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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Large concrete mass members are commonly used as matte bases for skyscrapers. In general, Integral casting is preferred to secure 

construction convenience and durability quality rather than separate casting. However, there is a possibility that cracks may occur in the early stages 

due to the generation of a lot of hydration heat, and thus durability will decrease, so it is necessary to determine an appropriate mixture and verify it 

through experiments.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conduct a review on the durability of the optimal high-performance low-heating concrete 

combination derived through the experiment and to conduct a review analysis on the performance satisfaction and performance expression 

mechan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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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초고층 건축물의 매트기초는 대형 매스부재가 일반적이며 통상 분리타설보다는 시공의 편의성 및 내구성 품질확보를 위해 일체타

설을 선호하고 있다. 하지만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여 초기에 균열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따라서 내구성도 저하하게 되므로 적절한 

배합결정 및 실험을 통한 검증이 필요하다[1,2].

1.2 연구의 목적
실험을 통하여 도출된 최적 고성능 저발열 콘크리트 배합을 대상으로 내구성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여 성능의 만족도 및 성능발현 

메카니즘에 대한 검토분석을 실시하는 것을 연구목표로 하였다.

2. 실험개요

2.1 사용재료
시멘트 및 혼화재료, 골재는 저자의 기존 연구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 물성의 재료를 사용하였다. 시멘트는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포항산(비중 2.94, 분말도 4,174 cm2/g), 플라이애시는 경남하동산(비중 2.11, 분말도 3,990 

cm2/g), 실리카흄은 중국산(비중 2.10, 분말도 200,000 cm2/g)을 사용하였다. 굵은 골재는 쇄석골재, 잔골재는 부순모래와 세척사를 

혼합한 혼합사이며 폴리카르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혼화제로 이용하였다. 

2.2 콘크리트 배합
표 1에 내구성 평가의 대상이 된 최적 고성능 저발열 해양 콘크리트 배합을 나타내었다. 물 결합재비 34.4%에 단위수량 155 kg/m3

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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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콘크리트 배합

W/B

(%)

S/A

(%)

Unit weight (㎏/㎥) Admixtures

Water

Binder Fine aggregate

Aggregate Binder * %
Binder

Composition ratio(%)

Sea sand
Crushed 

sandCement

Blast 

furnace 

slag

Fly 

ash

Silica 

fume

34.4 54.0 155 450 18 50 27 5 460 469 810 1.55

2.3 실험방법
압축강도 측정을 통한 역학적 특성 평가 및 탄산화, 염분확산계수 실험 및 내황산염 실험을 실시하였다.

3. 결 론

역학적 특성은 한국콘크리트학회 구조설계 기준대비 재령 91에서 141%로 측정되어 관련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탄산

화 및 염소이온 확산성 평가에서 우수한 내구성을 발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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