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OPEN ACCESS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23(5)359-370(2021)

https://doi.org/10.9711/KTAJ.2021.23.5.359

eISSN: 2287-4747

pISSN: 2233-8292

Received August 24, 2021

Revised September 10, 2021

Accepted September 13, 2021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4.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pyrightⓒ2021,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Journal of Korean Tunnelling and Underground Space Association 359

프리캐스트 방식 내화풍도슬래브 

시공조인트부의 화재저항성능 평가

최순욱1ㆍ강태호1ㆍ이철호1*ㆍ김세권2ㆍ김태균3ㆍ장수호4

1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지반연구본부 수석연구원
2비회원, (주)홍지 기술연구소 부장
3정회원, (주)홍지 대표이사
4정회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건설산업진흥본부 선임연구위원

Fire resistance assessment in construction 

joint of precast fireproof duct slab

Soon-Wook Choi1ㆍTae-Ho Kang1ㆍChulho Lee1*ㆍSe Kwon Kim2ㆍTae Kyun Kim3ㆍ

Soo-Ho Chang4

1Senior Researcher, Department of Geotechnical Engineering Research,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2Department Head, Research Institute, HONG G
3CEO, HONG G
4Senior Research Fellow, Construction Industry Promotion Department, Korea Institute of 

Civil Engineering and Building Technology

*Corresponding Author : Chulho Lee, chlee@kict.re.kr

Abstract

Duct slabs, which are used to build ventilation facilities in underground spaces with 

transverse ventilation system, need to secure fire resistance according to longitudinal 

and heavy vehicle traffic of tunnels. This study measured the temperature change at the 

construction joint of the precast fireproof duct slab which integrates fire resistance 

material and duct slab under the RWS fire scenario.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f there is no reinforcement of the construction joint, damage will occur in concrete 

inside the construction joint, leading to damage to the fireproofing layer. On the other 

hand, when one side of the construction joint was reinforced with fireproofing 

materials, it showed more than three times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compared 

to when there was no reinforcement. At this time, cross-sectional losses of concrete 

and fireproofing layer were shown in blocks without reinforcement, but no damage 

was seen in the reinforced blocks.

Keywords: Tunnel, Fire, Duct slab, Construction joint, Temperature

초 록

횡류식으로 지하공간의 환기시설을 구축할 때 사용되는 풍도슬래브는 터널의 장대화 

및 중차량 통행에 따라 내화성능 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내화재와 슬래브를 일체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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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제작하는 프리캐스트 내화풍도슬래브를 대상으로, RWS화재시나리오 하에서 내화풍도슬래브를 시공할 때 발생

하는 시공조인트부에서의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시공조인트부의 보강이 없을 경우는 시공조인트부 안쪽의 

콘크리트에서 손상이 발생하여 내화재의 손상으로 이어짐을 확인하였다. 반면 시공조인트 내측의 한쪽 면을 내화재로 

보강한 경우는 보강이 없을 경우에 비해 3배 이상의 화재저항성능을 보였지만, 보강이 없는 블록에서 콘크리트 및 내화

재의 단면손실이 나타났다. 그러나 보강된 블록에서는 손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주요어:터널, 화재, 풍도슬래브, 시공조인트, 온도

1. 서 론

풍도슬래브(duct slab) 시공은 터널 및 지하차도의 상부공간에 슬래브를 설치하여 횡류식으로 지하공간의 환

기시설을 구축하는 방법이다. 풍도슬래브는 공사 중에는 작업 통로 및 환기풍도로 활용되고 공사 후에는 환기통

로로 사용된다. 이 구조물은 터널 어깨부에 브라켓을 설치하고 슬래브를 현장타설 콘크리트로 시공하거나 프리

캐스트 방식으로 제작하여 설치 ‧ 완성한다. 프리캐스트 슬래브는 직선형과 아치형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며, 시

공속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프리캐스트 방식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풍도슬래브는 화재 시 제연 기능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화기에 직접 노출될 수 있기 때문에 내화성능이 

요구된다. 특히 횡류식 또는 반횡류식 환기방식은 장대터널에 주로 사용되는 점과 터널 기술 발전과 더불어 점점 

터널 및 지하차도의 연장이 길어지는 추세 및 화물차와 같은 중차량의 통행 제한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풍도슬래브의 내화성능 확보가 더욱 필요하게 되었다(Choi et al., 2020).

