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 on concrete pavement accordance with the curing methods  in cool weather and supports the
best method in the field.

METHODS : Two field tests evaluated the curing methods of concrete pavement in cool weather. Firstly, five curing methods were tested,
including normal curing compound, black curing compound, bubble sheet, curing mat, and curing mat covered with vinyl. Concrete maturity
was compared from temperature data. Secondly, normal curing compound and curing mat with vinyl, which showed the best performance,
were compared in terms of maturity and join condition index.  

RESULTS : From the field tests, it is an evident that curing mat with vinyl accelerated the concrete strength. Therefore, it is possible to conduct
saw-cut works in cool weather, which minimizes damage on concrete at joint. 

CONCLUSIONS : For concrete pavement in cool weather, using curing mat with vinyl as the curing method could overcome the strength
delay. Therefore, strength and durability problems on concrete at joint due to cool weather would be fewer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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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기상청 자료에 의하면 대한민국의 기후는 건설공사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3~4월과 10~11월 사이에는 Fig.

1과 같이 10℃ 이하의 저온 환경을 보이고 있다(기상청,

2016) 실제로 최근 건설되는 고속도로 노선은 대부분

산악지형에 위치하고 있어 굳지않은 콘크리트 포장이

평지보다 더 낮은 온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

상된다. 또한 콘크리트 포장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 광물

성 혼화재료를 혼합한 배합을 적용한 사례들이 증가하

고 있어 강도발현이 지연되고 있다(네이버, 2017년 접

속). 이와 같은 저온 환경 및 재료적인 특성으로 인해 콘

크리트의 충분한 강도 발현 전에 줄눈 절삭이 이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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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눈부 파손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러한 콘크리트 포

장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올바른 양생이 하

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콘크리트 포장에서의 양생은 피막을 형성하는 양생

제, 비닐시트, 수분공급 등의 방법을 통해 과도한 증발

을 방지하여 강도, 내구성, 수 성 등을 증진시키고 수

화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한 것으로 콘크리트 초기 품질

관리에 있어 중요한 단계이다. 적절한 양생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서 초기 수화반응에 필요한

수분이 증발되어 낮은 강도특성을 보인다(Kosmatka

et al., 1988). 일본 국토교통성의 JASS 5 시방서는 계

절을 상시, 한중, 서중으로 분류(일본 국토교통성,

1997)하 으며, 상시의 양생방법으로는 분무, 피막 양

생제, 양생포가 있고 양생기간은 7일 이상으로 하며, 콘

크리트의 온도는 5일간 2℃ 이상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

다. 한중에는 동해가 일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단열보온

양생 또는 가열보온양생을 실시하며, 초기양생은 압축

강도가 50kgf/cm2에 도달할 때까지 양생을 실시하고,

이후의 양생은 소요강도가 얻어질 때까지 유지한다고

하 다. 미국의 경우는 일반 콘크리트 배합뿐만 아니라

다양한 혼합물(플라이애시 배합, 초속경 시멘트 등)을

고려하여 1차 Fogging, 2차 양생제 살포, 3차 습윤포

양생 절차로 규정되어 있다(ACI, 2001). 배합이 다른

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이나 블리딩 수의 발현정도 등이

서로 다르다는 점을 고려하여 배합별 차별화 된 양생방

법을 제시한 것이다. 각 주마다 양생제 살포량을 적게는

300ml/cm2, 많게는 447ml/cm2로 제시하고 있다. 살포

량 기준 뿐만 아니라, 수분증발을 차단하는 시공 프로세

스 또한 국내에 비해 자세히 규정되어 있다. 국표준협

회의 BSI-8110(1997)에서는 양생기간을 시멘트의 강

도발현 정도, 타설 이후 기후조건, 양생 중의 콘크리트

표면온도의 함수에 의해 결정한다. 콘크리트 타설 및 다

짐을 마친 후에는 양생 및 표면보호를 곧바로 실시하도

록 제안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최근 양생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양생제 살포시기, 살포량 및 회수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하 다(한국도로공사, 2012). 하지만 저온의 환

경에 대한 양생방법은 고려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선행된 연구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본 논

문에서는 저온 환경에서 조기 강도발현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양생방법에 대한 현장 성능시험을 수행하 으

며, 공학적인 기초 물성들을 평가하 다. 그 결과를 바

탕으로 저온 환경에서 콘크리트 포장의 품질을 향상시

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수행하 다. 

