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콘크리트 크리프 및 건조수축 실험변수 결정 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a Method to Determine Experimental Variables for Creep and Shrinkage of Concrete

저자
(Authors)

조선두, 송은석, 김진근, 권승희
 Seon Doo Jo, En Seok Song, Jin Keun Kim, Seung Hee Kwon

출처
(Source)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31(6), 2019.12, 619-628(10 pages)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31(6), 2019.12, 619-628(10 pages)

발행처
(Publisher)

한국콘크리트학회
Korea Concrete Institute

URL http://www.dbpia.co.kr/journal/articleDetail?nodeId=NODE09284347

APA Style 조선두, 송은석, 김진근, 권승희 (2019). 콘크리트 크리프 및 건조수축 실험변수 결정 방
법에 관한 연구.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31(6), 619-628

이용정보
(Accessed)

저작권 안내
DBpia에서 제공되는 모든 저작물의 저작권은 원저작자에게 있으며, 누리미디어는 각 저작물의 내용을 보증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DBpia에서 제공되는 저작물은 DBpia와 구독계약을 체결한 기관소속 이용자 혹은 해
당 저작물의 개별 구매자가 비영리적으로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에 위반하여 DBpia에서 제공되는 저
작물을 복제, 전송 등의 방법으로 무단 이용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Copyright Information
Copyright of all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elongs to the copyright holder(s)and Nurimedia does not
guarantee contents of the literary work or assume responsibility for the same. In addition,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may only be used by the users affiliated to the institutions which executed a subscription
agreement with DBpia or the individual purchasers of the literary work(s)for non-commercial purposes.
Therefore, any person who illegally uses the literary works provided by DBpia by means of reproduction or
transmission shall assume civil and criminal responsibility according to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KAIST
143.***.103.66
2021/04/29 10:19 (KST)

http://www.dbpia.co.kr/journal/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PLCT00002414
http://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567934
http://www.dbpia.co.kr/journal/publicationDetail?publicationId=PLCT00002414
http://www.dbpia.co.kr/journal/voisDetail?voisId=VOIS00567934
http://www.dbpia.co.kr/ournal/iprdDetail?iprdId=IPRD00011168


619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    론1)

콘크리트 구조물은 크리프 및 건조수축과 같은 시간 의존

적 변형(이하 장기거동) 때문에 구조물의 내구성, 사용성 및 

안전성에 문제가 초래될 수 있다. 초고층 건물, 초장대 교량

의 주탑 등 대형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 및 시공과정

에 크리프와 건조수축 영향을 고려하고 있다. 국내･외에서 

콘크리트 장기거동에 관한 연구가 지속해서 진행되어왔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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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많은 연구자가 장기거동을 예측하기 위한 모델들을 제안

하였다(ACI Committee 209 1992; Bažant and Murphy 1995; 

Bažant and Baweja 2000; fib 1999; Gardner and Lockman 2001). 

그러나 장기거동 예측 모델은 실제 구조물의 장기거동과 많

은 차이를 보인다(Lee et al. 2014; Kim 2013). 이러한 오차는 

콘크리트 구성 재료의 지역적인 차이, 외부환경요인에 따른 

불확실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거동 예측 모델

을 통해 실제 구조물의 장기거동을 예측한다면, 많은 불확실

성을 내포하게 된다. 이와 같은 불확실성을 제거하기 위해 

주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사용된 콘크리트와 동일한 재

료로 제작된 실험체를 대상으로 실험실 수준에서의 장기거

동 실험을 통해 예측 모델을 보정하고 있다(Song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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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rete long-term behavior prediction models have many errors. In order to increase the accuracy of the long-term 

behavior prediction of structures long-term behavior experiments are performed at the laboratory level to correct the prediction 

model. However, long-term behavior experiments are time-consuming and costly, and there are many constraints o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so it is difficult to test all of the various experimental variables that affect long-term behavior. Therefore, this study 

proposed an optimum determination method of creep and shrinkage experimental variables to construct a concrete long-term 

behavior prediction model with minimum experimentation. The general properties of concrete long-term behavior with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of 40 MPa were analyzed using the existing long-term behavior prediction model. From the properties of the 

concrete long-term behavior, optimum experimental variables of creep and shrinkage were proposed. It was found that it is 

reasonable to construct a long-term behavior prediction model by experimenting with three variables for age of concrete at loading 

(1~14 days, 14~84 days, 84~365 days), two variables for relative humidity (40~60 %, 60~80 %), and three variables for 

volume-surface ratio (37.5 mm, 75~200 mm, over 200 mm) for creep experimental variables; two variables for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1~14 days, 14~365 days), two variables for relative humidity (40~60 %, 60~80 %), and two variables for 

volume-surface ratio (same size as creep specimens) for shrinkage experimental variables.

