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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구조물의 대형화 ‧ 초고층화 및 특수화 경향에 따른 

콘크리트의 요소기술은 고강도 ‧ 고유동 및 고내구성의 고

성능 콘크리트 개발로 급속하게 발전하였으며, 많은 분야에

서 현장적용과 실용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고성능 콘크리트의 발전과 사용성의 증대에도 불구하고 현

장타설 콘크리트의 품질 검증을 위한 소요공기 및 경제성 등

에 대한 개선방안이 필요한 실정에 있다.1)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 습식에 의한 

현장타설 콘크리트 공법을 공장 제작 ‧ 운반 및 현장 설치 ‧

조립하는 건식공법인 프리캐스트(Pre-cast, 이하 PC)공법으

로 적용하는 방안이 점차로 대두되고 있다. PC공법은 빠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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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내에 요구되는 강도발현을 확보할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마감재의 우수한 질감확보 등을 통하여 구조물의 가치

를 상승시킬 수 있으며, 또한 현장에서의 공기단축 및 인력

절감의 효과 등으로 공사비 및 금융비용의 저감, 그리고 환

경적 측면에서도 유리한 시공품질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1)

일반적으로 PC부재의 공장 제조과정은 고온증기양생의 

시스템에 따라 ① 전치양생(Preset period) → ② 승온양생

(Heating) → ③ 유지양생(maintenance) → ④ 강온양생

(Cooling) → ⑤ 후치양생(Postpose)의 5단계로 진행된다. 특

히, 콘크리트 공극에 존재하는 물과 공기는 시멘트 경화체

의 약 10～200 배의 열팽창 계수를 갖기 때문에, 굳지 않은 

콘크리트 상태에서 급격한 증기양생을 실시할 경우에는 굳

은 콘크리트의 특성 및 미세구조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강도저감 및 균열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2)

또한, 일반강도 콘크리트에 비하여 고강도 콘크리트는 수

화열 및 콘크리트 경화체의 미세조직이 다르기 때문에,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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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various steam curing parameters on the early-age com- 

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of high strength concrete (over 40 MPa) in the precast plant production. High strength concrete are 

used only ordinary portland cement (type I) and water-cement ratio selected 3cases (25%, 35% and 45%). Also, steam curing 

parameters are as followings ; (1) Preset period 2cases (3 hours and 6 hours) (2) Maximum curing temperature 3cases (45°C, 55°C 

and 65°C) (3) Maintenance time of curing temperature 3cases (4 hours, 6 hours and 8 hours) (4) Maximum rate of heating and 

cooling 15°C/hr. Initial setting time and adiabatic temperature rising ratio of these concrete according to water-cement ratio are tested 

before main tests and examined the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for the steam curing parameters. Also compressive strength 

are compared with optimum steam curing condition and standard curing at test ages. As test results, the optimum steam curing 

conditions for high strength concrete(over 40 MPa) are as followings. (1) Preset period ; over initial setting time of concrete (2) 

Maximum curing temperature ; bellow 55°C (3) Maintenance time of curing temperature ; bellow 6hours. Also strength development 

of steam curing concrete show in the reversed strength at 28 days. It is to propose an efficient steam curing condition for high strength 

concrete in the precast method.

Keywords : Initial setting time, adiabatic temperature rising, preset period, maximum curing temperature and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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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양생 시간과 초기 승온양생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3) 

전치양생 시간은 ACI 517.2R-92에 콘크리트의 초기응결에 

근접하는 시간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PCI 및 PCA에 초기응

결 후 3∼5시간으로 규정하고 있다. 승온양생 속도는 ACI 

및 PCI에서 11∼44°C/hr 범위로, PCA에서 11∼22°C/hr 범위

로 각각 제한하고 있다.3)

한편, 최고 양생온도 및 유지시간에 따라 장기재령에서의 

DEF (Delayed Ettringite Formation) 현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PCI에서는 65°C, ACI에서는 82°C를 초과하

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3)

증기양생과 관련하여 국내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온도

이력 및 사용재료에 따른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실험적 연

구가 이루어 졌으나, 대부분 일반강도 콘크리트의 영역에 

관한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4,5)

고강도 콘크리트(40 MPa 이상)의 영역에 있어서 매스 콘

크리트, 열화특성, 강도발현, 내구성에 관한 증기양생의 영

향을 연구한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지만,6-9) PC공법에 따

른 공장생산에 있어서의 다양한 양생조건에 관한 연구는 많

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강도 콘크리트 영역의 압축강도 

발현성상을 중심으로 PC부재의 공장생산에 최적화된 증기

양생 이력조건을 도출하여, 경제적인 증기양생 조건 및 현

장생산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개요 및 배합조건

2.1 실험개요 및 방법

2.1.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의 증기양생 조건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

이 각각의 온도이력 구간을 구분하였다.

