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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C 풍도슬래브에 부착된 내화패널의 내화특성에 관한 실험연구

이두성*ㆍ배  정**ㆍ최  헌***ㆍ민인기****

Lee, Doo Sung, Bae, Jeong, Choi, Heon, Min, In Gi

Experimental Study on the Fire Proofing Characteristic of Fire 

Resistance Panel that it attaches to PSC Airpit-Slab

ABSTRACT

In this Study, the performance of precast PSC slabs with fire resistance panel for fire resistance of the tunnel system was evaluated by 

experimentally. The fire test was performed in fire resistance (electric) furnace according to RABT(Richtlinien fur die Ausstatung und 

den Betrieb von straβentunneln) time heating temperature curve. The test results showed that the measured temperatures at the t=0 mm 

depth of PSC slab with precast fire resistance panel during a fire was maximum temperature 367℃, lower than 380℃ (ITA 2004), when 

damage occurs. Also, at the t=25 mm, the maximum temperature was 239℃, which was lower than the damage temperature of rebar, 

250℃. From the results, the use of precast fire resistance panel (t=25 mm) improves fire resistance of PSC structures.

Keywords : Fire resistance panel, Time heating temperature curve,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PSC Airpit-slab, Experimental Study

초 록

본 연구에서는 터널에서 발생되는 화재로부터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내화패널이 부착된 프리캐스트 PSC 슬래브의 내화성능을 조사하기 위

해 내화실험이 수행되었다. 내화실험은 독일의 RABT(Richtlinien fur die Ausstatung und den Betrieb von straβentunneln) 화재시간-온

도곡선을 적용하여 내화성능을 평가하는 것으로 하였다. ITA(2004)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성능 시험을 수행한 결과, 콘크리트의 손상

을 판단하는 위치인 t=0mm의 최대온도는 367℃로서 손상한계온도 380℃(ITA 2004)이하였으며, 철근의 손상을 판단하는 위치인 t=25mm

의 최대온도는 239℃로서 손상 한계온도인 250℃이하로 나타났다. 실험결과로부터, 25mm두께의 내화패널이 부착된 프리스트레스 슬래브 시

험체는 내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입증되었다.

검색어 : 내화패널, 화재온도-시간 곡선, 횡류식 환기시스템, PSC 풍도슬래브, 내화패널, 실험연구

1. 서 론

최근 세계적으로 도로 및 철도터널에 대형화재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경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손실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폐쇄된 공간인 터널 내 화재 발생 시 구조체의 강도저하로 인한 붕괴 및 인명피해 뿐만 아니라 사회기반시설인 

교통망을 장시간 끊어 놓게 되는 등 큰 문제를 발생시킨다. 더욱이 경제발달과 함께 기술력의 향상으로 초대형 구조물이 건설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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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irpit-slab in Tunnel

(b) PSC Airpit Slab

Fig. 1. PSC precast airpit slab attached fireproof panel

지상공간의 부족으로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공간의 개발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는 화재발생에 대한 안전성 확보가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세계 각국의 주요 열차화재 사례에 의하면, 열차화재는 후진국형 

재난이 아니고 미국, 일본,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도 

발생하고 있으며 수송량 증대나 터널의 장대화에 동반하여 세계 

각지에서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여 심각한 피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장대터널이 증가하는 현실을 고려할 때 화재 

발생 가능성도 증가하고 있는 현실이다. 1999년 Mont Blanc 도로

터널 화재와 2000년 오스트리아 산악터널 화재는 대형 인명 피해 

및 물적 피해를 발생시킨 사고였으며 이로 인하여 터널화재의 

심각성 및 위험성에 대한 인식을 재고하게 되었다(Park et al., 

2006). 또한 2003년에 발생한 대구지하철 열차방화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로 국내에서도 지하구조물에 대한 내화대책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화재의 특성을 고려하여 볼 때 많은 

인명 및 경제적 피해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며, 발생한 화재가 

터널에 구조적 손상을 발생시키지는 않더라도 화재 발생 후 터널의 

보수에 소요되는 시간으로 터널을 이용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사회

적･경제적 손실을 감안한다면 터널 내 화재를 과소평가할 수는 

없다(Lim and Yoo, 2007).