Keywords : concrete, long-term behavior, creep, shrinkage, experimental variables

KAIST | IP:143.***.103.66 | Accessed 2021/04/29 10:19(KST)



620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31권제6호(2019) 

그러나 장기거동 실험은 시간 및 비용이 많이 소모되고 실험 

여건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

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인자들에 대해 모두 실험을 수행하기는 

매우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존 장기거동 예측 모

델을 분석하여 영향 인자별 콘크리트 장기거동의 경향을 파

악하였고, 이를 통해 최소한의 실험으로 장기거동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최적의 실험변수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

자 하였다.

2. 크리프 및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콘크리트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Table 1과 같

이 내적 요소, 외적 요소, 구조적 요소로 구분할 수 있다. 내

적 요소는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 과정 중 콘크리트 배합설계 

단계에서 결정되는 인자와 재료 자체의 특성으로, 압축강도, 

시멘트 종류, 물-시멘트비, 시멘트량, 골재량, 공기량, 잔골

재율, 슬럼프 등이 포함된다. 외적 요소는 구조물 시공 및 사

용단계에 따라 결정되는 인자로, 양생 기간, 양생 방법, 온도 

및 습도, 가압 시 재령, 노출 시 재령 등이 있다. 그리고 구조

적 요소는 부재 크기와 형상과 같이 구조적 특성에 관련된 

인자이다. 이처럼 콘크리트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고려하여 실험을 수행하고, 이를 통해 장기거동 예측 모

델을 구축해야 한다. 그러나 내적 요소에 포함되는 영향 인

자는 장기거동을 예측하고자 하는 대상 구조물이 결정되면 

특정한 하나의 값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각 영향 인자를 변

수로 장기거동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이 연구

에서는 설계기준 압축강도 40 MPa 급으로 배합된 콘크리트

를 대상으로 장기거동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외적 요소 중 양생 기간과 양생 방법은 실제 구조물 

시공계획 단계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이에 맞춰 실험을 수행

해야 한다. 즉 구조물 설계와 시공계획 단계에서 결정된 영

향 인자를 제외한 나머지 영향 인자에 대한 실험이 필요하

며, 이를 통해 장기거동 예측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 하지만, 

나머지 영향 인자에 대해 모두 실험을 수행하는 것도 시간

적･경제적으로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험을 통

해 장기거동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장기거동 예측 모델 - ACI 

209R-92, B3, CEB-MC90, GL2000 - 을 통해 일반적인 콘크리

트 장기거동의 경향을 파악하였다(ACI Committee 209 1992; 

Bažant and Murphy 1995; Bažant and Baweja 2000; fib 1999; 

Gardner and Lockman 2001). 장기거동 예측 모델은 여러 가지 

영향 인자를 고려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장기거동 경향을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는 

Table 3과 같이 외적 요소 중 콘크리트 재령(크리프: 가압 시 

재령 ; 건조수축: 노출 시 재령 )과 상대습도(relative 

humidity, RH), 구조적 요소인 부재 크기와 형상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부재 크기와 형상에 대한 영향은 부피-표면적비

(volume-surface ratio, )로 고려하였다. 콘크리트 시험을 

위한 부재는 콘크리트 재료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해 굵은 

골재 크기의 3~4 배 이상의 크기(직경 또는 길이)로 제작하

도록 규정하고 있다(ASTM 2006; ISO 2004; KATS 2014). 일

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굵은 골재 크기 25 mm를 

고려했을 경우 최소 부재의 크기와 형상은 100×100×100 mm

의 입방체 또는 ∅100×200 mm의 원주형 공시체이며, 이 시

편들의 부피-표면적비는 25 mm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소 부피-표면적비를 25 mm로 선정하였다.

