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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new technology for effectively reducing hydration heat and controlling thermal cracking

caused increasing construction of large size massive concrete structures such as mat foundation of high-rise building, grandiose

bridge, and LNG tank. Therefor, to develop a new technology for reducing hydration heat of large size massive concrete in this

study, after developing the latent heat binder for controling hydration heat of concrete by application of latent heat material, it was

investigated basic properties and durability such as slump, air content and compressive strength, shrinkage properties, permeability,

freezing and thawing resistance, corrosion, and hydration heat generation properties of concrete using latent heat binder. As a test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latent heat binder was not affected adversely the basic property and durability of concrete, and was

advanced on the reduction of hydration heat and control of thermal crack. It is expected to be applied as the excellent technology

on the management of hydration heat and thermal crack in large size mass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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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콘크리트구조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및 장대화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매트 기초, 장대형 교량의 교각

기초, LNG 저장시설 등과 같은 수화열 관리에 의한 온

도균열 제어가 반드시 필요한 대형 매스콘크리트의 적용

사례가 증가되고 있다.
1-4)

 

시멘트의 수화열에 의해 발생되는 온도균열은 콘크리

트 표면에서의 미세균열뿐만 아니라 구조체를 관통하는

균열로서 발생될 가능성이 높으며, 콘크리트구조물의 구

조 안전성, 사용성 및 내구성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

게 되므로 대형 매스콘크리트의 설계 및 시공시에는 온

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기술의 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와 같은 온도균열 제어 기술 중 국내 건설생산현장

에서는 경제성 및 시공성 등의 관점에서 플라이애쉬와

같은 혼화재를 혼입한 저발열 콘크리트, 비라이트를 다

량 함유한 저열시멘트 등 재료적 측면에서의 온도균열

저감 기술이 주로 적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1,2,4)

그러나 기존 재료적 측면의 온도균열 저감 기술의 경

우 수화열 저감 효과가 대형 매스콘크리트 구조물의 온

도균열을 제어하기에는 미흡한 수준으로서 콘크리트 시

공 후 온도균열을 방지하지 못하는 사례도 있으며, 특히

수화열의 제어를 위해 콘크리트를 2~3회 정도 분할하여

타설함으로써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의 부착력 확보 조

치가 추가로 필요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등의 문제점

이 건설현장을 통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 분할 타설이 불가능한 부재의 경우에

는 파이프쿨링 등의 공법과 병용하는 방안이 주로 적용

되고 있어 재료적인 기술의 장점인 경제성 및 현장 적

용의 용이성 등이 확보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존 재료적 기술의 장점을 보유할 뿐만 아니라 콘크리

트의 온도균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다 성능

이 향상되고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이 건설현장에서 요구

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

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서 일정 온도에서 상변화를 일으

키는 잠열물질을 활용하여 콘크리트 수화열 제어를 위한

잠열성 결합재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

능을 평가함으로써 향후 건설현장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성능 향상된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 기술의 활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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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열재의 개요

잠열 (latent heat)이란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떤

물질이 일정한 상전이 (相轉移) 온도에서 고체←→액체 또

는 액체←→기체로 상전이가 되면서 흡수하거나 방출하는

열을 말하며, 상전이가 일어나지 않고 온도변화에 따라 열

을 흡수 또는 방출하는 현열보다 매우 크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잠열의 높은 열흡수 및 방출 효과는 본래의 에

너지 저장 및 온도 유지효과 외에도 열을 발산하는 물

질에 의해 온도가 상승되는 것을 억제하는 용도로도 효

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용도로 활용되는 물

질을 잠열재 (latent heat material, LHM) 라고 한다.
4,5)

이와 같은 잠열재는 유기계와 무기계로 구분할 수 있

으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무기재료로 구성된 콘크리트

재료와 유사한 조건으로서 적용하기 위해 무기계 잠열재

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무기계 잠열재는 그 종류 및 물성을 나타낸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수화물 계통이 대부분으로서 유기계

에 비해 밀도가 높고, 값이 비교적 저렴하며, 잠열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또한, 이와 같은 수화물형 잠열재

는 대부분 용융될 때 초기의 구성비와는 다른 구성비로

나누어지는 비합치 용융 (incongruently melting)을 나타

내는 포정 (包晶, peritectic) 계열에 속하며, 대부분 화학

공정상의 부산물로 산출되고 있다.

