건은 폭렬 평가를 위해 가열 속도가 빠른 ISO-834 표준

가열 곡선을 선정하였으며, 하중 조건 및 섬유 혼입에

따른 잔존 역학적 특성을 비교·평가하기 위해 콘크리

트의 성능 저하를 고려하여 1시간 가열하는 것으로 하

였다. 모든 콘크리트 시험체의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은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2.2 사용 재료

사용 재료는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굵은골재는 최대 크기 20 mm, 비중 2.65 g/cm
3

의 화강암계 쇄석을 사용하고, 잔골재는 비중 2.61 g/cm
3
,

조립률 3.05의 세척사를 사용하였다. PP 섬유는 길이 13 mm

및 세장비(aspect ratio) 650이며, 콘크리트 배합의 워커빌

리티를 위한 혼화제는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혼입하였다. 사용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2에 나

타냈다.

2.3 콘크리트 배합 및 시험체 제작

PP 섬유의 혼입률 및 W/C 수준에 따른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콘크리트

배합은 Table 3과 같이 13배치로 설정하였다. 

W/C 0.55, 0.42 및 0.35에 대한 콘크리트 배합은 시리

즈 I, II 및 III로 각각 설정하였다. 시리즈 I은 PP 섬유 혼

입량을 0, 0.45 및 0.9 kg/m
3
으로 하여 총 3배합을 계획하

였으며, 시리즈 II 및 III의 경우는 1.35 kg/m
3
 및 1.8 kg/m

3

의 PP 섬유의 혼입량을 추가하여 총 5배합을 계획하였다. 

시험체는 28일 표준 압축강도와 내화 시험을 위한 시험

체로 각각 분리하여 제작하였다. 각 배합별로 콘크리트

를 비빈 후 KS F 2403「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시험체

Table 1 Experimental outline

Factors considered
Test conducted

Series Water/cement Pre-load level
(1)

(%) PP fiber addition (Vol.%)
(2) Heat method

I 0.55

0, 20, 40

0, 0.05, 0.10

Standard heating 

curve of ISO 834 

• Moisture content (%)

• Thermal strain

• Compressive strength (MPa)

•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GPa)

• Length change (mm)

• Mass loss (%)

• Spalling extent

II 0.42

0, 0.05, 0.10, 0.15, 0.2
III 0.35

(1)Percentage of ultimate load at room temperature
(2)Percentage by concrete volume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Materials Physical properties

Cement

• Ordinary Portland cement

• Density: 3.15 g/cm
3

• Specific surface area: 3,630 cm
2
/g

Fine aggregate

• Sea sand, Maximum size: 5 mm

• Density: 2.61 g/cm
3

• Fineness modulus: 3.05

• Water absorption: 0.97%

Coarse

aggregate

• Granitic crushed gravel 

• Maximum size: 20 mm

• Density: 2.65 g/cm
3

• Water absorption: 0.9%

High range

water reducer
• Polycarboxylic-based superplasticizer

Polypropylene 

fiber

• Length: 13 mm

• Density: 0.91 g/cm
3

• Aspect ratio: 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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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작 방법」에 준하여 Ø100 × 200 mm 원주형 시험체를

제작한 다음 24시간 후 탈형하였다. 28일 표준 압축강도

를 위한 시험체는 20 ± 2
o
C의 수중에서 27일간 수중 양생

을 실시한 후 평가되었다. 내화 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20 ± 2
o
C의 수중에서 7일간 양생을 실시한 후 상대 습도

60 ± 5%, 온도 20 ± 3
o
C의 항온 항습실에서 300일간 기건

양생을 실시하였다. 시험체는 양생 후 상온 및 고온에서

각각 평가하였으며, 결과는 상온에서 평가된 결과값과 비

교하여 나타내었다.

2.4 시험 방법

시험체는 ISO-834 표준화재곡선에 의해 전기 가열로에

서 1시간 동안 가열되었다. 모든 시험체는 가열이 완료

된 후 24시간 동안 상온에서 자연적으로 냉각되었으며,

이후 잔존 역학적 특성을 위한 평가가 수행되었다.

시험체의 가열은 3가지 하중조건에 의해 실시되었다.

