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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existed study, a fire outbreak in a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looses the organism 

by the different contraction and expansion of hardened cement pastes and aggregate, and 

causes cracks by thermal stress, leading to the deterioration of the durability. So accurate 

diagnosis of deterioration is needed based on mechanism of fire deterioration in general 

concrete structures. Fundamental information and data on the properties of concrete exposed to 

high temperature are necessary for accurate diagnosis of deterioration. Therefore, This study is 

willing to propose fundamental data for quick and accurate diagnosis of deteriorated concrete 

structure by fire damage with making variable concrete test specimen, exposing high 

temperature environment, observing the explosive spalling and examining engineering property.

요    지

기존 연구에서 살펴보면, 철근콘크리트구조물에 발생한 화재로 인해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와 골재의 수축

과 팽창의 차이에 따라 조직이 와해되고, 열응력에 의해 균열이 발생하여 내구성이 하한다. 그래서 성능 하

의 정확한 진단은 일반 인 콘크리트구조물에서 방화성능 하의 매커니즘에 한 기 가 요구되며, 고온에 노출

된 콘크리트의 특성에 한 기  정보와 데이터는 성능 하의 정확한 진단을 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콘크리트 시험체를 제작하여, 고온 환경에서 노출시켜, 폭열을 찰하고, 공학 인 특성을 평가함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구조물 성능 하의 빠르고 정확한 진단을 한 기 인 데이터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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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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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실험계획

Series 
Mix

name

W/C

(%)

Design

compressive

strength (MPa)

Kinds

of fine

aggregate

Heating

temp

(℃)

Heating

time

(Min.)

Ⅰ

SS
1)

55 21

SS

841

945

30

60

L
2)

L

RS 503) RS 50

RS4) RS

CS5) CS

Ⅱ

21 55 21

SS

비가열

100

200

300

400

600

800

180

24 50 24

30 45 30

40 40 40

50 30 50

1) Sea Sand

2) Thick Sea Sand

3) Sea Sand : Recycled Sand = 1:1

4) Recycled Sand

5) Crushed Sand

1. 서 론

국내 화재 건수는 연평균 약 30,000건이 발생하고 

해액은 연간 1,400억에 이르며, 주택  아 트, 공장, 

음식 , 호텔 등 건축물에서 체 화재의 50%가 발생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재를 

이루는 콘크리트는 다른 구조 재료에 비해 열 도율이 

낮고 완  붕괴에 도달하기까지의 에 지소산능력이 우

수하기 때문에 화재 등과 같은 비상상황에서 충분한 

피시간의 확보가 가능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콘크리트 구조물이 화재 등과 같은 고온에 장

시간 노출될 경우 부분  혹은 체 구조 시스템에 심

각한 향을 끼칠 수 있는 손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콘크리트의 화재피해 상황은 콘크리트에 사용된 

혼화재료  골재 등 사용재료와 설계기  강도 등에 

따라 향을 받게 되며 그 피해 상황 역시 다르게 나타

난다. 이러한 이유로 일반 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화재 메커니즘을 바탕으로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재사용 여부  피해 등 을 결정하기 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하를 정확히 진단할 필요가 

있다. 이를 해서는 고온을 받은 콘크리트의 공학  

특성에 한 데이터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굵은골재는 굵은골재를 암질에 

따라 구분하여 내화 실험을 실시하여 CEB등의 기  

정립에 용한 가 있으며 국내에서도 이와 같이 활용

가능하나, 건축용 잔골재의 경우 암질 는 성분별로 

구분하는 것이 합리 이지 못하기 때문에 잔골재의 경

우에는 이의 확  용이 어렵다.

한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하를 

보다 신속하고 정 하게 진단하기 해서는 다양한 콘크

리트의 화재피해에 한 자료가 필요하며,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 하 상황을 신속하고 정

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콘크리트를 제작하여 고온 

환경에 노출시켜 이에 따른 폭열 성상을 찰하고 시공

성  공학  특성을 실험․실증 으로 검토  분석함

으로서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의 성능 하에 한 

기  자료를 확보하여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

물 성능 하에 한 보다 신속하고 정 한 진단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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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사용재료의 물리  성질

Materials Physical properties

Cement

Ordinary Portland Cement

(Specific gravity 3.15, Fineness 3630 

cm
2
/g)

Fine

aggre

-gate

SS

River sand 

(Specific gravity 2.57, Absorbtion 1.25%,

F.M. 2.41)

L

River sand 

(Specific gravity 2.56,, Absorbtion 1.48%,

F.M. 3.04)

RS

Recycled sand

(Specific gravity 2.49, Absorbtion 7.97%,

F.M. 2.74)

CS

Crushed sand

(Specific gravity 2.63, Absorbtion 1.5%,

F.M. 2.66)

Coarse 

aggregate

Crushed pebbles

(Specific gravity 2.65, F.M. 6.02)

1등 2등 3등 4등

Fig. 1 폭열 등 의 개념

Fig. 2 폭열 등 의 일례

2. 실험계획  방법

2.1 실험계획  사용재료

본 연구의 로세스는 콘크리트의 폭열  화재피해

를 입은 콘크리트의 성능 하 특성에 한 데이터 확보

를 목 으로 Table 1과 같이 Ⅰ 시리즈와 Ⅱ 시리즈로 

나 어 실험을 계획하 다.

