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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 리 말

   우리나라 건설산업은 그간 엄청난 양적․질적 성장을 거듭하면서 국가

경제발전을 견인하는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여 왔습니다. 특히, 레미콘․아

스콘은 건설공사에서 없어서는 안될 주요자재로 건설산업의 첨단화에 결

정적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돌이켜 보면, 90년대 분당 등 5개 신도시 건설 당시 염분함유량이 많은 

바다모래 사용으로 인한 불량 레미콘 의혹 등 언론의 날카로운 질타가 있

었으며, 최근에도 불량 레미콘․아스콘 사용에 대한 민원 등이 종종 발생

하곤 합니다.

   이에, 정부는 그간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를 위해 감리제도 및 품질

시험검사제도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발전시켜 오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2006년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을 제정한 바 있습니다.

   금번에 동 지침을 일선에서 적용하고 활용할 발주청 직원, 현장기술자, 

공장품질관리자 등 관련 건설기술자가 지침을 이해하지 못하면 레미콘․

아스콘의 품질향상이라는 정부정책에 부응하지 못할 것으로 판단하여 이 

길라잡이를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건설기술자들이 지침의 적용상 혼란방지를 위하여 레미콘․

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과 함께 공장점검 방법을 쉽게 알 수 있도록 사

진을 수록하여 해설하 으며, 또한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를 위해 필요한 

지침 및 관련 규정 등을 수록하 습니다.

   이 길라잡이는 처음 발간되는 만큼 미흡한 점도 많으리라는 우려도 있

지만 향후 우리나라 모든 건설기술자가 이 길라잡이만으로도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이 길라잡이가 레미콘․아스콘 품질향상에 기여하여 부실공사 

없는 “일등 건설 한국” 달성에 일조하기를 기대하며, 끝으로 모니터링과 관련

자료 수집 등에 협조하여 주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관계자와 건설교통부 

건설관리팀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007. 12

기술안전기획관 한경택



(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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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1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및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을 생산․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해 설】

 ◦ 레미콘과 아스콘은 ① 한시적 무재고 제품(일정시간내 사용하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어 재고가 있을 수 없음), ② 반제품(양생 완료후 최종 제

품가치가 인정됨), ③ 주문 및 다품종 제품(주문자가 품질기준을 제시

하는 제품으로 사용 용도에 따라 품질기준이 각기 다름)이라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생산․운반․시공의 전 과정에 걸쳐 부실요

인이 크게 잠재되어 있어 품질문제 발생시 그 책임소재가 극히 불분

명할 수밖에 없다.

수요자 관여생산자 관여

책임한계
불분명

생산공장 건설현장

생산 운반 현장반입
현장내 
운  반

목적물
완  성

타설․다짐
양생

 ◦ 건설자재의 수요자 입장에서는 KS표시 인증만으로 레미콘․아스콘의 

품질을 믿고 사용할 수는 없으므로 공장의 생산 공정과 운반여건 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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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품질관리”라 함은 건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한 품질

시험․검사업무와 품질관리활동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건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

한 자 및 건기법․주택법․건축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재”라 함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을 말한다.

  6. “생산자”라 함은 자재를 생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자 및 

이에 소속된 기술자를 말한다.

  7. “수요자”라 함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

업자와 그에 소속된 품질관리자를 포함한다.

  8. “공급원 승인권자”라 함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말한다.

 ◦ 따라서 건설공사의 주요 자재인 레미콘․아스콘에 대하여 생산부터 

시공까지 단계별로 품질관리에 필요한 업무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감독자 및 시공자가 적극적으로 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함으로써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여 견실시공을 이루고자 하 다.

【해 설】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적용대상 공사를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서 정한 건설공사로 규정하고 있어, 이 지침에서도 같이 「건설

기술관리법」의 건설공사 정의를 준용하 다. 「건설산업기본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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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는 토목공사·건축공사·산업설비공사·조경공사 및 환경시설공사 

등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 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

조성공사를 포함한다), 기계설비 기타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하며,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보

호법」에 의한 문화재수리공사 등은 건설공사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발주청은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

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

본금의 2分의 1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시행령)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기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

관 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

관"이라 한다)이 위탁한 사업의 시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

자기관이 관계법령에 의하여 관리하여야 하는 시설물의 사업시행자, 

「공유수면매립법」에 의하여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은 자, 「사회기

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회기반시

설의 사업시행자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사업시행자로부터 사업의 시

행을 위탁받은 자(사업의 시행을 위탁받은 자는 당해 사업시행자의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을 출자한 자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발주청이 되는 것에 대한 승인을 얻은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발전사업자, 「신항만건설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항만건설사업시행자의 지정을 받은 자로 규정하고 있다.

 ◦ 「공공기관의 운 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정부투자기관관리

기본법」은 폐지되었으나, 다른 법령에서 정부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

기관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는「정부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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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기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

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

공사에 적용하며,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의 적용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정기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기관 관리기본법」 또는 「정부산하기관 관리기본법」에 따라 정부

투자기관 또는 정부산하기관으로 확정된 기관을 인용한 것으로 보고 있어,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부투자기관은 발주청의 지위가 계속적으로 

인정된다. 200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발주청의 지위가 상실되므로 

지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도  

2008년 12월 31일까지 정비가 필요한 사항이다.

 ◦ 이 지침에서 감독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서 발주청이 임명하는 자 뿐만 아니라 건설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도 포함하 다. 따라서 감독자라는 용어는 이 지침에 국한

될 뿐 타 법령 등에서 정하는 감독, 감리와는 구별하여야 할 것이다.

 ◦ 레미콘․아스콘을 이 지침에서 자재로 용어를 사용한 것은 계속적인 

용어의 반복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 공급원 승인권자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가 될 수 있음을 감안하여 

용어가 정의되었다.(감리인 경우 책임감리원이 공급원 승인권자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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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성, 

자재의 배합설계내용, 자재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소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

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라.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

구분 대     상 비    고

품질

관리

계획

1.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50조제1항의 전면

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

2. 「건축법 시행령」 제5조제4항제3호의 규

정에 의한 다중이용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만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의 건

설공사

3. 당해 건설공사의 계약에 품질관리계획의 

수립이 명시되어 있는 건설공사

- 전면책임감리대상

․100m이상 교량, 공항,

댐, 고속도로 등 22개 공종

- 다중이용시설물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

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바닥면적 5천㎡이상)

  16층 이상인 건축물

【해 설】

 ◦ 이 지침은 건기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

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 중 자재를 사용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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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대     상 비    고

품질

시험

계획

1. 총공사비가 5억원이상인 토목공사

2. 총공사비가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

3. 연면적이 660㎡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 총공사비 : 관급자재비

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ㆍ사용에 따른 보상

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낙

찰율이 반 되지 않은 금액

- 연면적 :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

로서 지하층면적 포함,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여러 개의 건축물이 지하

주차장 등으로 구조적

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며, 구조적

으로 분리된 건축물의 

연면적은 여러 개의 건

축물 중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정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조경식재공사, 가설물설치공사, 철거공사가 포함된다. 이 경우 설계

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되어 있고 

자재 설계량이 이 지침에서 정한 양 이상 사용하는 경우 이 지침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 이 지침에 규정된 공장점검은 공급원 승인 전에 실시되는 사전점검과 

공급원 승인후 실시되는 정기점검, 발주청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 등에 실시되는 특별점검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의 대상은 자재의 총설계량을 기준

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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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생산자는 부실공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공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감독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 정기점검은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한하여 적용하므로 발주청이 

아닌 민간공사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그 이유는 민간을 포함한 모든 공사

현장에서 생산공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는 경우 과도하게 생산자의 

부담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우선적으로 공공부문에서 자재의 품질관리를 

선도적으로 유도하기 위함이다. 따라서 민간은 정기점검대상에 포함

되지 않으므로 자재공급 계약조건 등에 따라 품질관리를 하여야 할 

것이다. 각각의 점검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해당조항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해 설】

 ◦ 생산자는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적정한 기술인력, 시설 및 장비를 확보하고 품질시스템을 수립․

이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 품질시스템은 KS A 9001(품질경 시스템) 규격 요구사항이나 KS표시

인증 심사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립할 수 있으며, 품질시스템 문서의 

구축시 PDCA(계획-실시-체크-조치) 개념을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및 감독자는 이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사전

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을 실시할 경우 실효성 있는 점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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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자재공급공장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요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감독자 및 수요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공장을 점검토록 하고 그 결과를 보고

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감독자와 수요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시방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재공급원을 승인하여야 

하며,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에 점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등 자재

의 품질관리에 적극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해 설】

 ◦ 사전점검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 실시하는 

것으로서 감독자 및 수요자가 공급원 승인신청 이후 또는 승인신청 

이전에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 이 지침 제7조제3항에 따르면,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도록 정하고 있고, 책임감리업무수행

지침서 제41조(주요 기자재 공급원의 검토 승인)에는 레미콘, 아스콘에 

대하여 자재반입 10일 전까지 공급원승인 신청서를 제출토록 규정

하고 있다. 따라서 수요자는 공급원 승인지연으로 인한 공사 차질을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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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자재공급공장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하여 감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자재 생산을 예방하고, 

감독자는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감독자가 보고한 정기점검 결과를 

공장별로 정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

에게 보고(7월말, 익년 1월말)하여야 한다.

하기 위해서 발주청 등 공급원 승인권자와 긴 히 협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가능한  20일 전에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이 이루어지

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은 사전점검뿐만 아니라 정기정검, 특별점검을 

실시할 때에도 활용할 수 있는 서식으로 점검자 및 공장 관계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점검순서 등에 맞게 가능한 사진을 많이 수록하여 

해설하 다.

 ◦ 사전점검 결과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민간공사의 

경우 별도로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고할 필요는 없으며, 공급원 

승인권자 또는 자재공급원 서류의 검토․확인 권한을 갖는 감리에게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공급원 승인권자가 발주청인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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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수요자가 요청한 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해 설】

 ◦ 정기점검은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해 감독자 및 수요자 등이 

반기별 1회 이상(상반기는 1월∼6월, 하반기는 7월∼12월) 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제3조 제2호 단서조항에 따라 발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기점검이 불필요

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재설계량이 정기

점검대상인 경우라도  작업공정상 연간 사용량이 전혀 없는 경우 및 

주요구조물이 아닌 부분에 소량 사용하는 경우를 말하며, 소량이지만 

교량 등 중요 구조물, 특수배합 설계를 필요로 하는 경우까지 생략이 

가능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 점검서식은 사전점검 서식과 동일한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을 사용한다.

 ◦ 수요자와 감리원은 반기별 1회 이상 합동 정기점검을 실시케 한 이유는 

품질관련 기관의 품질의식을 제고케 함과 동시에 점검을 별도로 각각 

실시할 경우 생산자에게도 업무 부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정기점검 결과는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민간공사의 경우 

공급원 승인권자에게만 보고하고, 지방국토관리청에는 보고 불필요)

하여야 하며, 지방국토관리청이 발주한 공사에 대한 정기점검 결과는 

지방국토관리청장이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11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에 

대한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

하고 필요시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시방규정과 부합

여부

    (1) 레미콘 : 도 및 흡수율, 조립률, 마모율, 유기불순물, 염분함유량, 

입도 등

    (2) 아스콘 : 도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편장석율 등

   사. 생산자재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1)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

    (2)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막

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

   아. 골재원에 관한 사항(위치, 공급규격,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한지 여부

  ② 수요자는 생산자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

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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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용될 

자재가 관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생산자 변경 등 필요한 조치

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해 설】

 ◦ 자재공급원 승인의 의의는 당해 발주청 등에서 공사목적 및 시방기준에  

맞는 양질의 자재를 생산자로부터 공급받기 위해 사전에 생산제품이 

적정한지 여부 또는 적정하게 생산 공급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

하는 것이다.

 ◦ 공급원승인은 사전점검 대상이 아니라고 하여 공급원 승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따라 공급원 승인 관련사항을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와 아닌 경우로 분리하여 규정한 것이다. 공급원 승인권

자는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 점검결과를 검토․확인하여 공급원을 승

인하고, 사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 서면 검토만으로 공급원 승인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 다. 개정전 지침에서는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 

감독자, 수요자 등이 합동으로 사전점검을 실시하 음에도 공급원 승

인을 위해 별도로 확인을 위한 점검이 필요하 으나 개정지침에서는 

사전에 합동으로 점검한 경우 별도의 확인점검은 불필요하다.

 ◦ 정기점검 대상인 경우 공급원 승인 이후 반기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

하여야 하므로 수요자는 자재공급공장 선정시 분쟁예방을 위해 정기

점검에 관한 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 등에 명시하여 사후 분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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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단 구간 또는 단일 구조물에 사용되는 자재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을 때

  3. 가까운 곳에 생산자가 있음에도 장거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

받는 경우로서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9조(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 ① 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자재를 생산

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질

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3.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의 준비 여부

  ② 감독자 또는 수요자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실시

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해 설】

 ◦ 관급자재는 관에서 지급하는 자재로 별도의 공급원 승인절차 없이 

자재가 공급됨에 따라 품질관리가 소홀히 될 가능성이 항상 내재된 

실정이었다.

 ◦ 관급자재도 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품질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 으며, 하자관계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을 때 

및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에 대해서는 조달청에 관급

자재를 공급하는 생산자의 변경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생산자 및 수요자의 품질관리 의식을 제고토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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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수요자는 생산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 방법, 점검자(감독자, 수요자, 발주청 등 포함), 점검횟수, 

생산자 책임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

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해 설】

 ◦ 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자재공급공장에 대해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

도록 상시 점검하여 지도할 수 있으며, 지도점검 결과 품질확보에 문

제가 있을 경우 생산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 수요자는 자재 생산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체결할 때, 이 지침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기점검 등의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

하여 추후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대상 : 정기점검, 특별점검,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 등

   - 점검관련 사항 : 점검방법, 점검자, 점검횟수 등

   - 생산자의 책임 및 의무 : 점검관련 자료제출 및 협조, 시정 요구사항에 

대한 조치, 불량자재 폐기 등

   - 수요자의 권리 : 문제점에 대한 시정요구,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

공급원 승인 취소 등

 ◦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에 대한 

사항은 사실상 동일골재는 1번 사용으로 없어지는 사항으로 공급원 

승인시 승인된 골재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가진 골재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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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수요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

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

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 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시방서에 따름)

  5. 시험빈도(횟수)는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강도에 대한 검사는 1롯트

(피검사 구조물대상 기준)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치로 

합․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며, 검사롯트의 구분은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요자가 검사계획서(검

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구체적 품질검사방법 등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6. 일일 현장 배합표의 확인

  7.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② 수요자는 아스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

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임시포장 또는 1일 포설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생략하거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운반차별 혼합물 온도

  2.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 1일 1회 이상

  3.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 1일 1회 이상

  4. 포설두께 및 도측정 :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ａ당

  5. 혼합물 생산기록지 확인(계량오차) 등

  6.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③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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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운반차 번호

  2.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기타 지정사항 등

  ④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

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

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시험․검사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현황 또는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의한 품질시험․검사현황 서식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하여야 한다.

【해 설】

 ◦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는 목적은 당해 공사설계조건 등에 만족하는 

품질을 가진 재료 등을 사용하여 당해 공사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은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서 실시하여야 한다.

 ◦ 수요자는 현장에 자재가 반입되면 품질관리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직접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현장여건상 직접시험이 

곤란한 경우 「건설기술관리법」제25조에 따른 품질검사전문기관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자)에 시험을 의

뢰하여 대행시킬 수 있다. 현장에 반입된 자재에 대한 시험을 수요자가 

생산자에게 의뢰하여 실시한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의 시험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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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레미콘의 품질확인을 위한 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에 

대한 시험빈도(시험횟수)는 배합이 다를 때마다,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1일 타설량이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1회씩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 레미콘 강도시험에서 공시체의 재령은 28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고 재령을 정하고 있는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 레미콘 강도시험의 검사롯트는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1일 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요자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레미콘 타설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1검사롯트의 타설량은 

최대 15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레미콘 강도시험의 결과판정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따라 1검사

롯트당 최소 3회(1회당 공시체 3개, 3회 공시체 9개)의 시험결과로서 

합격 또는 불합격을 판단하여야 한다.

 ◦ 현장에 반입되는 아스콘이 임시포장 또는 1일 포설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시험을 생략하

거나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등

 ◦ 건설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현장반입 자재에 대한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품질시험․검사현황 등을 서식에 따라 기록 및 비치하여야 한다.

 ◦ 수요자는 효율적인 품질시험 및 검사를 위하여 사전에 검사 및 시험

절차서를 수립하여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며, 검사 및 시험절차서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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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특별점검의 실시 방법 등) ① 제3조제3호의 특별점검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시 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

하여 운 한다.

  ② 특별점검에 필요한 점검방법, 점검서식 등은 사전점검 및 정기점검을 

준용할 수 있다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점검 실시결과 품질관리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자재공급을 일시 

중단토록 하거나 자재공급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 책임과 권한 : 자재의 불출권자(합격, 불합격, 재검사 등), 검사 및 시험

요원, 필요시 긴급투입 권한자 등

   - 검사 및 시험요원의 자격부여 사항

   - 검사 및 시험절차서 수립방법 : 검사․시험 항목, 검사․시험방법, 

합격판정 기준(검사기준), 빈도, 입회점/정지점, 관련문서/자료, 검사․

시험 수행주체 등

   - 검사 및 시험의 요청, 실시, 결과보고 및 불합격시 후속조치 방법

   - 사용되는 측정장비의 적합성 확인 및 추적성 확보 방법

   - 검사 및 시험 결과에 대한 기록유지 사항

【해 설】

 ◦ 특별점검은 공급원 승인권자가 실시하며, 제3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 실시할 수 있다.

   -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성, 자

재의 배합설계내용, 자재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정기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도 교량 등 

주요구조물인 경우, 특수배합 설계로 특수한 품질이 요구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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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및 정기

점검, 특별점검, 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자재공급원 승인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취소 등 적정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항의 점검시 지적내용이 KS표시인증 심사

기준에 관련된 근원적 사항으로서 공급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자재의 공급기간이 동절기 또는 우기 등 특별한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경우 등을 말한다.

   -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소재 생

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 이 경우는 우선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도 동 내용을 통보

   -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경우

 ◦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점검이 필요한 경우 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운 하고 필요시 점검결과에 따라 시정요구, 

자재공급 중단, 공급원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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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기록물 보관 의무 등) ①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

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

  1.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② 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건설공사 준공시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해 설】

 ◦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등 점검시 지적된 사항을 생산자에게 

시정하도록 요구하여야 하며, 생산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급원 승인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 다.

 ◦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가 점검시 지적한 내용이 KS표시인증 심사

기준과 관련된 사항으로 공급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는 

KS표시인증 소관기관인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직접 통보토록 규정

하 으며, KS표시인증 심사기준은 부록에 수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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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불량 자재의 처리 등) ① 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1. Slump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함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기준온도에 미달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기타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감독자와 수요자는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별지 제6호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

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해 설】

 ◦ 기록물은 이 지침에서 규정된 사항이 충족되었음을 입증하고, 기록의 

내용을 차후 필요시 활용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문제 발생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사․분석의 기초자료 등으로 활용되므로 기록물 관리 

및 보관 등을 철저히 할 필요가 있다.

