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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에 관한 골재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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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rete structures exposed to fire produce changes in their internal structure, resulting in their service life reduc-

tion due to the deterioration of its strength and performance capacity. The deterioration level are dependent on the temperature,

exposure time, concrete mix proportions, aggregate property, and material properti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valuate the

thermal behavior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for the parameters of water to cement ratio (compressive strength), fine to total

aggregate ratio, and maximum coarse aggregate size. At room temperature and 500
o
C, tests of ultrasonic pulse velocity, resonance

frequency,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and compressive strength are performed using ∅100 × 200 mm cylindrical concrete spec-

imens.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idual mechanical properties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heated to 500
o
C is influenced by

variation of a water to binder ratio, fine to total aggregate ratio, and maximum coarse aggregate size.

Keywords : ultra-high strength concrete, fire, fine aggregate/aggregate ratio,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residual mechan-

icla properties

1. 서 론

최근 건설 산업은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100 MPa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초

고층 구조물도 생산되어지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 구조

물의 고층화 및 거대화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기존 보통

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강도 및 내구성 면에서 우수하여

건축 구조물의 구조적 성능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가능하

게 되었다.
1-4)

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강도는 작업성(workability)을

증가시키는 특별한 혼화제를 이용하여 주로 낮은 물시멘

트비와 실리카 퓸과 같은 결합재를 사용함으로서 얻을

수 있다.
5)
 특히, 100 MPa 이상의 강도를 가진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비해 보다 낮은 물시멘트

비와 많은 결합재로부터 만들어진다.
6-9)

 그러나, 이와 같

은 배합 조건은 높은 점성을 이끌어 내고 굳지 않은 콘

크리트의 성질에서 열악한 작업성을 가진 콘크리트를 만

든다. 이 때문에 건설 현장에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사

용시 우수한 고성능 감수제의 사용과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와 같은 콘크리트 배합 조건의 변경을

저하된 작업성의 보완 방법으로서 적용하고 있다.
1-4,10)

한편,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부피의 약 60% 이상은 골

재로 구성되어 있다. 화재시 골재의 손상 정도는 화재중

또는 후의 콘크리트 거동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11)

 그

러나 초고강도 콘크리트 배합설계의 경우는 골재 수급을

위한 건설 현장의 조건, 작업성 및 폭렬 조건만이 평가될

뿐 내화 성능은 크게 고려하지 않고 실시되어 왔다.
1-4,6-10)

고온에서 콘크리트의 변화는 온도에 따라 각각 다른 단

계로 발생한다. 특히, 500
o
C 이상의 온도에서 콘크리트의

내부 구조는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시멘트 페

이스트의 열팽창 계수에 대한 골재의 열팽창 계수 차이에

의해 이들 계면에서 마이크로 또는 매크로 균열 발생이

증가하기 때문이며,
11-13) 
이는 중량 감소, 내구 성능 및 변

형성과 같은 다른 역학적 특성의 성능 저하로서 나타난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기존 연구들
13-16)
은 골재의 종류,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따른 고강도 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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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에 관한 몇몇 유용한 정보를

이끌어 냈지만, 고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

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와 그에 따른 데

이터의 축적이 필요로 된다. 이러한 배경에서,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고온에 노출되었을 때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골재의 변화를 고려한 콘크리트의 열적 특성 및 역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는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에 대하여 물시멘트비,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가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에

사용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시험은 콘크리트의 내부 구

조 변화 및 물리·화학적 변화가 뚜렷이 발생하는 500
o
C

온도에서 1시간 및 3시간 가열된 후 서서히 냉각된 상

태에서 실시되었으며, 그 결과값을 각각 비교·분석하였

다. 평가 항목은 초음파 속도, 동탄성 계수, 정탄성 계수

및 압축강도 등을 실시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이 연구의 실험 계획은 Table 1에 요약하여 나타냈다.

고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물결합재비(W/B)는 20% 및 15%로 하

였으며, 각각의 W/B에 대하여 40% 및 60%의 잔골재율

과 10 mm 및 20 mm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실험 요인

으로 사용하였다. 또한, 온도 조건은 20
o
C(상온), 최고 온

도 500
o
C에서 1시간 유지(500

o
C-1h) 및 최고 온도 500

o
C

에서 3시간 유지(500
o
C-3h)로 결정하였다. 기준 배합(C1-

1 및 C2-1; 잔골재율 40%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0 mm)

의 목표 슬럼프-플로우는 650 ± 50 mm, 공기량은 1.5 ± 0.5%

로 설정하였다. 이 목표값은 건설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기준값을 참고하여 설정하였다.
6-10,17)

 모든 배합에서 초고

강도 콘크리트 시험체의 평가를 위한 시험 항목은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다. 

