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FRM공법의 개요
기존 구체 콘크리트의 열화부 제거 및 요철을 형성시킴으

로서 부착력을 확보하고 바탕면의 먼지및 이물질을 고압수

세척을 통해 제거한 후 전용장비를 이용하여 내화모르타르

를 스프레이 시공한다. 그 다음 외부열화인자의 차단 및 미

관개선을 위해 내화코팅재로 마감하고 새로운 내화보호층

을 형성하여 기존구조물의 내구성 향상 및 재 열화를 방지

하여 화재 발생 시 폭열을 방지함으로써 기존 구조체의 안

전성을 확보한다. 

2. FRM공법의 원리 
2.1 내화모르타르 및 내화코팅재
내화모르타르 및 내화코팅재를 개발하여 화재로 인한 구

조물의 안전성 확보한다.

2.2 내화모르타르 전용스프레이 장비
내화모르타르 전용스프레이 장비는 섬유 뭉침 현상 및 노

즐 막힘현상을 방지하고 역학적 성능 및 내구성을 증진하

여 시공성을 확보한다.  

2.2.1 내화모르타르 전용 믹싱장치 

기존의 믹싱장치는 수평으로 설치되어 배합수를 수동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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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M(Fire Resistance Mortar) 공법
내화모르타르를 전용스프레이 장비로 타설하고
내화코팅재로 도포하는 콘크리트 구조물 내화공법

(주)이알테크 www.er-tech.co.kr 

| 국토해양부 신기술 제 647호, 특허 제10-1016156호

[FRM공법]

•폴리프로필렌[PP섬유]를 내화모
르타르에 혼입해서 폭렬을 방지하
고, 탈락 및 박리를 방지함 

•경량골재 및 중공골재를 이용해
서 열전도율을 낮추고, 고온에서도
구조물의 품질을 유지함

그림 1. FRM공법의 원리

그림 3. 화모르타르 전용스프레이 장비

[기존 공법] 

•고온으로 폭렬이 발생하고, 박리
및 탈락이 발생함 

•강도가 낮고, 내구성능이 떨어지
며, 외부의 진동 및 충격에 취약하
기 때문에 급격히 품질이 저하됨

그림 2. 기존 공법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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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량하였던 것을 내화모르타르 전용믹싱장치는 1차 믹

싱부에서 믹싱장치가 약 45̊  기울어진 상태에서 자동믹싱

을 하고 토출부가 상부에 있어서 내화모르타르가 고착화되

거나 덩어리진 상태로 토출되는 것을 방지한다.

2.2.2 내화모르타르 전용 아지테이터 

기존 아지테이터로 일반적인 모르타르 시공은 가능하지

만 폴리프로필렌섬유를 다량으로 함유한 내화모르타르의

경우 장시간 사용이 곤란하여 내화모르타르 전용의 아지테

이터를 개발하였으며 자재를 펌프 방향으로 이송시키고 와

와류를 일으킴으로서 섬유로 인한 막힘 현상을 방지한다.

3. 내화성능의 확보 
3.1 내화설계 기준
지하철, 지하차도, 장대터널 등의 지하구조물의 대형 화

재사고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토목구조물의

내화설계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다만 고강도콘크리

트의 내화성능기준을 국토해양부 고시 제 2005-122호 :

ISO 834-7의 시험에 의거해서, 주 철근의 온도가 평균

538℃, 최고 649℃이하로 제한하는 성능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나, 토목구조물에 대한 기준이 없으므로 시간가열온도

곡선이 가장 열악한 RABT-화재곡선(5분내 1,200℃에 도

달하여 60분간 지속된 후에 110분동안 냉각하는 곡선)을 준

용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림 3.1은 터널과 같은 폐쇄적 공

간에서 차량 및 차량 적재물에 따른 서로 다른 열방출율, 최

고온도 및 지속시간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는 국제터널협

그림 6.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

▲ 기존 믹싱장치

그림 4. 기존 믹싱장치와 내화모르타르 전용 믹싱장치 

▲ 내화모르타르 전용 믹싱장치

▲ 기존 아지테이터

그림 5. 기존 아지테이터와 내화모르타르 전용 아지테이터

▲ 내화모르타르 전용 아지테이터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

•ISO 및 RABT 내화
곡선에 따른 화재실
험을 통해서 구조물
의 안전성을 확보
•자중증가에 따른
사하중 설계 반영

•각 공정별[내화모르
타르, 내화코팅재]로
시공지침서에
따른 품질 확보
•품질 및 현장관리
를 통한 안전성 확보

•물흡수계수시험 등
을 통해서 내구성 확보 
•내화시험만족으로
화재에 대한 저항성
확보 및 유지관리 지
침서를 작성해서 안전
성 확보 

현장적용성 보급성 구조적안전성

•내화모르타르 및
이중믹싱 장치 개발
•내화공법 개발

•내화성능 확보 및
품질만족
•신뢰성 및 공익성
확보

•내화시험 만족 
•시공지침서 및 내
구성 확보

표 1. 내화공법 개발 과정

표 2. 내화공법 개발로 인한 지하구조물의 안전성 향상

표 3. 내화설계기준

항목 국내 유럽 일본

내화성능

부산〜거제간 침
매터널의 경우
유럽기준 준용
함

내화재 계면온
도 : 380℃이하

내화재 계면온도 :
350℃이하

안전
부산〜거제간 침
매터널의 경우
유럽기준 준용함

구조물의 붕괴
가 없을 것

유독가스의 생성
방지
2차 참사의 발생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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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에서 제시한 표준시간가열온도곡선이다. 