기존 장기거동 예측 모델식들은 서로 다른 형태의 식을 통

해 크리프 및 건조수축을 예측하며, 예측되는 결과가 서로 

다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를 상쇄시키고 일

반적인 장기거동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식 (1)과 식 (2)와 같

이 ACI 209R-92 모델식(ACI 1992) 형태로 변환하여 분석하

였다. 식 (1)은 시간에 따른 크리프 계수()를 표현한 식

으로, 최종 크리프 값을 결정하는 극한 크리프 계수()와 부

재의 크기와 형상을 고려하기 위한 상수  로 구성된다. 식 

(2)는 시간에 따른 건조수축변형률()을 표현한 식으

로, 최종 건조수축변형률인 극한 건조수축변형률()과 식 

(1)과 같이 부재 크기와 형상을 고려하기 위한 상수 로 구성

된다. ACI 209R-92 모델(ACI 1992)을 제외한 나머지 모델들

Table 1 Factors affecting long-term behavior of concrete

Internal factors External factors Structural factors

Compressive 

strength
Curing period Member size

Cement type Curing method Member shape

Water-cement ratio Temperature

Cement content Humidity

Aggregate content Age of concrete 

at loadingAir content

Sand to 

aggregate ratio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Slump

Table 2 Concrete mix proportions 

Specified 

compressive 

strength

(MPa)

Water-

cement 

ratio

(%)

Cement1)

(kg/m3)

Air 

content

(%)

Sand to 

aggregate 

ratio, S/A

(%)

Coarse 

aggregate

(kg/m3)

40 45 364 3 48 1,740

1)Type-I Portland cement

Table 3 Variables and their ranges for long-term behavior 

analysis

Variable

Age of 

concrete

,  (days)

Relative 

humidity

RH (%)

Volume-surface 

ratio   (mm)

Range 1~365 (14)1) 40~80 (60)1) 25~500 (75)1)

1)Reference value of vari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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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극한 크리프 계수와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을 별도로 제안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재령 50년일 때의 크

리프 계수와 건조수축변형률을 각각 극한 크리프 계수와 극

한 건조수축변형률로 가정하였다.


  

 
  (1)


  

 
  (2)

여기서, 는 콘크리트 재령, 는 가압 시 재령, 는 노출 시 

재령, 는 시간에 따른 크리프 계수, 는 극한 크리프 

계수, 는 시간에 따른 건조수축변형률, 는 극한 

건조수축변형률, 와 는 부재 크기와 형상에 대한 상수를 

의미한다.

2.1 크리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Fig. 1은 네 가지 모델식으로 계산된 가압 시 재령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상대습도 60 %, 

부피-표면적비 75 mm). 극한 크리프 계수는 가압 시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모델식 모두 비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나, 모델식별로 차이가 있었다. Fig. 2와 같이 각 모델

식별 계산된 가압 시 재령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를 최대 

극한 크리프 계수(max
)로 나눈 후, 네 모델식의 값들을 평

균하여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가압 시 재령에 따른 극한 크리

프 계수의 경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각 모델식은 실제 콘

크리트의 경향과 많은 차이를 보이지만, 이들의 평균값은 콘

크리트 장기거동의 일반적인 경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일련의 방법을 통해 

각 영향 인자에 따른 장기거동 특성을 분석하였다.

Fig. 3(a)와 (b)는 가압 시 재령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를 상대습도와 부피-표면적비별로 나타낸 것이다. x축

은 가압 시 재령, y축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최대 극한 

크리프 계수에 대한 극한 크리프 계수 비율로 나타내었다. 

극한 크리프 계수는 상대습도와 부피-표면적비에 상관없이 

초기 재령에서 가압 시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a) Relative humidity (b) Volume-surface ratio

Fig. 3 Relationship between age of concrete at loading and normaliz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Fig. 1 Calculat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by prediction 

models

Fig. 2 Normalized and averag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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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장기 재령일수록 가압 시 재령이 극한 크리프 계수에 미

치는 영향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대습도와 부피-

표면적비가 클수록 가압 시 재령 증가에 의한 극한 크리프 

계수의 감소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4(a)와 (b)는 상대습도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

화를 가압 시 재령과 부피-표면적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

(a) Age of concrete at loading (b) Volume-surface ratio

Fig. 4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normaliz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a) Age of concrete at loading (b) Relative humidity

Fig. 5 Relationship between volume-surface ratio and normaliz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a) Age of concrete at loading (b) Relative humidity

