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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설계변수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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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concrete is considered as fire proof materials, high strength concrete shows severe material and structural

damages when exposed to fire. To understand such damages in high strength concrete structures, the effects of various design

parameters and fire condition on the thermal behaviors of high strength concrete structures a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achieve this goal, fire tests are performed on high strength concrete columns with different fire conditions and design parameters

including cross sectional area, cover thickness, and reinforcement alignment. To investigate thermal behaviors, temperature dis-

tributions and amount of spalling are measured. In overall, the columns show rapidly increasing inner temperatures between 30~60

mins of the fire tests due to spalling. In detail, the higher temperature distributions are observed from the columns with the larger

cross section and less cover thickness. Moreover, among the columns with same reinforcing ratio, larger number of reinforcements

with the smaller diameter causes the higher temperature distribution. The findings from the experimental study allow not only

understanding of thermal behaviors of high strength concrete columns under fire, but also guidance in revising fire safety design.

Keywords : high strength concrete, fire, high temperature, thermal behavior, spalling 

1. 서 론

건축물의 고층화, 대형화와 더불어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강

도에 비해 조기 강도 구현률이 높고, 부재의 내구성을

향상시켜 부재 단면 크기를 줄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많

은 장점을 지니고 있지만, 일반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화재에 취약한 단점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구조 부재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경우 폭렬 현상을 동반하면서 구조

부재에 심각한 열적, 구조적 손상을 일으켜 일반 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비하여 더 큰 강도 저하를 나타

내게 되기 때문이다. 

화재에 의한 고강도 콘크리트 재료의 물성치 변화를 알

아내기 위한 화재 실험은 Kodur et al.과 Cheng et al.
1,2)

등에 의하여 수행, 발표된 바 있으며, 이에 따르면 일반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같은 온도에서 비열은 낮게 나타

나고 열전도율은 더 높게 나타난다. 또한 고온에서 변화

하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압축강도 등의 구조

적인 물성치의 감소 또한 일반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현

저히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실험 결과 발표된 바 있다. 

고온하에서의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는 물성치의

변화와 함께 폭렬 현상이 동반되어 내부 온도 증가와 구

조 성능 감소를 더욱 가속화 하게 되며, 폭렬을 일으키

는 요소에는 온도, 콘크리트 내 공극의 크기와 분포, 수

분의 양 등이 있다. 폭렬의 정도 및 발생 깊이는 열에

의한 변형, 공극압에 의한 변형, 크리프(creep)에 의한 변

형, 비탄성 변형 등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결정되는 것
3)

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 사례를 통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의 온도에 따른 물성치 변화 및 폭렬의 원인에 대해서

는 어느 정도 분석이 가능해졌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다양한 설계 변수가

작용하였을 때 발생하는 내부 온도 분포 및 폭렬의 정

도에 대해서는 파악, 예측할 수 있는 기준이 아직 부족

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설계 변수를 달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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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을 제작하고 가열 조건을 달리하는

가열 실험을 수행하여, 다양한 설계 변수가 고온에 노출

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내부 온도 분포 및

폭렬 특성에 대해 파악하고, 실무에서 보다 안전한 내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역학적인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이 연구에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에 고려된 설계 변

수는 단면의 크기, 피복 두께, 철근 배근이며, 또한 가열

조건을 다르게 했을 때 나타나는 열적 거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ISO 834 표준화재 곡선과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

해 얻은 온도-시간 곡선의 두 가지 다른 가열 조건을 계

획하여 가열 실험을 수행하였다. 제작된 시험체 명과 실

험 변수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고강도 콘크리트는 Table 2의 배

합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시험체는 수분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 타설 후 6개월을 양생하여 가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재료 실험 결과 콘크리트의 6개월 압축 강

도는 52.97 MPa로 측정되었다.

시험체는 1,500 mm 높이의 단주로, 단면 크기는 350 ×

350 mm, 450 × 450 mm, 550 × 550 mm의 세 가지 정사

각형 단면으로 제작하였다. 단면 350 × 350 mm의 시험체

는 피복 두께를 40 mm, 60 mm로 다르게 제작하여 피복

두께에 따른 열적 거동을 살펴보도록 계획하였다. 또한

철근 크기와 배근 간격을 다르게 하여 시험체를 제작함

으로써 철근 배근에 따라 달라지는 열적 거동을 분석하

고자 하였다. 