국내에서도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크고 작은 터널 내 화재사고

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며, 유럽에

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하구조물의 화재안전성을 중요시하여 이

에 대한 연구개발이 진행되어왔다. 

터널이나 지하차도와 같은 지하구조물의 주재료인 콘크리트는 

구조재료 중에서 화재에 대한 저항능력이 우수한 재료특성을 갖고 

있지만, 고온상태에서 거동은 일반적인 온도조건에서의 거동과는 

큰 차이가 있다.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는 

철근의 온도상승을 억제시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내화구조로서 

인정받고 있지만, 화재 발생 시 콘크리트가 고온의  환경에 일정시간 

노출되면 콘크리트의 표면부가 떨어져 나가는 폭렬이 발생하여 

철근과 콘크리트의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게 되어 구조적 내하성능

이 저하하게 된다(Jang et al., 2007). 이는 사용하중상태에 있는 

구조물 부재의 하중저항능력을 감소시켜 구조물의 붕괴 또는 심각

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지금까지 터널 내화대책에 관련한 국내연구는 대부분 화재 발생

시, 터널의 라이닝 콘크리트에 폭렬방지를 목적으로 라이닝 콘크리

트에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합시키는 것에 주로 포커스를 맞춰왔

으며(Park et al., 2003; Lee et al., 2006; Won et al., 2007), 

또 다른 방법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내화모르타르의 두께를 변경해

가며 내화성능을 확보하는 방안(Kim et al., 2006; Won et al., 

2006)등에 대해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발생시 콘크리트의 성질변화와 폭렬을 일으

키는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온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전도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터널 및 지하구조물의 내화패널

를 사용하여 횡류식 환기시스템(Fig. 1(a))을 구성하는 풍도슬래브

와 같은 터널구조물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

가 수행되었다. 특히, Fig. 1(b)와 같은 프리캐스트 PSC 슬래브의 

경우 화재발생에 의하여 강선의 긴장력이 손실되거나 콘크리트 

단면손실이 발생할 경우, 구조물의 붕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소정의 내화성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국내외에서 제시되고 있는 화재온도-

시간곡선규정에 관해 비교검토하여 터널이나 지하차도와 같은 폐

쇄공간에서 적합한 화재시간-온도곡선을 선별하고, Fig. 1(b)와 

같은 횡류식 환기시스템을 구성하는 내화패널이 부착된 프리캐스

트 PSC 풍도슬래브의 내화시험체를 제작하여 건설기술연구원에서 

가열시험을 수행하였으며, 시험결과를 분석하여 내화패널이 부착

된 PSC 슬래브의 내화성능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한다.

2. 터널화재시 열방출량 및 화재시간 - 온도 곡선 규정

2.1 터널 화재시 열방출율과 온도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서 발생되는 화재는 지하공간이라는 폐쇄

된 공간특성으로 인해 지상화재에 비해 화재발생 초기 5∼10분에 

1000℃ 이상으로 온도가 상승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PIARC 



이두성ㆍ배  정ㆍ최  헌ㆍ민인기

Vol.33 No.2 March 2013 467

ⓐ RWS Rijks WaterStaat

ⓑ HCM Modified Hydrocarbon

ⓒ HC Hydrocarbon

ⓓ RABT-ZTV(Railway)

ⓔ RABT-ZTV(Highway)

ⓕ ISO 834

Fig. 2. Fire duration-temperature relation curves of several codes

(1999)에서는 지하공간에서 유조차에 의한 화재사고가 발생할 때 

최대 1,400℃에 이르는 고온에 의하여 지하구조물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 인하여 화재현장 

접근이 어려우며 진압이 곤란하여 많은 인명피해와 시설물의 피해

를 발생시키며, 콘크리트 구조물이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폭렬

(spalling) 또는 탈수(dehydration)가 발생하여 구조물의 단면이 

손실되고 구조적 안정성이 크게 저하된다. 또한 잔존부에서도 고온

의 온도이력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역학적 및 열적 특성이 감소하게 

된다(Park, 2005).

2.2 화재시간-온도 곡선 규정

터널 및 지하구조물에서 화재가 발생 시 화재의 유형들을 확인하

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Fig. 2는 표준시간

가열온도 곡선 및 화재에 기인되는 물질에 따라 4가지의 화재시간온

도곡선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터널과 같은 폐쇄적 공간에서 차량 

및 차량적재물에 따른 서로 다른 열방출율, 최고온도 및 지속시간을 

실물시험을 통해 얻어진 결과에 따른 유럽에서 제시하는 내화시험 

방법 중 표준이 되는 시간-가열온도곡선이다.

