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콘크리트학회 2008년 가을 학술대회 논문집 365

잔골재 종류에 따른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

Comparison of rheological properties containing natural and crushed 

sands in self-compacting concr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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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recent, the crushed sand as a fine aggregate has increasingly used for concrete industry due to 

the shortage of natural sand from river and the growing demand for protection of natural 

environments. Aggregates may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properties of self-compacting 

concrete (SCC) including self-compacting mortar (SCM). The rheological properties of SCC and SCM 

using crushed sand as a fine aggregate has been compared to that of SCC and SCM using natural 

sand and mixed sand of both. Test results indicate that the yield stress of SCM containing 50% of 

mixed sand present higher than those prepared with natural sand and crushed sand according to SP 

content. the slump values of SCC with natural sand have approximately 5-15% higher than those of 

SCC with crushed sand. Also the L-box test values (H2/H1) of SCC with natural sand have 

approximately 20-30 higher than those of SCC with crushed sand under same water/cement ratio and 

viscosity enhancing admixture. 

요   약

최근, 하천에서 얻을 수 있는 자연모래의 부족과 환경 보호에 한 요구 등으로 인해 잔골재로써의 부

순 모래가 콘크리트 산업에서 사용이 증가되고 있다. 골재는 자기충  모르타르(SCM)를 포함한 자기 충

 콘크리트(SCC)의 특성에 큰 향을 다. 잔골재로 부순 모래를 사용한 SCC와 SCM의 유동  특성

을 자연 모래를 사용한 것과 두 가지를 섞은 모래를 사용한 SCC와 SCM과 비교 하 다. 실험결과는 

50% 섞인 모래가 포함된 SCM의 yield stress가 SP 함유량에 따른 자연 모래와 부순 모래보다 높다는 

것을 보여 다. 자연모래 SCC의 슬럼  값은 부순 모래의 SCC보다 거의 5-15% 높다. 한 같은 물/시

멘트비와 증 제에서 자연모래 SCC의 L-box test 값은 부순 모래 SCC보다 거의 20-30%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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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stics Natural sand (NS) Crushed sand (CS) 50% mixed sand

Specific   gravity 2.56 2.60 2.51

Absorption   capacity (%) 0.73 0.52 0.65

Moisture   content (%) 1.79 0.95 1.38

Fineness   modulus 2.42 3.25 2.70

Mix
Cement

(kg/m3)

Fly ash

(kg/m3)

Water

(kg/m3)

Fine Agg.

(kg/m3)

Coarse Agg.

(kg/m3)

SP

(kg/m3)

VEA

(kg/m3)

SCC-NS 400 100 180 834 795 1.0, 1.5 and 2.0% 0.25 and 0.5%

SCC-CS 400 100 180 885 742 1.0, 1.5 and 2.0% 0.25 and 0.5%

SCC-NCS 400 100 180 860 768 1.0, 1.5 and 2.0% 0.25 and 0.5%

1. 서론

지난 20년 동안 자기 충  콘크리트 (SCC)는 높은 유동성과 분리에 한 강한 항성으로 폭 넓게 

발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 잔골재로 사용되는 부순 모래는 자연 모래의 부족과 환경 보호의 요구가 

높아짐에 따라 그 사용이 증가 되고 있다. 부순 모래는 자연모래와 비교 했을 때  모양, 강도, 비 과 

화학 , 물  구성이 다르다. 이것은 부순 모래의 특성이 원석과 공정 과정에 큰 향을 받는다는 것

을 뜻한다[1]. 이 모든 차이는 SCC의 생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을 포함한 자기 충  콘크리트의 특성

에 요한 항을 미친다. 즉 본 연구의 주요 목 은 자기 충  콘크리트의 유동  거동에서 잔골재로

의 부순 모래의 향에 한 실험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2. 실험 방법

 

2.1 재료

SCC에서 잔골재로의 부순 모래의 향에 한 비교를 하기 해, 본 연구에서는 자연 모래, 부순 

모래, 그리고 자연 모래와 부순 모래를 50% 혼합한 것 등 세 가지의 다른 잔골재를 사용하 다. 이들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잔골재의 특성에 한 요약은 표 1에 주어진다.

표 1 Summary of the characteristics of the fine aggregates

이 실험 로그램에서는 비 이 3.16이고 분말도가 3548 ㎠/g인 type I 시멘트가 사용되었다. 고성능 

감수제는 비 이 1.04, PH=6.7 그리고 19%의 고형물을 가진 폴리 카본계 감수제를 사용했으며  증

제로는 아크릴 혼합물이 사용되었다.

