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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건설 산업의 발전에 있어 모듈화(Modulearization)는 

건설 품질 향상 및 비용 절감, 공기단축과 아울러, 혹서 

및 혹한 환경, 극지 및 오지 환경에서 작업성 증진 및 

사고 발생 빈도 감소 등의 이점으로 건설 설계 및 구조 

제작 분야에서 개량기술의 접근법으로 개발되고 있다
1-4). 특히, 최근에는 모듈형 LNG 저장탱크 등 특수 구조

물의 경량화를 위해 다량의 스터드가 결합된 복잡한 내

부구조의 철판 사이에 콘크리트가 채워진 합성형 강판 

콘크리트(Steel Concrete Panel : SCP)구조 모듈의 사용

이 증가하고 있으며(Fig. 1), 이는 복잡한 내부구조의 콘

크리트 시공에 따른 품질확보 및 안정적인 시공성을 확

보하기 위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시공성 개선 및 고

품질화를 위한 고유동 콘크리트(Self Consolidating 

Concrete : SCC)의 사용이 적합하다5-12).

일반적으로 고유동 콘크리트는 분리저감재 및 유동

화재를 첨가하여 굳지 않은 상태에서 유동성 및 점성

을 자체적으로 확보하여 외부에서 힘을 가하지 않아도 

재료분리에 저항하며 자기 충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에 시공 효율성 및 콘크리트의 품질을 유지․증진 

시킬 수 있어 펌핑 압송 효율, 작업성 향상, 공사비 절

감, 공기단축 등 여러 가지 이점으로 경제성 증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한편, 고유동 콘크리트는 분체계, 증점제계, 병용계 

등으로 분류가 되는데,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압축강

도는 분체량에 크게 기여하며, LNG 저장탱크와 같이 

일반적인 강도범위에서 고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는 낮은 분체량에서 혼화재를 첨가하여 고유동성을 나

타낼 수 있는 증점제계 콘크리트가 시공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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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eel concrete panel(SCP) module.

따라서, 본 연구에 적용된 고유동 콘크리트는 40 MPa

이하 급의 일반강도 범위에서 높은 유동성 및 충전성

을 확보할 수 있는 증점제계 고유동 콘크리트를 사용

하였다.

현재 고유동 콘크리트의 충전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규격은 한국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제시되어 있으나, 

이 기준은 다양한 국외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분석되

며 또한, 국외의 경우 육안 평가 및 통계적 분석 등 정

성적인 분석을 통해 정립된 기준으로 정량적으로 고유

동 콘크리트를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은 부재한 실정이

다13-17). 이에 국내에서는 콘크리트의 유동특성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레올로지(Rheology)의 개념을 

활용하여 합성형 강판 콘크리트 구조 모듈에 대한 콘

크리트의 사전 시공 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기준 정립을 위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2,17-22). 이는 

콘크리트의 유동특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레

오미터(Rheometer)장비를 활용하여 측정된 고유동 콘

크리트의 레올로지 상수값과 슬럼프 플로우 500 mm도

달시간(이하 T500)과의 비례관계를 신뢰도 분석을 통해 

0.9이상의 신뢰도 확보를 기준하여, 콘크리트의 충전성

을 평가할 수 있는 슬럼프 플로시험 및 간극 통과성을 

평가할 수 있는 L-Box시험, U-Box시험의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2). 하지만 기존 연구는 실험실 규모에서 

도출된 평가기준으로 현장적용 및 실용화에 대한 검증

이 필요한 실정이다21-24).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제시된 SCP구조 모듈용 고유동 콘크리트 평가기준의 

현장 적용 및 실용화를 검토하고자 하며, SCP구조 모

듈에 가장 적합한 성능을 나타내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을 선정하여 펌핑 전후 충전성 및 간극통과성, 레

올로지 분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또한, 실제 규모로 제

작된 LNG 저장탱크용 SCP구조 모듈에 대한 충전성 

및 채움 성능 시험을 실시하여 제시된 충전성능 평가

기준의 현장적용 및 실용화에 대해 검증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및 사용재료

2.1 실험계획 

일반적으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충전성 시험 및 간극통과성 시험을 실시하며, 

