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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ngineering properties of concrete for the early strength development. As

a result of reviewing it by establishing each experimental factor and level, the cement had more excellent quality performance in CHC and

HESPC than OPC. This study has shown that the PC series admixture was more excellent in side of elapsed time (aging) and early strength

development than PNS series admixture. In addition, there was much difference according to the curing temperature, but the early strength

development showed the considerable vulnerability in curing temperature below 12
o
C. To satisfy the strength requirements of 5 MPa/18 hr

this study has shown that it needed the curing temperature over 17
o
C to the minimum in OPC, over 14

o
C in CHC, and over 11

o
C in HESPC.

On the other hand, as to the strength properties according to W/C, the less W/C was, the more strength development was excellent. If this

study is to be used in construction filed on a basis of this result, this researcher is considered as possible of the economic execution of con-

struction by advancing the early strength and by the reduction of construction cost according to shortening construction duration.

Keywords : early strength, fluidity, strength properties, PC admixture, curing temperature

1. 서 론
 

현대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건축, 토목 분야에서도 대

형화, 고층화, 고강도화, 슬림화, 고내구화의 추세가 가

속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시공기술에서도 대량 연속

타설 공법, 신속 시공법, 각종 보수 공법 등의 발달이 이

루어지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공사기간의 단축을 통한

생산성의 향상과 비용의 절감을 위해 적정 콘크리트의

설계 강도 이상의 배합을 적용하거나 콘크리트의 조기강

도 발현 성능을 향상시키고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

으며, 측면 거푸집의 탈형 시기와 관련하여 압축강도 5 MPa

이상 조기에 발현하고, 확인하는 것은 공기단축 및 경제

성 측면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그러나 현장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보통강도 콘크리트로 수직부재의 강

도발현이 5 MPa 이상이 되어 측면 거푸집을 탈형하는

시기는 현재의 기술수준으로 24시간 전후로 건설공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또한 대부분의 실무현장에서 콘

크리트 구조체의 거푸집 탈형시기 이전에 무분별하게 거

푸집을 제거함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품질저하를 초

래하고 있다.

한편, 현재 진행되고 있는 건설현장에서는 층간공정의

공사기간이 거푸집 해체에 관한 규정에 제한되어 일반적

으로 약 6일 사이클로 시공이 행해지고 있으나, 외기온

도가 낮은 동절기의 한중콘크리트의 경우에는 별도의 단

열양생 및 가열양생을 행해야 하는 경제적 손실요소를

내재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행하지 않을 경우 초기에

콘크리트가 동결되어 초기동해를 입게 되고, 경화 지연으

로 강도 발현이 지연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1,2)

콘크리트의 초기동해는 경화 초기 단계에 있는 콘크리트

내의 수분이 동결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콘크리트가 동해

방지 강도를 확보하기 전에 동해를 입게 되면 콘크리트

는 이후 시간이 경과하여도 목표 강도 확보가 어렵게 된

다.
3,4)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을 위해서는 단위시멘트

량을 증가시키는 방안이 있으나, 이에 따른 설계강도의

과다 설계 및 경제성이 결여되는 문제점이 발생함으로

일반적으로 채택되지 않고 있다.
5)
 또한, 국외의 경우 조

강성을 발휘하여 거푸집 탈형시기를 단축하려는 연구 및

적용 사례가 많이 보고되고 있으나, 국내의 경우는 아직

까지 적용 사례가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을 위

한 시멘트 및 물-시멘트비 그리고 고성능감수제의 종류

및 고성능감수제 제조사에 따른 실내배합확인 시험을 통

해 조기강도콘크리트의 표준배합을 설정하고 저온의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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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조건에 따른 초기 재령에서의 강도 발현 성상을 실험·

실증적으로 검토 및 평가하여 공기단축을 위한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실용화에 이용하고자 한다.

2. 실험 개요

2.1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목표성능 설정

본 연구에서의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목표성능은 Table 1

에 나타낸 바와 같으며 공정목표의 경우 일반적으로 사

용되고 시공되고 있는 6일 사이클과 4일 사이클 수준으

로 선정하였으며, 콘크리트의 경시변화 60분 후의 유동

성은 180 ± 25 mm, 공기량은 일반강도 콘크리트의 범위인

4.5 ± 1.5%로 설정하였고, 재령 28일 목표 압축강도는 물

-시멘트비 39% (30 MPa), 42% (27 MPa), 45% (24 MPa)

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공정목표에

따라 목표 강도 구현을 위한 수직재, 수평재에 대한 소

요 시간에 따라 목표 압축강도를 각각 설정하였다.

