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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열 속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폭렬 특성 및 내부 수증기압력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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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palling of concrete occurs due to vapor pressure ignited explosion, temperature difference across a section, and

combination of these factors. Factors affecting spalling can be classified into internal and external factors such as material property

and environmental condition, respectively, have to be considered to precisely understand spalling behavior. An external environmental

factor such as differences in heating rate cause internal humidity cohesion and different vapor pressure behavior. Therefore, spalling

property, vapor pressure and thermal strain property were measured from concrete with compressive strengths of 30 MPa, 50 MPa,

70 MPa, 90 MPa, and 110 MPa, applied with ISO-834 standard heating curve of 1
o
C/min heating rate.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spalling occurred when rapid heating condition was applied. Also, when concrete strength was higher, the more cross

section loss from spalling occurred. Also, spalling property is influenced by first pressure cancellation effect of thermal expansion

caused by vapor pressure and heating r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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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재 등의 고온 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상온상태와

비교해 여러가지 취약점을 갖는다. 그 중 콘크리트의 표

면이 박리비산하는 폭렬 현상은 콘크리트 구조부재의 단

면을 감소시켜 내력저하를 초래하고 이는 구조물 전체에

걸쳐 안정성을 위협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폭렬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가

열 중 콘크리트 내부의 수분이 수증기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증기압력의 인장력에 의한 파괴와 콘크리트

의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표면 압축력

에 의한 파괴 그리고 앞선 두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하는 2축 응력에 의한 파괴의 세 가지 이

론을 통해 설명하고 있다.
2-9)

수증기압력설에 따르면 콘크리트 내부에 다양한 형태

로 존재하는 수분은 외부로부터 고온을 받게 되면 내부

의 특정 위치에 응집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 수분 수

증기응집층에서 수증기압력이 최대가 되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는 경우 폭렬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ig. 1과 같이 수분응집층의 예상지점에

관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수증기압력을 측정할 수 있다.
10-15)

또한 폭렬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은 콘크리트 재료

적 특성인 압축강도, 투과성, 함수율과 물시멘트비 등의

주로 조직구조와 수분에 관계된 내부적 요인과 가열온도

의 상승률 및 최고온도, 외력의 작용 등 외부적 요인으

로 구분할 수 있다. 이처럼 다양한 유발요인을 갖는 폭

렬 현상을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서 기술한

두 가지 요인에 대하여 충분히 고려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 있어서는 내부적 요인으로 콘크리트

재료성질에 따른 폭렬 특성을 평가한 것이 대부분이다.
1,12)

폭렬 발생의 외부적 요인인 가열속도는 그 상승정도에

따라 Fig.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 차이를 발생시킨다. 또한, 이렇게 발생한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 차이는 콘크리트 내부 수분의 응집위

치와 최고 수증기압력의 발생시간 또는 위치에 큰 영향

을 미치며 더욱이, 급속의 가열 환경은 표면부에 급격한

온도상승과 가열시작 시점으로부터 조기에 표면의 압력

상승을 초래해 폭렬 발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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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외부적 요인 중 가열 속도와 내

부적 영향으로서 압축강도를 실험변수로 설정하였다. 이

에 따른 콘크리트 폭렬 현상과 수증기압력의 영향을 평

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압축강도 레벨의 콘크리트를 대상

으로 폭렬 특성, 폭렬 발생과 내부 수증기압력의 관계

및 수증기압력의 발생과 열팽창 변형의 관계를 평가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및 콘크리트 배합

이 연구의 실험 계획 및 콘크리트 배합을 Table 1에 나

타내었다.

가열속도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력을 평가

하기 위해 가열조건은 급속조건인 ISO-834 표준가열곡

선과 1
o
C/min의 저속조건으로 설정하였다. 저속가열조건

은 RILEM TC 129-MHT “Part 3-Compressive strength

for service and accident conditions”에 따라 100 mm 직

경의 콘크리트 시험체가 20
o
C 미만의 내·외부 온도 차

이를 갖도록 설정하였다.
4)

또한, 고온가열에 따른 폭렬 현상에 대한 내부적 요인인

압축강도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강도수준은

W/B 55%의 일반강도부터 W/B 40%, 33%, 23%, 18%의

고강도영역에 이르기까지 다섯 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W/

B 33% 이하의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증진을 위하여 실

리카퓸을 각각 시멘트 대비 5%, 16%, 23% 첨가하였다.

