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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압축강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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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질의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를 친 후 적
절한 환경조건 하에서 초기 경화 중인 콘크리트 에 양
생과정을 실시한다.

양생이란 시멘트의 수화작용을 촉진하기

위한 과정이고, 이 과정에서 온도조절과

콘크리트내외로부터의 습기의 이동 조절이

포함된다.

얇은 부재일수록 양생의 영향이 커서 강도의

손실이 커진다. 따라서 부재내부의 수분이

건조상태가 되거나 탈수가 되지 않도록

습윤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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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양생조건이 콘크리트강도에 미치는 영향 --- (1) 

그림1. 물-시멘트비 0.5의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습윤상태의 영향



4

콘크리트의 재령에 따른 강도증가

재령 7일 14일 28일 3개월 6개월 1년 2년 5년

강도비 0.67   0.86   1.0     1.17    1.23     1.27     1.31   1.35

7일강도을 이용하여 28일강도 추정하는 공식

T28 =  1.4 * T7 + 1.0 (Mpa)
T28 =  1.7 * T7 + 5.9(Mpa)

※ 콘크리트 타설후 초기 3일간 습윤양생이 중요

1. 양생조건이 콘크리트강도에 미치는 영향 --- (2) 

그림2. 양생이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는 물은 불순물이

함유되지 않아야 한다. 

배합수는 콘크리트의 응결경화, 강도의 발현,

체적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물-시멘트 비 22% 이상을 기준으로

수화반응이 원활하다고 보고 있다. 

W/C(%)    - 표준단위수량(kg/m3)

45                           165-175       

30-45                        160-170

25                           155-165

22                           15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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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시멘트비가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1) 

그림3. 시멘트-물비와 압축강도의 관계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되지 않은 물은 잉여수라고 하며 워커빌리티를
증진시키나 콘크리트의 수화반응후 대기중으로 빠져나가게 되어 콘크리
트체적변화를 일으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불필요한 현장 가수는 강도부
족을 일으키므로 부실시공의 원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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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시멘트비가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2) 

그림4. 가수가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고강도-고유동 콘크리트 배합설계시

물-시멘트비는 38%이하로 하여

불필요한 잉여수를 최대한 억제한다.

압송 및 타설작업을 위한 워커빌리티를

증진시키기 위해 유동화제나 감수제를

사용한다. 

기온이 높을 경우 슬럼프 손실이 우려되므로

배합설계시 고려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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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물-시멘트비가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3) 

그림5. 고강도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와 압축강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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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량은 콘크리트 압송 및 작업성 및 내구성에 도움을 주지만 블리딩현
상 및 침하와 콘크리트 강도에 영향을 준다.   갇힌공기량은 보통 2%이하
이나 AE-콘크리트의 경우 6-7%도 허용된다.

3. 공기량이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1) 

그림6. 공기량과 내구성지수 그림7. 공기량과 압축강도



AE콘크리트의 동결융해 개선효과

상한선을 6-7% 이하로 할때

강도의 현격한 감소가 없음

동결융해에 강함.

9

3. 공기량이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영향 --- (2) 

그림8. 동결융해 개선의 예



비비기 시간이 길수록 시멘트와 물의

접촉이 좋아져 강도가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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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비비기) 시간과 콘크리트강도에 미치는 영향 --- (1) 

그림9. 혼합시간과 압축강도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 초기에는 충분한 워커빌리티를 가지고 있
으나 운반 도중 유동성 저하가 우려되므로 물을 가하지 말고 소요
슬럼프이상이 되도록 유동화제를 첨가한 후 충분한 혼합시간은

약 1분정도로 한다. (운송후 대기시간이 장시간될 경우 반드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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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혼합(비비기) 시간과 콘크리트강도에 미치는 영향 --- (2) 

그림10. 비비기 시간과 압축강도의 분산도



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되는 플라이애시는

수화열의 저감과 가격이 싼 장점 등으로

시멘트의 대체재로 사용된다. 

대체율은 30%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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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플라이애시의 사용 (시멘트 대체)

그림11. 플라이애시의 치환율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의 관계



해사의 사용은 콘크리트의 염분이온(cl-)에

의해 콘크리트를 철근을 부식되며

염분(Nacl)함유율이 0.04%(잔골재의 절대

건조중량)를 초과하면 급격히 발청

속도가 증가하게 된다.  토목구조물의 경우

두께가 크고 된 반죽을 사용하므로

허용한도를 0.1% 까지도 정한다.

레미콘 1m3당 허용염화물 : 0.30 kg 

(잔골재량 750kg)

바닷물속의 염분항유는 3%

바닷속에서 채취한 직후 0.3-0.4 %

장기한 야적시켜 강우에 의해 제염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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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2. 염분량과 부식속도(저항분극법)

5. 기타- 배합수 중의 염분 함유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