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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의 변형은 내 ․ 외부의 구속에 의해서 응력을 

발생시켜 이것이 콘크리트의 허용응력 이상이 되었을 경우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균열은 구조

물의 안전성, 사용성, 내구성이나 미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구조물에 있어서 유해한 균열을 방지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수명화나 고성능화 관점으로부터 

중요하다.1,2) 이러한 상황에서 콘크리트의 수축저감 및 

균열저항성을 높이기 위해 팽창재나 수축저감제 등 수축 

보상형 콘크리트의 적용이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 팽

창재는 초기의 팽창효과를 유효하게 이용하는 것으로 최

근에 건설현장에 있어서 그 적용실적이 증가하고 있지만, 

실부재 레벨에 있어서의 수축 저감효과나 균열 억제효과

를 정량적으로 검토한 예3,4)는 적은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팽창재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기본특성

을 파악하는 한편, 실부재에 있어서의 팽창 수축 거동을 

측정하여 측정한 결과에 근거한 발생응력의 평가 및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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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령에 있어서의 균열조사를 실시하여 팽창재의 균열

억제 효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검토했다. 

2. 실험개요

2.1 실험계획 및 방법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을 Table 1 및 2에 나타내었

다. 콘크리트는 에트린가이트 ․ 석회 복합계의 저첨가형 

팽창재를 20 kg/m3를 혼입한 설계기준강도 39 MPa의 팽

창콘크리트와 팽창재 무혼입의 설계기준강도 36 MPa의 

보통 콘크리트를 사용했다. 잔골재는 산사와 수축저감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5) 석회암 쇄사를 각각 65 : 35

의 비율로 혼합 사용했으며, 굵은 골재는 석회암 쇄석을, 

화학 혼화제는 고성능 AE 감수제를 사용했다. 

먼저, 콘크리트의 기본특성으로서 적용한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성상과 강도특성, 건조수축, 자기수축 및 구속 

수축실험을 실시했다. 강도 시험용 시험체는 재령 1일에 

탈형하여 수중양생(20°C)을 실시한 후 재령 7일 및 28일

에 있어 압축강도를 측정했다. 건조수축은 재령 7일까지 

수중양생(20°C)을 실시한 후 항온 ․ 항습실 (20±2°C, 60±5%)

내에서 소정의 재령에서 컨택트 게이지법6)에 의해 측정

했다. 한편, 자기수축은 거푸집 안쪽에 테프론시트 및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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닐시트에 의해 구속이나 건조에 의한 수분의 증발이 생

기지 않도록 제작했다. 재령 1일에 탈형한 후, 알루미늄

테이프에 의해서 전면을 봉합하여 매입형 변위계에 의해 

측정했다. 자기수축의 측정 개시점은 변위게이지를 붙인 

ØD6 (길이: 340 mm)의 철근을 중앙에 배치한 시험체를 

제작해 철근의 변위가 단조롭게 변화하기 시작하는 시점

을 기준으로 했다. 