 ◦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 지침에 따른 

관련서류를 보관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인계할 문서의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발주청과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 책임감리 대상공사인 경우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에 따른 서류를 

비치하여야 하므로 동 지침서의 서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서류를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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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생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

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준공 후 5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불량자재폐기 확인 및 기록유지

  2. 불량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생산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

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

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해 설】

 ◦ 불량자재의 사용은 부실시공을 초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되어야 하며, 다른 현장

에서 사용되지 않도록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징구하는 등 각별한 관리가 

필요하다.

 ◦ 감독자 및 수요자는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며, 생산자는 폐기여부를 확인하고 차후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원인분석 및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그 기록을 5년간 

보관하는 등 품질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 생산자가 불량자재폐기 확약서의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행정처분 권한이 있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그 

내용을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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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량자재가 시공된 부위는 원칙적으로 재시공하여야 하지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 안전진단을 실시한 후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또한 

민간이 발주한 공사의 경우에도 이에 준하여 공급원 승인권자의 승인

을 받는 등 동일한 절차로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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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장점검 길라잡이

2.1 레미콘 공장

2.1.1 플랜트 개요

레미콘을 생산하기 위한 제조 설비를 일반적으로 배치 플랜트라고 하

며, 점검항목은 배치 플랜트의 주요 구성 요소에 대해 레미콘의 품질 확

보와 관련있는 사항들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레미콘 공장에서 주로 사용하는 배치 플랜트는 설비가 고정되어 

있는 정치형(定置型)이 대부분이며 한국산업규격(KS F 4009)에 의하여 배

치 플랜트의 믹서 내에서 콘크리트의 혼합을 완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중앙혼합(센트럴 믹싱) 방식이 일반적이다.

< 레미콘 공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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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플랜트는 골재의 계량 설비와 혼합 설비가 일체화되어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 탑형(塔型)과 횡치형(橫置型)으로 구분되며, 우리나라에서는 

레미콘이 도입된 초기에는 탑형을 설치하 으나, 1985년 이후로는 횡치형

의 플랜트가 개발되어 현재는 대부분 횡치형 플랜트가 주로 설치되고 있

다. 횡치형 플랜트는 골재의 계량 설비를 혼합 설비와 별도로 설치하며 

레미콘 공장에서는 골재 계량 설비를 지하에 주로 설치하기도 한다. 횡치

형 배치 플랜트의 주요 구성요소별로 중점 점검사항을 살펴보기로 한다.

콘크리트에서 차지하는 골재의 용적은 70% 내외로써 골재 품질이 레미

콘에 미치는 향은 매우 크다. 또한 레미콘 품질관리 중 가장 어려운 것 

중의 하나가 골재의 표면수 관리와 입도관리이다. 레미콘 공장에서 골재

는 통상 야적하여 보관하고 있는데, 이는 비산 먼지 같은 오염을 유발하

기도 하지만, 일정하게 함수율을 관리하지 않으면 품질확보가 어려워진다. 

이를 위해 폐된 사일로에 보관하거나 지붕, 배수 및 살수장치 등이 설

치하여 골재를 최적의 상태로 보관하는 것이 필요하다.

시멘트는 벌크 트레일러로 운반되어 시멘트 투입장치를 통하여 시멘트 

사일로로 이송되어 저장된다. 사일로는 현재 재고량을 나타낼 수 있는 장

치를 부착하고 운전실에서 재고량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대기 중의 수분에 의한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투입부의 잠금장치가 설

치되어야 하며 폐형의 구조로 공기 중으로 시멘트 입자가 배출되지 않

도록 완벽한 집진 시설과 연결되어야 하며 보온시설이 필수적이다. 시멘

트 사일로에서 배치 플랜트 본체의 저장조로 시멘트를 이동시키는 방식으

로 스크루 컨베어어와 버킷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는 대신 최근에는 공기압

을 이용하여 수송관을 통해 압송하는 공기 압송 방식을 사용한다. 이는 

구동부가 적고, 보수․점검이 쉬우며, 짧은 시간 내에 잔량 처리가 가능하

다는 장점이 있으며, 다른 종류의 시멘트로 대체하는 것이 용이하기 때문

에 종류가 다른 품종의 시멘트가 상호 뒤섞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혼화제의 저장설비에는 두 종류의 혼화제를 섞거나 희석시키기 위해 교

반용 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종류에 따라서는 거품이 발생하는 경우도 



2. 공장점검 길라잡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27

있으며, 침전물이 발생하는 경우도 있다. 혼화제의 희석농도나 계량 착오

는 콘크리트 품질을 크게 저하하기 때문에 혼화제 보관 및 혼화재료의 계

량장치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혼화재의 보관은 분말 형태이며 보관 

및 취급은 시멘트와 동일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골재를 야적장 등의 저장설비에서 배치 플랜트 본체로 운반할 때 수평 

및 경사 벨트 컨베이어를 이용하게 되는데, 요즘은 비산먼지 등을 방지하

고 외부 환경으로부터 함수율을 유지하기 위해 벨트 컨베이어의 프레임을 

폐되거나 원통형 파이프의 케이스 안에 내장되도록 설치하기도 한다. 

경사 벨트 컨베이어는 골재의 미끄러짐을 고려하여 20° 정도의 경사각도

를 유지한다. 장소가 협소하여 경사를 급하게 할 경우 골재가 흘러내려 

다른 골재와 섞여 운반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회수수는 레미콘 생산공장에서 콘크리트를 생산완료한 후 레미콘 차량

의 드럼 내․외부 및 배치 플랜트의 믹서․호퍼 등의 세척 후에 골재를 

제거한 것을 말한다. 이는 후속 콘크리트 제조시 배합 조정과 장비 유지 

관리 차원에서 회수수가 발생하게 되는데 이러한 회수수에 대한 관리는 

레미콘의 품질확보 뿐만 아니라 수질관리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이다.

믹서는 레미콘 공장의 생산시설 중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으로 레미콘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항상 정비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레미콘 공장에

서 사용하는 믹서에는 중력식 믹서와 강제 혼합 믹서로 나누고 있으며 혼

합효율을 높이고 고강도 콘크리트 등 믹서에 걸리는 부하가 큰 콘크리트

를 혼합하기 위하여 강제식의 수평 2축 믹서를 주로 사용하고 있다. 믹서

는 일반적으로 혼합조(덮개, 동판, 밑판 및 보강판), 혼합 장치(회전축 또

는 회전체, 암, 날개 등), 동력 전달 장치(기어, 벨트, 체인 등), 비벼진 콘

크리트 배출 장치 및 부착 프레임으로 구성되어 있다. 

운전실은 레미콘의 생산을 위한 재료의 계량, 방출, 혼합, 적재 등의 작

업이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플랜트와는 별개의 장소에 설치되어 원격 제어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운전실 내에는 수개의 모니터를 통하여 공정의 전

과정을 제어하게 되며, 시방배합치에 따른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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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 조작반은 고도의 조작능력 및 사무처리 능력을 보유하여야 한다.

시험실은 레미콘 품질을 향상시키고 고품질을 유지하기 위해 레미콘 재

료에 대한 검사 및 시험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이를 위해 시험실에 시

험기구는 적당한 위치에 적절하게 설치되어 있어야 하며, 시험 시 작동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수시로 관리를 해야 한다. 시험요원은 공장 

자체 시험항목에 대한 기본적인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시험장비의 교정관

리를 통해 고품질 유지에 충실해야 한다.

품질관리라 함은 골재의 채취에서부터 레미콘 타설 후 양생을 위한 관

리까지 레미콘 품질의 목표를 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행하는 모든 활

동을 말한다. 레미콘 공장에서 품질관리는 좁은 의미에서 콘크리트의 강

도, 슬럼프 등이 목표로 하는 값이 되도록 하기 위한 활동이며, 넓은 의미

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 전체의 질을 대상으로 하여 원재료, 콘크리트, 시

공방법 등 공사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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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해설
콘크리트 용적의 70%를 차지하는 골재

는 함수율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인공적으로는 살수 장치 등을 설치하

여 관리하고, 야적상태에서는 외부의 

환경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필요하

다. 일정한 함수율로 유지시키기 위해

서 외부와 차단된 사일로를 설치하여 

저장하는 것이 최적이다. 부지가 허용

2.1.2 골재 저장설비

②

< 골재 저장설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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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용어

설명

되는 공장에서는 골재를 야적하는 경

우도 있는데, 골재 저장설비는 야적되

어 있는 골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 골재는 함수율을 관리하기 위해 우

수, 빙설, 직사광선을 피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지붕, 덮개 등이 설치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 지붕이나 덮개시설이 노후화되었거

나, 제기능을 하는지 점검한다.

◦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골재는 반드시 지붕이 있는 시설에 

저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골재(aggregate): 모르타르 또는 콘

크리트를 만들기 위하여 시멘트 및 

물과 혼합하는 모래, 부순모래, 자

갈, 부순자갈, 바다모래, 고로슬래그 

잔골재, 고로슬래그 굵은골재, 기타 

이와 비슷한 재료

◦ 콘크리트(concrete): 시멘트, 물, 잔

골재, 굵은골재 및 혼화재료를 혼합

하여 만들어진 재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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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골재 저장 설비에는 배수시설을 통해 

골재의 함수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 바닥은 콘크리트 등으로 하고 배수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하며, 골재 저

장소로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는 시

설인지 여부를 확인한다.

◦ 배수시설은 저장시설의 바닥 경사

를 이용한 자연배수 또는 인공배수

를 허용한다.

◦ 수로를 이용한 배수시설일 경우에

는 수로 내에 골재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 등의 퇴적으로 인해 배수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확인한

다.

③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저장시설의 바닥은 골재와 섞이는 재

질로 이루어져서는 아니되며, 이물질

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저장시설이 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경

우에는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

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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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재 분리벽 설치 유무 또는 분리벽 

이외 방법으로 골재가 분리되었을 경

우 확인한다.

④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모래와 자갈이 규격별로 구분되어 저장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저장

과정이나 어떤 경우에도 다른 규격과 

혼합되어서는 안 된다. 골재 저장은 모

래, 자갈1, 자갈2, 자갈3 등 최소한 4개 

이상으로 구분하여 저장할 수 있는 시

설이어야 한다.

◦ 종류가 다른 골재가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골재보관 및 투입장소에는 분리대를 

설치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도록 

덮개 등의 설치 여부를 확인한다.

◦ 골재가 칸막이 외부에서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바깥쪽 양 끝의 칸막이는 상단까지 

마감하여 눈(snow), 비(rain), 직사광

선 등으로부터 골재를 보호하고 있

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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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자갈(gravel): 자연작용에 의하여 암

석으로부터 만들어진 굵은골재

◦ 모래(sand): 자연작용에 의하여 암석

으로부터 만들어진 잔골재

⑤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

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레미콘 1일 출하량의 최대치에 상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는

데, 이는 골재의 품질이나 표면수량의 

변화에 대해 미리 적절한 배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이다.

골재 저장 공간이 협소하여 입하된 골

재를 바로 사용해야 할 경우 골재의 표

면수가 불안정해지고 골재 간 품질의 

차에 의한 배합보정도 불가능해지기 때

문에 콘크리트의 품질이 크게 나빠질 

수가 있다.

◦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로 

최소 4종 이상을 저장할 수 있는 시

설인지 확인한다.

◦ 1일 최대출하량을 생산기록지로 확

인한 후 골재 규격별로 저장용량을 

확인하고 골재별로 식별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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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함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하절기)?

해설

점검

사항

용어

설명

골재의 함수율 관리는 레미콘 품질을 좌우

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이를 위해 함수율

을 관리하기 위해 골재에 직접 살수할 수 

있는 설비가 있어야 하며, 경량 골재 저장

소의 경우에는 반드시 설치되어야 한다.

◦ 관리(설비)대장을 통하여 살수장치의 

실제 가동여부를 확인하고 실제 가동

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육안

으로 확인한다.

◦ 골재의 저장용량과 비교하여 살수능

력 정도를 확인하고, 살수에 사용되는 

물의 수질 또한 확인하여야 한다.

◦ 경량골재(lightweight aggregate): 천

연 경량골재와 인공 경량골재로 구

분되며, 천연 경량골재에는 경석 화

산자갈, 응회암, 용암 등이 있으며, 

인공 경량골재에는 팽창성 혈암, 팽

창성 점토, 플라이애쉬 등을 주원료

로 하여 인공적으로 소성한 인공 경

량골재와 팽창 슬래그, 석탄 찌꺼기 

등과 같은 산업 부산물인 경량골재 

및 그 가공품이다. 골재알의 내부는 

다공질이고 표면은 유리질의 피막으

로 덮인 구조로 되어 있으며, 잔골재

는 절건비중이 1.8미만, 굵은골재는 

절건비중이 1.5미만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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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해설

점검

사항

◦ 점검 당일 레미콘 공장이 생산･가

동하고 있을 경우에 점검이 가능하

다.

◦ 레미콘을 적재한 운반차들 중에서 

샘플링하여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

함유량 등의 시험을 공장품질관리

자가 직접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

과를 확인한다.

   예시) 

   ․ 슬럼프의 허용 오차

                           단위 : ㎜

   

슬럼프 슬럼프의 허용오차

25 ±10

50 및 65 ±15

80 이상 ±25

   ․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단위 : ㎜

   

슬럼프 플로
슬럼프 플로의 

허용오차

500 ±75

600 ±100

700
※

±100

    ※ 굵은 골재의 최대 치수가 15㎜

인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2.1.3 옥외시험 및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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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기량의 허용 오차

                           단위 : %

콘크리트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 오차

보통 4.5 ±1.5

경량 5.5

포장 4.5

고강도 3.5
  

 ․ 염화물함유량 : 0.30㎏/㎥ 이하

(단,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 0.60㎏/㎥ 이하로 할 수 있다)

②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설비에서 제거후 레미콘

을 적재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운반차에 생산된 레미콘을 적재하는 경

우 운반차의 드럼에 잔수 등이 남아 있

어 생산된 레미콘과 섞일 경우에는 이

전 단계까지 레미콘 품질확보를 위해 

기울 던 많은 노력이 의미가 없게 되

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 이는 운

전자의 품질 의식에 좌우하는 경우가 

많다.

◦ 레미콘을 적재하려고 대기 중인 운

반차를 샘플하여 운반차 드럼을 빠

른 속도로 회전시켜 잔수가 존재하

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드럼 회전 가동 전>

<드럼 회전 가동 중(불량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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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해설

시멘트는 검사 및 확인이 용이하도록 

저장하여야 하고, 습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후 조건에도 견

딜 수 있어야하며 보관 중인 시멘트

의 풍화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

료채취장치를 이용하여 풍화상태를 

2.1.4 시멘트 저장설비

< 시멘트 저장 설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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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확인할 수 있는 구조체에 저장하여야 

한다.

◦ 대부분 사일로에 저장을 많이 하

고 있으며 시멘트 사일로는 외피

를 씌운 형태로 보호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외피가 사일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지 확인한다.

◦ 최근에는 사일로를 보호하기 위하

여 방습, 보온 등의 효과를 발휘

하는 도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일로 전체에 도료가 고르

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②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사일로가 종류별, 제조사별로 수개

의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

한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인

한다.

◦ 탱크로리로 운반하여 투입하게 되

는데  투입시설 입구에는 식별표

시(종류, 제조사, 상차지, 기타 등)

를 기록하고 있음을 확인하고 이

동 후에 당월 시멘트 입고대장 등 

서류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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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시멘트는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해 풍

화가 발생하게 되는데 풍화된 시멘트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를 크게 감소시

키므로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시멘

트 저장설비는 공기 중의 수분을 차

단할 수 있는 폐형 구조로 하고 보

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시멘트의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일로의 투입구에 적절하게 잠금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사일로를 폐구조로 유지시

키거나 적당한 공기 압축 장치가 

되어 있으면 최적이다.

◦ 투입장치는 시멘트 투입시에는 열

고 평상시에 닫을 수 있는 장금장

치를 구비하고 있어야 하며 점검 

시에 닫혀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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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5 혼화재료 저장설비

< 혼화재 저장설비 >

< 혼화제 저장설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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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혼화재료 중에는 햇빛․열․수분 등

에 의해 품질이 변화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특성에 따라 그 저장 

방법이 달라야 한다.

◦ 혼화제의 보관시에는 상옥시설 등

의 직사광선으로부터의 보호가 필

요하며, 침전물의 발생에 따라 최

소 6개월에 한번 정도는 탱크의 

청소 및 관리가 필요하며, 이는 청

소일지 등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 드럼 및 기타 용기로 보관할 경우

에는 장기간의 활용으로 인한 변

질에 대한 우려가 있으므로 보관

상태의 확인이 필요하다.

◦ 겨울철에는 밸브 주위가 얼어 기

계적인 결함이 발생할 우려가 있

는지 확인한다.

◦ 저장시설은 이중 보호시설(상옥시

설)등으로 보호되어 우수의 침투, 

직사광선의 차단, 하단부위의 동해

방지(히팅 시설 등) 등이 설치되어 

제품의 변질요인이 없는가를 확인

한다.

<혼화제 저장탱크 히팅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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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혼화제(chemical admixture, chemical 

agent):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

적 적어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

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

지 않는 것

◦ 혼화재료(admixture): 시멘트, 골

재, 물 이외의 재료로서 콘크리트 

등에 특별한 성질을 주기 위해 타

설하기 전에 필요에 따라 더 넣는 

재료 

②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혼화제의 종류와 제조사에 따라 

보관이 별도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식별

표시가 되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

인한다.

◦ 당월 입고현황 및 식별표시(종류, 

제조사, 상차지, 기타)를 기재하고 

있음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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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설치하고 가동되는가?

해설

점검

사항

혼화제는 액상형태로 저장탱크에 보

관하고 있으며,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

기를 설치하여 일정주기로 교반기를 

가동시켜야 한다. 작동장치는 자동방

식과 수동방식이 있으며, 저장탱크에 

조정장치가 붙어 있거나, 원격조정으

로 가동된다.

◦ 교반기 작동을 위한 장치가 정상

적으로 가동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교반기 모터부분>

< 저장탱크 내부1 >

< 저장탱크 내부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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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용어

설명

혼화재(플라이 애쉬 등)는 분말형태로

써 공기 중의 수분에 의한 풍화방지

를 위해 폐된 구조에 보온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혼화재의 저장설비는 시멘트의 저

장설비와 동일한 조건으로 설치되

어 있는지 확인한다.

◦ 혼화재 저장시설은 사일로에 외피

를 씌운 형태가 대부분이며, 이때 

외피가 사일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지 확인한다.

◦ 방습, 보온 등의 효과를 발휘하는 

도료를 사용한 경우도 있으며, 사

일로 전체에 고르게 도포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 혼화재(admixture, mineral admixture): 

혼화재료 중 사용량이 비교적 많

아서 그 자체의 부피가 콘크리트 

등의 비비기 용적에 계산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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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

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포화상태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해설
골재 함수율 관리가 골재의 저장설비

에서 배치 플랜트 저장빈으로 운반하

는 과정에서 유지될 수 있도록 우수 

등이 침투되어 품질에 저하되는 경우

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2.1.6 운반장치

 

< 골재 운반장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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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공정이 시작되는 골재 저장장치 

상부에는 굵은 골재의 유입을 방

지하는 장치가 필요하며,  하부에

서 개폐장치의 누수여부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

◦ 하부에 우수 등이 침투되어 belt 

conveyer에 골재와 누수가 섞여 

이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확인한다.