잠열량 및 상전이 온도 등은 그 물질의 고유한 특성으

로서 사용되는 잠열재마다 잠열량과 상전이 온도가 다르

며, 사용온도, 잠열량의 최소 요구량 등 사용 목적에 따

라 적당한 잠열재를 선택할 경우 에너지, 화학, 건설 등

여러 분야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계획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을 나타낸 Table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기술로서 잠열성 결합재

의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해 3개의 시리즈로 구성하였다.

시리즈I에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설정된 잠열재를 적

용하기 위한 결합재를 선정하기 위해 결합재의 종류를

5수준, 결합재의 구성비율을 4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측

정항목으로서는 간이 단열온도상승시험에 의한 수화열을

측정하였다.

시리즈II에서는 잠열성 결합재가 콘크리트의 성능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결합재 종류를 3수준으로

설정한 후, 콘크리트의 기초 물성과 촉진 내구성 시험에

의한 내구성을 평가하고자 하였으며, 측정 항목으로서는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공기량, 경화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자기수축, 건조수축,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동

결융해 저항성, 철근부식 등의 항목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리즈III에서는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

트의 수화발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존의 저발열

콘크리트에 주로 적용되었던 결합재 종류 2수준과 잠열

성 결합재를 적용하여 단열온도상승시험 및 모의부재에

의한 수화열을 평가하였다.

3.2 콘크리트 배합

본 연구의 시리즈I에서는 사전 검토를 통해 설정된 무

기계 잠열재를 적용하기 위한 결합재를 선정하기 위하여

W/B 25~40%의 시멘트페이스트를 사용하여 결합재 종류

및 결합재 구성비율에 따른 수화열을 평가하였다.

또한, 시리즈II 및 시리즈III에서는 잠열성 결합재를 적

용할 경우 콘크리트의 물성에 미치는 영향과 수화열 저

감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기존에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을 위해 주로 적용되고 있는 방안으로서 플라이애쉬

대체 (FA) 및 3성분계 결합재 (CFB)를 사용한 콘크리트

와 3성분계 결합재에 잠열재를 혼입하고, 프리믹스하여

제조한 잠열성 결합재 (LHB)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성능

Table 1 Kinds of inorganic latent heat material

Chemical compositionMelting point (
o
C) Dissolution heat (kJ/kg)

MgCl2·6H2O 116.0~118.0 172

Al2(SO4)3·10H2O 112.0 182

NH4Al(SO4)2·12H2O 93.5 269

KAl(SO4)2·12H2O 92.5 238

Mg(SO3)2·6H2O 89.0 160

Sr(OH)2·8H2O 88.0 343

Ba(OH)2·8H2O 78.0 266

Al(NO3)2·9H2O 73.5 155

NaCH2S2O2·5H2O 58.0 264

Na2S2O2·5H2O 48.0 197

CaBr2·6H2O 38.2 115

Zn(NO3)2·6H2O 36.0 147

Na2HPO4·12H2O 35.0 281

Na2CO3·10H2O 32.5~34.5 217

Na2SO4·10H2O 32.4 251

LiNO2·3H2O 30.0 255

CaCl2·6H2O 29.9 192

Fig. 1 Reaction mechanism of L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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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비교·평가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한 콘크리트 배합은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시리즈II의 경우 W/B를 43.0%로 설정하여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및 경화 콘크리트의 기초물성과 내구성을 평가

하였으며, 시리즈 III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적용 사례가

있는 배합과의 비교를 위하여 단열온도상승시험에는 W/

B 45.0%의 콘크리트 배합, mock-up 시험에는 W/B

45.0%의 콘크리트 배합을 적용하였다. 

