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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 설 특 강

고강도 콘크리트 및 그 적용에 관하여

박박 순순 전전 기술연구소 건축연구담당 책임연구원(rnd@lotteconst.co.kr)

노노 재재 호호 SIKA KOREA 이사

1.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의와 활용

콘크리트가 인간 생활과 접한 관계를 가진 이후 콘크리트의 품질 개선을 위한

인간의 노력은 계속되어 왔으며 현 사회의 도시 집중화에 따른 구조물의 고층화(초고층화, 심층지하구조물

등), 형화(장지간 구조물, LNG탱크 등) 및 특수화(해양구조물, 원자력발전소 등) 등에 의한 기술적, 경제적

요구로 인해 건축 및 토목구조물 설계자에게 한 보다 높은 강도와 강한 재료에 한 필요가 계속적으로 증

가하고 가고 있는 상황이다. 

시 적 흐름에 따라 고강도 콘크리트의 정의는 계속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1950년 에는 압축강도 35MPa, 1960년 에는 40MPa 이상이 고강도 콘크리트로 간주되어 상업적으로 사

용되었으나 1970년 초에는 압축강도 60MPa의 콘크리트가 생산되기 시작하 으며 1980년 에는 압축강

도 100MPa의 콘크리트가 등장하여 조립식 건물과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2000년

에 들어서는 압축강도 150MPa의 레미콘 상용화가 가능하게 되었으며 1990년 중반에 등장한

RPC(Reactive Powder Concrete)는 압축강도가 200~800MPa로 콘크리트의 경계를 콘크리트와 강재의

복합재료의 역으로까지 넓히게 되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보통 콘크리트보다 높은 강도의 콘크리트로 그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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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어 1950년 에

는 350kgf/cm2(5,000psi) 이상, 그리고 1960년

부터는 420kgf/cm2(6,000psi) 이상의 콘크리트를

고강도 콘크리트로 분류하 다. 

미국 콘크리트학회 고강도 콘크리트 분과위원회

(Committee 363)는 1984년의 보고서에서 보통 중

량 콘크리트(normal weight concrete)의 압축강도

는 420kgf/cm2, 그리고 경량 콘크리트는

280kgf/cm2을 고강도 콘크리트로 분류하 다. 최

근에는 보통중량 콘크리트로서 420kgf/cm2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트로, 그리고 1,050kgf/cm2 이상을

초고강도 콘크리트(ultra-high strength concrete)

로 정의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FIP/CEB에서 1990년에 High

Strebgth Concrete of the Art Report를 발간하여

유럽 지역을 중심으로 지침서를 발간하 으며 각국

별 고강도 콘크리트 관련 진행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르웨이는 유럽 지역에서 가장 고강도 콘크리트

를 많이 활용하고 있다. 북해에 콘크리트 해양 플랫

폼을 세우면서 내구성이 우수한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1970년 이후 활발하게 되었다. 1970년

초에는 28일 재령 압축강도 400~450kgf/cm2의

콘크리트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1980년 에는 압축

강도 450~600kgf/cm2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5종 시멘트와 펌프압송성 향상을 위해 실리카 흄이

사용되고 있으며 고속도로와 교량이 내마모성이 큰

압축강도 600~700kgf/cm2의 고강도 콘크리트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국은 고강도 콘크리트 관련 지침이 아직 없으며

1976년 시멘트협회와 시멘트∙혼화제협회가 공동으

로 콘크리트의 유동성 확보에 중점을 둔 유동화 콘

크리트 보고서를 작성하여 이를 프리캐스트 콘크리

트 분야에 이용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도 초기에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증진

을 목적으로 개발이 진행되어 1974년에 서독 철근

콘크리트협회에서 유동화 콘크리트의 제조와 시공

에 관한 지침이 작성되었다. 

근래에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응용이 활발하게 진

행되어 건축물과 원자력 발전소 등에 압축강도

500kgf/cm2 이상의 콘크리트가 시공되고 있으며

고강도 콘크리트의 90% 이상이 유동화 콘크리트로

제조되고 있다.

프랑스는 1985년 라데빵스 아치에 압축강도

600kgf/cm2, Ile De Re와 sylans Viaduct 교량

에 600~700kgf/cm2의 콘크리트를 시공하 으며

1996년도의 4차 High Performance Concrete

Workshop에서는 고인성 콘크리트(Reactive

Powder Concrete)를 개발 결과를 발표하 다.

