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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rying shrinkage have influence on the durability of concrete structure. Various models have 

been suggested to predict the drying shrinkage, experimentally. In this study, the drying shrinkage 

with Concrete strength and Curing condition was measured, and compared with representative 

model code. As a result, drying shrinkage was reduced as W/C ratio decrease, and total shrinkage 

greatly reduced in 4 week wet curing case. The test results agreed with EC2 model better than 

the other. 

요  약

건조수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에 큰 향을 미친다. 이러한 건조수축을 측하기 하여 여

러 가지 모델들이 실험 으로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조건에 따른 건조수

축을 측정하여 표 인 모델코드와 그 특성을 비교하 다. 실험결과 물-시멘트비가 작아질수록 건조

수축량은 감소하 고, 4주간 습윤 양생한 경우 체수축이 크게 하하 다. 측 모델과 실험결과를 

비교할 때 EC2 모델과 가장 잘 일치하 다.

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은 타설 후 경화과정에서 외부 환경에 노출되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체 변화

를 일으킨다. 과도한 체 변화는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며 그 원인으로써 온도강하와 건조수

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구조물은 건조수축으로 발생한 균열로 인해 철근이 부식되거나, 내구성이 

하된다. 건조수축을 측하기 한 여러 가지 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으나. 우리나라 실에 얼마나  

합한지는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조건에 따른 건조수축을    

표 인 모델코드와 그 특성을 비교하 다.

2. 사용재료  배합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측정방법은 매립게이지와 contact 게이지를 사용   

  하 다. 표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배합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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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Mpa)

Gmax 

(mm)

Slump

(mm)

Air

(%)

W/C

(%)

S/a

(%)

단 량(kg/㎥)

W C S G

24 25 170 5 50 47 180 360 811 900

30 25 170 5 42 45 175 417 717 997

40 25 170 5 37 42 170 459 661 1037

60 25 170 3 28 40 160 571 624 1064

표 1  배합표

3. 실험결과 

  그림 1과 2는 표 양생조건(습도:60%,75%)에서의 강도별 건조수축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3은 양  

   생조건별 건조수축을 나타낸 것이고, 그림 4는 매립게이지와 contact 게이지 실험결과를 비교한 것  

   이다. 그림 5와 6은 표 양생조건(60%,75%)에서의 결과를 모델 코드와 비교한 것이다.

그림 1 표 양생(60%) 건조수축량

  

그림 2 표 양생(75%) 건조수축량 

  

그림 3 양생조건별 건조수축 

    

  

그림 4 매립& contact 게이지 비교 

  

그림 5 표 양생(60%) 40Mpa 

  

그림 6 표 양생(75%) 40Mpa 

   

4. 결 론

 콘크리트 강도와 양생조건에 따른 건조수축을 측정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가 작아질수록 양생조건에 계없이 건조수축량은 감소하 다. 

 2) 습윤양생기간이 각각 3일, 7일인 경우의 건조수축량은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4주간 습윤양생한  

      경우에는 자기수축의 감으로 인해 체수축이 크게 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측 모델은 건조수축 발생량을 높은 물-시멘트비 배합에서는 과소평가하고 낮은 물-시멘트비  

      배합일수록 크게 측하 다. 한편 실험결과와 비교할 때 EC2 모델이 가장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contact 게이지로 측정한 값이 매립게이지로 측정한 값보다 작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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