3.3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재료는 시리즈 I의 경우 시멘트는

1종 및 4종 포틀랜드시멘트, 혼화재로서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하였다. 또한, 시리즈 II 및 III

시리즈의 경우 시멘트는 1종 포틀랜드시멘트 및 잠열성

결합재, 혼화재는 플라이애쉬 및 고로슬래그미분말, 골재

로서는 바다모래 및 부순자갈을 사용하였으며, 사용재료

의 물리적 성질을 Table 4에 나타냈다.

한편,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 수화열 저감 방안으로 적

용한 잠열재는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은 수산화스트

론튬 8수화물 (Sr(OH)2·8H2O)로서 무색 정방정계의 결정

이며, 전술한 바와 같은 다양한 잠열재에 대한 사전 검

토를 통해 선정하였다.

Table 2 Experimental program

Series Experimental objective
Experimental factors & levels 

Measuring items
Factors Levels

I Selection of latent heat binder
·Binder types

·OPC : FA : BFS

·OPC, HBC, FA20, BFS50, CFB

·6 : 2 : 2, 5 : 2 : 3, 4 : 2 : 4, 3 : 2 : 5
·Hydration heat of cement paste

II

Investigation of concrete

properties using latent heat

binder

·Binder types ·FA20, CFB, LHB

·Fresh concrete : slump, air content

·Hardened concrete : compressive strength 

·Durability of concrete

 : shrinkage, resistance of chloride ion penetration, 

  freezing and thawing durability, corrosion 

III
Investigation of hydration

heat generation of concrete
·Binder types ·FA20, CFB, LHB

·Hydration heat of concrete by adiabatic

temperature rise test and mock-up test 

OPC : ordinary Portland cement, HBC : high Belite cement, FA20 : fly-ash 20%, BFS50 :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50%

CFB : OPC+FA+BFS, LHB : latent heat binder

Table 3 Mix proportion of concrete

Series
W/B

(%)

Mix.

ID

s/a

(%)

Unit weight (kg/m
3
)

W C FA BFS LHB S G

II 43.0

FA20 48.0 155 288 72 - - 847 950

CFB 48.0 155 144 72 144 - 844 947

LHB 48.0 155 - - - 360 845 948

III

(A.T)
45.0

FA20 47.0 159 283 71 - - 828 966

CFB 47.0 159 141 71 141 - 825 963

LHB 47.0 159 - - - 353 826 964

III

(M.T)
45.0

FA20 47.0 155 276 69 - - 836 976

LHB 47.0 155 - - - 344 834 974

AT : adiabatic temperature rise test, MT : mock-up test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Series Used material Physical properties

I

Cement
·Portland cement type 1 (density : 3.15 g/cm

3
)

·Portland cement type 4 (density : 3.22 g/cm
3
) 

Mineral

admixture

·Fly-ash (density : 2.12 g/cm
3
, 

blaine : 2,976 cm
2
/g)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density : 2.99 g/cm
3
, blaine : 4,379 cm

2
/g)

II

III

Cement
·Portland cement type 1 (density : 3.15 g/cm

3
)

·Latent heat binder (density : 2.83 g/cm
3
) 

Mineral

admixture

·Fly-ash (density : 2.12 g/cm
3
,

blaine : 2,976cm
2
/g)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density : 2.99 g/cm
3
, blaine : 4,379 cm

2
/g)

Fine 

aggregate

·Sea sand (density : 2.56 g/cm
3
, absorption

ratio : 1.18%)

Coarse

aggregate

·Crushed stone

(density : 2.65 g/cm
3
, solid content : 62.52%)

Table 5 Properties of latent heat material

Composition
Melting

point (
o
C)

Dissolution

heat (cal/g)

Density

(g/cm
3
)

Specific heat

(cal/g·
o
C)

Sr(OH)2·8H2O 88 82 1.90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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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험 방법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의 기초 물성 및 촉진 내구성 시

험은 각각의 KS 시험 방법에 준하여 수행하였으며, 시

멘트 페이스트 및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특성 평가는 아

래와 같이 실시하였다. 