2.2 구속수축실험

구속수축실험은 완전 구속상태 하에서 팽창재를 적용

한 콘크리트의 응력발현 성상과 크리프의 영향을 파악하

는 것을 목적으로 실시했다. 구속 수축실험은 Fig. 1에 나

타내는 가변형 구속응력 시험기 VRTM (Variable Restraint 

Testing Machine)를 이용해 완전 구속상태를 재현했다. VRTM

은 TSTM (Temperature Stress Testing Machine)13)의 원리

를 바탕으로 도쿄대학의 노구치, 마루야마 등에 의해 개

발7)되었다. 실험은 거푸집에 타설한 콘크리트의 수축 및 

팽창에 의해 발생하는 변위 및 응력의 변화를 LVDT 및 

로드셀에 의해 모니터링하여 콘크리트가 설정한 변위 및 

응력에 다다르면 크로스 헤드를 강제 제어해 원점의 위치

로 되돌리는 것으로 완전 구속상태를 재현했다. 본 실험에

서는 기존의 연구8)를 참고로 측정구간 (길이 500 mm, 단

면 100×100 mm)에 있어서의 변위 트리거를 ±4×10-6, 응력 

트리거를 ±0.01 MPa로 설정했다. 크로스 헤드 제어는 재

령 1일까지는 0.005 mm/min, 그 이후는 0.003 mm/min로 

했다. 실험은 팽창재의 효과가 발휘되는 초기재령 및 실

구조물에 있어서의 탈형 시기(3일), 살수양생 기간(7일)을 

고려하여 시험체를 봉합한 상태로 재령 7일까지 측정했

다. 측정종료 후에는 크로스 헤드를 0.003 mm/min의 속

도로 강제 이동시켜 VRTM에 의한 직접 인장실험을 실

시하였다. 동시에 Ø10×20 cm의 봉합공시체를 이용해 재

령 1, 3, 7일에 할렬 인장실험을 실시했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콘크리트의 기본특성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성상 및 압축강도의 측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특성 모두 요구 성능을 만

족했으며, 재령 7일에 이미 설계기준강도를 만족하고 있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에 건조수축의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재령 26

주의 건조수축은 보통 콘크리트는 580×10-6, 팽창 콘크리

Table 1 Materials Used

Type

C Ordinary portland cement, Density: 3.16 g/cm3

S
Pit sand, Density: 2.60 g/cm3, Absorption ratio: 2.18%

Limestone, Density: 2.66 g/cm3, Absorption ratio: 1.06%

G Limestone, Density: 2.71 g/cm3, Absorption ratio: 0.55%

EXP Ettringite-gypsum type, Density:3.05 g/cm3

Table 2 Mix Designs

Type
fck

(MPa)

W/B

(%)

s/a

(%)

Unit Weight (kg/m3)
Ad

(B×%)W C EXP
S G

P L L

EX 39 41.5 48.0 170 390 20 533 293 921 1.15

N 36 45.5 49.5 170 374 0 556 309 910 1.15

※ EX: Expansive concrete, N: Normal concrete, EXP: 

Expansive additive, P: Pit sand, L:Limestone, Ad: 

Superplasticizer

Fig. 1 Variable restraint testing machine (VRTM)7)

Table 3 Fresh properties and compressive strength

Type

Fresh properties
Compressive 

strength

Slump

(cm)

Air 

content

(%)

Temperature

(℃)

7 days

(MPa)

28 days

(MPa)

EX 22.0 5.2 31.5 42.0 53.9

N 22.5 4.4 30.5 36.7 51.3

Fig. 2 Drying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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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는 520×10-6로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60×10-6정도 작은 결과였다. 이는 팽창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가 조금 작은 것이나 부재에 의한 구속도, 건

조정도에 의해서 다소의 차이는 있지만, 기존연구1,9,10)에

서 일반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팽창재의 초기팽창에 의한 

건조수축의 저감효과 100×10-6를 고려하면, 팽창재를 적

용하는 것으로 약 28%의 건조수축을 저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한편, 자기수축의 측정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팽

창 콘크리트, 보통 콘크리트 모두 철근의 변위가 단조롭

게 변화하기 시작한 측정 개시점은 물 투입으로부터 약 

4시간 (타설 후 약 3시간)이 경과했을 때로 팽창 콘크리

트와 보통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은 큰 차이가 없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는 측정 개시로부

터 재령 0.5일의 시점에서 약 265×10-6 정도의 최대팽창

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에 수축해 재령 7일에 170×10-6

의 팽창변위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재령 7일에 자기수축은 36×10-6로 초기재령에 있

어서의 팽창재의 팽창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2 완전구속조건하에 있어서의 거동

보통 콘크리트 및 팽창 콘크리트의 완전 구속조건 하

에 있어서의 변위의 변화를 Fig. 4 및 5에 나타내었다. 팽

창콘크리트 및 보통콘크리트 모두 수축측 (+) 및 팽창측 

(-)에서 변위 트리거가 ±4×10-6에 이르면 원점으로 돌아

오는 사이클로 제어되어, 설정한 변위 트리거 내에서 완

전 구속의 제어가 실시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

히,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는 초기재령에 있어서 수축보

다 팽창 변위가 크기 때문에 재령 0.7일까지 팽창측의 제

어가 빈번하게 반복 발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팽창재에 의한 초기 팽창력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에 완전 구속조건 하에서의 구속응력의 측정결과

