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BSTRACT

PURPOSES :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n optimized method of mix design for rapid-set lightweight-formed mortar mix. To
achieve this objective, the workability, setting time, and compressive strength of mixes under various conditions of mix design were evaluated.

METHODS : The water-bonder ratio, fly-ash substitution ratio, and forming agent injection amount were selected as design variables in the
study. The fluidity, setting time, density, and strength of the mortar mix were considered as major evaluation criteria of the mixture, and were
subsequently utilized to evalu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mortar mix under various conditions.  

RESULTS : The observations made from the mix design process are as follows: 1) the air content and fluidity increase as the forming agent
ratio and forming agent ratio increase, respectively; 2) the maximum air content is approximately 20%; 3) the accelerating agent decreases the
fluidity of the mortar mix by 15% on average; 4) the forming agent injection ratio and fly-ash substitution ratio yield significant effects on the
initial and final set times of the mortar mix; 5) as the forming agent injection ratio and fly-ash substitution ratio increase,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mortar mix decreases; and 6) the 28-day compressive strengths of the forming agent injection ratio and fly-ash substitution ratio yield the
most significant effects. 

CONCLUSIONS : It is concluded that the governing design variables for the rapid-set lightweight-formed mortar mix are the forming agent
injection ratio and fly-ash substitution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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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도로공간에서 발생하는 공간의 유형은 굴착과 비굴착

공사, 도로점용 및 비점용공사로 구분한다. 도로점용공

사는 굴착복구를 포함한 굴착공사와 차선도색이나 공사

장의 자재적치 등의 비굴착공사를 포함한다. 도로점용공

사 허가 및 승인과정에서 참조하는 법령은 도로법, 도로

법 시행령, 도로법 시행규칙이 있으며, 서울특별시 및 구

청 자치 법규와 국토교통부 및 관련 공공기관 등의 규격

및기준등을참고한다(서울특별시, 2014).

Table 1은 2010년에서 2013년까지 서울특별시 굴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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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공사건수를나타낸것으로, 매년약 40,000건이상

의 차도와 보도의 굴착복구 공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공종별 굴착복구 현황을

살펴보면, 상수도가 가장 많은 건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도시가스, 통신, 전기순으로나타났다.

서울특별시(2014)의 경우‘주요 간선도로의 도로굴착

및 복구공사는 교통량이 적은 야간시간대(오후 10시~

다음날 오전 6시)에 진행하며, 이면도로 및 주택가 생활

도로의 경우 소음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이 없도록 주간

의 최단시간 내에 공사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

한 도로복구 방법에서도‘도로포장구간과 보도공사구간

은 동일하게 당일 굴착구간에 대하여는 당일 복구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굴착복구공사는 일정시간 도로를 점용해야 하므로 시

민의 편의를 위해서 가능한 야간시간대와 같은 교통량

이 적은 시간대에 공사를 하도록 하며, 작업시간은 대체

적으로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로 두고 있다.

Table 2는 대도시의 굴착복구공사의 작업시간 예를 나

타내고 있다. 작업시간을 살펴보면, 모래부설 및 다짐에

소요되는 시간이 상대적으로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굴착복구공사는 상하수도관 확장 및 교체, 보도/차도

공사, 전기공사 등 다양한 유형으로 시행되고 있다. 굴

착복구공사 이후 포장파손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

며, 주요한 원인 중 하나가 굴착부 다짐부족이다. 특히

되메우기층의 다짐불량으로 인해 포장 표면부의 침하와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다짐도(%)를 기준으로 도로 굴

착복구에 대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장에서 평

가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이 없는 것도 또 다른 원인이

된다(서울특별시, 2015).

