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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igh strength concrete is not only vulnerable to the occurrence of spalling which generates the loss of 
cross-section in concrete structures but produces faster degradation in its mechanical properties than normal strength concrete 
in the event of fire. This study aims to evaluate fire resistance of high strength segment concrete with PET fibers mixed to 
prevent spalling under ISO834 (2hr) and RABT fire curve. As results, the samples without PET fibers show the concrete loss 
up to the depth of about 8 cm and 9.5 cm from the surface exposed to fire under ISO834 and RABT fire curve respectively. The 
samples mixed with PET fiber of 0.1% show no spalling under ISO834 fire curve and the spalled thickness of 6.5 cm under 
RABT fire curve after the fire tests. Finally, the sample mixed with PET fiber of 0.2% shows no spalling under RABT fire 
curve.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suitable amounts of PET fiber for securing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this high strength 
segment concrete are 0.1% under ISO834 fire curve and 0.2% under RABT fire curve. However, even though spalling does not 
occur, it is necessary to repair the deterioration of concrete up to 4 cm from the surface exposed to fire after fire.

Keywords: Fire resistance, Segment lining, PET fiber, ISO834 fire curve, RABT fire curve

초 록: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강도 콘크리트보다 강도의 감소가 빠르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단면손실을 발생시키는 스폴링

(spalling)에 취약하다. 본 연구에서는 PET섬유가 혼입된 고강도 세그먼트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ISO834 화재곡선과 RABT 화재곡선 하에서 

화재저항성을 평가하였다. 화재저항성을 시험한 결과,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았을 경우에 ISO834 화재곡선과 RABT 화재곡선 하에서 

콘크리트의 단면손실은 약 8 cm, 9.5 cm로 측정되었다.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 PET섬유가 0.1%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

지 않았으나, RABT 화재곡선 하에서는 PET섬유가 0.1% 혼입되었을 경우에는 6.5 cm의 단면손실이 발생하였다. RABT 화재곡선 하에서는 

PET섬유가 0.2% 혼입되었을 경우에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세그먼트 콘크리트는 PET섬유의 혼입량이 

0.1%일 때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 내화성능을 확보하였으며 RABT 화재곡선 하에서는 PET섬유의 혼입량이 0.2%일 때 내화성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가열면으로부터 4 cm까지의 손상된 표면의 보수보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화재저항성, 세그먼트라이닝, PET섬유, ISO834 화재곡선, RABT 화재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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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쉴드터널 세그먼트는 쉴드TBM의 추진을 위한 반력

지지 구조물로서의 역할과 공사 중의 안정성 확보는 물

론이고 영구적인 구조체로서의 역할을 한다. 세그먼트

는 구조물로서의 기능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쉴드터널

의 직접공사비에서 가중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비

용적인 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이유로 일

본과 유럽에서는 세그먼트의 단가를 절감하고 내구성

을 향상시키기 위한 고성능 세그먼트의 연구․개발을 수

행하였으며, 국내에서는 이규필 등(2012)이 고강도 콘

크리트와 고장력 철근을 적용하여 세그먼트의 고성능

화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Beer, 2010; Japan Research 
Society of Newtechnology for Shield Tunnelling, 2001; 
Lee et al., 2012).

쉴드터널 세그먼트의 고성능화의 일환인 세그먼트 

콘크리트의 고강도화는 역학적으로 구조물의 단면을 

감소시켜 자재비를 경감시키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경화체의 조직을 치밀하게 함으로써 구조물

의 내구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그러나 콘크리

트 경화체의 조직이 치밀해짐에 따라 콘크리트의 화재

저항성은 오히려 감소한다. 화재 하에서 고강도 콘크리

트(High Strength Concrete)의 성능저하가 보통강도 콘

크리트(Normal Strength Concrete)의 성능저하보다 더 

크게 나타나는 연구 결과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Khoury, 1992; Khoury et al., 2002; Kodur and Phan, 
2007; Phan 1996).

화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는 강도의 감소뿐만 아니라 

단면손실을 발생시키는 스폴링(spalling)의 발생에서

도 취약하다. 콘크리트 경화체 조직이 치밀한 고강도 콘

크리트는 화재에 의한 급격한 온도상승에 따라 내부의 

수증기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화재 가열 면으

로부터 수 센티미터 내에서 수증기압의 증가에 따라 콘

크리트 표면이 터져나가는 현상이 발생한다. 이것이 바

로 폭렬(explosive spalling)이며, 스폴링에서 가장 잘 

알려져 있다. 스폴링은 폭렬이외에도 박락 형태 등으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스폴링이 있다(Hertz, 2003; Khoury, 
2000).