첫 번째는 가열로에 시험체를 고정하기 위해 약 1,960 N

(약 200 kgf)을 가력한 상태로 이 연구에서는 상온 강도의

0% 하중을 재하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두 번째 및 세 번

째 하중 조건은 상온 압축하중의 20% 및 40%를 재하하

였다. 하중은 가열 약 30분전에 적용하였으며, 축변형이

더 이상 증가되지 않을 때까지 유지하였다. 그리고 이때

의 변형 상태를 시험체의 축변형에 대한 초기 상태로서

설정하였다.

가열 시험을 하는 시험체의 내부 온도 이력을 평가하기

위해 각 배합 별 2개의 시험체를 온도 평가용으로 제작

하였으며, 제작하는 동안 K타입 열전대를 표면(피복 5 mm)

과 중심부(피복 50 mm)에 설치하였고, 열전대의 설치 모

식도는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콘크리트 시험체의

온도 이력 예시로서 전기 가열로와 W/C 0.42의 시리즈

II에서 측정된 온도 곡선을 Fig. 2에 나타냈다.

이 연구에서는 가열 중 하중을 유지하기 위해서 Fig. 3

과 같이 전기 가열로와 자동적으로 변형 제어가 가능한

2,000 kN급 UTM을 연결시킨 재하·가열 시험 장치를 사

Table 3 Mix proportion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before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Specimen

no.
W/B

s/a

(%)

PP fiber

(Vol.%)

Water

(kg/m
3
)

Unit weight (kg/m
3
) Age : 28 days Age: 300 days

C S G

Compressive

strength

(MPa)

Compressiv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Strain at

peak stress

(%)

Moisture

content (%)

I-1

0.55 45

0

176 344 793 919

27.8 31.1 25.66 0.215 2.35

I-2 0.05 25.9 28.5 25.39 0.224 2.29

I-3 0.1 26.6 31.9 26.34 0.211 2.44

II-1

0.42 45

0

170 452 634 955

41.4 54.9 35.44 0.238 2.91

II-2 0.05 44.0 48.1 32.96 0.244 2.89

II-3 0.1 42.9 43.4 31.83 0.237 2.95

II-4 0.15 42.5 52.1 32.50 0.254 3.01

II-5 0.2 41.5 48.3 34.04 0.240 2.93

III-1

0.35 45

0

165 515 537 972

45.1 58.2 34.03 0.259 3.12

III-2 0.05 46.3 55.9 33.27 0.266 3.21

III-3 0.1 43.7 59.6 32.10 0.263 3.20

III-4 0.15 50.3 50.6 32.57 0.228 3.33

III-5 0.2 51.8 54.5 33.54 0.232 3.31

Fig. 2 Temperature-time curve of furnace and concrete specimen

exposed to ISO-834

Fig. 1 Typical test specimen with thermocou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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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였다. 전기 가열로는 내열 및 단열을 위해 세라믹

화이버(ceramic fiber)블랭킷으로 채워져 있으며, 특수 제

작 금속 히터를 사용해 최고 1,000
o
C까지 가열 및 자동

온도 조절이 가능하다. 

압축강도와 정탄성계수는 가열 시험에 사용된 재하·

가열 시험 장치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시험 방법은 RILEM

TC 129「test methods for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at high temperatures」에 준하였다. 축하중은 분당 0.5

mm의 축변형 속도에 의해 적용되었다. 또한, 시험체 전

체의 변형률은 Fig. 3과 같이 가열로 상·하부에 설치되

어 있는 LVDT에 의해 측정되었다. 시험체의 축변형은

직경 10 mm의 석영관에 의해 가열로 외부에 설치된

LVDT에 역학적으로 전달되었다. 하중과 변형 데이터는

데이터로거 및 프로그램에 의해 1초 주기로 컴퓨터에 기

록되었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가열 전·후의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하여 평가된 압

축강도, 정탄성 계수, 길이 변화 및 중량 변화 등의 시

험 결과는 Tables 3 및 4와 같다. 제시된 결과값은 2개

이상 시험체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또한, 시험체 기

호는 시리즈-섬유 혼입량-하중 수준의 순으로 Fig. 4와

같이 나타내었다.

