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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ccurately analyze the damage of bridges in order to determine 

whether fire bridges can be used continuously or to provide information on maintenance augmentation 

data. Method: XRD, SEM and EDS analyzes of concrete were carried out to estimate the fire 

temperature transferred to the structure, and analyzed by depth and area from PSCI beam and bottom 

plate concrete surface. Results: Test results G12,11 for the fire zone concrete were confirmed to be 

affected by heat up to depth of 60mm and the temperature of the hydrothermal heat was above 1000 

°C. Also, the girder G10,9,8 was relatively weakly damaged compared to G12,11, and the degree of 

damage was confirmed to be affected by heat up to a depth of 40 mm. Conclusion: Based on the 

analyzed data, it is considered that if the repair / reinforcement and periodic inspection are carried out, 

the bridge can secure sufficient safety even considering the damage caused by the fire.

Keywords: Damage analysis, fire outbreak, XRD (x-ray diffraction), SEM (scanning election 

microscope), EDS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Compression strength, tension strength

요 약

연구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화재가 발생한 교량의 지속적인 사용가능 여부를 결정하고 보수·보강에 대

한 근거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교량의 화재 손상여부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이다. 연구방법: 구조물에 

전달된 화재온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XRD, SEM 및 EDS 분석 등을 실시하였으며, PSCI 

Beam 및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별, 구역별로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화재구간 콘크리

트에 대한 시험결과 G12,11은 깊이 60mm까지 열에 의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열온도는 최

대 1000°C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G10,9,8 거더는 G12,11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를 입었으

며 피해 정도는 최대 40mm 깊이까지 열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론: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보수‧보강과 정기적인 점검을 시행한다면 본 교량은 화재에 의한 손상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손상분석, 화재, X-선 회질분석, 주사전자현미경분석, 에너지분산형분광분석, 압축강도, 인

장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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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철근 및 콘크리트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구조재료 중에서 가장 내구성이 좋은 재료에 속하며 일반적으로 철근은 인장강도

에 콘크리트는 압축강도에 저항하는 구조재료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재료가 고온에 노출될 

경우에는 2001년 9월 11일에 발생한 끔직한 테러로 미국 뉴욕의 110층 세계무역센터 쌍둥이 빌딩의 붕괴에서 알 수 있듯이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물론 무역센터의 붕괴는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이 존재 하지만 콘크리트와 철근이 고온에 노

출되면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의 급격한 저하, 탄성계수의 저하, 균열, 폭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에 이르게 된다. 

고온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콘크리트의 배합과 재료의 성질 특히, 골재의 성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기 때문

에 각종 강도 특성 중에서도 고온으로 가열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의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또한 열에 노출된 

콘크리트는 시멘트의 종류, 골재의 암질, 배합, 함수율, 재령에 따라 콘크리트의 재료특성이 달라지며 화해를 입은 콘크리트

의 수열조건에 따라 매우 복잡한 양상을 띠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E.K et al., 2008).

철근 콘크리트 부재를 설계하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무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구조물 설계에서 콘크리트

의 인장강도가 문제가 되는 일은 드물다. 그러나 구조물에 따라서는 기능유지 및 내구성 관점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등의 문

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부재에 작용하는 열응력이나 고온 가열로 생기는 변형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인장강도의 평가도 매

우 중요하다. 콘크리트는 화재와 같은 고열을 받게 되면 부재의 표면이 부분적으로 파편이 떨어지게 된다. 폭열은 콘크리트

의 열전도율과 함수율이 클 경우 급격한 고열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Hertz (2003)은 폭열은 내부수분의 증기압, 열응

력, 골재의 광물 특성, 시멘트의 밀실성, 가열 온도 및 가열 속도, 콘크리트의 재령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발생

한다고 발표하였다.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함수량, 골재의 종류, 배합 및 시

멘트의 종류, 온도와 공기량 등 다양한 것으로 발표되었다. 열전도율은 거의 함수량에 비례하여 변하며 가열 시에는 수분이 

증발함에 따라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기술되었다(Li et al., 2004). 

Sangluaia et al. (2013)은 콘크리트는 가열되면 골재와 시멘트풀 간의 열팽창률의 차이로 조직 이완이 발생하고 수분의 이

동 및 증발에 의해 물리적·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발표하였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고온으로 가열하게 

되면 크게 저하된다.

