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료일반
1.재료의 분류
(1)생산에 의한분류
1)천연재료 : 목재,석재,자갈,모래,점토,천연아스팔트
2)인공재료 : 벽돌,시멘트,금속,석유아스팔트
(2)화학적 조성에 의한 분류
1)유기재료 : 목재,역청재료,플라스틱
2)무기재료
①금속재료 : 철금속,비철금속
②비금속재료 : 석재,시멘트,콘크리트,점토제품

응력(stress)

2.재료의 역학적 성질
(1)강도와 강성
1)강도(strength)--재료가 외력에 저항할수 있는 힘의 최대값으로 압축강도,인장강도,휨강도,
전단강도 등이 있다
2)강성(rigidity)--재료가 외력에 의한 변형에 저항하는 성질을 말하며 변형이 작은 재료가 강성이 크다
(2)탄성과 소성
1)탄성(elasticity)--외력을 받아 변형한 재료에 외력을 제거하면 원상태로 돌아가는 성질
2)소성(plasticity)--외력을 제거해도 그 변형은 그대로 남아있고 원형으로 되돌아가지 못하는 성질
(3)응력-변형곡선
*탄성은 응력-변형곡선에서 직선으로 봐야한다
P(비례한도 : proportional limit)
-->탄성한도내에서 응력과 변형이 비례하는 최대한도
U
B
σ
E(탄성한도 : elastic limit)
-->외력을 제거해도 변형이 없이 원래상태로 돌아가는 응력의 최대한도
Y
Y(항복점
: yielding point)
E
-->외력의 증가가 없이 변형이 증가하였을때의 최대 응력점
P
U(극한강도 : ultimate strength)
-->재료가 응력을 최대로 받았을때의 강도
B(파괴점 : breaking point)
-->재료가 파괴되는점
변형(strain) ε
(4)탄성계수와 푸아송비
1)탄성계수(modulus of elasticity,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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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 : 전단탄성계수

m : 포아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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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접선계수
접선계수
할선탄성계수(세컨드 계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할선 탄성계수를 말한다

(5)크리프와 릴락세이션
1)크리프(creep) : 재료에 외력이 작용하면 외력의 증가가 없어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변형이 증대되는 현상
2)릴락세이션(relaxation) : 재료에 외력을 작용시키고 변형을 억제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응력이
감소하는 현상
(6)인성과 취성
1)인성(toughness) : 재료가 파괴될때까지 높은 응력에 견디면서 많은 변형을 일으키는 성질
2)취성(brittleness) : 재료가 작은 변형에도 쉽게 파괴되는 성질
(7)연성과 전성
1)연성(ductility) : 재료가 인장응력을 받아 파괴될때까지 길게 늘어나는 성질,
연성이 큰재료는 인성이 큰 재료
2)전성(malleability) : 재료를 얇게 두드려 펼수있는 성질
(8)경도(Hardness) : 재료를 긁었을때 재료가 자국,절단,마모 등에 저항하는 저항성
(9)내구성과 피로성
1)내구성(durability) : 재료가 동결,융해,건습의 반복,화학작용,기계적인 힘의 반복작용 등에 저항하는 성질
2)피로성(fatigue) : 하중이 반복하여 작용할때 정적강도보다 낮은강도에서 파괴되는데
이를 피로파괴(fatigue rupture)라 하고 이 피로파괴에 저항하는 성질을 피로성이라 한다
3.재료의 필요조건 및 파괴원인
(1)재료의 필요조건
1)역학적강도(압축강도,인장강도,전단강도 등)가 커야한다
2)팽창,수축등의 용적변화가 작아야 한다
3)내구성,내수성,내화성이 있어야 한다
4)강성이 크고 크리프가 작아야 한다
5)재료의 구입과 운반이 쉽고 마무리 및 가공하기 쉬워야 한다
(2)재료의 파괴원인
1)물리적원인
①균열
②크리프
③탄성의 상실
④자연적인 마모
2)화학적 원인 : 강의 부식

2. 시멘트와 혼화재료
1.시멘트(cement)
(1)시멘트의 성분
성분
명칭
석회(CaO,산화칼슘)
실리카(SiO2,이산화규소)
주성분
알루미나(Al2O3,산화알루미늄)
산화철(Fe2O3)
산화마그네슘(MgO)
부성분
무수황산(SO3)
(2)시멘트 클링커의 조성광물
중요화합물

백분율(%)
60-66
20-26
4-9
2-3.5
1-3
1-2.8

조기강도 장기강도
알루민산 3석회(C3A)
대
소
규산3석회(C3S)
대
중
규산2석회(C2S)
소
대
알루민산철 4석회(C4AF)
소
소
(3)시멘트 제조
원료(석회석과 점토등)의 혼합 및 분쇄
CaO, SiO2, Al2O3, Fe2O3 등의 성분함유

비중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광물의 특성
비고
수화열 화학저항성 건조수축
대
소
대
8%이하로 KS에서 규정
중
중
중
50%이하로 KS에서 규정
소
대
소
소
대
소
수분을 가해서 슬러리케익
(slurry cake)을 만듬

회전로(rotary klin)에서 소성
(burning)-->1300-1600℃

클링커를
분쇄하여
분말로 만듬

클링커(clinker)가 생성됨
*2-3%의 석고를 혼입:지연제로서 첨가
시멘트(cement)

2.시멘트의 일반적 성질
(1)수화(Hydration)
(2)풍화(Aeration)-->시멘트가 공기중의 수분 및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여 가벼운 수화반응을 일으킴
풍화된 시멘트의 특징
1.비중이 떨어진다
2.응결이 지연된다
3.강도의 발현이 저하된다
4.초기강도가 현저히 작아지고 특히 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다
(3)비중(Specific Gravity)-->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3.10-3.15 단위체적 중량 1500kgf/m3
시멘트 비중이 작아지는 이유-->①클링커의 소성이 불충분할때
②시멘트가 풍화되었을때
③혼합물이 섞여있을때
④CaO,Al2O3 가 많으면 비중이 작고 SiO2,Fe2O3 이 많으면 비중이 크다
*시멘트 비중시험 (르샤틀리에 비중병 시험, KS L 5110)
1. 물과 광유의 온도차 : 0.2℃ 이하
2. 시험오차는 2회이상 실시 차이가 0.01이하가 되어야 한다
3. 시멘트의 비중 = 시멘트의 무게(g) / 비중병의 눈금의 차(㎖)

* 르샤틀리에 비중병 시험
1. 적용범위 및 시험목적
(1) 콘크리트의 배합설계에서 시멘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계산하기 위하여 그 비중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2) 비중의 시험치에 의해 시멘트 풍화의 정도를 알 수 있다.
(3) 비중의 시험치에 의해 시멘트의 품종과 혼합시멘트에 있어서 혼합하는 재료의 함유비율을 추정할 수 있다.
(4) 혼합시멘트의 분말도(粉末度)시험(브레인 방법)을 행할 때 시료의 양을 결정하는 데 비중의 실측치가
이용된다
2. 시험기구
(1) 르샤틀리에 비중병(Le Chatelier Flask)
(2) 천평 : 칭량 200g, 감량 0.2g
(3) 철사 및 마른 걸레
(4) 항온수조 : 비중병을 넣어 20± 0.2℃ 이내의 일정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
(5) 광유 : 비중 약 0.83인 완전히 탈수된 등유나 나프타
3. 시험방법
(1) 비중병의 눈금 0 ~ 1cc 눈금선까지 광유를 채우고 가는 부분의 내면을 마른 걸레로 닦는다.
(2) 비중병을 항온수조에 정치시키고 30분 ~ 1시간 후에 눈금을 읽는다.
(3) 시멘트(포틀랜드 시멘트는 64g)를 소수점 이하 1자리까지 정확히 저울에 단다.
(4) 시멘트를 조금씩 조심스럽게 병에 넣는다.
(5) 시멘트를 다 넣었으면 적당히 진동을 주어 비중병 속의 공기를 충분히 제거한다.
(6) 다시 비중병을 항온수조에 정치하여 처음 눈금을 읽었을 때와 같은 온도에서 비중병의 눈금을 읽는다.
(7) 다음 식에 의해서 비중을 산출하며 소수점 이하 세째자리를 반올림해서 둘째자리까지 구한다.
시멘트의 비중 = 시멘트의 중량(g) / 비중병의 눈금차(cc)
4. 주의 및 참고사항
(1) 광유는 휘발성 물질이므로 불에 주의해야 한다.
(2) 르샤틀리에 비중병은 깨지기 쉬우므로 조심하여 다룬다.
(3) 시멘트, 광유, 수조의 물, 비중병은 미리 실온과 같게 해놓고 사용한다.
(4) 광유 표면의 눈금을 읽을 때, 액체면은 곡면(메스니커스(miniscus))이 있으므로 가장 밑면의 눈금을 읽는다.
(5) 시료를 병에 넣을 때 흩어지지 않고 또 액면 윗부분의 비중병 내부에 묻지 않도록 하며 기름을 위로
올려서 구부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만일 막힐 때나 병 내면에 부착되었을 때는 병 밑바닥을 가볍게
두들기거나 경사지게 하여 떨어뜨리면 좋다.
(6)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병이 파손되지 않을 정도로 진동을 준다.
(7) 광유의 온도가 1℃ 변하면 용적이 약 0.2cc 변화하고 비중이 약 0.02의 차가 생기므로 시멘트를 넣기
전후의 광유의 온도차는 0.2℃를 넘어서는 안된다.
(8) 비중시험은 2회 이상 행하고 0.01 이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9) 비중의 값은 그 평균치를 취한다.
(10) 시험이 끝나면 비중병에 완전히 탈수한 광유와 마른 모래를 넣고, 잘 흔들어 깨끗이 닦아 놓도록 한다.
이 때, 물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비중병 내부에서 잔류 시멘트가 응고 됨)