2.2 실험 요인 및 수준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유동특성 및 강도발현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한 실험 요인 및 수준은 Table 2에 나타낸 바

와 같다.

즉, 시멘트 종류를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이하 OPC),

OPC의 조기강도 특성을 개선한 시멘트로서 OPC의 범

위에서 석고비율을 높이고 분말도를 높인 시멘트 (이하

CHC), 조강포틀랜드시멘트 (이하 HESPC)의 3수준과 혼

화제를 제조사 및 품종별로 설정하였고, 물-시멘트비 39,

42, 45 (%) 3수준으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또

한, 저온시 양생조건에 따른 조기강도 발현성상을 평가

하기 위하여 양생조건은 10, 12, 15
o
C 및 20

o
C로 설정하

였으며, 이에 따른 조기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재령 12,

18, 24, 36, 42 hr 및 3, 7, 28일로 설정하여 평가를 실시

하였다.

또한, 각각의 배합조건에 따른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측

정항목으로는 경시변화에 따른 유동특성을 측정하였으며,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평가하기 위

해 양생시간에 따라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2.3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Tables

3 및 4와 같다.

3. 실험 방법 및 배합

3.1 실험 방법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실내배합실험에 필요한 사용재료

의 선정을 위해 원재료의 품질특성 실험을 실시한 후 시

Table 2 Experiment plan

Item Condition Measurement

Cement OPC
1)
, CHC

2)
, HESPC

3)

① Slump - 0, 60 (min)

② Air - 0, 60 (min)

③ Compressive strength

- 12, 18, 24, 36, 42 (hr)

- 3, 7, 28 (d)

Admixture
· Type - PC

4)
, PNS

5)

· Manufacturing company - 6 class

W/C (%) 39, 42, 45

Curing temperature (
o
C) 10, 12, 15, 20

1)
Ordinary portland cement

2)
Community & humanity cement 

3)
High early strength portland cement

4)
Poly carboxylate

5)
Poly naphthalene sulfonate formaldehyde condensate 

Table 1 Performance object of concrete

Process

object

Slump

(mm)

Air content

(%)

Compressive strength

(MPa)

Column Slab

4 day/cycle
180 ± 25 4.5 ± 1.5

5 (18 hr) 14 (36 hr)

6 day/cycle 5 (24 hr) 14 (66 hr)

Table 3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ement

Used materials Physical properties Chemical properties

Cement

OPC
Density 3.15 g/cm

3

Fineness 3,378 cm
2
/g

K2O : 0.93, Na2O : 0.15

MgO : 3.9, SO3 : 2.1

ignition loss : 2.0

CHC
Density 3.15 g/cm

3

Fineness 3,603 cm
2
/g

K2O : 0.66, Na2O : 0.12

MgO : 3.4, SO3 : 2.7

ignition loss : 1.2

HESPC
Density 3.15 g/cm

3

Fineness 4,400 cm
2
/g

K2O : 0.88, Na2O : 0.15

MgO : 3.9, SO3 : 3.4

ignition loss : 0.7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Used materials Physical properties

Sand
Nature sand Gmax 5 mm, Density 2.60 g/cm

3

Crushed sand Gmax 5 mm, Density 2.62 g/cm
3

Aggregate (crushed aggregate) Gmax 25 mm, Density 2.64 g/cm
3

High range water reducer
PNS, liquefied, density 1.23 g/cm

3

PC, liquefied, density 1.05 g/cm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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멘트는 OPC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거쳐 조기강도 발

현에 유리한 CHC와 HESPC를 선정하였으며, 혼화제는

제조사별 비교시험을 거쳐 1개사 제품을 선정하였고, 원

재료의 품질변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내배합시험에 필

요한 소요 재료량을 사전에 확보하여 밀폐 보관하여 실

험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실내배합시험은

강제식 Twin Spiral Mixer를 사용하였으며, Fig. 1과 같

이 재료투입은 재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 모

르타르 방법을 사용하였고, 총 비빔시간 120초간 교반

후 토출하여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을 평가하였다.