서울시설공단(2013)에 따르면 소규모 굴착복구 공사

중 가장 대표적인 보도블록 공사현장을 중심으로 하부

기층에 대한 평가 결과, 굴착복구 후 1년 미만 현장은

보도 다짐도 규정인 90% 이상 다짐도 및 입도기준을 만

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소규모 굴착복구공사

시공절차 및 품질관리에 대하여 개선사항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서울 주요 도심에서 발견한 동공(洞空₩빈 공간)들은

주로 하수관 등 관로 연결부 손상과 굴착공사로 인한 장

기침하 때문에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하수관

등 관료 연결부 손상으로 인한 동공이 13곳으로 전체의

52%를 차지하고, 12곳(48%)은 굴착 공사로 인한 장기

침하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국민일보, 2015).

현행 도심부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의 경우 하부 구조

층 다짐 시 짧은 작업시간과 소형다짐장비의 적용으로

충분한 다짐 도 확보가 어렵다. 또한 하부 구조층 다짐

에 대한 충분한 지지력이 확보되었는지를 평가하기 위

한 시험기준이 미비한 상태여서, 적정한 품질관리가 이

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도심부 내 다수의 지하

시설물 집구간일 경우, 되메우기층은 모래치환 후 물

다짐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지지력 확보여부를

평가하기 위한 마땅한 방법이 없는 현실이다. 

이와 같이 소규모 굴착복구공사에서는 적정한 다짐

도 확보 및 평가가 어려우며, 이로 인해 조기에 부등침

Table 1. Restoration Project of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4)

Sort

2010 2011 2012 2013

Road
way 

Side
walk

Road
way 

Side
walk

Road
way 

Side
walk

Road
way 

Side
walk

Total 31,966 10,711 33,300 9,965 32,941 10,128 29,247 12,514

Electri
city

1,761 1,199 1,986 977 2,451 1,400 2,147 1,289

Comm
unicat
ion

1,793 788 1,745 901 1,789 1,056 1,775 3,593

Urban
gas

5,744 1,133 6,085 1,264 5,667 1,205 4,637 1,005

Water
supply

18,293 3,799 18,154 3,599 17,178 3,389 14,896 2,298

Sewera
ge

352 72 478 130 795 101 993 161

ETC 4,023 3,720 4,852 3,094 5,061 2,977 4,799 4,168

Table 2. Repair Recovery TIme Limit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2015)

Sort Work Work time

Large
scale
(Over
50m)

Excava
tion

worker

Excavation 22:00~02:00

Pipeline construction 23:00~03:00

Sand construction &
compaction

24:00~04:00

Restor
ation
worker

Aggregate construction
& compaction

01:00~05:00

Asphalt paving 04:00~05:30

Small
scale
(Under
10m)

Excava
tion

worker

Excavation 22:00~01:00

Manhole, Pipeline
construction

01:00~03:00

Sand construction &
compaction

03:00~04:00

Restor
ation
worker

Aggregate construction
& compaction

04:00~05:00

Asphalt paving 05:00~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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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포장침하 및 파손 등이 발생하여 도로포장 유지관리

비용이 증가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목공사 표준일반 시방서(2004)에서는‘터파기와

되메우기는 기존 포장과 관련시설을 땅파기 전의 상태

로 복구하는 것을 포함하여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

다. 또한‘포장하부의 도랑파기에 대한 되메우기는 도

면에 명시되었거나 관계기관 또는 감리자가 승인하면

시멘트 슬러리 뒤채움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되메우기는 150mm 두께의 층으로 고르고, 제자리에

서 매질과 다지기를 하여야 하며, 각 층은 적합한 다지

기장비로 90％ 이상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 구

조물 하부에서 상부의 최소 300mm 두께는 95％ 이상

의 다짐도가 되게 다져야 한다.’라고 되어 있다. 즉, 되

메우기 재료는 충분한 다짐이 이루어져야 하며 기존 상

태와 유사한 상태로 복구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시

멘트 슬러리를 이용하여 되메우기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만, 국내에서는 시멘트 슬러리를 이용한

되메우기 시공 사례를 보기가 어려운 실정이다.

미국에서는 CLSM(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란 개념을 이용하여 굴착복구공사에 적용하

고 있다. 