 

2.2 사용 재료

이 연구에서는 결합 재료로서 KS L 5201에 준한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와 상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리카 퓸,

고로슬래그 및 무수석고를 사용했다. 사용된 결합 재료

의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잔골재 및 굵은 골재는 표면 건조(표건) 비중 2.58의

천연 강모래와 표건 비중 2.67의 경질 사암류 쇄석을 각

각 사용했다. 이 연구에서는 2가지 다른 크기(5~10 mm 및

10~20 mm)의 굵은 골재를 사용하였다. 굵은 골재 최대 크

Table 1 Experimental outline

Factors considered Test conducted

W/B
1) 

(%) s/a
2) 

(%)
Maximum size of coarse 

aggregate (mm)
Temperature condition Fresh concrete Hardened concrete

20
15

40
60

10
20

20
o
C (room temperature)

500
o
C-1hour

500
o
C-3hour

. Slump-flow

. Air content

. Compressive strength

.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 Ultrasonic pulse velocity

. Weight loss

1)
Water to binder ratio

2)
Fine aggregate to aggregate ratio : s/a = Vfine aggregate / (Vfine aggregate + Vcoarse aggregate)

Table 2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Materials LPC
1)

SF
2)

BFS
3)

AG
4)

G
5)

Chemical composition (%)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25.1
3.1
3.6
64.4
0.67
0.40

-
2.49

96.56
0.06
0.02
0.16
0.3
-

0.31
-

33.48
15.06
0.34
43.23
5.59
0.29
0.32

-

0.73
0.17
0.16
41.57

-
-

0.03
55.5

65.06
14.06
6.53
6.53
2.32
1.39
1.22

< 0.01

Loss of ignition (%) 0.64 - - -

Specific gravity (g/cm
3
) 3.22 2.22 2.91 2.90

Specific surface (cm
2
/kg) 3,400 2 × 10

5
3,990 3,550

1)
LPC : low-heat portland cement

2)
SF : silica fume

3)
BFS : blast furnace slag

4)
AG : anhydrous gypsum

5)
G : coarse aggregate (Graywacke sandstone) (thermal expansion of coefficient : 11.8 × 10

-6
/
o
C)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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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20 mm에 따른 콘크리트 배합에서는 10 mm와 20 mm

굵은 골재를 3 : 7의 비율로 사용했다. 폭렬 방지를 위하

여 길이 13 mm, 변장비(aspect ratio, lf / df) 650의 폴리프

로필렌(polypropylene, 이하 PP) 섬유를 사용했다. 콘크리

트 폭렬 방지를 위해 사용된 0.3 Vol.%(콘크리트의 부피

비)이하의 PP 섬유 혼입은 상온 및 고온에서 콘크리트

의 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나, 이 연구에서는 섬유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얻어진 결과 및 이 연구의 가열 속

도를 고려하여 0.1~0.2 Vol.%의 범위로 섬유 혼입량을 결

정하였다.
19-21)

 또한 모든 콘크리트 배합은 폴리카르본산

계열의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화학 혼화제의 영향

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동일한 W/B의 콘크리트 배합은

잔골재율 0.4 및 20 mm의 굵은 골재 최대 치수를 사용한

기준 배합의 슬럼프-플로우 시험 결과에 의해 결정된 혼

화제 양과 동일하게 적용하였다. 한편, 콘크리트 배합의

준비전 골재의 최대 크기, 조립률, 표건 비중, 절건 비중,

흡수율, 단위 중량 및 실적률 등과 같은 골재의 물리적

성질을 시험했으며 결과값은 Table 3과 같다.

2.3 콘크리트 배합 및 시험체 제작

Table 4는 이 연구에서 사용한 콘크리트의 배합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120 MPa 및 150 MPa

급 강도의 콘크리트를 위해 20% 및 15%의 W/B를 사용

하였다. 고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골재의 영향 중 잔골재 대체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잔

골재율은 40% 및 60%로 결정하였다.

시험체를 제작하기 전 슬럼프-플로우 및 공기량 등의 굳

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을 평가하였으며, 잔골재율과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변화에 따른 작업성의 변화 정도를 관

찰하였다. 슬럼프-플로우는 KS F 2402 및 KSCE 2003-02,

공기량은 KS F 2421을 참고하여 측정하였으며, 모든 콘

크리트에서 650 ± 50 mm의 슬럼프-플로우 값과, 1.5 ± 0.3%

의 공기량 값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1-

4 및 C2-4(잔골재율 60%, 굵은 골재 최대 치수 10 mm)

