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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화 방법을 이용한 응결 지연제의 특성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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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hen hot weather concrete is utilized, the cooling methods of cooling pipe, liquid nitrogen, ice, etc., are used to 
prevent the poor consistency and cold joint due to high temperature. These methods, however, spike the production cost and energy 
consumption, and make quality control difficult. Among these methods is one that involves the use of a retarder. Although 
economical, retarder is caused difficulty of retarded hardening and setting time control due to inaccurate weighing and poor working 
condition. Therefore, how to make a tablet for hot weather concrete, as with the existing pharmacy and foods, is discussed in this 
study, including the following items: mortar setting time, flow test by elapsed tim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concrete. 
As a result, gluconic acid is superior to lignosulfonic acid and the possibility of using them for such purpose without quality 
degradation was confirmed in this study, when retarder is tabl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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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콘크리트 시공은 시멘트의 분말

도 증가, 일시에 대량의 콘크리트 부어넣기, 매스 혹은 

얇은 부재단면의 설계, 시공속도의 증가 등으로 인해 서

중 콘크리트 타설시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여름철 

서중 콘크리트 타설시 높은 온도로 인하여 시멘트 수화

반응이 촉진되어 수분의 증발 및 응결이 빨라지게 된다.1,2) 
이로 인해 컨시스턴시(consistency)가 크게 저하되고, 콜

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하기 쉽다. 특히, 콘크리트 표

면으로부터 수분이 급속하게 증발하고 시공 중에 수분이 

부분적으로 불균일하게 되므로 굳지 않은 콘크리트 및 

경화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경향이 크게 된다.3,4)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냉각 파이프, 얼음, 액체질

소 등을 사용한 냉각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

상의 어려움과 에너지 소비에 따른 경제성 감소 등의 문

제점을 가지고 있다.5)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는 지연제를 이용하여 타설하는 

순서에 따라 첨가량을 조절하여 전체의 콘크리트가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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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응결하도록 하여 균열을 방지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6,7) 하지만, 지연제의 경우 첨가량을 과도하게 사용

하면 콘크리트의 경화불량이 발생하기 쉬우며, 콜드조인

트를 방지 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응결시간 관리가 어려

울 수가 있다. 또한, 현재 지연제의 인력투입으로 인한 

정확한 계량 및 투입이 어렵고 분진발생 등 작업성에 문

제가 있으며 레미콘 이송차량에 직접 투입 시 균질혼합

이 사실상 불가능하다.8,9)

현재 의약 및 식품분야에서는 정제(tablet)화 방법을 이

용하여 분말을 고형화 하고 있다.10,11) 이에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지연제의 관리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분말형 지연제를 정제된 형태로 제조하였다. 또한, 지연

제의 정제화 유무에 따른 응결시간을 측정하여 기초물성 

시험에 적합한 혼입률을 찾기 위하여 비교 ․ 평가하였으

며, 이를 기초로 하여 콘크리트의 특성을 확인하였다. 또
한, 경화된 콘크리트 특성을 비교하여 내구성 및 콜드조

인트에 대한 저항성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정제화 방법은 현재 분말형 혼화제 등과 같

은 건설재료 분야에서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이 연

구는 그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응결 지연형 타블렛(tablet)

시멘트와 물이 접촉하여 응결이 되기까지 석고의 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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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ablet press making machine (b) Filling

(c) Compression (d) Ejection

Fig. 1 Process of compressed tablet manufacturing

Fig. 2 Before and after tabletting

Table 1 Replacement ratio of powder retarders and tablet

Types Added amount (C×%)

Mortar
W/C=0.5

Cement-to-sand ratio=1:3

Lignin, gluconic 
- 0.1%, 0.2%, 0.3%
tablet (lignin, gluconic)
- 0.1%, 0.2%, 0.3%

Concrete
W/C=52.0% S/a=48.5%

(Binder : 337 kg/m3)

Gluconic 0.1%
tablet (gluconic)
- 0.1%, 0.2%, 0.3%

Fig. 3 Measurement of the penetration resistance and the 
length change

분해와 수화반응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이 때 시멘트성

분은 물에 용해하여 포화 또는 과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때 수화생성물이 생성 ․ 석출하여 가는 수화과

정이 시작되며, 이때 액상중의 칼슘이온(Ca2+)농도가 최

고가 된다. 지연제는 Ca2+농도를 낮게 억제하는 성질을 

가진 약품으로 최고에 도달할 때까지의 시간을 지연시키

는 작용을 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는 

지연제는 리그닌 설폰산제, 옥시카본산계 및 인산염 등

과 같은 무기화합물의 지연제와 분자가 매우 큰 유기질

의 지연제가 있다.12-14)

