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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국내 자동차 사용이 증가하면서 폐타이어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폐타이어의 재활용을 위한 처리방법중 분말가

공 형태는 25%로서 건설현장에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황과 폐타이어를 이용한 콘크리트(SRC: Sulfur-Rubber

Concrete)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여 최적배합비를 제안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황과 폐타이어의 배합양을 달리하여 압

축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더불어 SRC의 제작과정을 2개의 배합방법(건조배합과정 및 습윤배합 과정)에 따라서 각각 그 특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고무의 혼입률이 증가할수록 SRC의 압축강도는 감소함을 알 수 있었으며, 마이크로 충진재의 첨가와 황 혼입

률 조절은 압축강도를 향상시켰다. 또한 SRC의 황의 혼입률을 조절하여 강도의 최적값을 제안하였다. 이러한 SRC는 도로포장이나

경량벽체 또는 충격에너지 흡수율이 높은 건설 분야에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제어 : 황-고무 콘크리트; 최적 배합비; 역학적 물성; 건조배합; 습윤배합.

Abstract

Recently, as the registration of vehicles increases, the utilization of the waste tires is emerging as environmental issues. Crumb

rubber reproduced by scrap tires has been reused up to 25% in the construction fiel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mechanical properties of sulfur-rubber concrete (SRC) and to suggest the optimum mix design in terms of the compressive

strength. Specimens were prepared with various mixing parameters: amount of sulfur, rubber, and micro-fillers. Two casting pro-

cesses were also mentioned; dry process and wet process. The results mainly showed tha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SRC

decreased with an increment of rubber content. However, adding micro-filler and adjusting sulfur contents could improve the com-

pressive strength of SRC. Optimum values of sulfur and rubber content were selected by workabil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SRC. SRC can be applied to road constructions where high strength of concrete is not concerned, to wall panels that require

low unit weight, to construction of median in highways to resist high impact load, and in sound barriers to absorb sound wav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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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국내 자동차 등록대수가 1세대당 1대에 근접해

있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폐타이어의 재활용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에서는 2010년 현재 폐타

이어의 재활용을 위해서 원형(0%), 열(73%), 분말가공

(27%)의 3가지 처리방법을 통해서 재활용이 된다.1) 이

중 건설분야에 재활용도가 높은 분말가공방법은 크게

기계적 분쇄와 냉각분쇄로 나뉘며, 현재 급속냉각에 의

한 파쇄에 의해 200 µm 미세 분말이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폐타이어의 구성은 약간의 수분을 제외하면 대

부분이 휘발물질이나 고형탄소(Fixed carbon)로 이루어

져 있다. 타이어 제조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된 원료

성분은 Styrene-Butadiene Rubber (SBR)로서 약 60.5%

가 함유되어 있으며, 유해 기체성분의 발생원이 되는 황

성분은 약 0.97% 정도이다.

폐타이어의 건설자재로서 활용에 대한 연구는 1990

년대 중반부터 국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까지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16) 콘크리트

도로포장의 성능개선을 위한 연구로서 폐타이어 분말을

약 7% 혼입하여 각종 실내시험과 현장시험을 수행하였

으며, 그 결과 콘크리트 포장재로서의 사용에 있어 타

당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2) 폐타이어를 혼합한 아스팔

트 콘크리트의 기본특성 및 소성변형 저항성 평가를 위

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그 연구결과 CRM(Crumb

rubber modifier)의 첨가 및 폴리머계 아스팔트 혼합물

의 사용이 소성변형 저항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어 큰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할렬인장강도는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가 우수하나 인성과 최대수직변형률,

회복탄성계수의 경우 폐타이어를 적용한 아스팔트 콘크

리트가 더 우수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4) 그러나, 전

반적인 재료적 특성이 우수한 폐타이어 아스팔트 콘크

리트는 시멘트 경화체 사이에서 접착성의 문제점이 야

기되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시멘트 모르타르와 폐

타이어 분말 사이의 접착력을 증진하기 위하여 SBR 라

텍스을 사용한 성능개선과, 분말수지와 폐타이어를 혼

합하여 기존의 무수축, 고유동, 고강도 특성 외에, 고인

성과 고내구성을 갖는 그라우팅 재료를 개발하고자 하

는 연구들이 수행되어왔다.5-6) 최근에는 폐타이어와 함

께 메타카올린을 이용하여 건축물 화재 시, 고강도 콘

크리트의 폭렬을 저감시키고자 하는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그 결과 메타카올린은 콘크리트 자체의 내화성을 향