Fig. 1은 가열 실험 동안 기둥 내부의 온도 분포를 측

정하기 위해 설치한 열전대의 위치를 나타낸다. 열전대

C1~C3은 콘크리트 기둥 표면으로부터 각각 25 mm, 100 mm,

175 mm에 위치하며, C4, C5는 기둥 표면으로부터 약

30 mm, 100 mm 거리에 위치한 콘크리트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게 된다. 열전대 S1, S2는 주철근, S3는 띠철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되었으며 열전대는 모두 콘크

리트 기둥의 중간 높이에 설치되었다.

Fig. 2에서는 기본 시험체 CI11의 입면 및 단면 상세

를 나타내었으며 Fig. 3(a)~(e)에서는 단면 크기가 다른

시험체 및 피복 두께와 철근 배근 간격을 달리한 시험

체의 상세를 나타내었다.

2.2 실험 방법

가열 실험을 위해 각 시험체들을 수평 가열로에 Fig. 4

와 같이 배치하였다.
4,5)

 수평 가열로 내부의 온도는 Fig. 5

에 나타난 ISO 834 표준화재 곡선 또는 화재 시뮬레이

션을 통해 실험적으로 얻어진 온도-시간 곡선을 따라 조

Table 1 Summary of specimens 

Specimen 

name

Dimension

(mm)

Cover

(mm)
Rebar

Ratio of 

rebar (%)

CI11 350 × 350 40 4-D22 1.26

CI12 350 × 350 60 4-D22 1.26

CI21 450 × 450 40 4-D29 1.27

CI22 450 × 450 40 8-D19 1.13

CI23 450 × 450 40 12-D16 1.18

CI31 550 × 550 40 4-D32 1.05

CR11 350 × 350 40 4-D22 1.26

CR12 350 × 350 60 4-D22 1.26

CR21 450 × 450 40 4-D29 1.27

CR22 450 × 450 40 8-D19 1.13

CR31 550 × 550 40 4-D32 1.05

Table 2 Mixture ratios of the specimens

Compressive

strength (MPa)

W/C 

(%)

s/a 

(%)

Weight per unit vol. (kg/m
3
)

W C FA S G AD

50 30.8 44 170 469 83 702 900 5.52 Fig. 2 Elevation and cross sections of C11 column (unit: mm)

Fig. 1 Location of thermocouples of CI11, CR11 (unit: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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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되며, 가열로 내부에 배치된 열전대로부터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온도-시

간 곡선은 실험을 위해 제작된 주거 용도의 단일 구역

에 화재를 인위적으로 발생시킨 후, 일정 시간 동안 실

내의 온도 변화를 측정한 것
6)
으로 ISO 834 표준화재 곡

선에 비하여 초기 온도 상승률이 빠르나, 최대 온도 약

950
o
C에 도달한 이후에는 불이 줄어들면서 온도가 저감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가열 조건의 누적 온도 ×시간

곡선은 Fig. 6과 같이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시간

에 따른 에너지 총량이 같음을 알 수 있다. 이 연구에 사

용된 시험체들 중 CI 시험체는 ISO 834 표준화재 곡선

에 따라 180분 동안 가열하였으며, CR 시험체는 화재 시

뮬레이션을 통해 얻어진 온도-시간 곡선에 따라 90분 동

안 가열하였다. 가열 실험이 수행되는 동안 콘크리트 기

둥 내부의 온도 분포는 시험체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를

통해 측정·기록되며,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정도를

수치화 하기위하여 가열 실험 후의 단면 손실을 측정하

고, 가열 실험 전·후의 무게 손실률을 측정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부재 크기에 따른 열적 거동

Fig. 7에서 Fig. 9는 부재 단면 크기가 다른 시험체 CI11,

CI21, CI31의 내부 온도 분포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

이다. 가열을 시작한지 약 10분 후에 피복 부분에서 측

정한 온도(C3)가 100°C에 도달하면서 폭렬이 일어나 이

후 온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기둥 표면

에서 100 mm와 175 mm 깊이에 위치한 열전대(C1, C2,

C4)의 온도는 90분까지 약 100
o
C를 유지하다가 그 이후

부터 온도 증가 속도가 빨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Fig. 10은 부재 단면 크기가 다른 시험체를 180분 동