3.4.1 단열온도상승시험

단열온도상승시험은 Fig. 2와 같이 일본 M사에서 제작

된 시험기로서 공기순환식으로 정밀도는 ±0.1
o
C 이내인

단열온도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으며, 시험체를 단열상태

로 유지하여 7일간 계측하였다.

최대단열온도 및 반응속도는 식 (1)에 의해 시험기에

서 자동으로 회귀 분석되어 단열온도 측정 장비에서 측

정된 결과에 일본콘크리트공학협회의 온도응력연구위원

회에서 제시한 타설온도를 보정식을 적용하여 산출하였다.

 

T = K [1 − e
-at

] (1)

여기서 T =시간 t에서의 단열온도 상승 값 (
o
C)

     K =최대 단열온도 상승 값

     a =반응속도

     t =재령 (일)

3.4.2 간이 단열온도상승시험

시멘트페이스트의 간이 단열온도상승시험은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내경이 100 × 100 × 100 mm가 되도록

두께 50 mm의 단열재로 제작한 박스를 활용하여 결합재

종류 및 구성비율에 따른 수화발열 특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또한, 시리즈 III에서 모의부재에 의한 수화열 평가의 경

우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1,800 × 1,800 × 1,800 mm

크기의 부재를 제작하여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특성을 평

가하였다.

4. 실험 결과 검토 및 분석

4.1 결합재 종류 및 구성 비율에 따른 수화발열 특성 평

가 결과 (시리즈 I)

4.1.1 결합재 종류에 따른 수화발열 특성

간이 단열온도상승시험에 의해 W/B 40%의 시멘트페

이스트를 활용하여 결합재 종류에 따른 시멘트페이스트

의 수화발열 특성을 평가한 결과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OPC > BFS50 > FA20 > HBC > CFB 순으로 수화열

이 낮게 나타났다.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고로슬래그미분말 (BFS)에

비해 플라이애쉬 (FA)의 혼입에 의해 수화열 저감 성능

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저열시멘트 (HBC)의 경

우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플라이애쉬를 단독으로 사용한

경우에 비해 수화열 저감 성능이 우수하였으나, 단위시

멘트량 저감 및 혼화재의 흡열효과 등이 동시에 발현되

는 BFS와 FA를 혼용한 3성분계 결합재 (CFB)의 수화열

저감 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Adiabatic temperature rise test

Fig. 3 Cement paste temperature rise test

Fig. 4 Mock-up test

Fig. 5 Hydration heat of cement paste according to binder type



잠열성 결합재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665

4.1.2 결합재 구성비율에 따른 수화발열 특성

결합재 종류별 수화발열 특성 평가 결과 수화열 저감

성능이 가장 우수하였던 3성분계 결합재 (CFB)의 구성

비율에 따른 시멘트페이스트의 수화발열 특성을 효과적

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W/B 25%의 시멘트페이스트를 활

용하여 수화발열을 측정하였다. 

시험 결과를 나타낸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혼화

재 구성비율이 증가할수록 수화열 저감효과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결합재 구성비율 3 : 2 : 5의 경

우 굳지 않은 상태에서 물의 분리가 다소 발생되었으며,

이는 대량 콘크리트 타설시 과도한 블리딩에 의한 재료

분리의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서 3성분계 결합재 적

용시 혼화재의 구성비율을 증가시킬 경우 적용 조건 등

에 따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2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물성 평가 결

과 (시리즈 II)

4.2.1 콘크리트 기초 물성

본 연구의 시리즈 II에서는 시멘트페이스트 실험에 의

해 설정된 3성분계 결합재와 무기질계 잠열재를 혼합하

여 제조한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으로서 슬럼프, 공기량 및 압축강도를 평가하였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의 경우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기존에 매스콘크리트용 배합으로

