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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방법 
                                                                    KS L 5106:2009 

 

1. 적용범위 

   이 규격은 브레인 공기투과 장치를 사용하여 포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를  

비표면적으로 나타내는 시험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KSL 5106 의거) 

    

2. 목 적 

   공기 투과 장치의 보정시험을 통하여 시험시 환경조건 및 설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험의 오차를 최소화함으로써 분말도 측정결과 값의 신뢰도를 향상시키 

   기 위함이다. 

 

3. 장비구성 

   3.1 브레인 시험 

 

   3.2 보정시 준비물 

 

1) 브레인시험기 부속품 : 투과셀, 플런저, 다공판, 거름종이(5A 여지) 

2) 수은 및 표준시료(일본 표준시료 102K), 저울(d=0.1mg), 스톱워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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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치의 표준화 시험방법 (수은 대치법) 

   4.1 시멘트 베드의 부피 측정 

   다공 금속판을 투과셀에 넣고 두 장의 거름종이를 다공 금속판 위에 고르게  

   펴놓는다. 그리고 전자저울에 무게를 칭량한다.(W1)     

   

 

   투과셀 안에 수은을 채운 후 유리판을 사용하여 투과셀 윗면을 수평으로 한다. 

   수은을 채워 준비된 투과셀을 전자저울에 칭량(W2)한다. 

 ※셀 안을 전부 채운 수은의 무게 : (Wa = W2 – W1) 

   

    

 셀 안의 수은을 쏟아내고 셀에 붙어 있는 수은을 없앤 후 거름종이 한 장을 

 다공판 위에 고르게 편다.  

   

   시멘트를 2.8g 칭량한 후 투과셀 안에 넣고 거름종이 한 장을 시료 위에 올려 

   놓고 플런저의 턱이 셀의 위쪽에 닿을 때까지 가볍게 누른 후 천천히 뺀다. 

   그리고 전자저울에 칭량한다. (W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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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과셀 위에 남아 있는 공간에 수은을 채우고 유리판을 사용하여 투과셀 윗면 

   을 수평이 되게 한 후 전자저울에 칭량(W4)한다. 

※셀 안에 시멘트 베드를 만들고 남은 공간을 채운 수은의 무게 : (Wb = W4 – W3) 

   

 

[시멘트 베드 부피 계산식] 

  V = 
D

WbWa 
   V  : 시멘트 베드의 부피 (cm3) 

                   Wa : 셀 안을 전부 채운 수은의 무게 (g) 

                   Wb : 셀 안에 시멘트 베드를 만들고 남은 공간을 채운 수은 

                        의 무게 (g) 

                   D  : 시험할 때 온도에서 수은의 밀도 (g/cm3) 

                        (KS L 5106 표 1 온도에 따른 공기의 점도 참조) 

18℃ : 13.55g/cm3    20℃ : 13.55g/cm3 

22℃ : 13.54g/cm3    24℃ : 13.54g/cm3 

                          26℃ : 13.53g/cm3    28℃ : 13.53g/cm3 

                        

 

4.2 시료의 무게 

  보정 시험에 사용할 표준 시료의 무게는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며 만든  

  시멘트 베드의 기공률은 0.500 ± 0.005가 되어야 한다. 

      m = ρv(1-e)       m : 칭량할 시료의 무게 

                                ρ : 시료의 비중  

(P/C: 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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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  : 4.1에 따라 측정한 시멘트 베드 부피 

                                  e  : 시멘트 베드 기공률 0.500 ± 0.005 

5. 시멘트 베드의 준비 

   5.1 다공금속판을 투과셀 밑바닥에 놓고 그 위에 거름종이 (No, 5A) 1장을  

깔아 셀보다 조금 가늘고 둥근 막대기로 내려 눌러 다공금속판에 닿게 

하여 고르게 한다. 

5,2 4.2 항에서 정한 양의 시멘트를 0.0001g 까지 정확히 평량하여 깔때기를 

이용하여 셀 안에 넣은 다음 셀을 살짝 좌우로 흔들어 시료의 윗면을 

고르게 한다. 

5.3 다시 거름종이 한 장을 시료 위에 올려놓고 플런저의 턱이 셀에 완전히 

닿을 때까지 플런저를 좌우로 돌리면서 가볍게 누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플런저의 윗면을 누르면서 오른쪽으로 90°를 돌려준다. 

 

6. 공기투과 시험 

투과셀과 마노미터관 주둥이 사이에 공기가 새어 들어가지 않게 투과셀을 

완전히 밀착시킨 다음 마노미터 U 자관 한쪽의 공기 흡입콕크를 천천히 열어 

공기가 빠지지 않게 하면서 마노미터액이 A 표선까지 오면 콕크를 닫는다. 

다음 마노미터액이 내려오기 시작하여 B 표선에서 C 표선까지 내려오는 시간을 

0.5초 단위로 측정한다. 

 

7. 표준화 시험 주기 

7.1 플린저나 투과셀의 마모가 발생할 경우 

7.2 마노미터액의 오염 및 증감이 발생할 경우 

7.3 시험용 거름종이 크기 또는 품질에 변화가 있을 경우 

7.4 시험용 시료및장치의 온도가 이미 행한 표준화 시험시의 온도와 ±3℃ 

 이상의 차가 있을 때    

 

7. 비표면적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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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시험 시료의 비표면적 (cm2/g) 

Ss   :  교정용 표준 시료의 비표면적 (cm2/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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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O   :  교정용 표준시료의 비중 (3.15 g/㎤) 

ρ   :  시료의 비중 (g/㎤) 

t    : 시료를 베드로서 사용했을 때의 마노미터액이 B표선에서 C표선까지 

          내려오는 시간(S) 

to     : 교정시료를 베드로서 사용했을 때의 마노미터액이 B표선에서 C표선 

까지 내려오는 시간(S) 

 

e    :  교정용 표준시료의 베드의 기공률(0.500) 

eo    :   시료의 베드의 기공률 

 

 

8. 각 시멘트 시료의 비표면적 계산 식 

 

a)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S = SO T 

b)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S = 1.116 SO T 

c) 초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S = 1.236 SO T 

d) 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 및 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S = 0.984 SO T 

e)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S = 1.081 SO T 

f) 고로슬래그 시멘트, 실리카 시멘트, 플라이애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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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3.310 
OS

 T 

 

◈ 포틀랜드 시멘트 이외의 물질의 분말도 계산시 f) 식을 사용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