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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This study shows systematic procedures for investigating creep and shrinkage properties of 50, 

60, 70 MPa concrete mixes, which were developed by Lotte E&C R&D Ins. for Lotte Super Tower 

Jamsil. 

The concrete test was performed both local and foreign laboratory, S-Lab. and CTL Group 

respectively. The former have done for total five days. The procedures included the followings 

,specimen fabrication, mold removal, specimen marking, water bath curing, packaging, and 

shipment. The latter has been doing by CTL within PCA(Portland Cement Association). They are 

testing on static and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compressive strength, creep & shrinkage, 

splitting tensile strength. In the case of creep and shrinkage, the test will be doing for 18 months 

according to each loading age.  

요  약

본 연구는 잠실제2롯데월드에 용된 50, 60, 70MPa 콘크리트 강도에 한 크리   건조수축 특

성 악을 한 재료연구의 일환으로 진행된 콘크리트 테스트 로그램의 비 단계에 한 일련의 

체계화된 과정을 나타내고 있다.

콘크리트 테스트 로그램의 비단계는 국내와 국외에서 진행되었다. S사 실험실에서 진행된 국내

진행일정은 총 5일간 진행되었으며 그 진행과정은 공시체 제작, 몰드탈형, 공시체 마킹, 수 양생, 포

장,  운송으로 이루어져 있다. 국외에서는 PCA(Portland Cement Association)산하 CTL사에서 진행

되고 있으며 테스트 항목은 탄성계수 측정테스트(정탄성 & 동탄성), 압축강도 테스트, 크리  건조수

축 테스트,  할렬인장강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크리   건조수축 실험의 경우에는 하  재령

일에 따라 총 18개월간 테스트가 진행될 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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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Near Surface Mounted (NSM) method has been proposed to improve disadvantage 

of externally bonded strengthening to the concrete structure method. But the NSM method 

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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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의 손상 등 단면 손실로 보강깊이의 확보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축직

각방향 단철근 하부를 단하여 CFRP plate를 매립함으로써 보강깊이를 확보할 수 있는 stirrup

단형 CNSM 공법을 제안하고 이를 용한 구조물의 휨거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해 보강공

법에 따른 하 -변  계, 보강길이에 따른 구조물과 보강재의 거동을 분석하 다. 실험결과 

CNSM공법을 용한 보 구조물의 휨거동은 기존 NSM공법을 용한 휨거동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한 CFRP plate를 이용한 NSM과 CNSM공법에서는 보강길이가 순경간의 70%이상이 되

어야 보강재의 성능이 효과 으로 발휘될 수 있음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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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 본 실험 진행

구 분 실험 내용 비 고

Day 1
공시체 제작

항온항습실에 양생

공시체 개수 : 222개(ϕ15×30)
상 습도:50±4%, 온도:23±2℃

Day 2
몰드탈형

공시체 마킹  수 양생
공시체 마킹:유성펜사용

Day 3 수 양생

Day 4 수 양생

Day 5 공시체 포장  운송 Sealed  Unsealed 공시체 다른 포장 방법 용

1. 서론

고층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철골구조물과는 달리 크리   건조수축의 재료특성을 가지는 고강

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게 된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은 하 과 시간의 함수로 표 될 수 있으

며 장기간에 걸쳐 기둥과 같은 수직부재에 수축변형을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수축변형은 크게 하 에 의한 탄성변형과 시간의존 인 성질인 크리 와 건조수축과 같은 

비탄성변형으로 구분되며, 장기간에 걸친 수축변형은 구조요소인 기둥과 코어벽체와 같은 수직부재의 

안정성과 비구조 요소인 설비, 마감재 등의 변형을 유발시켜 고층 구조물의 사용성에 악 향을 끼

치게 됨으로 고층 구조물에 용되는 콘크리트의 크리   건조수축 특성을 사 에 악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고층 구조물의 기둥축소량 연구에 있어서 크리   

건조수축 특성 악을 한 재료연구(일명 콘크리트 테스트 로그램)의 첫 번째 실험단계로서 당사에

서 개발된 50, 60  70MPa의 고강도 콘크리트에 한 국내외에서 진행된 사 비, 공시체 제작, 공

시체 마킹, 수 양생,  포장  운송 그리고 크리   건조수축 테스트의 일련의 체계화된 과정을 

나타내고자 하 다. 향후 본 실험의 주요 목 인 크리   건조수축 결과는 당사가 계획하고 있는 기

둥축소량 연구에 반 될 것이다. 