2. 1차 현장 평가
2.1. 시험 계획

시험 계획은 다양한 양생방법을 현장에 적용하여 적

용성 및 그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 다. 시험시

공은 2015년 10월에 울산포항 고속도로 구간 내에서 이

뤄졌다. 전체적으로 해당 고속도로 구간은 산악지형이

어서 터널과 교량이 많았으며, 본 실험이 이뤄진 곳은

130m 길이의 토공부로 터널과 터널 사이에 위치한다.

본 연구에서는 양생방법에 따른 강도 차이를 간접적으

로 알아보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총 5가지의 양생 방

법에 대해 검토하 다. 이 방법들은 일반적으로 현장에

서 가장 많이 쓰이는 일반 양생제 살포 외에, 흑색 양생

제 살포, 양생포 설치, 버블 시트 설치, 양생포에 비닐을

덮은 경우이다. 본 연구에서는 줄눈 절삭 시 발생하는

콘크리트의 파손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 목적이

기 때문에 일반 양생제 살포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은

줄눈이 시공되는 위치를 기준으로 좌우 30cm 폭(전체

60cm 폭)에 살포 및 설치하 다. 

콘크리트 타설 방향은 포항방향으로 시공하 으며,

각 실험 변수에 따른 콘크리트의 양생 온도 변화를 검토

하기 위해서 온도 측정용 센서인 아이버튼을 콘크리트

표면에서 약 1.5cm 깊이에 설치하 다. 표면처리방법으

로 종방향 타이닝을 시공하고 콘크리트 타설 후 약 1시

간 정도 지나서 전체 구간에 일반양생제를 살포하 다.

이후 바로 흑색양생제도 실험위치에 살포하 다. 현장

여건상 양생제 살포 장비가 접근이 어렵기 때문에 일반

양생제(솔벤트 계열의 유성양생제)는 인력으로 고압의

살수장비로 전 구간에 살포하 다. 흑색 양생제(솔벤트

계열의 유성양생제에 흑색 안료 추가) 살포의 경우는 실

Fig. 1 Minimum Air Temperature on Each Month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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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용으로 소량을 제조하 기 때문에 수동 분무기를 이

용하여 충분히 살포하 다. 양생포 및 양생포+비닐을

설치하는 경우는 콘크리트 타설 후 작업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많지 않아 살수차의 접근이 어려워 양생

포에 물을 살포하지 않고 단지 양생방법에 따른 차이만

을 적용하 다. 버블시트의 경우는 매끈한 면이 콘크리

트와 닿도록 설치하 다. Fig. 3은 본 연구에서 고려한

5가지 양생방법을 각 줄눈부에 적용한 그림이다. 

2.2. 평가 방법

양생방법에 따른 줄눈 상태 평가는 온도 센서를 이용

하여 콘크리트 포장 및 시편의 온도 데이터를 측정하

고, 이를 근거로 성숙도를 비교₩분석하 다. 콘크리트

의 강도발현은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의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수분이 충분히 존재한다는 전제 하에 콘크리트

의 강도발현은 재령과 온도의 함수로서 표현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 2004). 이러한 관계를 이용하게 되면 현

장에서 주어진 온도이력과 재령에 근거하여 강도예측이

가능하고 콘크리트 강도발현에 대응한 시공이 가능하

다. 성숙도(Maturity)란 바로 이러한 콘크리트 강도 발

현에 있어서 양생온도와 시간이 미치는 향을 정량적

으로 표시한 함수로서 크게 Nurse-Saul가 제안한 식

과 Arrhenius 공식에 근거한 식이 있다. 본 연구에서

는 상대적으로 계산방법이 쉽고 널리 사용되고 있는

Nurse-Saul을 사용하 다. 1950년대 Nurse-Saul에

의하여 증기양생의 효과를 정량화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의 강도를 온도와 시간의 함수로 제안한 모형식이 Eq.

(1)과 같다.