 

3.1 가열 전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가열전 시험체의 압축강도, 탄성 계수 및 최대 하중에

서의 변형의 결과값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재

령 300일에서의 압축강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에 비

해서 각 W/C 0.55, 0.42 및 0.35에 따라 평균적으로

14%, 16.2% 및 17.5%가 증가하였다. PP 섬유의 혼입률

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탄성 계수 및 최대 하중

에서의 변형은 특별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았다. Chan
13)

의 연구에서는 압축강도와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이 섬유

혼입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20~150 µm 직경의 PP 섬유를 사용하였을 때 다른 기존

연구
3,14,15)
들은 이 연구와 같이 PP 섬유의 혼입은 압축강

도 및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에 대하여 특별한 영향을 미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폭렬 발생 특성

PP 섬유 혼입률 및 하중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시험

Fig. 3 Test equipment for heat and load

Fig. 4 Abbreviation of specimen number

Table 4 Tests results of concrete after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Specimen no.

Compressive strength (MPa) Modulus of elasticity (GPa) Strain at peak stress (%)

Pre-load level (% of fck) Pre-load level (% of fck) Pre-load level (% of fck)

0 20 40 0 20 40 0 20 40

Series I

I-1 7.91 8.09 4.47 1.00 1.38 0.98 1.041 0.668 0.517

I-2 6.65 12.97 F
(2)

0.85 1.95 F 0.935 0.645 F

I-3 8.34 15.18 F 1.01 2.23 F 0.896 0.722 F

Series II

II-1 S
(1)

S S S S S S S S

II-2 13.28 20.82 F, S 1.92 3.59 F, S 0.817 0.588 F, S

II-3 15.18 23.86 23.89 2.12 3.65 3.91 0.838 0.647 0.582

II-4 17.33 23.2 F 2.08 2.99 F 0.896 0.612 F

II-5 14.75 21.13 F 2.02 2.87 F 0.735 0.653 F

Series III

III-1 S S F, S S S F, S S S F, S

III-2 17.76 25.29 F 2.39 3.70 F 0.845 0.611 F

III-3 22.02 26.26 F 3.41 3.90 F 0.714 0.608 F

III-4 17.63 26.44 F 2.65 3.98 F 0.757 0.635 F

III-5 19.23 24.87 F 2.61 3.44 F 0.822 0.624 F
(1)Fire test was stopped by explosive spalling of specimen
(2)Fire test was stopped by compressive fracture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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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의 폭렬 특성은 Table 4에 나타냈다. 

시리즈 I에서는 PP 섬유 혼입률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

체에서 폭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시리즈 II 및

III에서는 PP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모든 시험체에서 폭

렬이 발생하였으며, 0.05 Vol.%이상의 PP 섬유를 혼입한

시험체는 모두 폭렬이 방지된 것으로 나타났다(II-2-40%

시험체 제외). 이 결과는 PP 섬유가 콘크리트의 폭렬 현

상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것을 재확인 시켜준 결

과이다. 한편, II-2-40% 시험체는 일부 부분에서 폭렬 현

상을 나타냈다. 이는 하중 조건에 대한 영향과 함께 시

리즈 II 및 III에서 나타내고 있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45~

55 MP의 범위에서 0.05%의 PP 섬유 혼입량은 폭렬을 방

지하기 위한 최소 경계값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은 이유

에서 II-2-40%시험체에서 나타난 폭렬 현상은 불규칙 발

생의 부분으로 추측된다. 유사한 경향은 이 연구와 가열

시간은 차이가 있으나 약 50~55 MPa의 콘크리트에 대하

여 내화 시험을 실시한 기존 연구
16)
에서도 0.05%의 섬

유 혼입은 다소 불규칙한 폭렬 현상을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고온을 받은 후 발생한 시험체 중앙부 표면

의 균열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다소 직감적인 평가이지

만, PP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I-1-0%)는 고온을

받은 후 표면에 0.5 mm이상의 큰 균열과 그 밖의 작은 균

열이 방사형으로 발생되었다(II-1-0%의 사진은 폭렬면).

