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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LNG 저장탱크 구조물의 온도균열 제어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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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rmal stress analysis are carried out considering material properties, curing condition, ambient tem-

perature, and casting date of the mass concrete placed in bottom slab and side wall of the in-ground type LNG tank as a super

massive structure. Also, based on the numerical results, cracking possibility is predicted and counter measures to prevent the crack-

ing are proposed. For the tasks, two optimum mix proportions were selected. From the results of the thermal stress analysis, the

through crack index of 1.2 was satisfied for separately caste concrete lots except for the bottom slab caste in 2 separate sequences.

For the double caste bottom slab, it is necessary introduce counter measures such as pre-cooling prior to the site construction. Also,

another crack preventive measure is to lower the initial casting temperature by 25
o
C or less to satisfy 1.2 through crack index cri-

terion. In the 1
st
 and 2

nd
 caste bottom slab, the surface crack index was over 1.2. Therefore, the surface cracks can be controlled

by implementing the curing conditions proposed in this study. Since the side wall’s surface crack index was over 1.0, it is safe to

assume that the counter preventive measures can control width and number of cracks.

Keywords : adiabatic temperature rising test, through crack index, surface crack index, pre-cooling, limestone powder

1. 서 론

현재, 급증하고 있는 액화천연가스(이하, LNG)의 수요

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으로 LNG 저장탱크가 인천, 평택,

통영 및 삼척 인수기지에서 건설 또는 가동 중에 있으

며, 그 용량도 10만 kl에서 14만 및 20만 kl급의 대용량

으로 증가되어 왔다.
1)
 특히, 지하식 LNG 저장탱크의 구

조물은 지하연속벽, 파일캡 슬래브, 그리고 본체인 바닥

슬래브와 측벽 및 지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부분 초

대형 구조물에 속하기 때문에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의

제어대책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경화 과정에서 수화발열에 의

하여 내부 온도가 상승하게 되는데, 콘크리트의 열전도

율이 낮기 때문에 내부와 외부의 온도차가 발생하게 된

다. 또한, 이러한 온도차와 더불어 구조물의 외부구속에

따른 온도응력이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를 초과하면 균열

이 발생하게 된다.
3,4)

지하식 LNG 저장탱크는 토압 및 지하수압을 견딜 수

있는 지하연속벽(slurry wall) 구조물을 미리 시공한 후에

탱크내부의 굴착작업과 탱크하부의 파일캡 슬래브(pile

cap slab) 공사를 선행하게 된다. 뒤이어 본체인 바닥슬

래브(bottom slab) 및 측벽(side wall)을 순차적으로 시공

한 후에 탱크내부의 바닥에서 지붕(roof) 구조체를 조립

한 후 공기부양(air raising)으로 지상까지 인양하여 측벽

의 상부에 고정하고 마지막으로 보냉재와 멤브레인을 설

치하게 된다.
5)
 특히, 지하식 LNG 저장탱크의 본체 구조

물인 바닥슬래브 및 측벽의 두께가 각각 9.0 m와 3.0 m

의 초대형 구조물로 매스 콘크리트를 순차적으로 타설해

나가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온도균열의 발생이 매우 중요

한 품질관리 포인트로 간주되고 있다.
6)

이러한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 및 온도균열 방

지를 위한 대책으로 저발열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원재료의 선행냉각(pre-cooling)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외기온 및 양생조건 등에 대한 온

도균열의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7-9) 
온도균열을 제어하

기 위하여 온도균열지수를 1.2이상으로 설계하여야 하며,

이를 만족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10)

이 연구에서는 지하식 LNG 저장탱크의 바닥슬래브와

측벽에 사용되는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대책의 일환

으로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에 석회석 미분말을 치환하는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및 양생, 온도조건 등의 현장조건

을 대상으로 온도응력 해석을 실시하였으며, 해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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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토대로 온도균열 제어를 위한 매스 콘크리트의 현장

최적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석 방법 및 조건

2.1 해석 요소

2차원 유한요소법(FEM)에 의한 해석요소는 열전달 해

석에서 시간에 따른 시멘트의 수화열, 표면 열전달, 외

기온 및 온도응력 해석에서 시간에 따른 탄성계수와 인

장강도 등이 사용되었다.
11)

2.2 해석모델링

열전달 해석에서는 바닥슬래브, 측벽(5Lot까지), 지반, 지

하연속벽, 파일캡 슬래브 및 자갈층을 대상으로 모델링

하였다. 바닥슬래브와 측벽 사이에 설치된 시트는 분리

가 가능하기 때문에, 온도응력 해석에서 측벽은 바닥슬

래브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것을 가정하여 바닥슬래브와

측벽을 각각 모델링 하였다.

