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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 콘크리트의 수화발열 및 역학적 특성 모델

차수원
1)
*·김기현

2)
·김성욱

3)
·박정준

3)
·배성근

1)

1)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 

2)
서울대학교 에너지자원신기술연구소 

3)
한국건설기술연구원

Models for Hydration Heat Development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Soo-Won Cha,
1)* Ki-Hyun Kim,

2)
 Sung-Wook Kim,

3)
 Jung-Jun Park,

3)
 and Sung-Geun Bae

1)

1)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Ulsan, Ulsan 680-749, Korea

2)
Research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742, Korea

3)
Structural Engineering & Bridges Research Division,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Technology, Goyang 411-714, Korea

ABSTRACT Concrete has excellent mechanical properties, high durability, and economical advantages over other construction

materials. Nevertheless, it is not an easy task to apply concrete to long span bridges. That's because concrete has a low strength

to weight ratio. 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UHPC) has a very high strength and hence it allows use of relatively small section

for the same design load. Thus UHPC is a promising material to be utilized in the construction of long span bridges.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of crack generation during the curing process due to the high binder ratio of UHPC and a consequent large

amount of hydration heat. In this study, adiabatic temperature rise and mechanical properties were modeled for the stress analysis

due to hydration heat.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of UHPC was modeled superposing 2-parameter model and S-shaped func-

tion, and the Arrhenius constant was determined using the concept of equivalent time. The results are verified by the mock-up test

measuring the temperature development due to the hydration of UHPC. In addition, models for mechanical properties such as elas-

tic modulus, tensile strength and compressive strength were developed based on the test results from conventional load test and

ultrasonic pulse velocity measurement.

Keywords : UHPC, heat of hydration heat,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equivalent time

1. 서 론

콘크리는 건설 재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주요

구성물이며 이는 콘크리트가 역학적 성능 및 내구성능이

우수한 재료이고 경제성 또한 타 재료에 비해 월등히 뛰

어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장

경간 교량의 바닥판에 콘크리트를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

데 이는 콘크리트의 중량 대비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경간 콘크리트 교량의 건설을 위해서는 재료의

중량을 줄이거나 강도를 높여야 되는데 콘크리트의 중량

감소에는 한계가 있다. 결국 교량 구조부재의 단면 크기

를 줄이기 위한 콘크리트의 고강도화가 요구된다. 최근

개발된 초고성능 콘크리트(ultra high performance concrete,

이하 UHPC)는 굵은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압축강도가

150 MPa에 이르러 비교적 얇은 단면을 만들 수 있으므

로
1,2)

 향후 사장교를 비롯한 장경간 교량에 그 활용이 기

대되는 재료이다.

UHPC를 사용한 교량 바닥판의 실용화를 위해서는 바

닥판 제작 단계에서부터 주의가 요구된다. UHPC는 재

료 특성상 단위결합재량이 많아 높은 수화열이 발생하는

데, 특히 바닥판 제작을 위해 타설 후 48시간 동안 외기

온도 20
o
C 환경에서 양생한 후 72시간 동안 90

o
C에서 증

기양생을 수행하므로 양생과정 중 급변하는 온도이력에

의해 균열발생 위험성이 크다. 수화발열에 의해 균열위

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온도해석을 먼저 수행해야 한

다. 온도해석으로 구조물에 발생하는 변형률을 계산한 후

여기에 탄성계수를 곱하여 인장응력을 구하고, 이 결과

를 인장강도와 비교하여 균열지수를 산정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역학적 특성은 상온 20
o
C의 등온조건에서

양생된 공시체로 측정하여 얻는데, UHPC 바닥판은 양

생부터 다양한 온도 이력을 거치게 되고 발열속도 또한

온도의존성을 보이므로 등온조건에서 측정한 역학적 특

성으로 각 시기에서의 균열위험성을 평가할 수는 없다.

따라서 구조물 각 부위가 겪는 온도이력을 고려하기 위

하여 성숙도 개념을 도입해야 하며 이를 통해 실제 재

령을 등가재령으로 환산할 수 있다. 이 과정에 아레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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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상수가 필요하며, 이 연구에서는 일반 콘크리트와 다

른 발열특성을 보이는 UHPC의 수화발열곡선 모델을 개

발하고 UHPC에 대한 아레니우스 상수를 결정하였다.