정제화 방법에는 일부 습제정과 같이 주형에 의해 제

조되는 것을 제외하면 주로 압축에 의해서 제조된다. 또
한 정제는 분말 ․ 과립을 압축 ․ 성형하는 공정으로 진행되

며 직접 타정법과 과립 타정법으로 구별된다.15,16) 이 연

구에서는 Fig. 1에서와 직접 타정법에 의해 지연제를 고

형화하였다.17)

3. 실험 개요

이 연구에서는 시멘트의 응결 및 수화반응에 직접 관

여하는 응결조절용 혼화제인 분말 성상의 리그닌 설폰산

염(이하 Lignin이라 약함)과 글루코산염(이하 Gluconic이
라 약함) 지연제를 사용하였다. 타블렛은 단발 타정기를 

이용하여 제조하였으며, 그 형상은 직경 5 mm, 길이 5 mm
의 원통형이다. Fig. 2는 단발 타정기를 이용하여 제조된 

타블렛의 전후 모습이다.
모르타르 배합은 KS L ISO 679에서 규정한 제작 방법

에 따라 시멘트:모래=1:3에 물/시멘트=0.5로 결정하여 Table 1
에서와 같이 분말형 지연제는 control 대비 각각 3수준, 
타블렛의 경우는 지연제 시험 결과에 따라 control 대비 

각각 3수준으로 혼입하였다.18) 이 모르타르 시험 결과에 

따라 control 대비 3수준으로 정하여 콘크리트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였다. 여기서 콘크리트 배합은 pilot test를 통

하여 목표강도 24 MPa, 슬럼프 150 mm, 공기량 4.5%, 물/
시멘트=52.0%, 잔골재율=48.5%로 결정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응결 지연형 타블렛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모르타르에 대하여 플로우 테스트, 관입 저항침

에 의한 응결시험, 길이변화 특성을 검토하였다. 플로우 

테스트는 KS L 5105에서 규정한 방법으로 30분, 60분 경

과시간에 대한 변화량을 4곳의 지름을 측정하여 구하였

다.19) 응결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서 강성이 발현되는 

시점으로 정의되며, 경화는 유용하고 예측 가능한 강도

가 발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응결시간을 측정하

기 위하여 KS F 2436에서 제시된 방법에 따라 항온 항습

기에서 20±2℃의 온도로 양생을 한 후 경과시간에 맞추

어서 관입 저항치를 측정하였고, 초결 및 종결시간을 얻

기 위하여 경과시간에 대한 관입 저항치를 도시한 후 부

드러운 곡선으로 hand-fitting하여 응결시간을 결정하였다

(초결 3.5 MPa, 종결 28 MPa 일때).20,21)

또한, 응결 지연에 의한 수축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KS 
F 2424에 규정 된 방법 중 콘택트 게이지를 이용하여 길

이변화가 멈출 때까지의 변화량을 구하였다.22) Fig. 3은 

관입 저항치 및 길이 변화 측정 모습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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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etting-time and flow value of Lignin retarders

Types

Setting-time
Initial set (hr:mm) Final set (hr:mm)

Flow (mm)
0 30 min 60 min

Control
7:40 10:10

178 167 159

Lignin. 0.1%
9:45 13:40

186 179 172

Lignin 0.2%
13:25 17:25

188 185 179

Lignin. 0.3%
22:05 26:35

187 182 179

Tablet (Lignin) 
0.1%

7:45 11:10
181 173 169

Tablet (Lignin) 
0.2%

7:55 11:40
183 175 171

Tablet (Lignin) 
0.3%

8:05 11:45
184 178 174

Fig. 4 Penetration resistance of lignin retarders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작업성 유지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과 시간 30분, 60분, 90분, 120분에 대하여 일반

적으로 표준화된 시험방법인 슬럼프 시험을 실시하여 오

차범위 내에서 만족하는지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그리고 

경화된 콘크리트의 특성은 KS F 2405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3일, 7일, 28일, 56일 및 91일 재령에서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KS F 2584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촉진 탄

산화 시험을 실시하여 각 배합에 대하여 1주, 4주, 8주, 
13주, 26주에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탄산화 속

도 계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구하였다.23)

 ∙ (1)

여기서, Xc는 탄산화 깊이, K는 탄산화 속도계수(
 ), t는 재령을 나타낸다.

