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Bleed test methods currently being specified in KS, ASTM and BS are the methods to read the 
height of bleed water and volume changes of mortar poured into transparent cylinder. Time for 
measuring of bleed are specified as 3, 20 hours in KS specification, while bleed is measured at 3 
hour and change of volume is measured at 24 hour in ASTM and BS specification. Like these, bleed 
test takes a lot of time to conduct. Another method to measure the bleed is the pressure filter test. 
This method predict the bleed by measuring the passed water through the fiber glass filter under 
pressure. This pressure filter test  developed by Schupack in 1971 has an advantage in predicting 
the bleed in shorter time. However, data correlating the pressure filter test results with amount of 
bleed are limited. Therefore, this study aims at verifying the availability of pressure filter test as a 
method to predict the bleed and deriving the relation between this test results and bl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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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재 KS와 ASTM, BS 등에 규정되어 있는 블리딩 시험방법은 수직 원통 용기에 일정량의 모르타

르를 채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블리딩량과 부피팽창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블리딩 측정 

시간은 KS에서는 3시간과 20시간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ASTM과 BS에서는 블리딩은 타설 후 3시간

에 측정하고 부피변화는 24시간 후에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등 시험에 비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이 있다. 모르타르의 블리딩을 측정하는  다른 시험법으로 가압거름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는 압력을 가하여 미세한 직경의 공극을 가지는 필터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

로 간 으로 블리딩양을 측하는 방법이다. 1971년 Schupack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빠른 시간에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실험결과와 블리딩양과의 상 계 

등에 한 정립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압거름방법에 의한 시험 방법과 기존의 

시험 방법을 비교하여 가압거름방법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블리딩 양에 한 상 계를 도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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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wed the limit that it is difficult to assure of depth of concrete-cover in surface of structure. 

With this reason, this study suggests the Stirrup-Cutting Near Surface Mounted (CNSM) 

Method which can ensure to have the strengthening depth even thought it was hard to apply 

the NSM method to the deteriorated surface of concrete. In the result of the test, the flexural 

behavior of the structure applying the NSM and CNSM method was similar and it was 

evaluated that the effective strengthening length of reinforcement for NSM and CNSM method 

was more than 70% of s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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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배경  목

  재 통용되고 있는 블리딩 시험 방법은 원통 용기에 일정량의 모르타르를 채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블리딩량과 부피팽창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시험에 비교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특징

이 있다. 모르타르의 블리딩을 측정하는  다른 시험법으로 가압거름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이는 압

력을 가하여 미세한 직경의 공극을 가지는 필터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 으로 

블리딩양을 측하는 방법이다. 1971년 Schupack에 의해 고안된 방법으로 빠른 시간에 결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는 반면, 아직 연구가 미흡하여 실험결과와 블리딩양과의 상 계 등에 한 정

립이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압거름방법에 의한 시험 방법과 기존의 시험 방법을 비교하여 가압거름방

법에 한 타당성을 검증하고, 블리딩 양에 한 상 계를 도출하 다.

2. 재의 시험 방법  기

(1) 모르타르 시편 블리딩 시험

  KS1)와 ASTM2), BS3) 등에 규정되어 있는 시험방법으로 수직 원통 용기에 일정량의 모르타르를 채

우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화하는 블리딩량과 부피팽창을 측정하는 방법이다. KS에서는 직경 50 

mm의 실린더를 200 mm 높이로 채우고, ASTM은 1000 mL 실린더에 800 mL를 채우며, BS에서는 

50 mm 직경의 실린더에 150 mm를 채워서 부피  블리딩 변화를 측정한다. 

  블리딩 측정 시간은 KS에서는 3시간과 20시간으로 규정된 반면, ASTM과 BS에서는 블리딩은 타설 

후 3시간에 측정하고 부피변화는 24시간 후에 측정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2) 가압거름 시험 (Pressure Filter Test; Schupack pressure test)

  압력을 가하여 미세한 직경의 공극을 가지는 필터를 통과하는 물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간

으로 블리딩량을 측하는 방법4,5)이다. PTI Specification6)에서 그라우트의 블리딩 시험방법으로 규정되

어 있으며, 시공 상 구조물의 높이에 따라 주입되는 압력과 허용 최  블리딩 양을 규정하고 있다.

