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37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3, No. 5, pp. 637~645, October, 2011

      http://dx.doi.org/10.4334/JKCI.2011.23.5.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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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high strength concrete with compressive strength higher than 50 MPa shows severe material

and structural damages under fire due to spalling. To understand degradation of structural capacity of fire damaged high strength

concrete structures, not only thermo-mechanical behavior needs to be defined, but also structural behavior of high strength concrete

member under high temperature needs to be investigated. In this study, structural tests are performed by applying axial loads on

high strength concrete columns exposed at elevated temperatures for assigned amount of time. The tested columns are prepared

to have different concrete strength and polypropylene fiber percentage. The test results show that structural capacity of the columns

decreased with increase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under same heating condition. Especially, it is interesting to note that

high strength concrete columns with polypropylene fiber for spalling proof did not improve structural capacity compared to the

columns without polypropylene fiber. The findings from the test are able to improve fire proof design of high strength concrete

structural members and predicting structural performance of fire damaged structural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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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압축강도 50 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일반 강도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화재에 대한 위험이 높다는 것은 이

제 일반적으로 알려진 사실이다.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고온에 의한 강도 저감 뿐 아니라, 화재 중

폭렬이 발생하면서 구조 성능이 저감되는 속도가 빨라지

고 따라서 화재 발생 시 필요한 대피시간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온에 노출된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온도 변화에 따른 재료의 강도 저감만을 가

지고 구조물의 구조 성능을 평가 혹은 예측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다고 할 수 있으며, 폭렬현상에 대한 이해와 함

께 구조물에 대한 실험을 통해 구조거동의 평가가 뒷받

침 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앞서 고강도 콘크리트 재료의 온도에 따른 역학적인 성

능에 대해서는 Cheng et al.
1)
에 의해서 발표된 바가 있다.

Cheng et al.의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 공시체를 가

열하는 실험을 통하여 온도에 따른 응력-변형률 곡선을

제시함으로써 압축강도 및 탄성 계수가 온도에 따라 변화

하는 정도를 분석할 수 있었다. 또한 Kodur and Phan
2)
에

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들이 제시되었는데, 여기에는 콘크리트 강도와 구조물의

단면 및 피복 두께, 띠철근의 정착 형태 등이 고려되었다.

고온에 노출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연구는

Kodur and McGrath
3)
와 Kodur et al.

4) 
등에 의해 발표되었

다. 전자에서는 약 3.8 m 높이의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에

대해서 골재 종류와 콘크리트 강도, 가력 하중의 크기, 그

리고 띠철근 배근 형태가 내화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재하 상태에서 가열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

험 결과에 따르면, 콘크리트 강도, 골재의 종류, 재하 상

태에 따라 내화 성능에 차이가 발생하나, 적절한 정착 형

태가 구현된 띠철근에 의한 구속 효과가 충분히 발휘된

다면 4시간까지도 화재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발표되었

다. 후자의 연구에서는 폭렬 저감 공법 중 하나인 폴리프

로필렌 섬유 혹은 강섬유의 혼입유무에 따른 고강도 콘

크리트 기둥의 내화 성능 변화를 관찰하였다. 가열 중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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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한 기둥의 길이 변화를 살펴보면 강섬유를 혼입한 실

험체에서 하중 재하로 인한 처짐이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실험체에 비하여 많이 발생하였으며, 일반강도 콘

크리트에 비해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처짐이 더 많이 발

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고강도 콘

크리트 구조물을 가열하면서 고온하에서의 물성치 변화,

또는 가열 실험을 통해 발생하는 내부 온도 분포 및 기

둥의 처짐 변화를 측정하여, 실험 변수 별 비교 분석을

수행한 것으로써 보다 정확한 구조 거동을 알아보기 위

해서는 화재 피해를 입은 구조체를 대상으로 한 가력 실

험을 수행하여 거동을 평가, 비교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기존의 연구에서는 고온에 노출되었던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에 대한 가력 실험을 수행, 분석한 사례가 드물

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50 MPa과 80 MPa의 두 가지 다

른 압축 강도의 고강도 콘크리트 단주를 제작하고 가열

시간 및 폴리프로필렌 섬유 혼입을 변수로 하여 가열 실

험을 수행한 후, 고온에 노출된 실험체에 대하여 가력 실

험을 수행함으로써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설계 요소에 대해 고려하고자 한다. 이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화재 피해로부터 안전한 고강도 콘

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기준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며, 현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

설계 시 사용하는 폭렬 저감 공법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이 연구에서는 고온에 노출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험체를 제작하고 비재하

상태에서 ISO 834 표준화재 곡선을 따라 가열한 후, 가

력 실험을 수행하여 가열 시간에 따라 저감되는 구조 성

능의 정도를 파악하였다. 

