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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한 최적 조건 탐색
신재은

건국대학교 산업공학과

주제 선정
콘크리트는 시멘트, 물, 골재(흙)를 사용 용도에 따라 비율을 다르게 조정해
서 혼합한다. 또한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를 의미하는 경화 속도는 기온, 날씨
등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여러 가지 종류의 콘크리트 중에서도 탐구
할 가정용 콘크리트는 경화 속도를 최대화, 즉 굳는 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이
고품질의 주요 요건이다. 따라서 가정용 콘크리트의 경화 속도에 영향을 미
치는 각각의 요인에 대해 수준을 달리하며 실험을 한다. 최종적으로 굳는 시
간이 가장 적게 걸리는 최적 배합 비율을 찾으려 한다.

(1) 물의 양(A) : 실험에 사용한 가정
용 시멘트 제품 권고사항에 시멘트 대
물의 비를 약 4:3로 사용하라고 명시되
어 있다. (본 실험 150g 시멘트 사용)
(2) 물의 온도(B) : 미국 ACI(미국 콘크
리트 학회)의 규준에 따르면 물의 온도
는 시멘트 급결에 큰 영향을 미친다. 따
라서 차가운 물과 따뜻한 물로 수준을
설정했다.
(3) 골재(흙)(C) : 일반적으로 가정용
시멘트의 경우 제품 자체에 이미 소량
의 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50g을
추가로 넣는 경우와 넣지 않는 경우로
정했다.
(4) 콘크리트 혼합 시 섞는 횟수(D) :
섞는 횟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경화속
도에 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판단
하였다.
BLOCK : 14시(낮) 20시(저녁)
콘크리트의 굳는 속도는 기온, 날씨 등
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받는다. 하지만
외부 환경(주위 온도, 습도 등)은 설계
할 수 있는 변수가 아니기에 잡음인자
로 분류하여 Block으로 설정했다.

요인과 수준 설정

실험 방법

각 처리조합과 150g의 시멘트를 종이컵에 담는다. (뜰채를 이용해 일정 크
기의 골재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Mixing에서 발생하는 오차를 줄이기 위하
여, 동일 실험자가 Mixing을 실시하였다.) 각 종이컵 별로 15분 경과 후 측
정을 실시하였다. 시멘트 표면에서 수직방향으로 3cm위에서 쇠자를 떨어뜨
리는 방식으로, 삽입된 자의 길이를 측정하여 슬럼프 값을 측정하였다. 이때
자에 의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 모든 실험에서 동일한 자를 사용하고 같은 사
람이 길이를 측정하였다. 위와 같은 방식으로 14시와 20시에 각각 실험 16
회를 동일 장소에서 실시하였다.

24 Factorial design with 2 replicates(blocks)
완전요인설계로 생성한 후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

Factor screening

12oz 종이컵 32개, 
2kg 콘크리트* 2포대, 물, 

온도계, 골재, 채, 쇠자, 미장칼

Factor level
Low(-1) High(+1)

물의 양(A) 100ml 150ml
물의 온도(B) 15℃ 50℃
골재의 양(C) 0g 50g
섞는 횟수(D) 50회 100회

Block : 14시(낮) 20시(저녁)

Response variable : 콘크리트의 슬럼프 테스
트(Slump Test)를 통해 얻은 값

(슬럼프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측정하는 가장
일반적인 표준 실험 방법이다. 콘크리트 타설
이후 특정 도구를 타설 지점 위에 올려놓았을
때 콘크리트가 가라앉게 되는데 이 주저앉는
정도를 슬럼프 값이라 지칭하며, mm 단위로
측정된다. 이 때 슬럼프 값이 작으면 작을수록
콘크리트의 변형이 덜 일어난다는 것을 의미
하므로 콘크리트의 품질이 더 좋다고 판단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슬럼프 값이 작게 측정되
는 것은 그만큼 콘크리트의 경화속도가 더 빠
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슬럼프 값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배합 비율을 찾고자 한다.)

인자 C, D를 제거한 축소모형을 이용해 분산분석
을 실시한 결과, 마찬가지로 A와 B가 유의함을 알
수 있었다.

유의수준 0.05를 기준으로 인자 A(물의 온도),
인자 B(물의 양)이 유의하다

1차 모형 적합

22 Factorial design 5 center point 추가.

물의 온도(A) 물의 양(B)의 P값이 0, 0.001로 유의수
준 0.05에서 유의하고 두 인자간 교호작용은 유의하
지 않았다. 또한 중심점의 P값과 곡면성의 P값은
0.001로 곡률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말할 수
있다.

2차 모형 적합

축 점 4개를 추가하여 중심합성설계 생성

유의수준 0.05에서 적합성 결여는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R-제곱 값이 85.54%로 충분히 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현 모형을 예측모형으로 사용한다. 다음은 예측 회귀식이다.

코드화되지 않은 단위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슬럼프길이에 대해 추정된 회귀 계수
항 계수
상수 66.8887
블럭 -5.13750
물의온도 -0.399728
물의 양 -0.816139
물의온도*물의온도 0.00683265
물의 양*물의 양 0.00426800
물의온도*물의 양 -0.00285714

가정용 콘크리트의 경화속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선 동일 시간
내 슬럼프 길이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본 실험에서는
외부 환경을 block화하고 모든 실험 측정을 동일인이 함으로

써 오차를 최소화하려 노력하였다. 최종적으로 150g의 콘크
리트 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서는, 53 ℃ 의 물 113ml를
사용하여 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
다. 일반적으로 가정용 콘크리트의 제품권고사항에는 물의 온
도에 대한 지침이 없다. 제시한 최적 배합 조건은 가정용 콘크
리트를 효과적으로 사용하는데 긍정적인 기대효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슬럼프 길이에 대한 주효과도와 등고선 그림을 보
면 물의 온도가(A)가 높아지고 물의 양(B)이 작아
지면 슬럼프의 길이가 짧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최적 조건 도출

등고선도를 보면
물의 온도(A) 53.2745℃ , 물의 양(B) 113.206ml 에서
슬럼프 값이 10.0594mm로 최소화되고,
반응최적화 도구를 사용하면
물의 온도(A) 52.749 ℃ , 물의 양(B) 113.2149ml 에서
슬럼프 값이 10.0587mm로 최소화됨을 알 수 있다.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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