본 연구에서는 화재가 발생한 교량의 시료를 채취하여 X-선 회절분석(XRD : x-ray diffraction),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SEM : scanning election microscope) 및 에너지 분산형 분광 분석(EDS :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을 시행하

여 손상여부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기본 자료로서 활용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대상교량은 열차와 전철 운행이 빈번한 경부선 철도교로 2001년 준공이후 18년이 경과한 교량으로 상부구조 

형식은 PSCI Beam 거더, 하부 구조는 다주식 π형 라멘구조로 구성되어 있다(Fig. 7 대상교량의 종평면도 참조). 교량의 손

상분석을 위해 사용된 시험장비는 Table 1과 같으며 본 연구에서 사용된 기호는 Table 2에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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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major analysis device

Type of work Used equipment Model Used equipment Model

Property of 

matter test

X-ray Diffractometer

Field Emission Scsnning

Energy Dispersive 

D8 Discover with GADDS

LEO-1530

S-2500C

X-ray Spectroscopy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Metallographic microscopes

MCCB NFB-F53

LEICA DMRXP,FP900

Appearance 

examination
Camera, Ladder, Aerial working platform, Tape measure

Take 

photograph of 

equipment a. Aerial working

 platform

b. XRD(X-ray 

diffractometer) 

c. SEM

(Scanning electrone 

microscope)

d. Universal testing 

machine

e. Rebar detector f. Metallographic 

microscopes

Table 2. Definition of symbols

Classify Symbol Classify Symbol Example

Upper 

structure

Span

Main girder

Cross beam

Slab

S

G

CB

SL

Lower

structure

Abutment

Pier

A

P

S35 : 35th span

G10 : 10th from right girder

P35 : No.35 pier CB4~5

P35 : No.35 girder

외관조사

화재로 인한 교량의 손상분석을 위해 먼저 상세 육안조사를 통해 폭열로 인한 박리, 박락, 철근노출, 그을음 및 파손 등을 

관찰하고 이를 분석하였다. 

바닥판을 외관 조사한 결과 캔틸레버 하면과 측면의 경우 교각 P34와 P35 지점부 약 6m를 제외한 전체 경간에 걸쳐 폭열에 

의한 철근노출, 박리, 박락 등이 발생된 것으로 보이며 PSCI Beam 거더 사이의 바닥판(G10,11CB2~3와 G11,12CB2~3)과 가로보

에 국부적인 콘크리트 박락 등이 발견되었다.

화재의 고열에 의해 콘크리트의 변색과 그을음은 S35의 경우 화재의 진화를 위한 살수에 직접 접촉된 캔틸레버 하면과 측

면을 제외한 경간전체에 분포되어 있었으며 화재구간 경간 S34는 G4~9CB4~5에 경간 S36은 G7~12CB1~3구간에 주로 발생되어 

있었다.

Fig. 1에서 알 수 있듯이 콘크리트 바닥판의 캔틸레버 구간은 철근깊이 약 40mm이상 열에 의한 직접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내부 콘크리트 바닥판은 철근 피복두께 정도의 손상이 확인되었다. 콘크리트 바닥판의 변색정도는 캔틸레버인 경

우 회백색 및 담황색, 내부 G11,12CB2~3는 회백색(600-950℃), 이밖에 구간의 색상정도는 그을림(검정색) 및 핑크색(일부)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600℃이하의 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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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aged of slab Damaged of PSCI Beam Damaged of pier

(a) S35, Exposure and 

exfoliation of rebars 

under cantilever

(b) G10,11CB2~3 

exfoliation and soot in 

slab

(a) G12CB3~4 Concrete 

exfoliation and rebar 

exposure

(b) G11CB2~3 Bottom 

flange exfoliation

(a) P35 Concrete 

exfoliation

(c) G11,12CB2~3 

exfoliation and soot in 

slab

(d) S35 Soot in slab (c) G9,10CB2~3 Concrete 

exfoliation and rebar 

exposure

(d) S36 Soot under girder (b) Support pole concrete 

exfoliation

Fig. 1. exterior damage due to fire

PSCI Beam은 S35 경간 총 12본의 거더 중 결함이 심한 G8~12(5본)는 하부플랜지 하면에 폭열에 의한 철근노출, 박리, 박락, 

그을음이 조사되었으며 나머지 G1~7과 S34 S36의 거더들은 그을음이 있을 뿐 비교적 양호한 상태였다.