실험체는 Table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콘크리트 강도,

가열 시간, 폭렬 저감 공법의 사용 유무를 변수로 하여

계획, 제작되었으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강도가 높아질수록 고온에서 발생하는 폭렬 역시 증가하

기 때문에,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이라 할지라도 화재

피해 후 잔존 강도는 일반 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에 비해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 또한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한 실

험체 역시 공극을 통한 열전도가 용이해져 온도 증가에

따른 구조 성능 감소가 우려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

및 폭렬 저감 공법의 사용으로 구조 성능 혹은 내화 성

능의 개선을 기대하는 구조 부재에서 화재 시 발생하는

구조 성능의 저감 정도를 알아보고자 이 실험의 변수를

계획하였다. 또한 구조 성능의 저감 정도가 가열 시간에

비례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열 시간을 변수로 계

획하였다. 

50 MPa 및 80 MPa의 목표 강도를 갖는 고강도 콘크리

트는 Table 2의 배합표를 바탕으로 제작되었다. 일반적으

로 배합재료의 성질에 따라 콘크리트 내화 성능이 달라

지게 되며 특히 골재의 성분이 규산질인지 석회질인지에

따라 열전도율과 비열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실제 건설공사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배합

에서 골재를 비롯한 다른 배합재료의 성분을 파악하여 이

를 내화설계에 고려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일반적으로 구할 수 있는 포틀

랜드 시멘트, 세척사, 쇄석 골재, AE 감수제 등의 배합재

료들을 이용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실험체는 수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타설 후 6개월을 양생하여 화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재료 실험 결과 목표 강도 50 MPa

콘크리트의 6개월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각각 54 MPa과

3.1 × 10
4
MPa로 측정되었고, 목표 강도 80 MPa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와 탄성계수는 각각 85 MPa과 3.5 × 10
4
MPa

로 측정되었다.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한 실험체의 경우

에는 콘크리트에 폴리프로필렌 섬유(PP fiber)를 0.1%를 혼

입하여 타설하였다.

실험체 입면과 단면 상세는 Fig. 1에서 나타낸 바와 같

다. 실험체는 높이 1,500 mm의 단주로, 단면 크기는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350 × 350 mm의 정사각형 단면이며,

Table 2 Mixture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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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 22 45 155 543 106 646 802 13.5

C* = portland cement (type 1) 
S** = crushed sand (washing sand 100%)
G*** = 25 mm crushed aggregate
AD**** = PC high-performance AE water reducer (standard)

Table 1 Specimen detail

 Name Strength (MPa) Fire time (min) PP fiber

5C00

50

0 ×

5C01 60 ×

5C02 90 ×

8C00
80

0 ×

8C01 60 ×

5CF1
50

60 O

5CF2 90 O

8CF1
80

60 O

8CF2 9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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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철근으로 이형철근 D22를 배근하고, 띠철근은 D10을

이용하여 배근하였다. 가열 실험 시 기둥 내부의 온도 분

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타설 전 기둥의 중심 높이에 열전

대를 설치하였다. Fig. 2는 콘크리트 기둥 단면에서 이 열

전대의 위치를 나타낸 것으로, 열전대 C1, C2, C3, C4는

콘크리트 기둥 표면으로부터 각각 25, 100, 175, 100 mm

거리에 위치한 콘크리트의 온도를 측정한다. 열전대 S1,

S2는 주철근, S3는 띠철근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설치

되었다. 타설과 양생을 마친 실험체는 상, 하단부 250 mm

정도의 높이를 단열재로 감싸 단부에서 폭렬 현상이 일

어나는 것을 방지하였다. 이는 가력 실험에서 지지면과

가력면의 면적 및 수평을 유지시켜 가력 시 편심이 작용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2.2 실험 방법

2.2.1 가열 실험

비재하 가열 실험을 위하여 실험체들을 수평가열로에

Fig. 3과 같이 충분한 간격을 두고 배치하였다.
5-7)

 수평가

열로 내부의 온도는 Fig. 4에 나타난 ISO 834 표준화재

곡선을 따라 가열되며, 가열 시간에 따른 구조 성능 변화

를 살펴보기 위해 가열 시간을 60분과 90분으로 달리하

여 가열하였다. 가열 실험 중에는 가열로 내부에 배치된

열전대로부터 가열로 내 온도가 균일한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였다. 