◦ 누수의 원인으로는 골재 저장설비

가 배수시설이 없는 곳에 설치되

어 있는 경우이거나 경사진 곳에 

설치되어 있는 경우 또는 저장장

치의 노후화 등의 자체결함일 경

우이다. 또한 포화상태의 골재를 

투입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② 조․세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설이 파손되어 운반 중 재료

손실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가?

해설
골재의 표면수가 잘 유지될 수 있도

록 운반하여야 하며, 모래와 진흙 또

는 이물질이 롤러 표면에 부착되어 

벨트가 이상이 생기거나, 한쪽으로 

이동하여 사행 운전하여 골재가 벗어

나 떨어지는 등 재료손실 여부와 벨

트 손상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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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belt conveyer를 실제 가동하여 

골재의 운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

한다.

◦ 가동 중일 경우에 재료의 손실이 

없는가를 확인한다.

◦ 벨트 컨베이어 및 벨트 롤러의 파

손상태를 확인한다.

<파손된 사례>

③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belt conveyer가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운반되는 골재가 우수 등으로

부터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록 덮개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육안

으로 확인하고, 각 부위가 원활히 작

동하도록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고 있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 운반장치는 골재의 함수율 관리

를 위하여 외부의 조건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수평 및 경사 벨트 콘베이어의 

보호시설이 천막, 지붕 등의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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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우수로부터 보호되는지 

확인한다.

2.1.7 회수수 처리시설 및 폐레미콘 처리시설

< 회수수 처리 및 폐레미콘 처리시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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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해설

점검

사항

공장에서 발생하는 배수는 공정배수

로 배치 플랜트 세척수, 애지테이터 

트럭 내부의 세척수, 트럭 외부의 세

척수, 반품레미콘 처리수 등의 콘크

리트 제조공정 내에서 발생하는 배수

와 비공정배수로 보일러수 및 냉각수 

등의 제조공정 시설에서 발생하는 배

수로 구분한다. 그 외 공장바닥 세척

수 및 우기시 부지 내 유출수 등이 

있는데, 통상 발생량을 보면 트럭

내․외부 세척수가 65%정도를 차지

하며 반품된 콘크리트 처리배수가 

7%정도를 차지한다. 

◦ 집수설비 주위에 불순물 등이 유

입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시설주변에 이물질 등이 쌓여 있

거나, 투입될 가능성에 대해서 육

안으로 확인한다.

◦ 회수수의 반복적인 사용으로 회수

수 농도가 짙어져서 파이프 라인

이 막힐 염려는 없는지 확인한다. 

이 경우 상수의 보급량을 늘려 농

도를 묽게 관리하고 잔골재를 선

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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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설명

◦ 폐레미콘 처리시설 주변에 이물질

이 없이 가동되는가를 육안 확인

한다.

◦ 배치(batch) : 1회에 비비는 콘크

리트, 모르타르, 시멘트 풀의 양

◦ 애지테이터 트럭 : 제품을 현장까

지 공급하는 차량으로서 드럼 내

부에 라이너가 부착되어 있어 호

전에 따라 전체적으로 제품을 균

질하게 유지하며 현장까지 운반하

는 차량을 말하며 여기서는 운반

차라 한다.

◦ 잔골재(fine aggregate): ① 10mm 

체를 통과하고, 5mm 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 체에 거의 

다 남은 골재, ② 5mm 체를 통과

하고 0.08mm 체에 남는 골재

② 회수수 탱크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해설 회수수의 재활용 과정은 골재를 분리

한 후 슬러지수를 탱크에 보관하면서 

측정을 하여 슬러지 농도에 따라 콘

크리트 배합을 결정한 후 슬러지수를 

사용하게 된다. 탱크 내 슬러지 농도

관리를 위해 교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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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용어

설명

◦ 저장탱크는 침전물이 발생하지 않

아야 하며, 불순물로 인한 고형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반기가 

항상 가동되어야 한다.

◦ 교반기의 작동은 연중 지속적으로 

관리가 가능토록 점검기록 및 기

타 수리 이력사항을 기재하여 제

품의 변화가 없도록 관리하고 있

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종류가 다른 다량의 레미콘이 반

품되었을 경우, 장마시 등 우수의 

처리, 회수수의 과잉 발생, 장기간 

운전 정지, 겨울철 각 설비에 대

한 방동대책 등이 문서로 관리하

고 있는지 확인한다.

◦ 교반기가 작동되지 않을 때는 이

동 후에 퇴적물에 대한 폐기물처

리 대장, 시험일자, 폐기물처리, 

회수수 고형물에 대한 관리일자 

등을 확인한다.

◦ 배합(mixing): 콘크리트 또는 모르

타르를 만들 때 소요되는 각 재료

의 비율이나 사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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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폐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하게 가동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용어

설명

폐레미콘 처리시설의 가동여부를 확

인하고 실제 가동하여 정상적으로 운

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폐레미콘에서 분리한 굵은 골재, 

잔골재, 회수수 등이 적절하게 처

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처리시설의 가동 확인으로 잔여수 

처리 및 폐레미콘 처리가 적정한 

방법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음을 

점검 확인한다.

◦ 굵은골재(coarse aggregate): ① 

5mm 체에 거의 다 남은 골재, ② 

5mm 체에 다 남은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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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mm이하인가?

해설

점검

사항

혼합설비는 레미콘 공정에서 가장 핵

심적인 부분으로 고품질의 콘크리트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관리 및 

점검이 필요하다.

◦ 믹서 내부를 열어 교반날개의 마모

정도를 확인하고 믹서 측면과 팁의 

간격이 20mm 이하로 유지되고 있

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1.8 믹서 등 기계장치

< 믹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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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반날개와 믹서 내벽간의 간격이 

20mm 이상일 경우에는 20mm 이

하의 골재가 교반날개에 의한 배합

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재료분리

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 휴기(정지)시 믹서 점검창을 통하여 

내부의 마모상태를 확인한다.

◦ 이동 후에 제조설비 점검대장을 통

하여 교체기록 및 설비기록 등으로 

믹서내 교반 날개 교환유무 등을 

확인한다.

②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해설

점검

사항

기계장치의 노후화와 정비 소홀로 인

해 재료가 누출될 경우 레미콘의 품

질에 향이 있다.

◦ 생산 중에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

가 배합될 때 누출이 일어나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믹서 및 호퍼에 대해 자체적으로 

점검항목을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믹서 >

< 호퍼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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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플랜트 가동시 믹서게이트의 닫힘 

상태에서 재료의 유출여부를 확인

한다.

< 호퍼2 >

③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해설

점검

사항

점검구는 믹서 내부를 점검하기 위

해 주기적으로 개폐하는 곳으로 점

검구 개폐의 용이 정도로 관리상태

를 짐작할 수 있다.

◦ 점검구가 쉽게 열리는지 실제 확

인이 필요하며, 점검구에 대한 주

기적인 관리기록이 있을 경우 이

를 확인한다.

◦ 점검구의 개폐장치 관리와 함께

재료의 유출이 없도록 관리되어

야 한다.

◦ 휴기(정지)시에는 점검창을 개폐

하여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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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계량장치는 배합결정에 따라 재료가 

정확하게 계량되어 원하는 콘크리트 

강도를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생산 공정의 중요한 단계로써 교정관

리와 결과에 따른 교정값의 반 은 매

우 중요하다.

◦ 계량장치에 대한 교정주기를 확인

한 후 교정기한 내에 교정이 이루

어졌는지 또한 교정필증이 계량장

치별로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이동 후에 설비대장 등을 통하여 

서류를 확인한다.

<시멘트 계량기>

<물 계량기>

<골재 계량기>

<혼화제 계량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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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기계실 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 내로 투입되는 곳은 

없는가?

해설

점검

사항

배합에 따른 믹싱 중 누유, 누수 등에 

의한 이물질의 투입은 콘크리트 품질 

저하로 이어지므로 철저한 관리가 필

요하다.

◦ 실제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은 어려

우나 생산 중일 때 운전실에서 누

유, 누수 등으로 인해 계획된 계량

값과 불일치하는 경우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확인한다.

◦ 믹서 상부 등에서 믹서 내부로 유

입되는 누유, 누수 되는 상태를 육

안으로 확인하며, 발생될 경우에는 

운전실에서 계량조의 측정시 재료 

무게가 줄어드는지 여부를 확인하

여야 한다.

<믹서 외부>

<믹서 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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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

해설

점검

사항

운전실은 생산공정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각종 

모니터를 통해 공정의 확인과 무선으로 생산보조자와 연락함

으로써 연속적인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믹서 

내부 및 부하상태를 지속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 현장배합표와 기계에 입력하는 값이 일치하는지 확인한다. 

운전실에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 현장배합표가 운전실 내에 

보관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2.1.9 운전실

< 운전실 내 조정장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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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원 승인시의 시방배합을 보정(입도, 표면수)하여 현장배

합으로 플랜트에서 수정되는가를 확인한다.

◦ 현장배합표를 비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품질관리실이나 

시험실에서 입력하더라도 현장배합표는 운전실에서 보관하

면서 생산 중에 수시로 현장배합표를 확인하여 이상시 조

치를 필요로 한다.

② 잔골재 표면수율(일 2회 이상), 굵은 골재 표면수율(일 1회 이상), 

골재입도(일 1회 이상)를 측정하여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

해설
시방배합 시 골재량은 표면건조포화상태의 중량을 말하는데, 

통상 골재는 표면수가 있는 습윤상태로 유통 공급되고 레미콘 

생산시는 표면수량 만큼 사용수를 적게 계량하고 또 그 양만

큼 잔골재를 추가시켜 계량해야 하는데 이를 골재의 표면수 

보정이라 한다.

통상 유통되고 있는 잔골재 표면수율은 2~7% 수준으로 부순 

잔골재가 천연사에 비해 낮으며, 대략 10% 이상일 경우 눈에 

띌 정도로 수분이 흘러내리게 된다.

굵은 골재는 잔골재에 비해 변동이 적으며, 기건상태로 반입되

는 경우에는 살수 등을 통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통상 25mm 골재의 경우 표면수율은 0.5~1.0% 정도인 경우가 

많다.

표면수 보정은 통상 배치 플랜트의 운전장치에 내장되어 있는 

프로그램에 의해 시행하고 최근에는 자동으로 표면수를 보정

하는 장치를 설치하고 있다.

이때 표면수 보정프로그램의 허용범위를 확인하고 너무 기계

에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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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용어

설명

◦ 골재의 입형과 입도분포의 좋고 나쁨에 따라 콘크리트의 

배합과 유동성에 큰 향을 주는데, 입형과 입도가 좋은 골

재는 실적률이 크고 동일 슬럼프를 얻기 위한 단위수량이 

적어진다. 콘크리트의 작업성(workability)과 타설성(pumpability)

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골재에 0.3mm 이하의 미세한 입자

분이 필요하지만 지나치게 미세한 입자분이 많아지면 단위

수량이 많은 부배합 콘크리트가 될 우려가 있다. 골재의 입

도분포는 체가름 시험방법에 의해 조사한다.

◦ 잔골재, 굵은골재, 골재입도에 대한 시험을 한 후 현장배합

에 반 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현장배합: (mix proportion at job site, mix proportion in field): 

시방배합의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현장에서 재료의 상태 

및 계량방법에 따라 정한 배합

◦ 시방배합(specified mix): 소정의 품질을 갖는 콘크리트가 

얻어지도록 된 배합으로서 서방서 또는 책임기술자가 지시

한 배합이며, 비빈 콘크리트의 1㎥에 대한 재료 사용량으로 

나타낸다.

③ 원자재의 도변화 , 골재의 조립율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

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공급되는 원자재의 시험 결과 값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

하고 승인 후에 사용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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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배합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시킨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용어

설명

최초 및 장시간 가동 중단 후 모르타

르로 믹서를 미리 가동함으로써 생산

시에 믹서 내벽에 묻게 되는 양에 의

한 품질변화를 예방할 수 있다. 

◦ 작업시에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

시킨 다음 제품의 변화에 대비하

면서 생산을 시작하는지  기록으

로 확인한다.

◦ 첫 배치 생산전 모르타르를 이용

하여 믹서 내벽을 코팅하 는가를 

자동기록 장치의 기록 근거로 확

인한다.

◦ 모르타르(mortar): 시멘트, 잔골재, 

물 및 필요에 따라 첨가하는 혼화

재료를 구성재료로 하여, 이들을 

비벼서 만든 것, 또는 경화된 것을 

말한다. 또는 콘크리트에서 굵은 

골재를 사용하지 않은 것

<배합전 모르타르 믹싱전경>

⑤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0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해설
계량된 재료가 계량조에서 믹서로 배

출된 후에 계량조는 비워져야 다음 재

료 계량에 대한 정 도가 보장이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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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0점 관리는 생산 중일 때 확인이 

가능한데, 운전실에서 믹서로 배출

된 계량조가 0점 표시 된 후에 다

음 재료가 계량되는지 확인한다.

◦ 운전실 내 컨트롤 판넬을 확인하여 

믹서로 방출 후 다음 배치 생산 전 

0점으로 되어있는가를 육안으로 확

인한다.

<배합, 배출 후 잔량 확인점검>

<조정장치 계기판 0점 표시 >

⑥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 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계량기의 정 도는 시방배합에 따라 원하는 콘크리트 강도를 

얻기 위한 기본이 되는 사항으로써, 재료별로 계량기가 교정

검사를 받고 결과에 따라 보정을 실시해야 한다.

◦ 계량기의 관리번호와 교정주기를 확인하고 교정검사가 이루

어진 시점에 보정값을 반 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교정검사 성적서를 확인하여 컨트롤 판넬 배합입력시 보정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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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되고 ,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해설

점검

사항

각 재료별 계량오차에 대해 한국산업

규격(KS)에서 정하고 있으며,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이 이루어져야 한다.

재료의 

종류
측정 단위

1회 계량 분량의 

허용 오차

시멘트 질  량 ±1%

골  재 질  량 ±3%

물
질량 또는 

부피 ±1%

혼화재 질  량 ±2%

혼화제
질량 또는 

부피 ±3%

◦ 생산 중일 때 확인이 가능하며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서 계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계량기가 각 재료별로 정확한 양을 

계량하고 있는가를 자동기록장치에 

있는 수치와 현장배합표상의 수치

를 비교하여 오차율을 계산하여 확

인한다.

<시멘트 계량장치>

<골재 계량장치>

<물 계량장치>

<혼화제 계량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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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정하중 검사(년 2회 이상), 동하중 검사(주 1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정하중 검사는 계량기 자체의 문제로 인한 오차를 검사하는 것으

로 분동을 이용하는 방법과 로드셀에 검정장치를 부착한 전기식 

검정기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검정기는 연 1회 이상 

공인기관에서 검정을 실시해야 한다. 검사방법은 ⓐ 계량조가 수

평인가 또는 정위치에 고정되어 있나 확인 ⓑ 2~3회 계량조를 

가볍게 흔든 뒤 하중이 0 위치에 있는가를 확인 ⓒ 점검자의 신

호에 따라 보조분동(통상 20kg)을 소정의 개수만큼 동시에 재하

하고 오차값을 읽는다 ⓓ 하중 제거 후 표시창이 0점인지 확인하

면 된다. 공인교정기관 및 사내교정의 서류를 확인하면 된다.

◦ 동하중 검사는 계량기 자체의 오차와 저장조의 잔량이나 재료

의 공급 등에 의한 오차를 검사하기 위해 실시한다. 통상 주 

1회 주기로 임의 5배치에 대해 계량기별 또는 재료별로 지시

된 1회 계량 분량에 대한 오차를 읽어, 계량치가 허용오차를 

벗어날 때는 콘크리트의 품질에 향을 주기 때문에 원인을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기계별로 연속 5배치의 재료

계량관리 품질기록 문서 확인한다.

◦ 정하중 검사와 동하중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이 있

을 경우 조치하고 기록으로 유지하는지 확인한다.



2. 공장점검 길라잡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65

①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며, 교정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시

험기구를 이용한 시험결과의 시방배합 반 은 레미콘 품질 저하

에도 향을 주게 된다.

◦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험기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

구별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 규정대로 교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2.1.10 시험실

< 시험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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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주기는 사용빈도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정을 

받은 기구가 시험에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간혹 보관

용만 교정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 교정 주기의 확인 및 교정성적서, 교정필증의 부착 등을 확

인한다.

②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마모시험기 철구

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항온수조 온도 등)?

점검

사항

◦ 시험실의 시험기구는 적당한 위치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야 

하며 가동시에 작동이 정상적인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과 값이 제대

로 나오는지 직접 시험을 통하여 

시험자의 능력까지 확인해 본다.

◦ 마모시험기 철구가 구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심하게 닳지는 않

았는지?), 체가름시험기가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표준양

생수조의 온도가 정상범위(20±2℃)

인지 등을 확인한다.

③ 공장 품질관리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가?

해설 잔골재 표면수율, 굵은 골재 표면수율, 골재입도, 원자재의 비중

변화, 유해불순물 제거 및 마모율, 입도, 비중, 압축강도, 염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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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함유량, 공기량, 슬럼프, 시멘트 분말도 시험 및 혼화재(강열감

량, 분말도)에 대한 시험은 외부기관에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

로 실시함으로써 공장 자체의 품질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값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등에 대해 공장품질관리자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과정

에 대한 숙지여부도 확인한다.

◦ 점검시 해당 품질검사의 원재료, 공정, 최종검사 등의 방법, 

주기, 데이터의 활용성 등을 질문하여 공장품질관리자의 시

험에 대한 숙지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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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레미콘 생산시 플랜트에 공장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원재료부터 최종제품의 출하시까지 최소 1명 이상의 품질관리자

가 상주하여 품질관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레미콘 품질확보

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현장배합, 시방배합 및 재배합 승인 등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

하고, 자재의 자체시험 등에 대한 이행 사항도 기록으로 확인

한다.

◦ 생산 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방법

도 확인한다.

◦ 점검시 공장내 품질관리 직원의 상주 여부(품질관리 업무 수

행 여부) 등을 문서(공문 기안 등)를 통하여 확인한다.

②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 품질시

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주기적인 시험항목에 대한 기록유지 여부를 확인한다.

◦ 품질관련 기록(시험대장 등) 등을 확인(제품검사 성적서 등)

한다.

2.1.11 품질관리 기록 등



2. 공장점검 길라잡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69

③ 유해불순물 제거 및 마모율, 입도, 도 등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월 1회 이상)으로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필요시 기록내용 확인을 위한 시험병행)?

점검

사항

◦ 골재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록을 통해 확인한다.

◦ 인수검사 성적서 등 품질기록을 확인하고, 점검자가 필요하다

고 판단되는 경우 나열한 시험 중 몇 가지를 실제 시험하도

록 하여 나온 결과와 기존 시험값과 비요하여 측정치에 대한 

신뢰성 및 유효성 등을 확인한다.

④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원재료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양질의 자재에 대한 평가 등

을 수시로 실시하여야 하며, 반입시의 품종별, 제조사별 식별

관리 등이 필요하다.

