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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a demand for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by reducing construction period is 
increasing because of the slump of the construction business, the increasing price of 
raw-materials and the enforcement of after-sale system. As a method of reducing construction 
period, many construction companies usually apply a method of reducing curing period. But if 
they use an existing early strength cement or admixture, they spend a heavy cost on materials 
and there are many problems, such as a heat of hydration and a loss of workability.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a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by reducing construction 
period as a earlier removal time of form. To check up application of concrete using high early 
strength binder and admixture, comparative tests were carried out with concrete using an 
existing early strength cement or admixture such as tests of diurnal variation, setting time and 
compressive strength. 

요  약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및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후분양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단축에 의
한 공사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공사기간 단축을 위한 방안으로 조강 콘크리트를 사용
하여 양생기간을 단축시키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지나 기존의 조강시멘트나 조강혼화제를 사
용할 경우 고가의 재료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초기 수화열 증가 및 작업성 저하 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에 적용하여 거푸집 탈형 시기를 
앞당김으로써 공기단축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달성하고자 한다.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
크리트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의 조강시멘트와 조강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함께 
경시변화시험 및 응결시간 측정시험 그리고 압축강도시험 등의 비교 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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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경기의 침체 및 원자재가 상승 그리고 후분양제의 시행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공사비 절감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시 거푸집 탈형 시기를 앞당겨 공기단축에 의한 공사비 절감을 달성할 수 있다. 그러나 기존
의 조강시멘트와 조강혼화제를 사용할 경우 고가의 재료비용이 소요될 뿐 아니라, 콘크리트의 초기 
수화열 증가 및 작업성 저하 등의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경제적인 동시에 우수한 작
업성을 지닌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본 연구는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적용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현
장의 공사비를 절감하기 위한 연구로,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 물성 시
험 및 역학 시험을 실시하였다.

2.  실내 시험 계획

   공사기간 단축은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에 의해 양생기간이 단축되어 거푸집의 탈형 시간이 
앞당겨짐으로써 실현 가능하며 이를 위해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조강 특성 
및 현장 적용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내시험을 실시하였다.

2.1 관련기준 및 연구목표
   조강형 결합재를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강도가 단시간에 거푸집 탈형 기준을 만족함과 동시에 
타설을 위한 최소한의 작업성 유지시간이 필요하므로 표 1과 같이 연구 목표를 선정하였다.

 구  분 압축강도 응결시간
거푸집 탈형 기준 연구 목표 작업성 유지 연구 목표

조강형
결합재

2/3 fck 이상,
14.0 MPa 이상

14 시간 이내
강도 발현 운반/타설/마감까지 5 ~ 7 시간

표 1  연구 목표

2.3 시험 배합비
   사전 시험을 통해 선정되어 시험에 사용된 배합은 표 2와 같다. 

No. Sample Type W/C(%) S/a(%) Unit Weight (kg/㎥) 지연제
(kg)

PC계 조강
혼화제(kg)W C S G

1 1종 375 42.7 48.0 160 375 879 959 3.75 3.75
2 400 40.0 47.0 160 400 851 967 4.00 4.00
3 3종 375 45.9 48.0 172 375 866 945 3.75 3.75
4 400 42.3 47.0 169 400 842 957 4.00 4.00
5

3종*
330 51.5 48.0 170 330 884 965 3.30 3.30

6 350 48.6 47.5 170 350 856 929 3.50 3.50
7 370 48.0 47.0 178 370 859 937 3.70 3.70

표 2  콘크리트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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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험 결과  고찰

  

 3.1 콘크리트 경시변화 시험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성 및 작업성 유지능력을 파악하기 위하여 경시변화 시험을 실시하였다. 

No. Sample Type Slump (㎜) Air (%)
Initial 1 hr 2 hr Initial 1 hr 2 hr

1 1종 375 215 215 205 4.9 4.4 4.0
3 3종 375 215 210 200 5.9 5.5 4.5
7 3종* 370 225 220 210 5.3 5.1 4.9

표 3  콘크리트 경시변화시험 결과

  표 3의 콘크리트 경시변화시험 결과와 같이 슬럼프와 공기량 모두 loss가 거의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조강형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현장 타설이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응결시간 측정 시험
  조강 콘크리트의 현장 적용을 위하여 타설에 필요한 최소한의 작업성 유지시간 확보를 위해 지연
형 혼화제 내의 유지제와 분산제의 양을 달리하며 응결시간 측정 시험을 실시하여 지연제의 성분비
를 결정하고 결정된 지연제에 대하여 1종과 3종에 대한 비교시험을 실시하였다.

Sample Type Setting Time 지연제 성분
분산제 : 유지제Initial Final

1종 375 8시간 35분 11시간 6.5 : 3.5
3종 375 7시간 35분 9시간 30분 6.5 : 3.5

3종*
330

13시간 35분 14시간 25분 5 : 5
13시간 15분 13시간 40분 6 : 4
6시간 10분 6시간 20분 6.5 : 3.5

350 5시간 10분 5시간 20분 6.5 : 3.5
370 4시간 30분 5시간 6.5 : 3.5

표 4  응결시간 측정시험 결과

  응결시간 측정시험 결과에 따르면 지연제 내의 분산제와 유지제는 6.5:3.5의 비율이 적절한 것으
로 판단되어 동일한 비율의 지연제로 비교 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현장 적용 시 운반에서 타
설, 마감까지 요구되는 시간동안 충분히 작업성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3.3 압축강도 시험
  각 배합의 조기강도 발현 특성을 비교 분석하기 위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함 결과 표 5와 같이 
조강형 결합재(3종*)를 사용한 배합이 타 시멘트에 비해 조기강도가 빠르게 발현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14시간에 14 MPa이상의 강도가 발현되어 연구 목표를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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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Type Compressive Strength (MPa)
1종 375 3.9
3종 375 4.9

3종*
330

6.8
7.3
13.5

350 14.2
370 15.4

표 5  압축강도 시험 결과

4. 결 론

   본 논문은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조강 특성 및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경시변화시험과 응결시간 측정시험 그리고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지연형 혼화제의 성분비를 조절하며 경시변화시험과 응결시간 측정시험을 실시한 결과 조강
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물성 및 작업성을 현장 적용에 필요한 수준인 5~7시간에 
맞추는 것이 가능하였으며 현장 적용 시 여건에 따라 조절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압축강도 시험 결과 조강형 결합재와 혼화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연구 목표인 14시간 
이내에 거푸집 탈형 기준 강도가 발현되었으며 현장 적용 시 거푸집 탈형 시기가 앞당겨짐에 따라 
공기 단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3. 18시간 강도 발현 기준에서 조강형 결합재와 3종 시멘트의 적용단가를 비교한 결과 3종 시
멘트의 경우 조기강도 발현에 비해 사용량이 과다하여 경제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되며 조강형 
결합재의 경우 적은 시멘트 사용량으로도 충분한 조강 성능을 발휘함으로써 현장 적용성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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