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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고성능 시멘트 복합체의 초기 재령 구속 수축 및 인장 크리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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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ultra-high performance cementitious composites (UHPCC) not only represents high early age shrinkage

strain due to its low water-to-binder ratio (W/B) and high fineness admixture usage but also reduces the cross section

of structure from the higher mechanical properties, it generally has more shrinkage cracks from the restraints of formwork

and reinforcing bars. In this study, free and restrained shrinkage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evaluate the suitability

of incorporating both expansive admixture (EA) and shrinkage reducing agent (SRA). Th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approximately 40~44% of free shrinkage strain was decreased.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35% and 47% of residual

tensile stresses were relieved by synergetic effect of SRA and EA, respectively. Residual tensile stresses from ring-

test were relaxed by approximately 61% and 64% of elastic shrinkage stresses due to SRA and EA, respectively, because

of the tensile creep effect. Therefore, the creep effect should be considered to precisely estimate the restrained shrinkage

behavior of concrete structures. The degree of restraint of UHPCC was approximately in the range of 0.78~0.85. The

addition of combined EA and SRA showed minute influence on the degree of restraint. However, the effect decreased

when thicker concrete ring was used. Tensile creep strains were measured and compared to the predicted values from

4-parametric prediction model considering time dependent restrained for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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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타 건설 재료에 비해 뛰어난 경제성을 나타

내고, 역학적 성능 및 내구성이 우수하다. 그러나 중량대

비 낮은 강도 특성을 나타내고 취성적으로 파괴하는 등 여

러 문제점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근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

하기 위해 초고강도와 고인성 개념을 복합적으로 도입한

초고성능 시멘트 복합체(ultra-high performance cementitious

composites, UHPCC)의 개발 및 실용화에 대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1)

UHPCC는 물-결합재비(W/B)가 낮고 굵은 골재를 사용

하지 않으며 고분말 혼화 재료를 혼입하여 배합을 수행

하기 때문에 상당히 밀실한 내부 구조를 갖는다. 이로

인해 초기 자기수축이 크게 발생하며, 충분한 강도 발현

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는 수축은 구조물에 균열

을 유발하여 내구 수명과 구조적 성능을 저하시킨다. 그

러므로 UHPCC를 실제 구조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수

축 거동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평가, 저감 대책에 관한

연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수축을 저감시키는 방법으로는 수축 저감

제(SRA)와 CSA계 팽창재(EA)를 조합하여 혼입하는 연

구가 국내·외에서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
2,3)

 특히 C4A3

클링커를 포함하고 있는 EA는 초기에 다량의 에트린자

이트(ettringite)를 생성하여 수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부피

를 팽창시키며,
4)
 SRA는 시멘트풀의 내부 공극수의 표면

장력을 감소시켜 수축을 저감시키고 공극수의 점도를 증

가시켜 수분 증발을 억제하고 초기 수축을 저감시킨다.
5)
 

콘크리트의 수축을 측정하고 평가하는 주요 목적은 구

조물의 수축 균열을 억제하여 내구 수명을 증가시키기

위함이다. 따라서 자유수축(자기수축, 건조수축, 온도 변

형 등)에 대한 정량적인 평가뿐만 아니라, 수축이 구속

될 경우 나타나는 거동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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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구속 수축 거동은 수축 발현 속도 및 크기, 구속도,

강도 발현, 응력의 이완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로 콘크리트의 강도 발현과 크리프 특

성 등을 고려할 수 없는 자유수축 실험만을 통해서는 수

축 균열 거동의 평가에 한계가 있다.
6,7)

 국외의 경우 이러

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1980년도 후반부터 일반 강도 및

고강도 콘크리트의 구속 수축에 대한 실험 연구를 수행

해 오고 있다. 반면에 국내에서는 아직 구속 수축에 대

한 연구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W/B가 낮은 고강도

콘크리트일수록 충분한 강도 발현이 되기 이전, 즉 타설

초기에 자기수축이 크게 나타나고 취성적인 파괴 거동을

보이기 때문에 구속 수축에 대한 실험 연구가 반드시 수

행되어야 한다.