Fig. 6 Relationship between volume-surface ratio and normalized para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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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한 크리프 계수는 선형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가압 시 재령과 부피-표면적비가 클

수록 상대습도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5(a)와 (b)는 부피-표면적비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

의 변화를 가압 시 재령과 상대습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극

한 크리프 계수는 부피-표면적비가 커질수록 비선형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6(a)와 (b)는 부피-표면적비에 따른 식(1)의 부재 크기

와 형상을 고려하기 위한 상수 의 변화를 가압 시 재령과 상

대습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y축은 최대 에 대한 부피-표면

적비에 따른 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는 가압 시 재령과 상

대습도에 따라 미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부피-표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Fig. 3~Fig. 6의 결과로부터, 가압 시 재령, 상대습도, 부피-

표면적비가 크리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극한 크리

프 계수는 가압 시 재령과 부피-표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

선형으로 감소하였으며,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

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부재 크기에 대한 상수 

는 부피-표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였다. 

파악된 경향을 통해 3장에서 최적의 크리프 실험변수를 제

시하고자 한다. 

2.2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분석

Fig. 7(a)와 (b)는 노출 시 재령에 따른 극한 건조수축변형

률의 변화를 상대습도와 부피-표면적비별로 나타낸 것이다. 

x축은 노출 시 재령, y축은 Fig. 3의 극한 크리프 계수 비율과 

마찬가지로 최대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에 대한 극한 건조수

축변형률 비율로 나타내었다.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은 노출 

시 재령에 따라 비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상대

습도와 부피-표면적비에 따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8(a)와 (b)는 상대습도에 따른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의 

변화를 노출 시 재령과 부피-표면적비별로 나타낸 것이다. 

상대습도가 증가함에 따라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은 선형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노출 시 재령과 부피-표면적

비에 따른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a) Relative humidity (b) Volume-surface ratio

Fig. 7 Relationship between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and normalized ultimate shrinkage strain

(a)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b) Volume-surface ratio

Fig. 8 Relationship between relative humidity and normalized ultimate shrinkage st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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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a)와 (b)는 부피-표면적비에 따른 극한 건조수축변

형률의 변화를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부피-표면적비가 클수록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은 선형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따

른 극한 건조수축변형률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a)와 (b)는 부피-표면적비에 따른 식(2)의 부재 크

기와 형상을 고려하기 위한 상수 의 변화를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별로 나타낸 것이다. 축은 최대 에 대한 부피-표

면적비에 따른 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는 부피-표면적비

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으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았다.

Fig. 7~Fig. 10의 결과를 통해 노출 시 재령, 상대습도, 부피-

표면적비가 건조수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극한 건조

수축변형률은 노출 시 재령에 따라 비선형으로 감소하였으며, 

상대습도와 부피-표면적비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재 크기에 대한 상수 는 부피-표면적비가 증가함

에 따라 비선형으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이 파악된 건조수축 

경향으로부터 최적의 건조수축 실험변수를 제시하고자 한다.

3. 최적 장기거동 실험변수 제안

3.1 최적 크리프 실험변수 제안

가압 시 재령, 상대습도, 부피-표면적비가 크리프에 미치

는 영향을 2.1절의 결과로부터 파악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

로 이 절에서는 최적 크리프 실험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Fig. 11은 부피-표면적비를 75 mm로 고정한 상태에서 가

압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를 

곡면으로 표현한 것이다. 크리프 해석을 위한 콘크리트 재료

모델은 이와 같은 곡면으로 나타나며,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

의 실험변수를 통해 Fig. 11과 같은 곡면을 모사할 방법을 제

안하고자 하였다. 

극한 크리프 계수는 Fig. 3의 결과에서 보듯이 가압 시 재

령이 증가할수록 비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기 때

문에, Fig. 12와 같이 세 개의 직선으로 회귀 분석하여 구간별 

극한 크리프 계수와 가압 시 재령의 관계를 선형으로 가정하

였다(Killick et al. 2012; Lavielle 2005). 회귀 분석은 기울기가 

(a)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b) Relative humidity

Fig. 9 Relationship between volume-surface ratio and normalized ultimate shrinkage strain

(a)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b) Relative humidity

Fig. 10 Relationship between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and normalized paramet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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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급격하게 변하는 두 지점(14일, 84일)을 선택하고, 그 

