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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섬유의 용융 및 기화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특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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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experimental studies to prevent explosive spalling based on spalling mechanism and addition of Polypro-

pylene fiber in high strength concrete (HSC) are performed actively. However, with respect to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UHSC),

its compact internal structure is more difficult release vapor pressure at rapid rising temperature compared to HSC. Therefore, in

this study, an experiment was conducted to evaluate spalling properties of UHSC using □ 100 mm × 100 × H200 mm rectangular

specimen according to ISO-834 standard fire curve. With respect melting point of fiber, three fiber types of Polyethylene, Polypro-

pylene, and Nylon fibers with melting temperature of 110
o
C, 165

o
C, and 225

o
C, respectively, were considered. Mixed fiber of

0.15% and 0.25% of concrete volume was used to consider spalling properties based on water vapor pressure release. Then, TG-

DTA test on fiber and FEM analysis were performed. The results showed that it is difficult to prevent initial spalling without loss

of fiber mass even if fiber melting temperature is low. Also, in preventing thermal spalling, fiber that melts to rapidly create porosity

within 10 minutes of fire is more effective than that of low melting temperature property of fiber.

Keywords : spalling mechanism, prevent explosive spalling, water vapor pressure, melting point, initial spalling

1. 서 론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에 관한 원인에 관해서는

많은 학자들에 의하여 그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그 메

커니즘에 관해서도 다양한 해석 방법에 의하여 제안되고

있다. 이러한 폭렬의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 동향으로는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동에 따른 내부압력의 변화,
1-4)

다양한 재료의 열적 특성에 의해 유발되는 열응력을 받

아 콘크리트의 매트릭스가 붕괴된다는 이론
5-8)
이 구체적

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에 관한 메커니즘의

연구와 더불어 폭렬을 방지하고 화재 시에 콘크리트 구

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에 관해서도 연구

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폭렬 방지 공법에 있어서는

다양한 방법들이 제안되고 있고, 그 중에서는 섬유혼입

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증기압을 낮추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설계기준으로 제정

된 사례도 존재한다.
9-15)

실제로 유로코드(Euro code)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을 방지하기 위해서 콘크리트에 단일 형태의 폴리프

로필렌섬유(이하, PP섬유) 2.0 kg 이상을 혼입하도록 제

안하고 있다.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100 MPa 이하의 콘크리트에 있

어서 1 m
3
당 PP섬유를 0.2vol%(약 1.8 kg)으로 혼입할 경

우 폭렬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16)

한편 이러한 섬유혼입에 따른 내부수증기압의 해소는

주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용융점이 낮은 섬유가

유리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실제로 빠르게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열용량이 크기 때문에 충

분히 섬유의 용융에 따른 내부공극의 네트워크를 형성하

지 못할 수 있는 점도 존재할 수 있다. Pierre Kalifa의

연구
1,15)
에 따르면 압축강도 100 MPa 콘크리트에 있어서

PP섬유를 약 2.0 kg/m
3
을 혼입하게 되면 충분히 폭렬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고, 혼입된 섬유주위에 발생

되는 마이크로 크랙의 활성화에 따라 공극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것을 구명하였다. 하지만 섬유의 용융점에 도

달되기까지의 시간 즉 80
o
C~200

o
C의 온도 범위에서 섬

유의 효과는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수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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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과 섬유용융에 따른 내부압력의 관계는 밝혀냈지만 마

이크로크랙의 활성 현상에 관해서는 충분한 설명이 어렵

다고 제시하였다.

하지만 이 연구 결과에 있어서는 가열 속도가 1
o
C/min

의 낮은 온도에서 평가함으로써 내부온도가 천천히 가열

됨에 따라 내부균열이 발생할 수 있고,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에 있어서 폭렬 및 급격한 수증기 팽창압

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실제 급격한 온

도상승이 수반될 경우 내부온도는 다양한 온도분포를 나

타나게 되고 균열패턴, 수증기의 형성시간 등에 큰 차이

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섬유의 용융과 폭

렬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실제 화재조건을 상

정하여 내부온도분포 성상과 섬유의 용융 과정을 명확하

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섬유의 용

융과 폭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고강도 콘크

리트를 대상으로 섬유용융점에 따른 폭렬 성상을 평가하

였다. 또한 콘크리트 내부온도 상승조건에 따라 섬유의

용융에 따른 내부공극을 해석적으로 분석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이 연구에서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섬유의