캐나다에서는 1997년에 압축강도 3,000kgf/cm2

의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셔브룩(sherbooke) 교량

에 실제 적용하 으며 1998년에는 8,000kgf/cm2

고인성 콘크리트의 개발을 발표하 다. 일본은 과거

지진을 고려하여 건축물 높이를 15~18층 이하로

제한하다가 근래 내진기술의 향상 및 고강도 콘크

리트의 개발로 인해 고층 건축물의 시공이 활발해

져 RC 초고층 주택이 전체 주택 형식의 약 70%를

차지하는 등의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이 확 되고

있으며 최근 동경지역의 재개발에 초고층 건축물에

압축강도 1,000kgf/cm2 이상의 초고강도 콘크리트

가 다수 적용될 예정이다.

국내의 경우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적용을 위한

많은 변화가 시도되었으며 그 중에는 1988년에 극

한강도 구조설계법에서 구조용 콘크리트의 정의를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압축강도 150kgf/cm2 이

상, 420kgf/cm2 이하로 제한하여 압축강도가

420kgf/cm2을 넘는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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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제약이 따랐으나 1994년 개정판에서 상한

선을 삭제하고 구조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180kgf/cm2로 채택함으로써 고강도 콘크리트의 이

용이 활발하게 되었다.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서는 1986년도판에는 고

강도 콘크리트의 정의를 압축강도 270~360kgf/cm2

이하로 하고 있으나 1994년도판에는 압축강도

300kgf/cm2 이상으로 개정하 으며 시공을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보완되었다. 

그리고 1999년에 개정된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서는 압축강도 400kgf/cm2 이상을 고강도 콘크리

트로 정의하고 있다.

2. 고강도 콘크리트의 필요성

근래 각국에서 50층 이상의 초고층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등장과 함께 중저층의 구조물에도 장지간의

스팬을 요구하는 건축 및 토목구조물에 한 요구가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우의 콘크리트의 설계기

준강도는 약 450~500kgf/cm2 정도이며 약 100

층의 건축물을 설계할 경우는 800~1,000kgf/cm2

의 사용이 보편화되어 이에 관한 연구 및 시공지침

과 구조설계법 등이 발간되고 있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고층구조물에서 매우 유효하

게 사용되는 구조재료로서 강도 증가에 따라 높은

하중을 부담하면서도 단면이 축소되는 장점으로 그

강도도 계속적으로 증가하여 왔다. 

고강도 콘크리트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미국에서

는 1950년 에는 350kgf/cm2 이상이면 고강도로

간주되었으나 1960년 에는 450~520kgf/cm2 정

도가 상업용으로 이용되었으며 1970년 초에는

630kgf/cm2의 콘크리트가 시카고 지역을 중심으로

생산되었으며 1982년에는 770kgf/cm2의 콘크리트

를 사용한 시카고 머쳔타일 익스체인지(Chicago

Merchantile Exchange)가 완성되었다. 그리고

1987년에는 시애틀의 투 유니온 스퀘어 빌딩(Two

Union Square Building)에 1,330kgf/cm2의 콘크리

트가 타설되었다.

전세계적으로 초고층 건물의 설계와 시공이 활발

해지고 있는 현재 시점에서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

용은 급속히 증가할 것으로 기 된다. 국내에서도

사무실용만이 아닌 주거용 건축물도 초고층화가 진

행되고 있으며 새로운 주거 형태로 규모 초고층

주상복합건물이 세워진고 있다. 

이러한 초고층 구조물에 보통 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할 경우, 건물 자중의 증가에 의해 저층부에서

기둥, 벽체와 같은 수직구조부재의 단면이 커지게

되고 고층부에서는 바람 및 지진 등의 수평하중 증

가에 의한 수평변위(side way)가 증가하여 구조물

의 안전성과 사용성에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으

며 부재 단면의 증 에 의한 사용 면적의 감소로

구조물의 경제성이 저하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초고층 건축물의 수직부재에는 단면의 축

압축강도 및 휨강도가 우수한 초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고 건물의 자중증가에 큰 향을 미치는 수

평부재에는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고품질 콘

크리트의 시공에 의한 내구성 증진 및 구조물 부재

단면 축소 및 자중 감소 효과를 기 할 수 있으며

휨 성능 증가로 수평변위의 감소와 콘크리트의 초

기강도 증진에 따른 조기 거푸집 탈형을 기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인 측면에서 단위면적에 한 철

강재와의 가격 비교가 약“30:1”이므로 강재를 사용

한 경우보다 훨씬 큰 경비의 절감을 기 할 수 있

어 다양한 수평 및 수직 구조부재를 사용한 초고층

건축물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하면 적절한 구조

물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경제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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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구가 가능하다. 

