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콘크리트 2차제품은 공장에서 증기양생 등을 통하여 조기강도

를 확보함으로써 품질향상과 대량생산, 시공의 편의, 공기 단축 

등의 많은 장점을 갖고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2차제품의 많은 장

점으로 건설에 있어 적용분야는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나, 최

근 콘크리트 2차제품은 증기양생에서 기인한 양생시간에서 오는 

생산성의 한계와 증기양생의 에너지원으로써 화석연료를 사용한

다는 환경적인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현재 이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Kang et al. 2006; Kim et al. 2012).

증기양생에서 오는 생산성의 한계에 대한 문제는 양생시간 단

축의 필요성을 의미한다. 콘크리트 2차제품은 일반적으로 전치 2

시간, 상승구간 2시간, 온도유지구간 5시간, 온도하강구간 3시간

의 총 12시간이 소비되는 증기양생으로 조기강도를 확보하게 되는

데 이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고가의 제작비용을 들여 제작되

어진 거푸집 회전수의 한계를 의미한다. 즉, 고가의 거푸집 제작비

에도 불구 1일 1회전이라는 생산적인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환경적인 문제에 있어서의 증기양생은 최근 세계 곳곳에서 부는 

이산화탄소저감 등의 친환경성과 상반되는 양생 에너지원으로 벙

커 C유, LPG 등의 화석연료를 사용함으로써 CO2 발생과 에너지 

소비라는 환경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는 점이다(Min et al. 2014).

이와 같이 콘크리트 2차제품의 당면과제인 양생시간과 양생에

너지원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증기양생 등의 고온양생을 실시하

지 않고 조기강도를 개선시키거나, 증기양생 시간의 축소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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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연료 사용의 저감 및 거푸집 회전율의 증가 등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2차제품의 양생시간과 양생에너

지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현장적용성과 경제성을 고려

하여 조강형 시멘트 사용을 통한 방법을 선정하였고, 거푸집 탈형

이 가능한 콘크리트의 목표 강도를 양생시간 6시간에 15MPa로 

설정하여 콘크리트 2차제품의 조기강도 개선을 검토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사용재료의 특성

본 연구의 실험은 예비실험-본실험-추가실험 순으로 총 3차에 

걸쳐 진행 되었다. 실험에 필요한 사용재료의 선정을 위해 원재료

의 품질특성 실험을 실시한 후 시멘트는 A사의 보통포틀랜드 시멘

트(이하 OPC라 한다)를 대상으로 예비시험을 거쳐 조기강도 발현

에 유리한 H사의 조기강도 개선형 시멘트(이하 TRC라 한다)와 D

사의 전기로 환원슬래그를 이용한 초속경성 시멘트(이하 ACC라 

한다)를 선정하였다. 혼화제는 제조사별 비교시험을 거쳐 1개사 제

품을 선정하였고, 지연제는 종류별 사전검토를 거쳐 본 연구에 가

장 적합하다고 판단된 무수 구연산 지연제를 선정하였다.

Table 1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세 종류의 시멘트에 대한 화학성

분을 나타내었다.

TRC의 경우 조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말도, Modulus 향상 

및 기능성 분쇄조제, 응결 조절제 사용비율 등을 조절한 제품으로 

조강성능을 위한 응결 조절제 사용비율 조절과 관련 삼산화황

(SO3) 비율이 다소 높은 경향이 있다. 그 외 화학적 조성에 있어서

는 OPC와 유사하다. ACC의 경우 초속경 시멘트 계열로 구성성분

에서 오는 급결성으로 인해 삼산화황(SO3)비율이 상당히 높음을 

알 수 있다. 일반적인 OPC와 조강시멘트와 비교한 ACC의 화학적 

조성 내용을 살펴보면 Table 2와 같다.

ACC는 초속경 시멘트의 일종으로 OPC와 HESC(조강 시멘트)

에 비교하여 Al2O3와 SO3의 함유량이 높은데 이는 ACC의 급속한 

수화반응과 연관된 화학적 조성비로 볼 수 있다.