여기서, M : 성숙도

T : 콘크리트 실제 온도

To : 강도발현 기준온도

기준온도 To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경화가 발생

하지 않는 조건의 온도를 적용하는데 -10℃를 가장 널

리 사용하나 콘크리트의 배합에 따라 변경이 필요하다.

이러한 모형을 통하여 계산되는 성숙도에 대하여 콘크

리트의 강도는 그 양생이력에 관계없이 거의 일정한 값

을 갖는다는 것이 Saul 등에 의하여 제안되는 이론의

핵심인데 여기에는 엄 한 이론적 해석보다는 경험적인

증거들이 기반되었다고 볼 수 있다. 

2.3. 시험 결과 분석 및 고찰

초기 양생방법에 따른 슬래브 온도 데이터는 Fig. 4

와 같다.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된 2015년 10월 14일

16:30을 시점으로 하 으며, 다음날 정리가 마무리되어

연구진이 현장을 떠난 시각인 10월 15일 17:30을 종점

으로 하 다. 두 종류의 양생제 외 3가지 양생방법은 표

면에 일정강도가 발현되었다고 판단된 10월 14일

21:30에 설치하 다. 양생포나 양생포+비닐을 적용한

방법에서는 즉각적인 온도 증가가 나타났다. 반면에 일

반양생제 살포구간을 포함한 다른 구간들은 유사한 패

턴을 보 다. 하지만 10월 15일 4:30분부터는 버블시트

를 설치한 구간에서도 온도 증가가 나타났다. 점점 동이

트면서 흑색 양생제를 살포한 구간이 일반양생제 살포

구간보다 약간 온도가 더 높았다. 해가 뜨는 시각인 10

월 15일 7:30에는 일반양생제와 흑색양생제 살포구간

의 온도 증가가 급격히 나타난 반면, 그 이외의 구간들

에서는 상대적으로 태양의 직사광선이 바로 내려쬐지

않아 온도증가는 완만하게 증가하 다. 11:00부터는 흑

Fig. 2 Curing Methods at Each Joint

(a) Normal Compound (b) Black Compound

(c) Curing Mat (d) Bubble Sheet

(e) Curing Mat+Vinyl (f) Test Section

Fig. 3 Field Test of Different Curing Methods at Joint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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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양생제 살포구간의 온도가 가장 높았으며, 12:00부터

는 거의 모든 구간의 온도가 최고가 되었다. 10월 15일

12:00의 온도를 살펴보면 흑색 양생제 구간은 46℃까

지 상승하 고, 양생포+비닐 구간은 43℃, 양생포 구간

은 41℃, 버블시트는 40℃, 일반양생제는 39℃ 정도가

나타났다. 10월 15일 14:00부터는 태양광의 세기가 약

해져서 전체 구간의 온도가 하강하 으며, 흑색 양생제

의 하락폭이 가장 컸다.

Fig. 5는 콘크리트 타설 후 1일 후의 성숙도를 비교한

것이다. 양생포+비닐구간의성숙도가 1094℃₩hr, 양생

포 구간이 1055℃₩hr, 흑색 양생제 구간은 1048℃₩hr,

버블시트 구간은 1022℃₩hr, 그리고 일반 양생제 구간

이 989℃₩hr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검토하 을 때,

양생포+비닐 구간은 야간에 설치를 하여도 수화반응에

의해 발생한 열을 보호하여 강도발현을 증가시키는 효

과가 가장 컸다. 다음으로 양생포와 흑색 양생제 살포

구간을 살펴보면 최종 성숙도는 유사하지만, 시공초기

양생포 설치구간의 온도는 상대적으로 온도가 더 높았

다. 반면 흑색 양생제 살포구간은 오직 태양광선이 내리

쬘 때만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 다. 때문에 콘크리트

슬래브가 겪는 온도 변화의 폭은 흑색 양생제 살포구간

이 훨씬 커서 예측하지 못한 균열 발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음으로 버블시트의 경우, 버블시트

의 접촉면이 콘크리트 슬래브에 잘 붙어 있을 경우는 양

생효과가 좋았으나, 재질 자체가 가볍기 때문에 바람에

의해서 펄럭임이 많고 콘크리트와의 접촉면과 잘 떨어

지기때문에상대적으로효과가적은것으로판단된다. 

