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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idity curing of the concrete after placing is significant to ensure the crack resistance, 

strength, and durability. Generally, there are watering and sheet curing methods as humidity 

curing methods to the upper part of slab concrete, therefore this study investigates effects of these 

curing methods to preservation of humidity on the cement mortar.

요  약

콘크리트 타설후의 습윤양생은 구조체 콘크리트의 균열 항성, 강도, 내구성 등의 성능을 확보하기 

한 요한 공정이다. 일반 으로 슬라  등의 콘크리트 상부면의 습윤양생으로서 살수양생  시트

양생이 일반 으로 실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양생방법의 종류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습기

유지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1. 서   론

콘크리트는 타설후 양생방법의 소홀로 인해 콘크리트가 직사 선, 통풍 등의 환경조건에 노출될 경

우 수축균열, 강도 하, 내구성 등의 피해를 래 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타설 장에서는 콘크

리트 타설 후 굳지않은 콘크리트 표면에서 증발하는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기 하여 비닐 는 거  

등을 덮어 양생을 실시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에 을 두어 양생방법의 종류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습기유지 특성에 미

치는 향에 하여 검토 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방법

2.1 실험계획

양생방법별 습기유지특성 검토에 한 실험계획은 표 1과 같다. 즉, 양생 바탕면으로서 시멘트와 잔

골재의 비율(질량비)이 1:2.45, 물시멘트비 40%의 시료를 이용하고 시료 상부면의 보호양생을 실시하

는 것으로 하 는데, 양생방법으로는 상부면 보호층이 없는 인, 살수양생, 피막양생, 시트양생의 4

수 으로 하 다. 실험사항으로는 양생방법별 수분손실율  표면함수율을 측정하 는데, 바탕면 시험

체의 종결 확인후 각각의 양생방법별 양생을 실시하 다. 한, 각각의 측정은 양생실시후 24, 48, 72

시간에서 실시하 다.

2.2 사용재료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국내생산 제품을 사용하 으며 그 특성은 표 2와 같다. 실험방법으로 

바탕면 제작은 KS F 2406의 방법에 따라 실시하 다. 한, 양생방법으로 살수양생  피막양생은 그

림 1(a) 크기의 모르타르 바탕면에 5.0m2/L 량을 붓을 이용하여 균등하게 도포하 으며, 시트양생은 



표 2. 사용 재료

재  료 특  성

시멘트 도: 3.15g/cm
3

, 분말도: 3,265cm
2

/g

잔골재 주문진산 표 사

양생
방법

살수 상온수 (18℃)

피막
유성 에멀젼형 피막양생제
( 도: 0.85g/cm

3
)

시트 0.1mm PE필름

표 1. 실험계획

실험요인 실험수

바
탕
면

배합비
(C: S) 1 1 : 2.45

W/C
(%)

1 40%1)

양생방법
2)

4 인, 살수, 피막, 시트

실험사항 2
․수분손실율(종결후 24,48.72일)

․표면함수율(종결후 24,48.72일)

1) Flow : 135±10mm, 2) 양생온도 : 20±3℃

a) 바탕면 모식도 b) 표면함수량측정 

그림 1. 바탕면 모식도  표면함수량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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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시간경과에 따른 질량감소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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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양생방법별 표면수분감소율

0.1mm PE필름을 바탕면 착시켜 실한 양생을 실

시하 다. 측정방법으로 수분손실율은 계획된 시간에

서의 질량감소를 측정하 으며, 바탕 표면 함수율은 

그림 1 (b)의 일본 K사의 콘크리트 표면수분계 

(HI-520)를 이용하여 표면 10mm까지의 표면수분율을 

측정하 다. 

3. 실험결과  분석

그림 2는 양생방법별 시간경과에 따른 질량감소율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시간이 경과 

할수록 바탕면의 수분이 증발하여 질량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는데, 양생방법별로는 인의 경우 72시

간 후 질량감소율이 1.61%로 시간경과에 따라 격한 

질량감소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살수양생으로서 

일정량의 물의 도포한 경우도 보호양생을 실시하지 않

은 인과 큰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PE필름을 이용한 시트양생의 경우 매우 양호한 수분

유지 성능을 나타내었고, 에멀젼형 피막양생제를 이용

하여 양생을 실시한 경우는 인과 시트양생의 간

정도의 값을 나타내었다.

그림 3은 그림 2와 동일한 방법으로 표면수분율을 

나타낸 것이다. 본 그래 의 경향도 그림 2와 유사한 

경향으로 인  살수양생의 경우 표면수분 유지성

능이 히 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막양

생의 경우 기에는 수분유지 성능이 비교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72시간후에는 히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피막층을 

형성하는 수분이 증발하여 피막층이 괴됨으로써 시

험체 내부의 수분이 격히 증발한 것에 기인한 결과

로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양생방법의 종류가 시멘트 모르타르의 습

기 유지 특성에 미치는 향에 하여 검토한 것으로

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트양생의 경우 바탕면과 실하게 착하여 양

생을 실시한 경우 습기유지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양생제에 의한 피막양생의 경우는 기 습기유지 

성능은 우수하나 장기성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나 지속 인 습기유지 성능을 확보하기 해서

는 도포 방법의 변화 등 다양한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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