화재로 인해 직접적으로 고열을 받은 외측거더인 S35G12는 콘크리트 변색 상태가 담황색, 내측 거더인 G10과 G11은 회백색

을 띠고 있는 것으로 보아 수열온도는 G12는 950℃~1200℃, G10G11은 600℃~950℃로 추정가능하며, G8~9는 핑크색 및 그을

음이 있는 것으로 보아 대략 600℃ 이하의 수열온도를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현재 PSCI Beam은 화재에 의한 폭열로 콘크리트 박락(40mm) 및 상․하 플랜지 모서리부 철근노출 등의 결함이 존재하며, 

단면손실이 부분적으로 발생되어 있는 상태이다. 또한, PSCI Beam의 주부재인 PS강선의 손상여부를 확인하고자 육안조사

를 실시하였으나 PS강선 쉬스관까지 콘크리트가 파손된 부위는 조사되지 않았다.

P35 교각의 결함상태의 양상으로 보아 바닥판이나 PSCI Beam 거더에 비해 고열에 의한 손상을 비교적 덜 받은 것으로 조

사되었으며 단지 교각의 하단부와 코핑부에 연결된 전차선전주 지지물의 콘크리트 박락과 그을음이 조사되었다.

콘크리트의 화재손상분석

화재로 인한 콘크리트의 품질상태, 내구성 등을 평가하기 위해 외관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건전부와 손상부의 콘크리트 및 

철근의 코어 공시체 및 시료를 채취하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 및 XRD, SEM , 철근의 인장시험 및 EDS에 의한 미세구

조를 관찰하고 화재온도에 의한 손상 정도를 분석하였다. 채취한 시료의 항목은 Table 3에 정리하였다. 



KOSDI 483

Hak-Sool Lee and Sung-Ryong Yang | Damage Analysis of the Bridge Structure Caused by Fire Outbreak

Table 3. location and items of concrete and steel sample

No Survey location Category No Survey location Category

1~5 G12, G11, G10 ,G19, G8 CB4~5

PSCI 

Beam, 

under 

flange

13mm, 

core form

25 P35 Pier coping healthy 100mm, core form

6~10 G12, G11, G10 ,G9, G8 CB3~4

26 Cantilever slab, 2L/4 point
100mm, 

penetration11~15 G12, G11, G10 ,G9, G8 CB2~3

27 P35 Damaged in pier coping 100mm, core form16~18 G12, G11, G10 CB1~2

19 Cantilever slab, 3L/4 point
13mm, 

core form

28 Cantilever slab, CB2~3

Rebar collection,

L=300mm

20 Cantilever slab, 1L/4 point

29 Cantilever slab, CB3~421 P35 Damaged in pier coping

22 G12, 2L/4 point
PSCI Beam 

underbody

100mm, 

Underbody

center penetration

30 G12, 2L/4 point PSCI Beam

23 G11, 2L/4 point
31 P35 Pier coping damaged

24 G10, 2L/4 point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콘크리트의 품질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설계기준강도에 적합한지를 조사하

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건전부와 손상부에서 공시체를 채취하여 표면을 연마한 후 KS F 2405 및 2422에 준하

여 초당 0.6±0.4 MPa의 압축력을 증가시키며 파괴 시까지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채취된 코어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화재로 인해 폭열이 심한 G12 2L/4 지점의 경우 압축강도가 25MPa, G11 2L/4 지점은 28MPa, G10 2L/4 

지점은 33MPa로 각각 측정되었으며 화재에 의한 폭렬이 심한 부위(P35 Pier, Cantilever, 2L/4 point)일수록 강도저하 현상

이 뚜렷함을 보였다.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s of concrete

Sample collection Sampling direction
Compressive strength 

(MPa)

Design basis strength 

(MPa)

G12 2L/4 point 100mm, Underbody center penetration 25 35

G11 2L/4 point 100mm, Underbody center penetration 28 35

G10 2L/4 point 100mm, Underbody center penetration 33 35

Cantilever, 2L/4 point 100mm, Core form 26 24

P35 Pier
coping, healthy 100mm, Core form 32 21

pillar, damaged 100mm, Core form 31 21

XRD 분석

손상된 콘크리트의 화합물에 대한 정성 및 정량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XRD 분석을 시행하여 고온에 노출