2.2.1 ISO Curve

Fig. 2 ⓕ와 같이 Cellulosic Curve는 KS F 2257, ISO 834 

등에 규정되어 있는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이다. 이 곡선은 실물크

기의 모형 화재실험을 여러 차례 수행하여 얻은 온도측정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과시간과 온도변화와의 관계를 나타낸 곡선으로서 

일반적으로 건축재료의 화재에 대한 내력을 알기 위하여 가열시험

용으로 표준화한 것을 말한다. 이 곡선은 건축자재들의 시험에 

따른 결과물로서 5분 이내에 450℃이상으로 급속도로 올라가나 

화재발생 후 140분까지 완만한 곡선을 보이고 있다. 

 

2.2.2 RABT Curve

Fig. 2 ⓓ,ⓔ에 보이는 RABT Curve는 Eureka 499(1990∼

1992) 프로젝트의 결과물로 독일에서 개발되었다. 이 RABT곡선

은 5분내 1200℃에 도달하여 25분간 지속된 후 110분 동안 서서히 

냉각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RABT Curve는 Eureka 499 프로젝트(Haak, 1998)에서 터널 

내 자동차, 대형트레일러 및 기차, 지하철에 대한 실물화재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시간가열온도곡선이다. 

3. 철근콘크리트 내화성능 향상방안

3.1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폭렬

폭렬은 화재로 인해 발생한 급격한 온도상승으로 구조체의 표면

으로부터 폭발하는 것과 같이 콘크리트가 박락 또는 파괴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폭렬은 화재발생 후 약 20∼30분 

이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05). 

열이 콘크리트 부재에 침투되기 시작하면 화재 노출표면에 인접

한 얇은 층안의 수분들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간 수증기들의 주요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은 안쪽지역으로 이동하고 인접층

의 공극으로 재 흡수된다. 이와 같이, 부재 내부의 건조지역의 

두께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상당한 두께의 포화층이 

노출표면으로부터 약간의 거리를 두고 서서히 생겨난다. 화재노출

표면의 온도가 올라가면서 수분 증발은 건조지역을 통해 증가되어

지고 증발된 수증기가 moisture clog의 형성으로 기온이 낮은 

안쪽지역으로 방출되기가 힘들어짐에 따라 수증기는 노출된 표면

을 향해 이동될 수밖에 없게 되면서 부재내부가 강한 압력을 받게된

다. 더구나 수증기가 열을 받으면 팽창하게 되어 수분흐름(공극)을 

따라 흐름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된다. 온도증가율이 더 커지게 

되면서, 빠르게 압력이 증가된다. 압력이 계속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결국엔 그 압력이 재료의 인장강도보다 커지게 된다. 이 시점에 

도달하면 노출된 표면으로부터 큰 소리를 내며 터져나가게 된다. 

폭렬현상은 한번 터져나갔다고 폭렬현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수분을 집중적으로 함유하고 있는 새로운 층이 이미 700℃이상 

올라간 화기에 노출되면서 그 내부에 moisture clog이 다시 형성되

기 시작하고 점차 빈번하게 폭렬현상이 지속된다.

3.2 철근콘크리트 내화성능 보강공법

(1) 내화성능 보강공법의 종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성능 보강공법에는 Table 1과 같이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내에 수증기압 저감공법으로 유기섬유를 혼

입하는 방법과 폭렬 비산을 방지하는 공법, 그리고 내화피복공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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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Material for a fireproof board

Table 1. Comparision of reinforcing methods for fireproof

Confined steam pressure Method Spalling Protection Method 

∙ anmixture of organic fiber
∙ wiremesh

∙ steel plate reinforcement

∙ Need to Verification for strength

∙ Very Economic

∙ Need to a lowering of 

Construction Efficiency

∙ Difficulty of Temperature Control

∙ Plain effect for scatter prevention 

∙ Incongruence of specification 

for fireproof

∙ Neet to another supplementary 

Method

Fireproof Covering 

Method

Covering Method for Spalling 

Restraint

∙ Fireproof board

∙ Fireproof spray material

∙ Fireproof paint

∙ Permanent form for Spalling 

Restraint

∙ Fireproof mortar

∙ Superiority of fire resistnace 

∙ Need to additional process

∙ scalling, spalling

∙ Superiority of fire resistnace

∙ Need to verifiaction of material 

choice and product method

로 나눌 수 있다(Park et al., 2006).