◦ 원자재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 공급원 승인시의 원자재의 변동을 확인하며 품질시험(입도, 

조립율, 마모)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⑤ 배합설계를 실시한 동일한 골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골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해설 골재는 레미콘 품질에 큰 향을 주는 요소일 뿐 아니라 입도 

및 표면수 관리가 어려운 재료이므로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가 

지속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지, 저장된 골재량으로 계획된 생산량

을 감당할 수 있는지 등을 체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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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동일한 골재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레미콘의 품질유지를 위

해서 보관하고 있는 이외의 골재 사용시에는 새로운 배합설

계로 정하고 생산에 반 하고 있는지 기록으로 확인한다.

◦ 공급원 승인시 원자재의 산지현황 및 조달(수급)계획 등이 있

는지 점검한다.

⑥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시멘트 입고시에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시험성적서를 보관하

고 있는지 확인하고, 자체적으로 실시한 시험에 대한 기록․

유지도 확인한다.

◦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

험성적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⑦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에 대해 제조사 시험성적서를 관리

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혼화재에 대한 제조사 시험성적서 보관여부를 확인하고 자체

적으로 실시할 경우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

험성적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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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흄) 사용시 사전에 

구입자의 승인을 얻었는가?

점검

사항

◦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 구입자의 승인을 얻은 제품인지 기록

으로 확인한다.

◦ 공급원 승인서류 및 배합보고서를 확인(종류 및 사용량)하고 

사용하는 혼화재의 품질기록 등 문서를 확인한다.

⑨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혼화재료의 반입시기 기록은 장기간 보관하여 혼화재료의 성능

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재료가 생산에 사용될 경우를 방지

하기 위함이다.

◦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여 오래된 혼화재료가 사용될 

가능성은 없는지 확인한다.

◦ 혼화재료 반입대장 등 기록을 문서로 확인한다.

⑩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소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

하고 있는가?

해설
혼화제를 오래 보관할 경우 침전물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는 레

미콘 품질저하로 이어지므로 주기적인 확인 및 청소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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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주기적으로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청소를 실시하고 기록으

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혼화제 저장탱크의 설비점검 기록부(또는 작업일보 등)를  확

인한다.

⑪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믹서의 종류, 콘크리트의 성질에 따라 균질의 콘크리트를 얻기 

위해 혼합시간을 결정해야 하며, 이는 시험에 의해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슬럼프와 공기량은 적당한 혼합시간에서 최대의 

값이 얻어지며, 압축강도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혼합시간이 짧으

면 비빔시간이 짧아 작은 값을 나타낸다. 그렇다고 혼합시간을 

연장하면 굵은 골재가가 파쇄되어 콘크리트에 나쁜 향을 주게 

된다. 통상 혼합시간의 3배 이상 계속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 생산 전에 혼합시간 결정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KS F 4009 8.3항의 근거대로 혼합량에 대한 혼합시간을 결정

한 품질문서를 확인한다.

  ※ 8.3 혼합

   8.3.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8.1.3에 규정하는 믹서로 공장 내

에서 균일하게 혼합한다.

   8.3.2 콘크리트의 혼합량 및 혼합 시간은 KS F 2455(굳지 않

은 콘크리트 중의 모르타르와 굵은 골재량의 변화율(차) 

시험 방법)에서 규정한 시험을 하여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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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⑪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시간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생산기록지 확인)

점검

사항

◦ 생산기록지에서 믹서의 혼합시간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한다.

◦ 혼합시간의 판넬 입력 확인 및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확인한다.

◦ 운전실의 모니터[혼입량, 혼합시간(젖은비빔, 마른비빔), 제품

온도 등]를 확인한다.

⑬ 사용수(년 1회 이상)와 회수수(월 1회 이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사용수와 회수수는 레미콘 재료의 한 요소로써 레미콘 품질에 

향을 미치므로 수질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검사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또한 자체시험이 어려

울 경우에는 외부 공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확인한

다.

⑭ 회수수 탱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회수수의 사용은 레미콘 품질에 향을 주고 있으며 회수수

가 항상 사용되므로 회수수 탱크에 대한 점검 기록 등을 유

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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⑮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

방법을 명시하고 정기적으로(월 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혼합골재에 대해 정기적으로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으로 유지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⒃ 운반차(트럭 에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운반차는 레미콘 공장에서 제조된 레

미콘을 시공 현장까지 품질에 악 향

을 주지 않도록 보관하면서 운반하여

야 하는데, 통상 운반시간은 90분 이내

로 품질을 유지시킬 수 있어야 한다. 

성능시험에는 적재성능, 교반성능, 배

출성능, 내마모성능 등이 있다.

◦ 운반차의 성능을 주기적으로 확인

하고 기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

인한다.

⒔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레미콘의 운반시간에 따라 슬럼프 저하와 공기량 손실, 콘크리트 

온도 및 강도 변화가 생기므로 운전요원에 대해 레미콘의 상차

시부터 현장에 하차시, 복귀 후 잔수검사까지의 품질관리교육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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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 품질변동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

을 실시하며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⒕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Raw data(원시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자체시험을 통해 시험결과값을 기록으로 유지할 경우 원시데이

터는 그 결과값에 대한 과정으로 신뢰성을 더해 준다.

◦ 시험을 실시하고 결과값을 도출하기 위한 원시데이터가 존재

하는지 확인한다.

◦ 원시데이터가 없을 경우 결과 값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질 뿐 

아니라, 허위로 결과값을 유지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① 기타 품질관리에 향을 미치는 사항

점검

사항

◦ 점검자가 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항들에 대해 기술한다.

종합

의견

◦ 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일부 부족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 자

재 생산 전까지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기록

해 둔다.

2.1.12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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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아스콘 공장 

2.2.1 플랜트 개요

플랜트는 혼합물을 제조하는 곳으로 여러 가지 설비의 집합체이다. 각 

설비에서 골재와 아스팔트가 계량설비를 거쳐 혼합설비에서 혼합되는 과

정을 거치는데, 주로 계량 및 혼합방식에 따라 배치식(batch type)과 연속

식(continuous type)이 있으나 혼합물의 품질관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우

리나라에서는 배치식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혼합능력은 보통 1시간당 6

0∼100t의 것에서부터 고속도로와 같이 대규모 포장공사에서는 150∼

300t/h급의 대형플랜트가 이용된다. 

< 아스콘 공장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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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저장설비는 플랜트의 혼합능력에 적합한 규모이어야 하며, 골재의 

품질은 혼합물의 성상에 큰 향을 미치므로, 골재 수입과 저장 방법에 

대한 관리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잔골재는 함수량이 많은 것이 반입되는 

수가 있으므로 수입에 신경을 써야 할 필요가 있다. 골재는 각각 종류별, 

산지별로 별도 보관하여야 하며, 배수가 잘 되게 하고, 비에 젖지 않도록 

보호되며, 특히 굵은 골재는 대소립자 분리되지 않도록 취급하여야 한다.

아스팔트는 90~110℃ 이하로 되면 굳어지고 펌프에 의한 압송이 곤란하

게 되므로 가열하고 보온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통상 중유버너에 의해 직

접 가열하거나 하트오일에 의해 간접적으로 가열하기도 하며, 최근에는 

전열에 의해 가열하는 방식을 사용하기도 한다. 직접가열실에 비하여 간

접가열식은 국부적으로 가열되는 일 없이 균일하게 가열되며 온도관리가 

용이하여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며, 아스팔트 저장탱크의 바깥둘레에는 

5∼10cm의 보온재를 감아 열의 방산을 적게하여야 하며 또한 아스팔트 

배관도 항상 가열보온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야 한다.

채움재는 엘리베이터 또는 공기압송 등에 의해 사일로에 저장된다. 플

랜트가 가동되면 자동적으로 스크류컨베이어 및 엘리베이터 등에 의해 저

장빈에 공급된다. 사일로의 측면에는 2~3개의 레벨검출기를 설치하여 채

움재 잔량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정확한 저장량을 위해서 입하, 출

하전표 등으로 체크하여야 한다. 사일로의 하부는 원추형으로 되어 있으

며 유출량조절게이트, 로터리밸브, 스크류컨베이어 등이 설치되어 있다. 

채움재는 막히기 쉬우므로 원추형부분 안에 철판을 세로로 부치거나, 바

이브레이터를 외측벽에 붙여 사용하여야 한다. 

콜드빈에서 골재는 각 사이즈별로 구분되어 서로 섞이지 않도록 칸막이

벽이 설치되어 공급되어야 하며, 이물질이 투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골재의 유출량 조절이 원활하도록 게이트의 작동 및 컨베이어의 회

전수를 확실히 관리하여야 한다. 콜드빈의 유출시 막힘이 발생되지 않도

록 수시점검이 필요하며 세골재의 경우에는 진동장치 등을 설치하여 가동

하는 것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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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이어는 콜드빈에서 공급된 골재의 수분제거와 가열을 실시하여 골

재의 함수량과 공급량이 변동되는데에 따른 가열 골재의 온도 변화를 줄

이기 위해서 가열 골재의 온도와 버너 설정 온도와의 차이를 검출하고, 

버너의 연소량을 자동적으로 제어하는 장치이다. 드럼내측에는 투입된 골

재를 내부로 이송하여 확산시키기 위한 여러 종류로 된 날개가 장착되어 

있다. 이들 날개는 드럼의 지름, 길이, 회전속도, 경사각도에 의해 결정되

어지므로 교체할 경우에는 충분한 주의가 필요하다. 골재의 함수량이 1% 

증가하면 드라이어의 건조능력은 약 10% 저하하고 배기가스 중 수증기의 

양이 20% 증가한다. 이럴 경우 중유를 연소시키는 공기가 수증기분만큼 

적어지고 중유가 불완전연소하게 되므로 중유량을 적게 하여야한다. 또한 

골재의 건조, 가열이 불충분하게 되므로 그 양을 줄일 필요도 있다. 이와 

같이 드라이어의 건조능력은 골재의 함수량에 크게 향을 받으므로 잔골

재의 저장시에는 특히 수분제거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스크린은 핫 엘리베이터로 운반한 가열된 골재를 소정의 입도 별로 분

급하는 장치로 오버사이즈의 것은 플랜트 밖으로 배출시키는 파이프가 부

착되어 있다. 체의 망은 운전 중 적게 막히도록 설계되어 있어야 하며, 기

준보다 큰 골재가 각 빈에 혼합되어 들어가지 않게 처리될 수 있으야 하

며, 스크린의 교환 및 점검이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의 것이 좋다.

하트빈은 가열된 골재를 입도별로 체가름하고 나서 저장하는 빈으로 혼

합물의 종류에 따라 구획을 결정한다. 또한 각 빈에는 일정량 이상이 되

면 빈 밖으로 골재를 배출하도록 오버플로우 파이프가 부착되어 있어야한

다. 이 때 각 빈에는 골재의 잔량을 감지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하는 것

이 좋다. 빈 내에 저장된 골재의 체가름시험용 시료채취는 빈의 게이트 

아래에서 실시하며 계량 중 용이하게 샘플링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

야 한다.

믹서에는 배치식 믹서와 연속식 믹서가 있으며, 신규 아스팔트 플랜트

에서는 대부분 배치식 믹서가 사용된다. 믹서의 구조는 2축식 퍼그 형으

로 각 축 앞의 끝에 부착된 날개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채움재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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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순환시켜서 아스팔트와 균일하게 혼합하는 장치이다. 라이너와 날개

의 간극은 보통 3~5mm로 규정되어 있으며 간극이 10mm 이상이면 혼합

성이 나빠지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확인하여 마모되었을 경우에는 교체하

여야 한다. 믹서의 배출 게이트는 혼합물이 분리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배

출될 수 있는 유압실린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플랜트의 최적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소정 품질의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기 위해 제조할 아스팔트 혼합물을 육안으로 관찰하고 이

와 더불어 제조 설비를 수시로 점검하여 유지 관리를 철저하게 하여 소정

의 능력을 항상 발휘할 수 있도록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2.2.2 골재 저장설비

< 골재 저장설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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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

해설
◦ 골재가 생산 중에 가열을 거치게 

되므로 수분을 함유할 경우 비용 

및 가열시간이 증가할 우려가 있

으므로 저장 중인 골재의 함수량

을 억제하기 위하여 빗물 등의 

향을 받지 않도록 우수, 빙설에 의

해 보호될 수 있는지 확인한다.

◦ 골재 반입 저장 설비에는 사일로 

방식,  스톡야드 방식 및 홉퍼방식

이 있다. 사일로 방식은 아래 그림

에서와 같이 사일로 위쪽으로 운

반하는 운반 장치, 입경 별로 설치

한 사일로에 골재를 투입하는 장

치, 사일로 위쪽에 설치한 지붕 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방식은 부

지면적에 비해 골재 수용능력이 

크고, 스톡야드(적치장) 방식에서 

사용하는 도저 등을 사용치 않아

도 좋으므로 소음이 적은 점 등의 

이점이 있는 반면 골재 유출구를 

사일로 직하에 설치하기 때문에 

골재표면수가 집중된 부분에서 사

용하게 되고, 특히 작업개시시점에 

함수량이 많은 골재를 드라이어에 

보내게 된다. 또한 저부에 골재의 

데드스토크(dead stock)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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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골재운반장치

골재투입장치(트리퍼벨트컨베이어)

피더장치와골재운송장치

사
일
로

사
일
로

골
재
배
출
구

◦ 스톡야드 방식은 입하된 골재를 

콘크리트 판이나 강상판 같은 구

분된 벽으로 구획 분할하여 각각

의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입경 별

로 저장하는 설비 방식이며, 바닥

면을 경사지게 하거나, 배수구를 

두는 것이 좋다. 골재의 자연건조

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골재유출

구쪽으로 어올리는 작업 중에 

토사가 혼입되는 수가 있으므로 

지표면을 역청재 또는 시멘트 등

으로 처리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골재 저장설비에 저장된 골재 품

질의 변동은 혼합물 품질에 큰 

향을 미치기 때문에 입하된 골재

를 저장하는 방법은 매우 중요하

며 저장 설비는 제조 설비 능력에 

맞는 용량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한다.

◦ 홉퍼(hopper)방식은 골재를 일단 

야적하고 골재 사용량에 따라 쇼

벨로우더로 홉퍼에 보충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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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홉퍼용량은 2∼4㎡ 정도로 

5∼8기를 1열로 설치한다.

②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골재 저장 설비에 보관할 경우에

는 배수시설을 통해 골재의 함수

율을 관리하여야 한다.

◦ 골재 보관상태를 직접 확인하여 

저장시설 입구에 물이 고여 있는

가를 육안으로 확인하며 배수시설

(자연배수 및 인공배수 포함)이 적

당히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 수로를 이용한 배수시설일 경우에

는 수로 내에 골재가 쌓여 있거나 

이물질 등의 퇴적으로 인해 배수

에 방해가 되는 요소가 있는지 확

인한다.

③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바닥으로 

되어있는가?

점검

사항

◦ 저장설비의 바닥은 골재와 섞이는 

재질로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

◦ 골재저장 보관상태를 직접 확인하

여 저장소 바닥이 강성체 포장상

태 및 이물질로부터 보호되고 있

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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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장시설이 금속 등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녹이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④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 설치는 적정한가?

점검

사항

◦ 종류가 다른 골재가 서로 혼입되지 

않도록 저장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골재보관 및 투입장소에는 분리대

를 설치하고 이물질이 혼합되지 않

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골재가 칸막이 외부에서 혼입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 바깥쪽 양 끝의 칸막이는 상단까

지 마감하여  눈(snow), 비(rain) 

등으로부터 골재를 보호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 골재저장 보관상태를 직접 확인하

여 저장시설 상부 및 앞부분의 혼

입상태 확인한다.



84

⑤ 1일 최대생산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

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골재의 저장설비는 종류별․품종별

로 최소 3종 이상을 저장할 수 있

는 시설인지 확인한다.

◦ 아스콘 1일 출하량의 최대치에 상

당하는 골재를 저장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골재의 품질이나 

표면수량의 변화에 대해 미리 적

절한 배합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

기 위함이다.

◦ 1일 최대출하량을 생산기록지로 

확인한 후 골재 규격별로 저장용

량을 확인하고 골재별로 식별하고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골재의 저장량은 5일분 정도를 확

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부지관계

로 필요한 넓이가 없을 경우에는 

수급계획을 수립하고 3일분 정도

로 운 할 수도 있다.

◦ 통상 골재는 다음에 열거한 성질

을 갖추어야 한다.

 (1) 포장용 골재로서 적당한 입도를 

갖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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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구성, 내마모성이 좋고 미끄럼 

저항이 클것

 (3) 점토, 실트, 유기물 등의 유해량

을 함유하지 않을 것

 (4) 편평하거나 긴 형상의 입자를 함

유하지 않을 것

 (5) 아스팔트와 혼합했을 때 아스팔

트와의 부착성이 우수할 것

2.2.3 아스팔트 저장설비

< 아스팔트 저장설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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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해설
◦ 아스팔트는 이미 가열 용해된 아

스팔트를 보온된 탱크로리로 운반

하여 저장탱크에 저장하여야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아스팔트재료에 

직접 열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참

고로 전기를 이용한 히팅방식은 

간접가열 방식이다.

◦ 탱크부터 믹서까지의 전 배관라인 

및 이송펌프는 일정한 히팅을 할 

수 있는 이중 보온시설로 되어있

어야 한다.

◦ 아스팔트의 입고는 100% 벌크방식

이며 폐형으로 보온히팅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며 투입부분에는 일

반적으로 간이소형탱크가 마련되

어 관에서 외부로의 유출을 막을 

수 있어야 한다.

◦ 아스팔트는 펌핑 시스템에 의한 

취급이 편리하고 혼합 과정에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적당한 온도

를 유지해야 하고, 교정검사를 실

시한 자기온도계가 부착되어 있는

지 확인하고,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온도계 자체에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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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용어

설명

◦ 아스팔트는 저장시부터 믹서에 들

어갈 때까지 아래 표에서 규정한 

온도 이상이 되지 않도록 한다.

구  분 가열 온도

아스팔트 175 C〫

유화 아스팔트 80 C〫  

◦ 자기온도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

고 있고 부착된 자기온도계가 교

정검사를 실시하고 교정필증이 부

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아스팔트(asphalt) : 역청재료의 주

성분은 역청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서 원유를 천연 또는 인공적인 가

열처리에 의해 생기는 탄화수소의 

혼합물로서, 2황화탄소에 완전히 

용해하는 물질이다. 외관은 흑색 

또는 진한 갈색의 재료로서 상온

에서는 고체 또는 반고체이나 열

을 가하면 천천히 액체로 변한다. 

방수, 내수, 내구성이 좋고 점착성

이 큰 성질이 있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도로, 건축, 항만, 하천, 

농업토목 등 넓은 분야에 사용한

다. 아스팔트는 대표적인 역청재료

로서 일반적을 도로 포장 재료로

서 사용되고 있다. 그 성상은 원유

의 산지나 정체방법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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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며 식별표시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해설

◦ 아스팔트재료는 종류별․품종별로 구

분하여 보관하고 식별표시가 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 재료저장 탱크에는 재고량을 파악할 

수 있는 눈금이 있어야 한다.

◦ 탱크로리로 운반 투입함으로서 저장

시설에 식별표시(종류, 제조사, 기타)

를 확인하며 당월 아스팔트 입고대장 

등을 확인한다.