초기 데이터를 분석한 후 2주 후에 데이터를 획득하여

분석하 다. 분석은 19일 12시까지만 하 는데, 그 이유

는 현장에서 작업을 위해 양생처리 방법들을 제거하 기

때문이다. Fig. 6은 2015년 10월 16일 12:00~18일

12:00까지의 데이터를 자세히 분석한 것이다. 하지만 이

구간의 경우 일반 양생제 살포 구간의 온도 센서가 작동

하지 않아 데이터를 획득하지 못하 다. 슬래브 온도가

가장 낮은 시각인 2015년 10월 17일 7:00의 온도를 살

펴보면, 흑색양생제살포구간은약 18℃로가장낮았으

며, 다음은 버블시트 설치 구간은 21℃, 양생포+비닐 설

치 구간은 23℃, 그리고 양생포 설치 구간은 24.5℃ 순

으로 나타났다. 다시금 온도가 최고가 되는 2015년 10월

17일 13:00 혹은 14:00의온도를살펴보면, 양생포와양

생포+비닐 구간이 각각 31.5℃ 및 32℃로 나타나 거의

유사한 온도를 보 다. 다음으로 버블시트를 설치한 구

간으로 33℃ 정도 으며, 흑색 양생포를 설치한 구간의

경우는 39℃까지 상승하 다. 온도차를 살펴보면 양생

포 설치 구간이 7℃, 양생포+비닐 설치 구간이 9℃, 버

블시트설치구간이 12℃, 흑색양생제살포구간이21℃

의온도차가나타났다. 

다음으로 2015년 10월 16일 11:00~19일 11:00까지

의 성숙도를 비교한 것이 Fig. 7이다. 양생포와 양생포

+비닐 구간의 성숙도가 2632℃₩hr 및 2626℃₩hr인 것

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흑색양생제 살포구간으로

약 2544℃₩hr 으며, 가장 낮은 구간인 버블시트의 경

우는 2507℃₩hr로 평가되었다.

Fig. 4 Temperature Change for 1 Day After Concrete 

Placement

Fig. 5 Maturity Change on 1 Day After Concrete 

Placement

Fig. 6 Temperature Change on 16~18 October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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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양생 방법에 따른 보온 혹은 양생 효과는 각 방법

마다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또한 각 양생 방

법에 따라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었다. 

- 일반 양생제 : 양생 효과가 다른 방법에 대해 낮음.

- 흑색 양생제 : 오후에 콘크리트 타설한 구간은 수화

반응이 야간에 발현되어 초기에 양생 효과를 얻지

못함. Fig. 8과 같이 시공 초기 혹은 일정 시간이

지난 후에도 회색의 콘크리트 표면에 검게 남아 있

어 미관 해침.

- 버블시트 : Fig.9 (a)와 같이 중량이 가벼워 바람에

날림. 
콘크리트면과시트의부착이어려워양생효과저감

- 양생포 : Fig.9(b)와 같이 풍속이 빠를 경우 바람에

날림.

보습효과가 추가로 비닐을 설치한 것보다 낮음.

- 양생포+비닐 : 양생포와 유사한 문제

3. 2차 현장 평가
3.1. 시험 계획

1차 현장 시험에서 콘크리트 타설 후 슬래브의 보온

₩보습을 통해 강도 발현을 촉진시킬 수 있는 방법 중 양

생포에 비닐을 덮은 경우가 가장 우수한 콘크리트 성능

을 보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시험시공에서

는 다음과 같은 시험변수를 설정하 다.

Fig. 7 Maturity Change on 16~19 October 2015

(a) Early Age

(b) After Two Weeks

Fig. 8 Stain at Joint Spreading Black Compound

(a) Bubble Sheet

(b) Curing Mat

Fig. 9 Problems at Joint Installing Bubble Sheet 

and Curing Mat

Table 1. Mix Design for Field Test

W/B
(%)

S/a
(%)

Unit weight (kg/㎥)
AD

(B×%)
AE

(AD×%)W
Binder(B) Aggregate

1C FA S G

45.0 36.0 150 280 70 624 1131 0.3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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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방법에 따라 강도 발현이 줄눈절삭 상태에 향

을 미치기 때문에 각 변수별로 콘크리트 타설 후 6, 12,

18, 21, 24, 27, 30 시간 후에 줄눈절삭을 하고 상태를

평가하 다. 2.0(W)×0.3(H)×5.0(L)m 규격의 슬래브

를 총 2개를 설치하여 각 시기별로 줄눈을 절삭하 다.