안 가열한 후 단면 깊이별로 측정된 온도를 나타낸 것

이다. 여기서 0 mm 깊이에서의 온도는 가열로의 온도를

나타낸 것이다. 기둥 단면 크기가 커질수록 내부 온도가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피복 부분에서

단면 크기에 따른 영향력이 높게 나타나고, 단면의 중심

Fig. 3 Cross sections and locations of thermocouples (unit: mm)

Fig. 4 Fire test set-up of specimens (unit: mm)

Fig. 5 Time-temperature curves for heating furnace

Fig. 6 Accumulated time-temperature curves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I11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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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갈수록 단면 크기가 내부 온도 증가에 미치는 영

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둥 표면에서 25 mm 떨

어진 거리에서 측정된 온도 변화를 살펴보면, 단면이

350 × 350 mm에서 450 × 450 mm증가했을 때, 피복 온도

가 약 15% 증가하고, 단면이 450 × 450 mm에서 550 ×

550 mm로 증가했을 때의 피복 온도가 약 20%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 시험체에서 살펴본 바로는, 단면이

10% 증가할 때 마다 피복에서의 온도는 약 3%정도 증

가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고온에 노출된 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폭렬 현상으로

인한 단면의 감소가 구조 성능의 저감을 야기시키는 결

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폭렬

현상을 보다 자세히 관찰하기 위하여, 가열 실험 중 고

강도 콘크리트 기둥에 발생한 폭렬양을 수치화 하고 각

실험 변수별로 폭렬양을 비교, 분석하였다. 

가열 후 시험체의 네 측면에서 50 mm 높이 간격으로

폭렬 깊이를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Fig. 11과 같이

잔존 단면을 파악하여 단면 손실률을 계산하였다. 또한

가열 실험 전후 시험체의 무게를 측정하여 무게 손실률

을 계산하고 이를 Fig. 12와 같이 나타내었다. 폭렬의 정

도를 측정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무게 손실률을 측정하는

것이 단면 손실률을 측정하는 것보다 훨씬 용이하고 시

간이 단축된다는 장점이 있으나, 무게 손실률에는 폭렬

로 인하여 손실된 부분의 무게뿐 아니라, 가열 실험 동

안 증발한 수분의 무게와 콘크리트의 화학적 성분 변화

로 인한 무게의 변화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단순히 폭렬

로 인한 무게 손실만을 나타낸다고는 보기 어렵다. 그러

나 이 연구 결과에서 보면 실험 변수에 따른 단면 손실

Fig. 8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I21 column

Fig. 9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I31 column 

Fig. 10 The effect of cross sectional area on temperature

distributions measured at the end of the fire tests 

Fig. 11 Calculation of area loss from the spalled specimen

Fig. 12 The effect of cross sectional area on area/weight loss

of the tested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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률과 무게 손실률의 변화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다른 시험체에서 폭렬의 정도를 상대

적으로 비교할 때에는 무게 손실률을 통해 폭렬의 정도

를 추정, 비교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Fig. 12에서 시험체 CI11과 CI21은 단면·무게 손실률

에 있어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단면 크기 550 × 550 mm

를 갖는 시험체 CI31의 경우 2배정도 증가한 단면 손실

률을 보인다. 따라서 단면이 CI11에서 CI21으로 50%정

도 증가했을 때는 폭렬이 크게 증가하지 않으나, CI21에

서 CI31으로 65%정도 증가한 경우에는 폭렬이 현저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다. 

3.2 피복 두께에 따른 열적 거동

Fig. 13은 단면 크기가 350 × 350 mm인 콘크리트 기둥

에서 피복 두께가 60 mm인 시험체 CI12의 온도 분포를

나타낸 것으로, 피복 두께 60 mm인 시험체는 피복 두께

40 mm인 시험체와 마찬가지로 온도 100
o
C 부근에서 수

분 증발로 인한 온도의 지연 현상을 보이나 이후의 온

도는 급격한 온도 증가 없이 완만하게 증가하여 최대 온

도 500
o
C에 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Figs. 7과 13을 비

교하여 보면, 피복 두께가 50% 증가했을 때, 주철근의 온

도가 100
o
C 이상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4에

서, 단면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피복 두께가

50% 증가한 시험체의 피복 부분 온도는 약 35%까지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 두께가 폭렬에 미치는 영향은 Fig. 15의 단면, 무

게 손실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피복 두께가 50% 증

가했을 때 단면 손실률은 1/3가까이 감소하여, 같은 단

면 크기에서 피복 두께만 늘어난 경우라도 폭렬의 정도

가 현저히 감소하며 따라서 내부 온도의 증가도 지연되

는 것을 알 수 있다. 