또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와 같이 공시체 제작을 통한

역학적 특성 측정과 더불어, 초음파 속도(ultrasonic pulse

velocity, 이하 UPV)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타설 직후 1일

이내 초기재령에서의 UHPC의 역학적 특성 추정하였으

며, 이 결과를 UHPC 바닥판의 초기재령 균열 위험성 평

가에 이용할 수 있도록 모델화 하였다.

2. UHPC의 수화발열 모델

2.1 단열온도 상승시험

콘크리트의 수화열에 의한 체적 변형과 관련된 응력을

산정하여 균열발생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화발

열 특성을 먼저 파악해야 하므로, 이 연구에서는 UHPC

의 단열온도 상승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은 단열온

도 상승시험을 수행한 UHPC의 배합표이며, Table 2에서

와 같이 총 6가지 변수에 대하여 단열온도 상승시험을

수행하였다.

Fig. 1은 시험 결과를 보인 것으로, 배합표에 나타난

바와 같이 UHPC는 높은 부배합의 결합재를 사용하므로

수화열 발생량이 일반 콘크리트 배합보다 다소 높은 경

향을 보였다.

시험 결과 비교를 위하여 A, B, C 배합 중 타설온도

가 비슷한 경우에 대하여 단열온도 상승량을 그리면 Fig.

2와 같다. 결합재량은 A, B, C 순이며 Fig. 2에서와 같

이 바인더의 양이 많을수록 총발열량이 더 크다.

동일한 배합에 대하여 타설온도의 영향을 분석하기 위

하여 Fig. 3과 같이 단열온도 상승량을 도시하였다. 타설

온도가 높을수록 발열속도는 빠르다.

전반적으로 UHPC는 배합초기에 비교적 낮은 속도로

일정크기의 발열을 보이다가 어느 정도 시간이 경과된

후 짧은 기간 동안 매우 빠른 속도로 발열하는 등 일반

콘크리트들과 매우 상이한 발열특성을 보이고 있다(Fig.

4 참고). 따라서 UHPC의 초기균열 평가를 위하여 기존

의 단열온도 상승곡선 형태와는 다른 형태의 수화발열

모델이 필요하다.

Table 1 Mixture proportion of UHPC

Mixture W/B (%) Cement Silica fume Sand

A

0.2 1 0.25 1.1B

C

Filler
Shrinkage

reducer

Expansion

agent

Super 

plasticizer
Steel fiber

0.3

- -

0.02 2% volume0.01 0.05

0.01 0.075

Table 2 Variables of adiabatic temperature rise test

Variable Type of mixture Initial temperature (
o
C)

A-26.8 A 26.8

B-27.4 B 27.4

C-22.9 C 22.9

C-29.0 C 29.0

C-31.8 C 31.8

C-35.5 C 35.5

Fig. 1 Results of adiabatic temperature rise test

Fig. 2 Adiabatic temperature rise (3 variables out of mixture

A, B, C)

Fig. 3 Adiabatic temperature rise (2 variables out of mixtur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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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단열온도 상승곡선 모델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3) 
등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

는 단열온도 상승곡선은 다음과 같이 지수함수 형태로

표현된다.

(1)

여기서 T는 시간 t에서의 단열온도 상승량(
o
C)이고, Qmax

는 최종 단열온도 상승량(
o
C), r은 반응속도, t는 시간이다.

일반 콘크리트에 대해서 타설 후 약간의 시간경과 후

에 발열이 시작되는 현상을 표현하기 위해 다음 식을 사

용하기도 한다.

(2)

여기서 t0는 반응이 시작되는 시간이다. 식 (1)은 2변수

모델, 식 (2)는 3변수 모델로 불린다. Figs. 5와 6은 2변

수 모델과 3변수 모델을 각각 도시한 것이다. 3변수 모

델은 발열개시시간 t0 이전에는 음의 결과를 가지게 되

므로 이 시기에는 발열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면 된다.