Fig. 1(a)는 구속 수축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력 개념도

이다. Hooke's law에 의한 탄성 수축 응력(σ = Ecεsh)은

지속적인 구속 하중에 의한 응력 이완 효과로 인해 감

소한다. 콘크리트의 수축 균열은 잔류 응력과 강도가 동

일해지는 시점에서 발생하며, 인장 크리프는 콘크리트의

수축이 구속되어 발생하는 응력을 이완시키고 균열 발생

을 지연시킨다. 특히, Weiss 등
8)
에 의하면 총 자유수축량

의 약 30~70%가 크리프 변형률로 나타나고, 따라서 구

속 수축 거동을 평가할 때는 크리프에 대한 효과를 고

려해야 한다.

Fig. 1(b)는 크리프 및 응력 이완 효과를 고려한 콘크

리트의 구속 수축 거동을 나타낸다. (a)는 수축이 발생하

지 않은 초기 상태이며, (b)는 구속되지 않은 콘크리트의

총 자유수축을 나타낸다. 강재 등의 내·외부 구속 요인

에 의해 자유수축 중에서 일부가 구속되면 구속 탄성 변

형률 만큼의 구속 응력(σres.)이 발생한다(c). 구속 응력이

지속되면 콘크리트에는 크리프 효과가 발생하고(d), 만약

외부구속에 의해 변형이 동일하게 유지된다면 응력 이완

이 발생하게 된다(e). (f)는 응력 이완 효과를 고려한 최

종 구속응력 및 변형을 나타낸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총

자유수축 변형은 구속 강재의 변형률(εst)과 탄성 변형률

(εe), 크리프 변형률(εcr)의 합으로써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이 연구에서는 EA 및 SRA의 혼입여부에 따른 UHPCC

의 자유수축 실험과 링-테스트를 수행하여 수축 저감 효

과 및 구속 수축 거동을 평가하였다. 또한, 구속 수축 응

력에 의해 발생되는 인장 크리프를 측정하였으며, 기존

의 4-매개 변수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 모델을 구성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2. 실험 연구

2.1 재료 및 배합비

이 실험에는 1종 포틀랜드 시멘트 및 입경 0.5 mm 이

하의 잔골재, 96%의 SiO2를 포함하고 입경이 2 µm인 충

전재, 중국산 실리카퓸(SF), 일본산 CSA계 EA, 독일산

글루콜계의 SRA를 사용하였다. 배합에 사용된 재료들의

화학적 구성 성분은 Table 1과 같으며, 일자형 고탄성 강

섬유의 물성치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Table 3은 수축 실험에 사용된 배합표이며, EA와 SRA

의 혼입 여부에 따라 Mix. A와 Mix. B로 구분하였다.

2.2 시편 제작 및 실험 방법

 

2.2.1 기초 물성 실험

UHPCC의 유동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S L 5111 규정

에 따라 플로우 실험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KS F 2405)

는 φ100 × 200 mm인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최대 용

량 3,000 kN의 UTM(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응력-변형률 관계를 얻기 위하여 Fig. 2(a)

와 같이 컴프레소미터(compressormeter)를 사용하여 120
o

등 간격으로 총 3개의 LVDT(linear voltage differential trans-

former)를 설치하고 압축 변형률을 측정하였다. 휨 강도

는 KS F 2566에 준하여 3등분점 재하 실험을 수행하였

εsh t( ) εst t( ) εe t( ) εcr t( )+ +=

Fig. 1 Stresses and strains caused by free and restrained

shrinkage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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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Fig. 2(b)와 같다. 응결 측정은 UHPCC 배합에서 섬

유를 제외하여 모르타르를 제조한 후에 KS F 2436의 규

정에 따라 실시하였다. 

2.2.2 구속 수축(ring-test) 실험

구속 수축 실험은 AASHTO PP34-98에서 제안한 방법

과 유사하게 실시하였으며 몰드 및 시편의 상세는 Fig.