2.2.2 가력 실험

가열 실험을 거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은 상온에서 약

30일을 대기하여 고온과 균열로 인해 일시적으로 부풀어

오른 실험체의 상태를 안정시키고, 콘크리트 재료의 불안

정한 화학적 변화를 안정시키도록 하였다. 또한 가력 실

험에서 발생 할 수 있는 기둥 단부의 파괴를 막기 위하

여 탄소 섬유 보강을 실시한 후 24시간 이상 양생하였다.

탄소 섬유 보강을 실시하지 않은 기둥에서는 가열 실험

동안 발생한 폭렬로 인한 변형으로 가력 시 과도한 편심

이 발생하여 기둥 전체에 하중이 전달되기 이전에 기둥

단부에서 파괴가 발생하는 경우가 관찰되었으나, 기둥 단

부는 고온에 노출된 부분이 아니므로 고온에 노출된 구

조물의 거동을 보고자 하는 이 연구의 목적에도 부합하

지 않는다는 판단아래, 단부 보강을 실시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 측정된 최대 하중이 콘크리트 기둥만의 내

력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으나, 단부 보강을 통해 기

둥 중앙에서의 파괴를 유도할 수 있고, 실험체 간의 합리

적인 비교 분석이 가능해진다는 점에서 적절하다고 사료

Fig. 1 Elevation and section of typical specimen (unit: mm)

Fig. 2 Location of thermocouples of typical specimen (unit: mm)

Fig. 3 Fire test set-up

Fig. 4 ISO 834 temperature-tim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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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사용된 탄소 섬유는 폭이 250 mm이며 기둥 상단부

와 하단부에 에폭시를 이용하여 각각 두 겹 이상 부착하

여 보강하였다. 가력은 유압잭을 이용하여 기둥의 파괴

시까지 하중을 가하였으며 1,000 ton까지 측정 가능한 로

드셀에서 하중이 측정되었다. 가력 시 콘크리트의 변형률

을 측정하기 위하여 기둥 측면에 각 두 개씩의 게이지를

부착하였고, 가력으로 인한 기둥 처짐은 상단부에 설치된

4개의 LVDT에서 측정되었다. 

단, 가력 실험에서 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실험한

비가열 콘크리트 기둥의 경우, 압축강도가 80 MPa인 실

험체의 최대 하중이 로드셀의 측정 가능 한계점인 1,000 ton

을 초과하여 가력 실험을 실시할 수 없었으므로 재료 실

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를 이용하여 추정된 하중-처짐 곡

선으로 실험값을 대신하도록 한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가열 실험 결과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 기둥의 내부 온도 분포와 폭

렬 현상은 뒷 절에서 설명될 가력 실험의 결과와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Figs. 6과 7은 각각 압축강도 50, 80 MPa

인 콘크리트 기둥 내부 온도를 가열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압축강도

50 MPa을 갖는 콘크리트 단주 내부의 온도는 가열 시작

후 60분이 되었을 때 피복 부분에서 약 250
o
C로 최고 온

도가 관찰되었으며, 최저 온도는 콘크리트 기둥 단면 중

심에서 측정된 값으로 약 100
o
C이다. 이에 반해 압축강도

80 MPa을 갖는 고강도 콘크리트 단주에서는 가열 시작

60분 후에 띠철근에서 최고 온도 약 900
o
C를 나타냈으며

최저온도는 기둥 단면 중심에서 약 150
o
C인 것으로 관찰

되었다. 가열로의 온도가 가열 시작 후 60분에서 약 950
o
C

인 것을 감안하면 철근에서 측정된 온도는 가열로의 온

도와 거의 비슷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가열 실험

중 발생한 과다 폭렬로 인하여 피복 부분이 많이 떨어져

나가 철근이 거의 노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콘크리

트 강도에 따라 온도 분포 증가 곡선을 비교하면, 가열

초기에는 차이가 미미하나 콘크리트의 온도가 100
o
C에 다

다르면서 폭렬이 일어난 후에는 콘크리트 강도가 높은 실

험체에서 온도 증가 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하여 가열 한

시간 이후에는 콘크리트 피복 부분의 온도 차이가 두 배

가까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 피복 부분의 온도가 100
o
C에 이르렀을 때, 수

