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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n this study, Aggregate union by various admixtures which is one of the methods to 

improve concrete performance has contributed to improvement of concrete strength and durability.

요  약

본 연구는 경량 콘크리트의 단 을 보완하고자 경량콘크리트의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인 골

재조합을 통해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데 그 목 을 두고 있다.

1. 서  론

  콘크리트는 강도에 비하여 비 이 지나치게 크다는 단  등을 비롯한 각종 성능개선의 일환으로 

경량골재를 사용한 경량콘크리트가 생산되어 활용되고 있다. 경량골재를 활용함으로써 과 한 콘크리

트의 자 경감과 이에 따른 부재단면의 축소가 가능함에 따라 건축물의 넓은 공간 확보, 투입재료의 

감소, 경제성의 증가, 지진력 감소 등의 여러 가지 장 을 얻을 수가 있지만 흡수율이 크고, 콘크리트

의 건조수축 증가, 내구성 하  낮은 골재 강도 등의 문제 을 가지고 있다. 이에 경량콘크리트의 

강도증진과 내구성증진을 하여 공학  특성의 향상이 기 되는 굵은골재인 쇄석과 잔골재인 해사를 

경량골재와 혼합하여 기건 단 용 질량이 1,400～2,000 kg/㎥의 범 에 들어갈 수 있도록 계획배합 

하여서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높은 비 을 낮추고 경량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낮은 압축·인장강도, 

내동해성, 건조수축 등의 문제 을 고안하여 고강도·고내구성의 경량콘크리트 제조를 한 기  자료

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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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재료  배합계획

 2.1 사용재료

본 연구는 포틀랜드 시멘트, S사의 쇄석과 모래, 국산 경량굵은골재, 스페인산 경량잔골재를 사  

용하 다. 

 2.2 배합계획

조합은 용  배합비로 하 으며, 굵은골재 조합은 쇄석:경량굵은골재를 1:0, 1:1, 1:2, 1:3, 0:1로 배합

하 고, 잔골재는 해사:경량잔골재를 1:0, 1:1, 1:2, 1:3, 0:1로 배합계획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단 질량․압축강도

 그림1은 굵은골재 조합에 따른 단 질량을 나타낸 그래 이며, 그림2는 굵은골재 조합에 따른 압

축강도를 나타낸 그래 이다.

 

3.2 결과 그래

      

그림 1. 굵은골재조합 단 질량

     

그림 2. 굵은골재조합 압축강도

 

4. 결 론

 골재조합에 따른 단 질량을 실시한 결과 용  배합비 1:1까지는 2,000kg/㎥을 과하 지만 용  

배합비 1:2부터 경량콘크리트의 기 에 합한 결과를 도출하 다. 압축강도의 결과에서는 경량골재만

을 사용한 경량콘크리트보다 골재를 조합함으로써 굵은골재에서 56%의 압축강도 증가를 보 으며, 골

재조합으로 인해 고강도 경량콘크리트의 기 인 27MPa를 과하는 값을 얻을 수 있었다. 이는 경량

콘크리트가 가지고 있는 낮은 강도를 개선하는 방법으로써, 차후에 화학  혼화재료를 사용함으로써 

더욱 더 높은 강도의 경량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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