3과 같다. 하부 목재판에 테프론 시트를 사용하여 마찰

에 의한 콘크리트의 구속을 방지하고, 내·외부 강재 링

을 설치한 후에 UHPCC를 타설하였다. 타설 후 24시간

이후에는 외부 강재 링을 제거하고 실리콘을 사용하여 수

분 이동을 차단하였다. 이때, 콘크리트 링의 두께에 따른

구속수축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링의 두께를

35 mm(R1), 76 mm(R2)로 달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건조수축에 의한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윗

면에만 실리콘을 적용하여 원주 표면에서 수분증발이 발

생하도록 한 경우(PS)와 윗면 및 원주 표면을 모두 밀봉

하여 수분 이동을 완전히 차단한 경우(FS)에 대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Fig. 3(b)). 단, 건조수축이 구속 수축 거

동에 미치는 영향은 R1과 R2 시편 모두 유사할 것으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

Composition,

% (mass)
Cement

(1) Silica fume

(SF)

Expansive

admixture

(EA)

CaO 61.33 0.38 13.55

Al2O3 6.40 0.25 18.66

SiO2 21.01 96.00 3.80

Fe2O3 3.12 0.12 -

MgO 3.02 0.10 -

SO3 2.30 - 51.35

K2O - - 0.56

F-CaO - - 16.02

Specific surface (cm
2
/g) 3,413 200,000 3,117

Density (g/cm
3
) 3.15 2.10 2.98

Note) 
(1) 

Type I Portland cement

Table 2 Properties of steel fiber

Type of fiber
Density

(kg/cm
3
) 

Tensile strength

(MPa)

lf
(1)

(mm)

lf / df
(2)

(mm/mm) 

Straight fiber 7.8 2,500 13 65

Note) 
(1)

lf : length of fiber, 
(2)

df : diameter of fiber

Fig. 2 Test methods for mechanical properties

Table 3 Mix proportions (ratio in weight)

Nomenclature W/B Cement SF Filler Sand Superplasticizer (SP) Steel fiber SRA
(2)

EA

Mix. A
0.2 1 0.25 0.30 1.10 0.012 Vf = 2%

(1)
- -

Mix. B 0.01 0.075

Note) 
(1)

Volume fraction, 
(2)

Shrinkage reducing agent

Fig. 3 Restrained ring-test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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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되어, 상대적으로 콘크리트의 부피 대비 노출 면적

이 큰 R1 시편만 표면을 모두 밀봉한 경우에 대해서 실

험을 수행하였다. 구속 변형률 측정을 위해 총 4개의 표

면 게이지를 내부 강재의 중앙부에 설치하고 데이터로거

를 사용하여 변형률을 측정하였으며, 온도 23 ± 1
o
C, 습도

60 ± 5%인 항온 항습실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연구

에서 수행한 실험체의 명칭부여 체계는 Fig. 4와 같다.

2.2.3 자유수축 실험

구속 수축 실험과 비교하기 위하여, 150 × 150 × 550 mm

의 각주형 몰드에 타설 높이를 각각 35 mm, 76 mm로 달

리하여 R1, R2 시편과 유사한 단면을 갖는 실험체를 제

작하였다. 수축 변형률은 양단 플랜지형 매립 게이지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편의 중앙에 고정시키고 UHPCC

를 타설하였다. 강재 몰드와 콘크리트의 마찰에 의한 구

속력을 제거하기 위하여 테프론 시트를 사용하였으며 구

속 수축 실험과 동일한 항온 항습실에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수축 변형률은 콘크리트 타설 직후부터 데이터로거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24시간 이후에는 몰드를 탈형

하고 구속 수축 시편과 동일한 노출면 대 부피비(exposed

surface area-to-volume ratio, S/V)를 갖도록 알루미늄 테

이프를 사용하여 양끝단의 일부분만을 밀봉하였다.
7)
 여

기서, R1-FS의 S/V는 0이며, R2-PS는 0.0158, R1-PS는

0.0315이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UHPCC의 기초 물성 특성

UHPCC의 기초 물성 실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EA

와 SRA의 혼입으로 인한 유동성의 변화는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Mix. B의 초기 압축강도 및 휨강도는