타설 직후부터 수화발열이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연속

적인 하나의 함수로 표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S자

형태를 가지는 기존 수화도 모델을 활용할 수 있다.
4)

(3)

여기서 α는 수화도, λ1, k1, t1은 실험에 의해 구해지는

상수이다. 식 (3)은 원래 재령에 따른 수화도를 표현할

때 사용되는 식인데 단열온도 상승량 만큼 확대하여 수

화발열 곡선 모델에 이용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식

(3)을 수화발열 곡선 모델에 활용하였다.

단열온도 상승시험 결과분석을 통하여 UHPC는 발열

이 2단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구성하였다. 이를 위

해 Fig. 7에 보인 바와 같이 2변수 모델과 3변수 모델을

중첩하는 방법, 그리고 2변수 모델과 S자 형태의 함수를

중첩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온도

상승속도가 빨리지는 부분의 완만한 표현을 위해 후자의

방법으로 UHPC의 단열온도 상승곡선을 아래와 같이 표

현하였다.

(4)

   

여기서 Tmax는 최대 단열온도 상승량(
o
C), T1은 단열온도

상승곡선의 초반부 경향을 표현하기 위한 온도증가량(
o
C)

이다. 우변의 첫 번째 항은 UHPC의 초반부 발열특성을

2변수 모델의 초기 상승구간으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 항은 전체 UHPC 발열곡선에서 2변수 모델에

의한 발열량을 제거한 나머지 부분을 S자 형태의 함수

로 표현하기 위한 것이다.

단열온도 상승곡선 모델을 결정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

다. 먼저 초반부를 적절히 표현할 수 있도록 T1, Tmax, r을

선택하면 나머지 온도상승량 부분은 다음과 같이 S자 곡

선으로 표현된다.

(5)

T Q
max

1 e
rt–

–( )=

T Q
max

1 e
r t t

0
–( )–

–( )=

α λ
1

1
t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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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mparison of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s

Fig. 5 2-parameter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Fig. 6 3-parameter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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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5)의 좌변을 y라 하고 양변에 로그를 반복해서 취

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관계를 얻을 수 있다.

(6)

식 (6)은 일차식 Y = AX + B의 형태이며 A, B를 최소제

곱법으로 결정할 수 있다. 이상의 과정을 통하여 각 시

험변수별로 단열온도 상승곡선 모델을 결정한 것이 Table

3이며, 이 가운데 변수 C-29.0에 대한 결과를 Fig. 8에

도시하였다.

2.3 화학반응 속도론을 고려한 수화발열 특성

초기재령에서의 균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매

순간 콘크리트 각 부위마다 변형률 발현정도와 역학적 특

성 발현정도를 파악해야 한다. 그런데 화학반응 속도론에

의하면 화학반응속도는 온도증가에 따라 증가한다.
5)
 수화

반응은 결합재가 물과 반응하여 수화물을 생성하는 일종

의 화학반응이므로 역시 이러한 규칙이 적용된다.

yln–( )ln λ
1
κ
1

1
t

t
1

---+⎝ ⎠
⎛ ⎞lnln⋅–ln=

Table 3 Adiabatic temperature rise model of UHPC

Variable T1(
o
C) r(1/hr) Tmax(

o
C) λ1 κ1 t1(hr)

A-26.8 5 0.1 74 5.7 11.4412 1.40

B-27.4 11 0.1 62 7.0 14.0562 1.40

C-22.9 12 0.1 63 2.6 12.3688 1.85

C-29.0 13 0.1 62 2.2 11.6897 1.70

C-31.8 13 0.1 60 2.6 12.7337 1.60

C-35.5 15 0.1 55.6 5.0 14.0701 1.50

Fig. 7 Superposition for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of UH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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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위치마다 수화도가 다르고 따라서 강도를 비

롯한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 온도변화에 따른 변형률

산정을 위한 열전달 해석에서 높은 온도에서 더 빨리 수

화반응이 진행된다는 수화반응의 온도의존성이 고려되어

야 하고, 수화반응의 정도에 따라 역학적 특성이 결정되

므로 역학적 특성 발현에도 온도의존성이 고려되어야 한

다. 수화반응의 온도의존성을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이 반응속도와 온도의 관계를 다음과 같이 아레니우스식

으로 표현할 수 있다.