지점을 경계로 세 구간(1~14일, 14~84일, 84~365일)으로 나

누어서 수행하였다. 이와 같이 선형관계로 가정된 세 구간에

서 각각 한 개의 가압 시 재령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면, 가압 

시 재령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Fig. 4의 결과에서 보듯이, 극한 크리프 계수는 상대습도

에 따라 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두 가지 

상대습도 조건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면, 상대습도에 따른 극

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부피-표면적비에 대한 실험변수는 실제 구조물 크기 수준

으로 선택하여 크리프 실험을 수행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 

그러나 실험체 크기가 클수록 실험체 운반 및 보관(실험 기

간 동안 온도 및 습도 환경 유지)이 어렵다. 또한, 실험체가 

클수록 실험체에 가해야 하는 응력을 위한 하중 자체가 커지

기 때문에 실험장비 등에 많은 제약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실제 실험이 가능한 조건 내의 크기 수준으로 실험을 수행할 

수밖에 없다. 앞의 Fig. 5의 결과에서 보듯이, 부피-표면적비

가 증가할수록 극한 크리프 계수는 비선형으로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비선형 관계를 Fig. 13

과 같이 두 개의 변곡점(75 mm, 200 mm)을 기준으로 세 개 

직선으로 구성된 선형관계로 가정하였다. 각 구간에서 하나

의 부피-표면적비를 선택하여 실험을 수행하면, 부피-표면

적비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Fig. 6의 결과와 같이 부재 크기에 대한 상수 는 부

피-표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선형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두 개의 부피-표면적비를 변수로 실험을 수행하여 부피-표

면적비에 따른 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실험 가능 환경에 따른 최적 크리프 

실험변수를 Table 4와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Cr-Case-1은 가

압 시 재령, 상대습도, 부재 크기에 대해 실험이 가능한 경우

로, 가압 시 재령은 1~14일, 14~84일, 84~365일의 세 구간에

서 각각 하나의 변수를 선택한다. 상대습도는 40~60 %와 

60~80 %의 두 구간에서 임의 상대습도 두 가지를 변수로 결

정한다. 부피-표면적비에 대한 변수는 25~75 mm, 75~200 

mm, 200 mm 이상의 세 구간에서 각각 하나의 변수를 선택하

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굵은 골재 

크기 25 mm와 최대 굵은 골재 크기 40 mm 를 고려한다면, 표

준 원주형공시체 ∅150×300 mm보다 작게 실험체를 제작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따라서 부피-표면적비 25~75 mm 

구간에 대해서 표준 원주형공시체 ∅150×300 mm(부피-표

면적비 37.5 mm)로 크리프 실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구간에

서는 실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가능한 큰 실험체로 실

험을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즉 가압 시 재

령 세 가지 변수, 상대습도 두 가지 변수, 부피-표면적비 세 

가지 변수를 선택하여 크리프 실험을 수행하여, Fig. 11과 같

은 극한 크리프 계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Cr-Case-2는 가압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대해서만 실험이 

가능한 경우이다. 이때 Cr-Case-1의 가압 시 재령 변수와 상

대습도 변수를 사용한다. 부피-표면적비는 Fig. 13의 기울기 

변화가 큰 구간보다 작은 구간에서 선택하는 것이 오차범위

가 작아지므로, 부피-표면적비 75 mm 이상의 구간에서 선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부피-표면적비

는 크리프 시험 장비의 용량(가압 가능 응력, 크기), 항온항

습기의 크기 등 실험 여건에 따라 부피-표면적비 75 mm 이상 

이 구간에서 가능한 큰 실험체를 선정한다.

Cr-Case-3은 가압 시 재령에 대해서만 실험이 가능한 경우

로, Cr-Case-1의 가압 시 재령에 대한 변수를 사용한다. 상대

습도는 구조물이 시공될 지역의 평균 상대습도를 적용하며, 

부피-표면적비는 Cr-Case-2와 동일한 부피-표면적비를 사용

한다. 

