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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flowable concrete manufactured in domestic products of cement, 

aggregates, and SP admixtures were investigated by experiments and the predictive model of 

rheological characteristics of flowable concrete has been newly proposed considering with the 

effects of the W/C ratio and the dosage of SP admixture.

요  약

국내에서 생산되는 시멘트, 골재  SP 혼화제를 상으로 하여 배합조건에 따른 유동 콘크리트의 

올로지 특성 시험을 수행하 다. 이로부터 물시멘트비와 SP제의 향을 고려한 유동 콘크리트의 

올로지 정수 추정에 한 측모델을 제시하 다.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에 이어서 (조창근 외, 2008), 국내산 골재  시멘트를 상으로 물시멘트

비  SP제의 배합변수를 고려한 올로지 특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 실험 결과를 통해, 각 배합조건

에 따른 올로지 정수 추정 모델을 제시하 다.

2.  배합조건에 따른 올로지 특성 시험

본 실험에 용된 배합변수는 물시멘트비(W/C) 45%, 50%, 55%, SP제 0.25%, 0.5%, 0.75% 이며, 

추가로 잔골재비 1:2  1:3에 해 비교토록 하 다. 배합 재료로는 국내산 1종 보통 포틀랜트 시멘

트, 굵은골재 최 치수 0.15mm의 잔골재, SP 혼화제는 폴리카르본산계 AE제를 사용하 다. 각 배합

조건에 따른 올로지 특성 시험은 회 도계 (Brookfield HADA II+)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시험 결과 SP제 양의 증가에 따라서 소성 도  항복응력은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 다. 물시멘트

비 증가에 따라서도 소성 도  항복응력이 완만하게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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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제  물시멘트비의 배합변수에 해서 올로지 특성값이 체 으로 일정 경향의 함수로서 정

식화가 가능한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3.  배합조건에 따른 올로지 특성의 정식화

올로지 특성시험 결과를 근거로 하여, 배합변수에 따른 올로지 정수 추정을 한 모델을 제시

하 다. 시험 결과에서처럼, SP제 양의 증가에 따른 항복응력  소성 도를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

는 경향을 고려하여 SP제 첨가량에 해 고려하 다. 물시멘트비의 증가에 따른 항복응력  소성

도의 변화 역시 완만하게 지수 함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고려하여 물시멘트비 45%를 기 으로 하

여 물시멘트비의 변화에 따른 계식으로 나타내었다.  

     

그림1. SP제에 따른 항복응력 측     그림2. SP제에 따른 소성 도 측

  제시한 모델을 이용, SP제에 따른 올로지 특성값을 측하여 실험 결과와 비교한 결과를 각각 그

림1  그림2에 비교 제시하 으며, 측값은 SP제  물시멘트비 변수의 실험에서의 배합조건에 따

른 항복응력과 소성 도의 변화 양상과 비교  잘 일치하 다. 

4. 결 론

국내 생산 시멘트, 골재,  SP제 등의 배합조건을 고려한 유동 콘크리트에 한 올로지 특성 

시험을 수행하 으며, 이를 근거로 물시멘트비  SP제의 변화에 따른 소성 도  항복응력의 올

로지 정수 추정모델을 제시하 다. 올로지 실험을 통하여 물시멘트비  SP제 혼합율의 변화에 따

라서 유동 콘크리트의 올로지 정수값이 일정 경향의 변화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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