◦ 아스팔트 종류

   천연아스팔트와 석유아스팔트가 있으

며, 천연아스팔트는 메소포타미아, 이

집트 시대에 이미 접착제, 방수제, 방

부제로 사용된 바 있으며, 현재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대부분이 석유

아스팔트로서, 석유정제시의 부산물이

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중요한 석유

제품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특히 포장

기술의 발달과 자동차 교통의 증가에 

따라 도로포장 재료로서 주로 사용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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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채움재는 검사 및 확인이 용이하

도록 저장하여야 하고, 습기를 방

지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기후 

조건에도 견딜 수 있는 구조체에 

저장하여야 한다.

◦ 대부분 사일로에 저장을 많이 하

고 있으며 채움재 사일로는 외피

를 씌운 형태로 보호하고 있어야 

하며, 또한 외피가 사일로 전체를 

둘러싸고 있는지 확인한다.

2.2.4 채움재 저장설비

< 채움재 저장설비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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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사일로를 보호하기 위하

여 방습, 보온 등의 효과를 발휘

하는 도료를 사용하기도 하며, 이 

경우 사일로 전체에 도료가 고르

게 도포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채움재는 벌크 차량의 채움재 투

입장치를 통하여 사일로로 이송 

저장되며 플랜트 가동시 신호에 

따라 사일로 하부에 설치된 로타리 

피더 및 스크류 컨베이어를 거쳐 

버컷 엘리베이터에 의하여 본체 

상부의 채움재 저장조로 이송된 

다음 그 밑에 위치한 계량조에서 

계량되어 믹서 내부로 투입된다.

◦ 사일로 보관 채움재를 시료채취장

치를 이용하여 풍화(덩어리)상태

를 확인할 수 있으며, 폐시설 

및 이중 보온시설을 육안으로 확

인한다.

②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사일로가 종류별, 제조사별로 수

개의 사일로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식별표시가 되어 있는지 확

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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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탱크로리로 운반 투입함으로서 투

입시설입구에는 식별표시(종류, 제

조사, 상차지 및 기타 등)를 기록

하고 있음을 확인하며 당월 채움

재 입고대장 등을 확인한다.

③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채움재의 풍화를 방지하기 위해 

사일로의 투입구에 적절하게 마감

장치가 설치되어 있는지 확인한

다. 이는 사일로를 폐구조로 하

며 적당한 공기 압축 장치가 되어 

있으면 최적이다.



92

① 콜드빈 유출량(하트빈 골재사용) 시험을 골재 변경시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하는가(보정 포함)?

점검

사항

◦ 게이트의 열림 값에 따른 각 골재

별 유출량 시험을 실시하여 각 라

인별로 필요량의 골재가 공급되는 

상황을 운전원이 알 수 있는지 여

부를 확인한다.

2.2.5 콜드빈(Cold bin)

< 콜드빈 및 운반 장치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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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상 모니터를 통하여 골재가 공

급되는 상황을 하는데 골재의 공

급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운전

실에서 통제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 골재 공급원 변경시나 주기적으로 

유출량 시험을 한 결과를 기록으

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골재 공급방식이 벨트이동식 일 

경우 벨트의 노후화로 인한 유출

량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지 확

인한다.

◦ 유출량의 계산은 하트빈의 용량을 

고려한 시험에 의한 품질기록 문

서로 확인한다.

◦ 골재유출량 시험 성적서 확인, 하

트빈별 골재량을 이용하여 하트빈

별 배합비 설정유무를 판별하고 

기록을 문서로 확인한다. 또한 시

험결과 배합비가 결정되면 보정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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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골재공급시 이물질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해설

점검

사항

각 재료를 사이즈별로 구분하여 서로 

섞이지 않도록 저장하는 장치로 벌크

헤드방식, 홉퍼방식, 사일로방식 등이 

있으며 골재배합에 따른 공급방식에

는 컨베이어를 회전시켜 골재를 공급

하는 방법이 널리 활용 중에 있다.

◦ 이물질 및 오버사이즈를 제거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어있어야 

한다. 스크린망을 이용할 경우에

는 망에 훼손된 부분이 있는지 확

인한다.

◦ 호퍼 투입전의 오버사이즈 스크린 

및 수평벨트콘베이어와 경사벨트

콘베이어 사이의 이물질 및 오버

사이즈 제거 스크린의 설치여부 

및 막힘상태 육안 확인한다.

③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점검

사항

◦ 옥외를 걸쳐 드라이어 투입되는 

경우에는 우수로부터 보호되는 시

설이 있어야 하는데, belt 

conveyer가 옥외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 운반되는 골재가 우수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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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적절하게 보호될 수 있도

록 덮개 등의 장치가 설치되어 있

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 또한 옥외로의 골재의 이송은 가

열공정에 대비하여 우수로부터 보

호함이 우선이며, 각 부위가 원활

히 작동하도록 지속적인 정비 및 

관리가 이루어지는지 확인이 필요

하다.

◦ 수평 및 경사 벨트콘베이어에 보

호시설(천막, 지붕)이 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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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드라이어 출구에 부착된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해설
◦ 드라이어는 원통경사형으로 회전드

럼 내부둘레에 이송날개가 있으며 

공급되는 골재를 일정온도로 올릴 

수 있어야 한다. 또한 각각 크기가 

다른 골재 적당량을 피더로 콜드 

엘리베이터에 공급하여 골재의 가

2.2.6 드라이어 및 스크린

 

< 드라이어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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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열과 건조 작업이 정확하고, 일정

한 온도를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

야 한다.

◦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제조시 가장 

중요한 공정으로서 적정한 온도로 

조절할 수 있는 시설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 자기온도계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있고 부착된 자기온도계가 교정검

사를 실시하고 필증이 부착되어 있

는지 확인한다. 또한 자기온도계에 

대한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여 온도

계 자체에 대한 이상 유무를 관리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② 예비 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 스크린은 가열된 골재를 입도별로 

체가름하는 장치로서 4종류 이상

으로 체가름할 수 있는 구조를 갖

추어야 하며 기계식 진동체방식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

◦ 각 체별로 예비스크린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보관시에는 창고 등

에 방청처리하고 휨 등이 없도록 

보관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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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치되어 있는 가는 스크린은 막

히기 쉬우므로 매일 혼합작업 종

료 후 점검하고, 막혀 있는 경우는 

제거하고, 파손은 없는가 확인한

다.

2.2.7 하트빈(Hot bin)

< 하트빈 및 Overflow pipe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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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빈에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 4∼5개 구획으로 나뉘어 각 빈에 저

장된 골재가 다른 빈의 골재들과 섞

이지 않는 구조이며, 저장 중인 골재

량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시료채

취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시료채취 장치가 부착되어 있고 개

폐가 용이한지 확인한다. 또한 골재

에 의한 마모는 없는지, 게이트의 출

구에서 골재가 새지는 않는지 확인

한다.

◦ 저장한 가열 골재의 온도를 오랫동

안 유지하기 위해서 빈 바깥쪽에 열

매체관을 감거나 가열 골재에서 발

생하는 수증기를 제거하기 위한 팬

을 갖춘 장치도 사용하고 있다.

<닫힘 상태>

<열림 상태>

<시료채취 도움 받침>

② Overflow pipe가 설치되어 있는가?

해설
◦ 체가름장치에서 체가름된 가열골재

를 사이즈별로 저장하는 곳으로서 

4개 이상의 빈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적어도 3∼5배치 정도의 용량을 

갖고 있어야 하며 용량이상으로 골

재가 들어간 경우에는 다른 빈에 

흘러들어가지 않도록 오버플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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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파이프 및 저장시설이 설치되어있

어야 한다.

◦ 가열골재 저장빈 상부에서 외부로 

누출시킬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육

안으로 확인한다.

◦ 각 빈마다 overflow pipe가 설치되

어 있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③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 가열골재의 저장시설로서 교정을 

받은 자기온도계를 부착하여 수시

로 온도를 모니터링 할 수 있어야 

한다.

◦ 자기온도계에 관리번호를 부여되어 

있고 잔골재 빈에 부착된 자기온도

계가 교정검사를 실시하고 필증이 

부착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또한 자기온도계에 대한 검사를 주

기적으로 하여 온도계 자체에 대한 

이상 유무를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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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출구 부분에서 재료나 혼합물이 새는 경우는 없는가?

점검

사항

◦ 믹서는 완전하고 효과적인 혼합을 

위하여 믹서 날개판과 벽체의 라

이너 판 사이의 간격을 조절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지 확인한다.

◦ 배출시 눈에 띌 정도의 분리가 생

겨서는 안되며 또한 내용물이 새

어 나오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2.2.8 믹서

< 믹서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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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믹서내부로 구리스, 오일 등 이물질의 혼입 요인은 없는가?

점검

사항

◦ 믹서내부로 이물질 등의 혼입요인

은 없는지 육안으로 확인한다.

2.2.9 계량장치

< 계량장치 표시 화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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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계량장치에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해설
골재계량장치는 각 하트빈에 일시적으

로 저장된 가열 골재를 누적 계량하는 

장치로, 저장량의 과부족에 따라서 계

량값이 변동되지 않도록 낙차 보정 기

구를 갖추고 있으며, 즉시 낙차 보정

을 할 수 있도록 하트빈 속에 있는 가

열 골재의 저장 상황을 파악할 수 있

는 장치를 갖추고 있다.

채움재 계량장치는 플랜트 본체에 설

치된 채움재빈에서 계량 스크류로 채

움재를 계량조로 운반하여 계량하는 

장치다. 스크류 피더의 회전을 제어하

여 계량 정 도를 향상시키는 기구를 

사용한 것도 있다.

채
움
재

엘
리
베
이
터

채움재빈

계량스크류

댐퍼

채움재계량조

게이트

믹서

골재계량조 아스팔트계

채
움
재

엘
리
베
이
터

채움재빈

계량스크류

댐퍼

채움재계량조

게이트

믹서

골재계량조 아스팔트계

◦ 아스팔트를 계량하는 장치는 계량

기와 계량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 골재 계량기 >

< 아스팔트 계량기 >

< 채움재 계량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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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조 바깥 둘레는 열매체관 등으

로 보온하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한 계량시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아스팔트 공급 펌프의 회전수를 제

어하거나, 펌프를 2단계로 교체하

는 등의 대책을 세워 정 도를 확

보하여야 한다. 계량이 끝난 아스

팔트는 계량조에서 분사 펌프로 믹

서 안쪽에 분사하게 되며, 이 때 

노즐에 분사 직후에 찌꺼기가 묻어 

있지 않도록 설계가 되어 있어야 

한다.

리턴

아스팔트

실린더

계량조

보온재

밸브

분사펌프

실린더
교체밸브

노즐

믹서

리턴

아스팔트

실린더

계량조

보온재

밸브

분사펌프

실린더
교체밸브

노즐

믹서

◦ 정하중 검사의 경우는 자체 분동

(표준추)의 교정에 의해 내부규정

에 의한 교정 및 외부기관의 교정

으로 관리를 하며 검사의 필증은 

정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 로드셀은 아스콘 제조설비 중 가장 

중요하며 수시로 체크(저항값)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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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사항

생산자의 오류를 없도록 철저한 관

리가 필요하다.

◦ 각 재료별 계량장치의 교정주기를 

확인하고 기간 내에 교정을 실시하

고 관리하는지 확인한다.

2.2.10 운전실

< 운전실 내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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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

점검

사항

해설

◦ 기계에 입력된 현장배합표대로 생

산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운전실에

서 직접 입력하는 경우와 시험실에

서 네트워크로 운전실 기계와 연결

된 컴퓨터로 현장배합표를 입력하

는 경우 모두 다 현장배합표가 운

전실 내에 보관되고 있으며 생산 

중에 현장배합표와 비교하면서 제

대로 생산되는지 모니터링하여야 

한다. 확인은 슈퍼프린트 출력물과 

현장배합표를 비교한다.

◦ 운전실은 생산공정에 대한 통제가 

이뤄지는 공간으로서 각종 모니터

를 통한 공정의 확인 및 무선으로 

생산보조자와의 연락으로 연속적인 

공정이 이뤄지도록 노력하여야 하

며, 믹서 내부 및 부하상태를 지속

적으로 확인하여 시험실(검사실)과 

유기적인 연락체계를 갖추어야 한

다.

◦ 운전실은 청결상태의 유지로 양질

의 제품의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

는 공간의 제공 및 각종 계기판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상태를 유

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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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장배합 결정 순

 (1) 마샬 시험에 의한 실내 배합설계

를 근거로 콜드빈 골재의 배합을 

결정한다.

 (2) 콜드빈 피더(feeder)를 골재 토출

량관계에 따라 세팅한다.

 (3) 각 피이더에서 골재를 유출하고, 

드라이어를 지나 하트빈에 도달한 

하트빈에서 시료를 채취하고, 각 빈 

골재의 체가름시험을 실시한다.

 (4) 실내 배합의 합성입도를 목표로 

하트빈 골재의 배합율을 구한다.

 (5) 각 빈 골재의 1배치당 중량을 누

계 배합으로 결정한다. 단, 아스

팔트 및 석분은 별도 계량한다.

② 골재를 콜드빈(Cold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변화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골재의 배합에 따라 일정량의 골

재를 공급하게 되는데, 유량 조절 

방식은 콜드게이트의 열림, 슈트의 

왕복회수, 컨베이어의 회전수, 진

동수 등의 방법으로 조절하게 된

다. 공장마다 공급방식이 다르므로 

각 방식에 따른 입도시험을 실시

하여야 한다. 입도시험 결과를 기

록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현장배합에 반 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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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골재를 핫빈(Hot bin)에서 채취하여 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

고 입도변화에 따른 하트빈별 배합비를 보정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입도시험 결과를 기록으로 유지하

고 있는지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④ 하트빈, 드라이어 출구, 아스팔트 저장소에 부착된 자기온도계는 

정상적이며 교정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점검

사항

◦ 온도계의 정상가동 여부는 자동기

록지에 측정된 값으로 확인하며, 

교정이 적절한 시기에 주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 자기온도계에 대해 관리번호가 부

여되어 있고, 부착된 자기온도계와 

보관하고 있는 자기온도계 교정관

리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

⑤ 골재 공급상태는 모니터로 확인이 되는가?

점검

사항

◦ 골재의 공급상태가 운전실에서 모

니터로 확인이 가능한지 확인한다.

◦ 골재 공급에 이상이 있을 경우 운

전실에서 적절한 조치가 가능한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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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계량기별로 하중검사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년 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주기적으로 실시한 하중검사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

다.

⑦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 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주기적으로 교정검사한 결과에 따라 보정값을 반 한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⑧ 계량정도는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 계량되고 작동

상태는 정상적인가?

점검

사항

◦ 아스콘에 대한 재료별 계량오차는 KS규격에서 정하고 있지

는 않으나, 자체 내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허용범위 이내로 

계량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 각 재료별로 계량하고 있는 양을 자동기록장치에 있는 수치

와 배합표상의 수치를 비교하여 오차율을 계산하여 허용범위 

이내인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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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계량조에서 믹서로 배출 후 0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계량기기의 관리는 정하중, 동하중, 계량정 도, 0점관리 등

을 지속적으로 하여야 하며 이는 생산 중일 때 확인이 가능

하며 운전실에서 계량조에서 믹서로 배출된 후에 0점 관리여

부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 각 계량조에서 믹서로 재료가 배출되는 시점에서 0점이 되고 

있는지 확인한다. 이는 기록지에 남지 않으므로 운전실에서 

육안으로 직접 확인해야 한다.

◦ 0점이 되지 않고 다음 계량이 이뤄지면 재료별 허용범위를 

넘을 수도 있으며, 믹서로 배출되지 않은 재료의 누적은 품

질에 향을 미치게 되므로 조치가 필요하다. 각 재료별 허

용범위는 내규에 정하고 있으므로 관련문서를 확인한다.



2. 공장점검 길라잡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111

①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시험결과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는 첫 

단계라 할 만큼 중요한 사항이며, 교정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시

험기구를 이용한 시험결과의 시방배합 반 은 아스콘 품질 저하

에도 향을 주게 된다.

◦ 시험실에 비치되어 있는 시험기구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기

구별로 교정주기를 설정하고 규정대로 교정을 실시하고 있는

지 확인한다.

2.2.11 시험실

< 시험실 전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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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정주기는 사용빈도별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교정을 

받은 기구가 시험에 되고 있는지도 확인한다. 간혹 보관용만 

교정을 받는 경우가 발생한다.

◦ 교정 주기의 확인 및 교정성적서, 교정필증의 부착 등을 확

인한다.

②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마모시험기 철구

무게, 체가름시험기 고정상태, 다짐시험기 받침, 항온수조 온도 등)

점검

사항

◦ 시험실의 시험기구는 적당한 위치

에 시험을 할 수 있도록 설치되어

야 하며 가동시에 작동이 정상적인

지 육안으로 확인하고 결과값이 제

대로 나오는지 직접 시험을 통하여 

시험자의 능력까지 확인해 본다.

◦ 마모시험기 철구가 구의 형태를 잘 

유지하고 있는지(심하게 닳지는 않

았는지?), 체가름시험기가 바닥에 

단단하게 고정되어 있는지, 다짐시

험기의 받침상태가 정상적인지를 

확인한다.

③ 공장품질관리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

을 숙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시험결과 값에 대한 이해도와 활용도 

등에 대해 공장품질관리자의 숙지여부를 확인하고 시험과정

에 대한 숙지여부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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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검시 해당 품질검사의 원재료, 공정, 최종검사 등의 방법, 

주기, 데이터의 활용성 등을 질문하여 숙지여부를 확인한다.

① 아스콘 생산시 플랜트에 공장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 원재료부터 최종제품의 출하시까지 최소 1명 이상의 품질관

리자가 상주하여 품질관리를 주도적으로 실시하여 레미콘 

품질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현장배합, 시방배합, 재배합 승인 등에 대한 기록물을 확인

하고, 자재의 자체시험 등에 대한 이행 사항도 기록으로 확

인한다.

◦ 생산 중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한 방

법도 확인한다.

◦ 점검시 공장내 품질관리 직원의 상주 여부(품질관리 업무 

수행 여부)를 확인한다.

② 아스콘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검사 등 품질시험을 실시

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각종 검사항목에 대하여 주기적(KS관리수준 이상)으로 검사

를 실시하여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 품질관련 기록 확인(제품검사 성적서등)한다.

2.2.12 품질관리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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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자체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아스콘에서 골재가 차지하는 비율은 부피의 약 75%이상이 되

므로 골재의 품질과 입도는 포장의 성패에 큰 향을 준다. 골

재의 성질을 시험하여 포장재료로서의 적부를 결정하는 일은 

포설 후 시험을 실시하는 것 또한 그 이상 중요한 일이다.

배합설계를 실시하기 위해 기본이 되는 골재의 입도를 알기 위

해 골재의 체가름 시험(KS F 2502)이 필요하며, 골재에 부착되

어 있거나 흡수되어 있는 수분 상태를 알기 위한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험(KS F 2503),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 시

험(KS F 2504)이 있으며, 골재를 계량하기 위해서 골재의 단위

용적 중량 시험, 마모에 대한 충분한 저항력을 알기 위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로스앤젤스 마모시험기에 의한)(KS F 2508)이 

있다.

◦ 위에서 나열된 골재시험 항목에 대한 실시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험결과를 비롯한 원시데이터(Rawdata)도 확인하여 실

제로 시험을 하 는지 확인한다.