스폴링은 구조물의 단면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구조

물의 안정성에 문제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길이가 길고 

통행이 빈번한 교통 터널에서는 화재에 의한 구조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내화설계가 필요하다. 내화설계

방법은 일반적으로 화재감지센서 및 스프링클러 등을 

사용하는 능동적 화재보호방식(active fire protection)
과 방화문 및 내화보드 등에 의한 수동적 화재저항방식

(passive fire protection)이 있다. 토목 구조물에서의 내

화설계는 주로 수동적 화재저항방식을 다루고 있으며, 
쉴드터널 세그먼트에서의 수동적 화재저항방식은 세

그먼트 제작단계에서 내화섬유와 같은 스폴링 방지재

료를 콘크리트 내부에 혼입하는 방법과 세그먼트 시공 

후 표면에 내화 보드 및 내화 스프레이를 시공하는 방법

이 있다(Beard and Carvel, 2004).
본 연구에서는 수동적 화재저항방식 중 세그먼트 제

작단계에서 내화섬유 중 하나인 PET섬유(Polyester 
fibres)를 콘크리트에 혼입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PET
는 플라스틱(plastic)으로 알려져 있는 폴리머(polymer), 
즉 고분자중합체의 일종으로 PP (Polypropylene)와 더

불어 범용 플라스틱의 대표적인 재료이고 주로 컵이나 

음료수 병인 PET병 등을 만드는 데 사용된다. PET로 

만들어진 PET섬유는 내화섬유 중 가장 잘 알려진 PP섬
유(Polypropylene fibres)보다 강도, 강성, 용융온도가 

높은 특성을 가진다. 또한 친수성이 좋기 때문에 콘크리

트의 부착강도 증진에 효과적이다. 특히 PET로 만들어

진 음료수 병은 사용 후 버려지는 양이 많아 환경피해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폐PET병을 재활용하여 PET섬

유를 만드는 것은 친환경적인 건설재료의 사용측면에

서 효과가 높다(Kim et al., 2008; Won et al., 2008).
내화섬유 중 가장 잘 알려진 PP섬유는 세그먼트 콘크

리트의 배합단계에서 고려되며 화재의 강도와 함수율 

및 투수성을 고려하여 1～3 kg/m3
의 범위에서 사용된

다. 보통 1 kg/m3 
보다 작을 경우는 내화효과가 저하되

고, 3 kg/m3 
보다 클 경우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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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crete mix design

Design
strength
(MPa)

Gmax
(mm)

W/B
(%)

S/a
(%)

Slump
(mm)

Unit weight (kg/m3)

Water
(W)

Cement
(C) S/P *Binder

(B)
Sand
 (S)

Aggre-gate
(G)

AD
(%)

PET
Fiber

Steel
fiber

60 20 28 46 80 140 350 150 500 803 947 0.9 Refer to 
Table 3 -

*Binder(B)=cement+blast furnace slag

Table 1. Details of PET(Polyester) fiber

Ingredient Polyethylene Terephthalate

Length (mm) 12 

Diameter (μm) 20, 40

Density (g/m3) 1.38

Tensile strength (g/de) 3.4 ~ 4.0

Elongation (%) 40

Melting point (°C) 260 Fig. 1. A concrete block specimen installed on the furnace

(workability)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houry, 2008). PET섬유의 사용범위 역시 PP섬유와 

유사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1～3 kg/m3 범위의 PET섬

유 혼입량에 따른 고강도 세그먼트의 내화특성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2.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1 PET섬유

본 연구에서 사용한 PET섬유의 제원은 Table 1과 같

다. 내화섬유를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폭렬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화재에 의한 온도상승에 의하여 내화섬유가 

녹아서 콘크리트 내부에 수증기의 이동통로가 형성되

어야 한다. 내화섬유의 혼입은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콘

크리트의 강도 및 워커빌리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 
그러나 콘크리트의 내화성을 위해서는 필요한 재료이

므로 강도 및 워커빌리티의 저하를 최소화시키면서 내

화성을 확보하는 적정 배합이 필요하다. 또한 내화섬유

의 적정 직경, 적정 길이, 그리고 콘크리트를 혼합할 때 

섬유의 형상이 유지되는 것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P섬유의 직경은 15～32 μm

이며, 길이는 6～12 mm이다. 1 m3
의 콘크리트의 중량

이 2,400 kg이라고 할 때, 마이크로 PP섬유의 혼입량은 

0.042～0.125%이며, 밀도가 0.91 g/cm3
인 PP섬유의 

경우는 1 m3 
당 0.11～0.33%가 된다(Khoury, 2008). 본 

연구에서 사용한 PET섬유는 길이, 직경, 인장강도에서 

PP섬유와 유사하지만, 밀도와 융점(melting point)이 

약 1.5배 정도 높다.

