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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high quality/high stiffness/high strength of segment lining, segment lining is 

increasingly used as the final lining of the tunnel. Precast concrete lining has higher 

quality and strength than field concrete. Paradoxically, this contributes to greater 

damage to concrete in the event of a fire in a tunnel. In this study, tes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of segment linings according to fiber 

content in fire resistance methods using synthetic fibers such as PP fiber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fire resistance performance required by the relevant project can 

be secured when using 1.5 kg/m3 of PP fiber. In addition, comparison of the results of 

PP fibers with PET, a similar synthetic fiber, showed better fire resistance performance 

than when PP fibers were used.

Keywords: Tunnel, Segment, Fire resistance, PP fiber, Temperature

초 록

세그먼트 라이닝의 고품질/고강성/고강도화에 따라 세그먼트 라이닝을 터널의 최종 라

이닝으로 삼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라이닝은 현장타설 콘크리

트에 비해 품질 및 강도가 높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점은 터널 내 화재 시 콘크리트의 손

Technical Paper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Soon-Wook ChoiㆍTae-Ho KangㆍChulho LeeㆍHae Song KimㆍByoungcheol AhnㆍSoo-Ho Chang

304

상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PP 섬유와 같은 합성섬유를 이용한 내화방법에서 섬유함유량에 따라 세

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능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PP섬유 1.5 kg/m3 사용 시 관련 프로젝트

에서 요구한 화재저항성능을 확보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유사한 함성섬유인 PET를 사용하였을 경우와 PP섬유

의 결과를 비교한 결과, PP섬유가 PET섬유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해 더 좋은 화재저항성능이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터널, 세그먼트, 화재저항, PP섬유, 온도

1. 서 론

쉴드 TBM (Tunnel Boring Machine)의 지보재인 세그먼트 라이닝(segment linings)은 프리캐스트 방식으로 

공장이나 현장에서 생산된다. 세그먼트 라이닝은 쉴드 TBM 시공 중에는 굴진에 대한 반력을 얻기 위한 지지대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시공 후에는 영구적인 터널 라이닝의 역할도 수행한다(Lee et al., 2012).

세그먼트 라이닝의 고품질/고강성/고강도화에 따라 세그먼트 라이닝만으로 터널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프리캐스트로 제작되는 콘크리트의 경우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비해 품질 및 강도가 높다. 역설

적으로 이러한 점은 터널 내 화재 시 콘크리트의 손상을 더 크게 하는 요인이 된다. 고온 조건에서 콘크리트의 손

상의 주요원인인 스폴링(spalling)은 열팽창(thermal dilation)과 증기압(vapor pressure)이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Phan, 1996; Ulm et al., 1999; Khoury et al., 2002; Zeiml et al., 2006; Chang et al., 2007; Kodur and Phan, 2007; 

Choi et al., 2010).

화재에 대한 구조물의 보호 시스템은 크게 액티브 방식(active fire protection system)과 패시브 방식(passive 

fire protection system)으로 구분한다. 액티브 방식은 스프링클러(water sprinklers), 미스트(water mists), 포소화

설비(foam deluge system)이 있으며, 이들은 센서를 이용하여 화재 초기에 화재를 감지하고 소화설비를 작동시

키는 방식이다. 액티브 방식은 화재를 제어 가능할 때 소화시킨다는 개념을 기반으로 한다. 전세계의 대다수 터널

들이 이 방식을 터널 화재 안전을 위해 사용하고 있다(Beard and Carvel, 2005; Melbye and Dimmock, 2006).

반면, 패시브 방식은 화재를 소화시키는 개념이 아니라 화재 시 터널 이용자들의 탈출과 소방인력의 접근을 확

보하기 위해 터널 구조물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보호시설의 개념이다. 화재에 의한 터널 구조물의 손상을 최소화

하여 내하력을 유지하고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 터널의 내측에 내화 패널과 뿜칠 내화재를 설치 및 시공하거나 합

성섬유를 콘크리트 배합에 포함시키는 방식을 사용한다(Beard and Carvel, 2005; Melbye and Dimmock, 2006).

패시브 방식 중 내화패널을 사용하는 방법은 침매터널이나 개착박스터널과 같이 곡선이 없는 터널 내벽의 시공

에 적합하고 TBM터널과 같이 곡선형태의 내벽에는 뿜칠 내화재의 시공이 편리하다. 내화패널 설치는 뿜칠 내화

재에 비해 2배 가량 비용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elbye and Dimmock, 2006; Clement and Focaracci, 2011).