평가 항목으로는 콘크리트 압축강도 및 가열속도에 따

른 폭렬 성상, 중량손실률, 내부 수증기압력, 가열 중 열

팽창 변형을 평가였다.

2.2 사용 재료

이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시멘트 분말도 3200 cm
2
/g, 밀도 3.15 g/cm

3
의 1종 보통포

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고강도 콘크리트 배합에 있

어서는 강도증진을 위하여 밀도 2.5 g/cm
3
, 분말도 200,000

cm
2
/g의 실리카퓸과 밀도 2.9 g/cm

3
, 분말도 6000~7000 cm

2
/

Table 1 Experimental plan and concrete mix proportion

Specimen

ID

F
cu

(MPa)

W/B

(%)
Heating method

Slump-

flow

(mm)

Air

(%)

S/a

(%)

Unit weight (kg/m
3
)

Test item
W C BFS SF S G

30M 31 55.0

385~1.5
o
C/min

(ISO-834)

1
o
C/min

180±20

4±2

45

185 336

0
0

797 956
Spalling properties

Weight loss (wt.%)

Moisture contents (wt.%)

Water vapor pressure (kPa)

Thermal strain

50M 45 40.0
450±50

175 437 770 924

70M 66 33.0 165 475 25 792 950

90M 95 23.0
650±50 2±1

160 508 104 83 708 849

110M 110 18.0 160 596 133 133 617 74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Cement
OPC (Density: 3.15 g/cm

3
,

specific surface area: 3200 cm
2
/g)

Blast furnace

slag powder

Density: 2.9 g/cm
3
,

specific surface area: 6000~7000 cm
2
/g

Silica fume
Density: 2.5 g/cm

3
,

specific surface area: 200000 cm
2
/g

Coarse agg.
Crushed granitic aggregate (size: 20 mm,

density: 2.62 g/cm
3
, absorption: 0.8%)

Fine agg.
Sea sand

density: 2.65 g/cm
3
, absorption: 100%

Super

plasticizer
Polycarboxylic-based super plasticizer

Fig. 2 Temperature of concrete specimen with heating rate

Fig. 1 Outline of water vapor pressur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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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였다. 또한 혼화제로 폴

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2.3 시험체 제작 및 양생 방법

압축강도 및 가열속도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

압력을 평가하기 위한 시험체는 가로와 세로, 각각 100×

100 mm의 단면에 높이 200 mm의 각주형으로 제작하였

다. 사전에 거푸집에 압력게이지를 설치한 후 콘크리트

를 타설하여 게이지와 콘크리트 간의 기밀성을 유지하였

으며 또한 압력게이지는 콘크리트 시험체의 표면으로부

터 30 mm, 50 mm 두 지점에 위치하도록 하였다. 또한,

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한 콘크리트 시험체는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시험용 시험체 제작방법”에 준하여 100×

200 mm의 크기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콘크리트 시험체

는 탈형 후 7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였으며 이후 20±3
o
C,

RH 50±5%의 항온항습조건에서 56일간 기건 양생하였다.

또한 가열시험 전 상면은 콘크리트용 연마기를 이용해

평활하게 마감한 후 가열실험을 실시하였다.

2.4 시험 방법

2.4.1 가열 방법

이 연구에서 사용한 가열장치는 전기저항에 의해 가열

되는 가열코일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시험체를 가열하는

방식이며, 온도컨트롤러에 의해 최대온도 및 온도상승속

도 제어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가열방법은 Fig. 2에 나타

낸 바와 같이 가열속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폭렬 및 내

부 수증기압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급속가열조건으로 ISO-

834 표준가열속선과 저속가열조건으로 1
o
C/min의 가열방

법을 설정하였으며 최고온도를 ISO-834 표준가열곡선에

준하여 50분간 가열한 886
o
C로 설정하였다.