를 나타내었다. 보통 콘크리트 및 팽창 콘크리트 모두 초

기재령에 있어서 변위의 변화가 큰 것에 따라 응력의 변

화도 커지지만, 콘크리트가 경화되어 강성을 확보해 나

가는 재령 후반에 있어서는 구속응력의 변화가 작은 것

을 알 수 있다.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 완전 구속조건 하

에서 초기재령으로부터 팽창에 의한 압축응력이 도입되

어 재령 0.6일에 약 0.92 MPa의 최대 압축응력이 도입되

었다. 그 후,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해서 인장측으로 바뀌

어 재령 7일의 시점에서 0.31 MPa의 인장응력을 확인할 

Fig. 3 Autogenous shrinkage

 

Fig. 4 Strain development by VRTM (EX)

Fig. 5 Strain development by VRTM (N)

Fig. 6 Stress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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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어, 이는 보통콘크리트의 0.72 MPa 보다 작은 값이

며, 팽창재에 의한 인장응력의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3.3 강도특성 및 균열저감 효과

VRTM 실험 후 크로스 헤드의 강제이동에 의해서 측

정한 직접 인장강도와 Ø10×20 cm의 봉합 공시체로부터 

측정한 할렬 인장강도의 측정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

다. 보통 콘크리트와 팽창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에의 큰 

차이는 볼 수 없었다. 한편, 기존의 연구에서는 할렬 인

장강도와 직접 인장강도는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것과 실험에 있어서 편심 등이 발생하지 않으면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보고하고 있다.11,12) 본 연구에서

의 다른 점은 시험체가 VRTM의 완전 구속조건 하에서 

응력의 이력을 받고 있는 점이다. 이에 따라 팽창 콘크리

트의 경우는 재령 7일에 있어서 직접 인장강도가 할렬 

인장강도보다 약 9.7%정도 큰 결과이지만, 이는 완전 구

속조건 하에서의 팽창재의 케미컬프레스효과에 의한 조

직의 치밀화 효과가 인장강도 증진으로 연결되었다고 생

각할 수 있다. 

한편, VRTM 실험으로 측정한 시험체가 할렬 인장강

도의 실험결과와 같은 인장강도의 성상을 발현한다고 가

정11,12)하고 할렬 인장강도의 측정결과와 VRTM 실험으로

부터 얻은 구속응력 측정결과를 바탕으로 응력-강도비를 

산출하여 균열발생 가능성을 평가했다. 재령 1, 3, 7일에 

있어서의 응력-강도비의 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전 

재령에 있어서 팽창 콘크리트의 응력-강도비는 보통 콘

크리트에 비해 14∼55% 정도 낮은 결과로 팽창 콘크리

트의 균열발생 가능성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매우 작

다고 판단된다. 

한편, VRTM 실험에 완전 구속 조건하에서의 크리프

Fig. 7 Spilitting and direct tensile strength

Fig. 8 Stress-Strength ratio development

Fig. 9 Schematic illustration of strain under fully restrained

condition13)

Fig. 10 Accumulated creep strain (EX)

Fig. 11 Accumulated creep strain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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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Fig. 9와 같이 Kovler13)가 제안

한 완전 구속조건 하에서의 변위의 개념을 이용했다. 완

전 구속 조건하에 있어서의 변위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

쳐서 발생하는 수축변위와 크리프 변위가 포함되어, 이

것의 합과 완전구속 제어시의 탄성변형이 변형 트리거의 

제어가 종료될 때에 동일하게 된다. 그 때문에 이 변형을 

누적해 계산하면 크리프 변형량과 수축 변형량의 합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크리프는 자유 수축실험에 의해서 

측정된 변형곡선으로부터 VRTM으로부터 완전 구속된 

시험체의 탄성변형의 차분에 의해 구할 수 있다. 즉, 자

유 수축변형 및 VRTM 실험의 미소 변형 시에 하중이 변

화할 때의 변형을 그래프로부터 읽어내 그 값을 같은 시

간대의 자유 수축량으로부터 차감하는 것으로 누적 크리

프 변형량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크리

프 변위는 일반적인 크리프 실험의 일정 응력하에서의 

변형이 아니고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해서 축적되는 변동 

응력하에 있어서의 크리프 변위의 총합을 의미한다.8)