(7)

여기서 k는 속도상수, A는 빈도인자, E는 활성화에너지

(J/mol), R은 기체상수(8.314 J/molK), T는 절대온도(K)이

다. 여기서 E/R을 아레니우스 상수라 한다.

서로 다른 온도이력을 가지는 동일한 배합의 두 발열

곡선에 대하여(Fig. 9 참고), 같은 크기의 발열량이 생성

되면 두 발열반응은 동일한 반응정도, 즉 동일한 수화도

를 얻으며 식 (7)을 이용하면 다음의 관계가 성립한다.

(8)

탄성계수, 압축강도, 인장강도와 같은 콘크리트의 역학

적 성질은 대부분 20
o
C에서 양생한 경우를 기준으로 한

다. 서로 다른 온도이력에서 양생된 콘크리트를 등온조

건에서 양생한 것과 등가의 개념으로 두기 위해 식 (8)

의 한 변의 온도를 기준온도 20
o
C로 둘 때, 그 소요시간

teq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9)

여기서 teq는 임의 온도이력의 콘크리트가 해당 수화정도

를 얻기 위하여 기준온도 20
o
C에서 양생되는데 소요되

는 시간을 의미하며, 등가재령(equivalent time)이라 한다.

등가재령의 개념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아레니우스 상

수를 결정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UHPC의 아레니우

스 상수를 결정하기 위해 Fig. 3에 보인 C 배합에 대한

단열온도 상승곡선의 온도상승 구간을 사용하였다. C 배

합의 경우 Fig. 10에 보인 바와 같이 아레니우스 상수는

1,000 K가 적절함을 알 수 있다. 보통 콘크리트의 온도의

존성을 표현하기 위한 아레니우스 상수는 6,000 K이므로
6)

UHPC는 온도의존성이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서는 작은

편이라 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20
o
C 등온조건으로 환산한 단열온도 상승

곡선을 이용하여 다음 식과 같이 수화도를 등가재령의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10)

여기서 te는 등가재령(hr), αe는 등가재령으로 표현한 수

화도, α1은 초반부 수화정도를 표현하기 위한 값, re는

등가재령에 대한 반응속도(1/hr)이다. C 배합에 대한 λ1,

κ1, t1은 Table 4와 같고, Fig. 11에 등가재령으로 표현한

수화도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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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diabatic temperature rise curve of C-29.0

Fig. 9 Temperature developed in different path

Fig. 10 Adiabatic temperature rise over equivalent time

Table 4 Degree of hydration model of UHPC

Mixture α1 r
e 

(1/hr) λ1 κ1 t1 (hr)

C 0.17 0.1 3.5 11.658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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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UHPC 발열특성 검증 시험

UHPC는 2단계에 걸친 발열특성을 보인다. 이는 일반

적인 콘크리트의 발열특성과는 차이를 보이므로 앞 장에

서 UHPC에 적용가능한 수화발열 특성을 모델링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실물크기 모형시험을 통하여 이를 검증하

고자 하였다.

유한요소 해석 프로그램을 사용한 열전달 해석을 통하

여 거푸집 내부의 각 지점에서 거의 균일한 온도 분포

를 보일 수 있도록 시험체의 크기를 설계하였다. 시험체

는 Fig. 12에 보인 것처럼 500 × 500 × 500 mm의 크기를

가지는 정육면체이며 나무 거푸집에 100 mm 두께의 스

티로폼을 설치하였다. UHPC를 타설한 후 20
o
C 조건에

서 양생하면서 온도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험체 표면으로부터 중심방향으로 몇 개의 지점에서

측정한 온도 변화와 상용 해석툴인 DIANA를 사용하여

온도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13에 나타내었다. 각 지

점의 온도가 거의 같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는 시험체 크

기에 비하여 단열재가 두꺼워 콘크리트의 열전도 속도에

비하여 표면의 열손실 속도가 더 작기 때문이다. 앞 장에

서 개발된 UHPC 단열온도 상승곡선 모델을 열전달 해석

에 사용하였다. 초반부의 2단계에 걸친 발열특성이 측정

되고 전체적인 온도변화를 잘 표현하는 것으로부터 UHPC

에 대한 수화발열 모델이 타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 UHPC의 역학적 특성 모델

4.1 역학적 특성 시험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은 대부분 기준온도에서 양생