Mix. A에 비해 약간 감소하였지만 7일 이후에는 거의 동

일한 값을 나타내었으며, 따라서 7.5%의 EA와 1%의

SRA를 혼입한 경우에 UHPCC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플

로우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급결성을 나타내는 EA의 혼입에 의하여 Mix. B

의 경우 Mix. A에 비해 초결 및 종결이 조기에 발현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UHPCC의 할선 탄성계수는 식 (2)에 의해 계산되었으

며, Table 4에 정리된 것과 같다.

(2)

여기서, fck는 콘크리트의 최대 압축응력, f1은 50 µε의 변

형률에 대한 응력, ε2는 40% 압축응력에 대한 변형률이다.

Mix. B의 탄성계수는 Mix. A에 비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Mix. A와 B의 탄성계수 모두 재령 3일

까지는 급격히 증가하다가 그 이후에는 증가량이 미미하

여 일정한 값에 수렴하는 경향을 보였다.

3.2 구속 수축

Fig. 5는 재령에 따른 내부 강재 링의 변형률을 나타

낸다. R1-PS의 경우 Mix. A와 B의 내부 강재 변형률은

재령 28일에서 −123 µε, −79 µε으로 나타났다. Mix. B의

경우 EA와 SRA의 혼입에 따른 수축 보상 효과로 인해

Mix. A보다 낮은 변형률을 보였으며, 콘크리트 타설 후

약 8일 이후부터는 수축 증가량이 미비하여 인장 크리

프에 의한 약간의 변형률 감소를 나타내었다. 28일 재령

에서의 R1-FS의 강재 변형률은 각각 −108 µε, −56 µε으로

나타났다. R1-PS에 비해 변형률이 작게 나타난 이유는

원주면을 밀봉하여 수분 증발에 의한 건조수축이 제외되

었기 때문이다.

R2-PS의 경우 28일 재령에서의 강재 변형률은 −158 µε,

−104 µε으로 R1-PS에 비해 약 28%, 32%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동일한 노출 조건과 내부 강재를 적용하였

음에도 불구하고 강재의 구속변형률이 증가한 이유는 외

부 콘크리트 링의 두께가 증가하여 수축량과 계면 구속

하중이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B-R2-PS의 경우

재령 8일 이후에 인장 크리프에 의한 강재의 변형률 감

소량이 B-R1-PS에 비해 증가하였으며, 이는 더 큰 계면

구속 하중이 지속적으로 콘크리트에 작용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3.3 S/V에 따른 자유수축

구속 수축 실험 결과와 비교하기 위하여 유사한 단면과

Ec

0.4fck f
1

–

ε
2

0.00005–
------------------------------=

Fig. 4 Designation system for restrained shrinkage specimens

Table 4 Properties of fresh and hardened concrete

Nomen-

clature

Flow

(mm)

I.S.
(1)

(hr)

F.S.
(2)

(hr)

Compressive strength (MPa) Flexural strength (MPa) Secant modulus of elasticity (GPa)

1 day 3 days 7 days 28 days 1 day 3 days 7 days 28 days 1 day 3 days 7 days 28 days

Mix. A 235 11.0 13.5 78.8 105.6 126.2 152.4 26.3 28.7 33.8 34.1 28.24 40.29 41.17 43.26

Mix. B 240 7.5 11.5 70.7 98.7 127.3 152.2 24.1 25.1 32.5 33.4 30.91 41.08 44.60 45.96

Note) 
(1)

Initial setting (3.5 N/mm
2
), 

(2)
Final setting (28 N/m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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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S/V를 갖는 자유수축 시편을 제작하였다. Fig. 6은