그러나 PP 섬유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큰 균열의 수는 감

소하였으며, 작은 균열 또한 미미하지만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상온 압축강도의 20%가 재하된 상태에서 고

온을 받은 시험체는 비재하 시험체에 비해 표면에 균열

의 수 및 크기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에 대한 폭렬 패

턴을 나타낸 것으로 비재하 상태에서 가열된 시험체는

표면 전체적으로 폭렬이 발생한 반면 하중이 재하된 상

태에서 가열된 시험체는 부분적으로 폭렬이 발생하는 결

과를 나타냈다. 한편, 상온 압축강도의 40%를 재하한 시

험체의 경우, 대부분 과도 변형(transient creep) 및 고온

에 의한 시험체의 강도 저하 때문에 가열 시험 중 압축

파괴되어 결과값을 얻을 수 없었다.
17-19)

3.3 압축강도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Table 4에 나타

낸 바와 같다. 시험체는 ISO-834 표준 가열 곡선에 의해

1시간 가열된 후 잔존 압축강도는 약 25% 이상 유지되

었다. PP 섬유의 사용은 상온 압축강도 결과와 같이 고

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잔존 압축강도에 특별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Kalifa
8)
에 의한 연구에서는 PP 섬

유가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잔존 강도에 유용한 결

과를 보였다. 그러나, 이 결과는 Poon
3)
의 연구에 의해 반

박되었다. Poon은 이와 같은 차이는 시험 환경의 차이로

부터 비롯된 결과일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두 연구에서

800
o
C까지 가열하는데 Kalifa의 연구에서는 20분, Poon

의 연구에서는 320분이 소요되었다. 이 연구에서 사용한

Fig. 5 Surface crack of specimens after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Fig. 6 Spalling patterns of specimens with stress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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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834 표준 가열 곡선은 Kalifa의 연구에서 사용된 일

본 표준 가열 곡선과 매우 유사하지만 잔존 압축강도에

대한 PP 섬유 혼입의 영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현상은 PP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잔존

압축강도 결과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가열 속도 및 시험

재료의 차이와 같은 실험적 변수뿐만 아니라 PP 섬유의

직경과도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Kalifa 연

구는 100~200 µm, 이 연구에서는 20 µm의 직경을 가진

PP 섬유를 사용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상온에서 약 90
o
C온도까지는 시멘트 페이

스트와 골재는 함께 팽창한다. 그러나 약 100
o
C이상의

온도에서는 골재는 계속적으로 팽창하지만 시멘트 페이

스트는 수축하게 된다.
17,18)

 이 변화에 의해 골재와 시멘

트 페이스트의 계면에서는 응력이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400
o
C 온도에서 10 µm이상

의 뚜렷한 균열이 계면에서 발생하며, 연구자별로 차이

는 있으나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400
o
C 온

도부터 급격하게 저하를 나타내고 있어, 내부의 균열은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강도 저하에 중요한 요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8,18)

그러나, PP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는 400
o
C이상의 온

도에서 골재의 팽창과 시멘트페이스트의 결합수 및 잉여

수의 탈수(dehydration)에 의한 수축으로 발생되는 역방

향 응력으로 섬유층(fiber bed)에 국부적으로 균열을 응

집시켜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보다 더 많은 균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그렇지만, 발생된 균열은 전반적으

로 약 1 µm이하의 균열이고, 골재 사이에서 매우 조밀하

게 형성되기 때문에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강도 감

소를 완화시켜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는 섬유를 혼입하

지 않은 콘크리트보다 높은 잔존 강도의 결과를 나타내

게 된다.
8,18)

상술한 기존 연구의 가설에 의해서는 이 연구의 결과

를 설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추가적

인 가설을 제시한다. Momose
15)
의 연구에 의하면 콘크리

트에 혼입한 동일한 양의 PP 섬유는 섬유의 직경이 작

을수록 고온에서 폭렬 방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직경이 다른 섬유를 단일 부피당 동일한 섬

유 혼입률(부피에 의한 비율)을 적용할 경우 직경이 작

은 섬유는 직경이 큰 섬유에 비해 혼입된 섬유의 수가

증가하여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되는 수

증기의 배출 통로 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손

상도가 감소한다는 결과를 제시했다. 이와 유사한 연구

결과는 허영선의 연구
20)
에서도 제시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사용한 PP 섬유의 단면적은

314 µm
2
으로 Kalifa의 연구에서 사용한 PP 섬유의 단면

적인 7,500 µm
2
와 비교하여 약 20배 이상 작아 섬유의

수는 20배 이상 많아지게 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직

경이 작은 섬유를 사용할 경우 고온에 의한 콘크리트 내

부압의 완화 및 폭렬 방지 능력은 직경이 큰 섬유에 비

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섬유의 수는 보다 많

은 미세 균열을 콘크리트 내부 전체에 유도하며, 섬유가

용융한 섬유층 또한 공극으로 변환되기 때문에 강도 저

하를 방지하는데 영향을 주지 못한 것으로 추측한다.