이는 콘크리트의 흐름성능 및 흐름경로 변화에 대한 유

연성, 골재의 블록 현상 없이 철근과 철근 사이를 통과

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는 시험방법이다. 즉,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리적인 흐름성능을 정성적으로 평

가하는 방법이다. 또한, 레올로지 분석은 굳지 않은 콘

크리트의 물리적 유동특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방

법으로, 정해진 전단속도에 의해 스핀들에 작용하는 전

단 저항값을 측정하여 전단응력 및 전단변형율의 관계

로 결정된다. 기존 제시된 평가기준은 이러한 콘크리트

의 물리적인 특성을 평가․분석하여 제시된 기준이다. 

압축강도 40 MPa이하를 기준으로 3가지 수준의 분체량

(370 kg/m3, 400 kg/m3, 430 kg/m3)으로 혼화재의 혼입비

율에 따라 총 16개의 고유동 콘크리트를 배합하였고, 

SCP구조 모듈의 복잡한 내부구조에 따른 콘크리트의 

Distribution

No. Mixing 
design(MPa)

Amount of 
powder(kg/m3)

Binder Unit quantity
(kg/m3)

Aggregate incorporation rate
(Washing yarn : crushed sand)

Water reducing 
agent(%)

1

40

430

BFS 10% 165 5:5 1.65

2 BFS 20% 165 5:5 1.65

3 BFS 30% 165 5:5 1.65

4

400

BFS 20%

165 5:5 1.65

5 170 5:5 1.30

6 175 5:5 1.15

7 180 7:3 1.15

8
C:BFS:FA=7:2:1

170 5:5 1.30

175 5:5 1.159

10 C:BFS:FA=6:3:1 180 5:5 1.15

Table 1. Concrete mixing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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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름성능, 폐색 및 재료분리 현상 등을 평가하기 위해 

충전성 및 간극통과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또한, 레올로

지 분석을 통해 콘크리트의 유동특성을 분석하여 소성

점도와 T500은 비례한 관계가 성립한다는 기존 연구 결

과를 바탕으로 0.9이상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배합들을 

도출하고자 하였다25). 충전성 평가로 슬럼프 플로시험 

결과 모든 배합에서 고유동성을 나타내었으나, T500과 

소성점도의 비례관계에서 0.58의 신뢰도를 나타내었으

며, 간극통과성 평가로 L-Box시험에서 분체량 370 

kg/m3의 수준에서는 콘크리트가 수평 단면부 끝까지 도

달하지 못하여 제외시킨 결과 0.86의 신뢰도를 나타내

었다. 또한, U-Box시험에서는 좌측과 우측사이 경계판 

높이(190 mm)를 고려하여 콘크리트가 차오르는 높이 

기준을 200 mm이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만족하지 못

한 배합을 제외시켰을 때 0.94의 신뢰도를 나타내는 배

합들을 도출할 수 있었다(Fig. 4). 즉, 각 시험결과에서 

부적합한 결과를 나타낸 배합을 제외시켜 0.9이상의 신

뢰도를 나타내는 10개의 배합을 도출하였다(Table 1). 

이 배합들의 최대 및 최소값을 기준으로 가이드라인을 

Table 2과 같이 제시하였다. 최종 SCP구조 모듈과 유사

Fig. 2. Fill-Box test.

 

Fig. 3. Concrete rheometer(ICAR).

Fig. 4. Relationship between T500 and plastic viscosity. 

Table 2. Guideline for self consolidating concrete

Purpose Test method Guideline

Filling test
Slump flow ＞ 600 (mm)

T500 2 - 7 (s)

Passing ability test
L-Box 0.4 – 0.7

U-Box ＞ 200 (mm)

Table 3. Test results of filling test

No. Slump 
flow(mm)

L-Box
(h1/h2)

U-Box
(mm)

T500

(s)

Plastic 
viscosity
(Pa․s)