◦ 시험결과를 체계적으로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시험결과

에 따른 품질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점검한다.

④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원재료의 규정에 따른 검사 및 양질의 자재에 대한 평가 등

을 수시로 실시하여야하며 반입시의 품종별, 제조사별 식별

관리 등이 필요하다.

◦ 원자재에 대해 감독자의 승인여부를 기록으로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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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원 승인시의 원자재의 변동을 확인하며 품질시험(입도, 

조립율, 마모)을  실시하고 기록이 있는지 확인한다.

⑤ 아스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

합을 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실내배합에서 설계된 배합을 토대로 현장배합(플랜트 배합)을 

설정하고 시험혼합을 하여 혼합물 품질을 확인한 후에 현장배

합을 결정하는데, 시험혼합 후 채취한 핫빈 골재로 시험하며, 

시험혼합에서 결정할 항목은 골재입도, 혼합비율, 혼합상태, 혼

합온도, 혼합물 관찰 등을 하여 기준값과 일치할 경우 현장배합

을 결정하고 일치하지 않을 경우 실내배합을 재실시하여 기준

값과 일치할 때까지 반복하여야 한다.

◦ 기준값(실내배합)과 일치하는 경우와 일치하지 않은 경우에 

대한 기록과 조치내용이 있는지 확인한다.

⑥ 아스팔트의 시험항목에 대하여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는 관리되고 

있으며, 월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전문

기관의 의한 시험(침입도 등)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해설

점검

사항

아스팔트의 시험으로는 도 및 상대 도시험(KS M 2002), 침

입도 시험(KS M 2252), 신도 시험(KS M 2254), 점도 시험(KS 

M 2013) 등이 있으며, 자체적으로 어떤 시험을 할지 정하고 품

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 자체적으로 시험을 진행할 경우 기록을 유지하고 있는지 확

인하고,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로 대체할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시험한 결과에 대한 성적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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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을 외부에 의뢰할 경우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발행한 

시험성적서를 유지하고 있는지 확인한다.

⑦ 채움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재료 입고

시마다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해설

점검

사항

채움재는 석회석 분말 또는 화성암류를 분쇄한 것이며, 조세골

재의 간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하며 또한 아스팔트 등 결합재와 

일체가 되어 혼합물의 성질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사용되는 재

료이다. 채움재는 일반적으로 고울수록 좋으며, 함수량 1.0%이

하의 고운 입자가 뭉쳐 있는 것이 없어야 한다. 

◦ 채움재 반입대장(자재관리 일지 등)을 확인하여 채움재의 비중시

험 등에 대한 결과를 확인하고 기록유지하고 있는지 점검한다.

⑧ 믹서의 혼합조건(혼합량, 혼합시간, 혼합온도), 혼합성능을 정하는 

시험혼합을 실시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최적혼합시간은 사용하는 플랜트 및 혼합물 등에 의해 결정된

다. 보통은 아스팔트가 골재를 완전히 피복하는 최소시간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세골재가 많은 혼합물이나 흡수량

이 높은 골재를 사용하는 경우는 혼합시간을 약간 길게 한다.

◦ 믹서의 혼합시간의 일례

 (1) 골재투입       2~7초

 (2) 드라이 믹싱   5~10초

 (3) 웨트믹싱     30~40초

 (4) 배 출          3~8초

---------------------------------------

              계 40~65초



2. 공장점검 길라잡이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117

⑨ ⑧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혼합조건을 준수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생산기록지에서 믹서의 혼합시간의 규정대로 지켜지고 있는

지 확인한다.

◦ 혼합시간의 판넬 입력 확인 및 스톱워치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확인한다.

◦ 운전실의 모니터를 확인(혼입량, 혼합시간(젖은비빔, 마른비

빔), 제품온도)한다.

⑩ 채움재의 반입량, 반입일 등은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점검

사항

◦ 채움재 반입대장(자재관리 일지 등)을 확인하여 반입량, 반

입일 등을 기록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오래된 재료가 사용되

지 않는지 확인한다.

① 기타 품질관리에 향을 미치는 사항

점검

사항

◦ 점검자가 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

항들에 대해 기술한다.

종합

의견

◦ 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공장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결과에 

대한 의견을 기술하고, 일부 부족한 사항들이 있을 경우 자

재 생산 전까지 조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관련 근거를 기록

해 둔다.

2.2.13 기타



(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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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품질관리 관련 FAQ

(1)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의 정기점검 적용대상

질의 : 민간건설공사의 경우에도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의 정기점

검 대상이 되는지 여부

답변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3조제2호 및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발주청이 발주

한 건설공사로서 레미콘 또는 아스콘의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

으며,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는 정기점검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민간 건설공사라 하더라도 정기점검을 실시하는 것을 

조건으로 레미콘이나 아스콘 공급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동 지침

과 무관하게 자율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음

(2)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의 사전점검 적용대상

질의 : 레미콘이나 아스콘의 품질확보를 위한 사전점검의 적용대상

답변 :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제3조제1호 및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레미콘 또는 아스콘의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발주청 

또는 민간이 발주한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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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목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총공사비의 정의

질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 규정의 총공사비는 설

계금액인지 또는 낙찰받은 도급금액인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의 총공사비는 공사예정금

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으로서 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하며, 여기서 

공사예정금액 결정의 근거가 되는 금액이란 조달청 계약인 경우 

조달청 조사가격을 기준으로 작성된 금액으로서 동 금액이 품질관

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의 수립기준이 되는 총공사비임

(4) 제목 :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에서 

연면적 산정방법

질의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 대상공사의 기준에서 연면적 산정방법

답변 : 연면적이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의 규정에 따라 하나의 건축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로서 지하층면적 포함, 하나의 건축물이라 

함은 여러 개의 건축물이 지하주차장 등으로 구조적으로 연결된 

경우 하나의 건축물로 보며, 구조적으로 분리된 건축물의 연면적

은 여러 개의 건축물 중 연면적이 가장 큰 건축물의 연면적으로 

산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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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제목 : 민간아파트 건설공사도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하여야 하는지 여부

질의 : 전면책임감리대상 건설공사가 아닌 민간아파트 건설공사도 품질관

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거 “제50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전면책임감리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 

5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책임감리는 동법 제2조제5호의 규정

에 의거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

금의 2분의 1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의 장 등이 발주한 건설공사인 경우에 해당되며, 민간업체가 

발주한 아파트신축공사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다만, 다중이용

건축물(아파트의 경우 16층 이상)로서 바닥총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제2호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관리계획 수립대상공사에 해당됨

(6) 제목 : 엔지니어링활동주체의 품질시험․검사

질의 :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되지 아니한 엔지니어링활동주체가 품

질시험․검사를 대행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건설공사의 품질관리에 따른 시험․검사의 대행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국․공립시

험기관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자가 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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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제목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공사금액 기준

질의 : 장기계속공사에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함에 있

어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이 차수별 계약금액 기준인지 아니면 총

공사 부기금액 기준인지 여부

답변 : 건설공사에 있어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대상공사의 범위는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1조의 품질관

리계획 등 수립대상공사의 범위에 따라야 하며, 여기서 공사규모

에 따른 대상공사의 범위의 기준이 되는 공사금액은 차수별 계약

금액이 아닌 총공사비(총공사 부기금액을 낙착률로 나눈 금액)를 

적용함.

(8) 제목 : 품질관리자 자격인정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정의

질의 : 건설공사 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범위에서 건설

공사업무를 수행한 자의 정의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제2호 품질관리자의 자격인정

범위에서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라 함은 동법 시행령 별표 1의 

제1호 비고 다목에 명시된 바와 같이 건설관련 해당분야에서 계

획, 설계, 조사, 시험, 감독, 유지관리, 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 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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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제목 : 품질관리자의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인정

질의 :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이전의 경력 인정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1의 건설공사 품질관리를 위한 

시설 및 품질관리자 배치기준에 의하여 건설현장에 배치되는 품

질관리자가 기술자격자인 경우 기술자격 취득 이전의 경력은 건

설기술인력의 경력인정 방법 및 절차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제

2005-248호)에 따라 80%를 인정하여 기술자격 취득 후의 경력과 

합산하여 적용함

(10) 제목 : 통합품질관리가 가능한 건설공사의 범위

질의 : 통합품질관리를 할 수 있는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한 건설현장이란 

어떤 경우를 의미하는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통합

품질관리는 당해 건설공사의 발주청(공공공사의 경우) 또는 인․허

가 행정기관(민간공사의 경우)이 동일하고, 또한 시공사가 동일한 

건설공사인 경우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공종이 유사하고 인접한 건설현장을 통합하여 품질관리를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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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제목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 빈도

질의 : 콘크리트(레미콘) 압축강도시험을 하는 경우 시험빈도

답변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기준은 건설

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품

질시험기준에 명시되어 있는 바, 콘크리트(레미콘)에 대하여는 시

험빈도를 1일 타설량이 150㎥ 미만인 경우 1일 타설량 마다, 1일 

타설량이 150㎥ 이상인 경우 150㎥ 마다 KS F 4009에서 정한 시

험종목으로 시험하여 품질을 확인하도록 하고 있음. 다만, 동 별표 

비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종류, 규모, 현지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빈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2) 제목 : 콘크리트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 갯수

질의 : 콘크리트(레미콘) 압축강도시험을 하는 경우 150세제곱미터마다 

몇 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하는지

답변 :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하는 목적은 당해 공사설계조건 등에 만족

하는 품질을 가진 재료 등을 사용하여 당해공사를 성공적으로 완

수하기 위한 것으로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또는 재료에 대한 

품질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의4 제1항 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라야 할 것임. 동기준에 의하면 콘

크리트(레미콘)에 대하여는 품질확인을 위한 시험빈도, 즉 검사로

트가 150세제곱미터가 되는 것이며, 이때의 품질 규정은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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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9에서 정한 바와 같이 3회의 강도시험 즉, 9개의 공시체에 대

한 시험으로 품질 요구조건에 만족하는 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것

임. 다만, 동 별표 비고에 명시된 바와 같이 발주청 또는 인허가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종류, 규모, 현지

실정 등을 감안하여 시험빈도(검사로트)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13) 제목 : 버림 콘크리트 품질시험

질의 : 버림 콘크리트도 품질시험을 해야 하는지 여부

답변 :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공종 및 재료에 대하여 품질확인을 위한 일반

적인 시험(검사)방법, 종목, 빈도를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5

조의4제1항 관련 [별표 10]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으로 정하고 있으

며, 동 기준은 사용공종 또는 재료의 용도, 중요성 등을 들어 시험기

준으로 정한 것이 아니므로 버림 콘크리트도 ‘굳지 아니한 콘크리

트(레미콘 포함)’에서 정한 바와 같이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함

(14) 제목 :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 입회가능 여부

질의 :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시험의 적정성 여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회 가능한지 여부

답변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품질시험을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한 경우 발주자 등은 품질시험을 적정하게 

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할 목적으로 시험과정에 입회할 수 있음



(빈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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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562호(’06. 12. 27. 제정)

건설교통부고시 제2007-524호(’07. 11. 28. 개정)

제1조(목적) 본 지침은 「건설기술관리법」제24조의2의 규정에 의거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이하 “레미콘”이라 한다) 및 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이하 “아스콘”이라 한다)을 생산․공급 및 사용함에 있어 부실

시공을 방지하고 품질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

다.

  1. “건설공사”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

한 건설공사를 말한다.

  2. “발주청”이라 함은 「건설기술관리법」(이하 “건기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서 규정한 기관을 말한다.

  3. “품질관리”라 함은 건기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 건설공사의 시공 및 사용자재에 대

한 품질시험․검사업무와 품질관리활동 업무 전반을 말한다.

  4. “감독자”라 함은 건기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청의 장이 

임명한 자 및 건기법․주택법․건축법에 의해 건설공사의 감리업

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자재”라 함은 레미콘 또는 아스콘을 말한다.

  6. “생산자”라 함은 자재를 생산하여 건설공사 현장에 공급하는 자 

및 이에 소속된 기술자를 말한다.

  7. “수요자”라 함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건설업자 및 주택건

설등록업자와 그에 소속된 품질관리자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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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공급원 승인권자”라 함은 자재를 공급받아 사용하는 수요자가 

신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승인 권한을 갖는 발주청 

또는 감독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건기법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품질

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수립대상인 건설공사 중 자재를 사용

하는 건설공사에 적용하며, 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의 적용대

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전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1,000㎥ 이상, 아스콘 2,000톤 

이상인 건설공사에 적용한다.

  2. 정기점검은 자재 총설계량이 레미콘 3,000㎥ 이상, 아스콘 5,000톤 

이상인 건설공사 중 발주청이 발주한 공사에 적용한다. 다만, 발

주청이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여부를 판단하여 특별히 정

기점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생략할 수 있다.

  3. 특별점검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가.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자재 사용량과 구조물의 중요

성, 자재의 배합설계내용, 자재공급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하여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나. 수요자가 불량자재 공급 등으로 사회적 물의가 야기된 지역 소

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야 하는 경우로서 발주청 또

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공급원 승인권자가 감독자 또는 수요자로부터 생산자의 불량 

자재 폐기사실이 허위임을 통보받은 경우

   라. 발주청이 자체공사에 대한 시공실태 점검결과 자재의 품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등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 기타 자재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성실의무) ① 생산자는 부실공사를 방지

하기 위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 등의 공장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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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요자, 공급원 승인권자, 감독자는 불량자재가 반입되지 않도록 

자재의 생산․공급 및 시공과정에 대하여 법령 등에서 정한 사항에 

따라 성실하게 품질관리 업무를 이행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

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자재공급공장의 사전점검) ① 수요자는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

는 공장을 선정하고자 할 때는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자재공급원 승

인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요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감독자 및 수요자로 

하여금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공장 사전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

서식의 아스콘공장 사전점검표에 따라 공장을 점검토록 하고 그 결

과를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시 감독자와 

수요자가 사전에 점검하여 그 결과보고서가 첨부된 경우는 제외한다.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보고받은 내용을 검토하여 공사시방 규정에 

적합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하여 자재공급원을 승인하

여야 하며, 자재공급원 승인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확히 

하여 수요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자재공급원 승인과 관련하여 보고받은 내용을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

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자재공급공장의 정기점검) ① 수요자는 당해 건설공사 현장에 

자재를 납품하는 공장에 대하여 감독자와 별지 제1호서식의 레미콘

공장 정기점검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아스콘공장 정기점검표에 

의거 반기별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불량자재 생산을 예방

하고, 감독자는 점검결과를 발주청 및 공급원 승인권자에게 보고하

여야 한다.

  ②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제

1항에 따른 정기점검 중 연 1회는 감독자 및 수요자와 합동으로 정

기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결과는 공장별로 기록․정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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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하여 사후 자재공급원 승인업무 또는 공장 지도점검에 활

용할 수 있다.

  ③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1항에 의거 감독자가 보고한 정기점검 결

과를 공장별로 정리하여 반기별로 별지 제7호 서식에 의거 건설교

통부장관에게 보고(7월말, 익년 1월말)하여야 한다.

제7조(자재공급원 승인 등)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수요자가 요청한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한 후 공

급원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감독자가 보고한 

점검표의 내용을 검토․확인하여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

부를 판단

  2.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사전점검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다음 각 목

에 대한 사항을 서면검토 후 적정한 품질관리가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하고 필요시 시험 또는 확인

   가. KS규격 표시인증 공장여부 또는 적정 품질관리 가능 여부

   나. 공장의 제조설비 및 기술인력, 시험장비 등 자재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사항

   다. 현장까지의 운반거리 및 운반시간을 고려한 자재의 품질변화 

가능성(초기경화 진행, 온도저하 등)

   라. 사용 가능한 플랜트 믹서 및 운반차의 형식․용량․대수

   마. 폐자재 재생설비 구비 또는 적정 처리계획 여부

   바. 골재의 종류 및 규격별 품질시험 성적서 내용과 시방규정과 부

합여부

    (1) 레미콘 : 도 및 흡수율, 조립률, 마모율, 유기불순물, 염분함

유량, 입도 등

    (2) 아스콘 : 도 및 흡수율, 마모율, 입도, 편장석율 등

   사. 생산자재에 대하여 공장에서 즉시 품질확인이 가능한지 여부

    (1) 레미콘 : 공기량, 슬럼프, 염화물함량,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

    (2) 아스콘 :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역청함유량, 입자피

막정도, 혼합물온도, 골재간극률, 일일 현장 배합설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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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골재원에 관한 사항(위치, 공급규격, 공급가능 물량 등)을 확인

하여 배합설계를 실시한 골재와 동일한 골재를 계속 사용 가능

한지 여부

  ② 수요자는 생산자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

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공급원 승인권자는 다

음의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할 수 있다

  1.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2. 공장 점검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

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3. 기타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③ 수요자로부터 자재공급원 승인신청을 받은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

1항에서 규정한 사항이 확인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

에 승인 여부를 회신하고,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관급자재의 품질관리 등) 발주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용

될 자재가 관급인 경우에는 이 지침에 준하여 정기점검 등 품질관

리를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그 사

유를 명시하여 조달청에 관급자재를 공급하는 생산자 변경 등 필요

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1. 제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

  2. 단 구간 또는 단일 구조물에 사용되는 자재가 다수의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급받아 향후 하자관계가 불분명해 질 우려가 있을 때

  3. 가까운 곳에 생산자가 있음에도 장거리 생산자로부터 자재를 공

급받는 경우로서 품질관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제9조(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 ① 감독자 또는 수요자는 자재를 생

산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공장을 점검하여 불량자

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지도할 수 있다.

  1. 각종 생산설비의 정상적 작동 여부

  2. 골재(모래, 자갈) 등 원자재에 대한 품질의 적합성 여부(골재의 품

질시험과 일일배합수정 등에 대한 확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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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일골재(품질, 형상 등)로 지속적인 사용가능(물량확보) 여부

  4. 생산능력, 배차간격, 차량대수, 운반시간의 검토

  5. 품질시험․검사를 할 수 있는 시험장비 및 기술인력의 준비 여부

  ② 감독자 또는 수요자가 제1항에 의한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을 실

시하여 품질확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정을 요구

할 수 있으며, 생산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

다.

  ③ 수요자는 생산자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품질

관리 지도점검 방법, 점검자(감독자, 수요자, 발주청 등 포함), 점검

횟수, 생산자 책임 및 의무 등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

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0조(시공 품질관리 시험․검사 등) ① 수요자는 레미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토록 하여야 한다.

  1. 슬럼프

  2. 공기량

  3. 염화물 함량

  4. 강도(재령 28일 강도를 원칙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 특별히 정한 

경우는 시방서에 따름)

  5. 시험빈도(횟수)는 배합종류별, 구조물별 1일 타설량 150㎥마다 1

회의 비율로 하여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다만 강도에 대한 검

사는 1롯트(피검사 구조물대상 기준)당 최소 3회(3조=공시체 9개)

의 시험결과치로 합․불합격을 판단해야 하며, 검사롯트의 구분은 

구조물 위치별, 부위별 및 일일타설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수요자

가 검사계획서(검사롯트의 결정)를 수립하고 콘크리트를 타설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기타 구체적 품질검사방법 등

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정한 방법에 따름

  6. 일일 현장 배합표의 확인

  7.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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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수요자는 아스콘이 현장에 반입되면 다음 각 호의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모든 시험과정은 감독자가 입회 또는 확인

토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는 임시포장 또는 1일 포설

량이 100톤 이하인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 생략하거나 

빈도를 조정할 수 있다.