바닥슬래브와 측벽 하부에 있는 강관파일과 지반 및

파일캡 슬래브는 응력해석에 있어서 선형 스프링으로 대

체하였다. 지하연속벽과 측벽의 접합부는 전단키(shear

key)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하연속벽과 측벽은 구속

되지 않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측벽은 구속된 전단키의

기능과 온도감소 등에 의하여 방사상으로 수축을 받지만,

수축의 효과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

에 측벽과 지하연속벽은 분리하여 생각할 수 있다.
2,5)

 바

닥슬래브 및 측벽의 경계조건과 유한요소법에 의한 모델

링은 Fig. 1과 같다.

2.3 온도균열지수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가능성은 온도균열지수에

의해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JSCE
12)

 및 KCI
13) 
기

준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도균열지수는 식 (1)과 같다.

(1)

여기서, ft(t)는 재령 t일에서의 수화열에 의하여 생긴 부

재내부의 온도응력 최대값(MPa)이고, fsp(t)는 재령 t일에

서 콘크리트의 쪼갬인장강도(MPa)로서 재령 및 양생온

도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온도균열지수는 구조물의 중요도, 기능, 환경조건 등에

대응할 수 있도록 선정해야 하는데, 철근이 배근된 일반

적인 구조물의 온도균열지수는 Fig. 2 및 다음과 같다.

① 균열발생을 방지하여야 할 경우 : 1.5이상

②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1.2이상 1.5미만

③ 유해한 균열발생을 제한할 경우 : 0.7이상 1.2미만

수화열에 의한 온도균열은 초기에 콘크리트의 표면부

와 중심부의 온도차이로 발생하는 표면균열(surface crack)

과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이 최고값에 도달한 후 온도

강하에 의한 수축이 외적으로 구속되어 발생하는 관통균

열(through crack)로 구분된다.
14)

이 연구에서 바닥슬래브와 측벽에 타설할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관리기준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내구

성의 확보에 있다. 따라서, 관통균열은 실제 현장에서 조

정할 수 있는 경우에도 제한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온도균열지수가 관리기준이 되는데, 바닥

슬래브 및 측벽에서 관통균열을 방지할 수 있는 균열지

수는 1.2이상을 만족해야 한다. 표면균열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심각하게 저해하지 않기 때문에, 허용할 수 있

는 것으로 가정하지만 가능하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Icr t( )
fsp t( )

ft t( )
------------=

Fig. 1 Model finite elements Fig. 2 Thermal crack index-probability of crac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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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양생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바닥슬래브 표

면의 경우에는 표면균열지수가 1.2이상이면 표면균열을

제어할 수 있다. 측벽 표면의 경우에는 현장시공에서 적

용할 수 있는 양생방법이 제한되어 있어서 표면균열을

제어하기 어렵지만, 균열 폭과 수는 제어할 수 있다. 콘

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측벽의 경우, 유해한 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온도균열지수는 0.7이상이 되어야 한다.
6)

이 연구에서는 측벽에서 표면균열지수의 관리기준을

안전값을 고려하여 1.0이상으로 제안한다. 관통균열을 방

지하기 위한 균열지수가 1.2이상 확보할 수 있더라도 균

열이 발생할 가능성은 남아 있기 때문에 현장시공에 앞

서서 유해한 균열의 발생에 따른 대책을 세워야 한다.
15)

3. 콘크리트 배합 및 해석조건

3.1 콘크리트 배합설계 조건

이 연구의 바닥슬래브 및 측벽에 적용할 매스 콘크리

트의 배합조건 및 단열온도 상승시험의 결과는 Table 1

및 Fig. 3과 같다.
16)

여기서, 시멘트는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belite cement),

결합재는 석회석 미분말(LSP, limestone powder)을 사용

하였다. Table 1에 제시된 콘크리트의 배합조건에서 단

열온도 상승시험, 재령별 압축강도와 인장강도, 탄성계수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한 바닥슬래브 및 측벽 콘크리트의

최적배합조건은 Table 2와 같다.

3.2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

콘크리트의 재료 특성 중에서 온도해석에 기준이 되는

단열온도 상승의 경향을 정확하게 평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 경시변화에 따른 수화열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단열온도 상승량의 모델식은 (2)와 같다.