ACC는 물, 석고와의 반응을 통하여 에트린자이트(Ettringite)를 

급속으로 생성시켜 초기의 높은 강도 발현이 가능하다.

2.2 실험계획

2.2.1 조기강도 개선 콘크리트의 목표 설정

콘크리트 2차제품의 조기강도 개선을 위한 콘크리트의 목표성

능은 Table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공정목표는 몰드 회전수의 증대

를 목적으로 1일 2회전으로 선정하여, 콘크리트의 유동성은 

150±25mm, 공기량은 4.5±1.5%로 설정하였다. 또한 조기강도 개

선의 목표치를 탈형강도에 맞추어 대기양생 6시간에 압축강도 

15MPa의 탈형강도 발현을 목표로 설정하였다.

2.2.2 실험요인 및 수준

콘크리트 2차제품의 조기강도 개선을 위한 실험요인 및 수준은 

Table 4에 나타난 바와 같이 물-결합재비는 47.2%, 34.0%로 설정

하였고, 양생방법은 대기양생, 증기양생, 표준양생으로 실험을 진행

하였다. 결합재의 종류는 물-결합재비 47.2%에서 OPC, TRC, ACC

를 각각 100%, TRC, ACC에 OPC를 50% 치환 사용을 검토하였고, 

ACC 100%에는 급결성을 고려하여 지연제의 사용을 검토하였다.

물-결합재비 34.0%에서는 OPC, TRC 각각 100%, TRC에 OPC 

50% 치환 사용을 검토하였다.

Table 4의 실험계획을 바탕으로 콘크리트 배합을 선정하였으

며, 각 시리즈별 배합표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2.3 실험 방법

2.3.1 콘크리트의 제조

콘크리트 배합은 50L 강제식믹서를 사용하여 시멘트를 잔골재

와 함께 30초간 건비빔을 한 후 1차 배합수를 투입하고 다시 60초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cements

Classification KS L 5201 OPC TRC ACC

Loss ignition(%) Below 3.0 2.44 2.75 -

MgO(%) Below 5.0 2.40 3.50 3.98

SO3(%) Below 3.5 2.31 3.22 16.29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ACC

Type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OPC 21.9 5.2 3.0 63.6 2.4 2.3 -

HESC1) 20.7 4.6 2.8 65.0 1.5 2.8 -

ACC 8.01 17.06 2.44 46.3 3.98 16.3 0.02

1) HESC : High-Early Strength Cement

Table 3. Goal setting of early strength improved concrete

Target 

value

Properties of 

concrete
Objective required

Slump

(mm)

Air

(%)

Early stage 

strength 

Shortened 

time

Curing 

method

2Cycle/

1Day
150±25 4.5±1.5 15MPa 6hr Atmosp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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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믹싱을 하였다. 그 후 2차 배합수와 혼화제 및 굵은 골재를 투입

하여 60초간 믹싱을 하여 배출하였다.

2.3.2 양생 방법 및 조건

양생방법은 대기양생, 증기양생, 표준양생 3조건으로 하였으며, 

양생조건은 대기 양생의 경우 20±2℃의 항온항습실에서 양생하였

으며, 증기양생의 경우 증기 양생 전치시간 1h, 상승구간(25℃/h) 포

함 유지기간 4h, (최고온도 60℃), 냉각 1h의 설정으로 양생을 하였

으며, 표준양생의 경우 20±2℃로 수중양생을 실시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4.1 시멘트 종류에 따른 조기강도 개선 콘크리트의 

강도 및 건조수축특성

4.1.1 시멘트 종류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발현 특성

Fig. 1과 Fig. 2는 대기양생과 증기양생에서의 시멘트 종류별 초

기강도 발현에 대한 시간단위별 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대기양생의 경우 ACC-100은 초기 급격한 강도발현으로 3시간에 

