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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개 요

① 공시체는 질량으로 시멘트 1에 대해서 물/시멘트 비 0.5 및 잔골재 3의 비율로 모르타르를 성형한다.

② 모래는 ISO 기준 모래를 사용한다.

③ 틀에 다진 공시체는 24시간 습윤 양생한다.

④ 그 후 탈형하여 강도 측정 시험을 할 때까지 수중 양생한다.

⑤ 측정 재령에 이르렀을 때 시험체를 수중 양생조로부터 꺼내어 휨 강도를 측정한 후 깨어진 시편으로

압축 강도 시험을 한다.

2.  시험 방법

▣ 치수 40㎜x40㎜x160㎜인 각주형 공시체의 압축 강도 및 휨 강도의 시험 방법

1.  적용 범위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및 휨 강도의 시험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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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시체를 성형하는 실험실은 20℃±2℃ 및 상대 습도 50%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② 틀에 다져진 공시체를 양생할 때의 항온항습기는 온도 20℃±1℃ 및 상대 습도 90% 이상을

계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③ 양생 수조의 수온은 20℃±1℃를 유지해야 한다.

3.  실 험 실

Ⅰ. 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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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O 기준 모래

① 천연의 둥근 입자이고, 이산화규소 함량이 적어도 98%를 함유해야 한다.

② 습분은 대표 시료를 105℃와 110℃ 사이의 온도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에 질량 감소를 측정한다.

③ ISO 기준 모래의 입도 분포

체 눈의 크기 ㎜ 2 1.6 1 0.5 0.16 0.08

체에 누적된 잔분 % 0 7±5 33±5 67±5 87±5 99±1

2.  시 멘 트

▪ 시험에 사용할 시멘트가 채취부터 시험까지 24시간 이상 유지되었을 때는 시멘트와 반응하지 않는

재료로 만든 용기에 완전히 가득 채워 공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3. 물

▪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증류수 또는 수돗물로 한다.

Ⅱ. 모르타르의 구성



5

▪ 시멘트, 모래, 물 그리고 장치는 실험실 온도(20℃±2℃)와 같은

상태이어야 한다.

▪ 질량은 ±1g까지 정확히 잰다.

▪ 물은 자동 피펫으로 하여 225㎖ 가할 경우에는 ±1㎖까지 정확히

해야 한다.

2.  계 량

1. 배 합

▪ 배합은 질량에 의한 비율로 시멘트와 표준사를 1:3의 비율로 하며 혼합수의 양은 ½ 분량이다.

- 물/시멘트 비 = 0.5

▪ 3개의 시험체를 한 조합된 시료로 할 경우의 각 1회분 재료의 양

- 시멘트 450g±2g,  모래 1350g±5g,  물 225g±1g

Ⅲ. 모르타르의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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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혼 합

▪ 각 조합된 시료의 모르타르를 기계적(혼합기)으로 혼합한다.

▪ 혼합 순서

※ 혼합 단계의 시간은 ±1초 이내에 이어져야 한다.

① 용기에 물을 붓고 시멘트를 투입한다.

② 바로 저속(자전 140±5rpm,  공전 62±5rpm)으로 혼합기를

30초 동안 작동시킨다

③ 그 후 30초 동안 모래를 지속적으로 고르게 넣는다.

④ 고속(자전 285±10rpm,  공전 125±10rpm)으로 혼합기 스

위치를 올리고 30초 동안 혼합을 계속한다.

⑤ 90초 동안 혼합기 작동을 멈추고 처음 15초 동안 고무 스크

레이퍼로 용기의 바닥과 벽에 부착된 모든 모르타르를 떼어

내어 용기의 중간으로 모은다.

⑥ 60초 동안 고속으로 혼합을 계속한다.

Ⅲ. 모르타르의 제작 방법

ISO 혼합기(5.00 Li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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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형상과 치수

▪ 공시체는 40㎜x40㎜x160㎜의 각주로 한다.

2. 성 형

① 모르타르의 조제가 끝난 직후 즉시 시험체를 성형하여야 한다.

② 시험체 틀과 테를 진동 다짐기 받침대에 단단히 고정한 후 적당한 작은

삽을 이용하여 시험체 틀에 한 번 혹은 여러 번으로 나누어 넣는다.

③ 모르타르의 층은 2층(각각 약 300g) 되도록 한다. 2층 중 1층을 용기에서

직접 각 시험체 틀로 채워 놓는다.

④ 큰 스프레더는 테에 수직으로 놓고 앞뒤로 한 번씩 틀의 각 3칸에 대하여

층을 일정하게 편다.

⑤ 60번의 진동을 이용하여 첫 번째 모르타르 층을 단단하게 다진다.

⑥ 흔들리는 평면대로부터 틀을 부드럽게 들고 테를 제거한다.  

⑦ 즉시 금속 직선자를 이용하여 모르타르 나머지를 없애고, 직선 자를 거의

수직으로 잡고 천천히 각 방향에 한 번씪 톱질하듯이 가로지른다.

⑧ 같은 직선자를 이용하여 시료의 부드러운 표면을 거의 평행하게 만든다.

