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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judged mining application suitability by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RCPT, image analysis for mining sprayed concrete development.

요  약

본 연구는 산 스 이 콘크리트 개발을 해 압축강도, 휨강도, 염화이온 침투 항성 실험, 화

상분석을 통한 기 배합 연구를 실시하여 산 용 합성을 단하고자 한다.

1. 서 론

 최근 연료자원 확보 등의 이유로 석탄자원 재개발이 계획되고 있고, 운용 인 산의 경우 량 

생산을 목 으로 산 갱도 형식이 다양하게 용되고 있다. 산갱도에 용되고 있는 보강용 지보재

의 문제 을 스 이 콘크리트의 용을 통해 해결하고, 국내 산갱도에 합한 산 스 이 콘크

리트 개발을 한 기 배합 연구를 진행하 다.  

  

2. 실험 재료  배합설계

본 연구에서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굵은골재는 10mm, 13mm 쇄석골재, 산 

채취 규석 2종, 장석, 석회석을 사용하 고, 잔골재는 인제 천연강모래, 부순모래 2종(춘천, 홍천)을 사

용하 다. 혼화재료로는 강섬유, 나 타 계 유동화제를 사용하 다.

  배합설계는 단 시멘트량(420, 450, 480 kg/m3), 굵은골재 최 치수 (13, 10mm), 강섬유 혼입량(20, 

40 kg/m
3) 부순모래 종류(CS1, CS2), 산채굴 굵은골재종류(석회석, 장석, 규석 2종)를 변수로 하여 

물-시멘트 비 45%, 잔골재율 65%로 고정한 배합으로 압축강도, 휨강도, 염화물 이온 침투 항성 시

험, 화상분석을 실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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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 결과

 압축강도는 재령 1일, 28일에 측정하 으며 결과는 그림 3.1과 같이 나타내었다. 압축강도는 산 

채굴 골재를 제외하고 1일 10MPa 이상 28일 40MPa이상, 휨강도는 강섬유 40kg/m3 혼입한 변수에

서  6MPa로 가장 큰 결과를 얻었다. 염화물 이온 침투 항성 시험은 재령 28일에 측정을 실시하

으며 결과는 그림 3.3와 같다. 염소이온의 침투성은 모든 변수에서 “High”단계의 결과를 얻었다. 

화상분석(Image Analysis)은 재령 28일에 실시하 고, 간격계수와 비표면  측정 결과는 그림 3.4에 

나타 내었다.

  

그림 3.1 변수별 압축강도 결과 

  

그림 3.2 변수별 휨강도 결과

  

그림 3.3 변수별 RCPT 결과  

  

그림 3.4 변수별 화상분석 결과

4. 결 론

본 연구는 산 용 스 이 콘크리트의 기  실험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 하 다. 

 1) 정  강도 측정결과 압축강도는 산 채굴 골재를 제외하고 1일 10MPa 이상 28일 40MPa이상, 

휨강도는 강섬유 40kg/m3 혼입한 변수에서  6MPa로 가장 크게 나타났다. 

 2) 염화물 이온 침투 항성 실험에서는 모든 변수에서 투과성 “High”단계를 나타났으며, 화상분

석 결과 간격계수가 매우 높은 결과가 나타났다. 향후 수 성  내구성 향상을 한 책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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