1 635 0.46 335 7.05 111.3

2 675 0.65 270 5.34 73.4

3 695 0.57 320 4.47 62.6

4 665 0.35 290 4.35 57.4

5 645 0.41 310 3.91 56.0

6 600 0.47 330 3.72 45.5

7 600 0.46 290 4.47 50.1

8 667.5 0.34 240 3.91 55.4

9 670 0.54 240 4.19 64.2

10 610 0.66 350 2.50 27.9

하게 제작된 Fill-Box(Fig. 2)를 통해 충전성능 기준의 

적합성을 실험실 규모에서 검증하였다. 여기서, 충전성 

평가는 KS F 2594 규격의 시험법을 적용한 슬럼프 플

로시험을 실시하여 T500과 최대 도달 거리를 측정하였

으며, 간극통과성 시험은 BS EN 12350-10 규격의 시험

법을 적용한 L-Box시험 및 JSCE-F511 규격의 시험법을 

적용한 U-Box시험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레올로지 분

석은 20 L의 용량의 콘크리트를 수용할 수 있는 콘크리

트용 레오미터 장비(Fig. 3)를 사용하여 회전날개형 스

핀들에 작용하는 토크(Torque)값을 측정하였다2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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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충전성능 가이드라인 연구에서 

제시된 고유동 콘크리트의 배합 중 충전성 및 간극통과

성 시험 결과 LNG 저장탱크 SCP구조 모듈용 고유동 

콘크리트로 최상의 품질 성능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

는 분체량 400 kg/m3수준의 폴리 칼본산계의 증점성분

이 포함된 고성능 감수제를 분체량의 1.15% 혼입 및 시

멘트와 플라이애쉬, 슬래그의 비율을 6:3:1 수준으로 배

합한 콘크리트를 선정하였다. 이 배합의 경우, Table 3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슬럼프 플로 시험 결과에서 600 

mm이상의 고유동성을 나타내었으며, L-Box, U-Box, 

T500시험결과에서 가장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배합

의 잔골재는 세척사와 부순 모래를 5:5 비율로 배합하

였으며, 배합에 사용된 시멘트는 국내산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 OPC)를 사용하였다. 

혼화재 또한 국내에서 제조 판매되는 플라이애쉬, 고로

슬래그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혼화재료의 물리․화학

적 특성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굵은 골재는 합성형 

강판 콘크리트 구조 모듈의 스터드 간극을 고려하여 최

대 골재 치수를 13 mm이하의 쇄석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3.1 펌핑 전후 충전성 시험 및 레올로지 분석

제시된 평가기준에 대한 현장 검증 및 선정된 고유동 

콘크리트가 SCP구조 모듈에 최적의 성능을 나타내는지 

평가하기 위해 우선, 펌핑 전후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

동성을 평가할 수 있는 충전성 시험을 실시하였다(Fig. 

5). 충전성 시험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KS F 2594 규

격의 시험법에 따라 슬럼프 플로시험을 실시하였으며, 

슬럼프 콘에 다짐작업 없이 고유동 콘크리트를 채워 넣

고, 슬럼프 콘을 수직으로 들어 올렸을 때, 고유동 콘크

리트가 퍼져나간 최대 길이 및 T500을 측정하였다. 

한편, 여기서 T500은 콘크리트의 변형속도를 평가하

는 것이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점성이 높을수록 

변형하는 속도가 느려지고, 그 만큼 500 mm까지 도달

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된다. 즉, 레오미터에서 측

정되는 소성점도 값이 클수록 T500은 이와 비례하게 높

은 결과 값을 나타내게 된다. 이러한 비례 관계에서 벗

어나는 배합의 경우, 재료분리 및 폐색현상 등을 고려

해야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재료분리 및 폐색현상 

없이 최적의 고유동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고유동 콘크

리트의 분석결과 데이터를 통해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최적의 

고유동 콘크리트로 선정된 10개 배합의 시험결과 데이

터에 펌핑 전후 시험결과를 포함시켜 분석하였다. 

Table 5는 펌핑 전후 슬럼프 플로 시험 결과 및 레올로

지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T500과 소성점도와의 비

례관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펌핑 전후 충전성 시험 결과 펌핑 전 물성에 비해 

펌핑 후 유동성이 약간 감소하였지만 제시된 평가기준

에는 모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또한, T500과 소

성점도와의 비례관계에서 0.9이상의 신뢰도를 만족하

 

Fig. 5. Slump flow test. 