S/V에 따른 UHPCC의 총 자유수축 결과이다. 재령 28일

에서의 EA와 SRA의 혼입에 의한 수축 감소는 약 40~44%

로 나타났으며, Mix. B의 경우 EA에 의하여 콘크리트

타설 후 약 0.9일 이후부터는 부피가 팽창하는 경향을 보

였다. Mix. A의 경우 수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에 Mix. B는 콘크리트 타설 후 약 8일 이후부터는 수축

증가량이 미비하였으며 효과적으로 UHPCC의 수축을 저

감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령 28일에서 Mix. A와 B

의 변형률은 각각 −770~838 µε, −428~506 µε으로 나타났

으며 S/V가 클수록 수축 변형률은 증가하였다. 이는 노

출면의 증가로 인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UHPCC의 경우 W/B가 낮고, 충전재

및 실리카퓸(SF)의 사용으로 상당히 밀실한 구조를 보이

기 때문에 노출면의 증가에 따른 수축량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S/V에 따른 총 자유수축의 비율을 나타내며,

노출면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S/V가 0.0158과

0.0315일 때의 수축 비는 Mix. A의 경우 1.07, 1.09였으며,

Mix. B는 1.13, 1.18으로 나타났다. Mix. B가 Mix. A에

비해 수축 증가율이 큰 이유는 EA의 혼입으로 초기에 다

량의 에트린자이트가 생성되어 부피가 팽창하여 경화된

시멘트풀에 다수의 공극이 형성되고 습도 차이에 의한 내

부 수분의 이동이 보다 자유로웠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즉,

배합수는 경화된 시멘트풀에 모세관수, 흡착수, 층간수, 화

학적 결합수의 형태로 존재한다. Mehta 등
9)
에 의하면 화

학적 결합수는 건조에 의해 증발하지 않으며 층간수는 C-

S-H sheets 사이에 수소 결합 되어있고 상대습도 11% 이

하에서 증발한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한 체적 감

소는 보통 5~50 nm 크기의 내부 공극에 존재하는 모세관

수와 흡착수의 증발에 의해 발생하며, 초기 부피팽창에 의

한 다수의 공극 생성은 모세관수와 흡착수의 함유율을 증

가시키고, 상대습도를 약 60%로 유지하고 있는 항온 항

습실에서 실험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주로 모세관수의 증

발에 의한 건조수축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Fig. 5 Measured average strains in the steel ring. Fig. 6 Total free shrinkage with various S/V

Fig. 7 Comparison of shrinkage ratios according to various

S/V at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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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링-테스트에 의한 인장응력 산정 및 구속도 평가

내부 강재의 변형률을 콘크리트의 인장응력으로 환산

하기 위해서는 Fig. 8에서와 같이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

대인 임의의 계면압력(Pi)에 대한 가정이 필요하며, 이는

식 (3)과 같이 측정된 강재의 변형률과 탄성계수, 기하학

적 특성을 통하여 예측할 수 있다.
10)

(3)

여기서, ris, ros는 강재의 내부, 외부 반경이며, εst, Est는

강재의 변형률 및 탄성계수를 나타낸다.

상기의 계면압력은 콘크리트에 인장응력을 유발시키며,

다음의 식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ric, roc는 콘크리트의 내부, 외부 반경이며, r은 축

방향 임의의 값이다.

콘크리트의 최대 인장응력은 콘크리트 링의 내측 표면

에서 발생하고 극좌표축 임의의 r을 ric으로 가정하여 식

(3)을 식 (4)에 대입하면, 다음의 식과 같이 내부 강재의

변형률 측정을 통하여 콘크리트 링에 발생하는 재령별

최대 인장응력을 산정할 수 있다. 

(5)

Fig. 9는 Hooke's law에 의한 탄성수축응력과 식 (5)를

통해 계산한 잔류 인장응력의 비교이다. 재령별 탄성계

수는 식 (6)을 사용하여 예측하였으며,
11)

 회귀상수 및 상

관계수는 Table 5에 정리한 것과 같다.

(6)

여기서, Ec28은 재령 28일의 콘크리트 탄성계수, a, b는 회

귀상수이다. 