(4)분말도(Fineness)-->비표면적 blaine(cm2/g) 또는 표준체 44μ의 잔분(%)
분말도가 큰 시멘트의 특징->①물과 접촉면적이 커서 수화작용이 빠르기 때문에 초기강도가 크다
②workability가 좋은 콘크리트를 얻을수 있다
③수축,균열이 커진다
④풍화하기 쉽다
시멘트의 종류
분말도의 평균(cm2/g)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3290
중용열포틀랜드 시멘트
3160
조강포틀랜드 시멘트
4330
(5)강도(Strength)
*시멘트 응결시간 측정 시험법의 종류
1.비카 장치에 의한 방법
2.길모어침에 의한 방법
*시멘트 모르터의 압축강도시험
1.시험실 온도 : 20-27.5℃
2.상대습도 : 50%이상
3.양생장치의 온도 : 23 ± 2℃
*시멘트 응결시간 측정시험시 시멘트량-->500g
시멘트의 강도시험 ( KS L ISO 679 ) :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고자 할 때
모르타르의 제조방법
질량에 의한 비율로 시멘트와 표준사를 1:3의 비율로 하며, 물-시멘트비는 50%로 한다.
3.시멘트의 종류
(1)포틀랜드 시멘트
1)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2)중용열 포틀랜드 시멘트-->수화열이 보통 시멘트보다 적으므로 댐이나 방사선 차폐용,
매시브한 콘크리트
①조기강도가 작고 장기강도가 크다.
②수화열이 작아 건조수축, 균열이 작다.
③내수성,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④매스 콘크리트에 사용된다.
3)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보통시멘트보다 크리프가 작다
①조기강도가 크기때문에 거푸집 회전율이 좋고 양생기간,공기단축이 가능하다
②수화열이 커서 동절기 공사에 유리하다
③수화열이 크기때문에 단면이 큰 콘크리트 구조물에는 부적합하다
④보통시멘트가 재령 28일에 나타내는 강도를 재령 7일에 나타내지만 장기강도는 보통시멘트와 큰 차이가 없다
4)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
보통 시멘트와 같으나 성분 중에 산화철(Fe2O3)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는 백색 점토와 석회석을
원료로 하여 액체 연료를 완전 연소시키므로 회분이 포함되지 않아서 백색으로 된 것이다
5)저열 포틀랜드 시멘트
6)내황산염 포틀랜드 시멘트
(2)혼합 시멘트(Blended Cement)
1)고로 시멘트(slag cement)
①블리딩이 적아진다
②초기강도는 약간 작으나 장기강도는 약간 크다
③건조수축은 약간크다
④수밀성이 좋고 내화학성이 좋다
2)실리카 시멘트(silica cement)
①워커빌리티가 커지고 블리딩은 작아진다
②초기강도는 약간 작으나 장기강도는 약간 크다
③수밀성이 좋고 내구성이 풍부하다
④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화학 저항성이 크다
3)플라이-애시 시멘트(fly-ash cement)
①워커빌리티가 커지고 단위수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②수화열이 적고 건조수축도 크다
③장기강도가 상당히 증가한다

④건조,습윤에 따른 체적변화와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향상된다
⑤수밀성이 좋으므로 수리구조물에 적합하다-->댐공사용
⑥해수에 대한 내화학성이 크다
(3)특수 시멘트
1)알루미나 시멘트(aluminous cement)
①보크사이트와 석회석을 혼합하여 분말로 만든 시멘트
②화학작용에 대한 저항성이 크다
③알칼리성에 약하여 철근을 부식시킬 염려가 있다
④재령 1일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28일 강도를 나타낸다
⑤초조강성이고 발열량이 크기 때문에 긴급을 요하는 공사나 한중공사에 사용된다
2)초속경 시멘트(regulated set cement),jet cement
①응결시간이 잛고 경화시 발열이 크다
②2-3시간안에 큰 강도를 발휘한다
③알루미나 시멘트와 같은 전이현상이 없다
④포틀랜드 시멘트와 혼합해서는 안된다
3)팽창 시멘트(expansive cement)
4.시멘트의 저장
①지상 30cm이상 되는 마루에 적재한다
②13포 이상 쌓아서는 안되고 장기간 저장시에는 7포대 이하로 쌓아야 한다
③입하순서대로 저장한다
④풍화된 시멘트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N
N : 전체 포대수
⑤저장면적 A = 0.4
n
n : 1단의 양
5.혼화재료
(1)혼화재료의 사용목적
①워커빌리티 개선
②강도의 증진 및 내구성증진
③응결,경화시간의 조절
④발열량 저감
⑤수밀성의 증진 및 철근의 부식방지
(2)혼화재료의 분류
1)혼화재-->사용량이 비교적 많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배합계산에 고려되는것
1.pozzolan 2.fly ash 3.고로슬래그 4.팽창재
2)혼화제-->사용량이 비교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배합계산에 무시되는것
1. AE제 2.감수제 3.촉진제 4.유동화제
(3)혼화재
1)포졸란(pozzolan)
1.천연산 : 화산재,규조토,규산백토
2.인공재료 : 고로슬래그,소성점토,혈암,플라이 애시
*pozzolan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
①워커빌리티가 좋아진다
②bleeding,재료분리가 적어진다
③초기강도는 작으나 장기강도,수밀성 및 화학적 저항성이 크다
④입자,모양 표면상태가 좋지 않은것 등은 단위수량을 증가시킨다
2)고로 슬래그(blast furnace slag)
*슬래그를 혼합하면
①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의 대폭적인 억제가 가능하다
②내해수성,내화학성이 향상된다
③내열성이 크고 건조수축도 약간 크다
3)팽창재-->콘크리트의 건조수축을 줄이고 균열을 억제하기 위해

(4)혼화제
1)AE제(Air-Entraining admixtures)-->연행공기 : 3-6% 워커빌리티 개선
①물-시멘트비가 일정할 경우 공기량이 1%커지면 슬럼프는 약 1.5cm 커진다
②물-시멘트비가 일정할 경우 공기량이 1%커지면 압축강도는 4-6% 감소한다
③AE제 : 빈졸레신,라렉스,프로텍스,포졸리드
④연행공기의 대부분은 모르터에 존재한다
2)감수제,AE 감수제(water-reducing admixtures)
①시멘트 입자를 분산시킴으로서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킬목적으로 사용
②감수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특징
1.단위수량을 10-16% 정도 감소시킬수 있다
2.동일한 워커빌리티 및 강도의 콘크리트를 얻는데 필요한 단위시멘트량을 감소시킬수 있다
3.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4.수밀성이 향상되고 투수성이 작아진다
3)촉진제(accelerator admixtures)-->염화칼슘,규산나트륨
*염화칼슘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특징
①시멘트 중량의 2%이하를 사용하며 조기강도가 증대한다
②응결이 빨라지고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빨리감소한다
③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커진다
④황산염에 대한 저항성이 작아진다
⑤철근이 부식된다
4)지연제(retarder)
①시멘트의 수화반응을 늦추어 응결시간을 길게 할 목적으로 사용
②종류 : 리그닌 설폰산계,옥시카본산계,인산염 등
③지연제의 용도
1.서중 콘크리트의 시공시,워커빌리티의 저하
2.레미콘의운반거리가 멀어서 운반시간이 장시간 소요되느 경우
3.사이로 및 대형구조물 등에서 연속타설시 작업이음의 발생금지
5)방수제(water-proofing admixtures)-->흡수성과 투수성을 줄일목적으로 사용되는 혼화제
①굳지 않은 콘크리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미세공극의 충전 및 분산 세분화 시킨다
②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를 높이고 타설시에 생기는 공극을 적게하며 경화한 후에는 공극이 될 혼합수를 적게 한다
③수화를 촉진시킨다
④콘크리트 내부에 불투수층 또는 불투수막을 형성하게 한다
*방수제의 종류 : 염화칼슘계,규산나트륨계,침투성 도포제계,지방산계
6)기포제,발포제(gas-forming admixtures)
*기포제
①기포를 도입하여 주로 콘크리트의 중량을 가볍게 하기 위해 사용
②충진재료로서 사용-->구조용 : 10-60% 단열용 : 70-80%
*발포제
①알루미늄,또는 아연등을 혼합하여 수소가스를 발생하여 기포를 생기게함,가스발생제
②팽창용 재료로 사용
7)방청제(corrosion-inhibiting admixtures)
①콘크리트중의 염분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억제할 목적으로 사용
②방청제의 작용
1.철근표면의 부동태피막을 보강하는것
2.산소를 소비하거나 염소이온을 결합하여 고정하는것
3.콘크리트 내부를 치밀하게 하여 부식성 물질의 침투를 막는것
③종류 : 1.아황산소다 2.인산염 3.염화제 1주석