1964년에 USBR(U.S. Bureau of Reclamation)은

CLSM을 콘크리트 파이프(직경 380~2400mm) 아래의

받침(bedding) 재료로 사용하여, Amarillo에서

Lubbock까지 연장 518km에 적용하 다. 이때 사용된

재료는쏘일시멘트슬러리(soil-cement slurry)로시공

비용에 약 40% 정도를 절감할 수 있었다(Lowitz and

Defroot, 1968). 

굴착부채움재의여러정착문제(settlement problems)

를극복하기위해, 1988년미국일리노이주Peoria지역에

서는 CLSM을 적용하여 2~3시간 안에 사람하중을 지지

할수있었고, 수축균열은거의발견되지않았으며3~4시

간 안에 포장 패칭을 수행하 다고 보고되었다(Smith,

1991).

여러 기관에서는 채움재용 CLSM이 20~35분 안에

응결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하며(사람이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 대략 1시간 이후에는 콘크리트 또

는 아스팔트 포장을 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제시하

다(Howard and Hitch, 1997). 그러나 여기서 제시된

속경성 배합은 플라이애시는 사용하지 않고 오직 시멘

트만을 사용하여 배합을 제시하 다. 

또한 ACI(2013)에서는 CLSM에 대한 다양한 적용

범위와 재료에 대한 특성 및 시공에 대한 내용을 정리하

여 제시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CLSM 재료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

루어져 왔다. 

송용원(2009)은 리젝트애시(Reject Ash)와 순환모래

를 이용하여 CLSM 의 플로와 공기량 및 압축강도를 확

인하 으며 그 결과 리젝트애시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재료분리가 감소하고, 단위수량 감소에 의해 압축강도

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종휘(2011)는 매립회, 1종시멘트와 폴리아크릴레이

트 계열의 기포제를 사용하여 CLSM의 향인자를 검

토하 으며 그 결과 최종비빔시간, 기포제 희석비 및 기

포비가 가장 큰 향을 미친다고 하 다.

이승준(2012)은 플라이애시를 이용하여 CLSM의 열

확산율과 비열량 같은 열 특성을 분석하 는데, 초기강

도 발현을 위하여 조강 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플라이

애시 치환율은 20~80% 범위에서 적용하 다. 

한우진(2015)은 CSA계 시멘트를 이용하여 고유동,

저강도 특성의 재료를 만들어 이에 대한 압축강도와 압

축파 속도의 상관성을 연구하 고, 양생초기 압축강도

평가에 활용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존 굴착복구 방법의 한계와 문제점에 대한 연구는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으며, 국내의 CLSM에 대한 연구

는 산업부산물을 최대한 많이 활용하기 위한 방법과 이

러한 재료들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는 연구로 진행되

었으나 급결성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CLSM 개념을 응용하여 국내

실정을 고려한 맞춤형 굴착복구 채움재를 개발하고자

하 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매설관 주변부의 채움 재료

를 경량기포 시멘트 모르타르로 적용하기 위하여 공기

량, 유동성, 속경성 및 압축강도 발현을 다양한 배합별

로 비교₩분석하 다. 이를 통해 현장 적용을 위한 최적

배합 안을 도출하고자 하 다.

Fig. 1 Air Content Test Result

Ordinary Backfill Mehtod                   3FM Backfill Meht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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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평가 기준 설정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굴착부 채움재용 경량기포

시멘트 모르타르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포함하고 있어

야 한다.

첫째, 고유동성을 나타내어 별도의 다짐과 마감작업

이 필요하지 않는 자가 다짐(Self-compacting, Self-

leveling)이 가능해야 한다. 채움재 타설을 할 경우 기

술자가 굴착부위에 직접 들어가서 작업을 할 필요가 없

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플로우 값을 500mm 이

상 만족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둘째, 도심부 굴착복구의 경우 타설 후 30~60분 안

에 응결이 발생하여, 기술자가 시공면에서 다음 작업이

가능해야 한다. 한정된 시간 내에서 재료의 속경성은 중

요한 부분이다. 속경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침입도 시험

을 사용하 으며 초결이 30~60분 내에 발현하는 것을

목표로 하 다.