용융과 폭렬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초고강도 콘

크리트의 W/B는 12.5%로 설정하였으며, 현장조건을 고

려하여 충분한 작업성을 갖기 위하여 슬럼프 플로우는

750 ± 100 mm를 만족하도록 하였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된 섬유는 용융점을 고려하여 PE섬유, PP섬유, 나일

론섬유 3종류로 설정하고, 기존 연구자료를 참고하여 섬

유의 혼입률은 0, 0.15, 0.25vol%를 혼입하였다.

가열방식은 ISO-834 표준가열곡선에 의하여 50분간 가

열하였으며, 평가 항목으로는 섬유의 용융점과 혼입률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특성, 가열중 열팽창 변

형, 중량손실률, 온도분포해석에 따른 섬유손실률 등을

평가하였다.

2.2 사용 재료

이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Table 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시멘트는 분말도 3,200 cm
2
/g 및 밀도 3.15 g/cm

3
의 1

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혼화제는 폴

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잔골재는 천

연잔골재로서 밀도 2.65 g/cm
3
, 흡수율 1.00%의 세척사를

Table 1 Experimental plan and concrete mix proportion

W/B

(%)

Slump-flow 

(mm)

Air

(%)

S/a

(%)

Used

fiber

Fiber contents

(vol%)

Heating

curve (
o
C)

Unit weight (kg/m
3
)

Test item
W C BFS SF Gy

(2)
S G

12.5 750 ± 100 2 ± 1 35

PE
(1)

PP

NY

0.0

0.15

0.25

ISO-834

standard

fire curve

150 660 240 240 60 389 736

 Spalling properties

 Thermal strain

 Weight loss (wt.%)

 Water vapor pressure (kPa)
(1)

PE: polyethylene fiber, PP: polypropylene fiber, NY: nylon fiber, 
(2)

Gy : gypsum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Cement
OPC (density: 3.15 g/cm

3
,

specific surface area: 3,200 cm
2
/g)

Fine aggregate
Sea sand

(density: 2.65 g/cm
3
, absorption: 1.00%)

Coarse

aggregate

Crushed granitic aggregate (size: 13 mm,

density: 2.70 g/cm
3
, absorption: 0.9%)

Silica fume
Density: 2.5 g/cm

3

Specific surface area: 200,000 cm
2
/g

Blast furnace

slag powder

Density: 2.9 g/cm
3

Specific surface area: 6,000 cm
2
/g

Gypsum
Density: 2.9 g/cm

3

Specific surface area: 3,550 cm
2
/g

Fiber

Poly

ethylene

Diameter: 12 µm, length: 12 mm

Density: 0.91 g/cm
3
, melting temp.: 110

o
C

Poly

propylene

Diameter: 20, 40 µm, length: 12 mm

Density: 0.91 g/cm
3
, melting temp.: 165

o
C

Nylon
Diameter: 20, 40 µm, length: 12 mm

Density: 1.1 g/cm
3
, melting temp.: 225

o
C

Super

plasticizer
Polycarboxylic-based super plasticizer

Fig. 1 DT and TGA of fiber, melting, vapor, and burning po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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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굵은골재는 밀도 2.70 g/cm
3
, 흡수율 0.9% 및

최대치수 13 mm의 화강암류 부순 자갈을 사용하였다.

또한 사용된 섬유는 폴리에틸렌, 폴리프로필렌, 나일론

으로써 각각의 용융점은 110
o
C, 165

o
C, 225

o
C이며, 섬유

의 직경은 폴리에틸렌(12 µm)을 제외하고 20 µm, 40 µm

로 하였고 길이는 12 mm로 설정하였다.

2.3 시험체 제작 및 양생

압축강도 확인용 시험체는 φ100 × 200 mm, 폭렬 특성

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체는 폭렬 특성은 각형 형태가 평

가에 용이하여 □100 × 200 mm 크기로 제작하였으며, 탈

형 후 7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였으며, 콘크리트의 이후

내부함수조건을 동일하게 유지하게 위하여 20 ± 3
o
C, R.H.