사용 재료는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멘트는 

1종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 다. 한 잔골재는 천연 

잔골재로서 조립률 2.41  3.04의 인천산 세척사와 

조립률 2.66의 동산 부순모래를 사용하 으며, 재생

잔골재로는 2종 콘크리트용 재생잔골재를 사용하 고, 

굵은골재는 최 치수 20mm의 퇴 산 부순자갈을 사용

하 다. 

2.2 시험 방법

시리즈 Ⅰ에서는 바닥용 내화시험 가열로를 사용하여 

KS F 2257 (건축 구조 부재의 내화 시험 방법)에 

하여 표  가열곡선에 따라 각각 30, 60분간 시험체를 

가열하여 폭열성상을 찰하 다. 가열된 공시체는 콘

크리트 표 시방서상의 피복 두께규정  화재시 외

상의 피해에 따른 화재 등 분류에 근거하여 화재시 철

근 노출가능성을 검토하 는데, 폭열시험체의 분류 개

념은 Fig. 2와 같고, 그 일례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외 상 비폭열을 1등 , 폭열깊이 2.5cm 미만의 시험

체를 2등 , 폭열깊이 2.5～5cm의 시험체를 3등 , 

그 이상의 폭열깊이가 찰된 시험체를 4등 으로 하는 

4단계로 구분하 으며 2등  폭열은 철근의 노출은 없

으나 보수가 필요한 피해상태이며, 3등  폭열은 철근

이 노출되어있으며 보강이 필요한 상태이고 4등  폭열

의 경우는 부재의 교환 는 새로운 부재의 설치가 필

요한 상태로 진단할 수 있다.

시리즈 Ⅱ에서는 공시체 내․외부의 온도차를 최소한

으로 하여 온도 응력을 이고 균일한 수열온도를 유지

하기 해서 각 목표 수열 온도에서 시험체를 3시간 가

열한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 다. 시리즈 Ⅱ의 목표수열



한국구조물진단학회 제10권 제1호(2006. 1)    193

30 min

0

20

40

60

80

100

120

1 2 3 4

Explosive Spalling Grade

S
p
e
c
im

e
n
 R

a
ti
o
(%

)
SS

L

RS50

RS

CS

Fig. 3 잔골재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 폭열 성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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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잔골재 종류별 가열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폭열 

성상

온도는 비가열, 100, 200, 300, 400, 600  800℃

의 7수 으로 설정하 다.

한 시험체는 콘크리트를 배합하여 ø10×20cm의 원

주형 시험체를 제작·성형하고 24시간 후 탈형한 다음 

20±3℃, RH 60%의 기 에서 28일간 기건양생을 

실시하 으며, 압축강도는 비폭열시험체를 기 으로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시험 방법)에 하

여 측정하 고 잔존 압축강도는 가열 한 시첨체를 3개

월 경과시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폭열성상 검토  분석(시리즈 Ⅰ)

본 연구의 Ⅰ 시리즈에 있어서 잔골재, 혼화재 종류 

 물시멘트비에 따른 시험체를 표  가열곡선에 의해 

각각 30, 60분간 가열한 다음 시험체의 폭열성상을 

찰하 는데, 실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1 잔골재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의 폭열 특성

Fig. 3은 30분 가열시의 잔골재 종류에 따른 폭열 

성상을 나타낸 것으로 L  SS의 경우 1등 으로 분류

된 시험체가 85.71%  100%를 차지하고 있어 바다

모래를 사용한 경우 폭열에 해 상 으로 안정한 것

으로 나타났다. 바다모래(SS)와 재생잔골재(RS)를 

량비 1:1로 혼합한 RS50의 경우에도 1등 으로 분류

된 시험체가 92.86% 2등 으로 분류된 시험체가 

7.14%로 나타나 폭열 성상은 바다모래와 유사한 것으

로 나타났다.

한 부순모래  재생 잔골재만을 사용한 경우 1등

 시험체 14.29%, 2등  시험체 57.14%의 비율로 

동일하게 나타났고 3등 은 부순모래를 사용한 경우 

7.14%, 재생 잔골재만을 사용한 경우 21.42%로 나타

났으며 4등  시험체의 비율은 각각 21.42, 7.14%로 

나타나 부순모래  재생 잔골재를 사용한 경우의 폭열

성상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바다모래만을 사용한 

경우 보다 폭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범 에서 잔골재의 조립율  

비 이 콘크리트의 폭열에 미치는 향은 은 것으로 

단되며, 이에 반해 콘크리트내 함수율과 련된 잔골

재의 흡수율에 한 향이 큰 것으로 사료된다.