증기 발생으로 인하여 내부 온도 증가 속도가 지연되고,

이후 온도가 빠르게 증가하는 현상은 콘크리트 강도 및

실험체 변수에 따라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폭렬 저감

공법 사용의 유무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성을 가진다.
6,7)

또한 내화 성능 관리기준에 따르면 50 MPa 이상의 고강

도 콘크리트는 주철근의 온도를 내화구조성능기준에서 규

정한 시간까지 평균 538
o
C 최고 649

o
C 이하로 확보하도

록 하고 있는데, 이 연구에서 수행한 가열 실험 도중 내

화관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실험체는 폭렬이 극심하

게 일어난 8C01이며, 가열 실험 시작 후 약 47분에 주철

근 최고 온도가 649
o
C에 도달하여 내화 성능을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다른 실험체는 가열 실

험 도중 주철근의 온도가 내화 성능 만족 범위를 벗어나

지는 않았다.

가열 실험이 끝난 실험체의 최종 내부 온도 분포를 기

Fig. 5 Mechanical test set-up 

Fig. 6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5C01 column

Fig. 7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8C01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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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 표면에서 떨어진 거리에 따라 Figs. 8~10과 같이 나타

내었다. Fig. 8은 가열 60분 후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내

부 온도 분포를 비교한 것으로 압축강도가 80 MPa인 실

험체의 경우 피복 부분에서 측정한 온도가 압축강도 50 MPa

인 실험체와 비교하여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폭렬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온도를 측정한 위치가 기둥 표면에서 멀어질수록 압축강

도가 다른 두 실험체의 내부 온도 차이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도가 높은 실험체에서 피복 부분

의 높은 온도가 실험체 내부에 잘 전달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콘크리트 강도가 증가할수록 공극

이 작고 시멘트의 양이 많아 온도가 전이되는 속도가 느

려지는 것으로 파악할 수 있다. Fig. 9에서는 가열 시간

이 60분에서 90분으로 증가한 경우, 콘크리트 피복 부분

의 온도는 약 30% 정도 증가하였으나, 단면 중심에서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목할 만한 사항은 Fig. 10에 보이는 바와 같이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한 콘크리트 기둥의 내부 온도 분포이

다. 폭렬 저감 공법으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하여

타설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에서의 폭렬은 현저히 저감

된 반면, 내부 온도의 저감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오

히려 압축강도 50 MPa의 콘크리트 기둥의 경우, 60분간

가열하였을 때, 피복 부분에서 측정한 온도는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체에서 약 250
o
C,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한 실험체에서 약 400
o
C로 60%가량 높게 나

타났다. 90분으로 가열 시간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피복

부분 온도가 약 25% 정도 더 증가하여 500
o
C에 까지 이

르는 것을 알 수 있다. 단 80 MPa의 압축강도 콘크리트

에서는 폭렬 저감 공법을 이용한 실험체에서 폭렬이 현

저히 줄어들었으므로 폭렬 저감 공법을 쓰지 않은 경우

와 비교하여 피복부분의 온도가 약 200
o
C 가량 낮아졌다.

그러나 기둥 표면에서 100 mm, 175 mm 떨어진 위치에서

측정한 온도는 폭렬 저감 공법 사용 유무에 관계없이 거

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폭렬 저감 공법으로 폴리

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폭렬의 양

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내부 온도 저감 효과를 발휘하

는 것으로는 사료되지 않으며, 강도에 따라서는 오히려

내부 온도를 증가시키기도 한다는 것이 관찰되었다. 일반

적으로 폭렬이 일어나는 주요 원인은 콘크리트 내부 공

극에 있던 수분이 증기로 변화하면서 외부로 빠져나가려

는 공극압이 커지면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에서는 고온

으로 인하여 폴리프로필렌 섬유가 녹으면서 공극 주위로

증기가 빠져나가는 경로를 만들게 되고, 이 경로를 통하

여 수증기가 빠져나가므로 공극압이 낮아져 폭렬이 발생

하는 것을 막아준다. 따라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에서는 폭렬양이 감소하나, 수증기가 빠져나간

경로로 고온이 더 잘 전달되어 오히려 콘크리트 내부의

열전도율이 높아질 수 있다.