50 ± 5%의 항온항습실내에서 재령 56일까지 기건 양생

을 실시하였다. 시험은 56일후 평가하였고 압축강도의

발현은 206 MPa로 확인되었다.

2.4 시험 방법

2.4.1 가열 장치 및 가열 방법

이 연구의 가열재하 실험을 위한 장치는 Fig. 2와 같

은 2,000 kN급 UTM 재하장치에 전기 가열로를 설치하

였으며, 가열로는 강제 프레임을 사용하여 기존의 재하

장치와 결합하였다.

콘크리트 시험체의 변형은 가력판 상하부 및 냉각기

중심에 15 mm의 공간을 통해 석영관을 설치하고, 시험

체 반대쪽의 석영관 끝에 변형률 게이지(변위계)를 설치

하여 공시체의 변형을 측정하였다. 변위계의 용량은 최

대 5 mm이며, 시험 중의 기록은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1초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시험체의 가열은 Fig. 3과 같

이 ISO-834 표준가열곡선에 따라 60분간 비재하 시험하

되 이 실험에서는 시험체를 고정을 목적으로 0.2 kN 가

력한 후 가열 시험을 실시하여 폭렬 특성 및 변형 특성

을 평가하였다. 가열온도 조정은 열전대에 의해 입력되

는 시험체의 온도데이터에 위치한 전기히터의 온도를 제

어하는 컨트롤 기능과 시간과 온도변동의 관계를 프로그

램화하여 ISO-834 표준가열곡선의 구현이 가능하도록 하

였다.

2.4.2 수증기 팽창압 측정 방법

Fig. 4는 압력측정방법의 개요를 나타낸 것으로 압력

관의 매입은 고온을 받을 경우 수증기의 포화점이 30~50

mm에서 형성되었던 기존 연구를 바탕으로 수증기압이

발생될 경우 외부로 반출될 수 있는 것과 더불어 온도

의 영향을 배재하기 위하여 원통형의 SUS관을 사용하였

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시 골재 및 페이스트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해서 압력관 입구를 양초로 마감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수증기압 측정기기는 매설된 관과 압력

측정 센서의 선단부를 커플러로 체결하여 수증기압의 누

출을 방지하였다. 사용된 압력측정 센서는 사전에 예비

실험을 통하여 수증기온도를 고려하여 150
o
C의 온도에

Fig. 3 Heating curve

Fig. 2 Loading and heating machine

Fig. 4 Evaluation of water vapor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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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측정할 수 있는 고온용 압력계를 사용하였으며 측정

압력의 범위는 20 MPa이다. 수증기압의 측정 방법은 가

열시 매입된 관을 통하여 수증기가 외부로 전달되고 고

온용 압력계로 측정,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1초 간격으

로 기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성상

섬유의 용융점과 혼입률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의 성상을 평가해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측정재령

56일에 200 MPa을 약간 상회하였고, 측정재령은 56일로

써 내부함수율은 평균 3%로 이하로 측정되었다.

폭렬 성상 평가 결과는 섬유혼입률 0.15vol%를 혼입한

경우 전체적으로 폭렬이 발생하였지만 PP 및 나일론섬

유를 혼입한 경우 형태의 유지 또는 박리폭렬 정도였다.

섬유혼입률 0.25vol%에 있어서도 PE섬유의 경우 극심한

폭렬현상으로 인하여 완파되었지만 PP섬유의 경우는 박

리폭렬, 나일론섬유의 경우는 폭렬이 발생하지 않았다.

전체적인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섬유의 용융점

은 PE섬유(110
o
C, 실측치는 157

o
C) > PP섬유(165

o
C, 실측

치는 167
o
C), 나일론섬유(225

o
C, 실측치는 220

o
C)의 분석

결과를 나타냈지만, 실제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용시

폭렬 성상은 동일 혼입률 조건에서 나일론 > PP > PE섬

유의 순서로 나타났다. 이는 용융점이 낮은 섬유가 고강

도 콘크리트의 폭렬방지에 다소 유리하다고 보고된 것과

상이한 결과로써 초고강도 범위에서 세밀한 분석이 필요

할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초기 폭렬의 발생에 있어서

온도 분포에 따른 섬유의 용융량을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열팽창 변형과 중량손실률