한편, 조기강도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성상 및 굳은 성

상에서의 시험항목 및 방법은 유동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성상에서 슬럼프 시험은 KS F

2402, 공기량 시험은 KS F 2421의 시험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유동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비빔직후

와 60분 후의 슬럼프와 공기량 시험을 실시하였다.

굳은 콘크리트의 성상에서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는 KS

F 2403『콘크리트 강도시험용 제작방법』에 준하여 Ø100 ×

200 mm 시험체를 제작하여 온도 조절이 가능한 항온항

습기에서 양생하여 소정의 재령에서 정밀도 0.01 kN, 최

대하중 3,000 kN까지 측정이 가능한 UTM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KS F 2405의 방법에 준하여 강도

를 측정하였다.

3.2 콘크리트 배합

본 연구의 조기강도 콘크리트에 대한 각종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한 배합표는 Table 5와 같다.

즉, 물-시멘트비 39, 42, 45 (%)의 3수준과 단위수량

OPC 165, CHC 160, HESPC 170 (kg/m
3
)으로 각각 설정

하였으며, 잔골재는 세척사와 부순모래의 비율을 각각

50%로 치환하여 사용하였고, 소요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고성능AE감수제 (PC계)의 첨가량은 최소한으로 사

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분석 및 고찰

4.1 시멘트 종류별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

 

Table 6은 시멘트 종류별 콘크리트의 경시변화에 따른

유동특성 및 소요 재령별 압축강도 실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초기에는 220 mm 정도의 슬럼프 값을 보이고 있

으며, 60분 경시변화 후의 슬럼프 및 공기량은 목표 범

위인 180 ± 25 mm 및 4.5 ± 1.5%에 모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Figs. 2와 3은 시멘트 종류에 따른 슬럼프 및 공기량의

시험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서, 초기슬럼프 220 mm의 범

위에서 경시변화 이후 약 30~40 mm 정도 감소하였지만

목표 슬럼프치에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육안상

으로도 재료분리가 없어 현장에서의 시공성을 충분히 만

Table 6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W/C 45%, curing temperature 15
o

C)

Type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60 min Initial 60 min 12 hr 18 hr 24 hr 36 hr 42 hr 3D 7D 28D

OPC 220 190 4.6 3.9 1.2 4.3 6.5 12.0 12.8 20.4 26.2 31.5

CHC 220 180 4.2 3.8 1.7 6.1 9.9 14.4 17.3 22.3 27.4 32.1

HESPC 230 200 4.5 3.7 3.9 11.2 13.1 18.2 21.9 25.6 29.6 33.8

Table 5 Mix proportion of concrete

Type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NS
1)

CS
2)

G AD

OPC

45.0 48.4

165

367 430 433 931 3.12

42.0 47.8 393 420 423 931 3.54

39.0 47.0 423 407 410 931 3.81

CHC

45.0 49.1

160

356 441 445 931 3.03

42.0 48.5 381 431 434 931 3.43

39.0 47.8 410 419 422 931 3.69

HESPC

45.0 47.8

170

378 419 422 931 3.40

42.0 47.1 405 408 411 931 4.05

39.0 46.3 436 395 398 931 4.36
1)
Nature sand, 

2)
Crushed sand

Fig. 1 Mixing method of concrete Fig. 2 The change of slump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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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공기량은 경시변화에 따른

손실값이 CHC를 사용한 배합이 가장 적은 반응을 보였

고, HESPC의 배합이 경시변화 이후 가장 큰 반응을 보

였지만,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은 3.7~4.6%의 범

위로 나타내고 있어 일반강도 콘크리트의 범주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Fig. 4는 W/C 45% 및 양생온도 15
o
C 조건하에서 소요

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 특성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 재령 12 hr에서 HESPC를 사용한 배합이 가장 우수

한 강도발현 성상을 나타냈으며, 재령 18 hr에는 OPC를

사용한 배합의 재령 36 hr에서의 강도와 유사한 압축강도

발현 성상이 나타났다. CHC를 사용한 배합은 OPC를 사

용한 배합보다 다소 상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HESPC

를 사용한 배합보다 다소 적은 발현성상을 나타냈다.

한편, 측면 거푸집 탈형시기인 5 MPa를 만족하는 발현 시

간을 동일한 수화반응률 상태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알아본

결과 OPC 약 18.5 hr, CHC 약 14.7 hr, 약 HESPC 13.0 hr의

순으로 측정되어 HESPC의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배

합이 조기강도 발현이 가장 빠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직

재 및 수평재의 목표 강도인 5 MPa/18 hr 및 14 MPa/36 hr

에는 OPC를 제외하고는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령 7일에 목표 강도 이상의 강도발현이 확인되었으므

로, 향후 압축강도 발현 시험은 조기강도만 측정하기로

하였다.