된 콘크리트의 수화물변화를 정량적으로 측정하고 이 결과를 토대로 화재온도를 추정하였다. 채치한 시료 위치 부위별로 표

면에서부터 깊이에 따라 XRD 분석을 시행하였다. 성분 분석에 사용된 기호는 Table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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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main peak index of hydration products and reaction products index

Legend Chemical symbol Name Legend Chemical symbol Name

● SiO2 Silicon Oxide (Quartz) CaCO3 Calcium Carbonate (Calcite)

Ca(OH)2 Portlandite CaO Calcium Oxide

Table 6은 건전부 콘크리트 시료를 전기로에서 100~1200℃로 가열하고 XRD 분석을 시행하여 얻어진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00℃이하의 경우 시료가 열화 되기 전 Ca(OH)2 결정과 CaCo3결정이 공존하고 있으나 500℃까지 가열되었을 경우 

Ca(OH)2가 제거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6의 500℃~700℃의 반응은 다음과 같다.

Ca(OH)2 → CaO + H2O 

Table 6. XRD analysis results of concrete samples

Temper-

ature
Experiment result

Temper-

ature
Experiment result

Temper-

ature
Experiment result

Less than 

300℃

500℃

~

700℃

More than 

1,000℃

이는 화재 발생 시 콘크리트가 고온에 노출 되면 H2O는 수중으로 증발하게 되어 CaO만 남게 된다. 따라서 시멘트 수화물 

중 CaCo3의 경우 화재 발생 시 500~700℃에서는 CaCo3결정구조는 파괴되지 않으나 Ca(OH)2결정은 분해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1000℃이상 가열 되었을 경우 CaCo3도 분해되는 결과물을 보였다. 분해 반응은 다음과 같다.

CaCo3 → CaO + CO2

화재 손상부위의 콘크리트 채취 시료에 대한 XRD 분석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이를 바탕으로 화재구간의 깊이에 따른 화

재 온도를 추정할 수 있으며 이는 Table 8과 같다. Table 7의 결과와 Table 6의 결과를 비교․분석하면. 외관상 화재에 가장 많

이 노출되었던 G12CB3~4 PSCI Beam 하부플랜지의 경우 표면에서부터 깊이 20mm까지 열이 1000℃이상 노출되어 CaCo3

가 존재하지 않고 CaO만 존재하여 콘크리트의 결정이 완전 파괴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0mm~60mm의 경우 CaCo3와 

CaO가 같이 공존하여 500℃~700℃의 열을 받았으며 표면에서부터 80mm깊이에서 Ca(OH)2가 존재하여 콘크리트 결정이 

건전부와 동일하게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화재의 영향을 심각하게 받은 G12 2L/4 지점, PSCI Beam 복부도 상기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동일한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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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XRD analysis of fire damaged concrete

Depth G12CB2~3 PSCI Beam lower flange G11CB2~3 PSCI Beam lower flange

20mm

1000℃ 1000℃

40mm

500~700℃ 500~700℃

60mm

500~700℃

 

Less than 300℃

80mm

Less than 300℃ Less than 300℃

Table 8. Results of thr temperature estimation by XRD analysis

Test location Depth(mm)
Assumed fire 

temperature(℃)
Test location Depth(mm)

Assumed fire 

temperature(℃)

G12CB1~2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G11CB4~5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20 More than 1000 20 500~700

40 500~700 40 Less than 300

G12CB2~3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G11CB2~3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20 More than 1000 20 More than 1000

40 500~700 40 500~700

60 500~700 6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G12CB3~4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G11CB3~4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20 More than 1000 20 More than 1000

40 500~700 40 500~700

60 500~700 6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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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적인 화재를 받지 않은 G8CB2~3, PSCI Beam 하부플랜지 등의 경우 Ca(OH)2가 분해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300℃이

하의 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구조물의 열화에 의한 피해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8. Continued

Test location Depth(mm)
Assumed fire 

temperature(℃)
Test location Depth(mm)

Assumed fire 

temperature(℃)

