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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이 기준은 제설제의 콘크리트 동결 융해 영향을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것이다.
이 기준의 일부는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
는 출원 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환경부장관은 이러한 기술적 성질을 가진 특허권, 출원공개 이후의 특허출원, 실용신안권
또는 출원공개 이후의 실용신안등록출원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한 확인의 책임을 지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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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설제의 성능 평가 - 콘크리트 동결 융해 시험 방법
Performance Assessment on De-icing Chemicals - Test Method for Freezing
and Thawing Effect on Concrete

1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제설제 사용이 동결 융해 조건에서 콘크리트 시설물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방법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 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전체 또는 부분적으로 이 기준의 적용을 위하여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시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시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 방법

3 용어와 정의
이 기준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용어와 정의를 적용한다.
3.1 기준 물질
제설제의 콘크리트 동결 융해 영향을 상대 평가할 때 제설제의 비교 기준으로 사용하는 물질
3.2 제설제
화학반응 또는 증기압 변화를 유발하여 어는점을 낮추어 눈‧얼음을 녹이는 기능을 하는 물질
비고

성상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a) 고상 제설제
b) 액상 제설제

3.3 항온 챔버
지정된 시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각 장치

4 시험 방법
4.1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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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은 제설용으로 사용되는 염화나트륨 대비 특정 제설제의 콘크리트 동결 융해 영향을
시험실에서 표준화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상대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이 기준은 콘크리트
동결 융해 영향에 대한 절대 평가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다.
4.2 재료 및 장치
4.2.1 기준 물질
순도 98 % 이상의 염화나트륨을 사용한다.
4.2.2 시험 용액
시험 용액은 4.2.1의 기준 물질이나 3.2의 제설제를 각각 탈이온수에 녹이거나 희석시켜 질
량분율로서 3.0 % 농도로 제조한 수용액을 사용한다. 시험 용액을 제조할 때 수화물 함유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제시된 상태 그대로의 제설제 질량을 기준으로 한다.
비고

고상 제설제는 조성 성분 분포가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한 양을 녹여 사용한
다. 일반적으로 1 kg 이상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4.2.3 시험편 제작
시험편은 다음에 따라 가로 50 mm × 세로 50 mm × 높이 50 mm의 정육면체 콘크리트로
제작한다.
a) 시멘트, 모래, 골재 및 물의 배합 비율은 표 1에 따른다.
표 1

콘크리트 배합 비율

구분
물: 원칙적으로 탈이온수 사용
시멘트: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KS L 5201)
모래: ISO 기준 모래(KS L ISO 679)
골재: 건조된 파쇄 석회석(입경 0.5~1 cm 이하)

배합 비율 [질량분율 (%)]
9.11
17.79
31.13
41.97

비고 슬럼프는 (6.5 ± 2.5) cm, 비연행(non-air-entrained) 콘크리트로 한다.

b) 콘크리트 다져 넣기는 KS F 2403을 따르되, 다짐이 끝나면 온도 23 ℃ ± 2 ℃, 상대습
도 50 % ± 5 %의 조건에서 20~24시간 동안 경화시킨다.
비고

경화가 진행되는 동안은 진동이 가해지지 않아야 하며, 수분이 급격히 증발되지 않도록 적절
히 조치하여야 한다.

c) 경화 완료 후 몰드를 제거한 콘크리트는 온도 23 ℃ ± 2 ℃, 상대습도 100 % 조건에서
13일간 양생시킨 후 온도 23 ℃ ± 2 ℃, 상대습도 50 % ± 5 % 조건에서 11일간 다시
양생시킨다.
비고

양생이 완료된 콘크리트는 6일 이내에 4.3.5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에 사용되어야 한다.

d)

양생이 완료된 콘크리트 중 하나를 선택하여 KS F 2405에 따른 압축강도와 겉보기 밀
도 시험을 실시한다.

e)

시험 결과 압축강도 28 MPa 이상, 겉보기 밀도 약 2 300 kg/m3 이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지 않은 나머지 콘크리트를 시험편으로 한다.

비고

하나의 시험 용액 당 동시에 제조된 시험편 4개에 대한 시험 결과가 요구되며, 시험편의 요구
조건(압축강도, 밀도) 확인을 위하여 1개의 양생이 완료된 콘크리트가 필요하므로 이를 고려하
여 충분한 개수의 콘크리트를 제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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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시험용 용기
비고

동시에 사용되는 시험용 용기간 크기 차이는 ± 1 % 이내이어야 한다.

4.2.4.1 시험용 용기 크기
안쪽 면의 표준 높이가 7.6 cm이며 시험편과 시험편 사이의 간격이 2 cm, 용기 벽체와 시
험편 사이의 간격이 1 cm 정도를 유지할 수 있는 크기를 기준으로 약간의 변경이 허용된다.
비고

표준 높이는 용기 바닥에 스펀지를 깔고 시험편을 놓은 후 뚜껑을 닫아 밀폐시켰을 때 시험편
이 가볍게 눌려 고정시키는 정도로 결정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시험편을 고정
할 수 있다면 시험용 용기의 높이는 변경할 수 있다.