상시키고 폐타이어는 내부 팽창압은 분담하여 폭렬저감

에 상당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7) 

한편, 콘크리트의 바인더로서 시멘트 대신 황(sulfur)

을 사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다.17-19) 황-콘크리트

는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제조과정과 비슷하나, 황이 굳

기전에 단시간에 연속적인 배합과 타설이 필요하다. 기

본 혼합재료로는 황, 골재, 혼화재로 구성되며 130-

146oC에서 계속적인 가열이 필요하다. 황-콘크리트는 고

강도, 내마찰력, 내화학성이 뛰어나며, 열가소성의 성질

을 갖는다. 더불어 분쇄가 가능하므로 재활용이 가능하

며 강도의 저하없이 성형이 가능하는 장점이 있다. 현

재 황-콘크리트는 내구성과 내화학성이 요구되는 화학

공장이나 항만시설 등에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는 황(Sulfur)과 폐타이어 분말을 동

시에 혼입하여 사용한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황과 폐타이어 분말, 그리고 공극

을 채워주는 충진재(Micro filler)로서 플라이 애쉬 등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배합비에 따른 물리적 특성을 파악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실험변수는 제조방법, 온도 및

배합비이며, 각각의 조건에 따라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황-고무 콘크리트 (Sulfur-

Rubber Concrete; SRC)의 구성성분은 황, 골재, 시멘트

(Type I/II), 플라이 애쉬(Class F), 그리고 폐타이어 분말

이다. 본 연구에서는 바인더로서 황이 사용되었으며, 시멘

트와 플라이 애쉬는 충진재로서 사용되었다. 시멘트와 플

라이 애쉬, 황의 단위중량은 각각 3.15 g/cm3, 2.3 g/cm3,

1.87 g/cm3이다. 골재로서 모래의 중량은 2.6 g/cm3, 조립

도는 2.8, 수분함량은 4%이다. 폐타이어 분말의 크기는

평균 4 mm정도이며, 단위중량은 1.0 g/cm3이다.

2.2. 실험체 제작 및 실험방법

SRC를 활용한 실험체 제작은 가열 또는 상온에서 골

재를 혼합하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제작방법과 유사하게

건식과 습식 두 가지 방법을 이용하였다. 건식방법은 황

을 130-146oC 사이에서 먼저 가열하여 30분정도 완전

히 융해될 때까지 가열하였다. 146oC이상으로 가열하면

황이 연소될 수 있음으로 최대 가열온도는 146oC를 초

과하지 않도록 하였다. 그 외 재료들은 95oC에서 가열

하여 융해된 황과 적절히 배합하였고, 황은 실온에서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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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되기 때문에 고온에서 배합된 재료들은 순간적으로

몰드에 타설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습식방법은 건

식방법과 달리, 황과 고무를 동시에 가열하여 황이 고

무의 표면을 코팅되도록 하는 방법으로, 재료배합은 건

식방법과 동일한 조건으로 수행하였다. 실험체는 지름

5 cm와 높이 10 cm의 원통형을 사용하였으며, 몰드에

타설 시에는 강봉으로 혼합물들을 다짐하였다. SRC는

일반 콘크리트에서 발생되는 수화작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타설 후 1시간 안에 굳어지나, 본 연구에서는 7

일을 양생한 후에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SRC의 최적배합조건을 결정하기 위해

서 Table 1과 같이 각각의 재료에 대한 배합조건을 실험

체 부피에 대한 비율로 결정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우

선, 실험체 No.1 ~ 2의 겉보기에 따른 워커빌리티 관점에

서 황에 대한 초기 비율을 결정하였으며, No. 3 ~ 8에 대

한 배합조건을 얻을 수가 있었다. No. 9 ~ 16은 시멘트

를 공극 충진재로서 사용하여 강도를 개선시키기 위해

서 시멘트의 비율은 10%로 고정시킨 후에 골재에 대한

고무분말의 양을 50%까지 증가시키면서 실험체의 강도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1은 No. 2의 배합조건에 의해

제작된 SRC 시편을 나타낸 것이다. 

3.1. 건식배합공정에서 황(sulfur)의 비율에 대한 영향 

Fig. 2은 공극 충진재 없이 황의 배합조건에 대한 강

Table 1. Mix design of SRC with dry process

No.
Sulfur(Slf)

(% vol.)

Cement(C) 

(% vol.)

Rubber(R) 

(% vol.)

Sand(SA)

(% vol.)