G12CB4~5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G10CB1~2 PSCI Beam lower 

flange

0 Less than 300

20 More than 1000 20 Less than 300

40 500~700 40 Less than 300

G11CB1~2 PSCI Beam 

lower flange

0 500~700
G10CB4~5 PSCI Beam lower 

flange

0 500~700

20 500~700 2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G10CB2~3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G9CB2~3 PSCI Beam lower 

flange

0 500~700

20 500~700 2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60 Less than 300 6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G10CB3~4 PSCI Beam 

lower flange

0 More than 1000

G9CB3~4 PSCI Beam lower 

flange

0 500~700

20 500~700 2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60 Less than 300 6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80 Less than 300

G10CB4~5 PSCI Beam 

lower flange

0 500~700
G11 2L/4, PSCI Beam 

underbody

0 More than 1000

20 Less than 300 20 More than 1000

40 Less than 300 40 500~700

G9CB4~5 PSCI Beam 

lower flange

0 Less than 300
G10 2L/4, PSCI Beam 

underbody

0 More than 1000

20 Less than 300 20 500~700

40 Less than 300 40 Less than 300

G8CB2~3 PSCI Beam 

lower flange

0 Less than 300

Cantilever slab, 1L/4

0 1000

20 Less than 300 20 1000

40 Less than 300 40 500~700

G8CB3~4 PSCI Beam 

lower flange

0 Less than 300

Cantilever slab, 2L/4

0 1000

20 Less than 300 20 1000

40 Less than 300 40 500~700

G8CB4~5 PSCI Beam 

lower flange

0 Less than 300

Cantilever slab, 3L/4

0 1000

20 Less than 300 20 1000

40 Less than 300 40 500~700

G12, 2L/4, PSCI Beam 

복부

0 More than 1000

P35 Pier coping healthy

0 Less than 300

20 More than 1000 20 Less than 300

40 500~700 40 Less than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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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부위별로 XRD를 평가한 결과 가장 손상이 많은 부위는 PSCI Beam G12와 G11의 CB2~3구간으로 이 부위와 근접할수록 

표면에서부터 깊이 20mm까지 1000℃이상의 열을 받았으며 60mm까지 화재에 의한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

다. 위의 분석에서도 알 수 있듯이 화재 영향을 많이 받은 캔틸레버 바닥판 lL/4~3L/4까지 G12CB2~4, PSCI Beam 하부플랜지

는 표면에서부터 깊이 20mm까지 1000℃이상의 열을 받았으며 깊이 60mm까지는 시멘트 수화물에 손상이 있었으나 깊이 

80mm이상은 건전한 상태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P35교각 코핑 건전부와 손상부를 비교한 결과 40mm 손상부위는 표면에서 20mm깊이까지 1000℃이상의 열을 받았으며 

깊이 40mm까지 CaO가 존재하여 콘크리트가 손상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EM에 의한 미세구조 분석

일반적으로 표면의 물리적 성질에 관한 정보는 SEM을 통해 얻어진다. SEM분석을 위해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건전부와 

화재에 노출된 부위의 콘크리트를 500~5000배까지 촬영하였다. 화재손상을 온도별로 비교하기 위하여 건전부의 콘크리트 

표준 시료를 건조로에 0~1000℃까지 각각 가열하여 Fig. 2와 같이 정리하였다.

(a) 0℃ (b) 100℃ (c) 200℃ (d) 300℃ (e) 400℃ (f) 500℃

(g) 600℃ (h) 700℃ (i) 800℃ (j) 900℃ (k) 1000℃

Fig. 2. SEM analysis results of the sample

Fig. 2(a)와 같이 열을 받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표면의 결정이 깨지지 않아 조직이 치밀한 반면 가열온도가 증가할수록 콘

크리트의 조직 내 결정수의 증발로 인하여 300℃이상부터 수화물이 마르며 미세 균열이 발생되었다. 온도가 100℃씩 증가

할수록 표면이 건조해지며 600℃에서는 상당히 심한 균열이 발생되었음을 볼 수 있다. 

시멘트 수화물 중에는 Ca(OH)2, CaCO3, 애트링게이트 등의 성분이 있는데 이 중 애트링게이트는 알루미늄+황+물 등으

로 구성되어 있다. 600℃이상의 열을 받게 될 경우 이 결합이 깨지면서 H2O가 수중으로 증발하게 되어 수분이 사라지며 수화

물 결합이 손상된다. 이러한 결과를 실제 화재에 의하여 손상된 콘크리트 시료와 비교/분석하였다. 

