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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emperature crack of concrete structure is caused by the phenomenon which the concrete 

volume is restricted in the inside or outside part due th the temperature variations induced by the 

hydration heat of cement. And mass concrete structures are weak in temperature crack.

  This study performed the hydration heat analysis of Seongdeok dam to analyze the hydration 

heat according to different interval of placement.

요  약

  콘크리트 구조물의 온도균열은 타설 기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  강하에 따라 생기는 

체 변화가 내부 는 외부 으로 구속을 받아 발생하는 것으로, 과 같은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일수

록 온도균열 발생가능성은 높아진다.

  이 연구는 성덕 다목 의 수화열 해석을 통해 콘크리트 의 시공단계에서 타설 간격에 따른 수

화열 발생의 비교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발생 유무를 의 내외부 온도차가 수렴하는 장기간 동

안에서 비교 분석 하 다.

1. 서론

  성덕 다목 은 열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발열형 콘크리트 력식 으로 2011년 완공 

정에 있다. 과 같은 수 성을 요하는 구조물은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이 매우 요한 사항이다. 따

라서 본 연구는 성덕 다목 의 수화열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 발생 유무를 타설 간격에 따라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2. 수화열 해석

 수화열 해석을 한 성덕 다목 의 유한요소 메쉬는 그림 1과 같다. 타설 간격은 장 타설 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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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구조물 모델링

반 하여 15일 28일로 구분하여 해석을 수행하 고,  내부 

온도가 외기 온도에 수렴하도록 15년 동안의 해석 결과를 나

타내었다.

3. 수화열 해석 결과

  수화열 해석 결과 출력 치는 타설 시작 후 첫 여름철 타

설 구간의 심부로 정하 다. 타설 간격에 따른 수화열  

온도응력 해석 결과는 그림 2, 3에 나타내었다. 결과를 통해 

확인할 수 있듯이 심부 최고 온도는 타설 간격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지만 타설 간격이 짧을수록 외기온도에 수

렴하는 속도가 늦어짐을 알 수 있다. 이 향으로 온도응력 

15일 간격으로 타설할 경우 훨씬 높게 나타났으며, 15일 간격으로 타설하는 경우 발생하는 온도응력이 

인장강도를 과하여 온도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그림 2 수화열 해석 결과 그림 3 온도응력 해석 결과

4. 결론

  성덕 다목 의 타설 간격에 따른 수화열 해석 수행 결과를 통해 타설 간격이 짧을수록 콘크리트 

내부 온도가 외기온도에 수렴하는 속도가 늦어지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장기 온도응력 한 커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화열 검토 시 장 타설 일정 등을 충분히 고려

하여 온도응력 검토를 실시하여야 하며, 시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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