반면, 표면층의 온도상승을 억제시키는 내화피복공법은 화재로 

인한 열로부터 콘크리트를 직접적으로 차단시켜 줄 수 있어, 가장 

효율적이고 우수한 내화보강 성능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2) 내화보드공법

내화보드공법은 반수석고, 석고경화제 및 전분과 같은 재료에 

펄라이트, 무기질 섬유 등의 단열성을 갖춘 물질을 첨가하여 제작된 

내화 석고보드를 구조체에 부착시켜 구조체로부터 열을 차단하는 

공법이다. 내화보드 공법은 시공성이 간편하고, 마감성이 좋으며, 

내구성 및 내진성이 우수한 장점이 있는 반면, 적용 시 구조체 

크기가 증가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3.3 내화성능에 관한 기준

3.3.1 국내기준

국내의 내화구조와 관련한 규정은 2008년 7월 고시된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 

334호)｣에 제시되어 있다. 고시된 내화기준에서는 KSF 2257-1 

건축구조부재의 내화시험방법에 따라서 시험을 수행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 화재시간-온도곡선: ISO 834 곡선

∙ 내화구조성능기능: 주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최고 649℃

이하로 제한

3.3.2 ITA(2004) 권고안

국제터널학회(ITA)에서 발간된 Guidelines for Structural Fire 

Resistance for Road Tunnels(2004)에 터널의 내화성능에 관한 

권고안을 제시하고 있다.

∙ Fire Time Duration

Type Number Vehicles Involved Air Ducts

Cars/ 

Vans

1～2 ISO 834 60 min.

>3 ISO 834 60 min.

Trucks/

Tanker

1～2 ISO 834 120 min.

>3 ISO 834 120 min.

∙ Critical Temperature in Tunnel Structure for fire resistance 

Concrete (wall, roof, cast in place concrete) Max. 380℃

Precast Concrete Max. 200～250℃ 

Segement Steel Liner 550℃

Stainless Steel Structure, Hanger Rod Max. 800℃

4. 내화패널의 내화성능 실험

본 장에서는 화재 발생 시 콘크리트의 성질변화와 폭렬을 일으키

는 주원인으로 작용하는 고온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열전도율을 저감시킬 수 있는 터널 및 지하구조물의 내화패널

재료에 대한 내화성능을 확인하는데 목적이 있다. Fig. 3은 본 

내화실험 시험체의 하단에 부착된 내화보드로 소재는 무기질계로

서 화재 시에 인체에 무해하고 자연친화적인 소재이다. 한국건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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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Incombustibility test results of fireproof panel

Test Item
Results

Criterion Test method
1 2 3

Incombustible 

test

Reduction rate of mass 25.2 25.4 26.0 under 30
Notification of MLTM No.2006-476 

(KS F ISO 1182:20046)
Temp. gap between maximum 

state and final stable state (℃)
1.4 1.2 1.9 under 20

Test of 

gas harmfulness
action stay time (min:s) 15:00 14:53 - over 9min.

Notification of MLTM  No.2006-476

(KS F 2271:2006)

KICM Test report (2007.08.24)

Fig. 4. Results of computational fluid dynamics analysis

(a) Cross section of test speciment and setting places of measuring 
gage

(b) PS strand arrangement

Fig. 5. Detailed plan of test specimen

시험연구원에서 수행된 시험(KS F ISO 1182:2004)에서 내화보드

의 소재는 불연재료의 기준과 가스음해성시험(KS F 2271:2006)에

서 적합한 것으로 보고되었다(Table 2). 

4.1 C.F.D. 해석

Fig. 4와 같이 수치해석프로그램(n.TAQS:도로터널 환기시뮬

레이터)을 이용하여 내화패널이 설치된 터널단면과 설치되지 않은 

터널단면에서 화재열에 대한 CFD해석을 수행하였다. 