Fig. 1에서 전치양생 시간은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을 고려

하여 3시간, 6시간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증기양생 규정에

서 제시된 값을 검토하여 최고 양생온도(45°C, 55°C 및 

65°C)과 최고온도 유지시간(4시간, 6시간 및 8시간)을 선정

하였으며, 승온 및 강온양생 속도는 15°C/hr로 정하였다. 이

에 따른 본 연구의 단계별 실험과정은 Fig. 2와 같다.

2.1.2 실험방법

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및 압축강도 시험은 각각 KS F 

2402 및 KS F 2405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은 KS F 2436(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규정에 따라 Φ150×150 mm의 원주형 시료를 

제작하였으며, 항온항습기에서 20 ± 2°C 양생을 실시한 후

에 관입저항값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량은 300×300×300 mm 

부재를 제작하여 측정하였으며, 증기양생 이력조건에 따른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100×200

mm 시험체의 중심부에 온도센서를 부착하여 수화온도 이

력을 측정하였다.

2.2 사용재료 및 배합조건

2.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

난 바와 같이 시멘트는 밀도 3.15 g/cm3, 분말도 3,674 cm2/g

인 1종 포틀랜드 시멘트이며, 밀도 2.59 g/cm3의 세척모래와 

2.62 g/cm3의 쇄석(부순골재)를 사용하였고, 유동성 확보를 

위하여 나프탈렌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2.2.2 배합조건 및 배합방법

증기양생 온도이력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콘크리트의 배합조건은 Table 2와 같다.
Fig. 1 Temperature history of concrete steam curing

Start

↓

Select the optimum mix proportion for water cement ratio 

and cementitious materials type

↓

Check test results for initial setting time and

adiabatic temperature rising(3cases)

↓

Select the factors of steam curing parameters

- Preset period(2cases)

- Maximum temperature and maintenance(3cases)

- Heating & Cooling ratio of temperature(1case)
←

↓

NO

YES ↓

The optimum range of the steam curing 

conditions

↓

Site start

Fig. 2 Test procedures for steam cur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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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물-시멘트비(25%∼45%)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

의 영역(40 MPa 이상)을 정하고, 이에 따른 증기양생 온도이

력의 영향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콘크리트의 특성시험은 응

결시간, 수화열 특성 및 재령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콘

크리트의 배합방법은 100 L 용량의 강제식 믹서(40 rpm)를 

사용하여 Fig. 3과 같이 골재 및 시멘트를 투입하여 1분간 건

비빔을 실시한 후, 배합수와 혼화제를 투입하여 2분간 배합

을 실시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이때, 전체 배합시간은 210

초이지만 건비빔 단계를 제외하면 실제 배합시간은 120초

이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및 단열온도 특성

Table 3은 Table 2에서 제시한 콘크리트의 배합조건에 대

하여, 물-시멘트비에 따른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시험결과를 

나타낸 것이며, Fig. 4는 물-시멘트비에 따른 단열온도 상승

시험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3에 나타난 콘크리트의 응결시간 시험결과, 물-시

멘트비 35% 및 45%의 경우에는 초결이 6시간 20분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에, 물-시멘트비 25%의 경우에는 초결이 약 4

시간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치양생 

시간의 선정에는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간의 관점에서 고

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3)

Fig. 4에서 보듯이 콘크리트의 단열온도 상승시험 결과, 

물-시멘트비 25%의 경우에는 약 14시간 경과 후 최고온도 

71°C에 도달하였으며, 35%의 경우에는 약 20시간 경과 후 

최고온도 58.6°C에 도달하였다. 또한, 물-시멘트비 45%의 

경우에는 약 24시간 경과 후 최고온도 45°C에 도달하였다. 

