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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골건축물은 화재에 취약한 구조로써 내화성능 확보를 하여 내화피복이 필수 이다. 국내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철골내화피복재는 내화뿜칠재로 폭 넓게 사용되고 있으나, 기존 

제도에서 인정 당시의 내화성능은 확인이 가능하나 시간경과에 따른 내구성 하와 이에 따른 내

화성능 하가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실내조건에서 장시간 자연폭로실험을 실시함으로써 

내화뿜칠피복재의 시간경과에 따른 내화성능 하 상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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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부분의 재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내구성이 하되고 하된 내구성은 해당 재료의 주요 

성능 하로 이어지게 된다.

철골건축물의 내화피복으로 국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내화뿜칠피복재 역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부착강도, 표면박리  탈락과 같은 물리 인 내구성 하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

는 장기 으로 내화성능 하에도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화뿜칠피복재를 이용한 실험체를 제작하여 실내 환경 조건에서 장기간 

자연폭로 시킨 후 내화성능을 평가함으로써 내화뿜칠피복재의 내구성 하가 내화성능의 하로 

이어지는가를 평가함으로써 내화뿜칠피복재 리제도의 보완 필요성을 제기코자 하 다.

2. 내화뿜칠피복재의 자연폭로 내구성 평가

  2.1 실험개요

내구성 평가방법은 기간이 오래 걸리는 자연폭로실험과 단기간에 평가가 가능한 진실험으로 

구분된다. 정확한 실험결과를 해서는 자연폭로실험을 실시하는 것이 좋으나 제품의 개발  활

용면에서는 평가에 지나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화뿜칠피복재의 진내구성 평가방법을 개발하기 해 장기폭로시험데이터를 

축 하기 한 목 으로 표 인 내화뿜칠피복재 2종(석고계, 질석계)을 상으로 아래와 같이 

장기자연폭로 내구성 평가를 실시하 다.

  2.2 실험체 제작  평가방법

실험체는 Figure 1에서와 같이 300 ㎜ × 300 ㎜ 의 철 에 각 제품별로 (20 ± 1) ㎜ 두께로 

내화뿜칠재를 피복하여 실험체를 제작한 후 일교차  계  향을 반 하는 실내조건을 고려

하여 외기와 직  면하지 않는 실내에서 별도의 냉난방을 시행하지 않고 해당 재령까지 자연상

태로 양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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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4. Test Results (gypsum)   Figure 5. Test Results (Vermiculite)

해당 기간까지 양생 후 Figure 2와 같이 내화뿜칠재가 도포된 강  이면에 온도센서를 부착하

여 Figure 3과 같은 수직가열로 면에 부착 후 KS F 2257-1 에서 정하고 있는 표  시간-가열

온도 곡선에 따라 1시간 가열을 하며, 이면온도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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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est Specimen Figure 2. Sensor Location Figure 3. Test Method

측정된 결과를 실험체 제작 기값과 비교함으로써 이면온도가 상승하면 내화뿜칠피복재의 내

화성능이 하된 것으로 간주하 다.

  2.3 평가결과

재령 8년의 실험결과 석고계의 경우는 2년보다 낮은 온도를 나타냈으며, 질석계는 2년 결과값

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어 2년에서 8년 사이에는 격한 내구성 하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3. 결  론

앞의 결과의 같이 내화뿜칠피복재를 실내조건에서 자연폭로 시킨 후 내화성능을 평가한 결과 

내화성능이 기 2년에 격히 하된 후 내화성 하속도는 둔화되었으나 역시 기값보다는 

성능이 하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제품의 기성능만을 평가하는 행 방식에서 벗어

나 장기 인 화재안 성 확보를 한 평가방법과 이를 리하는 제도가 요구된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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