한 시편에 대하여 측정된다. 역학적 특성을 측정하기 위

한 공시체의 크기는 수화발열량이 쉽게 소산될 수 있는

정도이며, 따라서 역학적 특성을 측정한 실제재령은 양

생온도를 기준온도로 설정했을 경우의 등가재령이라고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압축강도를 기본으로 하여

수화발열에 의한 UHPC 바닥판의 균열 위험성을 평가하

기 위한 기본 자료로서 탄성계수와 인장강도 시험을 수

행하였다(Fig. 14 참고). 시험체는 20
o
C의 일정한 온도로

양생하였다.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탄성계수, 그리고 휨인장 강도로

Fig. 11 Degree of hydration over equivalent time

Fig. 12 Form for mock-up test

Fig. 13 Temperature from test and FEM analysis

Fig. 14 Test of mechanical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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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환산한 직접인장강도
7)
는 각각 126.9 MPa, 46.03 GPa,

19.2 MPa이며, 28일 값을 기준으로 나타내면 식 (11) 및

Fig. 15와 같다.

(11a)

(11b)

(11c)

여기서 te는 등가재령(day), fc, Ec, ft는 각각 등가재령에

서의 압축강도(MPa), 탄성계수(MPa), 인장강도(MPa)이며,

f28, E28, ft28은 각각 등가재령 28일 압축강도(MPa), 탄성

계수(MPa), 인장강도(MPa)이다.

4.2 초음파 속도를 이용한 역학적 특성 추정

UHPC 바닥판은 타설 후 48시간 동안의 상온양생과 그

이후의 고온 증기양생으로 인해 초기에 균열발생 위험이

높다. 초기재령에서의 균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수화발열에 의한 변형률과 탄성계수, 인장강도와 같은 초

기재령에서의 역학적 특성이 필요하다. 그러나 공시체를

사용한 역학적 특성 시험에서 타설 후 1일 정도까지의

역학적 특성을 구하기는 어려우며, 실제로 20시간 이내

재령에서의 역학적 특성 시험을 시도한 바 있으나 측정

이 불가능하였다(Fig. 16 참고). Fig. 15에 보인 UHPC

역학적 특성 시험 결과는 0.83일(약 20시간)부터의 측정

값들이다. 따라서 초기재령 균열위험성 평가를 위하여 타

설 이후 20시간까지의 역학적 특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

법이 요구되었고, 이에 이 연구에서는 초음파 속도를 측

정하여 탄성계수를 추정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균질등방성의 탄성체에 대하여 탄성계수와, P파속도,

밀도, 포아송비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8)

(12)

여기서 Vp는 P파 속도(m/s), E는 탄성계수(MPa), ρ는 밀

도(kg/m
3
), v는 포아송비이다. 식 (12)에 의하면 탄성계수

는 초음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 연구에서는 UHPC 타설 후 약 20시간까지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으며 Fig. 17은 C 배합에 대하여 20
o
C에

서 양생한 경우의 초음파 속도 측정 결과를 보여주는 것

이다. UHPC는 식 (11)과 같이 탄성계수와 인장강도가 같

은 형태의 함수를 취하고 있으므로 탄성계수와 마찬가지

로 인장강도도 초음파 속도의 제곱에 비례한다. Fig. 15

에서 재령 20시간에서의 탄성계수와 인장강도는 각각

2.407 GPa, 0.933 MPa이며, 이를 이용하여 약 20시간까지

의 초기재령 탄성계수와 인장강도를 추정하여 Fig. 18과

같이 나타내었다.

Fig. 18의 결과를 일차식으로 회귀분석하여 등가재령

20시간까지의 역학적 특성을 모델링하면 다음과 같다.

(13a)

(13b)

여기서 te는 등가재령(hr), E는 등가재령으로 표현한 탄

성계수(GPa), ft는 등가재령으로 표현한 인장강도(MPa),

t0는 1 hr이다.