Ⅳ. 공시체의 제작 방법

Jolting Apparatus 

(20±0.5㎏,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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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삽을 이용하여 시험체

틀에 한 번 혹은 여러번 넣

는다.   모르타르 2층중 1층

300g을 채우고, 스프레더로

층을 일정하게 편다.

진동다짐기를 사용 60번의

진동을 이용하여 모르타르

층을 단단히 다지고,나머지

1층도 모르타르를 채운 후

60번 진동 다짐한다.

2층으로 다진 후의 성형된

공시체

금속 직선자를 이용하여

모르타르 나머지를 없애고

표면을 거의 평평하게 만든다

Ⅳ. 공시체의 제작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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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탈형전의 저장과 취급

▪ 틀의 주의에 남아 있는 모르타르를 닦아낸다.

▪ 210㎜x185㎜이고 두께가 6㎜인 유리관을 틀 위에 놓는다.

▪ 강철이나 비슷한 크기의 다른 불침투성의 판을 사용해도 된다.

▪ 각각의 성형한 틀은 지체하지 않고 바로 습기함에 넣는다.

▪ 습한 공기는 틀의 모든 면에서 작용한다. 틀은 포개 놓으면 안된다.

2. 탈 형

▪ 재령 24시간 시험을 위해서는 시험 20분 전까지는 탈형해야 하고,

재령 24시간 이후의 시험을 위해서는 제조 후 20∼24시간 사이에

탈형해야 한다.

▪ 손상의 위험이 없이 탈형되어 24시간에 충분한 강도를 얻지 못했

다면 탈형은 24시간까지(48시간 강도) 연장되어도 된다.

- 연장 탈형 시험체는 습기가 있는 천으로 덮은 상태를 유지한다.
항온항습기 조건

온도 20±1℃, 습도 90% 이상

Ⅴ. 공시체의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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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중 양생

▪ 시험체는 지체 없이 수평 또는 수직의 편리한 방법으로 20℃±1℃로

유지된 적당한 양생 수조 안에 침수 시킨다. 

▪ 수평으로 양생할 경우에는 시험체 제작시 평평하게 깎은 면을 위쪽에

위치하게 놓는다.

▪ 양생하는 동안 시험체 사이와 시험체 표면의 물의 깊이는 5㎜이상이

되도록 해야 한다.

▪ 시험체를 양생하는 동안 물의 완전한 교체는 허용되지 않는다.

▪ 시험하는 시험체는 시험을 하기 전 15분 이내로 물에서 꺼낸다.

▪ 시험을 할 때까지 습기 있는 천으로 시료를 덮어놓는다.

4. 강도 시험을 위한 시험체의 시간

▪ 시험이 시작되었을 때 시멘트와 물의 혼합 시간으로부터 시험체의 시간을 계산한다.

▪ 소요 재령의 강도 시험은 다음 시간에 대해서 실시한다.

- 24시간±15분,  48시간±30분,  72시간±45분,  7일±2시간,  ＞28일±8시간

Ⅴ. 공시체의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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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 반

▪ 휨 강도 시험에 의해 파단된 시험체의 측면 40㎜x40㎜의 면적을

이용하여 압축 강도 시험을 한다.

2. 휨 강도 시험

① 각주의 양쪽 끝 부분을 지지봉에 얹어 놓고 각주의 긴축이 지지봉과

직교하도록 공시체를 시험기에 놓는다.

② 각주의 반대 측면 에 하중봉을 수직으로 재하하고, 파괴에 이를 때

까지 50N/s±10N/s의 비율로 부드럽게 재하한다.

③ 압축 강도 시험까지 파단된 반쪽의 시험체를 습한 상태로 유지한다.

④ 휨 강도 Rf(N/㎟) 계산

Rf = 1.5Ffl/b³

여기에서 Ff : 파괴시에 각주의 중앙에 가한 하중(N)

l  : 지지물 사이의 거리(㎜)

b : 각기둥의 직각을 이루는 절개면의 길이(㎜)

Ⅵ. 측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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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압축 강도 시험

① 휨 강도 시험에 의해 파단된 시험체에 대하여 압축 강도를 시험한다.

② 파단 시험체는 시험기의 가압판에 대하여 ±0.5㎜ 이내에 위치하고,

각주의 단면이 가압판 또는 보조판으로부터 10㎜ 거리에 둔다.

③ 파괴에 이를 때까지 2400N/s±200N/s의 비율로 부드럽게 하중을

증가시킨다.

④ 수동 재하의 경우에는 파괴 하중 부근에서 재하 속도가 감소하지 않게

조절한다.

⑤ 압축 강도 Rc(N/㎟) 계산

Rc = Fc/A

여기에서 Fc : 최대 파괴 하중(N)

A  : 가압판 또는 보조판의 면적(㎟)

= 40㎜ x 40㎜ = 1600㎟

Ⅵ. 측 정

ISO 압축판 (4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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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체의 휨강도 시험

50N/s±10N/s의 비율로 부드
럽게 재하하여 파괴한다.

휨강도 시험 없이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만든다.

휨강도 시험에 의해 파단된
시험체에 대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공시체의 압축 강도 시험

2,400N/s±200N/s의 비율로
부드럽게 하중을 증가한다.  

Ⅵ. 측 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