물성 평가로는 슬럼프, 공기량 및 응결시간을 측정하

다. 

시험시공은 쌍용기술연구소 내 재료 야적장에서 이뤄

졌으며, 슬래브 타설은 2016년 3월 30일에 완료하 으

며, 3월 30일부터 4월 1일까지 각 시험변수별로 줄눈절

삭을 수행하고 그 상태를 평가하 다. 

3.2. 평가 방법

2차 현장 시험에서도 1차와 같이 온도 센서를 설치하

여 콘크리트 포장 및 시편의 온도 데이터를 측정하 고,

이를 근거로 성숙도를 비교₩분석하 다. 다음으로 실제

제작한 슬래브를 양생 시간에 따라 절삭하기 때문에 줄

눈부의 상태를 평가하 으며, 라벨링 면적을 측정하여

FHWA에서 제안한 방법으로 검토하 다. 줄눈별 라벨

링 평가 방법은 줄눈에 발생한 라벨링의 길이와 폭을 측

정하여 그 면적을 계산한다. 다음으로 줄눈의 단위 길이

당 면적을 계산하여 라벨링 지수를 산정하 다. 산정식

은 FHWA에서 제시한 다음 식을 적용하여 상태등급을

평가하 다(FHWA, 2006).

여기서, Y = 1+A/L (mm2/ft)

A : 줄눈 라벨링 면적 (mm2)

L : 조사된 줄눈 길이 (ft)

이러한 줄눈의 상대 평가를 위하여 각 줄눈의 지수(R)

를 산정한 후 구간별 등급을 부여하 다. 각 줄눈의 줄

눈 상태 등급은 Table 2와 같이 라벨링 지수에 따라 구

분된다. 

3.3. 시험 결과 분석 및 고찰

기초 물성으로는 슬럼프, 공기량, 응결시간을 측정하

으며, Table 3은 그 결과이다(KS 규정, 2006 ; KS

규정, 2007 ; KS 규정, 2012). 응결시간은 초결의 경

우 약 9시간 4분, 종결은 15시간 19분 정도에 나타났

다. 

콘크리트 타설부터 약 4일간의 대기 및 각 변수별 슬

래브 온도를 도시한 것이 Fig. 10이다. 타설 시 대기 온

도는 15℃ 정도 으며, 밤 11시쯤 10℃ 아래로 하강하

다. 점점 온도가 낮아져 다음날 아침 7시쯤에는 6℃

정도까지 내려갔다 해가 뜨면서 다시금 상승하 다. 슬

래브 온도를 살펴보면 슬래브 타설 후에는 수화반응이

즉시 발생하지 않아 3~4시간 동안은 대기온도와 유사

한 패턴으로 변화하 다. 그 이후에는 내부적으로 수화

반응이 발생하여 대기 온도가 하강하더라도 온도가 일

정하게 유지되거나 상승하 다. 특히, 양생포에 비닐을

덮은 경우는 설치 직후 바로 보온₩보습과 함께 수화반

응이 가속화되어 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대기 온도가 상승하면서 슬래브의 온도는 14시가 되

어 최고가 되었다. 1차 현상 평가에서와 같이 전반적으

로 양생포에 비닐을 설치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

다 온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슬래브의 온도변화를 성숙도 개념을 적용

하여 분석하 다. 각 줄눈절삭 시기에 따른 성숙도를

도시한 것이 Fig. 11이다. 분석 결과와 같이 양생포에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316

(2)

Table 2. Joint Condition Index for Each Grade

Grade R Joint condition

1 grade 1 Poor

2 grade 1≤ and 2 Fair

3 grade 2≤ and 3 Average

4 grade 3≤ and 4 Good

5 grade 4≤ and 5 Excellent

Table 3. Material Properties of Each Mixture

Air contents Slump 
Setting time

Initial Final

4.7% 4.0cm 9h 04m 15h 19m

Fig. 10 Temperature Change for 4 Days After Concrete 

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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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을 설치한 경우가 일반 양생제만을 살포한 경우보

다 더 높은 성숙도를 보 으며, 시간이 갈수록 그 차이

는 커졌다.