 VRTM의 완전 구속실험으로부터의 탄성변형과 자유 

팽창수축변위 및 산출한 누적크리프 변위를 Fig. 10 및 

11에 나타내었다. 초기재령에 있어서의 보통 콘크리트 

및 팽창 콘크리트는 자유 팽창수축에 대해서 누적 크리

프변위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자유 팽창수축의 증가에 

따라 누적 크리프변위는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팽창 콘크리트의 누적 크리프변위는 재령초기에 

급격하게 증가해 재령 7일에 있어서 124×10-6정도로 자유 

팽창수축 변위의 약 73.9%정도를 차지했다. 이는 기존의 

연구14)와 같은 경향으로 본 실험과 같이 변위가 완전 구

속된 조건에서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는 상당한 응력이 

완화되며 특히, 팽창재는 공극을 만들어 나가면서 팽창

하기 때문에 누적 크리프변위가 커진다고 판단된다. 이 

때문에 구속 조건하에서 팽창콘크리트의 경우는 응력완

화에 따른 변형 능력이 커지게 되어 인장응력이나 휨 인

장응력 하에서 균열 저항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 실부재로의 검토

4.1 측정개요

적용대상 실부재는 지상 7층의 RC조 건축물로 팽창 

콘크리트 및 보통 콘크리트를 적용한 3층 및 4층 외벽이

다. 1층에서 3층까지는 팽창 콘크리트를 4층부터 상부층

까지는 보통 콘크리트를 적용했다. 덧붙여, 실부재에 있

어서의 사용재료 및 콘크리트 배합은 2절의 Table 1 및 

Table 2와 같다. 

측정부의 평면도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계측대상 외

벽 좌우에는 기둥이 없고 위 ․ 아래 빔에 의해 지지되고 

있으며, 외벽 중앙부에는 유발줄눈이 설치되어 있다. 매

입형 변위계에 의해 각 측정부의 변위 및 온도를 측정했

다. 또한, 실부재와 동일한 콘크리트를 채취하여 무구속 

상태의 기준 폭로 시험체를 제작하여 팽창 수축변위 및 

온도를 계측했다. 한편, 기준 폭로 시험체는 실부재와 같

은 시기에 탈형하여 외벽과 같은 건조상황을 모의하기 

위해서 양 측면 이외의 4면을 알루미늄 테이프로 봉합했

다. 그 후 실부재와 동일기간 살수양생을 실시해 측정을 

계속했다. 

4.2 측정결과

Fig. 13 및 14에 무구속 상태의 기준 폭로 시험체의 자

유 팽창수축 변위(온도변위 제외) 및 외벽의 실부재 변위

Fig. 12 Diagram of measurement area

Fig. 13 Free expansion-contraction deformation

Fig. 14 Actual deformation of wa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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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변위 제외)를 나타내었다. 온도의 보정은 초기치 설

정시(유효재령 0.3일)의 실온도로부터 각 재령에 있어서 

측정한 온도와의 온도차를 요구하여, 콘크리트의 선팽창 

계수는 기존연구15)를 참고로 7.0×10-6/°C로 하여 콘크리

트의 온도변위를 보정했다. 자유 팽창수축 변위는 재령 

100일의 시점에서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 팽창 피크로부터 

143×10-6,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201×10-6 수축하고 있어 

팽창 콘크리트에 비해 보통 콘크리트의 수축량이 큰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실부재 변위는 주변부재나 

철근의 구속 등에 의해 자유 팽창수축 변위보다 팽창량

이나 수축량이 조금 감소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실

부재에 있어서의 팽창 콘크리트의 최대 팽창변위는 재령 

2.08일에 152×10-6였으며, 보통 콘크리트는 살수양생 이

후에 수축해 재령 100일의 시점에서 약 164×10-6정도의 

수축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 

4.3 각 측정부의 구속도 및 발생응력의 산정

팽창 콘크리트의 발생응력의 평가는 기존문헌3)에서 제

안하고 있는 식 (1)의 구속압에 의한 자유 팽창수축 변위

의 증분을 저감하는 방법을 이용했다. 