화재에 따른 콘크리트 표면의 온도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채취시료를 깊이별(표면, 20mm, 40mm, 60mm, 80mm)로 판독

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화재에 노출이 심한 콘크리트의 경우 콘크리트 표면이 갈라지거나 탈수로 인해 변화의 정도가 심하

며 콘크리트의 미소조직이 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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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G12CB2~3 PSCI 

Beam lower flange

G12CB3~4 PSCI 

Beam lower flange

G11CB2~3 PSCI 

Beam lower flange

G11CB3~4 PSCI 

Beam lower flange

G10CB4~5 PSCI 

Beam lower flange

G9CB4~5 PSCI 

Beam lower flange

표면

20mm

40mm

60mm

80mm

Fig. 3. SEM analysis results of the collection samples

화재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경우 500℃부터 콘크리트 조직에 미세균열이 존재하였으며 화재의 손상이 비교적 심한 

G12,CB2~3 지점의 경우에는 표면에서부터 깊이 20mm이상이 되는 부위까지 1000℃의 고온을 받아 심한균열과 잔상이 많이 

관찰되었다.

80mm깊이의 콘크리트는 양호한 수화물 형태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고열로 인한 손상

의 영향이 줄어들며 따라서 미소 조직의 구조 변화가 감소되어 가고 있음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화재에 영향을 심하게 받은 

G12, CB2~4와 G11, CB2~3 지점 또한 상기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직접적인 화재구간에서 다소 떨어진 G10CB4~5, G9CB4~5, G8CB4~5의 경우는 콘크리트가 건전한 상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

러한 SEM의 결과는 XRD분석 결과와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철근의 화재손상 분석

화재 구간 철근의 고열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철근 4개의 시료(PSCI Beam 1개, 캔틸레버 바닥판 2개, 교각 1개)를 

채취하여 인장강도시험 및 현미경에 의한 철근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철근은 고온의 영향을 받을 경우 기계적 성질이 복잡하게 변화한다. 화재에 노출된 강재의 기계적 성질을 분석하는 가장 

신뢰성 있는 방법은 구조물에서 직접 강재를 채취하여 인장강도를 측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 채취한 깊이는 0.5m 정도

로 구분하여 인장강도 및 현미경에 의한 조직변화 시험을 진행하였다.

철근의 인장강도 시험

먼저, 철근의 배근 위치를 확인하고 구조물의 화재발생강도, 외관조사결과 및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여 철근시료를 채취하

여 유압식 만능시험기로 인장강도 및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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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연구의 대상교량에서 가장 폭열이 심하고 철근이 노출된 부위에서 채취한 시료에 대한 응력-변형률 측정 결과를 도시화 

한 것이 Fig. 4이며, 그 결과를 정리한 것이 Table 9이다. 배근된 철근의 제조회사는 동국제강이었으며 설계도면의 항복강도

는 fy=300N/mm2, 인장강도는 ft=440N/mm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시험결과, 채취한 철근의 항복강도는 401.58~440.88N/mm2의 결과를 얻었으며 응력-변형률선도 역시 일반적인 철근과 

비교할 때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화재 시 철근을 감싸던 콘크리트가 열에 의해 박리된 후 철근이 열에 직접적으

로 노출된 시간이 길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되며 철근의 항복 및 인장강도 시험 결과만을 고려한다면 PSCI Beam 및 콘크리트 

바닥판에 사용된 철근은 화재에 의한 열손상이 적었음을 알 수 있다.

y i e l d 

tensile 

failure 
y i e l d

tensile st.

(a) G12 2L/4 point, PSCI Beam (b) Cantilever slab CB2~3 point

y i e l d 

tensile st.

y i e l d 

 tensile st.