3. 실험 연구

3.1 실험 계획

  가압거름 시험 방법의 정성 검토를 하여 블리딩 양과 가압거름 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고 상호 

계를 검토하 다. 시험에는 물과 시멘트를 혼합한 시멘트 풀을 사용하 다. 블리딩량은 물-시멘트비

에 큰 향을 받기 때문에, 블리딩량을 조 하기 하여 4종류의 물-시멘트 비를 배합변수로 시험을 

수행하 다. 시험에 사용된 배합의 물-시멘트비(W/C)는 0.35, 0.4, 0.45, 0.5 이고, 별도의 유동화제와 

팽창혼화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각 배합에 하여 ASTM의 규격에 따른 방법으로 시간에 따른 블리딩 변화량을 측정하 고, 동시

에 가압거름 시험방법을 사용하여 투과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 다.

3.2 모르타르 블리딩 높이 변화 측정

  모르타르 블리딩 측정은 타설 이후 처음 1시간 동안은 10분 간격으로, 이어 2시간은 30분 간격으로 

블리딩과 그라우트의 높이를 측정하 으며, 타설 3시간 후에 블리딩된 물을 추출하여 부피를 측정하



다. 블리딩량은 기부피에 한 비율로 계산하 다. 

3.3 가압거름방법

  그림 1의 실험용기에 약 200mL의 시료를 채워 넣고, 압력이 가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10분간 안정을 

시킨 후에 가압을 수행한다. 실험에서 질소가스를 이용하여 20psi의 압력을 5분간 가하 으며, 1분 간

격으로 투과되는 물의 양을 측정하 다. 투과된 물의 양을 시료의 기 부피에 한 비율로 계산하

다. 실험 온도는 약 12℃ 이다.

4. 실험 결과

  블리딩 측정결과를 시간에 따른 블리딩량으로 그림 3에 나타내었다. 결과에 따르면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블리딩되는 물의 양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으며, W/C가 0.5인 경우 블리딩이 계속 진행 

임을 알 수 있다. 

  가압 거름방법에 의한 거름량 측정결과를 그림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 따르면 물-시멘트비가 높을

수록 투과되는 물의 양이 많아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5는 가압 거름 시험 후 수분이 빠져나가 부피

가 감소된 시료의 모습을 나타낸다.

               

  그림 1 가압거름 시험 방법의 개요도     그림 2 시멘트 풀의 블리딩 높이 측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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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 시멘트풀의 블리딩 측정 결과                그림 4 가압 거름량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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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 시험 후 수분이 빠져나가 부피가 감소된 모습     그림 6 블리딩량과 가압 거름량의 계

5. 결론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모르타르 블리딩 실험과 가압거름실험 방법 모두 물-시멘트비에 따른 경향, 

즉 물-시멘트비가 높아질수록 측정값이 커지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한, 두 실험 결과의 계는 

그림 6과 같은 비례 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실험시 압력 유지 장치의 정 도가 다소 부

족하 고, 블리딩이 없는 경우에 한 실험 결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정확한 상 계를 도출하기 해

서는 추후 이에 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타설 후 3시간까지의 블리딩을 측정한 결과 물-시멘트비가 0.35인 경우에도 1% 이상의 블리딩이 발

생하 다. 고속도로공사 문시방서에서는 PSC 그라우트용으로 물-시멘트비를 0.45 이하로 추천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이 경우에도 기 3시간의 블리딩을 방지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

에 사용된 시멘트가 시 에서 동 기에 구입한 시멘트로써 약간의 풍화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에 

한 향을 포함하여 그라우트용 시멘트 풀의 블리딩에 한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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