ISO 834(건축물 내화기준)기준의 화재시간-온도에서 내화패널

이 부착된 풍도슬래브에서 내화패널과 접촉되는 위치에서 콘크리

트 온도가 153.2℃로 내화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서 온도 

1050℃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고 있어 내화패널 부착시 콘크리트 

구조물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2 내화실험방법

4.2.1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터널 및 지하차도의 내화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내화패

널이 부착된 프리캐스트 PSC 슬래브의 내화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다. 기본적인 내화패널의 부착성능이나 피로

시험 등의 결과는 대한토목학회 논문집(Kim et al., 2012)에 보고되

었다. 

내화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PSC가 도입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

로 하부면에 내화패널이 부착되어있다. 시험체의 단면적은 1,400 

mm×1,000mm×250mm이고, H10철근과 H13 철근이 상･하부에 

배근되어있다. 또한 하부에 140mm 간격으로 PS강연선이 6개 

매입되어 있다. 내화 시험에 사용된 시험체의 단면도와 철근 배근, 

PS강연선의 배치는 Fig. 5에 상세히 나타내었다. 시험체에 사용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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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crete mix proportion of Test Specimen

target strength 48.0MPa

W/C 30.8%

S/A 41.0%

unit weight of watet 175kg

aggregate maximum size 25mm

slump 150mm

air content 3.5±1.5

Controller

배기 hood

송풍기

Burner

Air

Controller

배기 hood

송풍기

Burner

Air

(a) Heating Device

초고온 내화단열재

(세라믹섬유)

(b) Heat shield for fireproof

Fig. 6. High heating device for fireproof test (KICT)

Fig. 7. Test specimen on a heating device Fig. 8. Measure the changes in fireproof test

콘크리트의 설계강도는 45MPa이며, 골재최대치수는 25mm, 슬럼

프는 150mm로 배합비는 Table 3과 같다.

내화시험은 Fig. 6과 같이 건설기술연구원에 보유중인 고온시험

용 수평가열로를 사용하였으며, 가열은 터널화재라는 것을 고려하

여 1면 노출 화재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는 가열로 상부에 Fig. 

7과 같이 설치한 후, 가열로 상부와 시험편 사이를 단열하고자 

약 1,400℃까지 사용이 가능한 세라믹섬유(세라크울)를 설치하였

다. 수평가열로는 시험체의 사이즈인 1,400mm×1,000mm에 맞게 

제작되었으며, 실제 가열면적은 1,100mm×700mm 이다.

4.2.2 열전대 설치 및 측정

PSC가 도입된 철근 콘크리트 슬래브에 부착된 내화패널의 내화

성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실험체 내부에 열전대를 설치하였다. 시험

체 내부에는 총 7개의 열전대가 설치되었으며, 내화패널과 콘크리

트의 접촉면(t=0mm)에 4개, 그리고 내화패널과 콘크리트의 접촉

면으로부터 25mm 위치(t=25mm)에 3개가 설치되었다. 열전대의 

설치 위치는 Fig. 5(a)의 단면도에 나타내었다.

시험체에 매설되어 있는 열전대로부터 시험체 내부 각 위치에서

의 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데이터로거를 사용하여 각 채널별로 

1초에 1회씩 온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가열로내의 온도를 동시에 

측정하여 시험자가 설정한 화재이력곡선의 정확한 구현여부를 판

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Fig. 8은 내화실험시 온도를 측정하는 

전경이다.

4.2.3 화재이력곡선

RABT 곡선은 독일에서 개발되었으며 Eureka 499 프로젝트의 

결과물로서 RABT 곡선은 초기에 급격하게 온도가 증가하여 일정

시간을 유지한 후 소화되는 터널 내 실제화재 과정을 가장 유사하게 

모사하는 화재이력곡선으로 알려져 있다. Eureka 499 프로젝트의 

RABT곡선은 5분내 1200℃에 도달하며 최대온도 지속시간은 일

반적으로 30∼60분이(RABT-ZTV가 30분, RABT-EBA가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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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Temperature distribution of each layer in Concrete

(a) Before Heating Test

(b) After Heating Test

Fig. 11. Surface variation of before and after fireproof test

Table 4. Ctritical Fire Temperature of Concrete and Rebar in ITA 
(2004)

Concrete (℃) Steel Rebar (℃)