(2)

여기서, t는 콘크리트의 재령(일)이며, 는 최종단열온

도 상승량(
o
C), γ는 단열온도 상승속도를 의미한다. 콘크

리트의 단열온도 상승 특성은 시멘트의 종류, 단위시멘

트량 및 콘크리트의 타설온도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열온도 상승시험으로 평가하여 반영해야 한다.
3)
 이 연

구에서 수화열 저감을 위하여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석회석 미분말을 사용하였으나, 사전의 연구 결과
17)

 및

시공사례
2,6)

 등을 고려하여 실제 단열온도 상승시험을 실

시하고 식 (2)로 단열온도 상승량을 평가하였다. Table 1

에 나타난 단열온도 상승시험 결과를 고려하여 이 연구

의 부재별 적용할 단열온도 상승 특성은 Table 3과 같다.

Q t( ) Q
∞

1 e
γt–

–( )⋅=

Q
∞

Table 1 Adiabatic test results for mix conditions

W/B (%) S/a (%)
Unit material weight (kg/m

3
) Adiabatic test Specific strength

(MPa)Water Cement LSP Sand Gravel Q (
o
C) γ

48.6 40.0 158 221 104 714 1148 22.0 0.556 24

(Bottom)47.1 40.0 158 228 107 710 1143 24.0 0.558

44.5 40.5 155 244 105 718 1131 24.9 0.563
30

(Side wall)
43.4 41.0 155 250 107 724 1117 25.3 0.577

41.6 41.0 155 261 112 718 1109 28.4 0.596

Table 2 Optimum mix design proportions

Members
Specific strength

(MPa)
W/B (%) S/a (%)

Unit material weight (kg/m
3
)

Water Cement LSP Sand Gravel

Bottom slab 24 47.1 40.0 158 228 107 710 1143

Side wall 30 43.4 41.0 155 250 107 724 1117

∞

Fig. 3 Test results of the adiabatic temperature rising

 
Table 3 Q  and γ values of the mass concrete

Members
Placing

Lot
Q (

o
C) γ

Initial concrete

temperature (
o
C)

Bottom

slab

1st 26.47 0.546 17.0

2nd 25.88 0.671 29.0

Side

wall

1st 28.27 0.524 10.0

2nd 27.62 0.615 23.0

3rd 27.22 0.697 29.0

4th 27.22 0.697 29.0

5th 27.62 0.615 2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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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의 값은 최적 콘크리트의 배합조건에 대한

단열온도 상승시험의 실험값보다 안정적인 측면에서 1.1

배 증대시켜 적용하였다. 또한 γ값은 단열온도 상승시험

의 측정 결과에서 콘크리트의 타설온도를 고려하여 적용

하였다. 열전도율, 비열, 확산계수 등과 같은 콘크리트의

열적특성 값은 JSCE
12)

 및 KCI
13)

 기준과 시공사례
2,6)

 등

을 고려하여 적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은 최

적배합조건의 실험 결과를 적용하였으며, 크리프의 영향

을 고려한 유효탄성계수는 식 (3)에 의하여 산정하였다.

 

(3)

여기서, Ee(t)는 재령(t)에서 콘크리트의 크리프 영향을 고

려한 탄성계수이며, Φ(t) 및 Ec(t)는 재령(t)에서 콘크리트의

크리프 계수 및 탄성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4는 매스 콘크리트의 열적 특성을 나타낸 것으

로, 콘크리트의 열전도율은 2.2~2.4 kcal/mhr
o
C, 비열은 일

반적으로 0.25~0.3 kcal/kg
o
C의 범위로 산정하였다. 특히,

크리프계수는 JSCE
12)

 및 시공사례
2,6)

 등을 고려하여 보

간법으로 상수값을 정하였다.

3.3 콘크리트의 양생조건 및 외기온

열전달 계수는 콘크리트 구조체와 외기사이의 열전달

특성을 나타내는 기준으로,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열분산

과 콘크리트의 단위수량에 영향을 받는다.
18)

콘크리트는 실제 현장에서의 태양복사열, 물의 증발,

바람, 단열재료 및 습윤양생을 위한 분사 등과 같은 여

러 가지의 요인에 영향을 받지만, 수시로 이러한 요인들

이 변동되기 때문에 이들의 영향을 정확하게 기술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실제 현장에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동

안에 양생조건이 변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서 인위적인

양생조건을 고려하였다.
19)

Table 5는 이 연구에서 가정한 양생조건과 열전달 계

수를 나타낸 것이며, 매스 콘크리트를 적용할 대상 현장

의 월별 평균기온은 Fig. 4와 같다.