의 공기량은 기준 배합인 C1-1 및 C2-1의 공기량보다 상

당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C1-4 및 C2-4의 배합

이 다른 배합에 비해 잔골재율의 증가 및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작아 전체적으로 골재가 미세해져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시험체 제작을 위해, 콘크리트를 믹싱하여 각 배합별

로 Ø100×200 mm의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24시간 후

탈형하여 20 ± 3
o
C의 수중에서 14일간 표준 양생을 실시

하였고, 상대습도 60 ± 5%, 온도 20 ± 3
o
C의 항온 항습실

에서 60일간 기건 양생을 실시하였다. 시험체는 양생 후

상온 및 고온에서 각각 평가되었으며, 결과는 상온에서

평가된 결과값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able 4 Mix proportions of concrete (kg/m
3
) and properties of fresh and hardened concrete

Materials

W/B 20% W/B 15%

s/a 40% s/a 60% s/a 40% s/a 60%

C1-1 C1-2 C1-3 C1-4 C2-1 C2-2 C2-3 C2-4

Water
Cement
Silica fume
Blast furnace slag
Anhydrous gypsum
Polypropylene fiber
Superplasticizer
Fine aggregate
Coarse aggregate

5~10 mm
10~20 mm

155
558
39
140
39

0.92
3.88
605

282
658

155
558
39
140
39

0.92
3.88
605

940
-

155
558
39
140
39

0.92
3.88
908

188
438

155
558
39
140
39

0.92
3.88
908

626
-

155
692
103
186
52

1.84
10.3
510

238
554

155
692
103
186
52

1.84
10.3
510

792
-

155
692
103
186
52

1.84
10.3
766

158
370

155
692
103
186
52

1.84
10.3
766

528
-

Properties of fresh concrete
Slump-flow (mm)
Air content (%)

675
1.4

680
1.5

645
1.3

640
2.3

645
1.5

685
1.4

665
1.8

650
2.3

Properties of hardened concrete
Unit weight (kg/m

3
)

Water content 1
1)
 (%)

Water content 2
2)
 (%)

28 days compressive strength (MPa)

2,498
2.28
3.61
102.0

2,477
2.38
3.87
100.0

2,476
2.30
3.71
97.3

2,456
2.27
3.62
101.0

2,497
1.83
3.10
122.2

2,491
1.80
3.06
115.5

2,478
1.78
2.92
114.9

2,478
1.80
2.95
114.9

1)
Water content 1 : dry in a 105

o
C oven for 1 day

2)
Water content 2 : dry in a 105

o
C oven for 1 week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

Properties
Fine

aggregate
Coarse

aggregate

Maximum size (mm) 5.0 20 (10)

Fineness modulus 2.67 6.76 (5.9)

Specific gravity under SSD (g/cm
3
) 2.58 2.67

Absolute specific gravity (g/cm
3
) 2.52 2.65

Water absorption (%) 2.21 0.61

Unit weight (kg/l) 1.71 1.67

Ratio of absolute volume (%) 67.7 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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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시험 방법

W/B 20% 및 15% 수준의 콘크리트 시험체는 재령 75

일에서 3가지 다른 온도 환경에 따라 각각 평가되었다.

첫 번째는 상온에서의 압축강도 시험이다. 이 결과값은

고온에서의 평가 결과에 대한 비교값으로 사용되었다. 두

번째는 500
o
C에서 1시간 가열한 시험이며, 세 번째는 500

o
C

에서 3시간 가열한 시험이다. 시험체들은 전기 온도 챔버

에서 가열되었으며, 챔버는 내열 및 단열을 위해 글래스

울(glass wool)과 암면(rock wool)이 덮여있고, 크롬 도금

금속코일히터를 사용해 최고 500
o
C까지 가열이 가능하다. 

가열 시험을 하는 시험체의 내부 온도 이력을 평가하

기 위해 각 배합 별 2개의 온도 평가용 시험체를 제작하

는 동안 K타입 열전대를 표면(피복 10 mm)과 중심(피복

50 mm)에 설치하였으며, 열전대의 설치 모식도는 Fig. 1

에 나타낸 바와 같다. 콘크리트 시험체의 온도 이력 예

시로서 전기 온도 챔버와 W/B 20%(C1 시리즈) 및 15%

(C2 시리즈)에서 측정된 온도 곡선을 Figs. 2 및 3에 각

각 나타냈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500
o
C-1h로 가열된 시험체의

중심 온도는 C1 시리즈 및 C2 시리즈에 대하여 462
o
C

및 470
o
C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500

o
C-3h의 조건으로

가열된 시험에 대한 두 가지 W/B 수준의 콘크리트 중심

온도는 약 492
o
C에 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열된 시

험체들은 48시간 동안 상온에서 자연 냉각한 후 잔존 역

학적 특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한편, 시리즈에 관계없이 모든 시험체에 있어서 내부