3.2 내화성능의 검증 
3.2.1 RABT-화재곡선(train) 시험 

콘크리트 블록 시험체(1,850×1,250×300mm)의 표면에

내화모르타르를 도포하여 RABT-화재곡선(Train)에 따른

가열조건으로 170분 내화시험을 실시하여 대상 시험체의

콘크리트 모체 표면 온도 및 내부온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강도가 27MPa인 콘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내화모르타르

도포두께는 30mm를 적용하였다.

◎ 시험 장소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내화모르타르 도포  : FRM30, FRC [30mm 도포] 

◎ 열전대(K-type) 위치 : 시험체 표면, 37.5mm [시험체 표면과

철근사이], 75mm[철근위치]

◎ 화재 곡선  : RABT-화재곡선[train] 적용, 170분 가열, 최고온

도 1,200℃ 

3.2.2 RABT-화재곡선 시험 결과 

폭열 현상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RABT-화재곡선 시험

결과 콘크리트 계면에서의 최고온도가 228℃로 유럽의 내

화기준(콘크리트 계면온도 380℃이하) 및 일본의 내화기

준(콘크리트 계면온도 350℃이하)을 만족하므로 우수한

내화성능을 검증하였다. 그림 3.7과 같이 시험 완료 후 내

화모르타르의 탈락이 발생하지 않아 기존 구조물의 내화

손상의 방지 및 구조적인 안전성에도 기여 하는 것으로 판

단된다.

4. FRM공법의 필요성 
4.1 기존 내화재료의 한계점
기존 내화재료는 내화성능이 떨어져 화재가 발생하면, 균

열, 박리, 탈락 및 폭렬이 발생해서 구조물 붕괴 등 대형사

고 위험에 노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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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열전대(K-type) 설치 도면

그림 8. RABT-화재곡선 내화시험

그림 11. 기존 내화재료

<한국건설기술연구원 RABT-화재곡선(train) 시험>
- 시험자 : 이봉재, 기술책임자 김흥열

그림 9. RABT-화재곡선 시험 전(좌)후(우)

그림 10. FRM30 FRC[30mm 도포] RABT-화재곡선 시험결과

• 내화도료
- 내화성능 부족
- 습윤 지역 부착력 저하
- 들뜸 현상 발생

• 내화보드
- 강도가 낮음
- 충격 및 마모저항성 취약

• 뿜칠용 모르타르
- 내구성 및 강도가 낮음
- 박리 및 탈락 위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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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내화재사례

4.3 해외화재사례

5. FRM공법 주요 공정 및 적용 분야 
5.1 FRM공법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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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대구 중앙로역 화재그림 그림 13. 중동I.C 부천고가교 화재

그림 14. Mont Blanc 터널 화재 그림 15. 유로 터널 화재

그림 16 .고타르 터널 화재(라이닝 콘크리트 붕괴)

표 4. 국내 화재 사례

구분 대구 중앙로역 화재 중동I.C 부천고가교 화재

발화일시 2003년 2월 18일 (화) 2010년 12월 13일 (월)

발화원인 방화(지하철 전동차 내부) 25t 유조차 운전자가 차량에
불법적으로 기름을 넣다 발생

직접피해

•사망자 192명, 부상
147명의 인명피해
•대구소방본부 추산 발
표(414 억원)
- 물적피해 : 270억원(전
동차를 포함)
- 역사피해 : 144억원

•불법주차 차량 37대와 불법
점용 컨테이너 9동을전소
•교량 피해 - 강박스 변형 및
찢어짐, 방음
•3개월 이상의 고속도로 본선
차단

간접피해

•현대경제연구원 추계
발표
- 최소 2,850억원(지역총
생산의 1.54%)
- 최고 5,700억원(지역총
생산의 3.08%)

•대구시 사고대책본부
- 중앙로역 인근 상가를
대상으로 한 피해액 조사
173건 83여억원으로 판
단함

•유통
- 중앙지하상가, 중앙로역
인근 상가, 백화점 등의
유통업계는 지하철 계통
이 3개월간 지연될 경우
직,간접피해액은 1,000여
억원으로 추산함

•연합뉴스(2010. 12. 19)
-차량들이 고속도로를 이용하
기 보다는 부천 시내 도로로
우회하는 바람에 시내 도로의
출퇴근 시간대에 극심한 정체
를 빚음