(c) Cantilever slab CB3~4 point (d) P35 coping damaged

Fig. 4. load-displacement curve of the reinforcing bars

Table 9. Tensile strength measurement results of the reinforcing bars(N/mm2)

Sample ollection Survey location Yield strength Tensile strength note

PSCI Beam G12 2L/4 point 408.68 591.95 DONGKUK

STEEL

D13mm

(1.267cm2)

Slab
Cantilever slab CB2~3 point 401.58 565.67

Cantilever slab CB3~4 point 440.88 625.09

Pier P35 coping damaged 405.37 553.35

철근의 미세구조 분석

금속의 세부조직은 편광현미경 및 금속현미경, 반사현미경 등을 사용하여 철근조직을 관찰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와 함

께 EDS 분석을 통해 철근의 성분을 조사하면 물리적 변화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속현미경에 의한 미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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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변화, EDS 분석에 의한 성분변화의 여부를 조사하였으며 철근은 다이아몬드 커터로 절단하여 표면을 관찰하였다. 컴퓨

터로 화상을 저장할 수 있도록 약 500배율로 표면조직을 촬영하였으며 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a)는 화재에 영향을 받지 않은 표준시료의 표면조직이며 화재로 인해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채취된 철근

의 분석사진을 비교/검토한 결과 육안으로 정확히 분석하기는 어렵지만 화재를 접한 이후의 철근 표면 손상은 미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것은 철근의 항복 및 인장강도시험 결과와 동일함을 알 수 있다.

(a) Standard sample (b) G12 2L/4 point PSCI 

Beam

(c) Cantilever slab CB2~3

point

(d) Cantilever slab CB3~4 

point

(e) P35 pier coping 

damaged

Fig. 5. surface texture photograph of reinforcing bars 

화재구간에서 채취한 철근의 성분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EDS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분석 장비는 Hitachi사의 S-2500C

를 사용하였다. EDS를 통해 시료에 발사된 전자빔이 시료와 충돌하여 발생되는 2차 전자를 검출하여 시료의 미세한 표면 구

조형태를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또한, 각 물질에 에너지를 가할 경우 물질마다 고유의 특성 에너지가 발생되는 것을 검출하

여 시료의 정성/정량의 원소 분포를 측정하였다.

채취한 철근에 대한 EDS분석 결과를 500배로 촬영하였고 화재 부위 철근의 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부분(표준시료)과 화재로 손상을 입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철근 부위를 비교․분석하였다. 표준시료와 화재 손상 철근의 EDS 

분석결과는 Fig. 6와 같다. 이 결과에서 화재에 노출된 철근과 화재에 노출되지 않은 철근의 성분이 큰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항복 및 인장강도 시험결과와 금속현미경에 의한 미세조직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결과로서 본 연구대상 교량의 

철근은 화재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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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andard sample (b) G12 2L/4 point PSCI Beam

(c) Cantilever slab CB2~3 point (d) Cantilever slab CB3~4 point

(e) P35 pier coping damaged

Fig. 6. EDS analysis results of the reinforcing bars 

Fig. 7. Longitudinal plan view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대상 교량구조물의 화재로 인한 고열이 교량의 PSCI Beam과 콘크리트 바닥판에 영향을 미쳐 내구성과 사

용성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대상 교량 구조물의 외관조사,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및 X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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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M, 철근의 인장강도시험 및 EDS를 시행하여 PSCI Beam 및 바닥판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의 깊이별, 구역별 손상정도

를 평가하였다.

외관조사 결과 교량하부 화재에 의한 PSCI Beam 및 바닥판의 손상은 Con'c 박리, 박락 및 철근노출이 발생하였다. 화재에 

의하여 직접적으로 열에 노출된 S35 경간 외에 인접한 S36 경간은 그을음이 조사되었고 난간(22.8m)과 배수관(1개소)이 파손

되었으며 교량받침 및 전신주의 도장이 손상되었다.

XRD, SEM 및 EDS 분석에 의한 화재구간 콘크리트의 시험결과 G12,11은 깊이 60mm까지 열에 의한 영향이 미친 것으로 

확인되었고 수열온도는 최대 1000°C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G10,9,8 거더는 G12,11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한 피해를 입었으며 피해 정도는 최대 40mm 깊이까지 열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G7~1까지는 화재에 의한 그을음만 존재할 뿐 열에 의한 직접적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켄틸레버 바닥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화재 손상을 입은 철근 4개소를 채취하여 인장강도, SEM 및 EDS에 의한 시험결과 철근은 30MPa의 설계기준을 만족하

고 미세조직에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분석된 자료를 근거로 보수‧보강을 시행하고 향 후 정기적인 점검을 통해 유지관리를 이행한다면 본 교량은 

화재에 의한 손상을 감안하더라도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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