 Exp∙  (1)

여기서, 은 자유 팽창변위 증분 저감율, 는 구속응력

(MPa), 는 구속응력의 저감특성을 표시하는 계수로서 

1.5를 나타낸다. 

발생응력은 순차계산(Step-by-Stey)법1,3)을 이용하여, 자유 

팽창수축 변위가 실부재 변위와 일치하도록 식 (2)에 의

해 적당한 간격마다 구속도를 0에서 1까지 분류하여 자

유 팽창수축 변위가 구속을 받는 것에 의해 생기는 힘을 

발생응력으로 산정했다. 

    (2)

여기서, 는 구속도, 는 자유　팽창수축　변위, 는 구속　

팽창수축 변위(실부재 변위)를 나타낸다. 

한편, 순차계산(Step-by-Stey)법에 있어서 필요한 각각

의 파라메타인 압축강도 및 영계수의 산정에는 CEB-FIP 

1990의 식 (3) 및 (4)를 이용하였으며, 식 중의 치는 보

통강도 콘크리트의 대표적인 값인 0.3으로 했다. 덧붙여, 

재령 28일의 영계수는 압축강도의 결과를 이용해 JASS 5

식에 의해 계산했다.

  ∙Exp   (3)

 ∙Exp   (4)

여기서, 은 재령 28일의 압축강도(MPa), 은 재령 28

일의 영계수(MPa), 는 유효재령(일)을 나타낸다. 

크리프 계수에 대해서는 식 (5)의 ACI-209형 모델을 채

용했으며, 종국 크리프계수 및 크리프 발현속도 계수는 

식 (6) 및 (7)에 의해서 요구했다.

  ∙
 

   (5)

 ∙ (6)

  ∙Exp ∙   (7)

여기서, 는 종국크리프 계수, 는 크리프 발현속도 계

수, 는 재하재령 (일)을 나타낸다. 

4.4　발생응력의 산정결과

입력한 자유 팽창수축 변위, 외벽의 실부재 변위 및 분

류한 구속도의 결과를 Fig. 15 및 16에 나타내었다.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 응결로부터 팽창 및 온도 상승시까지

의 구속도는 0.42였으며, 온도 강하로부터 구속도는 크게 

저하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보통의 경우보다 구속

도가 꽤 작게 산정된 것은 본 검토로의 측정대상이 양단

에 기둥이 없는 벽부재로, 외부 구속의 영향이 작았던 것

이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한편, 보통 콘크리트에 있

어서도 온도 상승시까지의 구속도는 0.31이었지만, 온도 

Fig. 15 Calculation results of 3F walls (EX)

Fig. 16 Calculation results of 4F walls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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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시는 0.15이며 온도 강하 후는 0.1로 작아졌다. 팽창 

콘크리트 및 보통 콘크리트 모두 구속도는 재령초기에 

큰 경향을 나타내고 부재의 온도가 외기온과 평형이 된 

이후는 거의 일정치에 수렴했다. 장기재령에 있어서는 

구속도는 팽창 콘크리트보다 보통 콘크리트가 약간 큰 

경향이지만, 이것은 하층의 팽창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 

작은 것이 원인으로서 생각할 수 있다.

실부재 외벽에 발생한 응력의 계산결과를 Fig. 17에 나

타내었다.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 초기 팽창시에 0.51 MPa

의 압축응력이 도입되어, 이후의 온도강하에 의한 수축 

및 건조수축의 진행에 의해 도입된 압축응력은 상쇄되어 

재령 100일에 있어도 인장응력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한편,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재령초기에 약간의 압축

응력이 도입되지만, 이후의 온도강하 및 건조수축에 의

해서 인장응력이 발생해 재령 100일에 있어서 약 0.61 

MPa 정도의 인장응력을 확인할 수 있어, 구속체의 영향

이 작은 외벽에 있어서도 팽창재의 적용은 인장응력의 저

감에 유효한 효과를 얻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Fig. 17에는 균열발생 기준이 되는 할렬 인장강