이는 물-시멘트비가 감소할수록 시멘트의 수화반응 속도 및 

수화열이 증가되는 현상이기 때문에, 증기양생 조건에 따른 

온도이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 이로 인한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에도 상승작용을 할 것으로 사료된

다.4)

3.2 최고 양생온도에 따른 수화온도이력 특성

Table 4 및 Fig. 5는 물-시멘트비에 따른 최고 양생온도별 

수화온도 이력의 측정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전치양생 시간은 6시간, 승온양생 및 강온양생은 

15°C/hr로 일정하게 선정하였으며, 최고 양생온도는 3종류

(45°C, 55°C 및 65°C)를 대상으로 이에 따른 수화온도 이력

을 측정하고자 하였다. 이때, 최고 양생온도의 유지시간은 8

시간으로 일정하게 하였다.

실험결과, 최고 양생온도가 10°C씩 증가할수록 온도이력

은 W/C 25%에서 15∼32%, W/C 35%에서 22∼34%, W/C 

45%에서 23∼42% 범위로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시멘트비가 감소할수록 온도이력은 최고 양생온도 45°C

에서 7.8∼16.8%, 55°C에서 6.7∼9.6%, 65°C에서 2.2∼9.1% 

범위로 증가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최고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물-시멘트비가 낮을수록 

외부로부터의 에너지 공급 및 결합재량의 증가에 의한 수화

열 발생으로 콘크리트의 자체온도가 상승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DEF현상에 의한 온도균열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

Table 1 Properties of concrete materials

Materials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Cement
 Ordinary portland cement (Type I)

Density (3.15 g/cm3), Blaine (3,674 cm2/g)

Fine

aggregate

Sea sand, Density (2.59 g/cm3)

F.M. (2.74), Absorption ratio (1.01%)

Coarse

aggregate

Gmax 20 mm, Crushed stone, Density (2.62 

g/cm3), F.M. (6.59), Absorption ratio (0.79%)

Admixture High range water reducer based Naphthalene

Table 2 Mix proportions of concrete and test items

W/C

(%)

S/a

(%)

Unit materials content (kg/m3) Remark

(Test items)Water Cement Sand Gravel Ad

25 40 165 660 630 952 11.2 -Setting time

-Hydration

heat

-Compressive 

strength

35 42 165 471 727 1,011 8.10

45 45 165 367 817 1,007 6.24

Fine＋Coarse

aggregates

→

30s
Cement

→

60s

Water＋

Admixture

→

120s

Concrete

discharge

Fig. 3 Mixing method and time of the fresh concrete

Table 3 Setting time test for W/C

W/C

(%)

Initial setting time

(hr:min)

Final setting time

(hr:min)

25 3:50 5:40

35 6:20 7:48

45 6:28 8:56

Fig. 4 Adiabatic temperature rising test for 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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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콘크리트의 이력온도가 70°C 이하인 55°C 이하로 관리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1)

3.3 양생조건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 특성

3.3.1 전치양생 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

Figs. 6, 7 및 8은 전치양생 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성

상을 각각의 물-시멘트비별로 나타낸 것이다. 이때의 전치

양생 시간은 2종류(3시간, 6시간)로 정하였고, 각각에 대한 

Table 4 Maximum temperature and increasing ratio

W/C

(%)

Concrete temperature 

and increasing ratio

Maximum steam curing 

temperature (°C)

45 55 65

25
Max. temperature (°C)1) 59.7 68.8 79.0

Increasing ratio (%) 100 115 132

35
Max. temperature (°C)1) 55.1 67.0 74.0

Increasing ratio (%) 100 122 134

45
Max. temperature (°C)1) 51.1 62.8 72.4

Increasing ratio (%) 100 123 142
1) Maximum concrete temperature

(a) Maximum steam curing temperature 45°C

(b) Maximum steam curing temperature 55°C

(c) Maximum steam curing temperature 65°C

Fig. 5 History of hydration heat for W/C and steam curing 

temperature

Fig. 6 Compressive strength for preset period(3 and 6 hours)

at test ages (W/C 25%)

Fig. 7 Compressive strength for preset period(3 and 6 hours) 

at test ages (W/C 35%)