2.2 콘크리트블록 시험체

화재곡선과 PET섬유 혼입량에 따른 고강도세그먼

트의 화재저항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Fig. 1과 같은 콘크

리트블록 시험체를 5개 제작하였다. 콘크리트블록 시

험체는 내화시험을 위한 가열로 크기에 맞도록 1,400 
× 1,000 × 300 mm (가열면 1,100 × 700 mm)로 제작하였

고 이때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은 Table 2와 같다. 콘크리

트 배합에서 PET섬유의 혼입량은 Table 3과 같으며, 
ISO834화재곡선과 RABT (60)화재곡선 하에서 PET
섬유 혼입량에 따른 내화시험을 수행할 수 있도록 PET



최순욱ㆍ이규필ㆍ장수호ㆍ박영택ㆍ배규진

314

(a) reinforcements (b) thermocouples

Fig. 2. Installation of reinforcements and thermocouples before concrete pouring

Fig. 3. The position of thermocouples in a concrete block

Table 3. The content amount of PET(Polyester) fiber in concrete 
blocks

Specimens
Fiber content amount

Comments
% kg/m3

SP 1 0 0 ISO834 fire curve

SP 2 0.1 1.38 ISO834 fire curve

SP 3 0 0 RABT fire curve

SP 4 0.1 1.38 RABT fire curve

SP 5 0.2 2.76 RABT fire curve

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시험체와 0.1%가 혼입된 시험체

를 두 개씩 제작하고 0.2%가 혼입된 시험체는 한 개 제

작하였다.
콘크리트블록 시험체의 철근 배근은 Fig. 2(a)와 같으며, 

내화시험을 수행하는 동안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시스형 열전대(sheathed thermocouple)
를 Fig. 2(b)와 같이 콘크리트의 중앙부에 50 mm간격으

로 6개 설치하였다. Fig. 3은 정면에서 바라본 열전대 설

치위치에 대한 개요도이다.

2.3 시험방법

내화시험에 앞서, 고주파 용량식(20 MHz)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수분측정기(Kett사 HI-520)를 사용하여 

각 시험체의 함수비를 측정하였다(Table 4). 사용된 수

분측정기는 설정된 일정깊이에서의 함수비의 평균값

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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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oisture contents of concrete blocks

Specimens Moisture contents

SP 1 4.8

SP 2 4.6

SP 3 4.7

SP 4 4.9

SP 5 4.8

Fig. 4. Fire curves for fire resistance test

Fig. 5.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1 specimens 
(ISO834)

콘크리트블록 시험체는 28일간 양생한 후 Fig. 1과 

같이 실내 수평가열로에 설치하였다. 내화시험을 위한 

화재곡선은 Fig. 4와 같이 RABT (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ßentunneln, 최대

온도 유지시간 60분) 화재곡선과 ISO834 (2시간) 화재

곡선을 적용하였으며, 이때 콘크리트블록 시험체 내부 

온도를 Fig. 3의 열전대 위치에서 매 1초 간격으로 측정

하였다.

3. 내화시험결과

3.1 ISO834(2시간)화재곡선 내화시험결과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SP1 시험체와 PET섬유

가 0.1% 혼입된 SP2 시험체에 대하여 ISO834 (2시간)
화재곡선 하에서 내화시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블

록 시험체 내에 설치된 열전대로부터 얻어진 시간에 따

른 온도이력곡선은 Fig. 5, Fig. 7과 같다.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SP1 시험체에서는 가열

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온도가 시험이 시작된 후 20분
에서 40분 사이에 급격히 증가하였고 107분에 가열로 

내의 온도에 도달하였다. 가열로에 설치된 관찰창으로 

확인한 결과, 철근노출은 31분에서 발생하였다. 그리

고 가열면으로부터 10 cm지점의 최대온도가 494°C인 

것으로 판단할 때 최종 단면손실깊이는 6～8 cm정도

인 것으로 예상되었다. Fig. 6(a), (b)은 내화시험 전과 

후의 SP1 시험체의 표면 형상이다. Fig. 6(b)에서보면 

내화시험 후 단면손실에 의해 철근이 노출되었으며, 시
험 후 조사된 최대 단면손실깊이는 약 8 cm로 나타났다. 
단면손실이 철근의 피복두께보다 깊기 때문에 철근이 