도의 70%의 곡선(fT’(t))도 더불어 나타내 보이고 있다. 전

체적으로 본 검토에서 대상으로 한 외벽에서는 발생한 

인장응력이 할렬인장 강도의 70%를 밑돌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 보통 콘

크리트에 비해 인장응력은 저감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

어 균열발생은 크게 억제되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 

4.5　균열조사

균열의 조사 장소를 Fig. 18에 나타내었다. 균열의 조

사는 3층의 팽창 콘크리트 및 4층의 보통 콘크리트의 외

벽의 A 및 B구역이며, Fig. 12의 측정 장소와는 다른 장

소이다. 재령 약 2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목시에 의해 균

열을 조사하고 발생한 균열의 길이와 폭을 측정하여 균

열 면적을 산출하였다. 

균열의 조사결과, 팽창 콘크리트의 경우는 균열 폭0.2 

mm를 초과하는 유해한 레벨의 균열은 확인할 수 없었으

며, 0.05∼0.20 mm정도의 비교적 섬세한 표면균열이 총 

6군데(A : 1군데, B : 5군데)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한편,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최대 0.3 mm 이상의 

균열을 포함해 총 29군데(A : 5군데, B : 24군데)의 균열

이 확인되었다. Fig. 19에 균열 폭과 균열 길이로부터 요

구한 균열면적의 산정결과를 나타내었다. A와 B구역의 

균열면적의 합은 팽창 콘크리트의 3.42 cm2에 비해 보통 

콘크리트의 균열면적의 합은 9.76 cm2이며, 팽창 콘크리

트는 보통 콘크리트의 약 35%의 균열면적으로 팽창재의 

균열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4.4절로 검토한 외벽과 같이 구속조건이 완만한 

개소에 있어서는 균열이 발생하지 않았지만, 특히, 문이

나 창과 같은 개구부의 모서리나 단면적이 급격하게 변

화하는 위치에서 주로 균열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응력

집중을 받고 있는 것이 원인으로 판단되며 이 부분에 대

해서는 본 논문에서는 미 검토의 범위이며, 향후 추가적

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수축보상형 콘크리트로서 팽창재를 적용한 콘크리트

의 기본특성과 실부재에 있어서의 팽창수축거동 및 발생

응력을 평가하고 균열조사를 실시해 팽창재의 균열억제 

효과에 대해 검토했다. 본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Fig. 17 Results of stress calculations

 

Fig. 18 Results of stress calculations

Fig. 19 Results of stress calc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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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얻을 수 있었다.

1) 적용한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성상 및 압축강도는 요

구 성능을 만족하였으며, 팽창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자기수축의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2) 완전 구속조건 하에서 팽창 콘크리트의 응력-강도비

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약 14∼55% 정도 낮은 값으

로 팽창재에 의한 인장응력의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속조건하에서 팽창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해 응력완화에 따른 변형 능력이 향

상되어, 균열저항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

된다. 

3) 실부재로의 검토에 있어서, 구속체의 영향이 작은 외

벽에 있어서도 팽창 콘크리트는 초기재령에 압축응력

이 유효하게 도입되어 인장응력을 저감할 수 있다.　

4) 장기재령에 있어서의 실부재의 균열을 평가한 결과, 

팽창 콘크리트의 균열면적은 보통 콘크리트의 약 35%

로 팽창재의 균열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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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균열억제 대책으로서 이용되고 있는 팽창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그 기본 특성의 파악 및 실부재로의 팽창

재의 효과에 대해서 검토했다. 실내실험으로서 기본특성에 대해 검토한 결과, 팽창재의 적용에 의해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및 자

기수축의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팽창 콘크리트의 완전 구속조건 하에서의 응력-강도비는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낮

은 결과로 팽창재에 의한 인장응력의 저감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구속 조건하에서 팽창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와

비교해 응력완화에 따른 변형능력이 향상되어 균열저항성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실부재로의 검토에 있어서, 구

속체의 영향이 작은 외벽에 있어서도 팽창 콘크리트는 초기재령에 있어 팽창에 수반하는 압축응력이 유효하게 도입되어 인장응

력을 저감할 수 있다.　더욱이, 장기재령에 있어서의 균열을 평가한 결과, 팽창 콘크리트의 균열면적은 보통 콘크리트의 약 35%

로 팽창재의 균열저감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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