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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cracking characteristics of high flowing self-compacting concrete(HSCC) and conventional 

concrete(CC) was investigated. HSCC shows high crack resistance compare to CC due to self 

compacting properites.

요  약

고유동 자기충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균열특성을 비교 분석 하 다. 고유동 자기충  콘크리

트는 유동성  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와 철근의 계면을 실하게 채워 부착력을 향상시킴으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에 한 항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1. 서   론

최근 건설 환경이 속히 변함에 따라 고유동 자기충  콘크리트(이하, HSCC로 약함)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HSCC에 한 구조 인 검토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50MPa 수 의 HSCC를 실제구조물에 용하기 해서 HSCC보를 제작하여 일반 콘

크리트(이하, CC로 약함)보의 균열 특성을 비교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HSCC  CC는 설계기  강도 50MPa로 제작하 으며, 배합표는 표 1과 같

다. HSCC는 일본토목학회의 “자기충 형 콘크리트 시험방법” 2등  성능기 (JSCE, 2005)을 선정

하여 배합을 실시하 으며, CC배합은 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배합을 고려하여 슬럼  

150±10㎜로 배합을 실시하 다. 실험체의 단면치수는 160×250㎜이고 피복두께를 40㎜로 하 으며, 

지지  사이의 경간은 1,800㎜이며 단경간비(a/d)는 3.72이다. 단 괴를 방지하기 해 단철근

(D10)을 100㎜ 간격으로 배치하여 단보강 하 다. 휨 성능을 실험하기 하여 3,000kN용량의 만

능시험기를 이용하여 0.005㎜/sec속도의 변 제어방법으로 4  재하방식으로 가력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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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콘크리트 배합표(Ahn et al., 2010)

Type PF
S/a

(%)

SG/P

(%)

FA/P

(%)

W/C

(%)

W/P

(%)

Unit Mass(㎏/㎥) SP

(P×%)W
P

S G
OPC SG FA

HSCC 1.12 55 20 10 50 37 177 354 93 35 866 752 1

CC - 45 - - 35 35 172 492 - - 717 931 0.5

 

3. 결과  고찰

  그림 1, 2는 HSCC와 CC로 타설된 콘크리트 시험체 하단부  인장철근부 균열폭과 인장철근의 

변형률과 하 과의 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 2에서 인장철근 항복하  이후 콘크리트 시편 하

단부  인장철근부 균열폭이 속히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HSCC의 경우 하단부  인장철근

부 균열폭이 CC보다 작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원인은 HSCC의 높은 유동성  성으로 인하여 콘

크리트와 철근의 계면을 실하게 채워 부착력을 향상시킴으로 CC에 비해 HSCC가 휨하 에 한 

균열 항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CC (Ahn et al., 2010) 

    

    그림2. HSCC (Ahn et al., 2010)

4. 결 론

고유동 자기충  철근 콘크리트 보의 균열특성을 비교․분석한 결과 고유동 자기충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보다 하단부  인장철근부 모두 낮은 균열폭이 나타났으며, 이것은 유동성  성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와 철근의 계면을 실하게 채워 부착력을 향상시킴으로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균열

에 한 항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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