PP섬유와 같은 합성섬유를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하는 방법은 터널 내벽인 콘크리트 라이닝을 시공할 때, 콘크

리트 단위부피(m3)당 합성섬유 1~3 kg를 포함시키는 방법으로 ISO834 화재시나리오와 같이 일반적인 화재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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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오에서는 1 kg/m3를 사용하고 RWS 화재시나리오와 같은 고강도 화재시나리오에서는 3 kg/m3를 사용하는 것

으로 언급되고 있지만, 합성섬유의 함유량은 콘크리트 배합 및 합성섬유의 특성(property)에 따라 달라질 수 있

다. EUROCODE2에서는 PP섬유 2 kg/m3 이상을 추천하고 있다(EN 1992-1-2, 2004).

본 연구에서는 세그먼트 라이닝을 모사한 콘크리트 블록에 합성섬유 중 PP섬유(Polypropylene fibers)를 배합

하여 함유량에 따른 세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능을 파악해 보고자 하였다.

2.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1 시험체 제작

PP섬유가 혼입된 세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시험

체는 세그먼트 라이닝을 모사한 철근보강콘크리트 블록으로 제작되었다. 콘크리트는 굵은 골재 최대치수가 20 

mm이고 슬럼프 50~60 mm, 공기량 5.0~5.5로 배합되었다(Table 1참조). 콘크리트 시험체의 측정강도(28일)는 

평균 65.6 MPa이다.

(a) Installation of reinforcing bars and thermocouples (b) Concrete casting

(c) The position of thermocouples in a concrete block

Fig. 1.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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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crete mix design

Design

strength

(MPa)

Gmax

(mm)

W/B

(%)

S/a

(%)

Slump

(mm)

Unit weight (kg/m3)

Water

(W)

Cement

(C)

Sand

(S)

Aggregate

(G)

AD1

(%)

50 20 31.4 44.5 55 158 352 739 917 6.57

시험체는 PP섬유 함유량에 따라 3종류로 제작하였다. 폭렬방지를 위한 PP섬유의 경우, 단위부피당 1.0 kg 내

외를 투입할 때 그 효과가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철근콘크리트 구조체에서 콘크리트 및 철근의 수열온도

에 따라 구조체의 안정성을 평가할 경우에는 섬유함유량과 콘크리트의 배합에 따라 해당위치에서의 수열온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화재저항성능시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의 한계온도를 400°C로 설정

하였기 때문에 PP섬유함유량을 단위부피당 1.5 kg, 2.0 kg, 3.0 kg로 증가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사용된 PP섬

유의 물성은 Table 2와 같으며, 시험체 구분은 Table 3과 같다.

Table 2. Details of PP (Polypropylene) fiber

Items Details Note

Ingredient Polypropylene -

Length (mm) 6.26 -

Diameter (µm) 21~40 -

Specific gravity 0.833 KS M 3016: 2011, A (2011)

Tensile strength (MPa) Min. 300 -

Elongation (%) 25~65 -

Melting point (°C) 161.2 ASTM E794-06 (2018)

Table 3. PP fiber contents of test specimens

Test specimens No. PP fiber contents Note

PP-1 1.5 kg/m3 -

PP-2 2.0 kg/m3 -

PP-3 3.0 kg/m3 Fail due to malfunction of furnace temperature control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위한 시험체는 1,400 × 1,000 × 300 mm (가열면 1,100 × 700 mm)로 제작하였다. 시험체

의 내부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직경(φ) 3.2 mm 시스형 열전대(sheathed thermocouples)를 Fig. 1(c)와 같이 시험

체의 중앙부와 300 mm이격 위치에 설치하였다. 열전대는 시험체의 중앙부에서 순피복두께(net covering depth)

위치(TC1)와 주철근 표면(TC2)과 중심(TC3) 위치에 3개를 설치하고, 300 mm 이격된 위치에 보조 열전대(TC4, 

TC5)를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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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방법

시험체는 세그먼트 라이닝과 동일한 방법으로 증기양생하였고 28일 이후, Fig. 2(a)와 같이 지하공간 화재모사

용 고온가열로에 설치하였다. 지하공간에서의 화재는 지상 화재와 달리 온도의 상승이 가파르게 상승하는 특성

이 있어, ITA (2004)에서는 RABT (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ßentunneln)와 RWS 

(Rijkswaterstaat)와 같이 지하공간 화재를 상정하여 만들어진 화재시나리오를 사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본 연

구에 사용된 수평가열로는 지하공간 화재를 모사할 수 있는 고온가열로이며, RABT 화재시나리오를 사용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Fig. 3).