PIARC (1999)에서는 화재 시 터널 단면을 상부와 좌 ‧ 우 측면부로 구분하여 차량의 종류에 따라 발생할 수 있

는 최대온도를 그림으로 제시하였다. 화염이 위로 솟구치기 때문에 터널 내 화재 시 온도가 가장 높게 나타나는 

위치는 터널의 천정부(crown)이다. PIARC (1999)에서 제시하는 차량별 최대온도는 승용차(passenger car)가 

400°C, 버스 700°C, 대형차 1,000°C, 유조차 1,200°C 이상이다(ITA, 2004). 풍도슬래브는 터널 상부에 슬래브 

형태로 설치되기 때문에 화재 시 가장 높은 온도에 노출될 수 있다.

콘크리트는 열전도도가 낮은 특성으로 인하여 전통적으로는 열에 대한 저항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그러나 다양한 화재 사고와 더불어, 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저하와 터널과 같이 급격하게 고온으로 

상승하는 조건에서 발생하는 폭렬 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면서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Phan, 1996; Khoury et al., 2002; Hertz, 2003; Chang et al., 2007; Kodur and Dwaikat, 2008; Kwon et al., 2016).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화성능 확보를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은 구조물에 내화재료를 스프레이하는 방법(spray 

applied mortars)과 내화패널(prefabricated boards)을 설치하는 방법, 그리고 폴리프로필렌(Polypropylene)과 

같은 합성섬유를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하는 방법(PP fibre modified concrete)으로 구분한다. 일반적으로 내화패

널을 이용하는 방법의 비용이 가장 많이 필요하고 스프레이방법, 합성섬유 혼입방법 순이며, 내화패널이 스프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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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에 비해 1.5~2배 비싼 것으로 알려져 있다(Clement and Focaracci, 2011).

터널의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내화재의 사용에 따른 콘크리트의 온도 변화는 국내에서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Won et al., 2008; Choi et al., 2010; Chae et al., 2011). 터널 구조물에 내화재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시공조인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내화재의 시공조인트에 대한 연구는 아직 부족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

서는 풍도슬래브에 적용된 내화재의 시공조인트부(이격거리 7 mm)에서의 보강 유무에 따른 깊이별 온도변화를 

살펴보았다.

2. 시험체 제작 및 시험방법

2.1 시험체 제작

본 연구에서는 풍도슬래브의 내화재를 스프레이 또는 보드 방식으로 설치하는 것이 아니라, 프리캐스트 슬래

브를 대상으로 슬래브 제작단계에서 슬래브 하면에 내화모르타르가 일체형으로 설치되는 내화재 일체형 프리캐

스트 풍도슬래브를 시험체로 제작하였다.

시험체는 내화재와 슬래브를 일체형으로 제작하기 위해 Fig. 1과 같이 가열면을 하부로 상정하여 내화모르타

르를 두께 30 mm로 타설하고 일정강도까지 양생 후, 그 위에 철근 및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내화재 일체형 슬래브

를 모사한 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블록은 각 2개로 제작한 다음, 풍도슬래브 시공조인트 7 mm를 

(a) Fireproof material construction preparation (b) Installation of reinforcing bars and thermocouples

(c) Concrete block

Fig. 1. Preparation of 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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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시킨 후, 연결시켜 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체는 내화재만 설치된 콘크리트 블록 2개를 연결한 시험체(SP-1)와 시공조인트부의 콘크리트 한쪽 면에

만 폭 30 mm, 높이 40 mm인 내화모르타르 블록을 설치한 시험체(SP-2)로 총 2개이다(Fig. 2 참조). 시험체의 크

기는 화재시험을 위한 가열로 면적인 1,400 × 1,000 mm (가열면 1,100 × 700 mm, 높이 300 mm)에 맞추어 1/2 

(700 × 1,000 × 300 mm)크기로 제작하였다.

내화재가 설치된 풍도슬래브 사이의 시공조인트에서의 온도를 확인하기 위해 Fig. 2와 같이 직경 3.2 mm인 시

스형 열전대(sheathed thermocouples)를 콘크리트 블록 사이의 시공조인트부에 20 mm간격으로 설치하였다.