서중 콘크리트 타설시 문제가 되는 콜드조인트에 대하

여 200×200×300(mm)의 몰드에 150 mm 두께로 1차 타설

을 하고, 30℃ 온도를 유지하는 항온 챔버에 6시간 노출 

한 이후 2차로 나머지를 타설 한 후 시료의 콜드조인트 

발생 여부를 확인 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Lignin, Gluconic 지연제와 이들을 정제화 하여 경과 시

간에 대한 관입 저항치를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 Fig. 4, 5
이며, Table 2, 3은 각 지연제의 30분, 60분에 경시변화에 

대한 플로우 값 및 도시된 그래프를 핸드 피팅에 의한 방

법으로 응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2에서 Lignin 지연제의 경우 control과 비교하여 

믹싱 후 플로우 값이 control 보다 높게 측정되었으며, 또
한 수화반응이 지연됨에 따라 경시변화에 의한 플로우 

값이 크게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화된 

경우 믹싱 이후 30분까지는 반응이 일어나지 않아 플로

우 손실이 발생 하였지만, 그 이후에는 지연제가 반응하

여 큰 변동이 없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24) 또한, Fig. 4
를 통하여,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초결 및 종결시간이 늘

어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정제화된 경우 control 
보다는 응결 지연효과를 보였지만, 큰 차이가 나지 않아 

지연효과가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Lignin
의 경우 적은 양을 사용할 경우 초결 시간이 단축되는 경

우가 있는데, 타블렛의 경우 분말 형태의 지연제 보다 분

산성이 낮아 응결 지연효과가 떨어질 뿐만 아니라 콘크

리트 안에서 초반에 반응하는 양이 적어 이러한 현상이 

발생한 경우로 생각된다.13)

Table 3에서 보면 Gluconic 지연제의 경우 성능이 우수

하여 경과시간에 따른 플로우 값의 변동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그 값이 증가하는 경우도 발생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정제된 경우도 위에서 언급한 Lignin과 

마찬가지로 초기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반응하

여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응결시간

은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늘어났으며, 정제된 지연제의 

경우 분말상태일 때보다 응결시간이 다소 짧아지는 것을 

Fig. 5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지연제의 경우 시멘트 입자 표면에 흡착하여 물과의 

접촉을 일시적으로 차단하게 되는데, 정제된 지연제들의 

경우 초기 수화반응을 억제하지 못하여, 분말 상태의 지

연제들보다 응결시간이 짧은 것으로 생각된다.25,26) 이러

한 응결시험의 결과 정제화된 Lignin의 경우 그 지연효과

가 미비하여, 이후 길이변화 및 콘크리트에 대한 시험은 

Gluconic 지연제에 대해서만 진행을 하였다.
 Fig. 6은 분말 상태의 Gluconic 지연제와 이를 정제한 

경우에 대하여 응결이 완료된 시점부터 길이변화가 멈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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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tting-time and flow value of gluconic retarders

Types

Setting-time
Initial set (hr:mm) Final set (hr:mm)

Flow (mm)
0 30 min 60 min

Control
7:40 10:10

178 167 159

Gluconic 0.1%
14:05 17:50

187 190 192

Gluconic 0.2%
22:40 35:55

181 179 180

Gluconic 0.3%
28:40 52:20

184 182 182

Tablet (Gluconic) 
0.1%

9:25 14:05
187 178 175

Tablet (Gluconic) 
0.2%

17:30 22:20
181 172 170

Tablet (Gluconic) 
0.3%

28:20 39:00
186 174 173

Fig. 5 Penetration resistance of gluconic retarders 

Fig. 6 Length change of gluconic retarders

Fig. 7 The slump values depending on elapsed time 

Fig. 8 Compressive strength depending on age

었을 때까지의 변화량을 나타낸 것이다.
Fig. 6에서 대부분의 배합이 응결이 완료된 후 25일 전

후에서 길이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며, control 및 Gluconic 
0.1%, 타블렛(Gluconic) 0.1%의 경우 유사한 길이 변화량

을 보였다. 또한, 타블렛(Gluconic) 0.2%, 0.3% 경우 나머

지보다 길이변화량이 적어 수축량이 적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수화초기 장시간의 응결지연작용에 의해서 

서서히 수화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수축에 영향을 미치는 

잉여수가 서서히 배출되면서 내부조직을 치밀하게 만들

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7)

혼입률에 따른 슬럼프를 믹싱 이후 120분 동안 30분 

단위로 측정하여 작업성을 평가하였으며, 압축강도는 재

령 3, 7, 28, 56, 91일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Fig. 7, 8은 