Cement:Rubber:Sand 

(% vol.)

1 16 0 0 84 0 : 0 : 100

2 16 0 8 76 0 : 10 : 90

3 26 0 0 74 0 : 0 : 100

4 26 0 7 67 0 : 10 : 90

5 26 0 15 59 0 : 20 : 80

6 26 0 22 52 0 : 30 : 70

7 26 0 30 44 0 : 40 : 60

8 26 0 37 37 0 : 50 : 50

9 30 7 0 63 10 : 0 : 90

10 30 7 7 56 10 : 10 : 80

11 30 7 14 49 10 : 20 : 70

12 30 7 21 42 10 : 30 : 60

13 30 7 28 35 10 : 40 : 50

14 30 7 35 28 10 : 50 : 40

15 33 7 20 40 10 : 30 : 60

16 37 6 19 38 10 : 30 : 60

Fig. 1. Specimen of sulfur rubber concrete(S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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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실험을 수행한 결과이다. Table 1에서 보이는바와

같이, No. 1과 No. 3은 폐타이어 고무분말을 혼합하지

않고 황의 배합비만을 10%로 상향조정하여 워커빌리티

개선에 의한 강도변화를 비교하였다. 또한, No. 2와

No. 4는 No. 1과 No. 3과 동일한 조건하에서 골재부

피 10%의 고무분말을 배합하였다. 

Fig. 2에서 No. 1과 No. 2는 동일한 조건하에 고무분

말을 첨가했을 뿐인데, 압축강도가 No. 1의 13 Mpa에서

No. 2의 약 4 Mpa로 1/3로 감소하였다. 이는 실험체 제

작시에도 차이가 있었는데, No. 1과 No. 2의 경우 완전

융해된 황이 배합시 골재를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었으며,

특히, No. 2 시편은 Fig. 1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공극도

다량 존재함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No. 4

의 강도는 No. 2에 비해 2배이상 증가하였으며, No. 4

배합시 액상화된 황은 골재와 고무분말 사이에서 공극

을 감소시켜 결합재로서 충분한 역할을 수행하였다. 더

불어 No. 4의 강도는 고무분말이 10% 혼합되어 있지

만, 압축강도는 No. 1이나 No. 3에 비해 15%정도 감

소되었다. 따라서, 공극의 감소는 강도증진과 밀접한 관

계가 있으며, 황의 혼합량은 최적 배합설계시 매우 중

요한 요소라고 판단된다.

 

3.2. 건식배합공정에서 충진재(Micro-filler)에 대한 영향 

SRC 시편 No. 3 ~ 8은 충진재로서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황만을 사용한 경우이며, No. 9 ~ 14는 황과 시멘트

를 모두 사용한 경우이다(Table 1). 특히 No. 9 ~ 14인 경

우는 시멘트를 사용하기 때문에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키

기 위해 황을 4%정도 더 증가시켜서 배합을 하였다.

Fig. 3에서는 충진재를 사용한 시편들이 압축강도가 충

진재를 적용하지 않은 시험체들에 비해 확연히 증가되

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고무분말의 함량이 30 ~ 50%

의 경우, 충진재를 사용한 시편 No. 12 ~ 14의 압축강

도가 충진재를 사용하지 않은 시편 No. 6 ~ 8보다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충진재

의 사용은 강도를 개선을 시킬 수는 있으나 고무분말

사용에 의한 강도저하를 막을 수는 없음을 알 수 있다.

Fig. 4은 충진재에 의해 강도가 개선된 No. 12를 기

준으로 황의 배합조건을 달리하여 강도를 측정한 결과이

다. No. 12, No. 15, No. 16은 충진재 및 골재의 비율

은 10 : 30 : 60으로 고정을 시킨 후, 황의 배합비율을

1 : 1.1 : 1.23로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강도의 비율은

1 : 0.84 : 0.78로 점점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황의

혼합비율이 어느 일정구간 이상이 되면 강도를 감소시

킴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건식배합조건에서 황 혼

합비로서 30%가 가장 적절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는 Fig. 4의 결과에서 얻어진 No. 12의 배합

조건(Slf : C : R : SA = 30 : 7 : 21 : 42)을 기준으로 충진

재의 양만을 4% ~ 10%로 각각 변화시켜서 압축강도를

Fig. 2. Effect of sulfur content on compressive strength of

SRC. Fig. 3. Effect of rubber content and cement filler on

compressive strength of SRC.