 2.  실험진행

콘크리트 테스트 로그램의 진행은 국내(S사 실험실)와 국외(CTL)에서 이루어졌다. 국내에서는 크

리   건조수축 평가용 공시체 제작  미국 CTL사로 운반하기 한 포장  운반 작업을 실시하

고, 국외에서는 기둥축소량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재령 18개월까지 지속 으로 측정하는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2.1 국내진행

  미국 CTL 실험용 168개의 공시체(ϕ15×30cm)외에 추가 으로 자체 연구용 42개의 공시체를 제작하

기 해 약 1.35m
3의 콘크리트량이 투입되는 규모 실험이기 때문에 국내 본 실험을 진행하기 에 

2월 23일부터 3월 7일까지 고강도콘크리트 제조를 한 원 재료 비, 규모 실험에 비한 실험장 주

변 정리  미국으로의 공시체 운반을 한 사  비 작업이 실시되었다. 특히 실험물량이 규모이

기 때문에 잔골재  굵은 골재는 사 에 표건 상태  재료계량을 완료하 고, 혼화제, 시멘트  결

합재도 사 에 계량을 완료하여 장실험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 다. 국내 본 실험은 총 5일간 공

시체 제작, 공시체 양생, 공시체 포장,  운송과 같이 주요 5개 분야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모든 실험

은 ASTM C512 Standard Test Method for Creep in Compression에 하여 실시되었다.  



그림 1 공시체 제작, 양생, 몰드탈형,  공시체 마킹

그림 2 수 양생, Sealed 공시체 포장,  Unsealed 공시체 포장

그림 3 공시체 운반용 박스  픽업트럭 상차

2.2 국외진행

국내에서 제작된 공시체는 테스트 까지 습윤상태를 유지하기 하여 CTL사 습윤양생실에 존치되

었으며 실험항목은 기둥축소량 해석에 필요한 데이터를 얻기 한 계수 측정테스트(정탄성 & 동탄

성), 압축강도 테스트, 크리  건조수축 테스트,  할렬인장강도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다.  

목표 재령까지 양생이 완료된 시험체는 이후 크리  테스트를 해 온도 23±2℃, 상 습도 50± 4%

의 항온항습실에서 보 한 후, 공시체 양단부를 ASTM C 617-98 기 에 해 모르타르 캡핑처리를 

실시하여 양단부를 마무리하여 강도측정 실험을 진행하 다.

측정항목으로서 공시체 압축강도와 탄성계수 측정은 재령 7일, 28일, 56일, 90일  6개 월, 1년, 2

년  3년에 각각 2개의 공시체로 압축강도  탄성계수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산출하 으며 인장강도

는 재령 91일에 강도별로 각각 2개씩 측정하 다.

크리  시험은 지속 인 하  재하가 가능하도록 유압 로드셀이 부착된 스 링 임을 사용하여 

18개월간 지속 으로 실시하 다. 크리   건조수축에 의한 변형값의 측정은 스트 인 게이지 

(Soiltest Model CT-171 Multi-Position Strain Gauge)에 의해 측정되었고, 특히 건조수축값을 측정하

기 해 별도의 공시체를 사용하 고 임에 걸려 있는 지속 으로 하 이 작용하는 공시체의 

Total Strain 값을 측정한 뒤 건조수축값을 뺀 값을 크리  값으로 산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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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습윤양생실, 크리   건조수축 측정용 공시체

표 2. 테스트 결과 리 시트

하 재하 일 2007년 00월 00일

압축강도 00.0MPa

재하강도 00.0MPa

하 재하 재령 0days

공시체 타입 Sealed Specimen or Unsealed Specimen

Days 

Loaded

Shrinkage

(μstrain)

Load induced

deformation

(μμstrain)

Specific

creep

(μμstrain/psi)

Specific

creep

(μμstrain/Mpa)

Creep

coefficient

Total

Strain

Creep

Strain

크리  재하 시험 진행에 해 좀 더 살펴보면 사 에 테스트 임에 한 보정은 ASTM E4-03

에 의해 사 에 실시하 으며, 모든 크리  테스트용 공시체에 사 에 응력 1.38MPa (200psi)를 발생

시켜 하  재하를 균등처리 하 고, 이때의 하 재하시간은 최  15분을 넘지 않도록 하 다.

크리  재령별 하 은 50MPa의 경우  시험체를 재령 7일  28일로 구분하여 압축강도의 35% 

하 을 재하하 고, 60MPa  70MPa의 경우  재령 7일, 28일  90일까지의 압축강도 하 의 35%를 

각각 재하하 다. 특히 재령 28일에 있어서 60MPa  70MPa의 경우   비 으로 구분하여 

외부 함수상태에 따른 크리  차이를 검토하여 총 10개의 크리  테스트 임을 사용하여 크리 를 

측정하 다. 측정결과는 다음 표 2와 같은 시트를 작성하여 데이터를 리하 다. 

3. 실험고찰  결론

 크리   건조수축 특성 악을 한 재료연구의 사 실험단계에 한 실험고찰  결론은 다음과 

같다. 

 1)CTL사에서 요구하는 공시체 포장 재료  운송방법에 있어 국내 실정과 맞지 않은 부분에 해서

는 포장 재료  운송방법에 한 분석을 통해 국내에서 가능한 방법을 강구하여 용하 다. 

 2)실험이 규모로 진행됨으로 해서 물성치 변화에 한 책 마련이 사 에 철 히 이루어져야 한

다고 단된다. 

 3)국내 실험 시 사 계획된 차와 상이하게 진행된다면 추가 인 변수를 충분히 숙지하고 기록하여 

크리   건조수축 실험시 추가변수가 반 될수 있도록 실험자와 의를 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4)CTL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크리   건조수축 테스트 결과는 추후에 발표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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