폭렬시험 중 가열온도 따른 열팽창변형을 Fig. 5에 나

타냈다. 열팽창 변형의 패턴은 폭렬이 발생, 경미한 박

리 또는 폭렬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폭렬이 발생한 plain, PE_D12_0.15vol%, PE_D12_0.25

vol%의 경우에 있어서 섬유혼입조건과 상관없이 온도에

따라 열팽창변형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7~10분 사이에서

폭렬이 발생함과 동시에 충격력에 의하여 급격한 떨림

현상이 발생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폭렬현상에 기인하여

Table 3 Spalling of UHSC with fiber mixed

W/B

Fiber

PE fiber

(D12 µm)
PP fiber NY fiber

Mixed 

volume

(vol%)

Diameter

(µm)

0.15

0.15

20

40

0.25

20

40

Fig. 5 Thermal strain of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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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0
o
C 이상의 고온에 있어서 수축현상이 발생되며, 이때

의 변형률은 0.002로 나타났다.

경미한 박리 또는 폭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섬유

혼입률 0.25vol%로서 변형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며, 직

경이 작을수록 열팽창변형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직경이 작은 섬유는 수증기압의 통로로서 폭렬을 효과적

으로 저감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내부의 균열 발생 또는

열응력 등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섬

유의 종류에 있어서는 PP섬유를 혼입하는 경우, 나일론

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에 비해 열팽창응력이 다소 상승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6은 섬유혼입조건에 따른 중량손실률을 나타낸 것

으로 기존연구와 동일하게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도 섬

유혼입률이 증가할수록 폭렬로 인한 단면손실이 감소하

여 중량손실률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섬유직경이

작은 섬유가 유리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섬유 종류에 있어서는 plain ≥ PE섬유 >나일론섬

유 > PP섬유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부분 폭렬에 의하여

표면부가 파손된 경우에도 전체 콘크리트 중량의 20%

이하로서 동일 혼입률 조건에서도 용융점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통상적인 용융점

에 따른 폭렬 저감현상에 관해서 PE섬유의 경우 동일 혼

입률 조건에서 단위체적당 개체수가 PP 및 나일론섬유

에 비하여 크고, 용융점이 낮음에도 불구하고 폭렬현상

이 크게 발생된 것을 분석해 볼 때 초기 폭렬 조건과 연

속적인 장기 폭렬의 관점에서 온도 상승에 따른 콘크리

트 깊이별 섬유 용융량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섬유혼입조건에 따른 수증기 팽창압

실제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적용 시 동일 혼입률 조건

에서 폭렬 성상을 평가한 결과, 나일론>PP>PE섬유의 순

Fig. 6 Mass loss of concrete with spalling

Fig. 7 Water vapor pressure of UHSC with fiber mixed

(W/B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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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 나타났다. 이는 기존 연구에 따른 이론체계와 상이

한 것으로 그에 대한 원인을 분석하기위해 내부수증기

팽창압을 평가하였다.

Fig. 7은 ISO-834표준가열곡선에 의해 가열시 섬유혼

입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수증기 팽창압을 나타

낸 것이다. 섬유혼입에 따른 전반적인 경향은 표면 30 mm

에서의 압력은 폭렬이 발생되는 경우 10~20분 사이의 수

증기 팽창압의 최대점이 섬유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20~30분으로 변화하면서 폭렬이 방지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따라서 폭렬상태에 따라 수증기 팽창압의 패턴

은 크게 3가지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① 파괴 폭렬이 발생하는 경우

② 부분 폭렬이 발생하는 경우

③ 폭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폭렬이 발생되어 파괴가 일어나

는 경우는 plain 및 PE섬유를 혼입하는 경우로써 plain 시

험체의 경우 가열 후 6분(637
o
C)에서 폭렬이 발생하였으

며 표면에서 30 mm에서의 압력은 초기 폭렬 시점에서

43.2 kPa로 측정되었고 지속적으로 폭렬이 발생하여 단

면 손실이 급격하게 이루어져 수증기압의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50 mm의 위치에서는 초기 폭렬

이후 15분에서 수증기압이 형성되어 급격하게 상승되었

으며, 가열 후 21분(685
o
C)에서 최고압력인 231.8 kPa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내력이 저하하여 최종적으로 붕괴하였다.