Table 4. Experiment plan

Series W/B Binder replacement ratio(%) Curing method Measurement item

I 47.2%

OPC-100

Atmosphere steam 

standard

Slump, Air, Drying Shrinkage, Compressive strength

TRC-100 Slump, Air, Drying Shrinkage, Compressive strength

TRC-50 Slump, Air, Compressive strength

ACC-100 Slump, Air, Drying Shrinkage, Compressive strength

ACC-50 Slump, Air, Compressive strength

ACC-100-R Slump, Air, Compressive strength

II 34.0%

OPC-100 Slump, Air, Compressive strength

TRC-100 Slump, Air, Compressive strength

TRC-50 Slump, Air, Compressive strength

Table 5. Mix design

Binder replacement  

ratio(%)
W/B(%)

Gmax 

(mm)

Slump 

(mm)

Air 

(%)

S/a 

(%)

Unit weight(kg/m3)
Total

AD

(%)

Retarder

(%)W OPC TRC ACC S G

OPC-100

47.2 25 150±25 4.5±1.5 45.0 170

360 0 0

776 963 2269 0.8

0

TRC-100 0 360 0 0

TRC-50 180 180 0 0

ACC-100 0 0 360 0

ACC-50 180 0 180 0

ACC-100-R 0 0 360 2.0

OPC-100

34.0 25 150±25 4.5±1.5 43.0 165

485 0 0

703 946 2299 0.8

0

TRC-100 0 485 0 0

ACC-100 242.5 242.5 0 0

Fig. 1. Initial strength of atmospheric curing by type of cement

Fig. 2. Initial strength of steam curing by type of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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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표 탈형 강도 15MPa을 나타내었다.

TRC-100의 경우 24시간 이후에도 압축강도는 약 8MPa로 대

기양생만으로 시간단위의 목표 강도 발현은 어려움을 알 수 있었

다. 증기양생에서는 TRC-100, ACC-100이 6시간 안에 목표 탈형 

강도인 15MPa에 도달 가능하였고, OPC-100의 경우 24시간 경과 

후 15MPa에 도달하였다.

Fig. 3과 같이 시멘트 종류에 따른 양생방법별 재령 28일 압축강도

는 OPC-100, TRC-100, ACC-100 모두 표준양생이 높게 나타났고, 

대기양생과 증기양생은 비슷하거나 혹은 오히려 대기양생이 높게 나

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증기양생에 의한 고온의 환경이 초기 수화

에는 급격한 강도발현을 일으키지만 시간의 경과에 따라 후기 재령으

로 갈수록 강도발현의 저하를 가져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는 대기양생 시 시멘트 종류에 따른 재령 56일까지의 압

축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초기재령에서는 ACC-100과 

TRC-100이 OPC-100보다 높게 나타났고, 특히 ACC-100은 대기

양생만으로도 6시간 내 탈형강도 확보가 가능하였다. 그러나 7일

을 기점으로 ACC-100과 TRC-100의 강도 역전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OPC-100 또한 후기재령으로 갈수록 TRC-100, 

ACC-100과의 강도차이가 줄어들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증기양생 시 시멘트 종류에 따른 재령 56일까지의 압축

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초기재령의 경우 ACC-100과 

TRC-100이 OPC-100 보다 높게 나타났고 ACC-100과 TRC-100 

모두 6시간 내 탈형 강도 확보가 가능하였다. 반면 재령 56일 압축강

도는 시멘트 종류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증기양생이 

갖는 강도 발현의 특성에 따라 초기 급속한 강도발현 후 후기재령으

로 갈수록 강도의 증진이 크지 않음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Fig. 4와 Fig. 5에서 ACC-100의 경우 대기양생과 증기양

생의 압축강도 발현이 초기와 후기 재령 모두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어, ACC에 있어 증기양생은 조기강도 발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4.1.2 지연제를 적용한 ACC-100의 강도발현 특성