또한, 시험체 전체의 변형률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가열로 상·하부에 설치되어 있는 LVDT에 의해 측정

되었다. 시험체의 축변형은 직경 10 mm의 석영관에 의

해 가열로 외부에 설치된 LVDT에 전달되도록 하였으며

하중과 변형데이터는 데이터로거 및 프로그램에 의해 1

초 간격으로 기록하였다.

2.4.2 수증기압력 측정 방법

수증기압력 평가방법을 Fig. 4에 나타냈다. 수증기의

압력을 측정하기 위한 수증기가 외부로 배출되기 위한

금속관을 매립하였다. 금속관(내경 1 mm, 외경 2 mm)은

내열성이 우수한 SUS304 재질을 사용하였다.

선행된 연구에서는 급속한 온도상승 조건에서 콘크리트

내부에서 발생한 수증기가 압력게이지 내부의 빈 공간에

서 응결현상이 발생함으로써 상태 변화에 따른 부피의 감

소가 압력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

다.
8)
 이 연구에서도 예비실험을 통해 외기에 노출된 금속

관의 빈 공간에서 수증기의 응결현상이 발생하고 이로 인

해 압력이 손실되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문제의 원인은 콘크리트 내부로부터 배출된

수증기가 외기에 노출되어 있는 상온상태의 금속관 부분

을 통과할 때, 금속관을 가열하는 것에 의해 수증기의

열이 손실되어 응결이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 Heating machine (left) and method of strain measure-

ment (right)

Fig. 4 Evaluation of water vapor pressure

Fig. 5 Open and close of metal tube using paraff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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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수증기의 응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g. 4의

하단에 나타낸 방법과 같이 상온에 노출되는 금속관에

연질의 가열코일을 감싸 재가열을 실시하였다. 또한 코

일을 glass wool로 감싼 후 알루미늄 테이프로 접착시켜

단열을 실시하여 노출부의 재가열 후에도 열손실이 최소

화되도록 하였다.

연질의 가열코일을 작동시킨 후 10분 후 관의 내부 온

도가 95
o
C 이상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콘크리트 가

열시험 전 금속관 외부를 10분 전에 가열함으로써 콘크

리트 내부로부터 배출되는 수증기온도의 저하를 방지시

켜 측정되는 수증기압력의 손실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콘크리트가 경화되기 전에 골재나 페이스트의 유

입에 의해 금속관의 입구가 폐쇄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

해서 용융점 62~65
o
C의 파라핀계 물질을 이용하여 Fig. 6

과 같이 금속관을 사전에 폐쇄시키는 방법을 사용했다.

이 파라핀계 물질이 가열 중 수증기압력의 발생시점 이

전에 용융되어 관의 입구를 개방시킴으로써 수증기의 배

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콘크리트 시

험체로부터 금속관이 인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매립

되는 부분을 말단에서 90
o
각도로 굴곡하여 제작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폭렬 성상

가열속도 및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따른 폭렬 성상을

Table 3에 나타냈다. ISO-834 표준가열곡선에 의해 가열

을 실시한 시험체의 경우, 30M을 제외한 모든 시험체에

서 폭렬 현상이 발생하였다. 50M 및 70M의 시험체에 있

어서는 상대적으로 응력이 집중되는 시험체의 모서리부

분과 표면부분의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박리되는 폭렬

현상이 나타났으나 90M과 110M의 콘크리트 시험체는

전체적으로 폭렬이 발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한, 분당 1
o
C로 가열한 저속가열의 경우, 110M을 제

외한 모든 시험체에서 폭렬 현상이 나타나지 않아 동일

한 압축강도 범위에서 빠른 가열속도가 폭렬을 일으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 6은 폭렬에 의한 단면손실량을 나타낸 것으로 가

열전 콘크리트에 대한 가열 후 콘크리트의 중량손실률을

측정하였다. 폭렬이 발생하지 않은 급속가열조건의 30M

과 저속가열조건의 네 가지 수준의 시험체는 7~9%의 중

량이 손실되었다. 이는 가열에 의한 콘크리트 내부 수분

의 증발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경미한 폭렬이 발생한

50M 및 70M의 시험체의 중량손실률은 10~11%로 비교

적 폭렬에 의한 단면손실량이 적었다. 그러나 폭렬이 격

렬하게 발생한 90M, 110M의 경우에 각각 25%, 39%로

매우 많은 양의 단면손실이 발생하였다. 또한 가열 중

파괴된 저속가열 조건의 110M의 경우 시험체의 중심부

에서 파단되어 시험체의 형상을 유지할 수 없어 중량손

실의 평가가 무의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범위에서 가열속도 및 압축강도에 따