* 시멘트 모르타르 인장강도시험
1. 시료의 준비
(1) 시료를 채취한다.
(2) 표준 모래(인장 강도 시험용)를 준비한다.
2. 인장 강도 시험
(1) 모르타르 만들기
㉮ 시멘트 450g, 표준 모래 215g을 단다. 이 양은 한 배치로 한 번에 반죽할 시험체 9개의 양이며,
이 때의 무게비는 1:2.7이다.
㉯ 혼합수의 양을 '표준 반죽 질기 시험' 방법에 따라 정한다.
㉰ 혼합수의 양을 계량한다.
㉱ 혼합수를 혼합한 재료에 넣고 30초 동안 흡수시킨다.
㉲ 고무 장갑을 낀 손으로 90초 동안 반죽한다.
(2) 시험체 만들기
㉮ 몰드에 광유를 엷게 바른다.
㉯ 반죽이 끝난 직후 유리판 위에 몰드를 얹고 모르타르를 채운다.
㉰ 두 엄지 손가락으로 8～10 kgf의 힘으로 12 번씩 다진다.
㉱ 흙손으로 모르타르의 표면을 2 kgf 정도의 힘을 주어 고른다.
㉲ 몰드 위에 광유를 바른 유리판을 놓고, 몰드를 뒤집는다.
㉳ 위판을 떼고 다시 모르타르를 쌓아 올린 다음 다지고, 흙손으로 표면고르기를 한다.
(3) 시험체의 양생
㉮ 시험체를 꺼내어 표면의 물기를 닦는다.
㉯ 시험체의 면에 붙어 있는 모래알이나 다른 부착물을 없앤다.
㉰ 시험체를 클립의 중심에 오도록 넣은 다음, 270±10 kgf/min의 속도롤 계속 하중을 가한다.
㉱ 시험체가 파괴되었을 때의 최대 하중을 기록한다.

3. 골재와 물
1.골재의 분류
Φ20cm, 높이 20cm
(1)입경에 의한 분류
1)잔골재(fine aggregate)->5m/m체(No.4)를 다 통과하고 0.08m/m(no.200)체에 다남는 골재
2)굵은골재(coarse aggregate)-->5m/m체(NO.4)에 다남는 골재
(2)비중에 의한 분류
1)경량골재 : 비중이 2.50이하인 골재
2)보통골재 : 비중이 2.50-2.65인 골재
3)중량골재 : 비중이 2.70이상인 골재
2.골재의 일반적 성질
(1)골재로서 필요한 성질
①깨끗하고 유해물을 포함하지 않을 것
②물리,화학적으로 안정하고 내구성이 클것
③견경,강고하고 마모에 대한 저항성이 클것
④모양이 입방체 또는 구형에 가깝고 부착력이 좋은 표면조직을 가질것
⑤입도가 좋고 소요의 중량을 가질 것
(2)비중(Specific Gravity)
A
A : 대기중 시료의 노건조 무게(g)
비중 =
B-C
B : 대기중 시료의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무게(g)
표면건조 포화상
B
C : 물속에서 시료의 무게(g)
=
태의 비중
B-C
비중
A
잔골재
2.50-2.65
*골재의 단위용적중량 : 1600-1700kg/m3
겉보기 비중 =
A-C
굵은골재 2.55-2.70
(3)함수량(Water Content)
1)골재의 함수상태에 의한 분류
①절건상태(절대건조 상태,노건조 상태)-->110 ± 5℃ 의 온도에서 24시간 이상건조
②기건상태(공기중 건조상태)-->실내에 방치한경우,골재의 표면과 내부의 일부가 건조
③표건상태(표면건조 포화상태)-->골재 입자의 표면에는 물은 없으나 내부의 공극에는 물이 꽉차있는 상태
-->원추형 몰드를 빼올릴때 잔골재의 원추가 처음으로 흘러내릴때
④습윤상태-->골재 입자의 내부에도 물이 채워져 있고 표면에도 물이 부착되어 있는 상태
2)함수량
D
C
B
(A)
절대건조
공기중
표면건조
습윤상태
상태
건조상태
포화상태

○

⊙

●

◎

유효 흡수량
흡수량

표면수량
함수량

①흡수량
=
(absorption)
②유효흡수량
=
(effective
③표면수량
=
(surface moisture)

(4)단위용적 중량(Unit Weight)-->1m3의 골재중량(1600-1700 kg/m3)
1)공극율(percentage of voids)
w
V : 공극율
① V = (1) x 100(%)
g
w : 단위용적 중량(kg/l)
g : 비중
②공극율이 작을수록 콘크리트의 밀도,마모저항,수밀성,내구성이 증대된다
2)실적율(percentage of solids)
w
d : 실적율
*실적률+공극률=100%
①d=
x 100(%)
g
② 실적율이 클수록
a.골재의 모양이 좋고 입도가 적당하여 시멘트풀의 양이 적게든다
b.건조수축,수화열을 줄일수 있다
c.콘크리트의 수밀성,내구성,마모저항성이 커진다

B-D
x 100(%)
D
B-C
x 100(%)
C
A-B
x 100(%)
B

3)골재의 단위중량 시험(KS F 2505)
①봉다짐 시험--골재의 최대치수가 40m/m이하일때 사용
용기에 시료를 3층으로 넣고 각층을 다짐대로 25회씩 균등히 다진다
②지깅(Jigging)시험
③쇼벨(삽)시험
(5)굵은골재의 최대치수-->중량으로 90%이상 통과시키는 체중에서 최소치수의 체눈의 공칭치수
①클수록-->빈틈이 작아져 단위수량 및 시멘트량이 감소
②너무크면-->골재의 혼합이 어렵고 재료분리가 많아지며 취급이 곤란하다
구조물의 종류
굵은골재 최대치수
-100m/m 이하
무근 콘크리트
-부재최소치수의 ¼ 이하
일반적인 경우 20 또는 25m/m -50m/m 이하
철근콘크리트
-부재 최소 치수의 1/5 또는 철근의 최소 수평순간격의 3/4이하
단면이 큰 경우 40m/m
포장 콘크리트
40m/m 이하
댐 콘크리트
150m/m 이하
(6)입도(Grading)-->골재의 작고 큰입자가 혼합된 정도
1)적당한 입도를 가진 골재를 사용한콘크리트의 특징
①워커빌리티가 증대된다
②단위수량 및 단위 시멘트량이 적어진다
③건조수축이 적어진다
④강도,내구성,수밀성이 증대된다
2)조립률(Fineness Modulus,FM)-->골재의 입도를 수량적으로 나타내는것
① 80m/m,40m/m,20m/m,10m/m,5m/m,2.5m/m,1.2m/m,0.6m/m,0.3m/m,0.15m/m 등 10개의 체
② 잔골재 FM = 2.3-3.1 굵은골재 FM = 6-8
x
y
F +
F
③F=
x+y a
x+y b
3.골재의 유해물과 안전성
(1)골재중의 유해물(Deterious Substance)
①점토,먼지,실트 유해물이 많이 포함되면 ①골재의 부착력과 시멘트의 수화작용이 나빠진다
②석탄,갈탄
②단위수량이 많아진다
③연한 석편
③레이턴스가 발생한다
④염분
④강도,내구성이 떨어진다
(2)안전성(Soundness)-->풍우나 한서에 대한 저항성
황산나트륨이나 황산마그네슘 용액으로 침식시험을 하여 골재의 손실중량 백분율을 구하는것
손실무게비(%)
시험액 용액
잔골재 굵은골재
*시험재료의 표준량
황산나트륨 10% 이하 12% 이하
골재의 낱알의 최대 시료의 최소
종류
황산마그네슘 15% 이하 18% 이하
치수(mm)
무게(g)
10
1000
(3)알칼리 골재반응((Alkali-Aggregate Reaction)
13
2500
①시멘트속의 알칼리 성분이 골재속의 실리카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굵은
19
5000
②콘크리트가 팽창되어 균열과 휨붕괴가 일어나는것
골재
25
10000
③알칼리량이 0.6%이하인 저알칼리형 시멘트를 사용
40
15000
④포졸란을 적절히 사용하면 반응을 억제
⑤알칼리반응을 일으키는 골재:이백석,규산질,고로질 석회암,응회암
4.경량골재(Light Weight Aggregate)
(1)경량골재의 종류-->비중이 2.50이하인 골재
①천연 경량골재 : 화산암,응회암,용암,경석 등
②인공 경량골재 : 팽창성 혈암,팽창성 점토등을 소성한것,소성 플라이 애시,소성 규조토
(2)특징
1)단위용적 중량 : 허용치에서 10%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절대건조상태--> ①잔골재 : 1.12ton/m3이상
②굵은골재 : 0.88ton/m3이상
③잔골재+굵은골재 : 1.04ton/m3이상
2)내구성-->황산나트륨 시험에 의한 경량골재 손실중량은 1-5% 정도
3)부립률-->한도를 10%이하로 규정