조기강도 개선을 위하여 사용된 ACC-100은 급속한 응결로 인

하여 높은 초기강도를 나타내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 시 작업성 확

보가 불가능해짐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지연제의 사용을 검토하였

다. 지연제는 기존 논문들의 고찰을 통하여 ACC-100과의 반응성

이 좋은 무수구연산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연산 지연제를 사용하여 ACC-100-R의 물-

결합재비 47.2%의 배합에 대한 강도발현 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6과 Fig. 7에서 지연제 사용유무에 따른 양생방법별 압축강

도 발현 특성은 지연제 사용유무에 관계없이 대기양생과 증기양생

에서 유사한 압축강도 발현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양생조건에 

관계없이 지연제의 사용은 지연제 무사용 시 보다 재령 28일 압축

강도를 약 60% 상승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물-결합재비 

47.2%, ACC-100의 경우 초기 급속한 응결 시기에 비빔과 다짐 

등을 통한 공시체 제작으로 인하여 강도저하가 일어난 것으로 판

단되며, ACC-100-R의 지연제 첨가의 경우에는 지연작용으로 인

Fig. 3. Compressive strength of 28 days by type of cement 

Fig. 4.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atmospheric curing by cement type

Fig. 5.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characteristics of steam 

curing by c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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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공시체 제작에 따른 강도 저하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반면, ACC-100에 지연제의 사용은 장기재령에서의 압축

강도 증진 효과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1.3 시멘트 종류에 따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특성

Fig. 8의 시멘트 종류별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길이변화는 OPC

의 경우 재령 49일에서 약 500×10-6, TRC-100은 약 700×10-6, 

ACC-100은 약 180×10-6정도의 건조수축율을 나타내어 ACC-100, 

OPC-100, TRC-100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조강형시멘트인 

TRC-100의 분말도는 5,070cm2/g으로 3,690cm2/g인 OPC-100

과 비교하여 높은 분말도와 조강성 등의 영향으로 약 40% 정도 

높은 건조수축률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전기로 환원슬래그를 사용

한 초속경성시멘트인 ACC-100은 분말도가 7,050cm2/g으로 가

장 높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낮은 건조수축률을 나타내었다. 이것

은 전기로 환원슬래그를 기반으로 한 ACC-100의 높은 수축성을 

석고와의 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에트린쟈이트를 통해 일정량의 팽

창성을 확보함으로써 초기 팽창에 따른 수축보상의 영향으로 판단

할 수 있다.

4.2 OPC 치환 사용에 따른 조기강도 개선 콘크리트의 

특성

Fig. 9와 Fig. 10은 OPC치환 사용에 따른 양생방법별 압축강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TRC-50의 양생조건별 초기강도를 살펴보

면, OPC 치환사용 유무에 따른 대기양생조건에서의 24시간까지

의 시간단위별 압축강도는 TRC-50과 TRC-100이 거의 동일한 압

축강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기양생 조건에서는 모두 목

표시간에서의 목표 탈형강도인 6시간 15MPa를 만족시킬 수 없었

다. 반면 증기양생 조건에서의 6시간, 24시간 압축강도는 TRC-100

이 TRC-50보다 약 20%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TRC-50에서

도 목표 탈형강도 6시간에 15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Fig. 11과 Fig. 12의 ACC-50의 양생조건별 초기강도를 살펴보

면, ACC를 사용하여 OPC를 혼입사용 한 ACC-50과 ACC-100실

험체의 대기양생조건에서 24시간까지의 시간단위별 압축강도 특

성으로 ACC-100에서는 약 3시간에 목표 강도 15MPa을 만족하여 

24시간에서는 약 24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나, ACC-50의 

경우 24시간 압축강도가 약 2MPa로 거의 강도발현이 되지 않았

고, 증기양생 조건에서도 유사한 강도특성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13에 OPC치환에 따른 양생방법별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TRC-50의 28일 압축강도는 표준양생을 제외한 대기

양생과 증기양생에서 TRC-100과 유사한 강도발현 특성을 나타내

었다. 반면 ACC-50의 경우 팽창파괴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강도 

발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Fig. 14는 ACC-50실험체의 팽창파괴 전경을 나타낸 것으로 이

러한 ACC-50의 압축강도 이상 현상의 원인은 다음의 두 가지 가

능성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된다.

