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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50MPa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섬유혼입공법(폴리프로필렌섬유와 강섬유)을 적용하 

여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라 2가지 다른 섬유흔입량을 가진 총 4기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ISO 834 표준내화곡선에 따라서 

180분간 내화시험을 실시하여 폭렬발생여부， 철근과 콘크리트의 온도분포를 통해 내화성능을 평가하였다. 내화시험 후 모든 

시험체에 폭렬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폭렬방지를 위해서 요구되는 최소 폴리프로필렌섬유량은 콘크리트 단위용적당 0.57 kg이상 

이다. 섬유혼입 량에 따른 콘크리트와 종방향철근의 온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섬유혼입 량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액심용어 섬유흔입， 내화시험， 내화성능， 폴리프로필렌섬유， 강섬유 

ABSTRACT After applying the fiber cocktail(polypropylene and steel fibers) into the mixture of high strength concrete 

with a compressive strength of 50 MP, the fire test was carried out on specimens in order to eva luate the fire resistance 

performance, such as possible explosive spall ing,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oncrete and rebar. Accord ing to an enforcement 

ordinance, four co lumn specimens were exposed to the fire for 180 minutes based on the standard curve of ISO-834. No 

explosive spall ing has been observed. The required minimum quantity of polypropylene to prevent explosive spalling is more than 

0.57 kg per unit concrete vo lume. The comparing test results from temperature distributions of concrete and rebar has 

found that the difference of fiber quantity is insign ifican t. 

KEYWORDS fiber-cocktail , fire test, fire resistance performance, polypropylene, stee l fiber 

1. 서 로
 」

고강도 콘크리트의 화재시 발생하는 폭렬(exp l os ive 

spalling)현상은 콘크리트 피복의 빠른 손실을 일으켜 철근 

과 콘크리트의 옹도를 상승시킨다. 철근과 콘크리트의 강 

성은 온도가 높아질수록 감소하여 사용하중상태에 있는 

구조물 부재의 붕괴 또는 심각한 손상을 초래하게 된다 

(Kodur, 1999). 50 MPa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이 빈 

번한 국내의 경우도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게 되어 고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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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콘크리트 내부 종방향철근의 온도로 내화성능을 평가 

하는 관리기준을 신설하게 되었다(국토해양부， 2008). 이 

시행령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시험체를 제작하여 180분 

내화시험동안 4지점에서 측정한 종방향철근(모서리철근 2 

지점， 중앙철근 2지점)의 펑균온도가 538이하이고 최대옹 

도가 649이하여만 내화성능을 확보한 것으로 인정받는다. 

이 기준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방 

지 뿐만 아니라 내부철근의 온도상승을 억제해야 한다. 이 

에 대한 대안으로 콘크리트의 폭렬방지와 온도제어를 위 

해 폴리프로필렌섬유와 강섬유를 동시에 사용하는 섬유흔 

입공법에 대한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다 40-10야!\Pa 

의 다양한 고강도 콘크리트 배함에 적용한 시험제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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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가열재하방법으로 압축강도， 탄성계수， 비열 등의 열 

적특성을 평가·분석하였으며， 80 MPa 고강도 콘크리트 기 

둥에 대한 비재하 및 재하시험을 실시하였다(김흥열 등， 

2007; 염광수 등， 2009a; 염광수 등， 2009b) 

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50MPa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섬유혼입공법을 적용하여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라 내화시험을 실시하여 폭렬발생여부， 철근 

과 콘크리트의 온도분포를 통해 내화성능을 평가하고자 

한다. 폭렬을 방지할 수 있는 경제적인 최적의 섬유흔입량 

을 검증하기 위하여 2가지 다른 배합으로 내화시험체를 

제작하여 내화시힘을 실시하였다. 

2 . 실험계획 및 방법 

2.1 실험개요 

본 연구는 2가지 、비율로 섬유혼입공법을 사용한 설계강 

도 50 MPa의 고강도 콘크리트로 총 4기의 시험체를 제작 

한 후 내화실험을 실시하여 폭렬발생여부， 종방향철근과 

콘크리트의 온도분포， 섬유혼입비에 따른 내화성능을 평 

가하였다 

2.2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방지와 온도제어 

를 위해 폴리프로펼렌섬유와 강섬유를 2가지 배합으로 혼 

입하였다. 사용된 각각의 섬유 특성을 Table 1 에 정리하였 

다 섬유혼입 후 목표강도를 50MPa로 설정하여 Table 2와 

같이 배합하였다. 결합재료는 A사의 l종 보통포틀랜드 

시벤트(결합재비율 95%)와 플라이애쉬(결합재비율 5%)를 

사용하였다. 잔골재는 비중 2.6, 조립률 2.8의 세척사를 

사용하였으며， 최대치수 20 mm, 비중 2.65의 굵은골재를 

Table 1. Properties of fibers 

Items Polypropylene fiber Steel fiber 

Density (g/cm' ) 0.9 1 7.8 

Diameter 2.0-3.0 μm 0.5 mm 

Length (mm) 20 30 

Tensi le Strength(MPa) 640 800 

Elastic Modulus (GPa) 3.5 200 

Table 2. Mix design and test specimen groups (Unit: kg/m3
) 

