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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fire-resistance of a high strength concrete against explosive spalling under elevated temperature, fibers can be mixed
with concrete to provide flow paths of evaporated water within concrete to the free surface. The fiber-mix concrete approach is
effective against explosive spalling when the flow path generated from melting fibers at the elevated temperature is interconnected to transport high pressurized evaporated water from the inside concrete to the free surface. The percolation theory can identify the connectivity of the fibers and provide an estimate of the fire-resistance of concrete by investigating layout of fibers. In this
study, the correlation between percolation theory and explosive spalling of fiber-mixed high strength concrete is analyzed and the
connectivity of the fiber in concrete is stereologically investigated by using virtual specimens of fiber-mixed high strength concrete.
: fire-resistance, explosive spalling, high strength concrete, fiber, percol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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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현상을 억제하여 내화 성능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고온에서 수증기가 콘크리트 표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경로를 제공하여 주는 섬유를 혼입하는 방안이 있다 섬유를 혼입하여 콘크리트의 폭렬을 억제하는 방법은 고온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에서 용융되는 섬유에 의해 만들어지는 통로가 서로 연결되어 고압의 수증기를 콘크리트 외부로 이동시킬
이론을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
수 있을 때 효과가 있다 수증기가 배출될 통로를 형성하는 섬유의 연결성에 대한
트의 내화실험 결과에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론과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의 폭렬 발생의 연관성을 분석
하였고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 가상 시편을 이용하여 내부 섬유 입자가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입체적으로 구현하고 일
정 부피비의 섬유가 혼입되었을 때 수증기 배출 통로가 확보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내화 성능 폭렬현상 고강도 콘크리트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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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사회 구조물의 화재 사건과 관련하여 고강도 콘크리
트의 화재 안전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화
재 시 고강도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폭렬현상(explosive
spalling)은 콘크리트 피복의 빠른 손실을 일으켜 내부 콘크리
트와 철근으로의 열전달율(rate of heat transmission)을 높여
서 철근과 콘크리트의 온도를 상승시킨다(염광수 등, 2009a,
2009b; 김흥열 등, 2010). 폭렬현상 발생 원인 중 수증기압
에 의한 폭렬 이론은 화재 시 콘크리트 내부에서 생성되는
수증기가 공극에 압력을 증가시켜 폭렬을 발생시킨다는 이론

이다(한민철 등, 2007). 고강도 콘크리트는 공극이 작고, 조
직이 치밀하여 일반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우수하지만(한국콘
크리트학회, 2004a), 세밀한 조직 때문에 화재 시 콘크리트
내부의 수증기를 배출시키지 못하여 폭렬(spalling)현상이 발
생하고, 보통 콘크리트보다 투수성이 낮은 고강도 콘크리트에
더 폭발적인 폭렬현상이 발생한다는 연구결과(한국콘크리트학
회, 2004b)는 이러한 이론에 신뢰성을 주고 있다. 폭렬현상을
억제하는 대표적인 방법으로는 고강도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
입하는 방법이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입하면 화
재 시 콘크리트 내부에서 섬유가 용융되면서 섬유 모양의 공
극이 생성된다. 섬유의 용융에 의해 생성된 공극은 수증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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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로 배출시킬 수 있는 통로를 만들어 내부 수증기압을 감
소시켜 콘크리트의 폭렬현상을 억제한다(대한건축학회, 2008).
본 연구에서는 내부 요소(섬유)의 연결성(connec-tivity)에 대
한 percolation 이론과 콘크리트의 섬유 혼입 부피비에 따른
콘크리트 내화성능 향상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 RVE(representative volume element)를 이용하여 가상의
단위 콘크리트 입자를 만들어서 내부 섬유 입자들의 연결성
을 입체적으로(stereologically) 표현하였다.
2. 섬유혼입 부피비에 대한 Percolation 이론 적용