초고층 주거시설에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

근 콘크리트 구조물을 적용할 경우에 사용성과 내

구성 증진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1. 철골조보다 공기가 빠르다.

2. 철골조보다 경제성이 뛰어나다.

3. 층고를 줄일 수 있다.

4. 진동과 소음이 적어 주거성능이 향상된다.

5. 화재시에 유리하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경제성 제고는 다음의 3가지로

정리된다.

1. 제조가격 상승에 비하여 강도 증가의 비율이

크므로 강도/단위경비 비율이 높다.

2. 강도의 증가에 비하여 중량의 증가가 매우 적어

강도/단위중량 비율이 크다.

3. 제조가격 상승과 비교한 탄성계수 증가율이

높아 강성/단위경비의 증가가 크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세부적인 경제성 평가를 위하

여는 다음 사항에 한 변수를 고려하여야 한다.

1. 기획입지조건 및 건축물의 기능, 용적률 및 실

사용 면적

2. 설계

- 기본요인:평면, 건축물의 층수 및 높이, 스팬

및 층고

- 외적요인:하중 종류(축하중, 횡하중, 휨/압축/

전단응력 및 좌굴 등) 및 내구사항

- 내적요인: 콘크리트의 강도, 부재 크기(단면적),

철근 강도 및 철근비

3. 시공 : 공사비용, 기간, 인력 및 장비의 활용,

재료가격 및 조달, 품질관리

4. 유지관리 : 안전성, 내구성, 유지관리및보수비용

3. 고강도 콘크리트의 사용

고강도 콘크리트의 주된 적용 상은 초고층 건

축물이며 세계적인 고층건물 분야는 미국에서 주도

하고 있으며 철골 구조물로는 1931년의 뉴욕의 엠

파이어 스테이트 빌딩(102층, 381m) 및 1974년의

시카고의 시어스 타워(110층, 443m)가 표적인 예

이다. 철근 콘크리트 초고층 구조물의 건축은 비교

적 늦게 시작되어 1965년의 시카고의 레이크 포인

트 타워(70층, 설계압축강도 527kgf/cm2)와 1975

년의 시카고의 워터 타워 팰리스(74층, 262m, 설계

압축강도 633kgf/cm2) 등이 세워진 바 있다. (표 1

참조)

지금까지 최고 강도의 콘크리트가 시공된 건축물은

시애틀의 Two Union Square Building으로 62층

(230m)의 복합기둥에 압축강도 1,300kgf/cm2의

초고강도 콘크리트가 사용되었다. 

이는 우수한 품질의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하여 낮은

물시멘트비(W/C = 0.22)를 확보하고 높은 시멘트

량, 최 크기가 작고(10mm) 우수한 품질의 골재와

실리카 흄의 사용에 의해 가능하 다. 설계강도는

56일 재령을 기준으로 하 으며 이러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적용은 강도의 목적 이외에도

436,500kgf/cm2의 높은 탄성계수에 의한 큰 강성

(stiffness)를 확보하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시애틀

의 경우, 바람의 향이 커서 철골조인 경우에는 고

층부의 흔들림이 너무 커서 사람이 업무를 보기가

어려울 정도인 것으로 예측되어 강성이 큰 초고강

도 콘크리트가 사용되게 되었다.

그 동안의 고층건축물은 주로 미주 지역에 편중

되어 있었으나 최근에는 아시아 지역에도 많은 초

고층 건축물이 등장하고 있다. 이 중에는 1986년

싱가포르의 래플즈 시티(Raffles City, 7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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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m), 1992년의 홍콩의 센트럴 플라자 빌딩

(Central Plaza Building, 78층, 374m), 1996년의

말레이지아의 페트로나스 타워(92층, 453m), 1996

년 중국 센젠의 슈힝 스퀘어(Shun Hing Square,

102층,384m), 1998년 중국 샹하이의 진마오 빌딩

(Jin Mao Building, 88층, 421m), 2003년 홍콩의

투 인터네셔날 파이낸스 센터(Two International

Finance Center, 88층, 412m)와 2004년도에 건

축되어 현존하는 최고 높이의 빌딩인 만의 타이

뻬이 101(101층, 509m) 등이 있다. 외국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한 건축물들의 표적인 예를 표 1

에, 그리고 교량의 예를 표 2에 나타내었다. 

