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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라믹비드를 잔골재로 대체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특성

A Study on Compressive Strength Properties of Mortar Using

Ceramic Bid as Fin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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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문은 세라믹 비드를 일반 모르타르의 잔골재로 대체하여 사용했을 경우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에 변

화를 확인하고자 수행하였다. 잔골재를 대체할 세라믹 비드의 입도분포를 확인하였고, 세라믹 비드의 잔골

재 대체율을 10%, 20%, 30%로 설정하고 2가지 종류의 세라믹 비드를 이용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여 7일,

14일 28일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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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방안으로 1975년 이후 단계별로 단열 재료의 법령들이 개정되면

서 건물의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다양한 재료의 단열재들과 새로운 단열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기

존 공동주택의 단열은 내단열로서 열교에 의한 에너지 손실이 많이 되어 점차 외단열 시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외단열 시공의 경우 기존 내단열에 비교하여 시공비용과 공기 등이 비슷하고 단열효과가 높

다는 연구 결과 등이 발표되고 있다.

기존에 사용 중 공동주택에 외벽에 일정두께의 단열 모르타르로 마감재의 역할로 사용한다면 추가적인 내

장재의 사용을 억제하고 내단열 건축물의 사용면적을 증가시키면서 단열 성능을 증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2. 시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국산업규격의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KS L 5105)의 시험법에 따

라 시험을 진행하였다. 잔골재는 KS L ISO 679에 적합한 주문진 표준사를 사용하였으며 세라믹 비드는 A

사의 제품 2종류를 사용하였다. 체분석을 통하여 입도분포를 확인하였고, 잔골재 대체율을 10%, 20%, 30%로

하여 7일, 14일, 28일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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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 배합비

Variables W/B Cement(g/m³) Send(g/m³) Water(g/m³) Ceramic(g/m³)
#1000-10%

0.485 760

1675.8

368.6

186.2
#1000-20% 1489.6 372.4
#1000-30% 1303.4 558.6
#400-10% 1675.8 186.2
#400-20% 1489.6 372.4
#400-30% 1303.4 558.6

3.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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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세라믹비드 #400 압축강도                   그림 2 세리믹비드 #1000 압축강도

4. 결론

잔골재를 대체하여 세라믹비드로 대체하여 사용했을 경우 기존 모르타르보다 단위 중량의 약 25% 이상을

낮춤으로 경량성을 향상 시켰다. 잔골재와 비슷한 입도를 갖는 세라믹 비드 #400의 경우 일반 모르타르의

40%의 압축강도를 발현했다. 소성을 통해 무수한 공극을 갖고 있는 세라믹비드를 잔골재로 대체했을 경우

일반 모르타르의 배합보다 많은 양의 W/B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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