온도가 약 200
o
C에 도달되었을 때 약 10~20분 동안 동

일 온도에서 거의 일정하게 유지된 후 다시 온도가 증

가하는 현상을 Figs. 2 및 3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다른

연구에서도 관찰되고 있는 이러한 현상은 물리적으로 흡

수된 수분의 증발에 따라 내부에 흡열 반응이 발생하여

나타난다는 이론이 매우 유력한 메커니즘으로 제시되고

있다.
22-24)

압축강도와 정탄성 계수는 2,000 kN 하중 용량을 가진

유압식 압축강도 시험기에 의해 평가되었으며, 시험 방

법은 KS F 2405 및 KS F 2438에 각각 준하여 수행되

었다. 

또한, 동탄성 계수 및 초음파 속도는 콘크리트 시험체가

가열되기 전과 후에 평가되었으며, 같은 방법으로 다른 콘

크리트 시험체에서도 고온에 의한 성능 저하 정도의 평가

가 가능했다. 종형 공명 진동수(동탄성)는 2 kHz부터 80 kHz

의 진동 범위를 가진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초음파

속도의 측정은 54 kHz 공칭 진동수 및 0.1 µs 정밀도를 가

진 한쌍의 변환기로 구성된 PUNDIT(portable ultrasonic

non-destructive digital indicating tester)
25)
에 의해 실시하

였고, 시험은 KS F 2437 및 KS F 2731에 준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가열 전·후 W/B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하여 평가된 압축강도, 정탄성 계수, 초음파 속도 및

동탄성 계수의 결과는 Table 5에 나타냈다. 나타낸 결과

값은 3개 시험체의 평균값으로 산출하였다. 
Fig. 1 Typical test specimen with thermocouples

Fig. 2 Temperature-time curve of chamber and concretes

exposed to 500
o
C-1h

Fig. 3 Temperature-time curve of chamber and concretes

exposed to 500
o
C-3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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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압축강도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상온에서 동일 W/B의 기

준 시험체(C1-1 및 C2-1)에 대하여 잔골재율 및 굵은 골

재 최대 치수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유사한 값

을 나타냈으며, W/B 20% 및 15%에서 압축강도의 최대

차이는 8.93 MPa 및 4.76 MPa로 각각 나타났다. 이는 유

사한 강도 수준의 콘크리트 배합과 재료에 따른 콘크리

트로 수행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7-9)

2가지 다른 가열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시험체의 잔존

압축강도비의 변화는 Fig. 4에 나타냈다. 압축강도비는

최대 압축강도의 비로서 즉, 상온 압축강도에 대한 고온

압축강도의 비로 산출하여 나타냈다. 

고온에 노출된 기준 콘크리트(C1-1 및 C2-1)의 잔존

압축강도는 일반적인 경향과 같이 상온 시험체에 비해

낮은 압축강도를 나타냈다. 이러한 경향은 고온에 노출

된 시간이 증가할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와 유

사한 거동은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변화에

따른 다른 초고강도 콘크리트 시험체에서도 관찰되었다.

500
o
C-1h로 가열된 W/B 20%의 C1-1(잔골재율 40%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0 mm), C1-2(잔골재율 40% 및 굵

은 골재 최대 치수 10 mm), C1-3(잔골재율 60%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 20 mm) 및 C1-4(잔골재율 60%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 10 mm)시험체의 잔존 압축강도율은 상온

압축강도에 대하여 약 48%, 49%, 54% 및 55%로 각각

나타났다. 동일 배합 조건의 시험체에 대하여 500
o
C-3h로

가열된 경우 잔존 압축강도는 각각 45%, 44%, 50% 및

46%로 평가되었다.

Table 5 및 Fig. 4에서 볼 수 있듯이, 500
o
C-1h 가열된

10 mm의 최대 치수 굵은 골재에 의한 C1-2 및 C1-4 콘

크리트 시험체는 최대 치수 20 mm의 굵은 골재 및 동일

잔골재율인 C1-1 및 C1-3 콘크리트와 각각 비교시 약 1%

 
Table 5 Tests results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determined before and after heating

Materials
Exposure 

type

W/B 20% W/B 15%

s/a 40% s/a 60% s/a 40% s/a 60%

C1-1 C1-2 C1-3 C1-4 C2-1 C2-2 C2-3 C2-4

Compressive stregnth (MPa)

20
o
C

500
o
C-1h

500
o
C-3h

139.54

66.86

62.64

134.65

65.93

58.87

130.61

70.87

62.25

131.59

72.86

60.24

153.29

82.38

77.02

152.74

83.99

76.05

158.05

99.90

93.80

156.39

108.07

92.94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GPa)