Fig. 6.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properties of ACC-100 

by using retarder in atmospheric curing condition

Fig. 7. Compressive strength development properties of ACC-100

by using retarder in steam curing condition

Fig. 8. Characteristics of drying shrinkage of concrete by cement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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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Initial strength in atmospheric curing of TRC-50 Fig. 10. Initial strength in steam curing of TRC-50

Fig. 11. Initial strength in atmospheric curing of ACC-50 Fig. 12. Initial strength in steam curing of ACC-50

Fig. 13. 28days compressive strength due to OPC substitution Fig. 14. Expansion failure of ACC-50

Fig. 15. Compressive strength in atmospheric curing of TRC-50 (56days) Fig. 16. Compressive strength in steam curing of TRC-50(56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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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ACC는 초속경성 시멘트 계열로 물과 석고와의 반응을 

통하여 에트린쟈이트의 초기 생성을 유도하여 초기강도를 발현시킨

다. 그러나 OPC와의 1:1 혼합을 통하여 석고의 비율에 이상을 초래

하면서 과도한 에트린쟈이트가 생성이 되고 재령이 증가하여 초속

경-고강도 등의 강도에 대한 기여시기를 지나 팽창파괴에 이른 것

으로 볼 수 있다. 둘째는 ACC의 원재료 속성에 기인한 것으로 ACC

는 제강슬래그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제강슬래그가 가지는 팽창성의 

문제로 인한 파괴 가능성이다. 공정 중에 발생되는 제강슬래그의 

미수화 CaO의 함량이 그 원인으로 함량이 1%이상이 되면 팽창성 

반응으로 스스로 붕괴되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Yoo 2003).

Fig. 15와 Fig. 16은 양생조건에 따른 OPC-100, TRC-50 및 

TRC-100 실험체의 재령 56일까지의 압축강도 발현특성을 나타내

었다.

TRC-50의 경우 7일을 기점으로 하여 TRC-100보다 오히려 높

은 강도발현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증기양생조건에서도 유사한 강

도발현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조강형 시멘트의 일반적인 경

향으로 초기 빠른 수화반응 속도의 영향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

나 TRC의 양생조건별 압축강도 발현 특성은 대기양생과 증기양생

에서 양생조건이 압축강도 발현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7과 Fig. 18에 양생조건에 따른 OPC-100, ACC-50 및 

ACC-100 실험체의 재령 56일까지의 압축강도 발현특성을 나타

내었다.

Fig. 17과 Fig. 18에서 대기양생과 증기양생조건에 따른 압축강

도는 거의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ACC에서도 양생조건이 

압축강도 발현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크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ACC-50의 경우 양생조건에 따라 장기 재령에서의 압축강

도가 조금 차이가 나고 있으나, OPC 혼입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강도발현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3 물-결합재비에 따른 조기강도 개선 콘크리트의 

특성

Fig. 19와 Fig. 20은 물-결합재비 변화에 따른 조기강도 개선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낸 것으로 물-결합재비 저

감에 따른 대기양생의 초기강도 발현은 물-결합재비가 낮을 수록 

이와 비례하여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물-결합재비 저

감에도 불구하고 대기양생 조건에서는 OPC-100, TRC-50 및 

Fig. 17. Compressive strength in atmospheric curing of ACC-50(56days) Fig. 18. Compressive strength in steam curing of ACC-50(56days)

Fig. 19. Compressive strength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B in 

atmospheric curing condition

Fig. 20. Compressive strength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W/B in 

steam curing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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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C-100 모두 6시간에서 압축강도 15MPa은 발현되지 않았다. 