Fig. 8 Compressive strength for preset period(3 and 6 hours) 

at test ages (W/C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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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 양생온도 3종류(45°C, 55°C 및 65°C) 및 최고온도 유지

시간 3종류(4시간, 6시간 및 8시간)를 변수로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실험결과, 물-시멘트비 25% 경우, 전치양생 시간이 재령

별 압축강도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양생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전치양생 6시

간이 3시간보다 평균 0.5% 정도 압축강도 발현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는 콘크리트의 초결시간 3:50 (hr: min)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물-시멘트비 35% 경우 전치양생 6시간이 3시간에 

비하여 압축강도 발현이 평균 11.2% 증가되었으며, 물-시멘

트비 45% 경우 평균 10.7% 정도로 압축강도 발현이 높게 나

타났다. 이는 물-시멘트비 35% 및 45% 경우에도 콘크리트

의 초결시간 6:20 및 6:28 (hr:min) 영향으로 평가된다. 즉, 전

치양생 3시간은 초결이 시작되기 전에 외부 에너지에 의한 

승온양생으로 온도충격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따

라서, 물-시멘트비에 따라 전치양생 시간을 결정할 때에는 

콘크리트의 초결시간을 고려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3)

3.3.2 최고 양생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

최고 양생온도 3종류(45°C, 55°C 및 65°C)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 발현성상에 대한 실험결과는 Figs. 9, 10 및 11에 나

타난 바와 같다.

실험결과, Fig. 9에서 보듯이 물-시멘트비 25%의 경우에 

최고 양생온도 10°C씩 증가할수록 각각 평균 15.5% 및 

11.8% 범위로 압축강도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55°C에서 50

MPa 이상을 만족하였다. 특히, 전치양생 시간의 영향보다 

최고 양생온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초결시간과 수화속도 및 성숙도(Maturity)

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2)

물-시멘트비 35% 경우 Fig. 10에서 보듯이 최고 양생온도 

45°C를 기준으로 볼 때, 양생온도 10°C씩 증가할수록 각각 

평균 16.3% 및 9.6% 범위로 강도발현이 증가하였다. 또한, 

최고 양생온도 55°C 이상 및 최고온도 유지시간 6∼8시간에

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범위(40 MPa 이상)를 만족하였고, 재

령7일에서는 대부분 50 MPa에 근접하였다.

양생온도 이력에서 물-시멘트비 25% 및 35% 경우에는 최

고 양생온도 55°C에서 강도발현의 증가율이 큰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Fig.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시멘트비 45%일 

때, 최고 양생온도 45°C를 기준으로 양생온도 10°C씩 증가

할수록 각각 평균 15.0% 및 22.4% 범위로 압축강도가 증가

하였지만, 대부분 일반강도 콘크리트의 범위(40 MPa 이하)

를 나타내었으며, 양생온도가 높은 65°C에서 가장 강도발현

의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3.3 최고 양생온도 유지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

최고 양생온도의 유지시간 3종류(4시간, 6시간 및 8시간)

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성상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측정·비교

하였으며, 물-시멘트비에 따른 실험결과는 Figs. 12, 13 및 14

(a) W/C 25%, 3 hours

(b) W/C 25%, 6 hours

Fig. 9 Compressive strength for maximum curing temperature

at test ages

(a) W/C 35%, 3 hours

(b) W/C 35%, 6 hours

Fig. 10 Compressive strength for maximum curing temperature 

at test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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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C 45%, 3 hours (b) W/C 45%, 6 hours

Fig. 11 Compressive strength for maximum curing temperature at test ages

(a) W/C 25%, 3 hours (b) W/C 25%, 6 hours

Fig. 12 Compressive strength for maintenance time at test ages

(a) W/C 35%, 3 hours (b) W/C 35%, 6 hours

Fig. 13 Compressive strength for maintenance time at test ages

(a) W/C 45%, 3 hours (b) W/C 45%, 6 hours

Fig. 14 Compressive strength for maintenance time at test 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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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다.