  1. 운반차별 혼합물 온도

  2. 마샬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 1일 1회 이상

  3.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 1일 1회 이상

  4. 포설두께 및 도측정 : 1일 1회 이상, 포설 1층당 30ａ당

  5. 혼합물 생산기록지 확인(계량오차) 등

  6. 기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품질시험 항목에 대한 검사

  ③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현장에 반입되면 납품서의 다음 각 호

의 사항을 확인 또는 기재하여야 한다.

  1. 운반차 번호

  2. 출발시각 및 도착시각

  3. 규격 및 용적

  4. 인수자

  5. 기타 지정사항 등

  ④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가 공사현장에 반입되어 시공완료가 될 

때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를 기록, 비치하여야 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현장반입 자재의 품질시험․검사

성과는 별지 제5호서식의 품질시험․검사현황 또는 책임감리업무수

행지침서에 의한 품질시험․검사현황 서식에 의하여 기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제11조(특별점검의 실시 방법 등) ① 제3조제3호의 특별점검은 발주

청 또는 공급원 승인권자가 필요시 감독자, 수요자 등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운 한다.

  ② 특별점검에 필요한 점검방법, 점검서식 등은 사전점검 및 정기점

검을 준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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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공급원 승인권자는 특별점검 실시결과 품질관리에 중대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있거나 우려가 되는 경우에는 자재공급을 일

시 중단토록 하거나 자재공급원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2조(점검결과에 대한 조치) ① 공급원 승인권자는 사전점검 및 정

기점검, 특별점검, 일일 공장품질관리 지도점검시 지적된 사항에 대

하여 생산자로 하여금 시정토록 요구하여야 하며, 생산자가 이를 이

행하지 않는 경우 품질에 향을 미치는 정도를 감안하여 자재공급

원 승인거부, 자재공급 일시중단, 자재공급원 승인취소 등 적정한 조

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공급원 승인권자는 제1항의 점검시 지적내용이 KS표시인증 심사

기준에 관련된 근원적 사항으로서 공급원 승인취소 사유에 해당되

는 경우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기록물 보관 의무 등) ① 감독자와 수요자는 자재의 시공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건설공사 현장에 비치하고 발주청 또

는 관계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준공

한 때는 감리전문회사 및 시공사가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관

계법령 및 계약내용 등에 서류의 비치 및 보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에 따를 수 있다

  1. 자재공급원 승인 관련 서류

  2. 자재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3. 자재 품질시험․검사대장

  ② 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책임감리업무수행지침서의 서

류와 중복되는 경우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감독자와 수요자는 제1항의 서류가 건설공사 준공시 발주청에 인

계할 문서의 목록에 포함할지 여부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성하고 

협의된 내용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불량 자재의 처리 등) ① 감독자와 수요자는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량자재가 발생한 경우 즉시 반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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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Slump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2. 공기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3. 염화물함량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4. 레미콘 생산 후 KS F 4009 규정시간을 경과하는 경우

  5. 아스콘 온도측정 결과 기준온도에 미달될 경우

  6. 마샬 안정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7. 역청함유량 및 추출입도 측정결과 기준에 벗어나는 경우

  8. 재료 분리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9. 기타 불량자재 사용으로 향후 하자발생이 예상되는 등 품질관리

상 사용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② 감독자와 수요자는 반품한 자재가 다른 현장에서 사용되지 않도

록 별지 제6호서식의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생산자에게 징구하여 

준공시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③ 생산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를 제출한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사준공 후 5년간 비치하고 불량자재

가 유통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불량자재폐기 확인 및 기록유지

  2. 불량자재의 발생원인 분석, 재발방지 대책 및 기록

  ④ 공급원 승인권자는 생산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원 등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에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⑤ 불량자재가 사용되어 시공된 부위는 재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정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구조물의 안

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명된 경우는 그 결과에 따를 수 있다.

부    칙

  이 지침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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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명
(대표 :                )

점검

일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 검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운반가능

시간

타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인증 □ 인증 □ 미인증

일최대

생산량
   ㎥/일

전년도 

생산량
㎥/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레미콘

재생설비
□ 구비 □ 미구비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적  정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

시험

기술자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별지 제1호서식]

레미콘공장 사전(정기)점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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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골재

저장

설비

1. 우수, 빙설, 직사광선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막이가 설치되어 있는가?

5. 1일 최대출하량 이상을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이 표시되어 있는가?

6. 함수율 관리를 위한 살수장치가 설치되

어 있는가(하절기)?

옥외

시험 

및 

검사

1. 레미콘의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 품질시험을 실시한 결과는 적정한가?

2. 운반차의 드럼내 잔수를 폐레미콘 재생

설비에서 제거후 레미콘을 적재하고 있는가?

시멘트

저장

설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혼화

재료

저장

설비

1. 혼화제는 직사광선, 동해 또는 우수의 침

입에 의해 변질되지 않도록 저장되어 있

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하고 있는가?

3. 혼화제는 희석시 침전되지 않도록 교반기를 

설치하고 가동되는가?

4. 혼화재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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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운반

장치

1. 골재 저장장치 하부 개폐장치가 닫힌 상

태에서 belt conveyer 부분으로 우수 등이 

침투되어 누수되는 곳은 없는가(포화상태

의 골재 투입여부 확인)?

2. 조․세골재 운반용 belt conveyer 등 시

설이 파손되어 운반중 재료손실이 발생할 

부분은 없는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호되어 있는가?

회수수 

처리

시설 

및 

폐레

미콘 

처리

시설

1. 회수수를 집수하기 위한 시설주변에 이

물질 등이 투입될 가능성은 없는가?

2. 회수수 탱크 내 불순물은 없으며, 교반기

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가?

3. 폐레미콘 처리시설이 설치되어 있고 적정

하게 가동하여 사용하고 있는가? 

믹서 

등 

기계

장치

1. 교반날개 끝부분과 믹서내벽과의 간격이 

20㎜ 이하인가?

2. 믹서 및 호퍼에서 재료의 누출은 없는가?

3. 점검구는 개폐가 용이한가?

4. 시멘트, 물, 골재, 혼화재료 계량장치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5. 기계실내 누유, 누수 등이 발생하여 믹서

내로 투입되는 곳은 없는가? 

운전

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

2. 잔골재 표면수율(일2회 이상), 굵은골재 

표면수율(일1회 이상), 골재입도(일1회 이

상)를 측정하여 현장배합으로 보정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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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3. 원자재의 도변화, 골재의 조립율 변동 

등 변화에 따라 시방배합을 보정하고 

있는가?

4. 배합전 모르타르로 믹서를 가동시킨 기

록을 유지하고 있는가?

5. 계량조에는 믹서로 배출 후 0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6.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

하고 있는가?

7.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위 내에서 

계량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가?

8. 정하중검사(년2회 이상), 동하중검사(주1

회 이상)를 실시하고 있는가?

시험

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

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

상적인가? (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

시험기 고정상태, 항온수조 온도 등)

3. 공장품질관리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

는가?

품질

관리 

기록 

등

1. 레미콘 생산시 플랜트에 공장품질관리 

직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상시 레미콘의 압축강도, 슬럼프,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

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3. 유해불순물 제거 및 마모율, 입도, 도 

등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정기적(월1회 

이상)으로 자체 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필요시 기록내용 확인

을 위한 시험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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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배합설계를 실시한 동일한 골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골재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가?

6. 시멘트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사의 

시험성적서를 관리하고, 월 1회 이상 자

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분말도)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에 대해 

제조사 시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기법상 품질

검사전문기관에 의한 시험(강열감량, 분말도)

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8. 혼화재(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팽창재, 

실리카퓸) 사용시 사전에 구입자의 승인

을 얻었는가?

9. 혼화재료의 반입시기를 기록하고 유지하

고 있는가?

10. 혼화제 저장설비에 대해 주기적으로 청

소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1. 믹서의 혼합시간 결정시험은 제대로 하

고 있는가?

12. 11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믹서의 혼합

시간을 규정대로 지키고 있는가?(생산기

록지 확인)

13. 사용수(년1회 이상)와 회수수(월 1회 이

상)의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

하고 있는가?

14. 회수수 탱크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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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15. 혼합골재를 사용하는 경우 혼합하는 골

재의 종류, 혼합비율, 혼합방법을 명시하

고 정기적으로(월1회 이상)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6.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에 대한 성능시

험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

하고 있는가?

17. 운반차(트럭 애지테이터)의 운전요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18. 원자재 및 제품 품질시험 등은 Raw 

data(원시데이터) 관리가 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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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장 명
(대표 :                )

점검

일자
    년   월   일

공장위치
      시(도)     군      면(동)

      리     번지
공사명

점 검 자

(발주청

 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감독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점 검 자

(시공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수 검 자

(공장관계자)
 소속              직위(급)          성명          서명

운반가능

시간

포설 현장까지의 거리/시간

 (    )km / (   )분
KS인증 □ 인증 □ 미인증

일최대

생산량
   톤/일

전년도 

생산량
톤/년

운반시설

형식 :

용량 :

대수 :

폐아미콘

재생설비 

구비 또는

처리계획 

적정여부

 □ 구비 또는 적정

 □ 미구비 또는 부적정

  - 부적정 사유 기재

중요시험설비 

비치 및 관리 

상태

 □ 적  정

 □ 부적정

   - 부적정 사유기재

품질

시험

기술자

 성  명  : 

 자격보유종목 : 

 교육이수 현황

   - 이수교육명 

   - 교육기관 및 기간

[별지 제2호서식]

아스콘공장 사전(정기) 점검표



[부록]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143

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골재

저장

설비

1. 우수, 빙설에 보호될 수 있는 시설이 설

치되어 있는가?

2. 적당한 배수시설이 설치되어 있는가?

3. 바닥은 토사가 골재에 혼입되지 않도록 

콘크리트 등 강성 바닥으로 되어 있는가?

4. 규격별 골재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칸

막이 설치는 적정한가?

5. 1일 최대생산량 이상을 충족하도록 골재

를 저장할 수 있으며, 규격별로 저장용량

이 표시되어 있는가?

아스

팔트

저장

설비

1.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

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며 식별표시하

고 있는가?

채 움 

재

저장

설비

1. 사일로는 방습을 위한 보호시설이 되어 

있는가?

2. 종류별․제조사별로 보관하고 식별표시는 

되어 있는가?

3. 투입구는 풍화 방지를 위한 장치가 되어 

있는가?

콜드

빈

(Cold 

bin)

1. 콜드빈 유출량(하트빈 골재사용) 시험을 

골재 변경시 또는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하는가?(보정 포함)

2. 골재공급시 이물질 등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고 관리하는가?

3. 옥외에 설치된 운반장치는 우수로부터 보

호되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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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드라

이어 

및 

스크린

1. 드라이어 출구에 부착된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2. 예비 스크린은 종류별로 보유하고 관리되

고 있는가?

하트

빈

(Hot 

bin)

1. 각 빈에 시료 채취장치를 설치하고 있는

가?

2. Overflow pipe가 설치되어 있는가?

3. 자기온도계에는 교정필증이 부착되어 있

는가?

믹서

1. 출구 부분에서 재료나 혼합물이 새는 경

우는 없는가?

2. 믹서 내부로 구리스, 오일 등 이물질의 

혼입 요인은 없는가?

계량

장치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계량장치에 교정필

증이 부착되어 있는가?

운전

실

1. 입력한 배합대로 생산하고 현장배합표와 

일치하는가?

2. 골재를 콜드빈(cold bin)에서 채취하여 

일1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 

변화에 따른 보정을 실시하고 있는가?

3. 골재를 하트빈(hot bin)에서 채취하여 일1

회 이상 입도시험을 실시하고 입도변화에 

따른 하트빈별 배합비를 보정하고 있는

가?

4. 하트빈, 드라이어 출구, 아스팔트 저장소

에 부착된 자기온도계는 정상적이며 교정

검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는가?



[부록]

           레미콘․아스콘 품질관리지침 해설 및 공장점검 길라잡이 145

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5. 골재 공급상태는 모니터로 확인이 되는

가?

6. 계량기별로  하중검사를 정해진 방법에 

따라 년1회 이상 실시하고 있는가?

7. 계량기 교정검사에 따른 보정값을 반 하

고 있는가?

8. 계량정도는 각 재료별 계량오차의 허용범

위 내에 계량되고 작동상태는 정상적인

가?

9. 계량조에서 믹서로 배출 후 0점 관리가 

되고 있는가?

시험

실

1. 시험기구의 교정관리는 규정대로 실시하

고 있는가?

2. 각종 시험기구의 설치 및 작동상태는 정

상적인가?(마모시험기 철구무게, 체가름시

험기 고정상태, 다짐시험기 받침, 항온수

조 온도 등)

3. 공장품질관리자는 자체시험항목에 대한 

KS규정에 의한 시험방법을 숙지하고 있는

가?

품질

관리

기록 

등

1. 아스콘 생산시 플랜트에 공장품질관리 직

원이 상주하여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가?

2. 아스콘 안정도, 흐름값, 공극률, 포화도 

검사 등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

지하고 있는가?

3. 골재 시험항목에 대하여 월1회 이상 자체시

험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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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부위
점 검 항 목 점검결과 조치결과

4. 원자재는 승인된 자재를 사용하고 있는가?

5. 아스콘 생산 전에 배합설계시의 골재 품

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경우 시

방규정에 맞도록 골재 합성비율을 재조정 

및 재배합을 하고 있는가?

6. 아스팔트의 시험항목에 대한 제조사의 시

험성적서가 관리되고 있으며, 월 1회 이상 

자체시험 또는 건설기술관리법상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한 시험(침입도 등)을 실시하고 

기록은 유지하고 있는가?

7. 채움재의 검사항목에 대하여 제조공장의 

시험성적서를 재료 입고시 마다 확인하고 

있거나 또는 자체 검사를 실시하는가?

8. 믹서의 혼합조건(혼합량, 혼합시간, 혼합온

도), 혼합성능을 정하는 시험혼합을 실시

하고 있는가?

9. 8번에서 결정된 근거대로 혼합조건을 준

수하고 있는가?

10. 채움재의 반입량, 반입일 등 기록은 유

지하고 있는가?

기타  기타 품질관리에 향을 미치는 사항

종합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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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서식]

레미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공 사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자  재
반입량

감 독 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구조물명 :                    부위 :

시공 장비 점검결과

장 비 명 규 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펌프카
 2. 진동기
 3. 양생기
 4.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원재료 점검내용 점검결과 조치내용
1. 콘크리트의 종류
2. 시멘트의 종류
3. 혼화제의 종류
4. 혼화재의 종류
5. 일일배합표 확인
6. 기타

품질시험 구분
시방
기준

총검사
횟수

합격
횟수

불합격
횟수

  조치내용

1. 슬럼프시험
2. 공기량시험
2. 염화물 함량
3. 공시체 강도시험
4.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타설 위치별 등등 감독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검사결과는 검사횟수를 기재하며 총검사수 및 합격․불합격 횟수를 기재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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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4호서식]

아스콘 시공품질관리 점검표

현 장 명 점 검 일 자    년   월   일

자재공급
공 장 명

자  재
반입량

감 독 자  소속                  성명               서명

시 공 자  소속                  성명               서명

시공위치

시공장비 점검결과

점 검 항 목 규격 사용대수 점검결과 조치내용
 1. 마카담로라
 2. 타이어로라
 3. 탄뎀로라
 4. 휘니셔
 5. 기타

품질관리 점검내용

점검 품질시험 구분
시방
기준

총검사
횟수

합격
횟수

불합격
횟수

조치내용

플랜트

혼합물

 1. 안정도
 2. 흐름도
 3. 공극률
 4. 포화도
 5. 역청함유량
 6. 체가름(입도)
 7. 기타

포설시

품질관리

 1. 혼합물 온도
 2. 혼합물 도
 3. 포설 두께
 4. 시공 조인트
 5. 기타

 ※ 작성요령

   - 자재의 규격별, 시설물 포설 위치별 등등 감독자가 구분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현장여건에 맞추어 조정 작성가능

   - 조치내용은 불합격 자재에 대한 조치내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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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5호서식]

레미콘(아스콘) 품질시험․검사대장

 공사명 : 

 자재명 : 

연번 연․월․일
시공위치

(시공량)

시험․검사

항목
시험성과

시험자

서명

감독자

확인

비 고

(생산공장)

※ 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별지 38호서식] 품질

시험․검사대장에는 레미콘․아스콘외의 재료 등에 대한 품질시험․

검사결과를 기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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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차 번호

자재명 및  규격

반 품 현 장

반 품 일 시

반품 지시자  감독자○○○ 또는 현장 품질관리자○○○  서명

반 품 사 유

(구체적으로 기재)

구분(직책) 성 명 전화번호 주      소 서 명

운전기사

공장

품질관리책임자

[별지 제6호서식]

불량자재폐기 확약서

□ 불량자재 내역

 

        상기와 같이 반품 지시된 불량자재는 폐기처리 

할 것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 확인자

※ 첨부 : 레미콘․아스콘 납품서(구입자용)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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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점검

공장수

지적

공장수

관련 지적건수

계
자재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설비

관리
계

상반기

하반기

번

호
공장명 공사명

공장

위치
지적유형 지적내용 조치결과

1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2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3 자재관리

공정관리

품질관리

설비관리

[별지 제7호서식]

레미콘(아스콘) 공장 정기점검  결과 보고 

(        청)

1) 총  괄

2) 지적사항

* 점검결과 보고는 엑셀파일로 작성하되, 자재별로 시트 구분 작성

* 공장위치는 광역지자체명만 표기 (예: 서울, 충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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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KS 규격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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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S F 2349(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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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KS 표시인증 심사기준

 1. KS F 4009(레디믹스트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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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KS F 2349(포장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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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품질시험 해설

 1. 레미콘 공장 

잔골재의 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Testing method for density and absorption of fine aggregates

규 격 번 호 :  KS F 2504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플라스크 : 500㎖

3. 원추형 몰드

  윗지름 : 40±3mm

  밑지름 : 90±3mm

  높  이 : 75±3mm

  두  께 : 4mm

4. 다짐봉

  질량 : 340±15g

  지름 : 23±3mm

1. 시료 분취

 (잔골재 1000g)

2. 시료를 105±5℃에

서 건조 후, 24±4시

간 물속에 담금

3. 서서히 건조 후, 원

형뿔 몰드에 넣은 다

음, 윗면을 평평하게 

함

4. 다짐봉으로 25회 

가볍게 다진 후, 

원뿔형 몰드를 연

직으로 들어 올림

1. 측정한 시료를 플

라스크에 넣고, 물 

90% 채운 후 기포 

없앰

2. 플라스크를 항온

조에 담가 20±5℃

로 조정 후 플라

스크, 시료, 물의 

질량(C)을 0.1g까

지 측정

3. 시료를 플라스크에

서 꺼낸 후 105±

5℃에서 건조 후 

질량(A)을 0.1g까

지 측정

1.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도 

d s=
m

B+m-C
×ρ w

2. 절대건조상태의 

도

d d=
A

B+m-C
×ρ w

3. 진 도

d A=
A

B+A-C
×ρ w

4. 흡수율

Q=
m-A
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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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 모래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 불순물 시험 방법

Testing method of organic impurities in sands aggregate for concrete

규 격 번 호 :  KS F 2510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색도의 측정

1. 시험용 유리병

2. 수산화나트륨(3%)

3. 식별용 표준색 용액

4. 체

1. 시료를 건조시켜 4분

법 또는 시료 분취

기를 사용하여 약 

450g 채취

1. 시료를 시험용 

무색 유리병에 130

㎖눈금까지 채움

2. 3%의 수산화나트

륨용액을 가하여 시

료와 용액의 전량이 

200㎖ 되게 함

3. 마개를 닫고 

잘  흔든 후  24

시간 동안 정치

1. 잔골재 상부의 용

액색이 표준액 용

액보다 연한지, 진

한지 또는 같은지

를 육안으로 비교

2. 시험용액의 색

도가  표준색 용

액보다 진할 때는 

그 모래를 사용하

기 전에 골재로서 

KS F 2514의 시

험을 할 필요가 

있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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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 중의 염화물 함유량 시험 방법

Testing method of chloride content in aggregate

규 격 번 호 :  KS F 2515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색도의 측정

1. 저울 : 감도 0.1g

2. 비커 : 100㎖

3. 삼각플라스크 : 100㎖

4. 질산은 적정 시험

기구

1. 시료 분취 및 계량

(잔골재500g, 증류수500㎖)

2. 재료량

  0.1N 질산은 용액: 

16.9873g

5%크롬산칼륨용액: 5g

3. 시험 횟수

2회 실시 평균값 채택

1. 시료 분취 및 계량

2. 현탁액 급속 여과

3. 부유물 제거(거름종이)

4. 크롬산칼륨(K2CrO4)

을 1∼2방울(황색) 

첨가

5. 질산은 용액 첨가

하여 종말점 파악 

및 결과 계산(황색

→ 적색)

▣ 염화물 함유량 계산

염화물(%)=
0.00584×

(A-B)10
W

       ×100

여기서,

염화물(%): 염화나트
륨(NaCl)으로 환산한 수치

A: 시험에 사용된 

0.1N질산은 용액 소

비량(㎖)

B: 바탕시험에 사용된 0.1N 

질산은 용액 소비량(㎖)

W: 추출에 사용된 잔골

재의 절대 건조 질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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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력법에 의한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공기량 시험 방법

Method of test for air content of fresh concrete by pressure method

규 격 번 호 :  KS F 2421 : 2006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색도의 측정

1. 공기량 측정기

❈용기의 용적
   주수법 : 5ℓ

   비주수법 : 7ℓ

❈덮개에는 주수구  
  및 배수구가 있어  

   야 한다.