Critical Temp. 380 250

Fig. 9. Fire Duration Curve in RABT

유지된 후 110분 동안 냉각되는 형상을 보인다. 그러나 Eureka 

499 프로젝트의 실험대상물 최고온도는 1000℃ 이하 이지만 최고

온도가 지속된 시간은 대형트레일러인 경우 최소 15분 이상, 기차인 

경우 최대 80분까지 지속되며 지하철인 경우 최소 5분 이상 지속된

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에 따라 RABT 곡선에서 최고온도 

지속시간은 구조물의 요구조건에 따라 60분 이상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 적용된 RABT 곡선은 가장 극한상황에 대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5분 이내에 최대온도 1200℃에 도달하여 90분간 

지속시킨 후 110분 동안 냉각시키는 방법을 적용하였으며, 적용된 

시간가열곡선은 Fig. 9와 같다.

4.3 내화실험결과

내화패널 두께가 25mm인 프리스트레스트 슬래브 콘크리트 

실험체에 대하여 RABT 화재이력곡선 하에서 내화시험을 수행한 

결과, 내화시험이 완료된 시간(200분)에서 실험체의 바닥면(내화

패널과의 계면)을 기준으로 t=0mm(TC-1, TC-2, TC-3, TC-7), 

25mm(TC-4, TC-5, TC-6) 위치에서의 최대온도는 각각 367℃, 

239℃로 측정되었으며, Fig. 10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각 위치별 

열전대 온도는 같은 높이에서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 11은 내화시험 전･후 내화패널의 모습이며, 내화실험 후 

내화패널 표면에 크랙이 발생하였다. 또한, 육안조사결과 실험 

전 밝은 노란색에서 백색으로 표면 색깔이 변색이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Table 4에 나타낸 것과 같이 ITA(2004)에서는 

제시하고 있는 기준에 근거하여 실험결과로부터 도출된 콘크리트

와 철근의 온도변화로 내화패널의 화재저항성을 판단하였다. 실험

결과, 콘크리트의 손상을 판단하는 위치인 t=0mm의 최대온도는 

367℃로서 손상 한계온도인 380℃ 이하였으며, 철근의 손상을 

판단하는 위치인 t=25mm의 최대온도는 239℃로서 손상 한계온도

인 250℃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내화패널 두께가 25mm인 

프리스트레스트 슬래브 실험체는 RABT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내

화성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가열로 옆면에 설치된 관찰창을 통하여 적용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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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ater 5 min. (b) Later 15 min.

(c) Later 60 min. (d) Later 90 min.

(e) Later 150 min.

Fig. 12. Variation of heating area according to time step

따른 가열면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가열온도가 1200℃에 도달한 

5분에서부터 내화패널의 표면을 관찰한 결과 콘크리트의 탈락이나 

폭렬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표면에서의 최대온도는 367℃로 

한계온도인 380℃보다 낮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표면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내화패널이 콘크리트와 철근에 

가해지는 열을 적절히 차단하기 때문에 철근과 콘크리트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다. 따라서, 내화패널은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화재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매우 효과적인 내화재료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터널 및 지하차도의 설치되는 횡류식 환기시스템

의 풍도슬래브 하단에 부착되는 내화패널의 내화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된 내화실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풍도슬래브의 내화패널성능시험이 1차적으로 CFD해석을 통

해서 수행되었다. ISO 834(건축물내화기준)기준의 화재시간-

온도곡선을 고려한 해석에서 내화패널이 부착된 풍도슬래브에

서 내화패널과 접촉되는 위치에서 콘크리트온도가 153.2℃로 

내화패널이 설치되지 않은 경우에서 온도 1050℃에 비해 현저

히 감소하고 있어 내화패널 부착시 콘크리트 구조물보호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2) ITA에서 제시하는 기준에 따라 내화성능을 평가한 결과, 콘크

리트의 손상을 판단하는 위치인 t=0mm의 최대온도는 367℃

로서 손상 한계온도인 380℃ 이하였으며, 철근의 손상을 판단

하는 위치인 t=25mm의 최대온도는 239℃로서 손상 한계온도

인 250℃ 이하로 나타나 내화패널 두께가 25mm인 프리캐스트 

PSC 슬래브 실험체는 RABT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내화성능을 갖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References

Kim, J. H., Park, H. G., Won, J. P. and Lim, Y. M. (2006) Study of 

fire proof performance for newly developed fire protection material 

coated RC tunnel lining.,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pp. 1569-1572 (in Korean).