이상과 같이 20시간 이전 재령에 대해서는 초음파 속

fc f
28

1

0.5 te–
-----------------⎝ ⎠
⎛ ⎞exp⋅=

Ec E
28

0.4

0.8 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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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 ft28
0.4

0.8 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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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1 v–( )
ρ 1 2v–( ) 1 v+( )
----------------------------------------=

E te( ) 0.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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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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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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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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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Mechanical properties of UHPC
2)



396│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2권 제3호 (2010)

도 측정 결과를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을 구

하고, 또 20시간 이후 재령에서는 기존의 하중 재하 방

법으로 역학적 특성을 구하였다. 수화발열을 고려한 열

전달해석에서 얻은 변형률에 탄성계수를 곱하여 열응력

을 계산하고 이를 인장강도와 비교하면 균열지수를 산정

할 수 있다. 양생과정에서의 균열위험성 평가에는 탄성

계수와 인장강도가 특히 중요한데, 이 논문의 역학적 특

성 측정 결과는 UHPC 바닥판의 수화열에 의한 초기재

령 균열위험성 평가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단열온도 상승시험 및 역학적 특성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수화발열에 따른 UHPC 바닥판의 초

기재령 균열 위험성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각 모델을 개

발하였다.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열온도 상승시험 결과로부터 UHPC의 발열특성

을 확인하고, 이를 2변수 모델과 S자형 함수의 중

첩으로 모델링하였다. 이를 통해 2단계에 걸치 UHPC

의 발열특성을 적절히 표현할 수 있었다.

2) 수화반응의 온도의존성을 반영하기 위하여 반응속

도를 아레니우스 식으로 가정하고, 등가재령 개념

을 도입하여 UHPC의 아레니우스 상수를 1,000 K로

결정하였다.

3) 20
o
C 등온조건으로 환산한 단열온도 상승곡선을 이

용하여 등가재령의 함수로 수화도를 표현하였다. 여

Fig. 17 Ultrasonic pulse velocity of UHPC at early age
9)

Fig. 18 Mechanical properties calculated from UPV

Fig. 16 Hardening of UHPC at early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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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도 2변수 모델과 S자형 함수의 중첩을 이용하

였으며, 2단계에 걸친 수화도를 모델링할 수 있었다.

4) 실물크기 시험체의 온도측정 결과와 열전달해석에

의한 결과가 잘 일치하는 것으로부터 UHPC의 수

화발열 특성 모델링이 적절함을 확인하였다.

5) 온도해석에서 얻은 변형률을 인장응력으로 변환하

기 위하여 재령에 따른 탄성계수를 측정하였고, 인

장응력과 비교하여 균열발생 여부를 확인할 수 있

도록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하중재하 방법으로 탄

성계수, 인장강도,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재령 20시

간 이후의 역학적 특성을 모델링하였다.

6) 탄성계수와 인장강도는 초음파 속도의 제곱에 비례

함을 이용하여, 하중재하 방법을 적용하기 어려운

타설 직후부터 재령 20시간까지의 UHPC의 역학적

특성을 모델링하였다.

온도해석을 통하여 수화열에 의한 변형률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인장응력으로 변환 후 인장강도와 비교하면

균열 발생 여부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이 연구의 결과

들은 UHPC 바닥판의 초기재령 균열 위험성을 평가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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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는 역학적 성능, 내구성능, 경제성이 우수한 재료이지만 장경간 교량에 적용하기는 쉽지 않은데, 이

는 콘크리트의 중량 대비 강도가 낮기 때문이다.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높은 압축강도를 가지며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단면의 크기를 줄일 수 있어, 장경간 교량 바닥판으로 활용이 기대된다. 그러나 초고성능 콘크리트는 재료 특

성상 단위결합재량이 많으므로 바닥판 양생과정에서 수화열에 의한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UHPC 바닥

판의 초기재령 균열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기초 작업을 수행하였다. 먼저 단열온도 상승시험 결과를 바탕으로 2변수

모델과 S자형 함수의 중첩으로 단열온도 상승곡선을 모델링하고, 등가재령의 개념을 도입하여 UHPC의 아레니우스 상

수를 결정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실물크기 시험체에 대한 수화발열 측정시험으로 검증하였다. 다음으로 초음파 속도 측

정 결과와 하중 재하에 의하여 탄성계수, 인장강도, 압축강도와 같은 UHPC의 역학적 특성을 구하였다.

핵심용어 : 초고성능 콘크리트, 수화열, 단열온도 상승곡선, 등가재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