셋째, 하부지반에 가하는 자중을 최소화하고, 당초 매

설관 주변부 흙의 도와 유사할 수 있는 재료를 치환하

기 위해 기포제(foaming agent)를 활용하여 저 도

(low density) 재료로 생산되어야 한다. 

넷째, 재굴착이 가능하도록 배합설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적절한 압축강도 이하가 되어야 한다.

ACI(2013)에서는 기계적 재굴착을 위해서는 1,200PSI

(8.3MPa) 이하를 만족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경제성을 고려하여 플라이애시 치환율을 최대한

확보하고자 하 으며, 사전 배합을 통해 전체 결합재 대

비 60~70% 치환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하 다. 치환율

이 이보다 클 경우 오히려 초결 발생이 지연되어 본 연

구에서 제시하는 성능 목표를 만족하기가 어려운 것으

로 나타났다.

2.2. 재료

속경성 경량기포 모르타르 재료의 구성은 1종 시멘

트, 광물성 혼화재, 기포제, 응결촉진제(급결제) 및 골재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물성 혼화재로 플라

이애시를 사용하 으며(Table 3), 기포제를 이용하여

경화된 콘크리트 페이스트 내부에 안정된 공극을 생성

시켜 모르타르의 도를 감소시킬 수 있다. 

ACI(2009)에서도 CLSM에 공기를 연행시킬 경우,

워커빌리티 향상, 수축 감소, 블리딩 감소, 재료분리저

항성 향상, 단위중량 감소 및 강도발현조절 등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포생성 방식은 선기포 방식과 후기포 방식이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선기포방식을 채택하 다. 이 방식은

기포제를 미리 물에 희석한 후 이것을 고압의 공기와 함

께 기포발생기에 주입하여 기포를 발생시키는 방법이

다. 발생된 기포는 혼합물 배합 시 주입하여 혼합물과

함께 섞여서 기포 콘크리트를 형성하는 것이다. 본 실험

에서 사용된 기포제(forming agent)는 식물성 기포제

를 사용하 다. 

이와 같은 기포콘크리트가 굴착부 매설관 주변에 도

포될 경우, 단열효과에 의해 동결심도를 낮출 수 있으

며, 또한 궁극적으로 경화체의 동결융해저항성이 향상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심부에서 신속한 굴착복구 공사를 위해 조기강도

발현을 위한 응결 촉진제가 필요한데 본 연구에서는 시

멘트광물계 급결제를 사용하 다. 시멘트 광물계 급결

제는 Ca(OH)2와 SO3 반응에 의한 에트린자이트 생성

을 통해서 급결성을 나타내는 방법으로, 시멘트와 유사

한 pH 10~12의 약알칼리 저자극성 물질로 초기강보발

현이 우수하고 높은 차수효과로 장기적 내구성이 우수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골재는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잔골재만을 사용

하 다. 왜냐하면 굵은 골재를 사용할 경우 재료 분리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모르타

르 배합에 비해 좀 더 높은 점성이 요구될 수 있기 때문

이다. 

2.3. 배합 및 실험방법

2.3.1. 배합

Table 4는 물-결합재 비율, 플라이애시 치환율 및 기

포제 투입량에 따른 속경성 경량기포 모르타르의 물리

적 특성과 경화시간을 비교₩분석하기 위한 배합표이다.