국내의 고층빌딩으로는 1978년의 서울 롯데호텔

(37층, 138m), 1980년 의 63빌딩 (63층, 249m),

한국종합무역센터 (57층, 229m) 등이 있으나 고강

도 콘크리트의 사용은 1980년 중반까지는 실적이

없었으며 1985년에 준공된 Lucky Twin Tower(골

조 Tubular R.C. 구조)가 30층 이상의 건물에 설

계기준압축강도 280kgf/cm2의 콘크리트를 적용한

최초의 건물이었다. 이후 한일건설의 랜드로바, ㄜ

신성의 등포 지점, ㄜ 우의 한국 신용유통 등에

300kgf/cm2의 콘크리트가 사용되었으나 포스트텐

션 구조물용이나 유동성 확보 측면에서 사용되었으

며 고층건물의 수직부재 응용측면에서는 적용이 미

흡하 다.

이후 1990년도 삼성 분당C시범단지 아파트

(20~30층), 1991년 삼성산본 아파트(15층),

1993년 삼성생명 양재사옥 등에 28일 압축강도

500kgf/cm2, ㄜ 우 진해현장 등에 28일 압축강도

700kgf/cm2, 1994년 방동 삼성주상복합건물에

700kgf/cm2 및 1,200kgf/cm2의 고강도 콘크리트

가 시험시공되었다. 

건축물명 최 콘크리트
설계강도,kgf/cm2층수년도*위치

표 1. 외국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건축물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년도

Tour de la Bourse (Place Victoria) Montreal, Canada 1964 47 420

Lake Point Tower Chicago, USA 1965 70 527

Midcontinental Plaza Chicago, USA 1972 50 633

Frontier Towers Chicago, USA 1973 55 633

Royal Bank Plaza Toronto, Canada 1975 43 619

Water Tower Palace Chicago, USA 1975 79 633

River Plaza Chicago, USA 1976 56 633

Helmsley Palace Hotel New York, USA 1978 53 562

Richmond-Adelaide Center Toronto, Canada 1978 33 619

Larimer Palace Condominiums Denver, USA 1980 31 562

Texas Commerce Center Houston, USA 1981 75 527

City Center Project Minneapolis, USA 1981 52 562

S. E. Financial Center Miami, USA 1982 53 492

Petrocanada Building Calgary 1982 34 510

Chicago Mercantile Exchange Chicago, USA 1982 40 633

Pacific Park Plaza Emeryville, CA 1983 30 457

Two Union Square Building Seattle, USA 1987 56 1,330

Scotia Plaza Canada 1987 68 700

Petronas Tower Malaysia 1996 92 800

Trump World Tower New York, USA 2001 72 5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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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weman River Bridges Washington, USA 45 492

Willow Bridge Toronto, Canada 1967 48 422

Huntington to Proctorville W. Va. to Ohio, USA 1968 275 562

Nitta Highway Bridge Japan 1968 30 562

San Diego to Coronado California, USA 1969 43 422**

Kamindshima Highway Bridge Japan 1970 86 562

Octanbe Railway Bridge Japan 1973 24 802

Fukamitsu Highway Bridge Japan 1974 26 703

Akkagawa Railway Bridge Japan 1976 802

Pasco-Kennewick Intercity Washington, USA 1978 299 422

Linn Cove Viaduct North Carolina, USA 1979 55 422

Houston Ship Canal Texas, USA 1981 229 422

1995년도에 우성 도곡동 캐릭터 199(38층 3개

동) 전층에 압축강도 420kgf/cm2이의 콘크리트가

구조설계에 반 되어 고강도 콘크리트의 상용화가

실시되었으며 2003년 준공된 서울 도곡동 타워 팰

리스 III(69층, 261m)에는 800kgf/cm2, 목동 현

하이페리온(69층, 256m)에는 600kgf/cm2의 콘크

리트가 사용되었다.