2.2 배합설계와 비율

 2.2.1 자기 충  모르타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type I)와 시멘트 량의 20%를 치환한 fly-ash, 고성능 감수제 (SP)와 증 제

(VEA)를 혼합한 총 18개의 자기 충  모르타르 (SCM)는  자연 모래(NS), 부순 모래(CS)와 자연 모

래와 부순 모래를 50%섞은 것(NCS50) 이 세 가지 다른 타입의 골재의 유동특성을 악하 다. SCM

의 유동  특성은 상온에서 작은 sample adapter spindle이 장착된 Brookfield사의 Rheometer(Model 

DV-III Ultra)를 사용해 측정되었다. 시험은 각각 100, 50, 30, 20, 10, 5 rpm 한 단계씩 진행되었다. 각 

spindle의 rotational speed, torque, shear rate, shear stress, 와 viscosity data는 측정 로그램을 사용

해 기록 되었다. 한 SCM slump flow test는 면 지름 100mm, 윗면 지름 70mm, 높이 50mm의  잘

려진 원추형 모양의 슬럼  기구를 사용해 측정했으며. 모든 테스트는 실온 상태에서 측정했다.

2.2.2 자기 충  콘크리트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잔골재를 사용한 자기 충  콘크리트(SCC)의 유동  특성을 평가하기 해, 

36개 SCC 혼합물은 0.45의 일정한 물시멘트비로 실험되었다. SCC에 한 배합 비율은 표3에 주어졌

다. 이 연구에 사용된 잔골재와 굵은 골재의 내용은 골재의 비 과 분말도율에 따라 약간 바 어졌다.

표 3 Mix proportions of basic SCC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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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각각의 세 가지 다른 잔골재가 혼합된 SCC의 유동  특성을 측정하기 해, slump flow test, 

L-box test,  V-funnel test, T500 test 가 본 연구에 사용되었다. 

3. 실험 결과  고찰

 

3.1 자기 충  모르타르

viscosity와 일정한 물시멘트비에서의 shear stress, 그리고 세 가지 다른 타입의 잔골재의 형 인 

변화는 그림1과 2에서 나타난다. viscosity는 속도(rpm)의 증가에 따라 어들고, 50% 섞인 모래 SCM

은 다른 두 가지 경우보다 높은 값을 보여 다. 이는 자연 모래가 부순 모래에 섞이면서 더 조 해지

는 충  효과 때문이다. 그러나 shear stress는 부순 모래의 SCM이 다른 두 가지 이스 보다 조  

높다는 것을 보여 다. SCM의 부순 모래 골재 사이에서 마찰이 더 발생하기 때문이다. 

그림 1 A typical variation of viscosity            그림 2 A typical variation of shear stress  
 

그림3은 일정한 물시멘트비(0.45)와 증 제 상에서 세 가지 다른 잔골재에 한 SCM의 형 인 yield 

stress를 보여 다. 50%섞인 모래를 포함한 SCM의 yield stress는 SP가 함유된 자연모래와 부순 모래 

상태 보다 높게 나타난다. 이 실험  결과는 SCM의 유동  특성은 잔골재의 형태와 계가 있음을 보

여 다. 잔골재로의 자연모래와 부순 모래사이의 배합 비율은 자기충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에 

향을  수 있다. 

   그림 3 Typical variation of yield stress                그림4 Slump flow of self-compacting concrete

3.2 자기 충  콘크리트

SCC에 한 유동성 시험의 결과는 표4와 같다. 자연 모래의 SCC의 슬럼  값은 부순 모래 SCC 보

다 거의 5-15% 높다. 한 자연모래의 L-box test 값(H2/H1)은 같은 물시멘트비와 증 제 상에서 부

순 모래의 SCC 보다 거의 20-30 높은 값을 가진다. 그러나 T500과 Y-funnel test는 각 이스 마다 넓

은 변화를 보여 다.

                         표 4 Properties of SCC mixes (VEA=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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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럼  콘을 사용해서 결정한 세 가지 다른 잔골재의 SCC의 슬럼  값은 0.25와 0.5의 증 제 각

각에 하여 그림4에서 나타난다. 고성능 감수제의 포함에 따라, 50% 섞은 SCC의 슬럼  값은 자

연 모래와 부순 모래의 SCC보다 크게 증가한다는 것을 그림4를 보면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섞은 

모래를 이용해 원하는 SCC의 슬럼  값을 쉽게 조 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4. 결론

이 논문은 세 가지 다른 종류의 잔골재의 SCM과 SCC의 유동  특성에 한 포 인 실험  연구

를 보여 다. 실험  결과에 의해, 도출되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부순 모래를 포함한 자기 충  모르타르의 viscosity는 자연 모래를 포함한 SCM보다 약간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50% 섞인 모래를 포함한 SCM은 가장 높은 값을 보여 다.

  2) 부순 모래를 포함한 자기 충  모르타르의 yield stress는 자연 모래를 포함한 SCM보다 약간 높

게 나타난다. 이 실험  결과는 SCM의 유동  특성은 잔골재의 종류와 연 이 있음을 나타낸다. 잔골

재로의 자연 모래와 부순 모래의 배합 비율은 자기 충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에 향을  수 있

다. 

  3) 자연 모래의 SCC의 슬럼  값은 부순 모래의 SCC 보다 거의 5-15% 높게 나타난다. 한 같은 

물시멘트비와 증 제 상에서 자연 모래의 SCC의 L-box test 값(H2/H1)은 부순 모래의 SCC보다 거의 

20-30 높게 나타난다.

  4) 향후 자기 충  모르타르와 자기 충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에 한 분산된 결과에 한 연구

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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