Table 5. Test results of slump flow test & rheology test

Case Slump flow
(mm)

T500

(s)
Plastic viscosity

(Pa․s)

Before pumping 705 2.62 29.0

After pumping 660 3.83 43.3

Item Content % (mass) Cement Blast furnace slag (BFS) Fly-ash (FA)

Chemical composition

CaO 61.33 42.26 -

Al2O3 6.40 14.92 16.60

SiO2 21.01 35.08 3.80

Fe2O3 3.12 0.32 5.58

MgO 3.02 6.41 0.82

SO3 2.30 0.11 0.51

Physical composition

Specific surface(cm2/g) 3,413 4,500 3,117

Loss ignition(%) 1.40 2.1 3.82

Density(g/cm3) 3.15 2.91 2.98

Table 4. Chemical &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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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lationship between T500 and plastic viscosity(Included 
before and after pumping).

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선정된 고유동 콘크리트는 

펌핑 후에도 SCP구조 모듈을 제작하는데 재료분리 및 

폐색현상 없이 최적의 시공품질을 유지할 것으로 판단

된다. 

3.2 펌핑 전후 간극통과성 시험

선행 연구에서 제시된 SCP구조 모듈용 고유동 콘크

리트의 충전성능 평가기준은 T500과 소성점도와의 비례

관계를 통한 신뢰도 분석을 통해 도출되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L-Box시험 및 U-Box시험 즉, 간극통과성 시

험에 대한 결과가 모두 반영되어 도출되었다. 선정된 

고유동 콘크리트는 펌핑 전후 충전성 시험 및 신뢰도 

분석에서 모두 최적의 품질을 유지하였고, 이러한 분

석 결과에 따르면, 펌핑 전후 간극통과성 시험에서 제

시된 평가기준에 모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어야 한다. 

이를 검토해보기 위해 간극통과성 시험을 실시하였다. 

간극통과성 시험은 BS EN 12350-10 규격의 시험법을 

적용한 L-Box시험 및 JSCE-F511 규격의 시험법을 적

용한 U-Box시험을 실시하였다. L-Box시험은 Fig. 7(a)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수직부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후, 1분이 경과했을 때, 수직부분과 수평부

분 사이의 경계판을 열어 수직단면과 수평 단면 끝의 

높이비를 측정하였다. 또한, U-Box시험은 Fig. 7(b)에 

나타낸 바와 같이 L-Box시험과 유사하게 좌측 부분에 

고유동 콘크리트를 채워 넣고 1분 후 좌측 부분과 우

측 부분 사이 경계판을 열어 우측에 콘크리트가 차오

르는 높이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제시된 평가

기준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

해 선정된 배합은 LNG 저장탱크용 SCP구조 모듈용 

고유동 콘크리트로 충분한 충전성능 및 채움성능을 나

 

(a) L-Box test (b) U-Box test

Fig. 7. Passing ability tests.

Table 6. Test results of passing ability tests

Comparison L-Box U-Box

Before pumping 0.7 350

After pumping 0.6 320

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현재의 수준에서 제시된 

평가기준은 고유동 콘크리트를 평가함에 있어 그 효용

성을 검증할 수 있었다. 

3.3 SCP 모듈 채움 성능 평가

제시된 평가기준 및 선정된 고유동 콘크리트가 실제 

크기 규모의 LNG 저장탱크용 SCP구조 모듈에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며 충전성 및 채움 성능을 구현할 수 있

는지 평가하기 위해 Fig. 8(a)와 같이 강판 두께 8 mm

의 SCP구조 모듈(H × L × W = 3300 × 1250 × 155 

mm)을 제작하였다. 모듈러 내 스터드(Ø9 mm)는 130 

mm간격으로 용접 접합하여 설치하였다. 또한, 고유동 

콘크리트가 빈 공간 없이 모서리 부분까지 충전이 잘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Fig. 8(b)와 같이 L자형 시험체