증기양생 조건에서는 물-결합재비 47.2%의 OPC-100을 제외한 

모든 실험체에서 목표 시간 내 목표 탈형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대기양생 및 증기양생 조건에서 시멘트 종류별 물-결합

재비에 따른 압축강도는 시멘트 종류에 관계없이 물-결합재비가 

낮을수록 높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증기양생의 조건에서는 대기양생과 비교하여 실험체별 물-결합

재비의 변화에 따른 차이가 적게 나타났다. 대기양생의 경우 재령 

56일의 물-결합재의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의 차이가 약 14MPa로 

정도 나타났고 증기양생의 경우에는 약 8MPa의 차이를 나타내었

다. 이는 증기양생의 초기 급속한 수화 반응에 의한 강도발현에 

따라 구조적으로 불안정한 상태를 형성하여 후기재령으로 갈수록 

압축강도 발현이 거의 일어나지 못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2차제품의 조기강도 개선을 위하여 조강형 

시멘트를 사용하여 양생방법, 물-결합재비, 결합재 혼합사용 등에 

따른 압축강도발현 및 건조수축 등의 특성을 검토한 것으로 연구

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물-결합재비(W/B) 47.2%에서 목표치인 6시간 이내 압축강도 

15MPa을 만족하는 실험체는 대기양생 조건의 경우 ACC-100

만이 가능하였으며, 증기양생 조건에서는 TRC-100, TRC-50

도 만족하였다.

2. 무수구연산 지연제의 사용은 양생조건에 관계없이 ACC-100

의 급결 문제를 해결할 수 있었으며, 응결지연에 의한 공시체 

제작 및 시험시간에서 발생하는 급결을 제어함으로써 지연제 

무사용 시 보다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약 60% 상승시키는 것으

로 나타났다.

3. 시멘트 종류별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길이변화는 재령 49일에

서 ACC-100, OPC-100, TRC-100순으로 나타났다.

4. 시멘트 종류 및 OPC 혼합사용에 따른 양생조건별 목표 탈형강

도 15MPa 도달시간은 TRC-50은 대기양생에서는 약 2.5일, 증

기양생에서는 6시간, TRC-100의 경우 대기양생 약 2.1시간, 증

기양생 약 6시간으로 TRC-50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ACC-50의 경우 팽창파괴라는 이상현상을 초래하면서 정

상적인 압축강도를 형성하지 못하였다.

5. 물-결합재비에 따른 압축강도는 물-결합재비 저감과 비례하

여 초기강도 발현이 높게 나타났으나, 물-결합재비의 저감에도 

불구하고 대기양생 조건에서는 OPC-100, TRC-50 및 TRC-100 

모두 6시간 목표 압축강도 15MPa은 발현되지 않았다. 그러나 

증기양생 조건에서는 물-결합재비 47.2%의 OPC-100을 제외

한 실험체에서 6시간 이내 목표 탈형강도 15MPa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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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콘크리트 2차제품의 양생시간과 양생에너지원을 감소시키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강형 시멘트 사용으로 거푸집 탈형이 

가능한 콘크리트의 목표 강도를 15MPa로, 양생시간을 6시간으로 설정하여 콘크리트 2차제품의 조기강도 개선을 검토하였다. 

실험결과, 목표 양생시간 6시간 내 탈형 강도 15MPa의 대기양생만으로 달성가능 했던 실험체는 ACC-100에서만 가능하였으며, 

TRC-100과 TRC-50 실험체의 경우 증기양생을 통한 6시간, 15MPa 값을 만족하였다. 그러나 ACC-100 실험체의 경우 초기 

높은 급결성으로 인해 작업성 확보가 곤란하였으며, 작업성 개선을 위해서는 무수구연산 등의 지연제의 사용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물-결합재비 변화에 따른 양상을 살펴보면 OPC-100, TRC-100, TRC-50의 경우 물-결합재비 저감에 따라 6시간 

내 목표 탈형 강도 달성은 증기양생의 경우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대기양생의 경우 TRC-100, TRC-50은 12시간 

이내 15MPa 달성이 가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