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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each mix property and physical properties and reduction properties 

of heat of hydration as basic experiment of reviewing the applicability of low calorific concrete. 

요  약
본 연구는 발열 콘크리트의 용성 검토를 한 기  시험으로서, 각각의 배합조건  규격별 

물리  성질  수화열 감특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표 1. 실험계획  측정항목

규격 W / B(%) S/a(%) 배합조건 측정항목

20-35-150 37 46.0 •3성분계 배합(OPC+FA+S/C)

• 발열 시멘트 배합

•3성분계 배합(OPC+FA+S/C) + 온도 감형 결합재

•슬럼

•공기량

•간이단열온도 시험20-35-210 39 46.5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온도균열을 감함과 동시에 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  조건설정  장 용

성 검토를 하여, 발열 콘크리트 배합조건별 물리  특성  수화열 감특성을 실험․실증 으로 

검토함으로써 최  배합을 도출하고 장 용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  측정항목은 표 1과 같이 설정 하 으며, 사용재료  발열 시멘트의 경우 

H사에서 생산된 발열 시멘트를 사용하 고, A사에서 생산된 온도 감형 결합재를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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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슬럼   공기량(20-35-150)

3. 결과  고찰

  
3.1 굳지않은 콘크리트 기 물성

그림 1은 각각의 규격별 기 물성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규격(20-35-150)의 경우 

165～190(mm)의 범 를 나타내어 목표 슬럼  값인 

150 ± 25 mm의 기 에는 약간 벗어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나, 장 도착시 슬럼  손실을 고려하면 

장 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공

기량의 경우 4.5 ± 1.5 %의 기 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규격(20-35-210) 경우 목표 슬럼   

공기량 값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간이단열온도 시험

그림 2  그림 3은 간이단열온도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규격(20-35-150)의 경우 콘크리트 타

설시 기온도는 3성분계, 발열, 온도 감형 배합에서 각각 12.4, 12.2, 11.8(℃)로 나타났으며, 심부 최

고온도는 40.6, 30.9, 36.6(℃)로 나타났다. 최고 온도 도달 시간은 각각 34시간, 36시간, 44시간 이었으며, 

최고 온도 도달 이후 콘크리트 온도가 안정을 찾은 시간은 각각 126시간, 128시간, 120시간으로 나타났다. 

한편, 규격(20-35-210) 역시 규격(20-35-150)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어, 각각의 배합별 수화열 감 

특성은 발열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2. 경과시간에 따른 수화온도의 변화(20-35-150) 그림 3. 경과시간에 따른 수화온도의 변화(20-35-210)

4. 결 론

콘크리트의 기 물성평가를 실시한 결과 규격(20-35-150)의 경우 슬럼  값이 기 치에는 약간 벗어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나, 슬럼  손실을 고려할 때 장 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단되며, 수화열 감특성을 알아

본 결과 규격에 계없이 발열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이 심부 온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경제성  

성능을 고려할 때 발열 시멘트 배합이 장 용에 가장 합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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