4.2 혼화제 품종·제조사별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

 

4.2.1 혼화제 품종별 비교 시험

혼화제 품종별 콘크리트의 경시변화에 따른 유동특성

및 소요 재령별 압축강도 실험결과는 Table 7과 같다. 

Fig. 5는 혼화제 품종별 슬럼프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

로 PNS계 혼화제의 경우 60분 경시변화 후 슬럼프 손실

값이 과다하여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

로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한 PNS계 혼화제는 60분 경시

변화 이후 흡착 형태가 평면적이다 보니 수화진행이 증

가되면서 함몰될 가능성이 높다. 그에 따라 혼화제의 성

질을 잃어버리게 되어 슬럼프 손실값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PC계 혼화제는 시멘트 입자의 2차 응집

현상을 입체적으로 방해하고, 수화생성물에도 혼화제가

둘러쌓여 높은 분산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에 슬럼프 유지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혼화제 품종별 공기량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PNS계의 경우 초기와 60분 경시변화 이후 반응을 보이

지 않았지만 PC계 혼화제의 경우 60분 경시변화 이후

Fig. 3 The change of air content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Table 7 Test results according to the type of chemical admixture (OPC, W/C 45%, curing temperature 15
o

C)

Type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60 min Initial 60 min 12 hr 18 hr 24 hr 36 hr 42 hr

PNS 180 90 3.5 3.5 0.5 2.8 5.6 10.2 12.0

PC 205 190 3.3 4.0 0.8 3.5 7.2 13.3 15.0

Fig. 4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Fig. 5 The change of slump according to the type of chemical

admixture

Fig. 6 The change of air content according to the type of

chemical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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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는 PC계 혼화제의 경우 자체공기포가 함유되어 있

으며, 슬럼프상태에 따라 공기량이 발현하기 좋은 상태

일 경우 이러한 경향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비빔시간

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결과로 사료된다.

Fig 7은 혼화제 품종에 따른 초기재령 12 hr 및 42 hr까

지의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서, 초기 12 hr

에서 PC계 혼화제가 근소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

었으며, 재령이 증가할수록 PC계 혼화제의 압축강도 발

현이 PNS계 혼화제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측면거푸집 탈형 시기와 관련하여 압축강도 5 MPa

발현시간을 동일한 수화반응률 상태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알아본 결과, PNS계 혼화제는 약 23.4 hr, PC계 혼화제는

약 19.5 hr 정도로 나타나 거푸집 탈형 시기인 5 MPa에

약 3.9 hr 정도 빠르게 압축강도 발현 성상이 나타났지만

목표 강도 5 MPa/18 hr를 달성하기 위한 혼화제 성능개

선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실내배합 시험에서는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을

비교하여 볼 때, 슬럼프의 유지성능 및 조기강도 발현성

능이 우수한 PC계의 혼화제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4.2.2 혼화제 제조사별 비교 시험

PC계 혼화제의 제조사별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을 비

교·분석하기 위해 국내 PC계 혼화제 중 6개사 제품을

입수하여 굳지않은 콘크리트 유동특성 및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8에 나타내었으며, 강도특성

에서 W사의 혼화제 제품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혼화제 제조사별 슬럼프의 변화를 나타낸 것

으로 60분 경시변화에 따른 손실값이 0~40 mm의 범위

를 보이고 있으며, B사는 60분 경시변화 이후 가장 낮

은 슬럼프 손실값을 나타냈고, W사의 경시변화 이후 슬

럼프 손실값이 10 mm 정도로 측정되었다. 또한, M사의

슬럼프 손실값은 60분 경시변화 이후 40 mm로 측정되어

6개 혼화제 제조사 중 가장 큰 슬럼프 손실값을 나타냈

다. 이는 혼화제 제조사별로 혼화제 원액을 국외에서 수

입하여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며, 그 원액에 따라서 감수

율 및 유지율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의 차이가 있기 때

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제조사별 슬럼프 손실값은 B사 및 W사의 혼

화제가 경시변화 이후 우수한 제품으로 측정되었으나, 목

표 슬럼프 값에는 벗어나는 경향을 나타내어 현장 적용

시 목표 슬럼프 값에 만족할 수 있도록 강구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혼화제 제조사별 공기량의 결과는 Fig. 9에 나타