3.3 철근 배근에 따른 열적 거동

이 장에서는 철근비는 비슷하되 철근의 크기와 간격을

달리하여 배근한 시험체의 열적 거동을 살펴보았다. Figs.

8, 16,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시험체 CI21, CI22, CI23

의 시간에 따른 온도 증가 곡선은 철근 배근 간격에 관

계없이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낸다. 그러나 Fig. 18에서

내부 온도를 살펴보면, 철근 배근 간격이 좁을수록 내부

온도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시험체 CI22와Fig. 13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I12 column

Fig. 14 The effect of cover thickness on temperature distributions

measured at the end of the fire tests

Fig. 15 The effect of cover thickness on area/weight loss of the

tested columns 

Fig. 16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I22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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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23에서, 피복 부분에서 측정한 온도가 가열로의 온도

와 거의 같은 것으로 미루어 볼 때, 폭렬이 극심하게 일

어나 피복 부분이 떨어져 나가면서 열전대가 외부에 거

의 노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9에서 철근 배근 간격이 좁을수록 단면, 무

게 손실률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CI21과 CI23

을 비교하여 철근 배근 간격이 약 1/3로 감소했을 때 단

면 손실률은 약 3배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기 발표된 연구 내용
7)
에서 500

o
C에서는 철근과 콘

크리트의 부착 강도가 50%까지 감소한다는 실험 결과를

토대로, 고온에서 철근과 콘크리트 사이의 부착 강도가

감소하면서 폭렬이 발생하기 쉬운 환경이 조성될 수 있

으며, 따라서 철근이 많이 배근된 시험체에서는 부착 강

도 감소에 따라 주철근 주변으로 폭렬이 더 쉽게 발생

할 수 있고, 폭렬의 증가가 내부 온도의 상승으로 이어

지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4 가열 조건에 따른 열적 거동

이 장에서는 가열 조건을 ISO 834 표준화재 곡선과 달

리하여 시험체를 가열했을 때 나타나는 열적 거동 및 폭

렬 현상을 비교, 분석한 것이다. Figs. 20~24는 화재 시

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온도-시간 곡선에 따라 가열한 CR

계열 시험체의 시간에 따른 내부 온도 증가 곡선을 나

타낸 것이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가열로 온도는 가열

실험 약 20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는 것에 비해 콘

크리트 피복 부분의 온도는 가열 실험 45분까지 계속 증

가하는 현상을 보이다가 이후에 감소하기 시작한다는 것

이다. 단면이 크고 주철근 배근 간격이 좁은 시험체 일

Fig. 1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I23 column 

Fig. 18 The effect of rebar arrangement on temperature

distributions measured at the end of the fire tests 

Fig. 19 The effect of rebar arrangement on area/weight loss

of the tested columns 

Fig. 20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R11 column

Fig. 21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R12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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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록 피복 부분에 위치한 C3의 온도 증가 곡선이 가열

온도 곡선과 비슷한 경향을 띄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

들 시험체에서 폭렬이 많이 발생하여 열전대가 외부에

가까워 졌기 때문인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콘

크리트 부재 표면에서 100 m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측

정한 온도는 ISO 834 표준화재 곡선에 따라 가열한 시험

체의 온도 증가 곡선 및 분포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Figs. 25, 26은 각각 가열 조건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는 단면 및 무게 손실률을 비교한 것이다. 전반적으로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온도-시간 곡선에 따라 가

열한 시험체의 단면 및 무게 손실률이 ISO 834 표준화

재 곡선에 따라 가열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그

차이는 단면 손실률에서 보다 확실하게 드러난다. CI11

과 CI22와 같이 가열 조건에 따라 폭렬의 정도가 크게

차이나지 않는 시험체도 있으나, ISO 834 표준화재 곡

선에 따라 가열한 시험체는 180분 동안 가열되었고, 화

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온도-시간 곡선에 따라 가열

한 시험체는 90분 동안 가열된 후 무게 및 단면 손실률

을 측정하여 비교한 점을 고려하면,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얻은 온도-시간 곡선을 따라 가열한 시험체에서 같