5.골재의 저장과 취급
①각종 골재는 별도로 저장하며 먼지나 잡물이 섞이지 않도록 한다
②굵은 골재의 취급시 크고작은 입자가 분리되지 않도록 한다
③굵은골재 최대치수가 60mm이상일때 적당한체로 쳐서 대소 2중으로 분리시켜 저장한다
④골재의 표면수가 일정하도록 저장한다
⑤골재는 빙설의 혼합 또는 동결을 막기위한 적당한 시설을 갖추고 저장해야 한다
시험전 시료의 중량-시험후 No.12체에 남은 중량
6.마모율 =
x 100
시험전 시료의 중량
No.12 : 1.7mm
철구의 수와 철구의 전체무게
등급
사용 철구수(개) 철구의 총중량(g)
A,E,F,G
12
5000 ± 25
B
11
4580 ± 25
C
8
3330 ± 20

골재의 여러 가지 성질
1. 골재의 비중
▣ 콘크리트용 골재는 입경, 생산지, 중량등에 의해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ㅇ 골재의 비중에는 진비중, 겉보기 비중, 절대건조상태의 비중,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비중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골재의 비중이라하면 표면건조 포화상태의 비중을 말함.
ㅇ 골재의 비중은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실적률, 공극률등의 계산에 사용되고 경도, 강도, 내구성 등의 정도를
알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비중이클수록 치밀하고 흡수량이 작으며,내구성과 강도가 크고 충격에 의한
손실이 작음.
ㅇ 골재의 비중은 암석의 석질에 따라 다소차이가 있으나 KS에 의하면 잔골재가 2.50-2.65,
굵은골재가 2.55-2.70의 값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용 골재의 비중은2.60 이상을
표준으로 함.
ㅇ 비중이 2.60 이하인 것은 보통 연질사암, 응회암등과 같은 사석으로 볼 수 있음.
ㅇ 비중에 따른 골재의 성질
① 큰 비중 : 공극률이 적고 흡수율도 적어 동결에 의한 손실도 적으며 내구성도 크다.
② 작은 비중 : 비중이 2.50 이하인 것은 풍화된 골재로 성질이 나쁘다.
2. 골재의 단위중량
ㅇ 단위용적 중량이란 1㎥당의 골재의 무게를 말하며 골재의 비중, 입도, 면 수 및 함수량, 측정기의 모양 및 크기,
계량 및 투입방법등에 따라 달라지나 표준방법에 의한 단위용적중량은 일반적으로 1,600-1,700Kg/ ㎥정도임.
ㅇ 구체적인 단위용적 중량은 잔골재가 1,450-1,700Kg/㎥, 굵은골재가 1,550-1,850Kg/㎥,
혼합골재가 1,760-2,000Kg/㎥ 정도 이며 이 값은 골재의 공극률, 콘크리트의 배합설계 또는
용적배합의 설계에 필요한 것이다.
ㅇ 잔골재는 입도가 클수록 단위무게가 크다.

3. 골재의 표면수와 흡수량
▣ 골재의 함수량에 의하 분류
① 절대건조상태: 로건조상태라고도 하며 건조로(oven)에서 100-110℃의 온도로 일정한 중량이 될때 까지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
② 공기중 건조상태: 기건조상태라고도 하며 골재의 표면은 건조하나 내부에서 포화하는데 필요한 수량보다
작은 양의 물을 포함하는 상태로서 물을 가하면 약간 흡수할 수 있는 상태
③ 표면건조포화상태: 골재의 표면에는 수분이 없으나 내부의 공극은 수분으로 충만된 상태로서 콘크리트
반죽시에 물양이 골재에 의하여 증감되지 않는 이상적인 상태
④ 습윤상태: 골재의 내부가 완전히 수분으로 채워져 있고 표면에도 여분의 물을 포함하고 있는 상태
나. 골재의 흡수량
골재의 함수 상태를 나타낸 것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 할 수 있다.
① 흡수량
- 표면건조포화상태에서 골재알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수량
(표면건조포화상태-절대건조상태)/(절대건조상태)×100％
- 흡수량의 범위
· 도로용 쇄석(2.5％ 이하)
· 콘크리용 쇄석(2.0％ 이하)
· 굵은골재(자갈)의 평균 흡수량 : 1％
- 흡수량이 3％ 이상되면 콘크리트 강도나 내구성에 악영향을 끼친다.
골재의 종류
흡 수 량 (％)
보통모래
0-2
보통자갈, 쇄석, 석회석 0.5 - 1
맥암, 화강암
0 - 0.5
사암
2-7
② 유효흡수량
- 공기중 건조상태로부터 표면건조포화상태가 되기에 필요한 수량
③ 표면수량
- 전함수량으로부터 흡수량을 뺀 것으로 일반적으로 골재중량의 1％ 이하이다.
(습윤상태-표면건조포화상태)/(표면건조포화상태)×100％
④ 전함수량
- 골재의 입자에 포함되어 있는 전체 수량
※ 모래의 부피는 함수량이 4 -6％ 일 때 최대부피가 된다 (마른모래와 비교하여 15-30％ 정도가 크다)
4. 골재의 실적 백분율과 공극의 백분율(빈율)
▣ 골재의 단위 부피가 차지하고 있는 빈틈과 절대부피와의 비(％)로써 잔골재의 빈율은 표준 계량에 의해서
30-45％, 굵은골재는 27-45％, 혼합골재는 25％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골재에서 빈율이 작아지면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
① 콘크리트 반죽시 수량을 줄일 수 있다.
② 콘크리트의 내구성과 강도가 증가한다.
③ 단위 시멘트량을 줄일 수 있다.
④ 콘크리트의 밀도가 커지면 마모저항성이 증가하여 투수성 및 흡수성이 작아진다.
5. 굵은골재의 모양
가. 쇄석은 부착력이 좋아 강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얻을 수 있으나 워 커빌리티(작업성)를 나쁘게 하기 때문에
모르타르양이 증가되어 사용수량이 늘어나 비경제적이고 콘크리트 치기작업이 곤란하다.
나. 자연자갈은 공극이 적고 다짐을 용이하게 하여 밀도가 높은 콘크리트를 얻을수 있고 워커빌리티가 좋아
작업하기가 좋고 경제적이다.
※ 다짐에 신뢰성이 있을때는 쇄석이 부착력이 높아 강도가 높다
6. 굵은골재 최대치수
▣ 전골재 중량의 90％가 통과하는 체의 공칭 치수
① 무근콘크리트 : 100mm 이하이며 부재 최소치수의 1/4 이하
② 철근콘크리트 : 50mm 이하이며 부재 최소치수의 1/5 또는 철근 순간격의 3/4 이하
※ 표준치수 : 일반단면(25mm), 큰 단면(40mm)
③ 포장콘크리트 : 40mm 이하이며 슬래브 두께가 160mm 이하인 경우에는 슬래브두께의 1/4 이하
④ 댐 콘크리트 : 150mm 이하

7. 골재의 입도와 조립율
가. 입 도
① 골재의 입도란 크고 작은 골재입자의 혼합된 정도를 말하며 이를 알기위해서 KS의 골재체가름
시험방법에 의한 체가름을 실시하여 함.
② 입도가 좋은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공극이 작아져 강도가 증가하나 입도가 나쁜 골재를 사용하면
워커빌리트가 나빠지고 재료분리의 증가 및 강도가 저하하며 비경제적인 콘크리트가 됨.
나. 입도곡선
① 입도곡선이란 골재의 체가름 시험결과를 곡선으로 나타낸 것으로 종축은 체를 통과하는 시료의 통과량 혹은
잔류량의 중량 백분율, 횡측은 체눈의 크기를 표시한 것임.
② 골재의 입도곡선으로 점선의 부분을 표준입도곡석이라 하고 잔골재나 굵은골재가 표준입도 곡선내에
들어가야 하며 이것은 골재의 크고 작은 알맹이가 이상적으로 섞이는 것을 의미함
③ 잔골재(모래)의 입도가 고르지 못하면 굵은모래와 잔모래를 서로 혼합하여 표준입도 곡선 내에 들도록 하는데
이를 브렌딩이라 하며 이에 사용되는 잔모래를 브렌딩 모래라고 함.
다. 조립율 (F.M)
① 조립율이란 골재의 입도를 표시하는 계수로서 10개의 표준체(0.15mm, 0.3mm, 0.6mm, 1.2mm, 2.5mm, 5mm
10mm, 20mm, 40mm, 80mm를 이용하여 체가름 시험을 실시했을 때 각체에 남는량의 누가중량백분율의 합을
100으로 나눈 값
② 조립율은 경제적인 콘크리트의 배합과 입도의 균등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콘크리트용 골재의
조립율은 잔골재에서 2.3-3.1, 굵은골재에서 6.0-8.0 정도가 적당함.
8. 미세립자 함유량 한도(％)
가. 0.008체를 통과하는 전체량을 말함.
① 잔골재
- 강사 : 3.0-5.0％ - 쇄사 : 5.0-7.0％
② 굵은골재
- 자연자갈 : 1％ - 쇄석자갈 : 1.5％
※ 미세립자 한도 초과시 단점
- 사용수량의 증가로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가 저하되고 미세립자의 표면 집결로 건조 수축시 균열발생
- 골재입자와 시멘트풀과의 부착방해로 부착력 저하
9. 골재의 마모한계
가. 보통콘크리트용(자갈, 쇄석자갈) : 50％ 이하
나. 포장콘크리트용(자갈, 쇄석자갈) : 35％ 이하
다. 댐 콘크리트용(자갈, 쇄석자갈) : 40％ 이하

4. 역청재료
1.아스팔트의 분류
천연 아스팔트
천연 아스팔트
역청재료

아스팔트

아스팔타이트
석유 아스팔트

타르
(1)천연 아스팔트(Natural Asphalt)
(2)석유 아스팔트(Petroleum Asphalt)

straight asphalt
brown asphalt

rock asphalt
lake asphalt
sand asphalt
길소나이트(gilsonite)
그라하마이트(grahamite)
그랜스 피치(grance pitch)
특징 : 탄력성이 풍부한 블론 아스팔트와 비슷하다
장점 : 신장성,점착성,방수성이 좋다.충격에강하다
단점 : 연화점이 낮다.감온비가 크다.내후성이 낮다.