이론
Percolation 이론은 시스템 내의 임의의(random) 요소
(element)들의 연결성(connectivity)을 분석하는 방법이고,
percolation threshold는 그림 1과 같이 임의의 시스템 내부
에 분포된 요소들이 서로 연결되어 시스템 내부를 통과할 수
있는 통로(spanning)를 최초로 만들 수 있는 내부 요소들의
최소 부피비를 뜻한다(Torquato, 2002). 고온에서 콘크리트에
혼입된 섬유 입자가 용융되어 생성된 공극들이 서로 연결되
어 통로를 만들면 수증기의 배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서 내
부 수증기압을 감소시켜 폭렬방지에 효과적이라고 예측된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폭렬을 방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혼입한 섬유 입자의 percolation threshold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기하학적인 측면에서 임의의 시스템 내부 요소의 percolation
threshold는 내부 요소의 형상에 따라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 성능 개선을 위해 내부에 배합 설계
시 첨가하는 섬유는 PP(polypropylene) 섬유이고(그림 2), 섬
유의 형상은 타원체(ellipsoid)이다(그림 3). Garboczi 등(1995)
은 임의의 시스템 내부에서 타원면의 aspect ratio(b/a, a=장
축 반지름, b=단축 반지름)에 따른 기하학적인(geometrical)
percolation threshold 식을 제안하였고, 그 식은 다음과 같다.
2.1 Percolation

장형(prolate) 타원체, a > b)

Pc = 0.6 b--- (
a

편평(oblate) 타원체, a < b)

Pc = 1.27 a--- (
b
c

콘크리트 내화실험과
본 연구에서는 percolation 이론이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
트의 내화성능 향상과의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해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 내화실험의 섬유 혼입 부피비(염광수 등,
2009a, 2009b; 한천구 등, 2008; Liu 등, 2007; Kalifa 등,
2001)와 섬유의 percolation threshold(식 (1))를 비교분석하였
다. 각각의 실험에서 사용한 섬유의 물성치, 혼입량과 내화실
험 결과 폭렬 현상 발생의 유무는 표 1에 정리하였다. 섬유
부피비가 percolation threshold보다 작은 내화실험에서 폭렬
2

Percolation threshold

그림 2. Polypropylene 섬유

(1)

여기서 P 는 percolation threshold, 즉 내부 요소들이 서로
연결될 수 있는 최소의 타원체 부피비를 의미하며, a는 타원
체의 장축 반지름, b는 타원체의 단축 반지름이다.
2.2

그림 1. Percolation threshold 개념도

그림 3. 타원체 모양의 섬유

현상이 발생하였고, 비슷한 섬유 부피비를 혼입한 내화실험과
percolation threshold보다 큰 섬유 부피비를 혼입한 내화실험
에서는 폭렬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결과는 percolation
이론이 폭렬 현상 방지를 위한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의
배합 설계에서 효과적인 섬유 부피비를 제안할 수 있는 것
(Liu 등, 2007; Kalifa 등, 2001)을 재차 확인하였다.
3. 섬유 입자의 입체적인 분포 표현을 통한
Percolation threshold 검증
Percolation 이론에 따르면 콘크리트에 percolation threshold

이상의 섬유를 혼입하면 콘크리트 내부에서 섬유 입자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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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 실험
염광수 등(2009a)
한천구 등(2008)
한천구 등(2008)
한천구 등(2008)
Liu 등(2007)
Kalifa 등(2001)

표 1. 콘크리트 내화실험과 섬유의 Percolation threshold
장축
반지름
단축
반지름 Aspect ratio (b/a) (Vol,
부피비%)
(a, mm)
(b, mm)
20 mm
19 mm
19 mm
19 mm
12 mm
19 mm

0.006 mm
0.04 mm
0.04 mm
0.04 mm
0.018 mm
0.1 mm

0.0003
0.002
0.002
0.002
0.0015
0.005

폭렬 발생

Percolation
threshold(%)
0.018%
0.12%
0.12%
0.12%
0.09%
0.32%

0.13%
0.05%
0.1%
0.15%
0.11%
1.8%

×

○
×
×
×
×

그림 4. 복셀로 표현한 콘크리트 내부 섬유입자(콘크리트 matrix 내부 섬유만 표현)

서로 연결되어 내부를 통과하는 통로를 만들 수 있다. 본 연
구에서는 이러한 콘크리트 내부 섬유의 연결성을 입체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의 가상 시편을 제
작하였다. 콘크리트 가상 시편은 정육면체 형태의 복셀
(voxel)로 구성된 단위 정육면체를 이용하여 표현하였다. 단위
정육면체 각 변의 길이는 1이며, 단위 길이를 x, y, z 방향
으로 100개로 나눈 총 1,000,000개의 복셀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콘크리트 시편의 한 변 길이는 40 mm이고, 복셀 한
변의 크기(0.4 mm)와 자료 조사를 통한 섬유의 크기(염광수
등, 2009a, 2009b; 한국콘크리트학회, 2004a)를 고려하여 콘
크리트 내부 섬유의 크기는 장축이 20 mm, 단축이 0.6 mm
으로 결정하였다. 그림 4와 같이 콘크리트 내부 섬유의 분포
를 뚜렷하게 나타내기 위해 콘크리트 부분을 제외한 섬유 부
분만을 복셀로 표현하여 제시하였다.

