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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순환골재에 하여 구조용 용성 검증을 목표로 하 으며, 천연골재와 순환골재 치환율

에 따른 압축 괴강도와 압축강도증가에 따른 속도의 상 계를 비교·분석하 다. 설계기 강도 21, 27, 

35MPa에 순환굵은골재 치환율 0, 30, 50, 100%를 용하여 설계기 강도에 따른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의 

배합을 총 12가지로 설정하 다. 재령160일까지의 압축 괴강도의 변화를 기양생 공시체, 수  양생공시

체 그리고 코어공시체를 이용하여 비교하 고, 모의부재(800×800×200mm)를 통하여 재령160일까지의 음

속도를 측정하 다. 압축 괴실험을 통하여 취득한 데이터를 비교해 본 결과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

른 강도 하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재령일에 따른 강도 증가와 함께 속도도 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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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순환골재를 구조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용하는 것을 으로 한다. 순환골재의 치환율에 따른 순환골재

콘크리트의 사용 가능성 여부를 몰드를 이용하여 제작한 공시체와 모의부재를 통하여 채취한 코어 공시체를 

통하여 압축 괴실험을 실시하고, 비 괴 검사법  하나인 음 속도법에서 직 법을 이용하여 압축강도에 

따른 속도의 변화를 비교하 다. 천연골재콘크리트와 치환율에 따른 순환골재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비교

하고 동일 조건에서의 속도에 한 상 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구조용 콘크리트 구조물에 순환굵은골

재 용을 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활용성을 높이는데 그 목 이 있다. 

2. 실험방법

콘크리트 재생골재(KS F 2573) 에서 규정하고 있는 순환골재를 사용하 으며, 구조용으로의 용성 검증

을 목표로 하 으므로 순환잔골재는 혼입 하지 않았다. 모의부재(800×800×200mm)와 압축강도실험용 공시체

    * 정회원∙한양 학교 일반 학원 건축환경공학과 석사과정 psoul@nate.com

   ** 정회원∙한양 학교 일반 학원 건축환경공학과 박사수료 suhong@hanyang.ac.kr

  *** 정회원∙한밭 학교 건축공학과 부교수 ytlee@hanbat.ac.kr 

    †정회원∙한양 학교 건축학부 교수 ycho@hanyang.ac.kr (교신 자)

521



(Ø100×200mm)를 한 콘크리트 배합표와 실험요인은 표 1과 같다. 『설계기 강도-순환굵은골재 치환율』

에 따른 배합의 경우는 총 12가지이며, 압축 괴실험은 공시체별로 『설계기 강도-순환굵은골재 치환율-양

생법』에 따라 각각 5개씩 실험하 다.

표 1 배합표  실험요인

배합
강도
[MPa]

치환율 (%) 단 재료량 [㎏/㎥] (a) 물리  성질

표 사용재료 종 류 비중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15

혼화재 플라이애시 2.28

잔골재 세척사 2.62

굵은골재 부순자갈 2.64

혼화제 AE 감수제 1.20±0.2

(b) 순환굵은골재 품질표

구분 흡수율 절대건조밀도
[g/㎤]

마모감량 
[%]

실적률
[%]

순환골재 1.67 2.57 22.18 60

천연 순환 W C FA S G RG AE

21

100 0 171 292 32 822 949 0 2.27

70 30 171 292 32 822 665 284 2.27

50 50 171 292 32 822 475 474 2.27

0 100 171 292 32 822 0 949 2.27

27

100 0 174 335 37 767 955 0 2.60

70 30 174 335 37 767 669 268 2.60

50 50 174 335 37 767 478 477 2.60

0 100 174 335 37 767 0 955 2.60

35

100 0 177 403 45 655 994 0 3.14

70 30 177 403 45 655 696 298 3.14

50 50 177 403 45 655 497 497 3.14

0 100 177 403 45 655 0 994 3.14

3. 실험결과의 분석

3.1. 재령일에 따른 압축 괴강도 변화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른 양생법과 재령별 압축 괴강도변화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을 살펴보면 각