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FA 및 3성분계 결합재 적

용 배합과 비교하여 유의할만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

어, 잠열성 결합재의 적용이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

량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재령 7일부터 91일까지의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

과 Fig. 8에 나타낸 바와 같이 3성분계 결합재를 사용한

CFB에 비해 3성분계 결합재와 무기질계 잠열재를 혼합

한 잠열성 결합재 LHB의 경우 잠열재의 혼입에 의해 압

축강도가 다소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압축강도의 저하는 본 연구에 적용된 잠열

재인 수산화스트론튬 8수화물 (Sr(OH)2·8H2O)의 반응에

의한 생성물이 일반적인 시멘트 수화물에 비해 낮은 강

도를 발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무기계 잠열재의 혼입량이 상당히 적기 때문에

FA 및 CFB 등의 기존 매스콘크리트용 배합과 비교하여

압축강도에 유의할만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며, 현

장 적용시 목표로 하는 압축강도 확보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4.2.2 콘크리트 내구성

잠열성 결합재의 적용이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촉진 시험에 의해 수축특성, 염

소이온 침투저항성, 동결융해저항성 및 철근부식 특성 등

을 평가하였다.

Fig. 9는 결합재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의 수축 시험 결

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결합재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재

령이 경과함에 따라 수축이 증가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편,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LHB의 경우 기존에 적

용되던 FA 및 CFB 배합에 비해 재령에 따른 수축량이

다소 작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어 신재료인

잠열성 결합재의 사용이 콘크리트의 수축에 미치는 악영

향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10은 재령 28일에서 콘크리트 시험체의 염
Fig. 6 Hydration heat of cement paste according to binder

composition

Fig. 7 Slump and air content of concrete according to binder

type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by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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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이온 침투 저항성 시험에 의한 결합재 종류별 통과전

하량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FA 및 CFB 배합에

비해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LHB의 경우 통과전하량

이 1,000 coulomb 이하로서 KS F 2711에 규정된 염소

이온 침투성을 기준으로 하여 ‘매우 낮음’으로 평가되어

잠열성 결합재의 적용에 의해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무기질계 잠열재인 수산화

스트론튬의 해리 생성물에 염소이온이 결합되어 착염화

합물을 생성하여 화학적으로 고정화시키는 착염 생성 효

과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KS F 2456의 급속 동결융해시험 방법에 의

해 평가한 결합재 종류별 촉진 사이클에 따른 상대 동

탄성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잠열성 결합재의 경우 기존에 매스콘크리트용 결합재로

일반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FA 및 CFB를 사용한 콘크리

트와 동등 이상의 동결융해 저항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

으로 나타나 무기질계 잠열재의 적용이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 12는 결합재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 중의 철

근부식 촉진 시험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서 결합재별 발

청율은 FA, CFB, LHB가 각각 0.0%, 0.1%, 0.0%로서

결합재 종류에 관계없이 철근부식은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무기계 잠열재의 적용이 콘크리트 내

부 철근의 부식 유발 등에 미치는 영향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콘크리트의 촉진 내구성 시험에 의해 잠

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평가한 결과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미치는 악영향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본 연구에서 적용한 무기계 잠열재의

경우 pH 13.5의 강알칼리성 물질로서 콘크리트에 혼입

시 알칼리성 저하에 의한 중성화 등의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특성

평가 결과 (시리즈 III)

4.3.1 단열온도상승시험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한 단열온도상승시험 결과를 Table

6, Figs. 13 및 14에 나타냈다.