가열 실험이 끝난 실험체에 대해서는 단면손실률을 측

정하여 폭렬이 발생한 정도를 수치화하였는데, Fig. 11과

같이 가열 후 실험체의 네 측면에서 50 mm 높이 간격으

로 폭렬 깊이를 측정한 후, 이를 바탕으로 잔존 단면을

Fig. 9 The effect of fire test duration on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oncrete columns exposed to high temperature

Fig. 8 The effect of concrete strength on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oncrete columns exposed to high temperature

Fig. 10 The effect of spalling reduction method on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oncrete columns exposed to high tem-

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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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여 단면손실률을 계산하였다.

Fig. 12는 압축강도 50 MPa을 갖는 콘크리트 기둥 실험

체의 단면손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폭렬 저감 공법을 사

용한 실험체 5CF계열은 가열 시간에 관계없이 단면손실

률이 0으로 폭렬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음이 나타났고, 폭

렬 저감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체에서는 약 3%의 단

면손실률을 보였다. 폭렬 저감 공법 사용 유무에 관계없

이 가열 시간에 따른 단면손실률의 차이는 거의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폭렬이 가열 초기에 많이 발생하

고 60분 이후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60분 동안

가열한 5CO1, 5CF1 실험체와 90분 동안 가열한 5CO2,

5CF2 실험체에서 나타나는 폭렬 정도의 차이는 없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다. 

Fig. 13은 압축강도 80 MPa을 갖는 콘크리트 기둥 실험

체의 단면손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폭렬 저감 공법을 쓰

지 않은 실험체에서는 약 30%의 단면손실률이 나타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폭렬 저감 공법으로 폴리프로필렌 섬

유를 혼입한 실험체에서는 60분 가열 후 측정한 실험체

에서는 3.6%, 90분 가열 후에는 0.2%의 단면손실률을 보

여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하지 않은 실험체에 비해서는

폭렬이 적게 일어났으나 가열 시간에 따른 영향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다양한 설계 변수에 따른 열

적거동에 대한 분석은 신영수 외
7)
의 논문에서 보다 자세

히 찾아볼 수 있다. 

3.2 가력 실험 결과 

3.2.1 콘크리트 강도에 따른 구조 거동

고온에 60분간 노출되었던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 실험

체에 대한 가력 실험 결과를 콘크리트 강도에 따라 하중

- 처짐 곡선으로 나타내면 Fig. 14와 같다. 앞서 실험 방

법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조군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

열하지 않은 실험체 중 압축강도 80 MPa의 실험체는 사

용된 로드셀의 가용하중 범위를 벗어나는 관계로 가력 실

험을 수행할 수 없었으며, 따라서 콘크리트 공시체를 사

용한 재료 실험에서 얻은 응력-변형률 데이터를 이용하여

실험값을 추정하였다. Fig. 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압축

강도 50 MPa의 실험체에서는 60분을 가열하였을 때 최대

하중이 약 21% 정도 감소하였으며 최대 처짐 또한 20%

정도 감소하였다. 압축강도 80 MPa의 실험체에서는 최대

하중이 약 60%, 최대 처짐이 약 50% 가까이 감소하여 오

히려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한 압축강도 50 MPa 실험체에

비해 구조내력이 더 약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수치상으로

Fig. 11 Calculation of area loss from the typical spalled

specimen 

Fig. 13 Area losses of the tested column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80 MPa exposed to high temperature

Fig. 12 Area losses of the tested column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50 MPa exposed to high temperature

Fig. 14 The effect of concrete strength on load-deflection

curves of concrete columns under high temperature 



고온하에서 다양한 설계변수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 단주의 구조 성능 평가│643