3.1.2 가열시간에 따른 콘크리트의 폭열 특성

Fig. 4는 잔골재 종류별 가열시간에 따른 콘크리트

의 폭열 성상을 나타낸 것으로서, 바다모래의 경우 30

분  60분 가열에서도 폭열이 나타나지 않으며 부순

모래  재생 잔골재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가열 개시 

후 30분 이 에 폭열이 발생하며 가열이 계속되는 동

안 지속 으로 폭열이 진행되어 폭열의 상태가 심해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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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설계기 강도별 가열온도에 따른 잔존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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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가열온도에 따른 잔존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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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가열온도별 설계기  강도에 따른 잔존 압축강도율

3.2 수열온도와 공학  특성과의 계 

    (시리즈 Ⅱ)

수열온도는 화재온도와는 다른 개념으로 콘크리트 내

부의 치에서 콘크리트가 직 으로 받는 온도를 의

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가열온도별 잔존 압축강도  잔

존 압축강도율을 통해 화재피해를 입은 콘크리트 구조

물의 수열온도 추정을 한 기 자료를 확보하고자 

Table 1의 시리즈 Ⅱ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실험을 계획

하여, 설계기  강도별로 시험체를 제작한 다음 다양한 

목표 수열온도로 3시간 가열한 후 잔존 압축강도, 잔존 

압축강도율 등을 측정하 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3.2.1 가열온도별 잔존 압축강도  잔존 압축강도율

Fig. 5는 설계기 강도별로 각각 100, 200, 300, 

400, 600, 800℃의 목표수열온도로 3시간 동안 가열

한 시험체의 잔존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수열온

도가 높아질수록 잔존 압축강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

타나 수열온도가 높아질수록 콘크리트 내부조직의 괴

가 심화되는걸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설계기 강도 

30Mpa 이하의 경우에는 400℃에서 3시간 가열한 경

우에도 강도 하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나 설계기

강도 40Mpa 이상에서는 300℃로 가열한 시험체에서

도 압축강도의 하가 나타났으며, 400℃이상으로 가

열한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시험체에서 강도 하를 나

타났다. 이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우 가열에 따른 취

성 괴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한 잔존 압축강도율은 Fig.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목표 수열온도별로 평균 96, 98, 83, 65, 33, 

11%로 나타났으며 800℃에서 3시간 가열한 경우 설

계기 강도에 계없이 잔존 압축강도율이 20% 이하

로 나타나 수열온도가 증가할수록 잔존 압축강도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가열온도별 설계기  강도에 따른 잔존 압축강도율

을 나타낸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계기 강도 

40, 50Mpa의 경우에는 각 가열온도에서 잔존 압축강



한국구조물진단학회 제10권 제1호(2006. 1)    195

Ordinary Strength

y = -0.1308x + 117.34

R = 0.9557

High Strength

y = -0.1381x + 125.56

R = 0.9657

0

20

40

60

80

100

120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900

Target Temperature(℃)

R
e
te

n
ti
v
e
 c

o
m

p
re

s
s
iv

e
 s

tr
e
n
g
th

 R
a
ti
o

(%
)

21

24

30

40

50

Fig. 8 잔존압축강도율과 목표 수열온도의 계

도율이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3.2.2 가열온도와 잔존 압축강도율의 계

Fig. 8은 잔존 압축강도율과 목표 수열온도의 계

를 나타낸 것으로서 목표 수열온도 200℃로 가열한 경

우에는 목표수열온도 100℃로 가열한 시험체보다 잔존 

압축강도율이 평균 2.58% 높게 나타났으며, 설계기  

강도 21, 24Mpa의 경우에는 100℃로 가열한 시험체

보다 각각 3.82, 1.26% 낮게 나타났다. 한 모든 설

계기 강도에 있어서 600℃ 이상의 수열온도에서는 

50%이하의 잔존 압축강도율을 보 다.

한 수열온도가 높아질수록 잔존 압축강도율은 낮아

지는 경향을 보 으며, 가열온도와 잔존 압축강도율의 

상 계수는 고강도 역에서 0.9657, 일반강도 역에

서 0.9557로 나타나 수열온도는 잔존 압축강도율과 매

우 한 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정 한 수열온도의 추정으로부터 간단한 방법

을 통해 잔존 압축강도율을 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4. 결 론

화재피해를 입은 재생잔골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공

학  특성에 한 실험  연구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잔골재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의 폭열 특성으로는 본 

연구의 범  내에서 잔골재의 조립률에 따른 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바다모래가 폭열에 

해 상 으로 안정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골재

를 50% 체한 경우에도 폭열 성상은 바다모래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부순모래  재생 잔

골재만을 사용한 경우는  바다모래만을 사용한 경우 

보다 폭열에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바다모래의 경우 60분 가열시에도 부분 폭열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생골재를 50% 체한 

경우에도 유사하게 나타났고 부순모래  재생 잔골

재만을 사용한 경우에는 부분 폭열이 발생하 으

며 가열 개시 30분 이후에도 지속 으로 폭열이 진

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압축강도  잔존 압축강도율은 수열온도가 높아질

수록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0℃이상으로 

가열한 경우에 있어서는 모든 시험체에서 강도 하

를 나타내었고, 600℃ 이상의 수열온도에서는 50%

이하의 잔존 압축강도율을 보 으며 목표 수열온도 

800℃에서 3시간 가열한 경우 설계기 강도에 계

없이 잔존 압축강도율이 20% 이하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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