결합재 종류에 따른 단열온도상승량을 나타낸 Fig. 13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콘크리트의 단열온도상승량은 FA

> CFB > LHB 순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기존 매스콘크리

Fig. 9 Length change of concrete by ages

Fig. 10 Total charge passed of concrete at 28 days

Fig. 11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by rapid freezing

and thawing test method

Fig. 12 Corrosion state according to binder type

Table 6 Result of adiabatic temperature rise test

Mix ID
Maximum temperature rise

K (
o
C)

Reaction velocity

α (
o
C / hr)

FA20 46.1 0.508

CFB 32.0 0.385

LHB 29.3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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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주로 적용되고 있는 FA 배합에 비해 본 연구의 잠

열성 결합재 LHB의 경우 최고 온도가 약 14
o
C 정도 저

감되는 것으로 나타나 잠열성 결합재의 우수한 수화열

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Fig. 14는 결합재 종류에 따른 반응속도를 나타

낸 것으로서 잠열성 결합재 LHB의 경우 FA 및 CFB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해 초기 반응속도는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재령 경과에 따른 반응속도의 저하도 상대적으

로 작게 보이고 있어 잠열성 결합재의 적용이 콘크리트

의 온도 균열 제어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4.3.2 모의부재에 의한 수화온도 평가

부재 크기 1,800 × 1,800 × 1,800 mm의 모의부재에 의한

콘크리트에 있어서 부재 중심부의 수화온도 평가 결과를

나타낸 Fig.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합재로서 FA를 적

용한 저발열 콘크리트에 비해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경우 최고 수화온도가 약 12
o
C 정도 저감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고온도 도달시간은 다소 지연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최고온도 도달 이후에 있어서 잠열성 결합재 LHB

를 사용한 경우 FA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해 수화온도

저감 속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검토한 잠

열성 결합재의 적용에 의해 매스콘크리트의 온도균열 제

어에 효과적인 성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을 위한 신기술로서 잠열성 결

합재를 사용한 저발열 콘크리트의 기초 물성, 내구성 및

수화발열 특성을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단열온도상승시험 및 모의부재시험에 의한 수화발

열 특성 평과 결과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

리트의 경우 기존에 주로 적용되고 있던 FA를 20%

사용한 저발열 콘크리트에 비해 10
o
C 이상의 수화

열 저감 효과가 나타났으며, 최고 수화온도 도달시

간 및 수화온도 저하 시간도 다소 지연되는 것으

로 나타나 본 연구에서 적용한 잠열성 결합재의 수

화열 저감 기술로서의 유효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무기질계 잠열재를 적용하기 위한 결합재 종류 및

구성비율에 따른 수화열 평가 결과 3성분계 결합

재를 사용한 경우 수화열 저감 성능이 가장 우수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구성비율에 있어서는 OPC :

FA : BFS의 비율 4 : 2 : 4에서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

감 성능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물성 확보가 가능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3성분계 결합재와 무기질계 잠열재를 혼합하여 제

조한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물

성 평가 결과 잠열성 결합재의 적용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에 미치는 영향은 없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압축강도의 경우 잠열성 결

합재의 적용에 의해 다소 저하하고 있으나 재령 28

일 압축강도 확보에는 문제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잠열성 결합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촉진 내구성

시험 결과 잠열성 결합재의 적용에 의해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은 오히려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외에 수축특성, 동결융해 저항성 및 철근부

Fig. 13 Adiabatic temperature rise according to binder type

Fig. 14 Reaction velocity of concrete according to binder type

Fig. 15 Hydration temperature by mock-up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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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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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구조물의 초고층화, 대형화 및 장대화에 따라 초고층 건축물의 매트 기초, 장대형 교량의 교각 기

초, LNG 저장시설 등과 같은 수화열 관리가 반드시 필요한 대형 매스콘크리트의 적용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콘크리트

의 온도균열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보다 성능 향상되고 실용적인 기술의 개발이 건설현장에서 요구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형 매스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을 위한 새로운 기술로서 일정 온도에서 상변화를 일으키는 잠열

재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수화열 제어를 위한 잠열성 결합재를 개발하고, 이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내구성 및

수화발열 특성 등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잠열성 결합재는 콘크리트의 기초물성 및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콘

크리트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제어에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형 매스콘크리트 구조

물의 수화열 저감을 위한 유효한 기술로서 실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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