PE섬유를 혼입하는 경우에는 섬유혼입률 0.15vol%에

서 폭렬이 발생되는 시점부터 표면 30 mm의 수증기 팽

창압이 형성되며 11분경 124.2 kPa의 최고압력을 보였으

며, 50 mm의 위치에서는 20분에 157 kPa의 값을 나타냈

다. 섬유가 0.25vol%혼입된 경우는 가열 초기에는 plain

콘크리트 시험체와 유사한 경향이었지만 섬유 혼입량이

증가할 경우, 수증기 팽창압이 낮고 30 mm 위치의 수증

기 팽창압의 형성이 다소 지연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분 폭렬이 발생하는 경우는 PP섬유와 나일론섬유를

0.15vol% 혼입한 시험체에서 나타났으며, 표면 30 mm 위

치의 최대 수증기 팽창압은 10~20분의 범위에서 형성되

었고 그 값은 PP섬유혼입 시험체는 144.2 kPa, 나일론 섬

유혼입 시험체는 206 kPa로 나타났다. 또한 50 mm의 위

치에서는 나일론 섬유혼입 시험체의 경우 약 61.8 kPa의

값이 유지되었지만, PP섬유혼입 시험체는 601 kPa의 높

은 값을 보였다.

폭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는 PP섬유 및 나일론섬유

를 0.25vol% 혼입한 시험체로서 주로 초고강도 콘크리

트의 폭렬이 발생되는 7~15분 사이에서는 형성되지 않

았고, 가열 15분 이후의 시간에서 수증기 팽창압이 측정

되었다. PP섬유 및 나일론섬유를 혼입한 시험체의 표면

30 mm의 수증기 팽창압의 형성 패턴은 유사하였으며 나

일론섬유를 혼입한 시험체의 경우가 초반시간에 다소 수

증기 팽창압의 값이 높게 측정되었다.

한편 표면 50 mm에서의 PP섬유와 나일론섬유를 혼입

한 시험체의 수증기 팽창압의 값은 다소 상이한 경향을

나타냈다. 나일론섬유를 혼입한 시험체의 경우 12~18분

까지 수증기 팽창압이 상승되다가 206 kPa의 값을 기점으

로 서서히 감소하였으나, PP섬유를 혼입하는 경우 초반

20분까지는 수증기 팽창압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그 이후

에 수증기 팽창압이 서서히 증가하면서 350 kPa의 값을

보였다. 따라서 섬유 종류 및 혼입률에 있어서는 초기 폭

렬 시점에서는 대체적으로 유사한 값(15~30 kPa)을 나타

내었으나, 50 mm에서의 압력은 PP섬유를 혼입한 시험체

가 다소 높았고 섬유 혼입률이 낮을수록 콘크리트 피복

탈락에 따른 온도상승이 높아져 상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및 고강도 콘크리트와 달리

Fig. 8  Mass loss of fiber with D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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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증기 포화점이 표면에서 가깝게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고, 이 연구의 범위에서는 섬유의 혼입률이 증가

할수록 50 mm에서의 압력이 크게 측정되어 kalifa, Long.

T. Phan의 연구보고와는 다른 경향으로써 초고강도 영역

에서는 섬유의 혼입을 통하여 표면에 가깝게 형성되는

수증기 포화점을 콘크리트 내부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섬유의 종류 및 용융점의

영향은 동일 혼입률 조건에서 PE섬유는 용융점이 낮지

만 수증기 팽창압을 완화시키지 못하였지만, 폭렬이 방

지된 나일론섬유와 PP섬유를 혼입하는 경우는 나일론섬

유는 초기 10~20분 사이에 발생되는 수증기 팽창압을 시

험체 중심부까지 빠르게 이동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PP

섬유의 경우에는 20분 이상에서 수증기 팽창압을 서서

히 분산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4. 내부온도분포해석에 따른 섬유기화량 분석

4.1 온도상승에 따른 섬유의 기화량

콘크리트 내부온도에 따른 섬유 기화량을 시차열 분석

한 결과는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열속도가 느린

경우 섬유의 기화에 따른 공극의 형성이 빠르게 형성되

었다. 하지만 초기 폭렬이 시작되는 시점인 7~10분 사이

에서는 실제 섬유의 용융 및 기화에 따른 공극의 형성

은 이루어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즉 초고강도 콘크리

트에 있어서는 섬유의 용융점에 이르기 전에 폭렬이 발

생할 수 있다는 점과 공극의 네트워크를 형성할 수 없

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제시될 수 있다.