30분 단위의 경과시간에 대한 슬럼프 값과 재령별 압축

강도를 각각 나타낸 것이다.
Fig. 7에서 혼입률에 따른 슬럼프 손실은 control과 분

말형태의 Gluconic 0.1%에 비하여 타블렛의 경우가 120
분에서의 손실량이 적게 나타났다. Gluconic 0.1%의 경우 

믹싱 이후부터 반응하여 지속성을 유지한 반면에 정제화

된 지연제의 경우 앞선 모르타르의 플로우 시험 때와 마

찬가지로 초기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대략 60분 이후 콘

크리트 내부의 수분과 서서히 반응하여 지속성을 유지하

는 것으로 보인다.
Fig. 8에서 보면 지연제를 혼입한 경우가 control과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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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bonation depths and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s

Types

Carbonation depth (mm) Carbonation 
velocity 

coefficient
 

1 
week

4 
weeks

8 
weeks

13 
weeks

26
weeks

Control 4.66 14.25 15.54 17.75 29.64 5.596
Gluconic

0.1% 5.50 10.12 14.67 16.22 27.40 5.143

Tablet 
(Gluconic)

0.1%
5.37 10.96 13.18 15.67 27.49 5.073

Tablet 
(Gluconic)

0.2%
4.09 6.86 12.07 12.76 16.64 3.323

Tablet 
(Gluconic)

0.3%
1.60 4.64 8.15 8.05 13.44 2.653

Fig. 9 Carbonation depth for each time 

Fig. 10 Appearance of specimen to confirm cold joint 
(left: control, middle: Gluconic, right: tablet)

교하여 3일 강도를 제외하고 대체적으로 비슷하거나 높

은 강도치를 나타내고 있다. 타블렛(Gluconic) 0.2%, 0.3%
의 경우 경화가 완료되지 않아 3일강도 측정이 어려웠지

만, 28일 이후 다른 배합들과 유사한 강도로 발현하다 56
일 이후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특히, 91일 강도에

서 나머지 배합들은 거의 발현하지 않은 것과는 다르게 

높은 발현율을 보였다. 
Gluconic 지연제의 경우 수화초기 장시간의 응결지연

작용에 의해 초기에는 수화반응이 서서히 진행되다 종결 

이후 급속히 수화반응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러한 이유

로 인하여 이때 생긴 수화생성물이 내부조직을 보다 치

밀하게 하여 장기적으로 다른 배합보다 높은 강도를 나

타내고 강도발현이 지속된 것으로 보인다. 이와 더불어 

기존연구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Gluconic 지연제를 사용

할 경우 혼입률에 따라 강도발현시기의 차이는 있으나 

압축강도 품질에 미치는 영향은 적고, 강도를 다소 증진

시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8,29)

각 배합에 대한 시료를 28일 양생 후 1주, 4주, 8주, 13
주, 26주에 대한 촉진 탄산화 시험에 의한 탄산화 깊이와 

탄산화 속도 계수는 Table 4에서 나타내었다. Fig. 9는 식 

(1)을 이용하여 탄산화 속도계수를 도출한 그래프를 나타

낸 것이다.
측정 결과에 의하면, control과 Gluconic 0.1%, 타블렛

(Gluconic) 0.1%이 유사한 탄산화 깊이를 나타냈으며, 나
머지 타블렛(Gluconic) 0.2%, 0.3%는 좀 더 높은 탄산화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찬가지

로, Fig. 9에서 나타난 탄산화 속도에서도 그 차이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촉진 탄산화 시험을 위한 환경조건이 

콘크리트의 강도가 발현하기에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앞에서 언급한 것과 마찬가지로 28일 이후에도 

수화물 생성으로 인해 강도가 발현하고 내부조직이 치밀

해 졌기 때문으로 생각된다.27) 또한, 회귀분석을 통한 탄

산화 속도 계수는 상관계수가 0.95이상을 모두 나타내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연제를 혼입하지 않은 일반 콘크리트와 Gluconic 지

연제와 이를 정제화시킨 응결지연형 타블렛을 혼입한 콘

크리트를 1차로 타설을 하고 약 30℃의 챔버에서 6시간 

노출 후 2차로 타설 한 후 콜드조인트를 확인 한 결과 

Fig. 10에서와 같이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였으며, 나머지 Gluconic 지연제와 응결지연형 타

블렛을 혼입한 콘크리트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Gluconic 지연제를 정제화하여도 동일