Fig. 7은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잔존 압축강도를 나

타낸 것이다. 하중을 받지 않은 시리즈 I, II 및 III 시험

체의 잔존 압축강도는 평균적으로 상온 압축강도의 29%,

35% 및 40%로 각각 나타났다. 그러나 동일한 조건의 시

험체가 20%의 하중을 받을 경우 잔존 압축강도는 45%,

52% 및 53%로 각각 나타났다. 즉 20%의 하중이 재하된

시험체는 비재하 시험체에 비해 잔존 압축강도가 평균적

으로 약 13~17%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열시 콘크리트

의 열팽창 변형이 하중에 의해 구속되었기 때문에 압축

강도 평가시 강도 향상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0)

Fig. 8 및 Kodur
21)
의 연구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일반적

으로 콘크리트는 가열될 때 팽창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팽창은 내부에 균열을 유도하며, 결과적으로 강도가 저

하한다. 하중을 받은 시험체의 경우 이와 비교해보면 압

축 구속에 의해 팽창이 현저하게 감소하거나 수축하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결과적으로 시험체의 팽창을 구

속하여 내부에 발생되는 균열을 억제함으로서 압축강도

의 저하를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상온 압축강도의 40% 하중을 재하한 시험체는 가열하

는 동안 압축 파괴 되었다. 따라서 이에 따른 잔존 역학

적 특성은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시리즈 II 및 III에서

섬유를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는 가열 후 약 11~14분에

서 폭렬이 발생하였다. 폭렬 발생시(가열시간 11~14분)

Fig. 7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fter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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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로 내부 온도는 696~740
o
C, 시험체 내부 온도는 표

면부(피복 두께 5 mm)가 275~330
o
C, 중심 온도는 71

~106
o
C로 나타났다. 시험체의 가열중 이 연구와 유사한

시간 및 온도에서의 폭렬 파괴는 다른 연구에서도 관찰

되었다.
10,22)

 이와 같은 거동은 가열하는 동안 골재의 종

류, 콘크리트의 공극, 함수 상태 및 하중 수준에 따라 결

정되는 것으로 고려된다.

3.4 탄성 계수 및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

가열 시험 후 PP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하중-변형

곡선은 Fig. 9에 나타낸 바와 같다. 고온을 받은 콘크리

트의 하중-변형 곡선의 초기 상승부는 직선적으로 증가

하고 있으나 Table 4와 같이 잔존 탄성 계수는 상온 탄

성 계수의 약 4~12%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중-변형 곡선의 초기 상승 기울기 및 잔존 탄성 계수

는 W/C가 낮을수록 증가하였다. 반면 PP 섬유 혼입량에

따른 탄성 계수는 상온에서의 탄성계수와 같이 특별한 점

을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하중 조건에 따른 잔존 탄

성 계수값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다. 상온 압축강도의

20%하중을 재하한 시험체는 비재하 시험체에 비해 약

2~5% 잔존 탄성계수가 높게 나타났다. 이는 압축강도에

서 언급한 이유와 같이 하중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은

압축강도를 향상시키고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값은 감소

(Fig. 9)시켜 잔존 탄성계수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

와 같은 가열 및 재하에 따른 시험체 상태의 변화는 이

후 고찰할 길이 변화에서도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 결과값은 Tables 3 및 4에 나타

냈다. 고온을 받은 시험체의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은 상

온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에 비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비재하 시험에서 고온에 의한 최대 하중에서

의 변형 증가량은 상온 변형에 비해 시리즈Ⅰ의 경우 약

4.4배, 시리즈II 및 III의 경우 약 3.3배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상온 압축강도의 20% 하중이 재하될 경

우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 증가량은 동일한 조건 시험체

에 대하여 약 3.1배(I) 및 2.5배(II, III)로 각각 나타났다.

한편,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 또한 PP 섬유의 혼입량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3.5 에너지 소산 능력

많은 연구에서 상온하의 콘크리트 압축 인성에 관하여

혼입된 섬유의 영향을 연구하였지만, 고온에 노출된 콘

크리트에 대하여 섬유 혼입 및 초기 재하 수준에 따른

Fig. 8 Strain of specimens with load condition during the

heating period

Fig. 9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after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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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 인성 연구 결과는 미미하다.
3)
 압축시 콘크리트의

에너지 소산 능력 또는 인성은 Fig. 11의 A부분과 같이

하중-변형 곡선의 하부 면적을 일정한 변형값까지 계산

하여 결정한다. 산출 방법은 Nataraja
23)
의 연구에서 사용

된 방법을 인용하였으며, 이 연구에서는 1%의 변형값까

지 면적을 수치 적분 방법에 의해 계산하였다. 또한, 인

성비(relative toughness)의 경우는 압축강도와 1% 변형률

을 범위로 하는 Fig. 11의 B의 면적에 대한 A면적의 비

로 산출하였다. 