용융점에 따른 섬유의 특징에 있어서 PE섬유의 경우

는 용융점은 낮지만 실제로 섬유가 녹아서 기화되는 시

점은 약 255
o
C로 섬유의 용융패턴 나일론섬유와 유사한

거동을 보이고 있으며, 실제 폭렬이 발생되는 시점에서

공극 형성의 효과는 작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유사

한 용융점을 갖는 PP섬유의 경우에는 100
o
C~300

o
C의 사

이에서 중량이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되었고, 이는 공극

의 폐쇄현상으로 직결될 수 있어 섬유 혼입률이 증가하

더라도 초기 폭렬현상은 방지가 어렵다는 분석 결과를

확인했다. 단, PP섬유의 경우 10분 정도의 시간에서 급

격한 기화로 인하여 공극의 형성이 유리하기 때문에 초

기 폭렬 이후의 시간에 있어서는 섬유용융에 따라 효과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내부수증기압의 측정 결과

와 비교해보면 가열 15분이 경과된 시간부터 PP 섬유혼

입 시험체의 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점에서 섬유기화에

따른 공극 형성이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나일론섬유의 경우 용융점은 높지만 100
o
C~400

o
C

사이에서 섬유의 중량이 감소되며, 중량 손실량은 전체

섬유량의 약 3%로 정도로서 초기에 형성되는 공극으로

인하여 타 섬유에 비하여 폭렬의 방지가 효과적임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기화온도가 약 400
o
C 이후로써 표

면 10 mm는 10분, 50 mm의 위치에서는 40분이 소요되

므로 초기시간 약 10~20분 사이에 수증기 패창압의 최

대치가 형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섬유의 선정

에 있어 용융점에 따른 효과는 무시할 수 없지만 초기

폭렬을 방지하고 효과적으로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해

서는 섬유의 기화에 따른 공극 형성에 관한 고찰이 선

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섬유의 용융 및 기화에 의해 발생되는 섬유손

실량은 Fig. 9와 같이 300
o
C 이후이므로 온도 변화에 따

라 식 (1)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

(1)

여기서, Rf : mass loss of fiber (%), T : temperature, a,

b, c, d : coefficient

(2)

(3)

여기서, Cp : specific heat (J/kg·
o
C), λC : thermal con-

ductivity (W/m·
o
C), T : temperature (

o
C)

Rf a T
3

⋅ b T
2

⋅ c . T– d+ += T 300°C>

Cp T( ) 900 J/kg T⋅( )= 20°C T 100°C≤ ≤

Cp T( ) 900 T 100–( ) J/kg T⋅( )+=

100°C T 200°C≤ ≤

Cp T( ) 900 T 200–( )/2 J/kg T⋅( )+=

200°C T 400°C≤ ≤

Cp T( ) 1100 J/kg T⋅( )= 400°C T 1200°C≤ ≤

λc 2 0.2451 T/100( )– 0.0107 T/100( )
2

+=

Fig. 9 Equations of mass loss with temperature

Table 3 Coefficient of fiber types

Fiber type a b c d

Polypropy-

lene
-3.2×10

-7
4.0×10

-4
-0.15 20.05

Nylon 2×10
-7

-1.9×10
-4

0.063 -6.76



180│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4권 제2호 (2012)

4.2 콘크리트 내부온도분포 및 섬유의 기화량

해석은 외부열원의 영향에 의한 비정상 온도분포해석

(nonlinear transient heat flow analysis)을 실시하였으며

Fig. 10에 콘크리트 시험체의 유한요소 모델링 개요를 나

타냈다. 시험체에 대한 온도시간의존 열적 특성은 온도

함수로 치환하여 이를 고려하였으며, 해석방법에 대한 신

뢰성 확보를 위하여 수행된 내화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이를 검증하였다. 시험체의 열전달해석은 유한요소해석