은 가열 시간 동안 무게, 단면 손실이 훨씬 더 많이 발

생한다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단면, 무게 손실률 역시 초기 가열 온도 증가

속도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으며, 같은 시간 동안 같

은 누적 온도를 받은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화재 발생 초

기에 가열 온도 증가 속도가 빠를수록 폭렬이 많이 발

생하여 그로인한 열적, 구조적인 성능 피해가 증가할 것

을 예측할 수 있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설계 변수를 고려한 고강도 콘

크리트 기둥이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의 열적 거동과 폭

Fig. 22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R21 column 

Fig. 23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R22 column

Fig. 24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R31 column 

Fig. 25 The effect of fire condition on area loss of the tested

columns 

Fig. 26 The effect of fire condition on weight loss of the tested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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렬 현상을 실험으로 연구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기둥 단면 크기가 증가할수록 내부 온도 분포 및 단면

손실률과 무게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으며, 단면 크기는

일정하게 유지한 상태에서 피복 두께가 증가할수록 내부

온도 분포와 단면·무게 손실률이 감소되었다. 비슷한

철근비에서 단면이 큰 철근이 적게 배근된 기둥에 비교

하여 단면이 작은 철근이 여러개 배치된 기둥에서 내부

온도 분포와 단면·무게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가열

조건을 다르게 한 경우에는 초기 가열 온도 증가 속도

가 빠른 가열 환경에 노출된 시험체의 내부 온도 분포,

단면과 무게 손실률 역시 높게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해 알아낸 바와 추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

은 다음과 같다. 현 내화 성능 관리 기준에 의하면 50 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주철근의 온도를 내화 구조

성능 기준에서 규정한 시간까지 평균 538
o
C 최고 649

o
C

이하로 확보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만

족하기 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 설계시 부재

단면의 크기나, 피복 두께, 철근 배근 방식에 대한 고려

가 포함되어야 함을 이 연구를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내화 성능 관리 기준에서 제시하는 가열 조건인 ISO 834

표준화재 곡선을 따라 가열한 구조 부재가 내화 성능 관

리 기준을 만족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화재 발생시 가

열 속도에 따라 열적 거동 및 폭렬로 인한 피해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다 다양한 화재 현상에 대한 구

조물의 피해 정도가 연구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따라

서 이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구조 부재의 단면 크기, 피

복 두께, 철근 배근 방식을 고려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가 화재에 대해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며

또한 다양한 화재 현상이 반영된 내화 성능 관리 기준

이 정립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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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화재에 취약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화재 피해를 보다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구조물의

설계 조건과 가열 조건 하에서 열적 특성을 고려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단면 크기, 피복 두께, 철

근 배근을 다르게 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을 제작하여 다른 가열 조건하에서 가열하였을 때 발생하는 내부 온도 분포

와 폭렬을 관찰하였다. 내부 온도 분포는 콘크리트 타설 전 설치한 열전대를 통해서 측정하였으며 가열 전후에 측정한

콘크리트 기둥 실험체의 무게 손실률과 단면 손실률을 통해서 폭렬을 수치화 하였다. 가열 실험은 비재하 상태에서 ISO

834 화재 곡선을 따라 가열하는 실험과 화재 시뮬레이션을 통해 측정한 온도-시간 곡선을 따라 가열하는 실험의 두 가

지로 나누어 수행하였다.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은 일반적으로 고온에서 폭렬이 발생하여 내부 온도의 급격한 증가와 단

면 손실을 나타내었으며, 설계 변수에 따라서는 단면이 클수록, 피복 두께가 작을수록 내부 온도 분포와 단면 손실률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철근비가 동일한 상태에서 철근 배근을 다르게 하였을 때, 단면이 작은 철근을 여러 개 배치하는

것이 단면이 큰 철근을 적게 배치하는 것 보다 높은 온도 분포와 단면 손실을 보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화재로 인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적 변화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내화 안전성을 평가하고 현재 적용되고 있는 내화 성

능 관리 기준을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정립할 수 있도록 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핵심용어 :고강도 콘크리트, 화재, 고온, 열적 거동, 폭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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