등, 2005; Chung 등, 2010)
을 가상 콘크리트 시편에 사용하였다.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P 는 재료 내부에 길이가 r이고 (θ, φ)의 각도 성
분을 포함하고 있는 측정 선분(test line)이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재료의 상 분포 상태를 표현하는 확률 분포 함수로
써(Corson, 1974), 두 점이 각각 i와 j상에 위치할 확률을
의미한다(그림 5). 2상 재료의 경우에는 P (r, θ, φ)에서 i(또
는 j)는 1 또는 2가 된다. 일반적인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의 극값은 다음과 같다.
function(Corson, 1974; Gokhale
ij

ij

lim P (r, θ, φ ) = f ,

r

→0

ii

r

lim P ( r, θ, φ ) = [f ]2,

r

→∞

ii

(2)

lim P ( r, θ, φ ) = 0 (i ≠ j )

i

i

→0

ij

lim P (r, θ, φ ) = [f ][f ] ( i ≠ j)

r

→∞

ij

i

j

(3)

여기서 f 는 상의 부피비를 의미하며, r은 두 점사이의 거리,
θ는 측정 선분과 z축과의 각도이고, φ는 측정 선분의 xy평면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 가상 시편
본 연구에서는 섬유 분포의 연결 특성만을 명확히 나타내 으로의 정사영과 x축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재료 내부 임
기 위해 콘크리트는 내부의 골재, 공극, 모르타르 부분은 고
려하지 않은 단일 물질로 가정하여 1번 상은 섬유 입자, 2번
상은 콘크리트인 2상 재료의 RVE를 제작하였다. 가상 모델
의 섬유 percolation threshold 값이 약 0.02(a=20, b=0.6)인
것을 기준으로 섬유 혼입 부피비가 1%, 2%, 3%인 가상 콘
크리트 시편의 섬유 입자를 그림 4와 같이 복셀로 표현하였
고, 콘크리트 내부 섬유 분포를 살펴보면 섬유 부피비가 증
가할수록 섬유 입자가 조밀하게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콘크리트 내부의 섬유의 방향성(orientation)이 임의 등
방(random isotropic)하게 분포되어 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그림 5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의 개념도
통계학적 미세구조 분석 방법인 two-point correlation
Percolation 이론을 이용한 내화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부 섬유 연결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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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그림 6. 섬유 부피비에 따른 가상 시편의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형상

그림 7. 연결된 콘크리트 내부 섬유의 조사 방법 (복셀화된 가상 시편의 끝단 평면에서부터 점진적으로 기준층에서 다음층의 섬유를 나타내
는 복셀의 연결성을 조사)