Fig. 10은 가열 후 PP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소산

에너지를 변형률에 따라 누적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에너지 소산 능력에서 PP 섬유 혼입률에 따른 영향은

물시멘트비 및 하중 조건에 관계없이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초기 변형시부터 소산된 에너지의 누적 면적은

비재하 시험체에 비해 상온 압축강도의 20% 하중을 받

은 시험체가 크게 나타났다. 에너지 소산 능력은 변형률

0.006에서 비재하에 시험체에 비해 20%를 재하한 시험

체가 약 2배이상의 누적 면적을 나타내고 있으나, 이후

변형이 증가할수록 누적 면적의 차이는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에너지 소산 능력의 누적값에

의한 상대적 인성값과 인성비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잔존 상대 인성값과 인성비 또한 PP 섬유의 혼입

률에 따라서는 특별한 차이가 없었으나, 하중 조건이 0%

에서 20%로 증가될 때 상대적 인성값은 증가된 반면 인

성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중 재하에 의

해 콘크리트 시험체가 에너지를 소산시키는 능력은 증가

하였으나, 취성적 성질이 강해진 것을 의미한다. Fig. 9

의 하중-변형 곡선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비재하 시험체

는 최대 압축강도에서 완만한 곡선으로 나타난 반면 상

온 강도의 20% 하중을 받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강도

부분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곡선의 저

하면 경사는 비재하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감소하였다. 이는 이 연구에서의 계산은 1%범위까지만

변형값을 사용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6 길이 변화 및 중량 감소

시험체의 중량 및 길이는 가열로에 시험체를 설치 직

전과 가열 및 냉각 후 잔존 역학적 평가 직전 각각 상

온에서 평가되었다. 또한, 시험은 0.01 g까지 측정 가능

한 전자 저울과 버니어켈리퍼스에 의해 각각 2회씩 측

정한 후 평균값으로 결과값을 산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중량 감소율은 PP 섬유 혼입

률이 증가할수록 미소하게 증가하였으며, 재하 수준에 따

라서는 특이점을 확인할 수 없었다. 또한, 길이 변화는

PP 섬유 혼입률에 따라 특별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고 있

Fig. 10 Dissipated energy of concrete after exposure to high

temperature

Fig. 11 Toughness of concrete in com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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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하중수준 0%의 시험체는 가열후 0.4~0.88 mm 팽창

하였다. 그러나, 상온 압축강도의 20% 하중을 받은 시험

체는 가열후 0.26~0.78 mm 수축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

한, 일부 시험체에서만 평가할 수 있었으나, 40% 하중을

받은 시험체는 가열후 1.12~2.32 mm가 수축한 것으로 나

타났으며, 변형률로 환산시 약 0.0056~0.0116으로 산출된

다. 이에 평가가 불가능했던 40% 하중을 받은 시험체가

고온 및 하중에 의해 압축파괴된 원인을 수치적으로 일

부 확인할 수 있었다.

고온에 의한 콘크리트의 전체 변형(total strain)은 열팽

창 변형(thermal strain), 고온 크리프(thermal creep), 하중

재하에 따른 변형(elastic strain) 및 과도 변형(transient

creep)의 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이와 같이 전체 변형에

영향을 미치는 각 요인들에 의해 가열 전·후 콘크리트

시험체의 길이 변화를 분석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열팽

창은 동일한 시험체이기 때문에 유사하게 발생하였을 것

으로 가정되며, 상온 압축강도 20% 이상의 하중을 재하

할 경우 하중에 의한 탄성 변형 및 고온에 의한 과도 변

형이 열팽창보다 크게 되어 가열 후 시험체 길이는 수

축 상태로 잔존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고온 및 하중을 받은 섬유 보강 콘크리트의 폭렬 및

잔존 역학적 특성에 관해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폭렬 억제를 위해 혼입한 0.05~0.2 Vol.% 범위의