Fig. 12에서 보듯이 물-시멘트비가 25%인 경우에 최고온

도의 유지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2시간씩 증가할 때, 각각 

평균 5.4% 및 4.4% 범위로 압축강도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Fig. 13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시멘트비

가 35%인 경우에 최고온도의 유지시간이 증가할수록 각각 

9.8% 및 10.6% 범위로 압축강도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Fig. 14는 물-시멘트비 45%의 경우에 최고온도 유지시간

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성상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최

고온도 유지시간 4시간을 기준으로 각각 2시간씩 증가할 때, 

평균 10.3% 및 15.7% 범위로 압축강도 발현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물-시멘트비 25% 경우에는 최고 양생

온도 55°C이상에서는 유지시간에 관계없이 50 MPa를 만족

하였으며, 물-시멘트비 35% 경우에는 유지시간 6시간 이상

에서 40 MPa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범위

에서는 최고 양생온도의 유지시간을 6시간 이하로 하는 것

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3.4 표준양생과 증기양생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

Fig. 15는 동일한 콘크리트의 배합조건에서 표준양생 및 

증기양생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 발현성상을 나타낸 것이

다. 여기서, 양생조건은 전치양생 6시간, 최고 양생온도 

55°C 및 유지시간을 6시간으로 하였다.

실험결과, 재령 1일의 압축강도는 물-시멘트비가 증가할

수록 표준양생에 비해 증기양생을 실시한 공시체가 약 5

0%～108% 정도 높게 나타났으나, 재령이 증가할수록 표준

양생에 비해 증기양생의 압축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

다.10)

즉, 재령 7일에서 표준양생에 비해 증기양생의 강도발현 

비율이 7.3%∼-2.4%, 재령 14일에서 6.2%∼-10.5% 정도였

으며, 재령 28일에서는 –5.2%∼-17.7%로 압축강도의 역전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초기재령(7일)

에서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1)

증기양생의 경우에는 양생온도 조건에 따른 높은 성숙도

(Maturity)와 콘크리트 내부의 수화열이 상승작용을 하여 초

기에 빠른 경화가 이루어짐에 따라 초기재령의 압축강도 발

현은 높으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증가율은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표준양생의 경우에는 안정적인 시

멘트-페이스와 골재의 경계면의 물리적 결합력 증대 및 화

학적으로 수화생성물의 치밀한 공극구조 및 에트린자이트

(Ettringite) 결정이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후기재령의 강

도발현이 증가된 것으로 사료된다.3)

4. 결   론

초기 양생조건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관

한 본 연구의 결론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간 및 단열온도 상승량이 전치

양생 시간 및 온도이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으며,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물-시멘트비가 낮을수

록 외부 에너지 공급 및 수화열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

부의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강도 콘크리트의 전치양생 시간은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간을 확인하고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

시멘트비 25% 경우 최고 양생온도에 관계없이 50 MPa 

이상을 만족하였으며, 물-시멘트비 35% 경우 55°C 이

상에서 40 MPa의 강도범위를 만족하였다. 따라서, 고

강도 콘크리트의 최고 양생온도는 55°C 이하로 선정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최고 양생온도의 유지시간의 영향은 다른 양생요인에 

비해 크지 않지만,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또한, 표준양생에 비해 증기양생의 강도발현이 초

기재령에서 매우 우수하지만, 대부분 28일 이후 재령

에서 압축강도의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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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PC부재의 공장생산에 있어서 여러 가지 증기양생 조건의 변수에 따른 고강도 콘크리트의 초기 압축강도

발현성상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최적 양생조건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40 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에는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콘크리트의 배합조건은 물-시멘트비 3종류(W/C 25%, 35% 및 45%)를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의

증기양생 변수로 (1) 전치양생 시간 3종류, (2) 최고 양생온도 3종류, (3) 최고온도 유지시간 3종류, (4) 승온 및 강온양생 온도 1

종류 등을 대상으로 재령별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증기양생 및 표준양생에 따른 재령별 강도발현을 비교하였다. 실

험결과, (1) 전치양생은 콘크리트의 초기 응결시간 이상, (2) 최고 양생온도는 55°C 이하, (3) 최고온도 유지시간은 6시간 이하로

하는 것이 증기양생 고강도 콘크리트의 강도발현에 적합한 양생조건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령 28일에서 증기양생과 표준양생의 

압축강도 발현성상의 역전현상이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양생조건으로 PC부재의 생산성 및 현장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제

시하고자 한다.

핵심용어 : 초기 응결시간, 단열온도 상승시험, 전치양생, 최고 양생온도, 최고온도 유지시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