른 폭렬 성상은 급속가열의 폭렬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1
o
C/min_30~90M, ISO-834_30M), 폭렬이 발생하였으나 그

정도가 경미한 경우(ISO-834_50M, 70M), 폭렬이 발생하

였고 이로 인한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ISO-834_90M,

100M), 폭렬이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열 중 파괴되는 경우

(1
o
C/min_110M)의 4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3.2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력

Fig. 7에 급속 가열을 받은 콘크리트 시험체의 표면 30

mm 깊이에서 최초 폭렬이 발생한 9~12분 사이의 수증

기압력의 초기상승속도를 나타냈다. 폭렬이 발생하지 않

은 30M 시험체는 12.6 kPa/min의 속도 수증기압력이 상

승하였으며, 경미한 폭렬이 발생한 50M 및 70M은 각각

45, 61.2 kPa/min의 속도로 수증기압이 상승하였다. 폭렬

이 격렬히 발생한 90M의 경우에는 88.2 kPa/min으로 초

기에 급격히 수증기압력이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났으나,

110M은 가열 초기부터 폭렬이 계속적으로 발행하여 30 mm

Fig. 6 Weight loss of concrete specimen

Table 3 Spalling properties with heating rate and compressive

strength

Heating

rate

Specimen ID

30M 50M 70M 90M 110M

ISO-834

1
o
C/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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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표면 수증기압력의 상승이 16.2 kPa/min 정도의 낮

은속도로 평가되었다. 전반적으로 폭렬에 의한 중량손실

량이 큰 시험체일수록 초기의 표면 수증기압력의 상승속

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저속가열을 받은 시험체의 경우, 강도 및 시험체

의 파괴와 무관하게 수증기압력이 가열 시작으로부터 4시

간 이후에 완만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초기의 급격

한 수증기압력 상승현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가열 속도에

따른 압축강도별 수증기압력을 Fig. 8에 나타냈다. 폭렬 발

생에 영향을 미치는 표면부 30 mm 위치의 온도에 따른 수

증기압력을 평가하였다. 급속가열을 경우 가열이 시작됨

과 동시에 수증기압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100
o
C 이후에

급격히 상승해 약 200
o
C에서 가장 높은 압력값을 나타냈

다. 그러나 저속가열의 경우 200
o
C를 부근에서 수증기압

력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400
o
C 부근에서 최고치를 나타냈다.

급속가열의 경우 표면부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것

에 의해 표면에서 수증기 발생한 수증기압력이 이동해 30

mm에서의 수증기압력이 저속가열조건보다 약 100
o
C 낮

은 온도에서 발생하고 최고압력 또한 약 200
o
C 가량 낮은

온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가열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표면 수증기압력이 초기에 발생하여 폭렬

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앞서 폭렬

성상의 평가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3.3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과 내부 수증기압력

급속 가열에 따른 콘크리트 시험체의 열팽창 변형을 Fig.

9에 저속 가열에 의한 열팽창 변형을 Fig. 10에 나타났다.

가열 중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은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에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으나, 가열 속도와

Fig. 8 Water vapor pressure at 30 mm with heating rate

Fig. 7 Increase of water vapor pressure at 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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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렬 발생의 유무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나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경우로 구분할 수 있었다.