낸바와 같고, 60분 경시변화에 따른 손실량이 0.9~1.7%

Table 8 Test results according to chemical admixture manufacturing company (OPC W/C 45%, curing temperature 15
o

C)

Manufactory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60 min Initial 60 min 12 hr 18 hr 24 hr 36 hr

M 220 180 5.3 3.8 0.6 1.7 3.9 8.0

E 225 200 5.8 4.1 0.7 2.1 5.4 10.0

B 220 220 6.4 5.2 0.7 2.3 4.6 9.2

DN 220 200 6.4 4.6 0.8 2.4 5.3 9.5

DW 220 205 6.0 5.1 1.0 3.5 7.0 11.2

W 220 210 5.8 4.5 1.4 4.3 6.4 12.0

Fig. 7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type of chemical admixture

Fig. 8 The change of slump according to chemical admixture

manufacturing company

Fig. 9 The change of air content according to chemical

admixture manufactu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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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범위를 나타내었으며, 목표 공기량 4.5 ± 1.5%에는 모

두 만족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10은 혼화제 제조사별 소요 재령에 따른 압축강

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초기 재령 12 hr에서 DW

사 및 W사의 혼화제를 사용한 배합이 다른 배합에 비

해 근소하게 상회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점차 재령

이 증가할수록 W사의 제품이 조기강도 발현에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면 거푸집 탈형 시기인 5 MPa의 발현시간도

DW사 및 W사가 타제품에 비하여 강도발현 성능이 우

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배합조건, 혼화제 종류 및

혼합량을 동일하게 유지하고 혼화제의 제조사를 달리해

서 측정된 결과이기 때문에 배합조건의 효과 및 혼화제

품종이 아닌 혼화제 자체의 특성에 기인된 결과라 사료

된다. 따라서 유동특성 및 압축강도 발현이 가장 우수한

W사 제품을 선정하여 실내배합시험에 적용하기로 하였다.

4.3 양생조건에 따른 강도 특성

 4.3.1 양생조건에 따른 강도 특성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강도발현 특성을 검토하

기 위하여 양생온도를 10
o
C, 12

o
C, 15

o
C, 20

o
C로 구분하

여 시험한 결과를 Table 9에 나타냈다. 표에 나타난 것

과 같이 슬럼프의 경우 목표슬럼프값에서 벗어나는 경향

이 나타나 현장 적용시 만족할 수 있도록 강구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초기재령에서의 양

생온도가 낮을수록 강도발현 성능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시멘트 종류에 따른 강도발현 특성도

확인할 수 있었다.

Figs. 11~14는 시멘트 종류별 양생온도에 따른 초기재

령 42 hr까지의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양생온도

10
o
C인 경우 모든 배합이 강도 발현시간이 저하되어 OPC

의 배합이 27.6 hr 이후 거푸집의 탈형이 가능한 압축강도

5 MPa 이상을 발현하였다. 특히, HESPC의 배합이 재령

24 hr에 8.7 MPa을 발현하고 재령 42 hr에서 16.4 MPa 이

상을 발현하는 등 가장 우수한 강도를 발휘하였는데, 이

Table 9 Test results according to curing temperature (W/C 45%)

W/C

(%)
Cement

Curing

temperature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0 60 0 60 12 hr 18 hr 24 hr 36 hr 42 hr

45

OPC

10 220 190 5.7 5.7 0.4 1.7 3.9 7.6 9.4

12 225 190 4.6 4.8 0.6 2.4 4.9 9.4 10.8

15 220 220 3.6 3.8 1.4 4.3 6.4 12.0 12.8

20 220 190 5.7 5.7 2.2 6.2 8.9 12.1 14.9

CHC

10 230 200 6.0 5.4 0.4 1.9 4.5 10.1 12.2

12 225 180 5.0 4.5 1.3 3.8 6.9 13.6 14.8

15 230 170 4.2 3.8 1.7 6.1 9.9 14.4 17.3

20 230 200 6.0 5.4 1.9 8.2 11.4 16.8 17.9

HESPC

10 230 220 5.0 5.4 1.2 4.7 8.7 13.9 16.4

12 230 215 5.0 4.3 2.8 7.9 12.5 20.5 22.0

15 230 215 5.0 4.3 3.9 11.2 15.7 22.0 24.6

20 230 220 5.0 5.4 5.2 13.3 16.4 21.4 23.4

Fig. 11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curing

temperature (10
o

C)