Fig. 4. Effect of sulfur content on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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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결과이다. 시편의 배합비율 조건은 각각 Table 2

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C2의 압

축강도가 가장 높았으며, 충진재의 최적비율은 전체부

피의 5%임을 알 수 있다.

3.3. 습식배합공정에서 황(sulfur)의 비율에 대한 영향

건식배합조건에서의 배합설계 결과를 바탕으로 습식

제조공정에 대한 강도 측면에서의 최적배합비를 파악하

였다. 건식과정에서의 조건과 마찬가지로 실험변수는 황

의 비율, 충진재 및 융해 온도에서의 가열시간이다. 

습식제조공정은 건식공정과 달리 황과 고무분말을 동

시에 가열하여 혼합한 후, 골재와 충진재를 혼합하기 때

문에 Table 3의 황의 비율조건과 같이 30%이상에서 그

비율을 증가시켜서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충진

재와 고무분말 그리고 골재의 비율을 각각 10:30:60의

비율로 고정시킨후, 적절한 워커빌리티에 의해 황의 배

합비율을 설정하였다. 습식제조공정에서는 건식공정과

달리 플라이애쉬를 충진재로 사용하였다. 그 결과는

Fig. 6에서와 같이 시편 W3의 황이 33.6% 포함되었을

때 압축강도가 약 21 Mpa로서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습식제조공정에서 황은 고무와 같이 융해를 시

키므로 가열시키는 시간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황 분말

을 융해하는데 필요한 최적 온도는 135oC ~ 146oC이나

본 연구에서는 146oC를 사용하였으며, 가열 지속시간은

30, 45, 60분 이었다. W3의 배합조건으로 146oC에서의

가열 지속시간에 따른 강도를 측정하였다. Fig. 7은 가열

지속시간에 따른 강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45분 동안

가열한 후에 시편을 제작하였을 때가 가장 높은 강도를

보였으며, 그 이상 가열을 하면 황이 연소되어 강도 저

Fig. 5. Compressive strength of specimens with different

micro-filler contents.

Table 2. Mix design for the effect of micro-filler with dry process

No.
Sulfur(Slf) 

(% vol.)

Cement(C) 

(% vol.)

Rubber(R) 

(% vol.)

Sand(SA)

(% vol.)

Cement:Rubber:Sand 

(% vol.)

12 30 7 21 42 10 : 30 : 60

C1 30 3 21 46 4 : 30 : 66

C2 30 5 21 44 7 : 30 : 63

C3 30 5 0 65 7 : 0 : 93

C4 30 5 7 58 7 : 10 : 83

C5 30 5 14 51 7 : 20 : 73

C6 30 5 28 37 7 : 40 : 53

C7 30 5 35 30 7 : 50 : 43

Table 3. Mix design for the effect of sulfur content with wet process

No.
Sulfur(Slf) 

(% vol.)

Fly ash(FA) 

(% vol.)

Rubber(R) 

(% vol.)

Sand(SA)

(% vol.)

Fly ash:Rubber:Sand 

(% vol.)

W1 31.6 6.9 20.5 41.0

10:30:60

W2 32.6 6.8 20.1 40.5

W3 33.6 6.6 19.9 39.9

W4 35.6 6.4 19.4 38.6

W5 37.6 6.2 18.6 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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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3.4. 습식배합공정에서 충진재(Micro-filler)에 대한 영향 

SRC에서 골재와 골재사이의 공극은 압축강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이다.20) 이를 메워주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충진재로서 플라이 애쉬를 사용하였다.

Table 4에서는 황의 비율은 33.6%로 고정시키고, 충진

재와 골재의 총비율 66.4%내에서 변화시키면서 각각의

시편에 대한 압축강도실험을 수행하였다. 다시 말해서,

고무분말은 19.9%로 고정되고, 플라이 애쉬의 양은

7 ~ 21%까지 변화시키면서 잔골재와의 합이 46.5%로

일정하게 각각의 시편을 제작하였다.

그 결과, Fig. 8과 같이 시편 W3에서 강도가 가장

큰 값을 나타내었고, 플라이 애쉬의 양이 감소함에 따

라 강도는 약 25%정도까지 감소되었다. 따라서, 습식배

합공정에 의해 제작된 시편 W1 ~ W9 중에서 최적배합

은 시편 W3임을 알 수 있었다. Fig. 9은 최적 습식배

합조건을 기준으로 고무분말의 양을 0 ~ 50%까지 달리

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고무분말의 조건에

따라 거의 선형으로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으며, 고

Fig. 6. Effect of sulfur content on compressive strength.