위 가열로는 Fig. 2(b)와 같이 가열로 상부의 열린 공간에 시험체를 설치하고 그 하부를 가열하는 방식이다. 시

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험체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를 이용하여 매 1초 간격으로 온도를 측정하였다.

(a) Composition of furnace (b) Fireproof insulation

Fig. 2. Furnace and specimen

Fig. 3. Fir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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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저항성능시험결과

3.1 시험체 내부 온도분포

PP섬유함유량이 1.5, 2.0, 3.0 kg/m3인 세그먼트 라이닝 모사 철근콘크리트블록시험체에 대하여 Fig. 4와 같이 

RABT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화재저항 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4. Fire resistance test

화재시험이 완료된 시점(170분)에 시험체 내부에서 측정된 온도는 Table 4와 같다. PP-3의 경우 시험 진행 중 

시험장비의 온도 제어 설정 오류로 인하여 RABT 화재시나리오의 최대 온도인 1,200°C를 초과하여 1,300°C에 

이르는 온도에 도달하였기 때문에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해당 결과에서는 일정시간(약 27분 이상)설정온도를 초

과하는 온도조건에서도 설정된 콘크리트 순피복두께에서의 측정온도가 이번 시험을 수행한 프로젝트에서 설정

한 한계온도(400°C) 이하로 나타났고 폭렬(explosive spalling)과 스폴링(spalling)이 나타나지 않았다. PP-3 시험

Table 4. Peak temperature and arrival time depending on fiber contents

Thermocouple

Peak temperature

PP-1 (1.5 kg/m3) PP-2 (2.0 kg/m3) PP-3a) (3.0 kg/m3)

Time (min) Temp. (°C) Time (min) Temp. (°C) Time (min) Temp. (°C)

TC-1 108.7 336.8 110.4 325.0 - -

TC-2 139.4 240.8 156.0 210.7 - -

TC-3 165.3 199.8 168.6 192.7 - -

TC-4 146.7 227.3 155.7 214.5 - -

TC-5 166.9 197.6 168.6 189.0 - -

a) PP-3: Fail due to malfunction of furnace temperatu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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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RABT화재 시나리오가 적용되지 못하였고 PP-1과 PP-2에 포함된 PP섬유 함유량으로도 목표로 하는 화

재저항성능을 달성하였기 때문에 시험결과를 표기하지 않았다.

RABT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PP-1 시험체의 피복두께(화재노출면으로부터 거리, d)가 50 mm인 위치(TC-1)

에서의 최대온도는 337°C로 나타났으며, d = 64 mm (TC-2, TC-4)에서는 241°C과 227°C, 그리고 d = 80 mm 

(TC-3, TC-5)위치에서의 최대온도는 200°C와 198°C로 측정되었다. 같은 화재 시나리오 조건에서 PP-2 시험체

의 피복두께에 따른 열전대 측정 최대온도는 d = 50 mm (TC-1), d = 64 mm (TC-2, TC-4), d = 80 mm (TC-3, 

TC-5)위치에서 각각 325°C, 211°C, 215°C, 193°C, 189°C로 측정되었다(Fig. 5와 Fig. 6).

Fig. 5.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PP-1 (1.5 kg/m3) specimens (RABT)

Fig. 6.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PP-2 (2.0 kg/m3) specimens (RABT)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Soon-Wook ChoiㆍTae-Ho KangㆍChulho LeeㆍHae Song KimㆍByoungcheol AhnㆍSoo-Ho Chang

310

시험 완료 후 가열면을 확인한 결과, Fig. 7과 같이 시험체 표면(화재노출면)에 일부 균열 및 미미한 표면 탈락

과 가열에 의한 변색이 나타났지만, 폭렬과 스폴링은 나타나지 않았다.

(a) Before (PP 1.5 kg/m3) (b) After (PP 1.5 kg/m3)

(c) Before (PP 2.0 kg/m3) (d) After (PP 2.0 kg/m3)

Fig. 7. Surface of concrete block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ABT scenario

PP-1과 PP-2 시험체의 피복두께에 따른 각 위치에서 시험시작 후 경과시간에 따라 최대온도에 도달하는 시간

을 비교해 보면, PP섬유함유량이 작을 경우 상대적으로 최대온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마찬가지로 최대온

도에 도달하는 시간 역시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Table 2 참조).

3.2 유사 합성섬유 사용 결과와의 비교

합성섬유는 경량으로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어 콘크리트의 자중을 증가시키지 않으면서 충격, 휨, 인장 강도

를 증가시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보강재료이다. 무근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와이어메쉬(wire mesh)를 대체하여 

사용 가능하며, 균열제어에 효과적인 특성을 가진다. 특히 PP섬유는 약 160°C 내외에서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온도증가에 따라 균열 또는 폭렬이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화재저항성능을 향상시키는 효과를 나타낸다.