보면, 같은 크기의 콘크리트 단주에서 압축강도가 약 1.6

배 높아졌을 때, 최대 하중의 감소율은 약 3배 가량 높아

지는 것으로 나타나,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증가한 비율

보다 최대 하중이 감소한 정도가 더 큰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가 화재에 노출되었을

때 저감되는 구조 내력의 비율은 콘크리트 강도가 커짐

에 따라 오히려 증가하게 되므로 고강도 콘크리트라고 해

서 일률적인 구조 성능 저감 정도를 적용하기 보다는 콘

크리트 강도에 따른 정확한 성능 저감 정도를 평가하여

화재 후 콘크리트 구조물의 사용 가능 유무 및 보수보강

의 정도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사료된다. 

3.2.2 가열 시간에 따른 구조거동

ISO 834 곡선을 따라 90분 동안 가열한 5CO2 실험체

의 경우, ISO 834 곡선을 따라 60분간 가열한 5CO1과 비

교하여 하중-처짐 곡선의 기울기가 감소된 것이 나타났다

(Fig. 15). 가열 시간이 길어질수록 단면손실률로 측정된

폭렬의 양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내부 온도 분포는 증가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가열 시간이 길어진 경우 내부 온도

증가에 따른 물성치의 변화가 일어나 강성이 낮아진 것으

로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가열 시간이 90분인 실험체에

서 가력 실험 결과 최대 처짐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나 연성이 가열 시간에 따라 줄어들지는 않는 것으로

보이며, 이는 고온에 의한 콘크리트 재료의 화학적 성분

변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3.2.3 폭렬 저감 공법의 유무에 따른 구조거동

압축강도 50 MPa과 80 MPa 콘크리트 기둥에서 폭렬 저

감 공법을 사용 유무에 따른 하중-처짐 곡선을 비교하면

Figs. 16, 17과 같다. Fig. 16에서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

한 5CF1 실험체는 그렇지 않은 5CO1 실험체와 비교하여

폭렬은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하더라도 내부 온도 분포는

증가하였기 때문에 하중-처짐 곡선의 기울기가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가열 시간을 90분으로 늘린 5CF2

실험체의 경우에도 단면손실률의 차이는 없었으나 내부

온도 분포가 증가하였으므로 재료 물성치의 변화가 일어

나 강성이 더 낮아졌다. 압축강도 80 MPa의 실험체에서

는 Fig. 17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

한 8CF1, 8CF2 실험체가 8CO1 실험체보다 최대 처짐 및

최대 하중은 크게 나타났으나 강성은 거의 비슷하게 나

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8CF1 실험체의 경우 단면

손실률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피복 부분의 온도는 낮아

졌으나 띠철근 안쪽의 내부 온도 분포는 폭렬 저감 공법

을 쓰지 않은 8CO1 실험체와 차이가 거의 없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8CO1에서 폭렬로 인하여 탈락되었

던 피복 부분이 8CF1에서는 탈락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피복 부분 온도가 400
o
C까지 상승하면서 고온에 의한 재

료 물성치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

한 가열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폭렬양에는 차이가 없더

라도 내부 온도 분포가 증가하였으므로 재료 물성치의 변

화로 8CF2의 구조 내력은 8CF1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가력 실험에 의한 파괴 양상

가력 실험 후의 실험체의 파괴 양상은 Fig. 18에 나타

낸 바와 같다. 고온에 노출되어 있던 실험체들은 공통적

Fig. 15 The effect of fire test duration on load-deflection curves

of concrete columns exposed to high temperature 

Fig. 17 The effect of spalling reduction method  on concrete

column behavior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80 MPa 

Fig. 16 The effect of spalling reduction method on concrete

column behaviors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50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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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가력 시 최고 하중에 도달한 후 오래 지나지 않아

큰 폭발음과 함께 콘크리트가 터져 나오며 취성 파괴되

는 것이 관찰되었다. 기둥의 파괴 후 그 양상을 살펴보면

대부분 중앙 높이에서 세로 균열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피복 깊이 이상으로 균열이 발생하면서 콘크리트가 떨어

져 나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가열하지 않은

실험체에서는 피복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은 나타나지 않

았으며 기둥 중앙부가 부풀면서 파괴가 일어나는 현상이

나타나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 기둥과는 파괴모드가 확

연히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다. 고온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 피복이 떨어져 나간 부분의 넓이가 보다 광범위