스트레이트아스팔트와 블론 아스팔트의 성질
구분 straight asphalt brown asphalt
천연석유가 암석의 갈라진 틈사이로 침
신도
크다
작다
입한후 지열이나 공기중의작용으로 그
35-60℃
70-130℃
연화점
내부에서 장기간 중합 또는 축합 반응
크다
작다
감온성
을 일으켜 생긴 탄력성이 풍부한 화합
높다
낮다
인화점
물을 말한다
매우크다
작다
점착성
크다
작다
방수성
탄력성
작다
크다
비중
크다
약간작다
2.아스팔트의 물리적 성질
(1)비중(Gravity) : 1.0-1.1 비중시험시 표준온도 : 25℃
비중이 작을수록 연화점이 낮아진다
(2)점도(Viscisity)-->아스팔트의 굳기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실시
①온도의 상승에 따라 점도는 감소한다
②유출구에서 유출하는데 요하는 시간을 측정하여 점성을 나타낸다
③점도계의 종류 : 1.englar 점도계 -->유화 아스팔트(emulsion asphalt)의 점성등 보통사용
2.red wood 점도계
3.Saybolt 점도계
4.stomer 점도계
(3)침입도(Penetration)-->plastic한 역청재의 반죽질기(consistency)를 표시하는 방법
*시험법-->25℃의 시료를 유리용기에 넣고 표준침을 100g 의 하중으로 5초동안 아스팔트중에 관입시켜
관입깊이를 측정한다.침입도는 그의 깊이를 1/10mm 단위로 나타낸다
*침입도 지수(Penetration Index,PI)-->아스팔트의 온도에 대한 침입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지수
log800-logP
20-PI
1
P : 침입도
=
x
T-25
10+PI
50
T : 연화점
*석유 아스팔트 침입도:20-18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용의 침입도 : 40-60
(4)신도(Ductility)-->각공골재의 결합재로 아스팔트를 사용할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단위는 cm
①역청재료의 신장능력,즉 연성을 말하며 신도시험(KS M 2254)에 의해 평가한다
②스트레이트 아스팔트는 크나 블론 아스팔트는 작다
③신도에 가장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온도와 신장속도
④신도시험시 규정속도 : 5 ± 0.25cm/min
(5)연화점(Softening Point)
①역청재를 가열하면 점차 연화되어 묽은 액체로 되는데 이때의 온도를 연화점이라 한다
②연화점 시험은 환구법(KS M 2250)으로 측정한다
(6)인화점(Flash Point)과 연소점(Burning Point)
①역청재를 가열하였을때 가열된 역청재료에 증기가 발생하고 이 증기에 불꽃이 붙게 되는 최초의 온도를
인화점이라 한다
②인화점 및 연소점의 측정은 역청재의 가열작업시 위험도를 예측하기 위해 실시
(7)감온성(Temperature Susceptibility)
(8)고화점(Hardening Point)
①아스팔트가 완전히 고체가 되어 점착성을 상실하는 최고의 온도를 고화점이라 한다
②도로포장용 역청재는 고화점이 낮아야 한다

3.액체 아스팔트
(1)컷백 아스팔트(cut back asphalt)
①급속경화(RC ; Rapid Curing)-->침입도 80-120
②중속경화(MC ; Medium Curing)-->침입도 120-300
③완속경화(SC ; Slow Curing)-->휘발성분이 없는 중유로 컷백한것
(2)아스팔트 유제(Asphalt Emulsion)-->아스팔트를 지름 1-5μ 의 미립자로 만들어 물에 분산시킨 갈색의 유제
①급속응결(RS ; Rapid Setting)-->prime coat,tack coat
②중속응결(MS ; Medium Setting)
골재혼합용이고 점성이 크다
③완속응결(SS ; Slow Setting)
4.기타 역청재료
(1)고무 혼입 아스팔트(Rubberized Asphalt)
비행장의 포장에 주로이용되며 열,용제,중하중에 잘 견딘다
(2)수지 혼입 아스팔트(Plastic Asphalt)
①아스팔트에 에폭시 수지,폴리소프렌 수지 등의 고분자 재료등을 혼입한 아스팔트
②아스팔트의 인성,탄성,감온성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3)역청 이음재
5.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
asphalt paste
asphalt mortar
*filler(석분)
asphalt concrete
*잔골재
*굵은골재
6.타르-->아스팔트는 석유질에 용해되지만 타르는 석탄에서 만들어졌으므로 용해되지 않는다
(1)콜타르(coal tar)-->석탄에서 코크(coke)와 벤젠을 생산할때 건류에 의해 만들어지는 부산물
(2)가스타르(gas tar)-->경유를 분해하여 수성가스를 생산할때 만들어지는 부산물,water gas tar라고 한다
(3)피치(pitch)-->타르를 다시 가열하여 경유,중유 등을 생산하고 남은 잔여물,고체로서 비중이 크다
(4)포장용타르(road tar)
(5)컷백타르(cut back tar)-->타르나 피치등을 경유와 같은 휘발성 물질로 용해시킨것
-->인화점이 높고 증발감이 작으며 풍화에 대한 저항성이 크고 연질의 상태를 오래유지
7.아스팔트 및 타르의 제품
(1)펠트(Felt)
1)asphalt felt-->걸레,헌종이 등으로 두꺼운 종이를 만들어 아스팔트를 도포한 것으로 유연하나
roofing보다 방수성이떨어져 차광,차열,기계의 방습,전기 절연용으로 사용된다
2)tar felt
(2)루핑(Roofing)-->asphalt felt의 뒷면에 blown asphalt를 도포하고 표면의 접착을 막기위해
운모,활석,점토분말 등을 뿌린것으로 흡수성,투수성이 작고 유연해서 건축물이나 상하수도,
터널등의 방수용이나 공장,창고 등의 지붕용으로 사용된다
(3)일래스타이트(elastite)-->양질의 블론 아스팔트에 석유나 광물질 분말등을 혼합하고 양면에 역청질의 펠트를
붙여 성형한것 con'c 포장에서 팽창줄눈의 진충재로 사용하는판
(4)펠트 백 시트(felt back seat)-->아스팔트에 모래,돌가루,시멘트와 같은 채움재를 결합시켜 도로포장의 표층에 사용하는 것

8.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사용재료
1)필러(석분)-->No.200 체를 65% 통과하는 석회암,소석회,슬래그 등 기타 광물질의 미분말
2)골재
(2)배합설계순서
1)소요품의 품질에 맞는 재료를 선정하여 시료를 채취한다
2)입조범위에 들고 완만한 입도곡선이 되도록 각 골재의 배합비를 결정한다
3)설계 아스팔트량을 결정한다
4)마샬 시험을 실시하여 최종적인 현장 배합을 결정한다
(3)배합설계에 필요한 계산-->아스팔트 콘크리트 100g을 만드는데 필요한 배합설계
1)이론 최대밀도
W
W
100
W : 전체의 중량
ㆍrw =
D=
=
ㆍrw (g/cm3)
Va + Vg
Wa
Wg
Wa
Wg
Va Vg : 아스팔트 및 골재의 체적
+
+
Ga
Gg
Ga
Gg
Wa Wg : 아스팔트 및 골재의 중량
Ga Gg : 아스팔트 및 골재의 비중
2)공극률
d
d : 공시체의 실측밀도
V = 1x 100 (%)
D
D : 이론 최대밀도
3)포화도-->골재 공극중에 아스팔트가 채워져 있는 비율
Va
Va : 아스팔트 체적
Vfa =
x 100(%)
Va + V
V : 공극률
*보조기층의 품질규정
구분
시험방법
규정
마모감량 KS F 2508 50% 이하
소성지수 KS F 2304 6 이하
실내 CBR값 KS F 2320 30 이상
*마샬 안정도 시험(ASTM D 1559)-->안정도 시험
1)적용범위
①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와 현장에서의 품질관리에 적용한다
②교통하중에 따라 혼합물이 고온에서 유동하며 파상의변형을 일으키는 데에 대한 저항성
③골재의 최대크기가 25mm 이하의 가열혼합물에 대해서 적용
2)혼합물의 준비
①110 ± 5℃로 건조한 골재를 각 입도별로 노건조기 또는 가열판 위에서 160-190℃의 온도로 가열한다
②아스팔트를 용기에 넣어 150-160℃로 가열한다
③1배치만큼 계량한후 충분히 혼합한다
3)마샬시험에 대한 기준값
혼합물의 종류 조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세립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도(kg)
500 이상
350 이상
4)공시체 다짐횟수-->소요의 온도(140℃)가 되면 혼합물을 넣은 몰드를 래머로 소요횟수(50회)로 다진다
5)수조온도-->공시체는 60 ± 1℃ 의 항온수조속에 30-40분 넣어둔다
*잔류안정도
1)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해서는 잔류안정도가 75%이상이어야 한다
60℃,48시간 수침후의 안정도(kg)
2) 잔류 안정도 =
x 100%
안정도(kg)
*아스팔트 혼합물의 추출시험(원심분리법 : KS 2354)-->혼합률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
1)시료량 : 1000g
*박막가열 시험-->3.2mm 두께로 163℃로 5시간 가열후 침입도시험을 실시하여
원시료와의 비율을 측정하며 가열 손실량도 측정하는 방법