20
o
C

500
o
C-1h

500
o
C-3h

42.72

10.40

9.39

41.48

10.20

8.45

42.88

12.81

11.10

40.36

13.70

12.17

44.29

11.54

9.97

42.89

11.86

10.81

43.12

16.42

15.34

44.69

17.16

14.18

Ultrasonic pulse velocity (km/s)

20
o
C

500
o
C-1h

500
o
C-3h

49.85

12.48

11.23

48.23

12.49

10.94

48.13

14.74

13.45

47.67

16.46

14.79

49.33

13.69

12.31

48.99

14.42

12.19

48.93

18.03

17.36

49.09

18.75

17.61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GPa)

20
o
C

500
o
C-1h

500
o
C-3h

5.10

3.14

2.92

5.04

3.08

2.87

4.99

3.42

3.28

4.97

3.35

3.23

5.04

3.22

3.04

4.99

3.12

2.91

4.99

3.51

3.47

4.99

3.47

3.35

Weight loss (%)

20
o
C

(1)

500
o
C-1h

500
o
C-3h

3.61

6.77

6.87

3.87

7.14

7.35

3.71

7.20

7.39

3.62

7.29

7.44

3.10

7.13

7.08

3.06

7.24

7.47

2.92

7.27

7.46

2.95

7.30

7.47

(1)
Weight loss values by drying in a 105

o
C oven for 1week 

Fig. 4 Variation of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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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 강도에 대한 비) 높은 압축강도가 나타났다. 반면,

500
o
C-3h의 가열 조건에서는 역으로 20 mm 굵은 골재 시

험체(C1-1 및 C1-3)가 10 mm 굵은 골재 시험체(C1-2 및

C1-4)보다 압축강도 잔존율이 약 2.5% 높게 나타났다. 이

는 500
o
C온도에서의 노출 시간이 증가하는 동안 10 mm

굵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20 mm 굵은 골재를 사

용한 콘크리트에 비해 압축강도 감소율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500
o
C-1h로 가열된 잔골재율 40%를 사용한 C1-

1 및 C1-2 시험체의 잔존 압축강도는 잔골재율 60%의

C1-3 및 C1-4 시험체의 압축강도보다 약 6%가 낮았으

며, 유사한 경향은 500
o
C-3h 가열 조건의 시험체에서도

나타났다. 그러나, 500
o
C-1h 및 500

o
C-3h 시험 조건에 따

른 압축강도의 차이는 C1-3 및 C1-4(잔골재율 60%) 시

험체가 C1-1 및 C1-2(잔골재율 40%) 시험체보다 큰 값

을 나타냈다.

시멘트 페이스트 및 골재 사이의 열팽창 계수의 차이

는 이들의 계면에 마이크로 또는 매크로 균열을 만들기

때문에 고온에 가열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상온에서

의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된다.

골재(팽창) 및 근접 시멘트 페이스트(수축) 사이에서 역

방향의 열팽창은 콘크리트의 계면에서 인장 열응력의 형

태로 나타난다. 인장 열응력이 시멘트 페이스트의 인장

응력보다 충분히 크게 초과될 때 방사상의 균열은 계면

에서부터 형성되게 된다.
5,11-14,26)

동일한 종류의 골재는 골재 크기에 관계없이 유사한 열

팽창 계수를 가지지만 고온에서 20 mm골재의 실제 팽창

정도는 10 mm골재의 팽창에 비해 크다. 이 사실은 10 mm

골재 콘크리트의 계면 응력에 비해 20 mm골재 콘크리트

의 계면 응력이 보다 클 수 있다는 가정에 대한 원인으

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앞에서 언급한 이유에서 10 mm

골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면적은 10 mm골재가 20 mm

골재보다 표면적(분말도의 개념으로 고려)이 넓기 때문

에 20 mm골재 콘크리트의 균열 발생 면적보다 넓지만,

압축강도의 감소와 직접적으로 관계되는 매크로 균열은

더 적게 발생할 것으로 판단된다.
25)

 더욱이 잔골재율의

증가는 굵은 골재 부피 감소의 결과로 나타난다. 상술한

바와 같이, 굵은 골재 부피 감소에 의한 콘크리트 계면

에서 열응력의 변화는 균열 발생 빈도수의 감소로 나타

난다. 결국,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감소에 의해 야기된

계면 열응력의 변화와 잔골재율의 증가에 의해 야기된

계면 균열 면적의 변화는 압축강도의 저하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낳게 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500
o
C-3h의 조건으로 가열된 콘크리트의 결과

는 500
o
C-1h 시험 결과와 다소 다르게 나타났다.

