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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y on high temperature properties of concrete and internal force estimation of structural member subjected to 

high temperature mainly applied high temperature strength model based on experimental results with concrete under 

40MPa. However, it is reported that degradation of internal force at high temperature and spalling of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are higher than that of normal strength concrete. Therefore, this study attempts to propose 

compressive strength degradation model which is suitable to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comparing to existing model 

by evaluating high temperature properties of ultra high strength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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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고온특성이나 고온을 받는 건축구조부재의 내력산정에 관한 연구는 압축강도 40MPa 이하의 일반강도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된 고온강도모델을 적용한 경우가 많다. 그러나 최근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는 초고강도콘크리트의 경우 일반강도콘크리트

에 비해 폭렬의 발생이나 고온에서의 내력저하가 크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고온가열에 따른 콘크리트의 고온특성을 평가하고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모델과 비교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에 적합한 압축강도 저하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본 연구의 실험계획 및 콘크리트 배합을 표 1에 나타냈다.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W/B는 20.0, 14.5, 12.5%으로 설정하였다.

가열방법은 가열시작 직후와 종료 전 30분간은 0.77℃/min으로 가열하고, 이 외의 구간은 1℃/min으로 가열하였다. 고온가열에 따른 콘크

리트의 잔존압축강도를 평가하기 위해 상온, 100, 200, 300, 500, 700℃ 의 목표온도로 가열한 후 압축강도시험을 실시했다. 잔존압축강도비

는 상온압축강도에 대한 고온압축강도의 비율로 계산하여, 기존에 제시되고 있는 Eurocode
1)
, NIST

2)
의 연구결과와 비교평가 하였다.

표 1. 실험계획 및 콘크리트 배합

W/B
(%)

fck
(MP
a)

가열방법 재하조건
(X·fcu)

Slump-
flow
(mm)

가열
온도
(℃)

Air
(%)

S/a
(%)

단위질량 (kg/m3)

평가항목
W C BFS FA SF S G

20.0 100

․1℃/min
0
0.25 750±100

20
100
200
300
500
700

2±1

43.0 150 525 0 150 75 644 870

․압축강도35.0 150 652 207 0 124 448 84814.5 150

35.0 150 660 240 0 240 389 73612.5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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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온가열에 따른 초고강도콘크리트의 잔존압축강도비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잔존압축강도비(k(Ө), ft/f20)

Ө ≤2 0   k(Ө) = 1

  20<Ө≤100   k(Ө) = 1.0375-0.0019t

  100<Ө≤200   k(Ө) = 0.85

  200<Ө≤700   k(Ө) = 1.1-0.0013t

  700<Ө≤900   k(Ө) = 0.62-0.0006t

  700<Ө≤1200   k(Ө) = 0.32-0.0003t

       Ө>1200   k(Ө) = 0

3. 결 론

고강도콘크리트는 일반강도콘크리트보다 고온가열시의 강도저하게 크게 발생하는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W/B 12.5%의 초고강도콘

크리트도 급격한 강도저하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비재하시험의 경우는 가열온도 280℃에서 폭렬에 의해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하여 

가열온도 300℃이상의 온도에서는 고온압축강도를 평가할 수 없었다. 

또한, 기존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고온가열에 의한 초고강도콘크리트의 고온강도는 Eurocode2 와 비교해 낮은 경향을 나타며 NIST의 실험

결과에 가까운 경향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제안식을 고려하여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고온강도 강도 예측식을 제시하였으며, 

향후 초고강도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구조부재의 잔존내력 평가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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