5. 금속재료
1.개설
(1)금속재료의 특징
①전기,열의 전도율이 크다
C : 인장강도,항복점 및 경도가 증가하지만 취성은 감소한다
②독특한 광택을 가진다
P,S : 취성이 증가한다
Mn : 강도와 인성을 증가시킨다
③가소성이 있고 비중이 크다
④전성,연성이 크다
⑤다른금속과 합금이 되는 성질이 있다
(2)금속재료의 장단점
1)장점
①강도,탄성계수가 크며 특히 인장강도가 매우 크다
②인성,연성이 매우크다
③경도가 크고 내마모성이 크다
④다른 금속과 합금하면 품질과 성능이 향상된다
2)단점
①비중이 커서 자중이 크다
②부식하거나 녹슬기 쉽다
(3)탄소량에 의한 분류
1)철 : C < 0.04%
①저탄소강 : C < 0.3%
*강의비중 : 7.789-7.876
2)강 : C = 0.04-1.70%
②중탄소강 : C = 0.3-0.6%
3)주철 : C > 1.70%
③고탄소강 : C > 0.6%
*탄소함유량이 증가할수록
①탄소강의 비중,팽창계수 및 열전도율은 감소한다
②인장강도가 커진다
③항복점 및 경도가 증가한다
④전기 저항성은 증가하고 충격치는 감소한다
2.철금속
(1)선철(Pig Iron)-->철광석을 용광로내에서 환원하여 만들며 주로 제강용의 원료가 된다
1)백선철(white pig iron)
①선철을 저급랭할 경우 Si가 적은 백선철이 된다
②비교적 경질이고 수축이 크므로 주조나 다듬질이 곤란하다
2)회선철(gray pig iron)
①선철을 높은열로 서서히 식혔을때 파단면이 회색의 회선철이 된다
②연하고 강도가 작으나 유동성이 크고 수축이 작아 주조에 적합하다
(2)강(Steel)
1)화학성분에 의한 분류
*냉간압연강(cold rolled steel)
①탄소강(carbon steel)
①강을 특별히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압연하여 만든강이다
-저탄소강 : C < 0.3%
②인장강도,항복점,경도가 커진다
-중탄소강 : C = 0.3-0.6%
③비중,신장률이 작아진다
-고탄소강 : C > 0.6%
②합금강(alloy steel)
-니켈강(nickel steel)-->5%이하의 니켈을 첨가
-니켈-크롬강(nickel-chrome steel)
-스테인레스강(stainless steel)
2)강의 제조법
*순철의 3가지 동소체
① α철 : A3 변태점(910℃) 이하에서 체심입방격자
①평로 제강법(siemens method)
②전로 제강법(bessemer method)
② γ철 : 910-1400℃ 에서 면심입방격자
③ δ철 : A4 변태점(1400℃)--용융점(1537℃)에서 체심입방격자
③전기로 제강법(electric method)
④도가니 제강법(crucible method)

3)강의 열처리
①풀림(annealing)-->내부응력을 제거시키고 강을 연화시키기위해서
-->적당한 온도(800~1000℃)로 일정한 시간 가열한 후 로 안에서 천천히 냉각시켜 가공성과 기계적,
물리적 성질을 향상
②불림(normalizing)-->결정을 미립화하고 균일하게 하기위해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후 대기중에서 냉각
③담금질(quenching)
-->높은온도로 가열된 강을 수중 또는 유중에 급속하게 냉각시켜 강의 경도와 강도를 증가시키는 작업
④뜨임(tempering)
-->강철의 지나친 취성과 강도를 조절하고 적당한 강인성을 주기위해 변태온도 이하로 다시 가열하여
서서히 냉각하는 열처리
4)강의 물리적 성질
①탄소함유량이 클수록-->비중,팽창계수,열전도율 감소 비열 및 전기저항 증가
②탄성계수 E = 2-2.2 x 106 kg/cm2
③인장강도--> C = 0.9% 일때 최대이고 이보다 증가하고 감소해도 강도는 비례하여 감소한다
④경도--> C = 0.9% 까지는 탄소량의 증가에 따라 증대하나 그 이상 증가해도 감소하지는 않는다
5)강재의 굴곡시험(KS B 0804) : 철근의 굽힘각도 : 1800
①강재의 균열로 인한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실시
②강재편을 시험한후 떼어내서 굴곡부 외측의 균열이나 기타 결점의 유무등을 판단
(3)주철(cast iron)--> C=2.5-4.5% 철(92-96%) 나머지 : 크롬,규소,망간,유황,인
1)백주철(white cast iron)
2)회주철(gray cast iron)
3.철강제품
(1)구조용 압연강재
구분
강의 표시법
비고
1)봉강(bar)
φ지름 또는 변의길이(mm) x 길이(m)
압연하여 만든 봉상의강재
2)평강(flat steel)
수량~Fs폭(mm) x 두께(mm) x 길이(m)
3)강판(steel plate) 수량~Pls폭(mm) x 두께(mm) x 길이(m) 강괴를 압연하여 얇고 넓게 만든 철판
4)형강(shape steel) 형강의종류~높이(mm) x 폭(mm) x 두께(mm) x 길이열간압연하여 특정의 단면형상으로 만든 구조용 강재
(2)PC 강재
1)PC 강선(piano wire)
2)PC 스트랜드
3)PC 강봉
(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1)알루미늄(aluminum)
2)알루미늄 합금-->경량이면서 고강도
(2)구리 및 구리합금-----> ①내식성,전성,연성,가공성,열전도율,전기전도율이 좋다
1)구리(동; copper)
②경도가 강보다 작다
2)구리합금
③아연,주석,니켈등과 합금하면 귀금속적 성질을 갖는다
①황동(놋쇠)-->40% 이하의 아연 첨가
l - l0
②청동(bronze)-->동에 15% 이하의 주석을 첨가
*파단 연신율 δ =
x 100(%)
l0
(3)주석(Tin)
A - A0
(4)니켈(Nickel)-->내식성,내변색성이 높고 기계적 성질이 우수하다
*단면 수축율 ψ =
x 100(%)
A0
5.금속의 방부법
P
(1)방부제 도포법
*강의인장강도σ = max
A
1)페인팅(painting)
2)아스팔트 도포법
l : 늘어난 길이
3)콜타르 도포법
A : 단면적
Pmax : 최대하중
①금속표면에 콜타를를 100-120℃ 가열하여 도포하는 방법
②외관이 나쁘나 painting보다 도포의 효과가 크다
(2)피막 생성법
1)아연 도금법
2)가열법
(3)전기 방식법

6. 목재
1.개설
(1)목재의 장점
①가볍고 취급 및 가공이 쉽다
②비중에 비해 강도가 크다
③열,음,전기등에 부동체이다
④열팽창계수가 작다
⑤탄성과 인성이 크며 충격,진동등을 잘 흡수한다
(2)목재의 단점
①내화성이 작다
②재질과 강도가 균일하지 못하다
③함수율의 변화에 의한 변형과 팽창,수축이 크다
2.목재의 성분과 조직
(1)목재의 성분
->주요성분은 셀룰로우스로서 목질건조중량의 60%정도이고 나머지 대부분은 리그닌으로 20-28%정도이다
(2)목재의 조직
①심재-->비교적 어두운 암색을 띠고 있으며 수분이 적고 중량이 크므로 강도 및 인성이 크다
②변재-->수피의 내부에 접하여 밝은색을 띠고 있으며 수액의 전달,양분의 저장등의 역할을 한다
(3)수간의 단면
3.목재의 일반적 성질
(1)물리적 성질
1)비중-->기건비중을 말하며 0.3-0.9정도
2)함수율의 영향-->목재 중량의 15 ± 3%
3)열 및 전기에 대한 성질
(2)역학적 성질
1)압축강도
2)인장강도--.마디,옹이,섬유의 비틀림 등이 인장강도를 좌우
3)휨강도
4)전단강도
4.벌목 및 건조법
(1)벌목-->가을에서 겨울사이
*목재를 건조시키는 목적
(2)건조법
①목재의 수축,균열을 방지
1)자연 건조법(natural seasoning)
②강도 및 내구성 증진
①공기 건조법(air seasoning)-->가장 많이 사용 ③균류에 의한 부식과 해충 방지
②침수법(water seasoning)
④중량 경감과 그것에 의한 취급과 운반비가 절약
2)인공 건조법(artificial seasoning)
⑤방부제 등의 약제 주입을 용이하게 함
①훈연법(smoke seasoning)
②증기법(steam seasoning)
③열기법(hot air seasoning)
④자비법(끓임법,boiling seasoning)
5.목재의 결함
(1)옹이(절,node)
(2)입피(껍질박이,bank pocket)-->나무껍질의 일부가 외상으로 인해 나무껍질 또는 나이테의 일부가
목질속으로 파고 들어간것
(3)파열(갈라짐)-->보통 바람,눈의 작용,온도변화,기생충 등 건조과정에서 발생
(4)혹(wen)-->균이나 박테리아 때문에 나이테 원주면의 일부가 혹모양으로 융기된 부분
(5)만곡(비틀림)-->목재의 섬유가 매듭과 같이 비틀려 생긴 부분
(6)지선