골재의 열팽창 계수들은 400
o
C~600

o
C의 온도 범위에

서 확연하게 변화한다. 특히, 450
o
C~500

o
C의 온도 범위

에서 팽창 계수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변환점이 나타난다.

또한, 이 온도 범위에서는 Table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큰 중량 감소를 나타내는데 이는 포틀랜다이트(portlandite)

의 분해(Ca[OH]2→ CaO + H2O)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CSH상이 분해와 함께 계속하여 ß-C2S가 생성되기 때문

이다.
13)

 

500
o
C-1h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이 변환점까지만 가열

된 데 반하여 500
o
C-3h 노출된 콘크리트는 변환점까지

가열된 후에도 약 2시간이 더 가열되었다. 따라서, 500
o
C-

3h 조건에 따른 콘크리트는 상술한 현상들에 의해 더욱

많은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이유에서 10 mm

골재 콘크리트의 마이크로 균열은 골재의 충분한 열팽창

에 의해 매크로 균열의 단계로 진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사실은 500
o
C-3h에 노출된 10 mm 골재 콘크리트에서

압축강도가 더 크게 감소한 원인이 될 수 있다. 

500
o
C-1h 조건으로 가열된 W/B 15%의 C2-1, C2-2, C2-

3 및 C2-4 콘크리트에 대한 잔존 압축강도는 상온 압축

강도에 대해 약 54%, 55%, 63% 및 69%로 각각 나타났

다. 500
o
C-3h의 가열 조건에서는 압축강도가 약 50%,

50%, 59% 및 59%로 감소됐다.

W/B 15%, C2 시리즈의 콘크리트에서 측정된 잔존 압

축강도는 W/B 20%, C1 시리즈의 압축강도 보다 5~14%

가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른 C2 시리즈의 압축강도 경향은 C1시리즈보

다 결과값만 높을 뿐 상당히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기존 연구들은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관

해서 물시멘트비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13,14,27)

반면에 골재/시멘트 비는 콘크리트의 잔존 강도에 큰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제시했다. 그 감소는 부배합 보다

빈배합이 비례적으로 더 작으며, 이는 부배합이 빈배합

보다 큰 수축률을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들에서 제시된 결과
13,14,27)

들에 반해

서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하여 수행한 이 연구 및 몇

몇 기존 연구
7-9)
에서는 물시멘트비 및 골재/시멘트 비에

따른 확실한 영향이 나타났다. 이 연구에서는 결과의 차

이에 대한 원인으로 다음과 같이 추정한다.

1) 100 MPa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의 계면에서 발생하는 인장력 형태

의 열응력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높은 압축강도에

의해 상쇄될 수 있다. 즉, 열응력에 의해 발생한 인

장력을 상쇄할 수 있는 큰 압축강도 영역에서는 물

시멘트비 및 골재/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압축강도 잔

존율이 높게 나타날 수 있다.

2) 빈배합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부배합 콘크리트의 열

수축 현상은 시멘트 단위 중량의 증가에 의해 증가

하지만 그들의 계면에서 발생한 균열의 면적은 굵

은 골재 단위 중량의 감소에 의해 감소된다(이 연

구에서는 140 kg/m
3
 감소).

3) 계면의 균열은 시멘트 페이스트의 부피보다 굵은

골재의 부피에 의해 더욱 영향을 받는다.

4)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잔존 압축강도는 잔골재율

의 증가(굵은 골재 부피의 감소)에 따라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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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탄성 계수

Fig. 5는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른 고

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 시험체의 탄성 계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다. 

기존 연구
13,14)
에서 골재의 종류 및 시험 방법은 콘크

리트 배합, 시멘트 종류 및 유기섬유의 혼입 등에 비해

잔존 탄성 계수에 대하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고온에 노출된 고강도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하중 조건에 따라 뚜렷한 변화를 나타내었

다. 구체적으로 500
o
C까지 가열된 고강도 콘크리트에 있

어서, 비재하 및 재하 시험(상온 강도의 20%이상 재하)

에 의한 잔존 탄성 계수의 값은 상온에서의 탄성 계수

값에 비해 각각 15~40%와 30~60%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기존 연구의 비재하 시험 결과에서와 같이 이 연구에

있어서 500
o
C로 가열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탄성

계수는 Table 4 및 Fig. 5와 같이 상온에서의 탄성 계수

값의 약 20~40%의 범위로 나타났다. 또한, 초고강도 콘

크리트의 탄성 계수는 잔존 압축강도에서 나타난 경향과

같이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의해 영향

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경향의 이유 중 한

가지는 잔골재율의 감소와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감소

에 따른 열팽창 변형의 변화로 인한 내부 미세균열 감

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40~100 MPa 범위의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기존 연

구
13,14,27)

에서는 W/B에 대한 잔존 탄성 계수의 특별한 경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연구에서와 같이 Ichise
7)

및 Matsudo
8)
는 W/B가 증가할수록 잔존 탄성 계수는 미

미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 특히, 고온을 받은

120 MPa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이 연구의 배합 구

성과 유사)에 관해 잔존 역학적 특성을 평가한 Ichise
9)
의

연구에서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은 동일한 연구 결과를

나타냈다.