합성섬유에는 PP, PET (Polyethylene Terephthalate), NYLON, PVA (PolyVinyl Alcohol) 등이 있으며, 재료

별로 다양한 기본 물성을 가진다. 콘크리트에 넣어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친수성 및 유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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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친수성 측면에서 보면 NYLON, PET, PP순으로 볼 수 있지만, 친수성 유

제를 사용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널리 이용되는 PP섬유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화

재저항성능을 파악해 보았다. 더불어 합성섬유 중 PET섬유를 사용하여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한 결과와 PP

섬유를 사용한 결과를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PET섬유를 사용한 시험결과는 Choi et al. (2014)이 RABT화재시

나리오 하에서 수행한 시험결과를 사용하였다. 이 결과는 PET섬유 사용량이 1.38 kg/m3와 2.76 kg/m3일 때의 결

과이며, 3.1절에서 수행한 PP섬유 1.5 kg/m3의 결과와 비교를 수행하였다.

Fig. 8은 RABT화재시나리오 하에서 PP섬유 1.5 kg/m3를 사용한 경우와 PET섬유 1.38 kg/m3와 2.76 kg/m3를 

사용한 경우의 철근콘크리트 블록 내부의 온도변화를 비교한 것이다. 비록 0.12 kg/m3의 차이가 있지만, 동일한 

피복두께 50 mm에서 PP섬유 1.5 kg/m3를 사용한 경우와 PET섬유 1.38 kg/m3의 결과를 비교하면, PP섬유를 사

용하였을 경우의 최대온도는 337°C인데 반해 PET섬유의 경우에는 최대온도가 789°C로 측정되어 PP섬유의 화

재저항성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복두께 50 mm에서 PP섬유 1.5 kg/m3의 결과는 피복두께 100 mm에서의 

PET섬유 1.38 kg/m3 결과(최대온도 347°C)와 피복두께 50 mm에서 PET섬유 2.76 kg/m3의 결과(최대온도 

316°C)와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5 참조).

Fig. 8. Comparison between PP fiber and PET fiber specimens (RABT)

Table 5. Peak temperature and arrival time depending on fiber conditions

Thermocouple

Peak temperature

PP 1.5 kg/m3 PET 1.38 kg/m3 PET 2.76 kg/m3

Time (min) Temp. (°C) Time (min) Temp. (°C) Time (min) Temp. (°C)

TC-1 108.7 336.8   70.4 788.9 126.6 316.0

TC-2 - - 130.8 346.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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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ger et al. (2019)는 PP섬유의 효과는 녹는 온도와 형상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언급하였다. 즉 PP섬유의 

녹는점이 낮을수록 효과적이므로 녹는 온도가 256°C로 높은 PET섬유에 비해 PP섬유의 화재저항효과가 더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PP섬유를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하는 방법은 내화패널 또는 뿜칠내화재를 사용하는 방법에 비해 비용적으로 

매우 효과적이다. 다만, 터널 라이닝 내측에 별도의 내화재를 설치하는 방법에 비해 터널 라이닝에 직접적인 손상

이 가해진다는 점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RABT화재시나리오 하에서 PP섬유 함유량에 따른 터널 세그먼트 라이닝의 화재저항성능을 살

펴보았다. 그 결과, PP섬유 함유량이 1.5 kg/m3인 경우에 온도상승에 따라 폭렬 또는 단면손실이 발생하지 않았

으며, 화재노출면으로부터 50 mm위치의 최대온도가 336.8°C로 관련 프로젝트에서 요구하는 화재저항성능을 

만족하였다. 그리고 PP섬유 함유량이 증가할 경우, 시험체 내부에 설치된 열전대에서 측정된 최대온도에 도달하

는 시간과 최대온도가 느려지고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PP섬유와 유사한 PET섬유를 사용할 경우의 화재저항성능을 살펴본 결과, PP섬유를 사용하였을 경우

의 최대온도가 PET섬유를 사용하였을 경우에 비해 더 좋은 화재저항성능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PP

섬유의 녹는 온도가 PET섬유의 녹는 온도보다 낮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하였다.

화재저항시험의 경우 사용재료에 대한 개별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본 

연구는 특정 섬유제품과 콘크리트 배합비에 대한 결과이므로 유사 조건에서 좋은 가이드를 줄 수 있지만, 사용제

품 특성의 변화와 배합비 차이에 의해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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