다음으로 줄눈절삭 시기에 따라 줄눈 파손을 육안으

로 조사한 후 그 면적을 측정하 다. 측정한 면적을 앞

서 살펴본 FHWA에서 제안한 라벨링 상태 지수 산출식

을 이용하여 건전도를 평가한 결과가 Table 4이며,

Fig. 12는 대표적인 줄눈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타설

후 6시간에 줄눈을 절삭한 경우는 두 양생법 모두 콘크

리트의 강도 발현이 미미하여 손상이 발생하 다. 조금

씩 강도가 발현되는 12시간 재령의 줄눈 상태는 어느 정

도의 형태를 갖추고 있어 6시간 재령의 상태와는 많은

차이가 있었다. 양생포에 비닐을 설치한 경우는 Fair

상태 으나, 양생제만을 살포한 경우에는 상태가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재령 18시간에서는 전자는

Good 상태 으나, 후자는 Fair 상태 다. 재령 18시간

부터서는 전자는 Excellent 상태 으나, 후자는 재령

18시에 Average 으며, 21시가 되어서 Excellent 상

태가 되었다. 

4. 결론

본 논문에서는 이른 봄이나 초겨울에 콘크리트 포장

을 시공하는 저온 환경에서 습도를 확보하고 보온 효과

를 통해 강도발현을 앞당길 수 있는 양생방법에 대해 연

구하 다. 2차례에 걸쳐 현장에서 적용가능한 다양한

양생방법을 검토하 으며, 일련의 연구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1차 현장평가에서는 저온 환경조건에서 콘크리트 포

장의 줄눈 절삭에 따른 파손을 저감하기 위해 5가지

양생방법의 효과를 비교₩분석하 다. 현장에서 측정

한 온도 데이터를 바탕으로 성숙도를 평가한 결과,

양생포 혹은 양생포+비닐 구간의 양생효과가 가장

양호하 으며, 흑색양생제 살포, 버블시트 설치, 그

리고 일반 양생제 순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각 양생

방법마다 개선해야 할 부분이 있었다. 버블시트, 양

생포, 그리고 양생포+비닐 구간의 경우는 양생포의

끝단에 바람에 날리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흑색

양생제는 미관상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2차 현장평가에서는 실제 저온환경조건에서 시험시

공을 통해서 일반양생제와 양생포에 비닐을 설치한

두 가지 양생방법에 대해 줄눈절삭 시기에 따른 성숙

도와 줄눈상태를 평가하 다. 성숙도를 분석한 결과,

양생포에 비닐을 설치한 경우는 대기 온도가 하강하

Fig. 11 Maturity Depending on Curing Method and 

Cutting Time

Table 4 Joint Condition Depending on Curing Method 

and Curing Time

Curing compound Mat+vinyl

R Grade R Grade

6hr - Poor - Poor

12hr 0.7 Poor 1.1 Fair

18hr 1.5 Fair 3.1 Good

21hr 3.0 Average 4.9 Excellent

24hr 4.9 Excellent 4.9 Excellent

27hr 3.2 Good 4.9 Excellent

30hr 3.4 Good 4.9 Excellent

Curing compound Mat+vinyl

6hr

12hr

18hr

Fig. 12 Joint Condition Depending on Curing Method 

and Cutt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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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시기에도 보온효과로 인해 슬래브 온도가 증가하

으며, 결과적으로 높은 성숙도를 보 다. 줄눈상태

평가 결과에서도 양생포에 비닐을 설치한 경우가 재

령 21시간에서 부터는 Excellent 상태 으며, 상대

적으로 양생제만 살포한 경우보다 더 양호하 다. 

향후 양생포에 비닐을 설치한 양생방법에 대해 개선

점을 보완하여 실제 저온 환경 혹은 동절기에 적용할 경

우의 효과를 분석할 것이며, 이와 더불어 관련 시공장비

에 대한 개발 연구를 추가로 수행할 것이다. 또한 일련

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현 시방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저온 상태에 대한 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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