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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study, the vibration time affects the properties of permeable concrete block to interpret and 

improving the performance of permeable concrete block to provide preliminary data for the said 

purpose.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진동시간이 투수콘크리트의 성질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여 투수콘크리트 블록의 성

능향상을 한 기 자료를 제시하는데 목 을 두었다.

1. 서   론

   최근 보도  주차장, 장 등의 포장재로서 공장제품인 투수콘크리트 블록이 부분 사용되고 

있다. 투수 콘크리트 블록의 경우 배합비, 다짐방법  다짐시간에 따라 강도  투수성이 크게 

향을 받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진동시간이 투수콘크리트의 물성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의 사용되는 시멘트는 S사의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기반층에 사용되는 

굵은골재의 최 치수는 8mm, 마감층에 사용하는 잔골재는 2.5~4mm의 백운석을 사용하 다.

2.2 배합설계

진동시간에 따른 투수콘크리트의 특성을 악하기 한 배합비는 표 1과 같다.

표 1  배합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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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 투수콘크리트 블록의 제조

투수콘크리트 블록의 제조는 그림 1에서 보이는 투수콘크리트 제조성형기(1m*1m)를 사용하 으며 

진동시간은 A(1 ), B(2 ), C(3 ), D(4 )로 하여 100*200*60 크기의 투수콘크리트 블록을 제작하

다.

2.4 시험방법

  

투수콘크리트 블록의 휨강도  투수계수시험은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블록」에 

하여 실시하 으며 공극률 시험은 일본콘크리트 공업 회 에코콘크리트 연구 원회의 「포러스콘

크리트의 시험방법(안)」  용 법에 하여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공극률  투수계수 시험결과 다짐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극률  투수계수가 작아지고 휨강도는 높

게 나타났으며 공극률 10%이상일 때 투수계수가 기 인 0.1mm/sec 이상을 나타내었다. 다짐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극률이 어들어 투수계수가 낮아지고 휨강도는 높게 나타났다(그림 1  2). 이와 같

은 결과는 진동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페이스트가 하부로 흘러 내려 공극 막힘 상이 일어

나 투수계수가 낮아지고 그에 반에 공극이 어듬에 따라 휨강도는 높게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공극률  투수계수 시험 결과 그림 2 휨강도 시험 결과

  

4. 결 론

 1) 진동시간이 길어질수록 공극률  투수계수가 낮아지고 휨강도는 높게 나타내었다.

 2) 공극률 10% 이상일 때 투수계수 기 인 0.1mm/sec를 만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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