굴착복구 되메움 재료를 위한 저강도 배합으로 물-결

합재비는 3수준(60%, 65%, 70%), 단위 결합재량은

450kg/m3으로 하 다. 원활한 배합을 위하여 폴리카본

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해당 물-결합재비에 따라 적정량

을 사용하 으며, AE제는 사용하지 않았다.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Fly Ash (% by mass)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Finen
ess
(㎠/g)

Specific
gravity
(g/㎠)

Loss
Ignition

Fly Ash 56.0 23.1 6.37 3.34 1.47 0.28 4,091 2.27 5.3

Cement 20.2 5.7 2.8 61.7 3.4 2.4 3,200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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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투입량은 예비시험을 통해 공기량 20% 이하를

목표로 하 으며 사용 장비의 초당 기포 생산량도 고려

하여 결정하 다. 예비시험 결과 공기량이 20% 이상 초

과하게 되면 재료분리 및 체적 감소가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전체 배합량(kg) 대비 3

수준(0g/kg, 2.95g/kg, 5.91g/kg)의 단위 기포량 중량

(g)을 투입하 다.

양생의 경우 시편제작 후 24시간동안 상온에서 양생

하 으며, 이후에 탈형하여 20±1℃에서 수중양생을 실

시하 다.

또한 조기강도 발현을 위해 모든 배합에 공통적으로

결합재 중량 대비 5%의 급결제를 적용하 고, 단기 급

결을 예방하고자 결합재 중량대비 0.2%의 지연제를 적

용하 다.

2.3.2. 실험방법

공기량 실험은 KS F 2409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단

위 용적 질량 및 공기량 시험 방법(질량 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다. 보통 공기량 실험은 KS F 2421 방

법을 많이 사용하고 있으나, ‘인공 경량 골재와 같은 다

공질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또는 콘크리트와 비교하

여 공기량이 비교적 커지는 모르타르의 경우 적용되는

수가 많다.’라고 명시하고 있다(KS F 2409).

플로(Flow)는 KS L 5111에 따라 플로 시험체 틀을 만

들었으며, KS F 2594 방식을 활용하여 플로 시험을 수

행하 다. 여기에 사용된 플로 콘은“Hagermann

cone”으로 주로 자가 다짐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름치를

측정하는데사용된다.

Stähli(2004)에 따르면“Abrams cone”이라 불리는

큰 콘과“Hagermann cone”의 플로 값의 비는 약

2.4~3.0 정도라고하 다.

본 실험에서는 배합 단계별로 공기량과 플로를 측정

하 다. 기포와 급결제를 넣기 전₩후의 공기량과 플로

를 측정하여 기포와 급결제에 의한 공기량과 플로의 변

화를 비교하고자 하 다.

모르타르의 응결시험은 KS F 2436 “관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 시험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으며, 초결과 종결의 응결시간 계산을 위하여

회귀분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 다.

압축강도는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따라 50mm×50mm의 입방체

시편을 사용하여 재령 1일과 28일에 실험하 다.

3. 시험결과 및 고찰
3.1. 공기량 및 플로 시험 결과

공기량와 플로 분석결과는 크게 3가지 단계로 나타낼

수 있다. 첫 번째는 기포와 급결제가 투입되지 않은 최초

공기량 분석결과이다. 공기량은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

Table 4. Details of Concrete Mixes

Mixture W/B
Fly Ash

(%)
Cement

(%)
SP

(by binder, %)

Forming
agent
(g/㎏)

1-1 70 80 20 0 0

1-2 70 80 20 0 2.95

1-3 70 80 20 0 5.91

2-1 70 70 30 0 0

2-2 70 70 30 0 2.95

2-3 70 70 30 0 5.91

3-1 70 60 40 0 0

3-2 70 60 40 0 2.95

3-3 70 60 40 0 5.91

4-1 65 80 20 0.5 0

4-2 65 80 20 0.5 2.95

4-3 65 80 20 0.5 5.91

5-1 65 70 30 0.5 0

5-2 65 70 30 0.5 2.95

5-3 65 70 30 0.5 5.91

6-1 65 60 40 0.5 0

6-2 65 60 40 0.5 2.95

6-3 65 60 40 0.5 5.91

7-1 60 80 20 1 0

7-2 60 80 20 1 2.95

7-3 60 80 20 1 5.91

8-1 60 70 30 1 0

8-2 60 70 30 1 2.95

8-3 60 70 30 1 5.91

9-1 60 60 40 1 0

9-2 60 60 40 1 2.95

9-3 60 60 40 1 5.91

Fig. 2 Geometry of the Slump Flow Cones (Stä hli, 2004)

2017.2논문(포장)  2017.2.14 12:51 PM  페이지5   프린텍1 



누어질수있다. 이는원활한배합을위해물-바인더별

로 고성능 감수제 양을 다양하게 적용했으며, 그결과 고

성능감수제로인한공기량차이라볼수있다(Fig. 3).