Fig. 2. The position of thermocouples in the joint of concrete block

내화재는 골재와 수화반응재(석고 및 시멘트)에 고로슬래그 또는 플라이애쉬와 같은 포졸란재를 혼합하고 폭

렬방지를 위한 셀룰로오스(Cellulose)와 계면활성제 같은 혼화제를 포함한 재료로, 압축강도는 25 MPa 이상이

고 휨강도는 5~7 MPa, 부착강도는 1.2 MPa 이상이다. 내화재 위에 시공된 콘크리트 블록의 배합설계는 Table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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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D2

(%)

50 25 27.3 46 180 88 582 836 869 1.16 6.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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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방법

시공조인트부를 모사한 내화재에 대한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위해 터널 내 화재시나리오를 모사할 수 있는 고온

가열로를 사용하였다. 가열로는 수평으로 시험체를 설치하는 수평가열로 방식이고 Fig. 3과 같이 시험체와 가열

로 사이를 세라믹 섬유(ceramic fibres)로 채워서 온도제어를 더 용이하게 하였다. 시험체는 제작 후 28일 양생을 

실시한 이후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지하공간에서의 화재시나리오는 RABT (Richtlinien für die Ausstattung und den Betrieb von Straßentunneln), 

HC (Hydrocarbon), HCinc (Modified Hydrocarbon), RWS (Rijkswaterstaat) 등으로 다양하며, 목적에 따라 선

택하여 사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강력한 화재시나리오인 RWS (Rijkswaterstaat) 화재시나리오를 사용하였

다(Fig. 4). 시험동안 시공조인트부의 온도는 각 열전대 위치에서 매 1초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a) Composition of furnace (b) Fireproof insulation

Fig. 3. Furnace and specimen

Fig. 4. Fire scenar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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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화재저항성능시험결과

3.1 시공조인트부의 온도변화(SP-1 시험체)

RWS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내화모르타르 두께가 30 mm이고 시공조인트부에 보강이 없는 콘크리트 블록을 

이격거리 7 mm로 연결한 내화시험체(SP-1)에 대하여 Fig. 5와 같이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5. Fire resistance test

시험을 시작하고 19분이 지난 이후 내화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접합부인 내화모르타르의 계면에 설치된 열전

대에서 급격한 온도상승이 나타났고 Fig. 6과 같이 시공조인트부의 내화모르타르 상부의 콘크리트에서 폭렬이 

발생하여 내화모르타르 계면의 온도가 1,000°C에 도달함에 따라 시험을 종료(21.7분)하였다.

Fig. 6.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1 (t = 30 mm) specimens (R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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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종료까지 시공조인트부의 열전대들에서 측정된 온도결과의 최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화모르타

르의 계면을 기준으로 t = 0 mm (TC-1), t = 20 mm (TC-2), t = 40 mm (TC-3), t = 60 mm (TC-4)위치에서의 최대

온도는 각각 1,011.5°C (TC-1), 270.1°C (TC-2), 211.8°C (TC-3), 183.5°C (TC-4)로 측정되었다(Fig. 6과 Table 

2 참조).

Table 2. Peak temperature of test specimens

Thermocouples
Peak temperature (°C)

Remarks
SP-1 SP-2

TC-1 1,011.5 384.8 -

TC-2 270.1 262.0 -

TC-3 211.8 166.4 -

TC-4 183.5 126.1 -

화재저항성능시험이 완료 후 가열면을 확인한 결과, Fig. 7과 같이 시공조인트부 내 ‧ 외측에서 단면손실이 발

생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조인트부에서의 손상은 내측의 콘크리트에서 단면손실이 먼저 발생하고 단면손실

된 부위의 내화모르타르가 손상되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시험 시작 후 22분에 시험을 중단하였기 때문에 

Fig. 7과 같이 화재 노출면인 시험체 하부의 변색이 일부만 진행되었다.

(a) Before test (b) After test

Fig. 7. Surface of fireproofing material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WS scenario (SP-1)

Fig. 8은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열로 내부온도가 1,200°C에 도달하는 10분과 급격한 온도상승이 

발생한 19분 이후인 21분에 가열로의 관찰창을 통해 시공조인트부를 사진 촬영한 것이다. 시험 경과시간 21분에

서의 시험체 하부면은 온도결과와 동일하게 내화모르타르가 손상 및 일부 탈락되었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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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min after ignition (b) 21 min after ignition

Fig. 8. Changes in the appearance of the construction joint after ignition (SP-1)

3.2 시공조인트부의 온도변화(SP-2 시험체)

RWS 화재시나리오 하에서 내화모르타르 두께가 30 mm이고 시공조인트부의 한쪽 면만 보강한 콘크리트 블

록을 이격거리 7 mm로 연결한 내화시험체(SP-2)에 대하여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시험을 시작하고 40분 이후 내화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접합부인 내화모르타르의 계면에 설치된 열전대(t = 0 

mm)에서 온도상승의 변화가 나타났다. 이후 75분이 경과한 시점에 급격한 온도상승이 발생하여 시험체 하부면

을 관찰한 결과, 내화모르타르의 탈락을 확인하였고 89분 이후 시험을 종료하였다.