각의 배합별로 세그룹으로 나눠져 있으며 각 그룹의 실선은 순환굵은골재 치환율 100/0%(=천연골재콘크리

트)를 나타낸다. 그림 1의 (a)의 기양생-재령일과 (b)수 양생-재령일의 그래 를 살펴보면 재령일에 따른 

압축 괴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재령일에 따라 일부 실험체에서는 선행된 재령 28일 압축 괴강도보다  

감소하는 경향도 있었지만 21, 27, 35MPa 모두 순환골재혼입율에 따른 설계기 강도 이하로의 강도 하

상은 발견할 수 없었다.

(a) 기양생-재령일

 

 (b)  수 양생-재령일

               그림 1 순환굵은골재치환율-양생법-재령일에 따른 압축 괴강도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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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재령일에 따른 음 속도 변화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와 음 속도의 상 계는 그림 2와 같다. 재령 기에는 속도의 

범 가 약 2100∼3500m/sec에 걸쳐서 범 하게 나타나지만, 재령 28일부터는 속도 범 가 약 4100∼

4400m/sec에 걸쳐서 집 으로 나타난다. 이는, 고체 물질 내부를 하는 음 가 그 물체의 도와 탄

성 성질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이러한 재령에 따른 음 속도의 범  차이는, 음 속도에 향을 

미치는 요인 에서 콘크리트내부의 함수량이라고 단된다. 순환굵은골재 치환율과 음 속도와의 상

계는 매우 낮지만 콘크리트 경화가 어느 정도 이루어진 시 부터는 콘크리트 강도별 음 속도의 상하 의 

차이가 차 좁아지면서 재령 28일에는 상하 의 차이가 약 400m/sec로, 재령 160일에는 상하  차이가 

50m/sec로 나타났다. 강도별로 음 속도의 평균을 구하여 비교해보면 재령일에 따른 강도 증가와 함께 

속도도 같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 순환골재치환율-재령일에 따른 음 속도 변화

3.2. 재령160일기  실험부재별 압축강도 비교

21, 27, 35MPa에서 순환굵은골재 치환율에 따라 제작된 총 12배합의 실험체를 재령 160일 기 으로 압축

괴강도를 비교한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코어 공시체는 모의부재 (800×800 ×200mm)에서 채취 하 다.

그림 3 재령 160일 기  압축강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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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을 통하여 각각의 강도별로 살펴보면 설계기 강도 21, 27, 35MPa의 순환골재치환율에 따른 실험체 

모두 설계기 강도 이상의 압축 괴강도 나타내고 있다. 치환율에 따른 각각의 강도의 변화를 체 으로 살

펴보면 순환골재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압축 괴강도가 높아지는 성향을 알 수 있다. 양생법에 따라 비교해보

면 수 양생 공시체가 가장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으며 다음으로 코어 공시체 그리고 기양생 공시체 순

으로 나타났다. 

5. 결론

(1) 순환골재 치환율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 하 상은 확인 할 수 없었으며, 설계기 강도에 따

라 순환굵은골재의 치환율이 높아질수록 압축 괴강도가 높아지는 성향을 알 수 있었다. 재 

천연콘크리트에 한 순환굵은골재의 치환율의 제한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단된다.

(2) 순환골재 치환율에 따른 음 속도변화의 상 성은 매우 낮지만, 재령일이 증가함에 따라 

음 속도는의 상하 의 차이가  좁아져 재령 160일에는 상하 의 차이가 50m/sec로 나타

났으며, 강도별로 음 속도의 평균을 비교해보면 재령일에 따른 강도 증가와 함께 속도도 같이 증

가함을 알 수 있었다. 

(3) 정책 으로 순환골재에 한 품질 기 이 강화되고 차 순환골재를 고부가가치용 구조재로 

사용하려는 노력이 추진되고 있는 시 에서, 순환굵은골재 콘크리트를 구조용 콘크리트 구조

물에 용하기 해서는 구조부재의 구조실험과 장기강도 하 상의 확인과 련된 연구가 추

가 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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