3.4 콘크리트의 타설시기 및 조건

이 연구에서 고려한 현장조건에서의 콘크리트 타설 일

정 및 각각의 구획별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는 Table 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는 대상 현장에서의 외기온과 콘

Q
∞

Ee t( ) Φ t( ) Ec t( )×=

Table 4 Thermal properties of the mass concrete

Properties Side wall Bottom slab

Thermal conductivity (kcal/mhr
o
C) 2.3 2.3

Specific heat (kcal/kg
o
C) 0.275 0.275

Expansion coefficient (×10
-6
/
o
C) 10 10

Unit weight (kg/m
3
) 2,353 2,346

Compressive

strength

(MPa)

3 days 8.4 6.2

5 days 10.8 8.1

7 days 13.5 10.5

14 days 19.7 15.7

28 days 27.8 22.3

56 days 35.5 29.8

91 days 40.5 34.1

Poison’s ratio 0.2 0.2

Tensile strength (MPa) 

Test results or ft(t) = 0.297×

{f’c(t)}
0.797

fc(t) is compres-

sive strength at the age of t.

Creep

coefficient

φ(t) = 0.42
When the temperature of

concrete is increasing,

φ(t) = 0.65
When the temperature of

concrete is decreasing,

Table 5 Curing conditions-heat convection coefficient

Members Curing condition
Heat convection coef-

ficient (kcal/m
2
hr

o
C)

Bottom

slab

Top

surface

Covered with a wet mat and

a sheet for 2 weeks, and a

curing mat and a sheet for

next 2 weeks.

5 (2 weeks)

7 (next 2 weeks)

12 (otherwise)

Side

wall

Top

surface

Covered with a wet mat

for 1 week.

5 (1 week)

12 (otherwise)

Side

surface

Covered with a wood form

for 5 days

7 (5 days)

12 (otherwise)

Fig. 4 Ambient temperature during 1 year (site)

Table 6 Lift data of concrete placement

Members Lot
Data of concrete

placement

Ambient

temperature (
o
C)

Initial concrete

temperature (
o
C)

Bottom

slab

1
st

30. April 13.1 17.0

2
nd

23. August 23.7 29.0

Side

wall

1
st

31. January -2.2 10.0

2
nd

7. June 18.9 23.0

3
rd

13. July 23.5 29.0

4
th

20. August 24.1 29.0

5
th

24. September 18.7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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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의 생산조건으로부터 가정한 값이며, 이러한 콘크

리트의 초기온도를 만족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

Table 6에 제시된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를 관리하기 위

한 방안으로 여름철에는 물의 온도를 낮출 수 있는 냉

각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겨울철에는 온수를 공급할 수

있는 보일러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14)

 이 연구에서는 겨

울철의 경우에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를 10
o
C 이상, 겨울

철의 경우에 30
o
C 이하로 관리하도록 제시하였다.

4. 해석 결과 및 고찰

4.1 온도해석 결과

이 연구에서 실시한 바닥슬래브 및 측벽의 온도해석

결과는 Table 7 및 Fig. 5와 같다.

4.2 응력 해석 결과

이 연구에서 실시한 바닥슬래브 및 측벽의 응력 해석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또한, 바닥슬래브 및 측벽에 따른 응력 해석 결과는 최

저균열지수 분포도, 인장응력 및 균열지수의 이력으로 각

각 Figs. 6 및 7에 나타내었다.

Table 8에서 보듯이 관통균열에 대한 최소균열지수는

바닥슬래브 2단(2
nd

)을 제외하면 대부분 1.2이상을 만족

하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관통균열을 제어할 수 있

을 것으로 예측된다. 이때, 콘크리트의 인장강도는 3.09~

3.55 MPa 범위를 나타내었다. 바닥슬래브 2단의 경우에

는 최소균열지수가 1.2보다 작은 1.08이기 때문에 균열이

발생할 확률은 약 35% 정도이다. 따라서 바닥슬래브 2단

에 대한 균열방지 대책을 고려해야 한다.

현장에서 균열방지 대책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적

절한 방법은 선행냉각(pre-cooling) 방식인데, 이러한 방

식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를 약 25
o
C 정도로

낮추면 관통균열지수가 1.2이상 만족하게 될 것으로 사

료된다.