4. 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 시공

및 품질관리

4.1 물결합재비(Water/Binder Ratio) 및

배합설계(Mix Design)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제조를 위하여는 물결합재

비를 낮게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고성능감수

제의 사용이 필수적이다. 설계기준 압축강도

400~500kgf/cm2의 고강도 콘크리트 제조를 위하

여는 30~35%의 물결합재비가 많이 사용되며

1,000kgf/cm2 이상의 강도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물결합재비를 20% 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배합설계는 반드시 사전 시험배합을 통해 확인되

어야 하며 현장실기실험을 통하여 현장 재료의 여

건 및 설비를 고려한 최종배합이 결정되어야 한다.

4.2 배합(Mixing)

고강도 콘크리트는 배치 플랜트 및 믹서 등의 성

능을 고려하여 배합되어야 하며 배합과정은 표준시

방서에서 권장하고 있는 방법에 따라 실시되어야

한다. 믹서의 성능을 파악하기 위하여 일정 기간 동

안 배합된 표본을 추출하여 균질성 시험을 실시하

여야 한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시

멘트량이 많고 단위수량이 적어 배합이 어렵고 고

성능감수제의 성능발휘를 위하여 배합시간의 증가

가 요구된다. 재료의 투입은 일반 콘크리트와 유사

교량명
최 콘크리트

설계강도,
kgf/cm2

최 스판 길이
(m)

년도*위치

표 2. 외국 고강도 콘크리트 사용 교량

*  고강도 콘크리트 타설년도

** 경량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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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레미콘 생산성능을 고려하고 고성능감수제의

성능을 높이도록 재료의 투입 순서와 시기 등에

하여 검토가 필요하다.

4.3 운반(Transportation)

고강도 콘크리트는 재료의 작업성 손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속히 운반되어야 하며 특히 하절기 등의

콘크리트 온도가 상 적으로 높은 경우에는 콘크리

트의 작업성 확보를 위한 책이 사전 수립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이러한 용도로 시간 경과에 따른 슬

럼프 로스를 방지하는 폴리카본산계 고성능감수

제가 개발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

4.4 타설(Placing)

고강도 콘크리트의 타설에는 타설량 및 타설높이

등을 고려하여 버킷 혹은 펌프가 주로 사용된다. 펌

프카 사용시에는 펌프관의 굽힘이 최소화되도록 하

며 연속적 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고층부

분에 압송할 경우에는 펌프 압력의 계산에 주의하

여야 한다. 초고층 압송시에는 2단으로 나누어 압송

하기도 하나 최근에는 초고층용 펌프카 장비가 개

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4.5 다짐(Compaction)

고강도 콘크리트는 점성이 커서 유동성을 높인

경우에도 골재분리가 적으나 철근 등이 과 배근인

경우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1개소에 지나치

게 긴 진동을 주지 않고 내부 진동기의 삽입간격을

좁게 하며 진동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좋다.

4.6 양생(Curing)

고강도 콘크리트는 단위시멘트량이 높아 수화열이

많이 발생하므로 하절기에는 충분한 수분공급을

위하여 피막양생 이외에 추가로 물을 공급하는

습윤양생(Ponding, Spray, Wet Burlap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동절기에는 수화열 응력에 의한

온도균열 예방을 위한 보온양생이 준비되어야 한다.

4.7 거푸집(Mold)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각종 하중 및 측압에

안전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유해한 누수가 없고 콘

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고 제거가 용이하여야 한다.

고강도 콘크리트는 유동성이 크므로 일반 콘크리

트에 비해 거푸집에 미치는 측압이 증가한다. 

초기의 습윤양생 기간이 길수록 콘크리트의 고강도가

확보되므로 거푸집의 존치기간이 길수록 고강도 콘

크리트의 강도확보에 유리하나 실제공사에서는 경

제성이 고려되어야 하므로 거푸집 제거 후의 충분한

수분공급과 온도 유지를 위한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ACI363에서는 거푸집 제거를 콘크리트의 강도가

약 80kgf/cm2 정도 확보되 이후에 실시하도록 권

장하고 있다.

4.8 품질관리(Quality Control)

고강도 콘크리트는 재령 28일 이후에도 압축강도가

계속 증가하고 고층구조물에서 하단부분은 1년

이상의 기간까지도 완전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으므로

압축강도 시험 기간이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 고강

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시험방법에 따라 크게

좌우된다. 

공시체의 제조 및 시험시편의 준비에 세 한

관심을 가져야 하며 압축강도 시험시의 공시체는

양면이 완전히 편심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시험

기기의 강성은 압축강도 발현에 큰 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하여 압축강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험기기는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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