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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fter examining quality of mortar for different manufacturing stages of recycled sand 

produced by wet gravity separation system, it was found that the quality of recycled sand was 

improved greatly after going through the wet gravity separation system.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습식비 분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순환모래의 생산단계별 모르타르의 품질특성을 검토 

한 결과 습식비 분리시스템을 거친 후 단계의 고품질 순환모래(RS-Ⅳ)가 품질성능이 크게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1. 실험계획  측정항목

Type W / C(%) C : S Replacement ratio(%)
Unit Weight (kg/m

3
)

Measuerment
W C S

NS

36 1:2.45 100 242 667 1635

‧Unit water content

‧Air  content

‧Table flow

‧Compressive strength

RS - Ⅰ
RS - Ⅱ
RS - Ⅲ
RS - Ⅳ

주1) NS : 천연모래, RS - Ⅰ: 3차 선별을 거친 단계의 순환모래, RS - Ⅱ: 3차 선별  3, 4차 쇄를 거친 단계의 순환모래 
RS - Ⅲ: 4차선별을 거친 단계의 순환모래, RS - Ⅳ: 습식비 분리시스템을 거친 단계의 순환모래

1. 서   론

  
본 연구에서는 고품질 순환모래 생산을 한 이물질 제거장치를 개발하고자 습식비 분리시스템에서 

생산된 순환모래를 이용하여 모르타르의 품질특성을 실험․실증 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2.  실험계획

2.1 실험계획  측정항목

본 연구의 실험계획  측정항목은 표1과 같으며, 목표 유동성(120±5mm)을 만족하는 범 에서 배합수

를 첨가하여 모르타르 제작 후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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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 간처리업체의 순환골재 생산공정도

그림4. 압축강도의 변화

한, 그림 1은 장 용된 건설폐기물 간처리

업체의 순환모래를 생산하기 한 체공정도  

상시료가 채취된 치와 순환모래의 품질특성을 

평가하기 한 생산공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3. 결과  고찰

  
3.1 유동특성

그림 2와 그림 3은 목표 테이블 로우(120±5mm)

를 만족시키기 한 배합수량  공기량의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RS-Ⅰ  RS-Ⅲ의 경우 동일 

유동성을 만족시키기 한 배합수량이 크게 증가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기량 한 동시에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RS-Ⅱ는 배합수량의 증가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5mm이하로 쇄 

되지 않은 골재의 경우 3, 4차 쇄  4차 선별 단계를 여러 번 거치면서 순환모래의 품질이 향상되어 이

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한편, RS-Ⅳ의 경우에는 천연모래와 유사한 수 을 보이고 있다.

그림2. 단계별 단 수량의 변화 그림3. 단계별 공기량의 변화

3.2 강도특성

그림 4는 순환모래 생산단계별 압축강도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순환모래의 종류에 계없이 

재령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증가 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습식비 분리시스템을 거친 RS-Ⅳ의 경우 

압축강도 발 이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는 순

환모래의 표면에 부착되어 있던 모르타르  페이스

트와 각종 이물질 등 순환모래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해요인이 제거되었기 때문으로 단된다.

4. 결 론

모르타르 시험결과, 습식비 분리시스템을 거치기 단계의 순환모래의 경우 목표 유동성을 만족하기 

한 배합수량이 증가하 으며, RS-Ⅳ를 사용한 순환모래의 경우 NS와 유사한 수 을 보 고, 압축강도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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