Table 9 및 Fig. 8은 바닥슬래브 2단에서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를 25
o
C로 가정하였을 때 온도해석 및 응력해

석을 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바닥슬래브에 있어서, 표면균열에 대한 최소균열지수

는 전체 부재에서 1.2이상을 만족하였다. 따라서 이 연

구에서 제시한 양생조건을 확보할 수 있다면, 표면균열

은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측벽에 있어

Table 7 Results of heat condition analysis

Members Lot

Initial concrete

temperature 

(
o
C)

Maximum

temperature 

(
o
C)

Temperature

rising (
o
C)

Age

(days)

Bottom

slab

1
st

17.0 43.0 26.0 9.0

2
nd

29.0 53.7 24.7 5.5

Side

wall

1
st

10.0 34.4 24.4 5.0

2
nd

23.0 49.0 26.0 5.5

3
rd

29.0 53.9 24.9 4.5

4
th

29.0 54.0 25.0 4.5

5
th

23.0 48.0 25.0 5.0

Fig. 5 Result graphs of thermal stress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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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표면균열에 대한 최소균열지수가 대부분 1.0을 초

과하기 때문에 균열의 발생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5. 결 론

지하식 LNG 저장탱크의 바닥슬래브 및 측벽을 대상

으로 수행한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균열 방지를 위한 온

도응력 해석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매스 콘크리트의 수화열 저감대책으로 저열 포틀랜

드 시멘트(벨라이트 시멘트)에 석회석 미분말을 사

용하는 등의 재료 선정에 유의해야 한다.

2) 초대형 매스 콘크리트 구조물인 바닥 슬래브와 측

Table 8 Results of thermal stress analysis

Members Lot

Surface crack Through crack

Minimum

crack index
Age (days)

Stress at this age 

(MPa)

Minimum crack

index
Age (days)

Stress at this age

(MPa)

Bottom

slab

1
st

1.51 4.5 0.67 2.06 120.5 1.50

2
nd

1.48 3.3 0.67 1.08 152.0 2.87

Side

wall

1
st

1.73 5.5 0.65 1.63 130.5 2.18

2
nd

1.38 7.5 1.04 1.60 40.0 2.04

3
rd

1.31 2.3 0.15 1.22 185.0 2.90

4
th

1.19 2.3 0.17 1.54 131.0 2.31

5
th

1.23 2.3 0.18 2.31 219.0 1.54

Fig. 6 Results of stress analysis of bottom slab

Fig. 7 Results of stress analysis of side w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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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에 타설되는 콘크리트의 관리기준으로 관통균열

에 대한 최소균열지수는 1.2이상으로 제시하였으나,

표면균열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치명적인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어느 정도 허용하는 것으로 제시

하였다.

3) 온도응력 해석 결과에 따르면, 바닥슬래브 2단을 제

외한 대부분의 단계에서 관통균열지수가 1.2이상을

만족하였기 때문에, 관통균열은 제어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4) 바닥슬래브 2단의 경우, 관통균열지수가 1.2보다 적

고 균열발생 확률도 35% 정도로 나타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으로 선행냉각 방식을 통

한 콘크리트의 초기온도를 25
o
C 이하로 관리하는

방안으로 제시하였으며, 이때의 관통균열지수는 1.2

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바닥슬래브의 경우, 표면균열지수가 1.2이상이기 때

문에 양생조건을 준수하면 표면균열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측벽의 경우에도 표면균열

지수가 1.0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균열의 수 및 폭

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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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mperature

rising (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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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ncrete

Temperature

(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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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face crack Through crack

Minimum

crack

index

Age

(days)

Stress 

at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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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a)

Minimum

crack

index

Age

(days)

Stress 

at this

age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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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초대형 매스 구조물인 지하식 LNG 저장탱크의 바닥슬래브 및 측벽에 타설되는 매스 콘크리트의

재료특성, 배합조건, 양생조건 및 콘크리트의 타설시기와 초기온도, 외기온 등을 고려한 온도응력 해석 결과를 기술하

였다. 해석 결과를 토대로 유해한 균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하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

서는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시험을 통하여 수화열 관리에 유리하다고 평가된 2종류(벨라이트 시멘트+석회석 미분말)의

최적배합조건을 선정하였다. 온도응력 해석의 결과에 따르면, 바닥슬래브 2단을 제외한 대부분의 분할타설 블록에서 관

통균열지수가 1.2이상을 만족하였다. 바닥슬래브 2단의 경우 균열방지 대책으로 선행냉각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콘크리

트의 초기온도를 25
o
C 범위에서 관리할 경우에는 대부분의 타설블록에서 관통균열지수 1.2이상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바닥슬래브의 경우, 표면균열지수가 1.2이상이기 때문에 양생조건을 준수하면 표면균열을 제어할 수 있으며,

측벽의 경우에도 표면균열지수가 1.0이상을 만족하기 때문에 균열의 수 및 폭을 제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단열온도 상승시험, 관통균열지수, 표면균열지수, 선행냉각, 석회석 미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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