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관리상의 문제가 있는 분말형 지연제를 

의약 분야에서 주로 이용되는 정제화 방법을 이용하여 

고형화하였고, 그 사용상의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내 시험을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르타르의 응결시간 결과에서 Lignin 지연제를 정

제화한 경우 control 보다는 응결 지연효과를 보였

지만, 그 차이가 크게 나지 않았다. Gluconic 지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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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정제화한 경우 Lignin 지연제를 정제화한 경우보

다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었다. 플로우 시험 결과 두 

지연제를 정제화한 경우 믹싱 초기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그 이후에 반응하여 유동성을 유지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제화된 Gluconic 지연제의 

길이변화 시험 결과에서 응결이 완료된 후 25일 전

후에서 대부분 배합이 길이변화가 발생하지 않았으

며, 타블렛(Gluconic) 0.2%, 0.3% 경우 다른 배합보

다 길이변화량이 적어 수축량이 적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작업성 확인을 위한 슬럼프 

시험 결과에서 정제화된 Gluconic 지연제의 경우 앞

선 모르타르의 플로우 시험 때와 마찬가지로 초기

에는 반응하지 않다가 대략 60분 이후 콘크리트 내

부의 수분과 서서히 반응하여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경화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에서 지연제를 혼입한 경우가 

control과 비교하여 3일 강도를 제외하고 대체적으

로 비슷하거나 높은 강도치를 나타내고 있다. 타블

렛(Gluconic) 0.2%, 0.3%의 경우 경화가 완료되지 

않아 3일강도 측정이 어려웠지만, 28일 이후 다른 

배합들과 유사한 강도로 발현하였고, 특히 91일 강

도에서 나머지 배합들이 거의 발현이 일어나지 않

은 것과는 다르게 높은 발현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 하였다.
3) 탄산화 측정 결과, control과 Gluconic 0.1%, 타블렛

(Gluconic) 0.1%과 유사한 탄산화 깊이를 보이며, 나
머지 타블렛(Gluconic) 0.2%, 0.3%는 좀 더 높은 탄

산화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

다. 이러한 결과는 탄산화 속도에서도 그 차이를 확

인 할 수 있었으며, 회귀분석을 통한 탄산화 속도 

계수는 상관계수가 0.95이상을 모두 나타내어 매우 

신뢰도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지연제를 

혼입하지 않은 일반 콘크리트, Gluconic 지연제와 

이를 정제화시킨 응결지연형 타블렛을 혼입한 콘크

리트에의 콜드조인트 발생여부를 확인한 결과 일반 

콘크리트에서는 콜드조인트가 발생하였으며, 나머

지 Gluconic 지연제와 응결 지연형 타블렛을 혼입한 

콘크리트에서는 발생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따라서, Gluconic 지연제를 정제화하여도 동일

한 성능을 발휘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위의 결과에서 정제화된 지연제의 경우 기존 분말형태

의 지연제와 비교하여 콘크리트의 품질 성능에 큰 문제

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오히려 레디믹스트 콘크

리트 생산 시 지연제의 정확한 계량 및 보관, 분진 발생 

등과 같은 어려움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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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여름철 서중 콘크리트 타설시 높은 온도로 인하여 시멘트 수화반응이 촉진되어 수분의 증발 및 응결이 빨라지게 되

며, 이로 인해 컨시스턴시(consistency)가 크게 저하되고, 콜드조인트(cold joint)가 발생한다.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하여 냉각 파이

프, 얼음, 액체질소 등을 사용한 냉각 등의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사용상의 어려움과 에너지 소비에 따른 경제성 감소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 중 지연제의 사용은 경제적이지만 첨가량을 과도하게 사용하면 콘크리트의 경화불량이 발생하기 쉽

고, 응결시간 관리가 어려울 수 있다. 또한, 현재 지연제의 인력투입으로 인한 정확한 계량 및 투입이 어렵고 분진발생 등 작업성

에 문제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분말형 지연제를 의약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정제화 방법을 이용하여 타블렛을

제작하였고, 모르타르의 플로우 테스트 및 응결 시험을 검토한 이 후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및 역학적 특성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성능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하였다. 그 결과 리그닌 설폰산염 지연제보다 글루코산염 지연제를 정제화 했을 때 보다 좋은

효과를 발휘 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또한, 정제화 방법 적용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품질성능을 저하하지 않고 정확한 계량 및

분진발생 등과 같은 관리상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핵심용어 : 서중 콘크리트, 응결 지연제, 정제화, 글루코산염, 콜드조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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