① 급속가열을 받고 폭렬이 발생하지 않거나 경미한

폭렬이 발생한 경우

② 급속가열을 받고 폭렬이 격렬히 발생한 경우

③ 저속가열을 받고 폭렬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④ 저속가열을 받고 가열 중 콘크리트의 파괴가 발생

한 경우

①의 경우 Fig. 11(a)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가열 온도

400
o
C 이후 열팽창 변형이 발생하기 시작하여 가열종료

시까지 급격히 증가해 약 0.007로 수렴하는 결과를 나타

냈다. ②의 경우 폭렬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와 동일하게

가열 온도 400
o
C 이후에 열팽창 변형이 발생하여 약

0.006에서 수렴하였다. 그러나 폭렬 발생에 의해 600
o
C

부근에서 순간적으로 변형이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③, ④의 경우 가열 초기부터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

이 발생하여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③의

경우 최종변형이 약 0.010에 수렴하는 것으로 타났으나,

④의 경우 가열 중 온도 422
o
C, 변형 0.0027에서 파괴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저속가열의 110M의 파

괴시점을 알 수 있었으며, 100 MPa 이상의 초고강도영

Fig. 9 Thermal strain by ISO-834

Fig. 10 Thermal strain by 1
o

C/min

Fig. 11 Thermal strain and water vapor pressure with heat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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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가열 중 파괴요인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검토가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급속가열을 받는 경우 표면온도 상승이 급격히 발생함

에 따라 초기 팽창변형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저속가열을 받는 콘크리트의 경우 가열에 따

라 콘크리트 내·외부의 온도가 유사하게 상승하기 때

문에 열팽창 변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의 열팽창 변형과 수증기압력의 관계를 Fig.

11에 나타냈다. 폭렬이 발생한 급속 가열을 받은 콘크리

트의 경우, 열팽창 변형은 가열 온도 400
o
C 이후에 발생

되었고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력은 가열 온도 200
o
C

부터 발생하기 시작했다. 반면, 폭렬이 발생하지 않은 저

속 가열을 받은 콘크리트 시험체는 가열 온도 100
o
C부

터 열팽창 변형이 시작된 후 250
o
C에서 수증기압력이 생

성되었다.

따라서, 저속 가열의 경우 가열 초기부터 발생하는 열

팽창 변형에 의해 발생한 균열이 초기 수증기압력을 완

화시키는 효과가 있지만 급속 가열의 경우 열팽창 변형

이 발생하기 이전에 수증기의 압력이 발생하여 초기 응

력을 완화시키지 못해 폭렬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가열속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폭렬 특성 및 내부 수증

기압력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이 연구에서 제안한 수증기압력 측정방법을 통해 가

열속도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압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었다.

2) 콘크리트의 폭렬 현상은 급속한 가열에 의해 발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강도 90 MPa 이상의

콘크리트 시험체에서는 25% 이상의 단면손실량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급속가열을 받은 콘크리트 시험체는 가열 초기에 표

면의 수증기압력이 증가하며, 초기 표면 수증기압

력의 상승속도 45 kPa/min 이상에서 콘크리트 폭렬

발생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저속 가열을 받은 콘크리트에서 높은 수증기압력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폭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수증기압력 발생 이전에 열팽창 변형에 의해

유발되는 균열을 통해 수증기압력이 완화되는 효과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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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폭렬 발생 메커니즘에 대해서는 수증기압력에 의한 파괴, 내·외부의 온도 차이에 의해 발생하

는 표면 압축력에 의한 파괴, 앞선 두 가지 요인의 복합작용에 의한 파괴가 있다. 이러한 폭렬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콘크리트 자체의 재료적 특성과 관계된 내부 요인과 환경에 의한 외부 요인으로 나눌 수 있으며 폭렬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 외부 환경의 요소로써 가열 속도가 다른 경우 콘크리트 내부

의 수분응집 및 수증기압력의 거동이 달라질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30, 50, 70, 90, 110 MPa의 다양

한 강도 영역의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ISO-834 표준가열곡선과 1
o
C/min의 가열 속도를 적용하여 가열 속도에 따른 콘크

리트의 폭렬 성상 및 수증기압력, 열팽창 변형을 평가하였다. 실험 결과 콘크리트의 폭렬은 급속 가열조건에서 발생하

며, 콘크리트가 고강도화될수록 폭렬에 의한 단면손실량이 증가하였다. 또한, 가열 초기에 콘크리트 표면부의 수증기압

력 상승 속도 및 가열 속도에 따른 열팽창에 의한 초기압력 상쇄효과가 콘크리트의 폭렬 발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가열 속도, 고강도 콘크리트, 수증기압력, 폭렬, 열팽창 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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