3.3 초음파 속도

Fig. 6은 이 연구에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과 3종류의

온도 환경에 대한 초음파 속도의 결과값을 나타낸 것이

다. W/B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트 시험체의 상온 초음

파 속도는 약 5 km/s로 나타났으며, 상세한 데이터 값은

Fig. 5 Variation of residual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of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Fig. 6 Variation of residual ultrasonic pulse velocity of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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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500
o
C-1h로 가열된 W/B 20%의 C1-1, C1-2, C1-3 및

C1-4 시험체들의 잔존 초음파 속도 결과는 상온 측정값

에 대하여 약 62%, 61%, 68% 및 68%로 각각 나타났다.

동일한 가열 조건 및 배합 조건에 대한 W/B 15%의 C2

시리즈 콘크리트에 의한 초음파 속도는 상온의 약 64%,

63%, 70% 및 70%로 각각 나타났다. 500
o
C-3h로 가열된

두 W/B의 시험체에 대한 잔존 초음파 속도는 잔골재율

의 증가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나타냈으며, 잔골재율 40%

및 60%에 대하여 57%와 65.5%(W/B 20%) 및 59%와 68%

(W/B 15%) 의 초음파 속도 잔존율이 확인되었다.

압축강도 및 탄성 계수에서 나타난 결과의 경향은 잔

골재율 및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변화에 따른 초음파

속도의 결과에서도 유사하게 관찰되었다. 이와 같은 사

실은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내부 균열 밀도와 직접적

인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잔존 초음파 속도와 잔

존 압축강도의 밀접한 상관성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3.1 압축강도」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잔존 초음

파 속도의 결과는 낮은 W/B, 높은 잔골재율 및 작은 굵

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의 골재와 페

이스트의 계면에서 보다 나은 거동이 발생하게 된 결과

로 판단된다.

3.4 동탄성 계수

Fig. 7은 3가지 온도 조건과 2가지 W/B에 따른 초고

강도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각 W/B와 배합의 요인들에 대해 동탄성 계수 또한 노출

시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500
o
C-1h

가열된 W/B 20%의 C1 시리즈 시험체에 있어서 동탄성 계

수는 C1-1은 75%, C1-2는 74%, C1-3은 69% 및 C1-4는

65%로 나타난 반면, 동일 노출 조건에 대하여 W/B 15%

C2시리즈 시험체의 동탄성 계수는 72%, 71%, 63% 및

62%로 각각 평가되었다.

500
o
C-1h로 가열된 잔골재율 40%에 따른 C1-1 및 C1-2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는 잔골재율 60%에 따른 C1-3

및 C1-4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보다 6~9%의 범위로 낮

게 나타났다. 또한, 굵은 골재 최대 치수 10 mm에 따른

C1-1 및 C1-3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는 20 mm 굵은 골

재에 따른 C1-2 및 C1-4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 보다

1~4% 높게 나타났다. 500
o
C-3시간 가열 조건에 있어서

잔골재율 40%에 따른 콘크리트의 잔존 동탄성 계수는

잔골재율 60%에 따른 콘크리트의 동탄성 계수에 비해

5~8% 낮게 나타났다. 10 mm와 20 mm의 굵은 골재 최

대 크기 차이에 따른 동탄성 계수의 차이는 3% 이하의

범위로 관찰되었다. 

한편, W/B 15%의 C2시리즈의 시험 결과는 W/B 20%의

C1시리즈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며, 잔골재율의 변화

에 따라서는 9~10%의 차이를, 굵은 골재에 의해서는 1%

이하의 작은 차이를 나타냈다.

앞서 검토한 바와 같이 이와 같은 결과 또한 잔골재율

의 증가 및 굵은 골재 최대 크기의 감소에 의한 낮은 열

팽창 변형으로 기인된 결과로 볼 수 있다.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에 따른 동탄성 계수의 변화는 압

축강도 및 정탄성 계수의 결과에서 관찰된 경향과 유사

했다. 이에 따라 잔존 동탄성 계수는 고온에 노출된 초

고강도 콘크리트 계면의 균열 밀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

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결과로부터 초고강도 콘크리트

영역에 있어서도 동탄성 계수와 정탄성 계수 사이에 밀

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7)
 