6.목재의 부식과 방부법
(1)목재의 부식(Corrosion of Timber)--.내구성을 상실하는 가장 큰 원인
1)온도와 습도에 의한 부식
-->공기의 소통이 원활한 곳이나,수중에서 완전히 침수시켜 놓으면 부식을 장시간 방지할수 있다
2)균류에 의한 부식
①균은 20-30℃에서 가장 발육이 왕성하다
②습도가 85% 내외에서 최적이고 20% 이하에는 사멸 또는 발육이 억제된다
3)충류에 의한 피해
(2)목재의 방부법
*가압주입법의 종류
1)표면처리법
①베셀(bethel)법
2)방부제 주입법
②로리(lorry)법
(3)목재의 내화처리법
③루핑(ruping)법
1)표면처리법
④부세리(boucherie)법
2)내화제 주입법
⑤베네트(burnet)법
7.합판
(1)단판의 제조방법
1)로터리 베니어(rotary veneer)-->통나무 원목의 축을 중심으로 회전시켜 축에 평행하게 붙어있는 칼날로
목재를 얇게 깍아내는 것으로 원목의 낭비가 없어 최근에는 대부분 이방법을 사용한다
2)슬라이스 베니어(sliced veneer)
3)소드 베니어(sawed veneer)-->각재에서 세로방향의 톱을 사용하여 단판을 깍아내는 것으로 아름다운
나무결을 얻을수 있지만 톱밥이 많아 비경제적이다
(2)합판의 특징
8.제재의 종류 및 재적계산법
(1)제재의 종류
1)널(판재)
2)각재
(2)통나무의 재적 계산법
1)재적 = 길이 x 중앙단면적
원구면적 + 말구면적
2)재적 = 길이 x
2
원구면적 + 4x중앙단면적 + 말구면적
3)재적 = 길이 x
6

7. 석재
1.암석의 분류
1)성인(지질학적)에 의한 분류 : 화성암,퇴적암,변성암-->가장 일반적인 분류
2)산출상태에 의한 분류 : 괴상암,성층암
3)화학성분에 의한 분류 : 규산질암,석회질암,점토질암
4)조직구조에 의한 분류 : 결정질암,쇄설질암
5)암석의 압축강도에 의한 분류(KS F 2530)
종류
흡수율(%)
압축강도(kgf/cm2)
경석
500 이상
5 이하
준경석
100-500
5-15
연석
100 이하
15 이상
6)용도에 의한 분류 : 구조용,장식용,골재용
2.암석의 특징 및 구조
(1)암석의 특징
(2)암석의 구조
1)절리(joint)
①주상절리:돌기둥을 배열한것과 같은 모양이다
②판상절리:판자를 겹쳐놓은 모양이다
③구상절리:암석의 노출부가 양파모양이다
④불규칙 다면괴상 절리:암석의 생성시 냉각으로 인해 생기는 불규칙한 절리
2)층리-->퇴적암이나 변성암의 일부에서 생기는 평행상의 절리
3)편리-->변성암에서 주로 생기는 불규칙한 절리로서 박편모양으로 작게 갈라지는것
4)석리-->석재를 조성하고 있는 광물의 조직에 따라 생기는 눈의 모양
5)석목(돌눈)-->석재의 가공이나 채석에 이용되는것으로 석재의 갈라지기 쉬운면
6)벽개-->석재가 일정하게 잘 갈라지는면
3.암석의성질
(1)물리적 성질
1)비중(specific gravity)-->겉보기 비중 2.65
*압축시험 공시체
w3 - w1
w1 : 절대건조 중량(g)
-->5cm x 5cm x 5cm
2)흡수율(absorption) =
x100(%)
w1
w3 : 공기중 중량(g)
*휨시험 공시체
w3 - w1
-->5cm x 5cm x 30cm
3)공극율 =
v : 겉보기 전체적
v
(2)역학적 성질
1)강도
①압축강도가 가장 크며 인장,휨,전단강도는 압축강도에 비해 매우 작다
②인장강도는 압축강도의 1/10-1/20 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는다 *석재의 내구성
석재 내구연한
③강도는 비중에 비례한다-->비중에 의해 강도를 측정할수 있다
백운석
30~500
④압축강도 : 화강암 ＞대리석 ＞안산암 ＞사암,응회암
화강암 75~200
2)인성
대리석 60~100
3)탄성계수
석회암 20~40
4)내구성
사암
5~15
*석재의 내구성을 지배하는 요인
①조직 : 조암광물이 미립,등립일수록 내구성이 크다
②조암광물 : 조암광물의 풍화의 정도에 따라 내구성이 다르다
③노출상태 : 같은 석재라도 사용장소에서의 풍토,기후,폭로상태의 차이는 조암광물의 풍화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5)내화성

4.각종석재
(1)화성암(igneous rock)
1)화강암(granite)-->내화성이 작아 고열을 받는곳에서는 적당하지 못하다
①조직이 균일하고 강도 및 내구성이 크다
②균열이 적기 때문에 큰 재료를 채취할수 있다
③외관이 아름답다
④경도 및 자중이 커서 가공 및 시공이 곤란하다-->조각에 부적당
⑤내화성이 작다
⑥풍화나 마모에 강하다
2)섬록암(diorite)
①암질이 딱딱하고 돌눈이 없기 때문에 가공하기 힘들다
②외관이 아름답지 못하기 때문에 주로 구조용재로 사용된다
3)안산암(andesite)
①조직이 치밀하고 경건하지만 조직 및 색조가 일정하지 않다
②강도,내구성이 크다
③내화성이 크다
④절리가 있어 채석 및 가공이 쉽지만 큰 재료를 얻기 어렵다
⑤교량,하천,호안,돌쌓기 등에 이용된다
4)현무암(basalt)-->내화성이 크며 비중이 크고 가공성이 어려워주로 부순돌로 이용한다
(2)퇴적암(수성암,Sedementary Rock)
1)응회암(tuff)-->화산재(회) 또는 화산사가 퇴적되어 응고한 것
①암질은 연하고 다공질로서 흡수율이 크기 때문에 동해의 피해를 받아 풍화하기 쉽다
②강도는 가장 작지만 내화성은 풍부하다
2)사암(sand stone)-->모래가 퇴적하여 경화한것 규산질사암,석회질 사암, 점토질 사암으로 구분
응회암보다 공극률이 크다.
①규산질 사암이 가장 강하고 내구성이 크다
②점토질 사암이 가장 연약하다
3)혈암(shale)-->점토가 불완전하게 응고한 것으로 석질이 연하여 시멘트의 원료로 많이 사용
4)점판암(clay slate)-->조직이 치밀하고 강하며 흡수성이 작고 아름답다 지붕,판석재,벼루돌 등으로 쓰임
5)석회암(lime stone)-->인성이 가장 작다
(3)변성암(Metamorphic Rock)-->mironite,hornfelz,편마암,결정편암
1)편마암(gneiss)
2)편암(천매암,schist)
3)대리석(marble)
5,석재의 가공 및 형상
(1)석재의 가공
1)인력에 의한 가공 및 순서
혹두기-->정다듬-->잔다듬-->물갈기
2)기계에 의한 가공
(2)석재의 형상
1)각석-->폭이 두께의 3배 미만이고 어느정도의 길이를 가진 석재
2)판석-->두께가 15cm미만이고 폭이 두께의 3배 이상인 석재
3)견치석-->면은 규칙적으로 거의 정사각형에 가갑고 면에 직각으로 잰 공장은 면의 최소변의 1.5배 이상인 석재
4)사고석-->면은 원칙적으로 정사각형에 가깝고 면에 직각으로 잰 공장은 면의 최소변의 1.2배
이상인 석재