•세계일보(2010. 12. 23)
- 도로공사에 따르면 도로가
통제돼 통행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총 3120억원의 사회비용
이 추가된다고 함, 하루 26억원
의 손실추정됨

•인터넷 더부천(2010. 12. 23)
- 사회적 손실비용은 2천 160
억원, 영업손실 120억원 등
2280억원의 손실이 발생한 것

표 5. 국외 화재 사례

터널명 장소 년도 연장 최고온도 구조물 손상

Mont-
Blanc 프랑스 1999 11.6Km 1000℃

53시간

•900m구간에서
천정부에 최대
70cm폭렬 발생 되
어 라이닝 천정 파
괴

영불
해협터널

영국
프랑스 1996 49.4Km 1100℃

9시간

•2.0Km구간 콘크
리트 라이닝 박리
300~500m 범위
는 두께 40cm 세
그먼트가 아주 심
하게 파게 되어 암
반 노출

고타르
터널

오스트
리아 2001 16.9Km 27시간

•250m 구간 천정
부 콘크리트 폭렬
로 붕괴

고타르
터널

오스트
리아 1997 16.9Km 30분

•50m 구간의 천
정부위에 100㎡ 콘
크리트 폭렬 손상
발생 

[이중믹싱장치로 내화모르타르 믹싱] 

•이중믹싱장치를 이용한 내화모르

타르 배합

-물/시멘트비 조절

-분말 및 폴리프로필렌섬유(PP섬유)

의 분산성 확보

[스프레이장비를 이용한 내화모르타

르 타설] 

•내화모르타르 타설을 위해서 적절

한 이송거리 타설각도 및 거리 확보 

•스프레이 장비를 이용한 내화모르

타르 타설 및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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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FRM공법 구조물 적용(신설용) 
5.2.1 FRM공법 적용 분야(신설용) 

5.2.2 FRM공법 시공개요도(신설용)

5.2.3 FRM공법 내화모르타르 물성

5.2 FRM공법 보수용 내화모르타르

5.2.1 FRM공법 적용 분야(보수용)

5.2.2 FRM공법 시공개요도(보수용)

5.2.3 FRM공법 내화모르타르 물성

6. FRM공법 기대효과 및 시공사례 
6.1 FRM공법 기대효과 
구조물의 내화대책기술로서 유기섬유를 혼입한 콘크리

트에 의해 폭렬을 방지하는 공법 등이 개발된 적이 있으나,

이는 주로 건축구조물에 한정되어 활용되었으며, 토목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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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화코팅재 도포] 

•내화코팅재 배합

•롤러 혹은 붓을 이용해서 도포

및 양생

그림 18. 대심도 터널 그림 19. 침매 터널

그림 21. 화재로 인한 박리, 박락 그림 22. 내화모르타르 보수

그림 20. FRM공법 시공개요도(신설용)

그림 23. FRM공법 시공개요도(보수용 )

표 6. 내화모르타르 물성(신설용)

구분 FRM30(A) - 구조물 적용(신설용)

내화기준 (RABT-화재곡선) 콘크리트계면 온도가 350℃이하

부착강도 0.2 이상

압축강도 5.0 이상

휨강도 2.0 이상

표 7. 내화모르타르 물성(보수용)

구분 FRM30(B) -구조물 적용(보수용)

내화기준 (RABT-화재곡선) 콘크리트계면 온도가 350℃이하

부착강도 1.0 이상

압축강도 20.0 이상

휨강도 6.0 이상

그림 17. FRM공법 주요 공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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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적용하기에는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이 기준에 적

합하지 않았다.

이에따라 FRM공법을 개발하게 되었으며 본 공법은 고온

에 화재에 견딜수 있는 능력이 우수하며 구조물 폭렬 및 열

화현상을 방지할 수 있어 콘크리트 탈락은 물론 구조물 붕

괴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화재가 발생하여

손상된 구조물의 보수에도 활용할 수 있는 기술로서 국내

의 건설시장에서의 적극적인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 

6.2 FRM공법 시공사례 

그림 24. FRM공법의 시공사례  

고가교량
PC Beam 내화보수

공사
(2011.07)

지하공동구
Box 구조물 내화보수

공사
(2011.06)

철도 고가교량 하부
내화모르타르 도포 시험

시공 
(2011.05)

•현황
교량 하부의 화재로
인하여 PC Beam에
서 콘크리트 탈락 등
의 손상이 발생함
•시공개요
FRM공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보
강 및 화재로부터 원
구조물을 보호함

•현황
콘크리트의 박리, 박
락, 균열, 철근 노출
등이 조사되었으며
화재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시공개요
FRM공법을 적용하여
구조물의 내하력 보
강 및 화재로부터 원
구조물을 보호함

•현황
교량 하부의 인화성 물
질로 인하여 화재 발생
시 상부 구조물의 안전
성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상황임
시공개요
•FRM공법을 적용하
여 구조물의 내하력
보강 및 화재로부터
원구조물을 보호함

074-079 기술(3)_(82-89)TN-신기술3(7)  12. 06. 11  오후 3:11  페이지 7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