지금까지 언급한 바에 따라, 이는 주로 낮은 물시멘트

비, 높은 잔골재율 및 작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에 의

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계면에서 보다 나은 거동이 발

생하게 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동탄성 계수 및 초음

파 속도는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

문에, 열팽창에 의한 균열 및 화학적·물리적 변화로 발

생한 공극과 같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압축강도와

탄성 계수는 동탄성 계수 및 초음파 속도에 의해 분석

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초음파 속도 및 동

탄성 계수의 측정에 의해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의 최

Fig. 7 Variation of residual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of

ultra-high streng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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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크기가 고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

적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3.5 압축강도와 초음파 속도의 상관관계

가열된 시험체의 잔존 초음파 속도비(XUPV)는 가열전

3개 시험체의 평균 초음파 속도에 의해 계산하였으며, 동

일한 방법으로 잔존 압축강도비도 산출하였다. 각 가열

된 시험체의 측정된 잔존 초음파 속도비는 기존 연구
28)

에서 제안된 식에 의해 상응하는 잔존 강도비(Y)를 예측

하는데 사용하였으며, 이후 예측된 잔존 강도비는 실험

값과 비교·검토되었다. 식 (1)과 같은 Yang
28)
의 식은 36%,

44% 및 53%, 3수준의 잔골재율과, 0.43, 0.53, 0.58 및

0.63의 4수준의 물시멘트비에 따른 144개의 콘크리트 시

험체에 의해 검증된 모델식이다.

 (1)

Fig. 8은 이 연구에서 실험에 의해 평가된 시험체의 압

축강도 결과 및 초음파 속도 시험 방법에 의해 예측된

잔존 강도의 정확도를 나타낸 것이다.

대부분의 시험체(약 83% 이상)에 있어서 실험 강도비

와 예측된 강도비의 차이가 0.1 오차 범위 이내이며, 가

장 큰 오차는 0.17로 나타났다. 또한, Fig. 8에서 볼 수

있듯이 Yang의 식은 초음파 속도 방법이 가열된 초고강

도 콘크리트의 잔존 압축강도 또한 정확도 높은 예측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로 초음파 속도 방법에

의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강도의 예측에 대한 높

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연구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은 이 결과에 대한 보다

많은 실험적 검증을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향후, 500
o
C

를 제외한 고온으로 가열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 및 초음파 속도에 대하여 계속 조사해 나간다면 초음

파 속도 값에 의한 잔존 압축강도의 예측 가능성에 관한

이 연구의 이론은 더욱 확고해질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고온을 받은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

에 관한 골재의 영향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500
o
C 온도에 노출된 초고강도 콘크리트 시험체는

잔골재율, 굵은 골재의 크기 및 물시멘트비의 차이

에 관계없이 이 연구의 모든 평가 항목(압축강도,

탄성 계수, 초음파 속도 및 동탄성 계수)에서 상온

의 값에 비해 뚜렷한 감소를 나타냈다.

2) 잔골재율과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콘크리트 내

부 균열에 미치는 영향과 이와 같은 균열이 압축강

도 및 탄성 계수의 성능 저하와의 상관관계를 초음

파 속도와 동탄성 계수의 평가에 의해 실험적으로

구명하였다. 실험 결과는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

대 치수는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

에 뚜렷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은 잔골재율

의 차이에 따라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물시멘트비

와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의 영향은 미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잔골재율이 높을수록, 물시멘트비 및

굵은 골재의 크기는 작을수록 잔존 역학적 특성은

양호하게 나타났다.

4) 상온 및 고온(500
o
C)으로 가열된 초고강도 콘크리

트의 초음파 속도 측정에 의해 잔존 압축강도의 예

측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실험에 의

한 압축강도비와 예측에 의한 압축강도비의 오차는

10%이내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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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 구조물은 화재에 노출시 고온에 의해 내부 구조가 변화하며 보유하고 있는 강도와 변형 성능이 저

하되어 최종적으로 수명이 단축하게 된다. 그 성능 저하 수준은 도달된 온도, 고온에 노출된 시간, 콘크리트의 배합, 골

재의 특성 및 콘크리트 자체의 특성 등에 의해 결정된다. 이 연구는 물시멘트비,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의 최대 크기

등의 변수에 대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열적 거동을 평가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상온 및 500
o
C의 온도에 대하여 초음

파 속도, 동탄성 계수, 정탄성 계수 및 압축강도 시험은 ∅100 × 200 mm 원주형 콘크리트 시험체를 사용하여 실시되었

다. 결과로서 500
o
C의 온도에서 가열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 역학적 특성은 물결합재비, 잔골재율 및 굵은 골재

최대 치수의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초고강도 콘크리트, 화재, 잔골재율, 굵은 골재 최대 치수, 잔존 역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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