Fig. 9에서 보는바와 같이 탄성수축응력은 응력이완 효

과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1-PS, FS 시편의

경우 28일 재령에서 Mix. A와 B의 탄성수축응력의 약

61%, 64%가 이완되었으며, A, B-R1-PS의 28일 잔류 인장

응력은 각각 14.1 MPa, 9.1 MPa로 나타났고, A와 B-R1-FS

는 12.4 MPa, 6.6 MPa이었다. Mix. A와 B 모두 수축 균열

은 발생하지 않았으며, 따라서 내부 강재 링의 수축 구속

에 의한 인장응력보다 인장강도가 더 큰 것으로 판단되었다.

계면 압력은 식 (3)과 같이 내부 강재의 기하계수와 탄

성계수, 변형률의 함수이다. 이 실험에서는 동일한 단면과

탄성계수를 갖는 내부 강재를 적용하여 배합 및 S/V, 콘

크리트 링의 두께에 따른 최대 계면압력을 비교하였다(Fig.

10). 실험 결과, Mix. A가 Mix. B에 비해 약 1.4에서 1.9

배 더 큰 계면압력을 나타냈으며, 콘크리트 링의 두께와

S/V가 클수록 최대 계면압력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콘크리트의 수축이 완전히 구속될 경우 내부 강재는 변

형하지 않으며 콘크리트의 구속 변형률은 총 자유수축량

과 동일하다. 하지만, Fig. 5에서 볼 수 있듯이 콘크리트

의 수축에 의해 내부 강재는 변형하며, 이는 비구속되는

수축이기 때문에 구속 변형률(εr(t))은 식 (7)과 같이 총 자

Pi

ros

2
ris

2
–( )

2ros

2
-----------------------Estεst=

σθ

ric

2
Pi

roc

2
ric

2
–

------------------ 1
roc

2

r
2

------+
⎝ ⎠
⎜ ⎟
⎛ ⎞

=

σtmax

ros

2
ris

2
–( )

2ros

2
-----------------------

ric

2
roc

2
+( )

roc

2
ric

2
–( )

------------------------Estεst=

Ec t( ) Ec28
a

b t–
----------⎝ ⎠

⎛ ⎞exp=

Fig. 8 Idealization of the restrained ring specimens
6)

Fig. 9 Calculated elastic shrinkage and residual tensile stresses

considering creep relaxation

Table 5 Non-linear regression coefficient for 28-day secant

elastic modulus

Nomenclature a b R
2

Mix. A 0.389 0.001 0.9948

Mix. B 0.381 0.001 0.9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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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축에서 강재 변형률을 뺀 값으로 나타낼 수 있다.

(7)

구속도(ψ )는 구속 변형률을 총 자유수축 변형률로 나

눈 값으로 다음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8)

Fig. 11은 식 (8)을 사용하여 계산한 UHPCC의 구속도를

나타낸다. R1-PS와 R1-FS는 EA와 SRA의 혼입여부에 상

관없이 재령 28일에서 약 0.85의 동일한 구속도를 보였

으며, R2-PS는 약 0.78~0.81로 R1 시편에 비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콘크리트 링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구

속도가 감소한 이유는 단면적의 증가로 계면압력이 증가

하여 내부 강재의 변형이 더 크게 발생했기 때문이다.

R1 시편의 경우 Mix. B의 구속도는 초기에 완만하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콘크리트 타설 후 약 8일 이

후부터는 Mix. A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3.5 링-테스트에 의한 UHPCC의 인장 크리프 거동

콘크리트의 수축이 거푸집, 보강근 등에 의해 구속될

경우 콘크리트에는 구속 하중이 작용하게 되며, 이때의

구속 하중은 재령 및 수축 속도, 강도 발현, 구속도 등

에 의해 변하게 되고 크리프 변형률을 유발한다. 이는

일정한 지속 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크리프 변형률에 비

해 작으며, 따라서 일정한 지속 하중을 주어 측정한 크

리프 변형률을 반영하여 콘크리트의 구속 수축 및 균열

거동을 평가할 경우 비보수적인 값을 줄 수 있다.
7)