Cr-Case-4는 하나의 특정 조건에서만 실험이 가능한 경우

이다. Fig. 12의 결과에서 보듯이, 극한 크리프 계수의 변화는 

초기 재령인 14일까지 구간에서 급격히 변하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가압 시 재령을 선택할 경우 오차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시공 과정을 고려하였을 때, 구조

Fig. 11 Normaliz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depending 

on age of concrete at loading and relative humidity

Fig. 12 Piecewise regression between age of concrete at 

loading and normaliz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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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에 하중이 작용하는 시점은 재령 14일보다 오랜 시간이 

지난 뒤일 것이다. 따라서 재령 14일 이후의 완만한 변화를 

보인 구간에서 하나의 재령을 선택한다. 상대습도와 부피-

표면적비는 Cr-Case-3과 같은 변수로 실험을 수행한다.

3.2 최적 건조수축 실험변수 제안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노출 시 재령, 상대습도, 부피-

표면적비에 대해 2.2절에서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를 통해 

최적 건조수축 실험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Fig. 14는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따른 극한 건조수축

변형률의 변화를 곡면으로 나타낸 것으로, 여기서 부피-표

면적비는 75 mm이다.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따른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해서, 건조수축 실험

을 통해 Fig. 14와 같은 곡면을 구성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실험

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Fig. 15는 Fig. 7의 결과를 두 개의 직선으로 회귀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은 초기 재령인 

14일까지 급격히 감소하다 그 이후 완만한 기울기로 감소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14일을 기준으로 두 가지 노출 시 재

령을 변수로 실험을 수행한다면, 노출 시 재령에 따른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을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의 결과에서 상대습도에 따라 극한 건조수축변형률

이 선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기 때문에, 임의의 두 가

지 상대습도에 대한 실험을 통해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의 변

화를 추정할 수 있다. 

Table 4 Optimum creep experimental variables

Variable

Age of 

concrete

 (days)

Relative 

humidity

RH (%)

Volume-surface 

ratio   

(mm)

Cr-Case-1 ≤14

14<≤84

84<≤365

40<RH≤60

60<RH≤80

37.5 

75<<200

200<

Cr-Case-2 75<

(as large as 

possible)

Cr-Case-3 Average RH 

in siteCr-Case-4 14<

Fig. 13 Piecewise regression between volume-surface ratio 

and normalized ultimate creep coefficient

Fig. 14 Normalized ultimate shrinkage strain depending on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and relative humidity

Fig. 15 Piecewise regression between age of concrete when 

drying starts and normalized ultimate shrinkage strain

Table 5 Optimum shrinkage experimental variables

Variable

Age of 

concrete

 (days)

Relative 

humidity

RH (%)

Volume-surface 

ratio 

(mm)

Sh-Case-1

≤14

14<≤365

40<RH≤60

60<RH≤80

Same as 

Cr-Case-1

Sh-Case-2
Same as 

Cr-Case-2

Sh-Case-3
Average RH 

in site

Same as 

Cr-Case-3

Sh-Case-4 14<
Same as 

Cr-Cas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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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 조건에서 지속하중을 가한 상태의 실험체는 건조수

축과 크리프가 동시에 발생하기 때문에, 측정된 총 변형률에

서 건조수축 변형률을 제외시켜 크리프 변형률을 파악해야 

한다. 즉 건조수축 실험은 크리프 실험체와 동일한 크기의 

실험체를 사용하여 수행해야 한다. 앞에서 검토한 부피-표

면적비에 따른 극한 크리프 계수, 극한 건조수축변형률, 부

재 크기에 대한 상수 , 의 변화 중 가장 변화폭이 크게 나타

난 극한 크리프 계수를 기준으로 실험체 크기를 선정하는 것

이 가장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건조수축 실험체의 

부피-표면적비는 앞에서 제안한 크리프 실험체의 부피-표면

적비와 동일한 변수로 수행하며, 노출 시 재령, 상대습도에 

대해서는 실험 가능 환경에 따라 Table 5와 같이 최적 건조수

축 실험변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Sh-Case-1은 노출 시 재령, 상대습도, 부재의 크기에 대해 

실험이 가능한 경우이다. 노출 시 재령은 14일을 기준으로 

전･후 두 가지 재령을 실험변수로 선정하고, 상대습도 역시 

60 %를 기준으로 전･후 두 가지 상대습도에 대해 실험을 수

행한다. 건조수축 실험체의 부피-표면적비는 크리프 실험 

Cr-Case-1과 동일한 부피-표면적비의 실험체를 사용한다. 