Fig. 7. Effect of heating period on compressive strength.

Table 4. Mix design for the effect of micro-filler with wet process

No.
Sulfur(Slf) 

(% vol.)

Fly ash(FA) 

(% vol.)

Rubber(R) 

(% vol.)

Sand(SA)

(% vol.)

Fly ash:Rubber:Sand 

(% vol.)

W6 33.6 4.6 19.9 41.9 7:30:63

W3 33.6 6.6 19.9 39.9 10:30:60

W7 33.6 9.3 19.9 37.2 14:30:56

W8 33.6 11.3 19.9 35.2 17:30:53

W9 33.6 14.0 19.9 32.5 21:30:49

Fig. 8. Effect of micro-filler on compressive strength.

Fig. 9. Effect of rubber dosage on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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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분말에 따른 강도는 Fig. 9에 나타낸 식으로 예측할

수 있다.

 

3.5. SRC의 압축인성 분석

재료의 인성은 응력-변형률 곡선의 아래 넓이로부터

구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재료의 취성과 연성의 특성

을 파악할 수 있으며, 피로파괴에 대한 저항성을 파악

할 수 있다. Fig. 10는 압축강도실험을 수행하는 과정

을 나타낸 것이다. 시편에 설치된 2개의 신장계(Exter-

someter)는 MTS사의 632.94E-20이며, 이를 통해 응력-

변형률 곡선을 구하였다. 신장계의 길이가 11.4 cm이므

로 앞 절에서 사용된 시편과 달리 시편의 크기를 직경

7.5 cm, 높이 15 cm로 증가시켰다. Fig. 11과 Fig. 12

은 건식방법과 습식방법에 따라 최적 배합조건인 시편

W3의 조건하에 고무분말의 양만을 10 ~ 50% 변화시켜

서 얻은 시험체의 압축강도에 관한 응력-변형률 곡선이

다. 동일한 배합 설계하에서 최대 압축강도는 고무분말

10% 혼입량을 갖는 시편 D10과 W10의 경우를 제외하

고 모두 건식공법에 의해 제작된 시편이 크게 나타났다. 

Fig. 13는 인성지수를 구하는 방법을 그림으로 도식

한 것이다. 인성지수는 초기균열까지의 면적 OAB에 대

한 비교변형까지의 면적 OACD의 비로 나타낼 수 있

다. Fig. 14에서는 SRC 시편들의 제작공정에 따른 인

성지수를 알아보기 위하여, Fig. 11과 Fig. 12에서 각

Fig. 10. Setup of SRC specimen with gauges and compressive test.

Fig. 11. Stress-Strain curve on dry process.

Fig. 12. Stress-Strain curve on wet pr.

Fig. 13. Toughness index from σ.

Fig. 14. Comparison of toughn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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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고무분말 20%가 혼합된 결과만을 나타낸 것이다.

Fig. 14에서 인성지수는 항복응력에 대한 변형률과 그

변형률에 4배인 0.8%와 1.2% 각각의 면적비로서

Table 5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습식공정에 의한 방법이

건식공정보다 에너지 흡수능력 및 피로충격에 대한 저

항성이 높음을 알 수 있다.

4. 결 론

본 연구는 황-폐타이어 콘크리트(SRC)에 대하여 압

축강도 측면에서의 최적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시험체는 약 140oC하에서 건식과 습식의 두 가

지 배합공정에 따라서 제작되었으며, 충진재로서 시멘

트와 플라이애쉬를 사용하였다. 건식과 습식공정을 통

하여 제작된 시험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최적배합조

건, 황의 최적융해시간, 압축인성 등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안된 최적배합 조건은 황 30%, 충진재

5 ~ 7%, 고무분말 10 ~ 20% 였다. 고무분말의 혼입률을

달리하여 강도를 실험한 결과, 고무분말의 양이 증가함

에 따라 강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서 시멘트와 플라이애쉬를 사용하여 골재사이에 존

재하는 공극을 최소화하여 강도를 증진시킬 수 있었다.

인성지수를 평가한 결과는 습식공정에 의한 시험체가

건식공정에 의해 제작된 시험체보다 인성지수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습식공정에서 초기에 황과 고무분

말을 동시에 가열하여 융합시킴으로써 두 재료사이의

결합력이 건식공정에 의한 것보다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SRC는 도로포장이나 경량벽체등의

저강도 고인성 재료가 필요한 건설현장에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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