PP 섬유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특별한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온을 받은 콘

크리트는 평가한 모든 역학적 특성 항목(압축강도,

탄성 계수 및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에서 상온에 비

해 뚜렷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온을 받은 섬유 혼입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탄성

계수 및 최대 하중에서의 변형 성능은 가열전 재하

한 하중이 증가할수록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는 상온 압축강도의 40%를 재

하한 시험체의 경우 대부분 고온에 의한 성능 저하

로 가열중 압축파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고온에 의한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의 성능

저하는 골재와 시멘트페이스트의 열팽창 차이에 의

해 발생되는 균열에 의해 유발되며, 가열전 받은 일

정 하중은 이때 발생하는 균열을 억제함으로서 잔

존 역학적 특성의 감소율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ISO-834와 같이 빠른 가열 속도

하에서 약 20 µm의 직경이 작은 섬유는 직경이 큰

섬유(약 100~200 µm)에 비해 폭렬 억제 성능은 우

수하지만, 잔존 강도는 보강 효과가 낮다는 가정을

제시한다.

4) 고온을 받은 후 콘크리트의 에너지 소산 능력은 하

중을 재하한 시험체가 비재하 시험체에 비해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변형에 따른 누적 에너지 소

산 면적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할수록 하중

재하에 따른 차이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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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temperature on thoghness, length change and mass loss

Specimen no.

Toughness (MPa) Relative toughness (%) Length change (mm) Mass loss (%)

Pre-load level (% of fck) Pre-load level (% of fck) Pre-load level (% of fck) Pre-load level (% of fck)

0 20 40 0 20 40 0 20 40 0 20 40

Series I

I-1 0.04 0.06 0.03 62.4 68.6 64.9 0.88 −0.26 −1.47 5.43 5.56 5.68

I-2 0.05 0.08 F
(2)

67.5 64.2 F 0.72 −0.26 F 5.54 5.44 F

I-3 0.05 0.09 F 62.7 59.8 F 0.85 −0.27 F 5.50 5.36 F

Series II

II-1 S
(1)

S S S S S S S S S S S

II-2 0.09 0.12 F, S 67.4 55.7 F, S 0.40 −0.78 F, S 6.48 6.50 F, S

II-3 0.10 0.15 0.12 64.5 64.2 51.4 0.57 −0.45 −1.12 6.64 6.41 6.49

II-4 0.11 0.12 F 66.7 53.1 F 0.62 −0.63 F 6.41 6.40 F

II-5 0.10 0.12 F 66.2 62.9 F 0.66 −0.38 F 6.44 5.93 F

Series III

III-1 S S F, S S S F, S S S F, S S S F, S

III-2 0.11 0.14 F 60.4 56.0 F 0.61 −0.49 F 6.65 6.65 F

III-3 0.15 0.15 F 66.6 55.8 F 0.47 −0.60 F 6.66 6.52 F

III-4 0.13 0.16 F 67.9 61.0 F 0.69 −0.72 F 6.96 7.01 F

III-5 0.13 0.14 F 65.8 55.8 F 0.49 −0.54 F 7.13 6.91 F

(1) Fire test was stopped by explosive spalling of specimen

(2) Fire test was stopped by compressive fracture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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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에 관한 섬유의 혼입과 고온의 영향은 실험적으로 연구되어지고 있

다. 이 논문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물시멘트비 55%, 42% 및 35%에 따른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을 0.05~0.20 vol.%의

범위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평가하였고, 고려된 요인은 섬유 혼입량, 콘크리트 강도 및

재하 하중량이다. 폭렬 발생 시간, 열팽창 변형, 길이 변화 및 중량 감소의 측정과 압축강도, 탄성계수 및 에너지 흡수

능력의 평가를 실시했다. 결과로서는 고온에 노출된 50 MPa급 콘크리트의 폭렬을 방지하기 위해서 0.05 vol.% 이상의

PP섬유가 필요했다. 또한, PP섬유의 단면적은 고온에 노출된 섬유보강 콘크리트의 폭렬 경향과 잔존 역학적 특성에 관

해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외부 하중은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 뿐만 아니라 폭렬의 위험 및 취

성적 경향을 증가시켰다. 

핵심용어 :잔존 역학적 특성, 고온, 초기 하중, 압축 거동, 폴리프로필렌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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