이와 같은 실험변수를 통해 Fig. 14와 같은 극한 건조수축변

형률의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Sh-Case-2는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에 대해서만 실험이 

가능한 경우로, 크리프 실험의 Cr-Case-2와 같은 부피-표면

적비를 사용하여 Sh-Case-1의 노출 시 재령과 상대습도 변수

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다.

Sh-Case-3은 노출 시 재령에 대해서만 실험이 가능한 경우

이다. 여기서 Sh-Case-1의 노출 시 재령에 대한 변수를 사용

한다. 상대습도는 구조물이 시공될 지역의 평균 상대습도를 

적용하며, 크리프 실험의 Cr-Case-3의 부피-표면적비를 사

용한다. 

Sh-Case-4는 하나의 특정 조건에서만 실험이 가능한 경우

이다. 상대습도와 부피-표면적비는 Sh-Case-3과 같은 변수

를 사용한다. 노출 시 재령은 실제 구조물 시공계획에 맞춰

서 결정한다. 만약 시공계획이 불확실할 경우에는 Fig. 15에

서 급격히 기울기가 변한 재령인 14일 이전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 노출 시 재령을 선택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네 가지 장기거동 예측 모델 분석을 통해 

콘크리트 재령, 상대습도, 부재 크기와 형상이 일반적인 콘

크리트 장기거동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 결과를 토

대로 최소한의 실험으로 콘크리트 장기거동 특성을 예측할 

수 있는 최적의 장기거동 실험변수를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

서 파악된 콘크리트 장기거동 특성과 최적의 장기거동 실험

변수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극한 크리프 계수는 가압 시 재령이 증가할수록 비선

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재령 14일까

지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상대습도가 증

가함에 따라 극한 크리프 계수는 선형으로 감소하였으

며, 가압 시 재령과 부피-표면적비가 클수록 상대습도

의 영향을 더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극한 크리프 

계수는 부피-표면적비가 클수록 비선형으로 감소하였

다. 극한 크리프 계수 감소비율은 부피-표면적비 75 

mm, 200 mm를 기준으로 차이를 보였다. 시간에 따른 

크리프 계수 예측에 사용되는 부재 크기와 형상을 고

려하기 위한 상수 는 부피-표면적비가 커질수록 선형

으로 증가하였다.

2) 극한 건조수축변형률은 노출 시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재령인 14일까지 급격히 감소하다 그 이후 완만

한 기울기로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극한 건조

수축변형률은 상대습도와 부피-표면적비가 클수록 선

형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부재 크기와 형상에 

대한 상수 는 부피-표면적비가 증가함에 따라 비선형

으로 증가하였다.

3) 실험 가능 환경에 따른 최적 크리프 실험변수는 가압 

시 재령, 상대습도, 부재 크기(부피-표면적비)에 대해 

제안하였다. 모든 조건에 대해 실험이 가능한 경우는 

가압 시 재령 세 가지 변수(1~14일, 14~84일, 84~365일)

와 상대습도 두 가지 변수(40~60 %, 60~80 %), 부피-표

면적비 세 가지 변수(37.5 mm, 75~200 mm, 200 mm 이

상)를 선택하여 총 18가지 변수에 대한 실험을 통해 크

리프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모든 조건에 대한 실험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가압 시 재령과 상대습도(부피-표

면적비 고정), 또는 가압 시 재령(상대습도 및 부피-표

면적비 고정)을 변수로 실험을 수행한다. 이 역시 어려

운 경우에는 구조물이 시공될 지역의 평균 상대습도 

환경에서 실험 여건이 허락하는 범위 내의 실험체 크

기에 대해 재령 14일 이후에 가압하여 크리프 실험을 

수행한다.

4) 최적 건조수축 실험변수 역시 크리프 실험변수와 마찬

가지로 노출 시 재령, 상대습도, 부피-표면적비에 대해 

제안하였다. 세 가지 변수에 대해 실험이 가능한 경우, 

노출 시 재령은 14일을 기준으로 전･후 두 가지 재령을 

실험변수로 선정하고, 상대습도 역시 60 %를 기준으

로 전･후 두 가지 상대습도에 대해 실험을 수행한다. 

그리고 건조수축 실험은 크리프 실험체와 동일한 크기

(부피-표면적비)의 실험체를 사용하여 수행한다.

감사의 글

이 연구는 국토교통부 도시건축연구사업의 연구비 지원

(19AUDP-B147688-05)으로 수행되었습니다. 이에 감사드립

니다.