8. 폭약,도료,합성수지,고무
1.화약류의 종류
(1)화약-->폭속 340m/sec 이하로 연소
1)흑색화약(유연화약)-->초산염에 유황(S),목탄(C),초석(KNO3)의 미분말을 중량으로 15:15:70 으로 혼합
①발연량이 많고 수분이 많으면 발화하지 않는다
②폭발력은 다른 화약보다 약하다
③값이 저렴하고 발화가 쉽고 취급이 안전하여 좁은 장소에 많이 사용된다
④대리석,화강암 같은 큰 석재를 채취할 때 사용한다
2)무연화약
(2)폭약-->2000-7000m/sec로 폭발하여 충격파를 일으키는 것
1)기폭약(기폭제)
①뇌홍 : 발화온도-->170-180℃,가장 낮다
②질화연 : 뇌홍에 비해 저렴하고 보존성이 우수하다
③DDNP : 기폭약 중에서 가장 강력(뇌홍의 2배)하고 충격감도는 둔하나 열에 대해 예민하다 발화온도-->180℃
④데토릴 : 놔관의 기폭제로 사용
2)폭약
①카알릿(carlit)
1.유해가스 발생량이 많고 흡수성이 커서 터널공사에는 부적합
2.채석장에서 큰 돌의 채석에 적합
3.다이너마이트 보다 발화점(295℃)이 낮다
②니트로-글리세린(nitro-glycerine)
1.감미가 있는 무색,무취의 투명한 액체(상온에서 액체)로서 충격,마찰 등에 아주 예민하다
2.가장 강력한 폭약이다
3.일반적으로 10℃에서 동결한다-->동해를 입기가 가장 쉽다
③다이너마이트(dynamite)-->니트로 글리세린에 초산,니트로 화합물을 첨가한것
1.교질(gelatine) 다이너마이트 : 폭발력이 가장 강하고 수중에서도 폭발,암석용
2.블라스팅(blasting) 다이너마이트 : 내수성이 좋아 수중폭파에 적합하며 굳은 암석의 발파에만 사용
3.암모니아 젤라틴 : 노화가 늦고 뇌관에 의해 정상폭발을 하며 불발하는일이 거의 없다
④슬러리 폭약(함수폭약)
1.충격등에 대단히 둔하다
2.내수성이 아주 좋다
3.위력은 ANFO 폭약보다 강력하고 다이너마이트보다 약간 약하다
4.상향천공에는 부적당하다
⑤ANFO 폭약(초유폭약)-->질산암모늄이 주성분
1.천공내에서 직접 혼합,압축공기로 장진해서 사용한다
2.현장에서 혼합하여 사용하므로 저렴하고 취급,보관이 용이하다
3.내습성이 불량하므로 용수가 없는 갱외용에 사용한다
2.기폭용품
(1)도화선(Blasting Fuse)-->분말로 된 흑색화약을 마사와 종이테이프로 감고 도료로 방수
*완연도화선의 폭발속도 : 1m 에 120-140sec
(2)도폭선(Blasting Cord)-->흑색화약이 아닌 면화약을 심약으로 하고 마사,면사,종이 등으로 감아 도료를 피복한 것
-->대폭파 또는 수중 폭파를 동시에 실시하기 위해 뇌관대신 사용
(3)뇌관(Detonator)
1)보통뇌관(공업용 뇌관)
①뇌홍뇌관 : 동관 사용
②질화연뇌관 : 알루미늄관 사용
2)전기뇌관
3.화약류 취급시 주의점
(1)취급상 주의사항
①다이너마이트는 일광의 직사를 피하고 화기에 접근시키지 말아야 한다
②운반시에 화기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뇌관과 폭약은 같은 장소에 두지 않아야 한다
④장기간 보관시에 온도,습도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하고 수분을 흡수하여 동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사용상 주의사항 : 생략

4.도료
(1)도료의 원료
1)기름(油)
2)희석제
3)수지
4)안료
5)건조제
(2)페인트(Paint)
1)유성페인트(oil paint)
2)수성페인트(water paint)-->실내용으로 주로 사용
①기름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알칼리에 침식되지 않는다
②무광택이고 내수성이 없다
③모르터,콘크리트,회반죽의 표면도포에 적당하다
(3)합성수지 도료
1)합성수지 도료가 유성 페인트나 바니스보다 우수한 점
①건조시간이 빠르고 단단하다
②내산성,내알칼리성이 있어 콘크리트나 plaster 면에 바를수 있다
③인화하지 않아 방화성이 크다
④투명한 합성수지를 사용하면 더욱 선명한 색을 낼수 있다
2)종류
①페놀수지 도료
②알키드수지 도료
③비닐수지 도료
④아크릴수지 도료
(4)기타 도료
1)방청도료-->철강재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사용
①연단도료(광명단)
②함연 방청도료
2)방화도료
5.합성수지(Plastic)
(1)종류
1)열가소성 수지(thermoplastic) : 열을 받아서 경화된 후 다시 열을 받아도 연화되며 상온에서 다시
경화되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선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염화비닐(PVC)수지
-강도,전기 절연성,내약품성이 좋고 고온,저온에 약하다
-필름,바닥용 타일,파이프,도료 등에 사용된다
②폴리에틸렌(PE)수지
③폴리프로필렌(PP)수지
④폴리스틸렌(PS)수지
-무색투명한 액체로서 내화학성,전기절연성,내수성이 크고 창유리,벽용 타일 등에 사용된다
-발포제품으로 만들어 단열재에 많이 사용된다
⑤아크릴 수지-->투광성이 크고 내후성,내화학 약품성이 우수하며 채광판,유리 대용품에 사용
⑥폴리아미드 수지(나일론)-->강인하고 미끄러지며 내마모성이 크다
2)열경화성 수지(thermosetting plastic) : 열을 받아서 경화되면 다시 열을 가해도 연화되지 않는 성질을
가진 플라스틱으로 망상구조를 가지고 있다.
①페놀수지
-->합판등의 접착에 사용
②요소수지
③폴리에스테르수지-->구조재로
④에폭시수지-->금속,콘크리트,유리의 접착에 사용
⑤멜라민수지
⑥알키드수지
(2)플라스틱의 장단점
*플라스틱의 열화 : 물리적인 성질의 영구적인 감소
1)장점
①비중이 작고 가공,성형이 쉽다
②표면이 평활하고 아름답다
③내수성,내습성,내식성이 좋다
④착색이쉽고 투광성이 좋다
2)단점
①압축강도 이외의 강도가 작다
②탄성계수가 작고 변형이 크다
③내열성,내후성이 작다
④열에 의한 팽창수축이 크다
*라텍스(latex)-->고무나무의 수피에서 분비되는 백색 또는 회백색의 유상의 즙액으로
공기중에 방치하면 응고한다

9. 품질시험 기준
1.품질검사 전문기관
1)건설교통부 장관에게 신고-->30일 이내
①보유하고 있는 기술인력,시설 및 시험장비
②시험실의 소재지
③상호 및 성명
2)지정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하는 경우
①사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받은것이 판명된 때
②대통령이 정하는 기술인력,시설,장비 등이 규정에 의한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③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흠으로 인하여 건설공사 또느 건설자재,부재의 품질을 현저하게 떨어뜨린때
④정당한 이유없이 3월이상 품질시험 또는 검사의 대행을 거부한때
⑤시정명령 또는 조치에 불응한때
3)품질검사 전문기관의 등록서류
①시험실의 보유를 증명하는 서류
②시험장비의 명칭,규격,구입년도 및 수량 등과 장비보유를 증명할수 있는 서류
③기술인력의 성명,자격 및 경력 등과 기술인력의 보유 및 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④기타 시험 업무처리의 요령 및 인력,장비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
2.품질보증계획
1)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의 범위
①전면 책임감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다중 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서에 품질보증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2)품질보증계획의 내용
①문서 및 자료관리
②공정관리
③검사 및 시험
④교육훈련
⑤부가 서비스 등
대상공사

공사규모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품질보증 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

중급 품질관리
대상공사

총공사비가 100억이상인 건설공사
또는 연면적 5000m2이상인 다중
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고급
품질관리 대상공사가 아닌 건설공
사

시험실

시험,검사요원
1.특급 또는 고급 품질관리원 1인이상
100m2 이상 2.중급 품질관리원 1인이상
3.초급 품질관리원 1인 이상
1.고급 품질관리원 2인이상
50m2 이상
2.중급 또는 초급 품질관리원 1인이상

3.품질시험
1)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경우
①총공사비바 5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연면적이 660m2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총 공사비가 2억원 이상인 전문공사
2)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①품질검사 전문기관의 시험 성적서가 제출되는 재료
②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관계법령에 의해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3)drain board의 시험빈도
①20000m2마다
②제조회사별
③제품규격마다
4)염화물 함유량 시험빈도
①공급회사별(바다모래인 경우)
②1일 3회이상
5)평판재하시험 빈도-->PBT(KS F 2310)는 현장밀도 시험이 불가능할때 실시
①3층포설후 150m마다
②2000m2 마다
6)도로포장용 아스팔트 시험(KS M 2201)의 시험빈도
시멘트 안정처리기층 함수량 시험
①2000ton 마다
1.골재원 마다
②장기저장으로 재질이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때
2.포설후 다짐전 500m3마다
③제조회사별
7)노상의 들밀도시험(KS F 2311,현장밀도 시험)의 시험빈도
①2000m3 마다 (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②층별 450m마다
8)철근 및 강재(압절철근 포함) 시험빈도
①제조회사별
②100t 마다(제품규격별)
*철근 가스압점 이음의 외관검사는 모든 이음마다 실시한다
③500개소마다(용접이음부위)
9)아연도 철선(돌망태 포함) 시험빈도
①제조회사별
②10t 마다(제품규격별)
10)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의 현장밀도시험
①2차선 기준 : 층별 200m 마다
②폭이 넓은 광활한 지역의 성토작업시 : 500m3마다
11)도로(노반,노상) 함수량 시험(KS F 2306)
①2000m3마다
②포설후 다짐전
4.품질보증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필요가 없는 공사
1)조경식재공사
2)가설물 설치공사
3)철거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