일반적으로 재령에 따라 변하는 하중을 반영한 크리프

의 거동을 예측하는 것은 상당히 복잡하다. 그러므로 이

연구에서는 Bažant
12)
와 Mabrouk

13)
 등이 제안한 Multi chain

모델의 근간이 되고, 비교적 간단한 식을 통하여 즉시

탄성, 지연 탄성, 점성 변형, 회복 크리프를 효과적으로

표현 할 수 있는 4-매개 변수 모델에 재령에 따라 변하

는 수축 응력을 적용하여 인장 크리프 해석 모델을 구

성하고,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14)

Burgers
15)
에 의해 제안된 4-매개변수 모델은 Fig. 12에

서 보는바와 같이 Maxwell chain과 Kelvin chain으로 구

성되어지고, 다음의 평형 방정식, 적합 방정식, 구성 방

정식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9)

상기의 기초 방정식을 전개하면 변형률에 대한 선형 1

계 미분방정식을 얻을 수 있으며, 다음의 식 (10)과 식

(11)처럼 나타낼 수 있다.

(10)

(11)

이를 변형률에 대해 적분하고 중첩의 원리를 이용하여

선형 조합하여 전개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여기서,

링-테스트를 통해 측정한 인장 크리프는 탄성 변형을 포

함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탄성 변형을 제외한 인장 크

리프 변형률만을 고려하였다.

                   
(12)

재령에 따른 구속 하중은 식 (13)처럼 28일 인장응력

을 포함한 지수 함수로 표현될 수 있으며, 배합별 회귀

상수 및 실험 결과와의 상관계수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13)

여기서, σ28은 28일 재령의 인장응력이며, a는 회귀상수,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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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Calculated maximum interface pressures

Fig. 11 Degree of restr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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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재령(day)이다.

식 (13)의 σ(t)를 식 (12)에 대입하고 적분하면 재령에

따라 변하는 구속 하중을 고려한 인장 크리프 변형률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여기서, 재하 순간에서의 인장 크

리프 변형은 발생하지 않으며 εcr(0) = 0이 되고, 따라서

적분상수 C는 0이 된다.

                   

(14)

이 크리프 변형률에 대한 스프링과 대시포트의 탄성계

수(E) 및 점성계수(η)는 실험 결과의 회귀 분석을 통한

수치적 접근 방법을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Table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크리프는 압축

강도, 하중 재하 시점, 상대습도, 노출면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이 연구에서는 S/V의 증가에 따른 인장 크리프

의 변화량을 고려하기 위하여 상수 aS/V를 식 (14)의 우

변에 곱하여 적용하였다. 회귀 분석 결과 A, B-R1-PS의

aS/V는 각각 1.0362, 0.9078로 나타났다. 

Fig. 13은 링-테스트를 통해 얻은 R1 시편의 인장 크리

프 변형률과 예측값의 비교이다. 실험 결과 R1-FS 시편을

통해 측정한 기본 크리프 변형률은 R1-PS의 부분 노출 건

조 크리프의 약 98%로 거의 동일한 값을 나타내었다. Mix.

B의 인장 크리프 변형률은 Mix. A에 비해 약 39%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EA와 SRA의 수축 보상 효

과에 의해 자유수축이 감소하여 콘크리트에 인장응력을

유발시키는 구속 하중이 작아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식 (14)의 정확도를 수치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 다음

의 에러 상수(error coefficient, M)를 적용하였다.
16)

 

(15)

여기서, S0(t, t0)와 Sp(t, t0)는 인장 크리프 변형률의 실측

값, 예측값이며, Save(t, t0)는 실측값의 평균 변형률, n은

데이터 수이다.