References

ACI Committee 209 (1992) Prediction of Creep, Shrinkage, and 

KAIST | IP:143.***.103.66 | Accessed 2021/04/29 10:19(KST)



628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31권제6호(2019) 

Temperature Effects in Concrete Structures (ACI 209R-92). 

Farmington Hills, MI; American Concrete Institute (ACI).

ASTM C192 (2006) Standard Practice for Making and Curing 

Concrete Test Specimens in the Laboratory. West Consho-

hocken, PA; ASTM International.

Bažant, Z. P., and Baweja, S. (2000) Creep and Shrinkage 

Prediction Model for Analysis and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Model B3. ACI Special Publications 194, 1-84.

Bažant, Z. P., and Murphy, W. P. (1995) Creep and Shrinkage 

Prediction Model for Analysis and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model B3. Matériaux et Constructions 28(180), 

357-365.

fib Bulletin 2 (1999) Structural Concrete-textbook on Behaviour, 

Design and Performance. Updated Knowledge of the CEB/ 

FIP Model Code 1990. Lausanne, Switzerland;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Structural Concrete (fib). 35-52.

Gardner, N. J., and Lockman, M. J. (2001) Design Provisions for 

Drying Shrinkage and Creep of Normal-strength Concrete. 

Materials Journal 98(2), 159-167.

ISO/TC 71/SC 1 (2004) Testing of Concrete - Part 3: Making and 

Curing Test Specimens (ISO 1920-3:2004). Geneva, Switzer-

l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Killick, R., Fearnhead, P., and Eckley, I. A. (2012) Optimal 

Detection of Changepoints with a Linear Computational Cost. 

Journal of the American Statistical Association 107(500), 

1590-1598.

Kim, N. Y. (2013) Korean Creep-shrinkage Database and Long 

Term Behavior Analysis of Concrete Bridge by Different Creep 

Models. Masters dissertation. Korea University. (In Korean)

Korea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KATS) (2014) 

Standard Test Method for Making and Curing Concrete 

Specimens (KS F 2403). Seoul, Korea: Korea Standard 

Association (KSA). (In Korean)

Lavielle, M. (2005) Using Penalized Contrasts for the Change- 

point Problem. Signal Processing 85(8), 1501-1510.

Lee, S. J., Kwon, S. H., Song, E. S., Kim, J. H., Lee, Y., and Zi, 

G. S. (2014). Database for Creep Tests Performed in Korea. 

KCI 2014 Spring Conference. 14-16 May 2014. Jeju, Korea; 

Korea Concrete Institute (KCI). 615-616. (In Korean)

Song, G. I., Lee, K. H., Yang, K. H., and Song, J. K. (2018) 

Creep Characteristic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 

Concrete and Prediction Model.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30(5), 517-524. (In Korean)

요     약  콘크리트 장기거동 예측 모델은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다. 구조물 장기거동 예측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실험실

수준에서 콘크리트 재료의 장기거동 실험을 수행하여 예측 모델을 보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장기거동 실험은 시간 및 비

용이 많이 소모되고 실험 여건에도 많은 제약이 따르기 때문에, 장기거동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영향 인자들에 대해 모두

실험을 수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최소한의 실험으로 장기거동 특성을 예측하기 위한 최적의 장기거동 실험변수

를 결정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 장기거동 예측 모델을 분석하여 설계기준 압축강도 40 MPa 급의 콘크리

트 장기거동 특성을 파악하였다. 파악된 장기거동 특성으로부터 크리프 및 건조수축 최적의 실험변수를 제안하였다. 크리프 실

험변수에 대해서는 가압 시 재령 세 가지 변수(1~14일, 14~84일, 84~365일), 상대습도 두 가지 변수(40~60 %, 60~80 %), 부피-표

면적비 세 가지 변수(37.5 mm, 75~200 mm, 200 mm 이상)로, 건조수축 실험변수에 대해서는 노출 시 재령 두 가지 변수(14일 기

준 전･후 두 가지 재령), 상대습도 두 가지 변수(40~60 %, 60~80 %), 부피-표면적비 세 가지 변수(크리프 실험체와 동일한 크기)

에 대해 실험하는 것이 재료모델을 구축하는데 타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콘크리트, 장기거동, 크리프, 건조수축, 실험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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