프로그램인 Midas FEA를 이용하였으며, 열전달 해석 시

재료의 열정수 값은 EN 1992-1-2:2004(E)의 값을 활용하

였다. 열전도율 값은 시간의존함수인 upper limit 값으로

설정하였고 비열 및 열확산률은 함수율 3% 조건으로서,

사용된 다음과 같은 식 (2), (3)에 의하여 그 값을 활용

하였다. Fig. 11은 온도분포 해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시간의 흐름에 따라 내부온도가 동심원 형태로 전달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12에 콘크리트 내부에 매립된

온도센서를 통해 측정된 실험값과 온도 해석값의 비교를

나타냈다. 해석 결과는 실험값과 약간 차이는 나타나고

있으나, 폭렬이 발생되는 5~30분 사이의 온도분포해석에

따른 섬유 기화량의 산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가열시 온도분포에 따른 섬유의 용융량의 산

정을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가정을 전제로 하였다.

① 실제 시험체의 온도분포는 해석조건과 동일하다.

② 섬유는 시험체내에 균등하게 분포한다.

③ 섬유의 기화량은 식 (1)로 계산한다.

또한 섬유의 기화량에 따른 폭렬 저감의 영향을 분석

하기 위해 Fig. 13과 같이 표면에서의 깊이 10 mm, 30

mm, 50 mm로 설정하였으며, 각각의 면적률을 계산하면

전체 면적의 36%, 48%, 16%로 된다. 섬유의 분산 또한

균등분포로 산정하였기 때문에 점유율은 면적률로 산정

하였다. 설정된 표면에서의 거리에 따른 온도분포는 시

간의존성을 갖기 때문에 폭렬발생 시간인 30분 이내에

서 5, 10, 15, 20, 30분으로 분석하였으며, 온도영역의 설

정은 섬유의 녹는점을 고려하여 300
o
C 이하, 300

o
C~

400
o
C, 400

o
C~500

o
C, 500

o
C 이상으로 설정하였고 각각의

온도점유율을 산정하였다. 각각의 시간에 따른 온도분포

별 면적률을 Fig. 14에, 설정된 영역에 있어서 시간에 따

른 섬유 기화율은 식 (4)에 의해 계산하였다.

(4)

여기서, Rp : total fiber loss at distance (vol%)

Fr : ratio of fiber volume mixed (vol%)

Ar : ratio of area at distance (%)

Fm : calculated fiber loss at distance (%)

A300-400 : ratio of area 300
o
C to 400

o
C (%)

Rp Fr Ar× Fm× A300 400– A400 500– A500+ +( )×=

Fig. 11 Temperature history in concrete

Fig. 12 Comparison experiment with analysis

Fig. 13 Calculated method of temperature area at distance

Fig. 10 FEM modeling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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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400-500 : ratio of area 400
o
C to 500

o
C (%)

A500 : ratio of area over 500
o
C (%)

Fig. 15는 가열시 섬유 종류에 따라 손실되는 섬유 손

실률을 나타낸 것으로 표면거리 10 mm까지는 나일론섬

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경우 섬유 기화량이 PP섬유를

혼입하는 콘크리트에 비하여 초기 시점인 5~10분 사이

에서 섬유의 기화량이 크고 그 값은 0.012vol% 이상으

로 확인되었다. 10~20분 사이에서는 PP섬유를 혼입한 경

우에 비하여 작지만 20분 이상의 시간에서는 유사한 거

동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면거리 10 mm 이상의

거리에서는 약간의 차이는 발생하였지만 섬유종류에 따

른 크게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혼입률이 증가하는 경우는 이러한 경향의 차이가

크게 발생하였으며, Fig. 16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혼입률

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거리 10 mm의 섬유용융 및 기화

에 따른 섬유 손실률의 차이가 표면거리 30 mm, 50 mm

에서의 값에 비하여 그 영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섬유 손실량은 30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최소 전체섬유의 약 60% 이상이므로 그 이상의 온도에

서는 수증기압을 배출 및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극

이 형성되어 수증기압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실험 결과에서 폭렬 실험 결과, 공극압의 관계, 섬

유의 기화량의 분석에 따른 해석 결과 값을 정리해보면

빠른 시간에 가열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급격한 온도상승

에 따라 섬유의 용융점에 차이가 있더라도 초고강도 콘

크리트의 영역에서는 초기 기화에 따른 손실량의 차이가

폭렬의 저감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15 Mass loss of fiber with fiber type