경과시간 40분까지는 t = 0 mm (TC-1)와 t = 20 mm (TC-2)의 온도상승이 유사하고 t = 40 mm (TC-3), t = 60 

mm (TC-4)의 온도상승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40분 이후 시공조인트부의 보강되지 콘크리트 블록에서 화재손상

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되며, 콘크리트의 손상 후 내화재의 손상이 나타난 시점은 경과시간 75분으로 보

인다. 내화재의 손상이 나타남에 따라 t = 0 mm에서의 온도와 t = 20 mm에서의 온도차이가 크게 발생하였다.

시험 종료까지 시공조인트부의 열전대들에서 측정된 온도결과의 최대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내화모르타

르의 계면을 기준으로 t = 0 mm (TC-1), t = 20 mm (TC-2), t = 40 mm (TC-3), t = 60 mm (TC-4)위치에서의 최대

온도는 각각 384.8°C (TC-1), 262.0°C (TC-2), 166.4°C (TC-3), 126.1°C (TC-4)로 측정되었다(Fig. 9와 Table 2 

참조).

화재저항성능시험 완료 후 가열면을 확인한 결과, Fig. 10과 같이 시공조인트부 내 ‧ 외측에서 단면손실이 발생

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시공조인트부에서의 손상은 시공조인트부를 내화모르타르로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블

록에서만 나타났으며, 시험 시작 후 89분이 경과되었을 때 종료되었기 때문에 21분 경과 후 종료된 SP-1시험체에 

비해 가열로 내부의 온도가 높고 누적된 열에너지가 많아서 내화재의 손상 및 그 배면의 콘크리트 손상이 크게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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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완료 후 가열면의 변색은 내화재에 대한 화재성능시험 후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갈색으로 나타났고 표면

에는 망상균열이 발생하였다.

Fig. 9. Temperature-time relationships in SP-2 (t = 30 mm, one side-reinforced block) specimens (RWS)

(a) Before (b) After

Fig. 10. Surface of fireproofing material before and after fire test under RWS scenario (SP-2)

Fig. 11은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시작한 이후 가열로 내부온도가 1,200°C에 도달하는 10분과 급격한 온도상승

이 발생한 75분 이후인 78분에 가열로의 관찰창을 통해 시공조인트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시험체 하부면에서는 

시험 경과시간 78분에 내화모르타르로 시공조인트부를 보강하지 않은 콘크리트 블록의 내화모르타르에서 단면

손상이 발생하였음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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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0 min after ignition (b) 78 min after ignition

Fig. 11. Changes in the appearance of the construction joint after ignition (SP-2)

4. 결 론

내화재 일체형 풍도슬래브는 시공단계를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이지만, 내화재를 현장에서 시공하는 

방법과 마찬가지로 시공조인트를 피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 시 풍도슬래브 하부면에만 내화재가 설치된 

조건과 시공조인트 내측의 한쪽 면을 내화재로 보강한 조건에 대해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하였다.

풍도슬래브 하부면에만 내화모르타르를 설치한 경우는 시험이 시작되고 5분 후부터 내화재의 이격거리가 7 

mm인 시공조인트부 안쪽의 콘크리트에서 가열로 내의 고온에 의한 손상이 먼저 나타나고 19분이 경과된 후에는 

내화모르타르의 손상 및 탈락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시공조인트 내측의 한쪽 면을 내화재로 보강한 조

건에서는 40분이 경과된 후부터 시공조인트 안쪽의 콘크리트의 손상이 나타나고 75분 이후 내화모르타르의 손

상 및 탈락이 발생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풍도슬래브 하부면에 설치된 내화재만으로는 RWS화재시나리오 하에서 풍도슬래브의 시공조인

트부에 대한 내화성능을 확보할 수 없으며, 이격거리가 7 mm인 시공조인트에서 서로 연결되는 풍도슬래브의 한

쪽 슬래브에만 내화모르타르 블록(폭 30 mm, 높이 40 mm)을 설치하였을 경우는 설치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3배 

이상의 화재저항성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시공조인트 좌우측에 내화재로 보강한 조건에 대한 화재저항성능시험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한쪽 면을 내화재로 보강한 조건에 대한 결과로 판단할 때, 단면손상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대

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시험을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화재저항시험의 경우 사용재료 및 조건에 대한 개별 시험을 통해 그 성능을 파악하고 검증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내화재와 시험 조건은 유사 조건에서 내화재 설치에 대한 좋은 가이드를 줄 수 있지만, 내

화재와 보강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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