Fig. 12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curing

temperature (12
o

C)

Fig. 10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chemical admixture manufacturing comp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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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HESPC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일반콘크리트에 비해 클

링커의 성분 중 C3S라는 성분을 65%까지 증가시키고,

비표면적이 높아 응결촉진제 역할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

된다.
6,7)

 

한편, 양생온도 12
o
C인 경우 5 MPa 도달시간을 동일한

수화반응률 상태에서 직선보간법으로 알아본 결과 HESPC

의 경우 18 hr에 7.9 MPa로 강도발현이 가장 빠른 것으

로 나타났으며, CHC, OPC의 배합 순으로 측정되었다. 양

생온도가 15
o
C인 경우에는 OPC 약 20 hr, CHC 약 16.5 hr,

HESPC 약 13 hr에 5 MPa의 강도발현이 가능한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목표강도 5 MPa/18 hr에 만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양생온도 20
o
C에서는 HESPC의 경우 12 hr, CHC

15 hr, OPC 16 hr 이후 목표강도 5 MPa/18 hr에 모두 만족

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양생온도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 결

과를 근거로 하여 양생온도가 증가할수록 강도발현 성능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MPa/18 hr의 강도 요

구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OPC는 최소 17 이상, CHC

는 14
o
C 이상, HESPC는 11

o
C 이상의 양생온도가 필요

한 것으로 나타났다.

4.3.2 양생조건 (정온 및 변온)에 따른 강도특성

외기온도의 영향을 받아 양생온도가 변할 때의 압축강

도 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온조건과 변온조건의

비교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0에 나타냈으며, 임의

로 온도변화 조건을 두어 온도변화에 따른 조기강도 특

성을 알아보기 위해 정온시 양생온도를 12
o
C로 설정하

고 변온시에는 12 ± 5
o
C로 설정하였으며, 각 조건별로 사

용한 콘크리트의 종결시간은 동일하였다. 또한 시험체 제

작에 사용된 콘크리트 역시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한 콘

크리트를 사용하였으며, 동일한 규격으로 시험체를 제작

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변온조건시 강도발현이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낮

은 양생온도 (12
o
C)의 조건으로 인해 목표 강도에 미치

지 못하는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15는 정온 및 변온조건에 따라 양생온도의 변화

를 나타낸 것이며 정온은 12
o
C로 설정하고 변온은 12 ± 5

o
C

로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정온 및 변온조건에서의 조기강도 특성을 검토

하기 위해 사용한 콘크리트의 유동특성은 Fig. 16에 나

타낸 것과 같으며, 압축강도 시험 결과는 Fig. 17에 나타

난 바와 같이, 낮은 양생온도 (12
o
C)로 인해 목표강도에는

Fig. 13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curing

temperature (15
o

C)

Fig. 14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curing

temperature (20
o

C)

Table 10 Test results according to curing temperature condition (OPC, W/C 45%, curing temperature 12
o

C)

Type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60 min Initial 60 min 12 hr 18 hr 24 hr 36 hr 42 hr

Constant temperature
210 205 5.4 4.8

0.9 3.3 5.4 10.2 12.1

Variable temperature 0.8 1.8 4.1 8.4 9.0

Fig. 15 The change of curing temperature according to conditions

of temperature

Fig. 16 The change of fluidity according to th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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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고, 정온 조건에 비해

변온 조건시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이 다소 낮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이는 종결이후의 양생온도가 정온양생 조건

인 12
o
C보다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즉, 동절

기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할 경우 콘크리트 종결 후

의 외기온도를 감안하여 타설 공정을 계획하는 것이 조

기강도의 발현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4.4 물-시멘트비에 따른 강도 특성

물-시멘트비에 따른 조기강도발현 특성을 파악하기 위

해 물-시멘트비를 45%, 42%, 39%의 3수준의 배합으로

구분하여 각 시멘트 종류별로 배합시험을 실시한 결과를

Table 11에 나타내었다. 유동특성은 물-시멘트비가 작을

수록 60분 경시변화 이후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강도특성은 물-시멘트비가 작을수록 강도 발현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s. 18~20은 물-시멘트비에 따른 시멘트 종류별 조기

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낸 것이며, 물-시멘트비 42%, 39%

에서 수직재의 목표강도인 5 MPa/18 hr에 만족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초기 재령에

서의 강도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HESPC

의 경우 본 연구의 물-시멘트비에 관계없이 목표강도에

모두 만족하는 결과는 나타내고 있고, 그 증가율도 두드

러지게 나타났다. 