Groups 
NO. of 

Labels WIB (%) S/a (%) 
speclmens 

A 2 
A I 
A2 

28.9 45.5 

B 2 
BI 
82 

흔}국재난관2(표준학희 논문짙 제2권 제3호 

Table 3. Fresh concrete properties and strength 

l • tlow I A ir I Design Strength 
(MPa) 

50 

사용하였다. 흔화제는 고성능 감수제인 폴리카르본산 

(P이ycarboxylate)계를 동일하게 1.4% 사용하였다. 

시험체 제작에 사용된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는 E레 

미콘사 00공장에서 생산하였으며， 생산 후 측정한 슬럼프 

플로우와 공기 량， 28일 압축강도는 Table 3에 정 리하였다 

2.3 시험체 제작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라 제작된 시험체는 높이 1,524 

mlTI, 한면의 길이가 350 mm인 정사각형단면으로 총 4기 

의 통일한 기둥시험체를 제작하였다 직경 22 mm인 8개의 

종방향 철근(Iongitudinal reinforcement)과 직 경 10 mm Cd 
띠철근(tie b따)을 300 mm 간격으로 배근하였으며， 사용된 

철근의 항복강도는 420 MPa이다. F ig. I은 시험체 단면의 

정변도와 열전대 (them1ocouple)의 설치 위치이다. 종방향 

철근 옹도측정용 열전대는 기둥 높이의 1 /2위치에， 콘크리 

8ea-HD22 

HD10 

N‘F。‘
Location of 
thermocouples 

원1§ 뿜껴 
4.fO「 COncrete 

Location of 
thermocouples 
for rebar 

ccF。v‘

Fig. 1. Details for specimen 

Binder ratio(%) Polypro-
Steel fiber 

Cement Fly Ash pylene 

0.57 3.0 

95 5 

1. 14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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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osition 01 thermocouples 

Fig. 3. Appearance 01 specimens after lire test 

트 온도측정용 열전대는 기둥 높이 1/2지점에서 상부방향 

으로 30 mm 떨어진 부분에 설치히-였다 

Fig. 2는 종방향절근과 콘크리트에 설치한 열전대의 위 

치로써， 규정에 따라 각각 2기씩 모서 리와 중앙부 철근의 

내부온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3 mm, 깊이 5 mm의 구 

멍을 뚫어 철근내부에 열전대를 삽입하였다. 콘크리트 내 

부의 옹도분포를 측정하기 위하여 표떤으로부터 김이 60 

mm와 시험제 중심부( 1 75 mm)에 각각 2기의 열전대를 설 

치하였다 

2.4 실험방법 

섬유혼입공법을 적용한 50 MPa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시험을 표준화재조건에 노출시킨 내화시험방법(KS F 

2257-1)에 따라 내화시험을 실시하였다. ISO-834 표준화재 

가열곡선을 적용하였으며 ， 1 80분간 비재하 내화시험을 실 

시하였다 Fig. 3은 내화시험 실시 직후 내화로에 설치된 

시험체의 모습이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외관조사 

1 80분의 내화시험 후외관조사를통해 배합이 다른 2 그 

룹의 모든 시험체에 폭렬이 발생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 

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폴리프로펼렌섬유의 혼입여부가 중요한 요인으로 기존 연 

구결과(Nishida et al., 1995; Atkinson, 2004)와 일치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폭렬을 방지하기 위한 폴리프로필렌섬유 

의 최소함유량은 콘크리트 단위용적당 0.57 kg 이상으로 

증명되었다 

3.2 내부콘크리트의 온도분포 

시험체의 높이 1 /2지점에 설치한 열전대에서 표면으로 

부터 60 mm지점과 단면중심부( 1 75 mm)에서의 콘크리트 

온도를 측정하였다. Fig. 4와 5는 각각 Group A와 B에서 

측정된 콘크리트의 옹도이다. Bl 시험체의 중심부 열전대는 

손상되어 측정되지 않았다 각 Group별 60 mm지점의 평 

균온도는 478 0C와 439 0C이며， 1 75 mm지점의 평균온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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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crete temperature distribution - Group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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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oncrete temperature distribution - Group B 

172 oC와 166 0C로 측정되었다. 섬유혼입량이 작은 Group 

A가 약간 옹도가 높았지만， 그 차이는 미미하다고 판단된 

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450 0C 부근까지 상승할 경우 콘크 

리트의 역학적 강도를 발현하는 CSH 겔의 탈수가 발생하 

여 강도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에， 깊이 60 mm까지의 표면 

부 콘크리트는 심각한 손상을 입은 상태로 화재후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Yüzer et al., 2004). 180분 내 

화시험에서 측정된 60 mm와 175 mm지점의 콘크리트온 

도를 Table 4에 정리하였으며， 각 그룹별 평균옹도분포를 

Fig.6에 나타내 었다. 