Fig. 14 Temperature distribution area with heating

Fig. 16 Mass loss of fiber with fiber mixed vol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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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PE섬유의 경우에는 용융점이 PP섬유 이하이지만

직경이 매우 작고, PP섬유와 같이 300℃ 이상의 온도에

서 섬유의 기화량이 급격하게 상승되는 현상이 발생하지

않아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저감에는 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5. 결 론

유기섬유의 용융 및 기화특성에 따른 초고강도 콘크리

트의 폭렬 특성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섬유의 용융점에 따른 초고강

도의 폭렬 특성을 평가한 결과, 용융점이 낮은 섬

유도 초기에 폭렬이 발생할 수 있고 섬유 혼입률을

증가시키더라도 박리폭렬과 같은 현상이 나타나 섬

유의 초기 용융 및 기화에 따른 상세 분석이 필요

하다. 또한 폭렬이 방지되더라도 열팽창변형이 증

대되는 현상이 발생됨에 따라 장기가열시 열응력에

의한 영향도 고려해야 한다.

2) 섬유혼입에 따른 수증기 팽창압을 패턴을 파괴 폭

렬, 부분 폭렬, 폭렬이 발생하지 않는 단계로 구분

하여 평가하였고, 섬유혼입에 따라 표면부에 가깝

게 형성되는 수증기 팽창압이 콘크리트 내부로 이

동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 혼입률 조건에

서 나일론 및 PP섬유의 수증기 팽창압은 유사한 수

준으로써, 나일론섬유는 10~20분, PP섬유는 20분 이

상의 가열조건에서 영향성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섬유의 용융 및 기화에 따른 공극의 형성에 있어서

PE 및 PP섬유의 경우는 용융점은 낮지만 실제로 섬

유가 녹아서 기화되는 시점이 높고, 섬유의

100
o
C~300

o
C의 사이에서 중량이 상승되어 공극의

폐쇄현상으로 혼입률이 증가되어도 초기 폭렬 방지

에는 어려울 수 있다. 그러나 나일론섬유의 경우 용

융점은 높지만 100
o
C~400

o
C 사이에서 전체 섬유량

의 약 3%로 정도로서 초기에 형성되는 공극으로 인

하여 타 섬유에 비하여 폭렬의 방지가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콘크리트 내부 온도분포에 따른 섬유 기화량의 분

석 결과, 혼입률이 증가함에 따라 표면거리 10 mm

의 섬유용융 및 기화에 따른 섬유 손실률의 차이가

표면거리 30 mm, 50 mm에서의 값에 비하여 그 영

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전체적인 섬유의

기화량은 30분 이상의 온도가 되면 최소 전체섬유

의 약 60% 이상이므로 그 이상의 온도에서는 수증

기압을 배출 및 이동할 수 있는 충분한 공극이 형

성되어 수증기압이 유지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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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에 관한 메커니즘의 연구와 더불어 폭렬을 방지하는 방법으로써 섬유혼입

에 의한 콘크리트의 수증기압을 낮추는 방법이 선호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로 단일 형태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

하여 폭렬을 저감하는 방법들이 사용하고 있으나 초고강도 콘크리트 영역에서는 실제로 급격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경

우에 있어서 폭렬 및 급격한 수증기 팽창압을 고려할 수 없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내

부온도상승조건에 따라 섬유의 용융점에 따른 공극의 형성 및 폭렬의 상관성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W/B 12.5%의 초

고강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용융점이 다른 PE섬유, PP섬유, 나일론섬유를 각각 0.15vol%, 0.25vol% 혼입하여 폭렬 성

상, 수증기압, 시차열 중량 분석, 해석적 검토를 행하였다. 실험 결과, 동일 섬유 혼입률 조건에서 섬유의 용융점이 낮

더라도 초고강도 콘크리트에서는 섬유의 기화에 의한 섬유의 중량손실이 발생하지 않으면 초기 폭렬의 방지가 어렵고,

가열시간 10분 전후의 빠른 공극을 형성하는 섬유가 폭렬의 방지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폭렬 메커니즘, 폭렬 저감, 수증기압, 용융점, 초기 폭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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