5. 결 론

 조기강도 발현용 콘크리트의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내배합시험에서 각 실험요인 및 수준을

Fig. 17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emperature 

Table 11 Test results according to W/C

Curing

temperature
Cement

W/C

(%)

Slump (mm) Air (%) Compressive strength (MPa)

0 60 0 60 12 hr 18 hr 24 hr 36 hr 42 hr

15

OPC

45 220 220 3.6 3.8 1.4 4.3 6.4 12.0 12.8

42 230 210 4.0 3.8 1.7 5.1 8.0 13.1 16.1

39 230 230 3.8 3.5 2.0 7.0 9.9 17.7 17.9

CHC

45 230 170 4.2 3.8 1.7 6.1 9.9 14.4 17.3

42 230 200 3.2 3.6 2.1 7.7 12.3 18.1 21.0

39 230 180 4.3 3.8 2.3 9.8 12.8 19.7 22.1

HESPC

45 230 215 5.0 4.3 3.9 11.2 15.7 22.0 24.6

42 230 220 4.6 4.0 4.3 12.9 18.5 25.5 26.5

39 230 230 3.9 3.5 5.3 15.5 21.8 28.7 31.1

Fig. 18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W/C 39%)

Fig. 19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W/C 42%)

Fig. 20 The development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type of cement (W/C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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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

었다.

1) 시멘트 종류별 60분 경시변화 이후 슬럼프 및 공기

량은 품질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현

장시공성에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판단되며, 강도

측면에서는 수직재의 목표강도인 5 MPa/18 hr 및 수

평재의 목표강도인 14 MPa/36 hr에 만족하는 CHC

와 HESPC가 우수한 품질 성능을 나타내었다.

2) 혼화제는 제조사 및 품종에 따라 강도발현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났으며, PNS계 혼화제보다는 PC계 혼

화제가 경시변화 및 조기강도발현 측면에서 우수하

였고, 적정량의 혼화제 사용이 조기강도 측면에서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3)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은 양생온도와 조건에 따

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조기강도 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양생온도로 대략

12
o
C 이하의 온도에서는 조기강도 발현에 상당한 취

약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콘크리트 종결 직후의 양

생온도에 의해 조기강도 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 MPa/18 hr의 강도 요구조건을 만

족시키기 위해서 OPC는 최소 17
o
C 이상, CHC는 14

o
C

이상, HESPC는 11
o
C 이상의 양생온도가 필요한 것

으로 판단된다.

4) 물-시멘트비에 따른 강도특성은 물-시멘트비가 낮을

수록 우수한 강도발현을 보이고 있으나 양생온도 및

시멘트의 종류에 따라 목표강도에 적합한 최적배합

(W/C)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조기강도 발현시간을 앞당김으로써 공사기간 단축에 의

한 공사원가 절감으로 경제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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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기강도 발현용 콘크리트의 유동특성 및 강도특성을 비롯한 공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것으

로서 실내배합시험에서 각 실험 요인 및 수준을 설정하여 검토한 결과 시멘트의 경우 OPC보다 CHC와 HESPC가 우수

한 품질 성능을 나타냈으며, PNS계 혼화제보다 PC계 혼화제가 경시변화 및 조기강도 발현 측면에서 우수하게 나타났

다. 또한, 양생 온도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냈는데, 양생온도 12
o
C 이하의 온도에서는 조기강도 발현에 상당한 취약성

을 나타냈으며 콘크리트 종결 직후의 양생온도에 의해 조기강도 발현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 MPa/18 hr

의 강도 요구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OPC는 최소 17
o
C 이상, CHC는 14

o
C 이상, HESPC는 11

o
C 이상의 양생온도가 필

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물-시멘트비에 따른 강도특성은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우수한 강도발현을 보였다. 본 연

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조기강도를 앞당김으로써 공사기간 단축에 의한 공사원가 절감으로 경

제적인 시공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조기강도, 유동특성, 강도특성, PC계 혼화제, 양생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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