Table 4. Max. concrele lemperale(Unil: OC) 

s꿇닮펀rtif? 60mm 175 mm 

Al 460.7 174.4 

A2 496.1 168.7 

81 429.1 

82 449.0 1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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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mean concret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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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종방향절근의 온도분포 

각 시험체의 높이 112지점에서 측정한 중앙철근 2개와 

모서리철근 2개의 온도분포를 Fig. 7- 10에 나타내고 시간 

별 온도값을 Table 5에 정리하였다. Group A의 경우 180분 

내화시험 후의 최종평균옹도는 모서리철근이 624.0 0 C,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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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bar temperature distribution -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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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bar temperature distribution - 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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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bar temperature distribution - 82 

Table 5. M없. steel temperate(Unit: OC) 

sp ~e~c~im~en ~ P~os~itjon Corner Center Average 

Al 616.0 440.0 528.0 

A2 632.0 465.0 548.5 

81 627.0 

82 612.0 47 1.0 54 1.5 

앙철근이 452 .5 oC이며， 철근의 평균온도는 538.3 0C이다. 

Group 8의 경우 Bl 시험체는 중앙철근 열전대이상으로 제 

외했으며， B2 시험체의 측정치는 모서리절근이 612.0 0C, 

중앙철근이 47 1.0 0C이며， 철근의 평균온도는 542.0 0 C 이 

다. 모든 시험체에서 모서리철근과 중앙철근의 평균온도 

차가 148- 172 oC로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모 

서리철근의 온도가 높은 이유는 한쪽 면에서 열에너지가 

유입되는 중앙철근보다 열에너지가 양쪽면에서 동시에 유 

입되었기 때문에 중앙철근의 온도상승이 지연되었다고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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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 Comparison 01 mean rebar temperature 

Fig. 11에서 섬유흔입량에 따른 종방향철근의 온도분포를 

비교하였다. 모서리철근의 경우 섬유혼입량이 적은 Group 

A가 12 0C 높았지만，오히려 중앙철근의 옹도는 19 0C가낮아 

섬유흔입량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4 . 결 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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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재 많이 사용되고 있는 50 MPa 고강도 

콘크리트에 대해서 국토해양부 시행령에 따라 서로 다른 

섬유혼입량을 투입한 4기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ISO 834 표 

준내화곡선에 따라 180분 비재하 내화시힘을 실시하였다. 

1 ) 내화시험 후 모든 시험체에 폭렬은 발생하지 않았으 

며， 폭렬방지에 요구되는 주섬유인 폴리프로펼렌섬유의 

경제적인 최적의 흔입량은 콘크리트 단위용적당 0.57 kg이 

상으로 검증되었다. 

2) 콘크리트 내부에 설치한 열전대에서 측정한 온도분 

포에서， 각 Group별 60 mm지점의 평균옹도는 478 0C와 

439 0C이며， 175 mm지점의 평균온도는 172 oC와 166 0C로 

측정되었다. 섬유흔입량이 작은 Group A가 약간 온도가 

높았지만， 섬유혼입량에 따른 온도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깊이 60 mm까지의 표면부 콘크리트는 심 

각한 손상을 입어 화재후 반드시 보수가 필요하다. 

3) Group A의 경우 180분 내화시험 후의 최종평균온도 

는 모서 리철근이 624.0 oC, 중앙철근이 452 .5 oC이 며， 철근 

의 총 평균옹도는 538.3 oC이다. Group 8의 경우 81 시험 

체는 중앙철근 열전대이상으로 제외했으며， 82 시험체의 

측정치는 모서리철근이 612.0 oC, 중앙철근이 47 1.0 oC이며， 

철근의 총 평균온도는 542 .0 oC이다. 모든 시험제에서 열 

에너지의 유입이 많은 모서리철근의 옹도가 높았으며， 중 

앙철근의 평균온도차가 148- 172 oC로 상당히 크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섬유혼입량에 따른 종방향철근의 온도분포를 

비교한 결과， 모서리철근의 경우 섬유흔입량이 적은 Group 

A가 12 0C 높았지만， 오히려 중앙철근의 온도는 19 0C가 

낮아 섬유혼입량에 따른 차이는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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