ISO834 화재곡선의 최고온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

며, 따라서 Fig. 6(b)와 같이 노출된 철근은 Eurocode 2 
(2004)에서 제시하는 철근의 항복강도 저하 비율로 판

단할 때 초기강도의 10%이하로 저하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보수 및 보강 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PET섬유가 0.1% 혼입된 SP2 시험체에서는 가열면

으로부터 5 cm 지점의 온도가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완

만한 증가추세를 보였으며, 최종온도가 333℃로 측정

되었다(Fig. 7). SP2 시험체에서의 최대온도는 ITA 
(2004)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 손실온도 기준



최순욱ㆍ이규필ㆍ장수호ㆍ박영택ㆍ배규진

316

(a) Before

(b) After

Fig. 6. Surface of SP1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ISO834 fire curve

Fig. 7.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2 concrete block 
(ISO834)

(a) Before

(b) After

Fig. 8. Surface of SP2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ISO834 fire curve

인 380°C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지시간이 120분
인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 내화성능을 확보하기 위한 

PET섬유의 혼입량으로 0.1%는 적합한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보수 및 보강의 측면에서 볼 때, 비록 내화섬

유의 혼입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가 이동할 수 

있는 유로가 확보되어 스폴링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적

어도 가열면으로부터 30 mm 까지의 콘크리트는 수분

손실 즉 콘크리트 입자사이의 공극수(capillary water)
외 에도 화학적결합수(chemically bound water)의 손

실이 발생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Fig. 8(a), (b)은 내화시험 전과 후의 SP2 시험

체의 표면 형상이다. 가열면의 색상이 가열 전과 비교하

여 노란색 계열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2 RABT화재곡선 내화시험결과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SP3 시험체와 PET섬유

가 0.1%, 0.2% 혼입된 SP4, SP5 시험체에 대하여 최대

온도 유지시간이 60분인 RABT 화재곡선 하에서 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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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3 concrete block 
(RABT)

(a) Before

(b) After

Fig. 10. Surface of SP3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ABT fire curve

Fig. 11.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4 concrete block 
(RABT)

시험을 수행하였다. 콘크리트블록 시험체 내에 설치된 

열전대로부터 얻어진 시간에 따른 온도이력곡선은 

Fig. 9, Fig. 11, Fig. 13과 같다.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SP3 시험체에서는 가열

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최대온도가 가열로 내의 온도

에 도달하였고 가열면으로부터 10 cm지점의 최대온도

가 625°C인 것으로 판단할 때 단면손실깊이는 7～10 
cm정도인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9). 가열면으로부터 

5 cm 지점에서의 온도는 시험이 시작된 후 8분 이후부

터 급격히 증가하여 16분에 1,000°C 이상이 되어 이 지

점에서의 콘크리트의 단면이 완전히 손실되었음을 알 

수 있다. 실제 관찰창으로 확인한 결과, 11분경에 철근

이 노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열면으로부터 15 
cm 지점에서의 최대온도는 272°C로서 ITA(2004)에
서 제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 손실온도 기준인 380°C
이하로 나타났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가 손실된 깊

이는 약 13 cm 까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Fig. 10(a), (b)
는 내화시험 전과 후의 SP3 시험체의 표면 형상이다. 
Fig. 10(b)에서보면 내화시험 후 단면손실에 의해 철근

이 노출되었으며, 최대 단면손실깊이는 약 9.5 cm로 나

타났다. 단면손실이 철근의 피복두께보다 깊기 때문에 

철근이 RABT 화재곡선의 최고온도에 노출되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Fig. 10(b)와 같이 노출된 철근은 강도

가 손실된 것으로 예상할 수 있고 보수 및 보강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PET섬유가 0.1% 혼입된 SP4 시험체에서 얻어진 시

간에 따른 온도이력곡선은 Fig. 11과 같다. Fig. 11에서

는 가열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최대온도가 789°C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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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b) After

Fig. 12. Surface of SP4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ABT fire curve

Fig. 13.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5 concrete block 
(RABT)

으며, 가열면으로부터 10 cm지점의 최대온도는 347°C
에 도달하였다. 시간에 따른 온도이력곡선으로부터 추

정할 수 있는 단면손실깊이는 약 5 cm 일 것으로 판단된

다. 또한 가열면으로부터 10 cm 지점에서의 최대온도

가 ITA (2004)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 손실온

도 기준인 380°C이하로 나타났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강도가 손실된 깊이는 약 9 cm 까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Fig. 12(a), (b)는 내화시험 전과 후의 SP4 시험체의 표면 