두 번째는 기포투입량에 따른 공기량 변화와 플로 변

화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기량이 최대 20% 이하가 되도

록 예비시험을 통하여 기포량을 결정하 으며, 단위 배

합량 대비 기포 첨가량은 0, 2.95, 5.91g/kg이다. 기포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공기량 역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물-바인더 비가 높을수록 기포 투입량 대비 공

기량 증가율이 큰 것을 알 수 있다(Fig. 5). 특히 물-바

인더 비가 낮을 경우 기포 투입량이 증가하더라도 공기

량이 크게 증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최적 배합

도출 시 적정 기포 투입량을 고려해야 한다. 

플로는기포투입량증가에따라증가하는것으로나타

났으나, 물-바인더 비가 높은 배합에서는 증가량이 적은

것으로나타났다(Fig. 6). 3번대배합의경우플로실험값

은 오히려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플로값 차이가 크지

않아 거의 변화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왜냐하면

본 실험에 사용된 슬럼프 콘은“Hagermann cone mini

slump flow test”용으로콘크기가작기때문이다. 

세 번째로 급결제 사용으로 인한 공기량과 플로 변화

이다. 대부분의 배합에서 급결제 사용으로 인하여 공기

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7). 특히 기포가

들어간 배합에서 공기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플로 역시 급결제 사용으로 인하여 플로값이 줄어드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8). 그러므로 현장 적용 시 최

International Journal of Highway Engineering·Vol.19 No.16

Fig. 3 Air Content Test Result without Forming Agent

Fig. 4 Flow Test Result without Forming Agent

Fig. 6 Flow Test Result by Forming Agent Contents

Fig. 7 Air Content Test Result by Accelerators

Fig. 8 Flow Test Result by AcceleratorsFig. 5 Air Content Test Result by Forming Ag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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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 플로값을 확인하여 유동성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응결 시간 특성

Table 5는 배합별 관입저항치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초결과 종결 응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Fig. 9는 기포 투입량에 따른 초결 응결시간을 나타

낸 것이다. 일부 배합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배합에서 기

포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결 응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은 플라이애시 치환율을 고려한 초결 응결시

간을 나타낸 것으로 동일 기포첨가량에서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높을수록 초결 응결시간이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결 응결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포투입량

과 플라이애시 치환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 배합이더라도 기포함량과 플라이애시 치환량에 따

라 초결 응결시간을 조절할 수있으며, 이러한 특징은 현

장에서 계절별 특성을 고려하여 시공할 때 유용할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목표로 하는 30~60분

이내의 초결 응결시간을 가지는 재료 배합에 대한 평가

및적정범위를산정하는데도움이될것으로판단된다. 

종결 응결시간 역시 기포투입량과 플라이애시 치환량

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1, 12). 종결

응결시간은 속경성 굴착복구 재료 배합 도출 시 제외 가

능한 배합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종결 응결시

간이 10일 이상 넘어가는 재료 배합 구성은 제외하여

실제 배합 도출에 경우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Table 5. Setting Time

Initial set(min) Final set(day)

