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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was examined the autogenous shrinkage properties through the fludity properties 

and autogenous shrinkage volume of high fluidity concrete using limestone powder.  

요  약
본 논문은 석회석 미분말을 활용한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  자기수축량을 통하여 자기수축 

특성을 알아보았다.

1. 서   론

  고유동 콘크리트의 경우 소요의 점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강도 및 보통강도 영역에서도 일반 
콘크리트보다 단위 분체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초기 수화반응시 발생되는 자기수축량이 증가되는 
문제점이 발생할 소지가 있으나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보통강도 영역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석회석 미분말을 활용한 보통강도 영역(30MPa)의 일반콘크리트 배합으
로 제조한 고유동 콘크리트를 통하여 자기수축 발현 특성을 비교분석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은 슬럼  로 600mm이상으로 콘크리트 표 시방서에서 제

시한 자기 충  등  2등 을 선정하여 배합을 실시하 으며, 콘크리트 배합표는 표 1과 같다. 고

유동 콘크리트의 자기수축 특성을 알아보기 하여 KS F 2586 에 하여 실험을 실시하 으며, 

길이변화는 비 식 이  길이변화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체는  100×100×400mm의 

각주형 공시체를 사용하 으며, 공시체 몰드 내부에 테 론시트를 배치시켜 콘크리트 시험체는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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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Item

일반
콘크리트

고유동
콘크리트

OPC
LSP

30
LSP20

FA20

W/C (%) 44 47 55

W/P (%) 44 35 36

S/a 46 51 51

U
N

I
T

M
A
S
S

(kg/
m3)

W 175 178 178

P

OP
C

398 378 324

LS
P

- 138 92

FA - - 75

S 764 786 786

G 923 802 802

표 1 고유동 콘크리트 배합내부에서 자유로 이 거동 할 수 있도록 하 으며, 좌우 양단

에 Target head를 두고 콘크리트의 길이변화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하 다. 각 재령에 따른 콘크리트의 자기 수축량 

측정은 온실에서 Micro-Epsilon 사의 분해능 1㎛의 

opto-NCDT1700-10 이  거리측정장비를 양단에 치시켜 

재령 28일까지 지속 으로 변화값을 기록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표 2는 석회석 미분말(LSP)의 혼합률에 따른 고유동 콘크

리트의 유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 2의 결과 LSP를 30% 혼

합할 경우 슬럼  로는 650mm로 나타났으며, LSP  

라이애시(FA)를 혼합할 경우 유동성은 하되지만 재료분리 

항성은 증가하 다. 그림 1은 보통강도 역에서 일반  

고유동 콘크리트에 한 자기수축량을 측정한 것이다. 그림 1

의 결과 재령 28일 콘크리트의 자기수축량은 일반 콘크리트(OPC) 〈 고유동 콘크리트(LSP30)〈 

고유동 콘크리트(LSP20,FA20) 순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유동 콘크리트는 용시 수축량에 한 검

토가 필요하 으며, LSP를 30% 혼합할 경우 기재령에서는 팽창이 일어나고 재령이 증가할수록 

수축량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Type
 Item

30 MPa

LSP30
LSP20

FA20

Flowability
Slump flow 
(mm)

650 640

Segregation 
resistance

V-funnel 
flow test 
(sec)

7.9 7.5

Time required 
to reach 500 
mm of slump 
flow (sec)

3.1 4.5

Filling height of 
U-box test (mm)

330 340

표 2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

 

 그림 1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수축

4. 결   론

  고유동 콘크리트에 석회석 미분말을 혼합할 경우 보통 강도 역에서는 일반 콘크리트 보다 자

기수축량이 커지는 결과가 나타남에 따라 자기수축에 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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