하였으나 떨어져 나간 깊이는 크게 차이점이 발견되지 않

았다. 또한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한 콘크리트 기둥 보다

는 그렇지 않은 콘크리트 기둥에서 폭렬이 일어났던 부

분을 중심으로 피복이 많이 떨어져 나간 것을 알 수 있

었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비재하 상태에서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

트 단주의 구조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가력 실험을 수행

하였다. 변수로는 콘크리트의 강도, 가열 시간과 폭렬 저

감 공법의 사용 유무를 두어, 화재 시 구조 성능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과 그 정도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하여 압축강도 50 MPa과 80 MPa의 고강도 콘

크리트 단주를 제작하고 ISO 834 표준화재 곡선에 따라

60분 또는 90분 동안 가열하였으며, 이후 가력 실험을 수

행하여 가력 하중에 따른 처짐을 측정하였다. 

고온에 노출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의 하중-처짐 곡선

을 살펴보면 같은 크기의 압축강도 80 MPa의 기둥이 같

은 시간 동안 가열한 압축강도 50 MPa 기둥 보다 오히려

구조 성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열 시간이

60분에서 90분으로 증가한 경우에는 하중-처짐 곡선의 기

울기와 최대 하중은 감소하였으나 최대 처짐은 오히려 증

가하였다. 폭렬 저감 공법으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0.1%

혼입하여 타설한 실험체에서는 압축강도가 50 MPa인 경

우 오히려 구조 내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

강도가 80 MPa인 경우에는 최대 하중과 최대 처짐은 증

가하였으나 하중-처짐 곡선의 기울기는 변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거동을 온도변화 및 폭렬과 관련하여 분석

하면, 실험 변수에 따라 내부 온도가 증가하거나 폭렬이

증가한 경우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다. 압축강도가 높

은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내부 온도와 폭렬 모두가 증가

한 경우에는 콘크리트 기둥의 강성 및 최대 하중, 처짐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가열 시간이 증가하여 내부 온도는

증가하였으나 폭렬양의 차이가 없는 경우에는 강성과 최

대 하중이 감소하고 최대 처짐은 늘어났다. 폭렬 저감 공

법으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실험체에서는 폭렬

양은 줄어들었으나, 내부 온도는 오히려 증가하거나 비슷

하여 강성과 최대 처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폭렬

저감 공법을 사용하여 화재 시 폭렬이 발생하지 않았다

고 해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 성능이 보장되

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를 통하여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에 화재가 발

생한 경우 콘크리트 강도, 가열 시간과 폭렬 저감 공법

사용 유무에 따라 구조 성능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파악

하였으며 특히 폭렬 저감 공법으로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하여 사용한 경우 폭렬현상이 줄어들었다고 해도 폴

리프로필렌을 혼입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구조 성능

은 오히려 저감되거나 유지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화재 피해를 입은 구조물의 성능을 정확히 파악

하기 위해서는 내부 온도 뿐 아니라 폭렬현상도 함께 고

려되어야 하며,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 화재 노출 시간 등

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보다 다양

한 설계 변수에 대한 고찰 및 실제 크기의 고강도 콘크

리트 구조물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고용량의

로드셀, 대형 가열로와 같은 연구시설 및 기자재의 확충

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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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압축강도 50 MPa이 넘는 고강도 콘크리트가 화재에 취약하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화재 피

해를 입은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 부재의 구조 성능 저감 정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열역학적 거동만

으로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 거동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재하 상태에서 고온에 일정시

간 노출시킨 고강도 콘크리트 단주를 대상으로 하중 재하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변수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가열

시간, 그리고 폴리프로필렌 섬유 혼입을 통한 폭렬 저감 공법 사용 유무가 있었으며, 실험의 결과로는 콘크리트 강도

및 가열 시간이 증가할수록 구조 성능은 저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하여 폭렬이 저감

된 경우에도 구조 성능에는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를 통하여 알아낸 바를 토대로 보

다 안전하고 경제적인 내화 설계를 할 수 있으며, 또한 화재로 인한 고강도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성능 저감 정도를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핵심용어 :고강도 콘크리트, 화재, 고온, 구조거동, 폭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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