Kim, T. K., Bae J., Choi, H. and Min I. G. (2012) Experimental 

Studies on PSC Airpit-Slab with Fire Resistance Panel under 

Static and Dynamic Load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 32, No. 4A, pp. 245-253 (in Korean).

Park, K. W. (2005) A Study on the Model and Influence Factor of 

Tunnel Fires., Graduated School of Urban Sciences, University of 

Seoul, Thesis of a Master, pp. 1-7 (in Korean).

Park, H. G., Lee, S. B., Lee, M. S. and Kim, J. K. (2003) Research of 

Fire-Resistance Characteristics for Shield Tunnel.,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pp. 4801-4804 (in 

Korean).

Park, H. G., Won, J. P. and Jang S. H. (2006) State-of-the-art 

Reports for Fire Protection of Tunnel Concrete,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for Structural Maintenamce Inspection, KSMI,  

Vol. 10, No. 6, pp. 22-32 (in Korean).

Won, J. P., Choi, S. W., Park, C. G. and Park, H. G. (2006) Tem-

perature Distribution of Wet-Mixed High Strength Sprayed 

Polymer Mortar for Fire Resistance of Tunnel.,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 26, No. 4C, pp. 

283-290 (in Korean).

Won, J. P., Park, K. H., Park C. G. and Lee, S. W. (2007) Enhenced 

Fire Resistance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Hybrid Fiber 

Reinforced Concrete for Underground Space Concrete Structur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Vol. 

27, No. 4A, pp. 627-633 (in Korean).

Lee, C. Y., Sim, J. W. and Ahn, T. S. (2006) Evaluation of Fire- 

Resistant Performance for Tunnel Lining Concrete with Heating 

Temperature-Time Curves., Proceeding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KSCE, pp. 1629-1632 (in Korean). 

Lim, K. K. and Yoo, S. B. (2007) Are We Safe from Road Tunnel 

Fire?, The Magazine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이두성ㆍ배  정ㆍ최  헌ㆍ민인기

Vol.33 No.2 March 2013 473

KSCE, Vol. 55, No. 11, pp. 131-139 (in Korean).

Chang, S. H., Choi, S. W., Kwon, J. W, KIm, S. H. and Bae, G. J. 

(2007) Alteration of mechanical properties of tunnel structural 

members after a tunnel fire accident., Tunnelling Technoloqy, 

KTA, Vol. 9, No. 2, pp. 157-169 (in Korean).

Abrams, M. S. (1971)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at Tem-

peratures to 1600F, Temperature and Concrete, SP-25, American 

Concrete Institute, Detroit, pp. 33-58.

Ali, F. (2002) Is High Strength Concrete More Susceptible to 

Explosive spalling than Normal Strength Concrete in Fire, Fire 

and Materials, Vol. 26, pp. 127-130.

ACI Committee 216 (1989) Guide for Determining the Fire 

Endurance of Concrete Elements, ACI 216-89, American Concrete 

Institute, Detroit.

Gabriel, A. K. (2003) Passive fire protection in tunnel, Concrete for 

the Construction Industry, Vol. 37, No. 2, pp. 31-36.

Haak, A. (1998) Fire Protection in Traffic Tunnels, General Aspects 

and Results of the EUREKA Project,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Technology, Vol. 13, No. 3, pp. 377-381.

Harmathy, T.Z. (1993) Fire Safety Design and Concrete, Longman 

Scientific & Technical.

ISO. (1975) Fire Resistance Tests-Elements of Building Construction, 

International Standard ISO 834, Geneva. 

ITA Working group No.6 (2004) ITA Guideline for Structural Fire 

Resistance of Road Tunnels, Repair maintenance of underground 

structures, ITA, pp. 72-81. 

PIARC (1999) Fire and smoke control in road tunnels, Report of 

the WG 6 of the Road Tunnels Committee of the PIARC.

Pierre, K., Gregoire, C., and Christophe, G. (2001) High-temperature 

behaviour of HPC with polypropylene fiber from spalling to 

microstructure, Cement & Concrete Research, Vol. 31, pp. 

1487-1499.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