4.2.4.2 시험용 용기 재질
동결 융해 사이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내한성 플라스틱 재질로서 뚜껑을 사용하여 밀폐시킬
수 있는 직육면체 용기로 한다.
4.2.5 스펀지
시험용 용기 안에 넣을 스펀지는 셀룰로오스 재질로 된 높이 2.5 cm의 판상 스펀지를 사용
한다. 스펀지의 면적은 시험편의 적절한 배치를 고려하여 시험용 용기 바닥 면적의 72 % ± 2
%가 되어야 한다. 스펀지는 탈이온수로 여러 번 세척하고 꼭 짠 후 완전히 건조시킨 것으
로 한다.
4.2.6 저울
0.01 g 이하까지 측정 가능하여야 한다.
4.3 시험 실시
비고

시험은 기준 물질과 제설제를 동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4.3.1 시험편 질량 측정
4.2.3의 시험편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시험 용액의 영향을 받지 않는 방법으로 시험편
식별기호를 표시하고 질량을 0.1 g 이하까지 측정하여 이를 시험편의 초기 질량으로 한다.
4.3.2 시험편 전처리
질량을 측정한 시험편은 즉시 적당한 용기에 넣고 시험편의 윗부분이 물 아래 약 0.6 cm
정도까지 잠기도록 탈이온수를 채운 후 뚜껑을 덮어 온도 23 ℃ ± 1 ℃에서 24시간 동안
유지한다.
4.3.3 시험 용액 준비
4.2.2의 시험 용액을 준비한다.
4.3.4 시험 용액 투입 및 시험편 배치
2개의 시험용 용기에 4.2.5의 스펀지를 넣고 하나의 시험용 용기에는 기준 물질 수용액, 다
른 하나의 시험용 용기에는 제설제 수용액을 시험용 용기 면적 1 cm2당 1.7 mL의 비율로
투입한다. 여기에 4.3.2의 전처리가 완료된 시험편 4개를 밑면이 스펀지 위에 고르게 닿도록
배치한다. 시험편과 시험편 또는 시험용 용기 벽체 사이의 간격이 4.2.4에 적합하도록 시험
편을 고르게 배치한 후 시험편이 움직이지 않도록 시험용 용기의 뚜껑을 덮어 밀폐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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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동결 융해 사이클 실시
준비가 완료된 시험용 용기를 온도 -18 ℃ ± 2 ℃의 항온 챔버에서 17시간 유지한 후 온도
23 ℃ ± 2 ℃에서 시험실에서 7시간 유지한다. 이를 동결 융해 1사이클로 하여 총 10사이
클을 반복한다.
4.3.6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 후 처리
a)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이 종료된 시험편을 시험용 용기에서 꺼내 흐르는 수돗물로 씻어
자연스럽게 떨어지는 부분을 모두 제거한다.
b)

이 시험편을 온도 23 ℃ ± 2 ℃, 상대습도 50 % ± 5 %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건조한
다.

c) 건조된 시험편 질량을 측정하고 이를 시험편의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 후 질량으로 한다.
4.4 시험편의 질량 손실 계산
4.4.1 시험편의 질량 손실 산출
시험편의 질량 손실(g)은 시험편의 초기 질량(g)에서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 후 질량(g)을
뺀 값으로 산출한다.
Wl  W  W
여기서, Wl : 시험편의 질량 손실 (g)
W : 시험편의 초기 질량 (g)
W : 시험편의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 후 질량 (g)
4.4.2 질량 손실 평균 계산
4.4.1에 따라 계산한 각 시험편의 질량 손실 값이 전체 시험편의 질량 감량 평균값에서 ±20 %
이상 벗어날 때는 해당 시험편의 질량 감량 값을 버린 후, 유효한 시험편의 질량 감량 값을
평균하여 이를 동결 융해 사이클 시험에서의 질량 손실 평균으로 한다. 다만, 유효한 시험
편의 질량 손실 값이 2개 이하일 때는 4.3의 시험을 다시 실시하여야 한다.

5 시험 결과의 표현 및 표시
5.1 시험 결과의 표현
시험 결과는 시험편의 상대 손실률로 하며 다음 식에 따라 산출한다.
Wlad
L   ×  
Wlas

여기서, L : 상대 손실률 (%)
Wlad: 제설제에 따른 질량 손실 평균 (g)
Wlas : 기준 물질에 따른 질량 손실 평균 (g)
5.2 시험 결과의 표시
시험 결과는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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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시험 결과의 보고
시험 결과를 보고할 때는 다음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a) 이 기준에 대한 언급
b) 시험 시료의 확인에 필요한 사항
c) 시험편 및 시험 용액 준비 및 특성에 관한 사항
d) 시험으로부터 얻은 결과
e) 이 기준에서 규정하지 않은 조작이나 부가적으로 수행된 조작
f)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에 대한 세부 사항

EM502-2 - 5

EM502-2: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