R1-FS 시편의 에러 상수는 Mix. A와 B의 경우 각각

0.0541, 0.2157이었으며, R1-PS는 0.0289, 0.1664로 나타

났다. Mazloom
16)
에 의하면 에러 상수가 0.15보다 작을

경우 합리적인 예측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Mix. A는 4-매개변수 모델을 통하여 효

율적으로 인장 크리프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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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Basic 4-parametric rheological model 

Table 6 Non-linear regression coefficient for 28-day restrained

stress

Nomenclature a R
2

Mix. A −0.3635 0.9876

Mix. B −0.2293 0.9592

Table 7 Elastic and viscosity coefficients of UHPCC

 Nomenclature η0 E1 η1

Mix. A 3478.65 186.03 372.40

Mix. B 3500.01 39.85 0.001

Fig. 13 Comparison of measured tensile creep strains and

predicted values

Fig. 14 Tensile creep strain to shrinkage ratios of R1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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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Mix. B의 에러 상수는 0.15보다 큰 것으로 나타

났으며, 그 이유는 지수 함수 형태로 도출되는 유변학의

특성상 콘크리트 타설 후 약 1.6일 이후에 나타나는 급

격한 크리프 변형률 속도의 감소 현상을 잘 반영하지 못

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기존의 연구 결과
8)
에 의하면 인장 크리프는 총 자유수

축량의 약 30~70%이며, Fig. 14에서 볼 수 있듯이 UHPCC

의 경우 28재령에서의 인장 크리프는 총 자유수축량의

약 46~53%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구속 수축 실험을 통

한 콘크리트의 균열 거동 평가 시 크리프 효과는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EA와 SRA의 혼입 여부를 변수로 한 UHPCC의 자유

수축 및 구속 수축, 응결 실험 결과를 통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Mix. B의 경우 EA와 SRA의 혼입에 의한 압축강도,

휨강도, 플로우의 변화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

나 EA의 급결성에 의해 초결 및 종결은 조기에 나

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2) 또한, EA와 SRA를 혼입한 Mix. B의 경우 28일 재

령에서 약 40~44%의 자유수축 저감 효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내부 강재의 변형률은 약 34~48%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링-테스트를 통해 측정한 잔류 인장응력으로부터,

인장 크리프 효과에 의해 탄성 수축 응력의 약 61%,

64%가 이완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UHPCC의 인장

강도는 링-테스트에 의한 잔류 인장응력 보다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수축 균열은 발생하지 않았다.

구속도는 R1, R2 시편의 경우 각각 0.85, 0.78~0.81

로 나타났고, 콘크리트 링의 두께가 증가할수록 구

속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인장크리프

변형률은 총 자유수축량의 약 46~53%로 나타났으

며, 정확한 구속 수축 거동 평가를 위해서는 크리

프를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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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초고성능 시멘트 복합체(ultra-high-performance cementitious conposites, UHPCC)는 우수한 압축강도와 연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구조 부재 적용 시 단면을 상당히 감소시키고, 낮은 물-결합재비와 고분말 혼화 재료의 사용으로 높은

수축 변형률이 발생하게 되어 거푸집 및 보강근 등의 구속에 의한 수축 균열의 발생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이 연구

에서는 UHPCC의 수축을 저감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팽창재와 수축 저감제를 조합하여 혼입하고 자유수축과 구속 수축

거동을 평가하여 적합성 여부를 산정하였다. 실험 결과 팽창재와 수축 저감제를 조합하여 혼입한 경우에 약 40~44%의

자유수축 저감 효과를 보였으며, 잔류 인장응력은 약 35%와 47% 감소하였다. 지속적인 구속 하중에 의한 인장 크리프

의 발생으로 탄성 수축 응력의 약 61%, 64%가 이완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따라서 구속 수축 거동을 평가할 때에는

반드시 크리프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되었다. 구속도는 0.78~0.85로 나타났으며 팽창재와 수축 저감제의 혼입에

의한 영향은 미미하였고 콘크리트 링의 두께가 클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UHPCC의 인장 크리프 변형률을

측정하고 재령에 따라 변하는 구속 하중을 적용한 4-매개 변수 크리프 예측 모델과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초고성능 시멘트 복합체, 잔류 응력, 크리프, 수축 저감제, 팽창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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