를 제작하였다. L자형 시험체는 내부공기로 인한 미세

공극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원활한 공기배출이 가능하

도록 Ø30 mm의 공기 배출 구멍이 있는 구조로 설계하

였다. 콘크리트의 타설 방법은 펌프카를 이용해 자유

낙하로 별도의 외부압력이나 진동 작업 없이 고유동 

콘크리트의 자기 충전성능으로 충전하였다. Fig. 9는 

고유동 콘크리트를 제작된 SCP구조 모듈에 타설한 후 

모습을 나타내었으며, Fig. 10은 타설 기점으로부터 7

일이 경과한 후 해체하였을 때 충전성 및 채움 정도의 

모습을 나타내었다. 

Fig. 10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충전된 SCP구조 모듈

을 해체하였을 때, 모두 만족한 채움성능을 나타내었

다. L자형 시험체에서 또한 공극 및 Air cap발생 없이 

만족한 충전성을 나타내었다. 이에 제시된 평가기준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는 고유동 콘크리트는 펌핑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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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P module (b) L-shaped test piece

Fig. 8. Manufactured SCP module.

(a) Concrete casting into 
SCP module

 (b) Concrete casting into
   L-shaped test piece

Fig. 9. Concrete cast.

 

 

Fig. 10. Demolding of SCP modules after curing.

도 최상의 품질을 유지하여 충분한 충전성능 및 채움

성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실제 LNG 저장탱크용 SCP

구조 모듈의 상용화에 있어 고유동 콘크리트를 평가할 

수 있는 평가기준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충전성능 평가기준

을 육안 평가 및 통계적 방법 등 정성적인 방법으로 제시

되고 있는 다양한 국외 기준과 차별화하여 정량적이고, 

절대적인 값으로 고유동 콘크리트의 충전 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을 정립하고자 하였다. 이에 선행 연구에서 

레올로지를 통한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제시되고 있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충전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해 현장적

용성 및 실용화를 목표로 현장 규모에서 펌핑 전후 물성 

평가 및 실제 규모의 SCP구조 모듈에 대한 채움 성능을 

검증하였다. 그 주요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선정된 고유동 콘크리트가 펌핑 전후 충전성 시험에 

대해 제시된 평가기준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는지 평가

하기 위해 슬럼프 플로시험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 펌핑 

전에 비해 펌핑 후 물성이 약간 떨어졌지만 제시된 평가

기준에는 모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2. 고유동 콘크리트의 경우, T500과 소성점도는 신뢰

도 0.9이상의 비례한 관계가 성립해야하며, 이를 검토

하기 위해 펌핑 전후 T500시험 결과와 레오미터로 측정

된 소성점도 값을 신뢰도를 분석하였을 때, 0.94의 신

뢰도를 만족하였다. 

3. 기존 연구 결과, 고유동 콘크리트의 경우, T500과 

소성점도의 관계에서 0.9이상의 신뢰도를 만족할 때, 

재료분리 및 폐색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를 검토 

해보기 위해 펌핑 전후 간극통과성 시험으로 L-Box시

험 및 U-Box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선정된 고유

동 콘크리트는 제시된 평가기준에 모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4. 펌핑 전후 제시된 평가기준에 모두 만족한 성능

을 나타낸 고유동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실제 크기 규

모로 제작된 LNG 저장탱크용 SCP구조 모듈에 타설하

여 충전성 및 채움성능을 평가하였고, 타설 일을 기점

으로 7일이 경과한 후 해체하였을 때, 만족한 채움 성

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또한, 고유동 콘크리트가 빈 공간 없이 모서리 부

분까지 충전이 잘 되는지 평가하기 위해 L자형 시험체

를 제작하여 충진하였고, 평가 결과 미세공극 발생 없

이 만족한 충전성을 나타내었다.

6.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시된 평가기준에 만족한 

성능을 나타내는 고유동 콘크리트의 경우, LNG 저장

탱크 SCP구조 모듈용 고유동 콘크리트로 적합한 성능

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으며, 이에 제시된 

고유동 콘크리트의 평가기준이 실제 현장적용 단계에

서도 적합하다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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