1-1 31 1.00

1-2 16 1.91

1-3 108 3.68

2-1 0.3 7.87

2-2 6.5 1.18

2-3 10 14.74

3-1 0.7 3.31

3-2 6.4 1.91

3-3 57 3.69

4-1 24 0.63

4-2 53 2.40

4-3 85 6.29

5-1 4.7 0.69

5-2 10 0.67

5-3 20 2.01

6-1 2.1 0.45

6-2 7.4 0.78

6-3 32 5.55

7-1 4.8 0.61

7-2 59 5.04

7-3 103 24.25

8-1 12 0.39

8-2 1.7 0.90

8-3 20 1.11

9-1 0.3 0.27

9-2 1.4 0.44

9-3 20 1.1

Fig. 9 Initial Set Time by Forming Agent Contents

Fig. 10 Initial Set Time by Fly Ash Contents

Fig. 11 Final Set Time by Forming Agent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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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압축강도 특성

압축강도시험은 입방체 시편으로 재령 1일, 28일에

측정을 하 다. Fig. 13, 14는 1일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기포첨가량이 적을수록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라이애시 치환량이 낮을수록 강도가

증가하 으나, 일부 배합에서는 치환율이 60%보다

70%일 때 강도가 큰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Fig. 15, 16의 28일 강도와 비교해 보면 플라

이애시 치환량이 작고 기포 첨가량이 작을수록 압축강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일 강도에서는 플

라이애시 치환량에 따른 강도 차이가 다를 수 있으나 시

간이 지날수록 플라이애시 첨가량에 따른 강도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ACI(2013)에 따르면 일반적인 CLSM의 장기강도는

8.3 Mpa(1200psi)를 넘지 않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재

굴착을 고려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 결과에서도

28일 강도가 8.3Mpa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

후 장기강도를 검토하여 필요한 최적 배합 도출 시 고려

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및 향후계획

본 논문에서는 굴착복구용 재료로 속경성 경량기포

모르타르의 최적 배합 도출을 위해 다양한 배합들의 기

초물성을 비교 분석하 다. 이를 위해 3수준의 물-결합

제비, 3수준의 플라이애시 치환율 및 3수준의 기포제

투입량을 변수로 하 으며 속경성을 위하여 급결제를

첨가하여 배합을 설정하 다. 이들 배합별 기초물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기포제 및 급결제 투입 전후 공기량과

플로를 비교하 으며, 경화 및 응결시간을 파악하기 위

하여 관입저항 시험과 압축강도를 측정하 다. 이를 통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 다.

1. 기포제 첨가량에 따라 공기량은 증가하 으며, 최대

Fig. 12 Final Set Time by Fly Ash Contents

Fig. 13 1Day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 by 

Forming Agent Contents

Fig. 14 1Day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 by 

Fly Ash Contents

Fig. 15 28Day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 by 

Forming Agent Contents

Fig. 16 28Day Compressive Strength Test Result by 

Fly Ash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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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량은 약 20% 정도 수준으로 나타났다. 본 배합

에서 설정한 기포제 단위첨가량 5.91g/㎏이 적정 최

대 기포 첨가량 수준으로 판단된다.

2. 플로는 기포제 첨가량에 따라 증가하 으며, 급결제

첨가 시 평균 15% 정도 감소하 다. 플로는 굴착복

구에서 자가 다짐을 평가하기 위한 중요한 항목이므

로 추가연구를 통해 현장 적용을 위한 기준의 검토가

필요하다.

3. 초결과 종결 응결시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로

기포투입량과 플라이애시 치환량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초결 응결시간은 현장에서 되메우기 작

업시간을 고려한 재료 배합 적정 범위 산정에 도움

이 되며, 종경 응결시간은 실제 최적 배합 도출에

필요한 경우의 수를 줄이는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4. 기포 투입량과 플라이애시 치환량이 압축강도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압축강도에서

는 일부 플라이애시 치환율이 60%보다 70%일 때 압

축강도가 더 큰 경우도 있었으나, 28일 압축강도에

서는 플라이애시 첨가량에 따른 강도 차이가 명확한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연구로는 실내에서의 속경성 굴착복구 시멘트

모르타르 최적 배합 범위를 결정하여 현장 시공 적용 시

필요한 재료 물성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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