형상이다. Fig. 12(b)에서보면 내화시험 후 2, 3, 4사분

면에 걸쳐서 단면손실이 발생하였고 3사분면에서 철

근이 일부 노출되었으며 최대 단면손실깊이는 약 6.5 

cm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열전대가 설치된 중앙부 

부근에서 단면손실이 최대로 나타나는 것과 다르게 

SP4 시험체에서는 좌측면의 단면손실이 크게 발생하

였고 우측면은 단면손실이 상대적으로 적게 발생하였

다. 그 원인으로 대류방식으로 온도가 조절되는 가열로

의 특성과 PET섬유가 시험체 바닥면에 고르게 분포되

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다. 열전대가 설치된 중앙부의 단

면손실깊이를 실측한 결과, 중앙부의 단면손실깊이는 

약 5 cm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PET섬유가 0.2% 혼입된 SP5 시험체에 

대하여 내화시험을 수행한 결과, 가열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최대온도가 316°C였으며, 가열면으로부터 10 
cm지점의 최대온도는 173°C에 도달하였다(Fig. 13). 
가열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최대온도는 ITA (2004)
에서 제시하는 콘크리트의 강도 손실온도 기준인 380°C
이하로 나타났다. 이 기준에 근거하여 화재손상깊이를 

추정해 보면 가열면으로부터 약 4 cm 까지 일 것으로 

예상된다. Fig. 14(a), (b)는 내화시험 전과 후의 SP5 시
험체 표면 형상이다. PET섬유가 0.2% 혼입된 시험체

에 대한 내화시험에서는 Fig. 14(b)와 같이 내화실험에 

의해 표면의 폭렬은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가열면의 색

상이 가열 전과 비교하여 노란색 계열로 바뀐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이 색상은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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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b) After

Fig. 14. Surface of SP5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ABT fire curve

시험된 SP2 시험체의 노란색 보다 더 짙은 노란색을 띄

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RABT 화재곡선과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 PET섬유의 혼입량에 따른 고강도 터널 세그먼

트라이닝의 화재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내화시험

을 수행하였고,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내화섬유의 하나로서 사용되는 PET섬유는 PP섬유

와 마찬가지로 콘크리트의 내화를 위한 재료로서 적합

하였다. 또한 PP섬유에 의한 내화시험결과와의 직접적

인 비교를 할 수는 없었으나, 혼입량의 범위에서 PP섬
유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ISO834 (2시간)화재곡선 하에서 내화시험을 수행

한 결과에서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고강도 세그먼

트 콘크리트의 단면손실 깊이는 약 8 cm로 나타났으며, 
또한 철근노출로 인하여 구조물의 내하력에 문제가 발

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PET섬유가 

0.1% 혼입된 고강도 세그먼트 콘크리트의 내화시험에

서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열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온도가 333°C로 측정되어 화재에 의한 손

상이 구조물의 표면에서만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하지만 수분손실 및 물리․화학적 변화로 인한 역학적 특

성 저하로 인하여 표면으로부터 4 cm이상의 보수보강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최대온도 유지시간이 60분인 RABT 화재곡선 하에

서 내화시험을 수행한 결과에서는 PET섬유가 혼입되

지 않은 경우와 0.1% 혼입된 경우에서 고강도 세그먼트 

콘크리트의 단면손실 깊이가 각각 9.5 cm, 6.5 cm 정도

로 나타났고 PET섬유가 혼입되지 않은 경우는 철근이 

완전히 노출되었고 PET섬유가 0.1% 혼입된 경우는 일

부 철근노출이 발생하였다. 또한 단면손실된 면으로부

터 콘크리트 내부로 역학적 특성 저하가 발생하였기 때

문에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구조물의 

내하력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
러나 PET섬유가 0.2% 혼입된 고강도 세그먼트 콘크리

트의 내화시험에서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가열면으로부터 5 cm 지점의 온도가 316°C로 측정되

어 화재에 의한 손상이 구조물의 표면에서만 발생할 것

으로 예상되었다. 따라서 ISO834 화재곡선 하에서와 

마찬가지로 표면으로부터 4 cm이상의 보수보강이 필

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PET섬유 혼입량에 따른 고강도 세그먼

트 콘크리트에 대하여 ISO834 화재곡선과 RABT 화
재곡선 하에서 내화시험을 수행한 결과, ISO834 화재

곡선의 경우에는 0.1%의 혼입량이 적절하고, RABT 
화재곡선의 경우에는 0.2%의 혼입량이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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