의의 두 점사이의 거리 r이 0에 가까워 질 때, 두 점이 동
일한 상에 위치할 확률은 상의 부피비로 수렴하고, 두 점이
서로 다른 상에 위치할 확률은 0이 된다(식(2)). 반대로 r이
증가할수록 함수 값은 식 (3)과 같이 각 상의 부피비의 곱으
로 수렴한다(Chung 등, 2010).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결과(그림 6 (a), (b), (c)), 섬유 부피비 1%, 2%,
3% 시편 모두 x, y, z 방향으로 동일한 결과 값이 나타났고,
이는 섬유의 방향이 임의 균등하게 분포된 것을 의미한다.
Percolation threshold를 만족하는 섬유 부피비 2%, 3% 콘
크리트 시편의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변화 추세는
섬유 부피비 1% 가상 콘크리트 시편과 유사하였고, 이 결과
는 two-point correlation function로는 콘크리트 내부 섬유
입자의 연결 특성을 나타내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Torquato
등, 1988)와 동일하였다.
섬유의 연결성 측정 및 분석
이론적으로 percolation threshold 이상의 콘크리트 내부 섬
유 입자는 서로 연결되어 콘크리트를 통과하는 내부 통로를
만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내부 섬유의
percolation threshold를 입체적으로(stereologically) 검증하기
위해 각 섬유 부피비의 콘크리트 가상 시편에서 섬유 입자가
연결된 부분만을 찾아서, 연결된 부분이 콘크리트 내부를 통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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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하는 통로를 형성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각 섬유
부피비의 가상 콘크리트 시편을 xy, yz, zx 평면을 기준층으
로 하여 x, y, z축 방향으로 한 층씩 섬유 입자의 연결성을
조사하였다(그림 7 (a)). 연결된 섬유의 조사 방법은 그림 7
(b)와 같이 기준층에서 섬유로 된 복셀을 조사한 후, 다음 층
의 섬유 복셀 중 기준층과 연결된 섬유 부분만을 찾아 연결
하면서 한층 씩 조사를 실행하였다. 기준층에서 연결된 섬유
복셀을 찾은 후 상단층의 연결된 섬유 복셀을 찾을 때는 그
림 7 (c)와 같이 인접한 상단층의 복셀 25개를 검사하여,
25개 복셀 중 섬유인 복셀을 발견하면 연결된 부분이라고 결
정하였다.
섬유 부피비 1%, 2%, 3% 콘크리트 모델의 x, y, z축 방
향으로 연결된 섬유를 측정한 결과는 그림 8과 같다.
Percolation threshold 이하인 섬유 부피비 1% 모델은 x, y,
z축 방향 모두 내부 콘크리트를 통과하는 연결된 통로를 형
성하지 못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대로 percolation threshold
이상의 섬유 부피비 2%, 3% 모델은 모두 x, y, z축 방향으
로 콘크리트 내부를 통과하는 통로를 형성하였다. 이 결과는
percolation threshold를 만족하는 섬유 부피비를 혼입하면 화
재 시 섬융 용융으로 인하여 생성된 공극이 콘크리트 내부
수증기를 외부로 원활하게 배출하도록 통로를 형성할 수 있
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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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섬유 부피비 별 콘크리트 내부 섬유 입자의 연결 형태
4. 결

론

로 연결된 섬유를 조사하여 내부를 통과하는 통로의 형성을
검증하였다. Percolation threshold를 만족하지 않는 1% 섬유
본 논문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 향상을 위하여 부피비의 모델은 수증기 배출을 위한 내부 통로를 형성할 수
고강도 콘크리트에 섬유를 혼입함으로써 폭렬현상을 억제하 없었지만, percolation threshold를 만족하는 2%, 3% 모델은
는 방법의 효과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강도 콘크리트 내부 통로를 형성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에 섬유를 혼입하면 화재 시 섬유가 용융되면서 공극이 생성
섬유혼입 고강도 콘크리트에서 섬유의 혼입량은 고강도 콘
된다. 이 공극은 콘크리트 내부 수증기를 외부로 배출하는 크리트의 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연구결과(한
통로를 형성하여 내부 수증기압을 감소시켜 콘크리트의 폭렬 천구 등, 2008)가 있다. 그러나 섬유의 혼입량이 증가하면
현상을 억제한다. 섬유 용융으로 인한 공극 생성 시 내부 섬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가 감소하여 콘크리트의 품질을 저하
유 입자들이 서로 연결되어 콘크리트 내부를 통과하는 공간 시킬 수 있고, 화재 시 섬유가 용융되어 많은 공극이 생성되
을 형성하면 폭렬현상을 보다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 면 콘크리트의 강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Dorey
본 연구에서는 섬유혼입 부피비를 이용한 percolation 이론을 등, 2002). 이러한 관점에서 percolation 이론은 섬유혼입 고
콘크리트 내화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percolation 이론의 적용 강도 콘크리트 배합 설계 시 최적의 섬유 혼입량을 결정하는
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각의 가상 콘크리트 시편 내부의 데 효과적이라고 판단된다. 콘크리트 내부 섬유 입자의 연결
섬유 입자 분포를 입체적으로(stereologically) 표현하였다. 에 대한 이론적인 연구와 percolation threshold를 고려한 가
상 콘크리트 RVE 시편과 실제 콘크리트 시편의 확률 통계
1%, 2%, 3% 섬유 부피비의 모델에서 세 직교 방향으로 서
Percolation 이론을 이용한 내화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부 섬유 연결성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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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비교 분석이 병행되면 보다 최적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내화성능을 발현할 수 있는 섬유 혼입량을 제안하고 고성능
내화 콘크리트를 배합 설계, 평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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