❈덮개의 상부에는 용  
  기의 약 5%의 내용  

  량을 가진 공기실  

  을 부착

❈공기실은 압력조정    
  밸브를 갖추고 공기  

  핸드 펌프 및 압력  

  계에 연결되어있어야  

  함

2. 다짐봉

3. 진동기

4. 기타 시험기구

  곧은날, 시료삽,  

  삼각받침대

1. KS F 2401의 규정

에 따라 채취하거나 

또는 KS F 2425의 

규정에 따라 만듬

1. 시료를 용기의 약 1/3

까지 넣고 다짐봉으

로 25회 다진 후 옆

면을 10∼15회 나무

망치로 두드림

2. 용기의 약 2/3까지 

넣고 전회와 같은 조

작을 반복하고 여분의 

시료를 자로 깎아서 

평탄하게 함

3. 2층에서 3등분 나눠 

진동기로 다지며 뺄때

에는 공기구멍이 남지 

않도록 주의함

▣ 공기량 계산

A=A 1-G

여기서,

A : 콘크리트의 공기량

(%)

A1: 콘크리트의 겉보기 

     공기량(%)

G : 골재 수정 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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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슬럼프 시험 방법

Metallic of test fot slump of concrete

규 격 번 호 :  KS F 2402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색도의 측정

1. 슬럼프 콘 및 다짐봉

❈슬럼프 콘
  윗면의 안지름 100mm

  밑면의 안지름 200mm

  높이 300mm

❈손잡이: 

  높이의 약2/3인 곳

2. 다짐봉

  지름 16mm

  길이 500∼600mm

❈원형봉이며 앞 끝  
부분 반구모양

  

1. KS F 2401의 규정

에 따라 채취하거나 

또는 KS F 2425의 

규정에 따라 만듬

1. 슬럼프콘은 수평으

로 설치한 강으로 수

성이 있는 평판 

위에 놓고 누름

2. 시료를 거의 같은 

양의 3층으로 나눠 

채움

3. 각 층은 다짐봉으로 고

르게 한 후 25회 똑같이 

다짐

4. 슬럼프콘에 채운 

콘크리트의 윗면을 

콘의 상단에 맞춰 고

르게 함

5. 슬럼프콘을 연직으

로 들어 올림

❈슬럼프콘의 내면과 
평판의 윗면은 미리 

젖은 수선으로 닦아 둠

▣ 슬럼프

콘크리트의 중앙부에

서 공시체 높이와의 

차를 5mm단위로 측

정하여 기록

❈슬럼프콘을 들어 올
리는 시간은 높이 30

㎝에서 2∼3초로 함

❈슬럼프콘에 콘크리트
를 채우기 시작하고 나

서 슬럼프콘의 들어 올리

기를 종료시까지의 시

간은 3분 이내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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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

Method of test for compressive strench of concrete

규 격 번 호 :  KS F 2405 : 2005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색도의 측정

1. 압축 시험기

2. 상하의 가압판

 

3. 구면 시트

   가압판의 회전각을  

   3도이상 얻을 수    

   있는 것

  

1. KS F 2403에 따라 

공시체 제작

2. 지름을 0.1mm, 높

이를 1mm까지 측

정

3. 공시체는 소정의 양생

이 끝난 직후의 상

태에서 공시체 시험

을 할 수 있도록 함

 

1. 공시체의 상하 끝면 

및 상하의 가압판의 

압축면 청소

2. 공시체를 공시체 지름

의 1%이내의 오차에서 

그 중심축이 가압판의 

중심과 일치하도록 함

3. 시험기의 가압판과 

공시체의 가압판은 

직접 착

4. 하중을 가하는 속도는 

압축응력도의 증가율이

매초(0.6±0.4)MPa이 되

도록 하여 공시체에 충

격을 주지 않도록 똑같

은 속도로 하중을 가함

5. 급격한 변형을 시작

한 후에는 하중을 가하

는 속도의 조정을 중지

하고 하중을 계속 가함

1. 공시체의 지름

d=
d 1+d 2
2

여기서,

d: 공시체의 지름(mm)

d1,d2: 2방향의 지름(mm)

2. 압축 강도

f c=
P

π( d2 )
2

여기서,

fc: 압축 강도(MPa)

P: 최대 하중(N)

3. 겉보기 도

ρ=
m

h×π( d2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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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 골재의 표면수 시험방법

Methods of test for surface moisture in fine aggregate
규 격 번 호 :  KS F 2509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색도의 측정

1. 저울 : 감도 0.1g

2. 플라스크 : 500

㎖

 3. 원추형 몰드

   윗지름 : 40±3mm

   밑지름 : 90±3mm

   높  이 : 75±3mm

   두  께 : 4mm

4. 다짐봉

   질량 : 340±15g

   지름 : 23±3mm

1. 시료는 대표적인 것

을 400g이상 채취

2. 함수량의 변화가 없도

록 2분하여 각각 1회의 

시료로 함

1. 시료의 질량0.1g까지 

측정

2. 물을 넣은 용기의 

질량(m2) 측정

3. 용기를 비우고 시료

를 덮기에 충분한 물

로 넣은 다음 시료를 

넣고 시료와 물을 흔

들거나 휘저어 공기

를 빼냄

4. 용기를 채울 때까

지 물을 넣고 용기, 

시료 및 합계 질량

(m3) 측정

▣ 표면수율(H)

H=
m-m s

m 1-m
×100

다만,

ms=
m 1
d s

여기서,

H: 표면수율(%)

m: 시료에서 치환된 물

의 질량(g)

m= 1×V

m1: 시료의 질량(g)

ds: KS F 2504 또는   

KS F 2529에 따라 구한   

잔 골재의 표건 도(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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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아스콘 공장

잔골재의 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Testing thod for density and absorption of fine aggregates

규 격 번 호 :  KS F 2504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플라스크 : 500㎖

3. 원추형 몰드

  윗지름 : 40±3mm

  밑지름 : 90±3mm

  높  이 : 75±3mm

  두  께 : 4mm

4. 다짐봉

  질량 : 340±15g

  지름 : 23±3mm

1. 시료 분취

 (잔골재 1000g)

2. 시료를 105±5℃에

서 건조 후, 24±4시

간 물속에 담금

3. 서서히 건조 후, 원

형뿔 몰드에 넣은 다

음, 윗면을 평평하게 

함

4. 다짐봉으로 25회 

가볍게 다진 후, 

원뿔형 몰드를 연

직으로 들어 올림

1. 측정한 시료를 플

라스크에 넣고, 물 

90% 채운 후 기포 

없앰

2. 플라스크를 항온

조에 담가 20±5℃

로 조정 후 플라

스크, 시료, 물의 

질량(C)을 0.1g까

지 측정

3. 시료를 플라스크

에서 꺼낸 후 

105±5℃에서 건조 

후 질량(A)을 0.1g

까지 측정

1.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도 

d s=
m

B+m-C
×ρ w

2. 절대건조상태의 

도

d d=
A

B+m-C
×ρ w

3. 진 도

d A=
A

B+A-C
×ρ w

4. 흡수율

Q=
m-A
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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굵은 골재의 도 및 흡수율 시험 방법

Testing method for density and absorption of coarse aggregates

규 격 번 호 :  KS F 2503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철망태

   지름 : 약 200mm

   높이 : 약 200mm

3. 건조기

4. 체 : 5mm

1. 5mm체에 남은 굵

은 골재를 사분법에 

의해, 일정량이 될 

때까지 축분

2. 골재 질량은 굵은골재

의 최대치수의 0.1배

를 ㎏으로 나타낸 양

으로 함

m min=
d max×D e
25

3. 시료를 물로 충분

히 세척하고 불순물

을 제거함

1. 시료를 철망에 넣

고 부착공기를 제

거 후, 20±5℃의 물

속에 24시간 담금

2. 수중질량(C)와 수

온 측정

3. 시료를 꺼내 흡수

천으로 물기 제거 

후, 표면 건조 포화

상태의 질량(B) 측

정

4. 105±5℃에서 일

정 질량이 될 때까

지 건조시키고, 실

온까지 냉각하여 

절대건조상태의 질

량(A) 측정

1. 표면건조포화상태의 

도 

D s=
B
B-C

×ρ w

2. 절대건조상태의 

도

D d=
A
B-C

×ρ w

3. 진 도

D A=
A
A-C

×ρ w

4. 흡수율

Q=
B-A
A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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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방법

Method of test for resistance to abrasion of coarse aggregate 

by use of the Los Angeles machine

규 격 번 호 :  KS F 2508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로스앤젤레스 시험기

2. 구

  평균지름 : 46.8mm

  구의질량 : 390∼445g

3. 저울

4. 체

1. 시료의 채취

2. 굵은 골재를 2.5, 

5, 10, 15, 20, 25, 

40, 50, 65, 75mm로 

체가름

3. 시험하는 골재는 씻

은 후 105±5℃의 온

도에서 건조

4. 건조시킨 굵은 골재

를 1g까지 측정

1. 시료의 전질량(m1) 

확인

2. 시료의 입도 구분

에 따라 구를 고르

고, 이것을 시료와 

함께 원통에 넣어 

덮개를 부착하고 매

분 30∼33회의 회전

수로 회전시킴

3. 시료를 시험기에서 꺼내

서 1.7mm의 망체로 침

4. 체에 남은 시료를 

물로 씻은 후, 105±

5℃의 온도에서 일

정 질량이 될 때까

지 건조하고 질량

(m2) 잼

1. 마모 질량

R=
m 1-m 2

m 1
×100

여기서,

R : 마모 감량(%)

m1: 시험 전의 시료의 질

량(g)

m2: 시험 후 1.7mm의 망체

에  남은 시료의 질량



210

역청포장용 채움재의 입도 시험 방법

Filler for bituminous paving mixtures

규 격 번 호 :  KS F 3501 : 2003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건조기

3. 체

  600, 300, 150, 75㎛

4. 데시케이터

1. 시료 100g 준비

2. 105±5℃의 건조기에

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

3. 데시케이터에 옮

겨 실온이 되도록 

함

4. 시료 질량(W1) 0.1g까

지 측정

1. 600, 300, 150, 75㎛

체 사용

2. 105±5℃의 건조기

에서 항량이 될 때

까지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터 안에서 

실온으로 식혀 약 

50g을 0.1g의 정

도로 담(W1)

3. 체를 옆으로 가만

히 돌리면서 미분말

을 통과시킨 후, 한 

손으로 10초 동안 

약 25회의 속도로 

체를 두들김

4. 25회 두들길 때마

다 체를 약 1/6 회전

5. 1분간의 각 체 통과량

이 0.1g 이하가 될 

때, 각 체에 남은 시

료의 질량을 담(W2)

1. 체의 통과 질량 백분율

P=(1-W 2/W 1)×100

여기서,

A : 수분(%)

W2: 건조 후의 질량(g)

W1: 시료의 질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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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안정성 시험 방법

Method of test for soundness of aggregates by use of sodium sulfate

규 격 번 호 :  KS F 2507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철망바구니 및 용기

3. 건조기

4. 체

1. 잔골재 시료

① 대표적인 것 약 2

㎏ 채취

② KS F 2502에 따

라 체가름 시험을 

하여, 각 군의 백분율

을 구하여 백분율이 

5%이상이 된 군에 

대해서만 안정성 시

험을 함

2. 굵은 골재 시료

① 시료 채취

② 시험용 망체 5mm

로 치고, 남은 것은 

체가름 시험을 하여 

각 군의 백분율을 

구하여 백분율이 

5%이상이 된 군에 

대해서만 안정성 시

험을 함

1. 시료를 철망 바구니

에 넣고 잘 휘저은 시

험용 용액 안에 담금

2. 시료를 용액에서 꺼내 

액이 떨어지지 않게 된 

후, 시료를 건조기에 

넣고 건조기 내에 온

도를 1시간에 약 40℃

의 비율로 올리고 100

∼110℃의 온도에서 4

∼6시간 건조

3. 건조한 시료를 실

온까지 식히고, 소

정의 횟수만큼 반복

4. 조작을 끝낸 시료를 

깨끗한 물로 씻고, 100

∼ 110℃의 온도에서 

질량이 일정해 질 때까

지 건조

1. 각 군의 시료 손실질

량 백분율

P 1=(1-
m 2

m 1 )×100
여기서,

m1: 시험 전 시료의 질

량(g)

m2: 시험전에 시료가 남

은 체에 남은 시험 후의 

시료의 질량(g)

2. 골재의 손실질량 백

분율

P 2=(1-
m 4

m 3 )×100
여기서,

m3: 시험 전의 시료의 질

량(g)

m4: 3조각 이상을 분

수 입자를 뺀 것의 

질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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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포장용 채움재의 흐름 시험 방법

Filler for bituminous paving mixtures

규 격 번 호 :  KS F 3501 : 2003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플로우 시험기

3. 건조기

4. 매스실린더

1. 시료 1500g 준비

2. 시료를 플로우 

폭 약 16∼24㎝범

위에 들어가도록 

반죽

1. 플로우 테이블에 플

로우 콘을 놓고 2층으

로 채움

2. 각 층은 약 1/2깊

이까지 들어가도록 

각각 15회씩 다지고, 

윗면은 깍아냄

3. 플로우 콘을 들어올리

고, 1초에 1회의 비율로 

15회 낙하시켜 넓혀진 

지름 측정

4. 시료를 100g 이상 채

취하여 함수비 구함

5. 위의 시험을 반복하

여 플로우 폭이 20㎝를 

중심으로 약 ±4㎝범위

에서 각각 2점이 얻어

지도록 함

1. 세로축에 함수비(%), 

가로축에 플로우 폭(㎝)

을 잡아 얻어진 값을 

프롯트하고, 가장 적합

하 직선을 그음

2. 위에서 얻어진 직선

에서 플로우 폭이 20㎝

가 되는 함수비를 구하

여 이를  플로우 시험

치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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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포장용 혼합물의 역청 함유량 시험 방법

Testing method for bitumen content from Bituminous paving 

mixtures

규 격 번 호 :  KS F 2354 : 2002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건조기

2. 저울

3. 매스실린더

4. 가열 접시

 

1. 크고 평평한 용기 내

에 2000∼5000g을 넣고 

쉽게 다룰 수 있을 때

까지 건조기에서 110±

5℃ 가열

2. 골재 입자가 부서지지 

않도록 시료와 입자를 

될 수 있는 한 균일하게 

분리

3. 시료 질량 최소 

3000g을 사용하여 

25mm보다 큰 골재를 

함유한 혼합물에 대

하여 사용

4. 1회 시험에 필요한 

시료량이 얻어질 때

까지 4분법으로 시료 

분취

1. 포장용 혼합물은 

특수한 방법을 적

용한 추출 기구를 

사용해서 삼염화에

틸렌으로 추출

1. 염화 함유량은 추

출된 골재의 질량, 

함수비 및 추출물의 

액체 부분에서 얻어

지는 회분의 차이로

부터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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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재의 체가름 시험 방법

Standard test method for sieve analysis of aggregates

규 격 번 호 :  KS F 2502 : 2005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잔골재 체 및 체가름기

3. 굵은골재 체 및 체가름기

4. 건조기

1. 시료의 채취

2. 분취한 시료를 

105±5℃에서 24시간 

건조

3. 시료의 질량

1. 시료를 0.1%이상

의 정 도로 측정

2. 골재의 체가름 시험의 

목적에 맞는 조합 망체를 

사용하여 체가름 실시

3. 잔골재 체가름 시험

의 시료는 씻기 시험 

후 잔류분으로 시험

4. 1분간 각 체를 통과

하는 것이 전 시료 질

량의 0.1%이하로 될 

때까지 작업

5. 체 눈에 막힌 알갱이

는 파쇄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되 어 체

에 남은 시료로 간주

6. 각 체에 남은 시료를 

전 시료 질량의 0.1%이

상까지 정확하게 측정

1. 소수점 이하 1자리까

지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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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포장용 채움재의 비중 시험 방법

Filler for bituminous paving mixtures

규 격 번 호 :  KS F 3501 : 2003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비중병

  르샤틀리에 플라스크

3. 광유

  비중 약 0.83인    

  등유나 나프타

4. 항온수조

1. 100∼110℃의 건

조로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시

켜 0.1g의 정 도

로 무게 잼

1. 비중병에 0∼1㎖사이의 

눈금선까지 광유 채움

2. 비중병을 일정한 실

온도의 물중탕에 넣

어 광유의 온도차가 

0.2℃ 이내로 되었을 

때 눈금을 읽고 기록

3. 준비된 시료 약 80g을 

소수점 이하 첫째 자리까

지 정확하게 계량한 후 

비중병을 조금씩 넣음

4. 시료를 다 넣은 비중

병을 마개를 막고 채움

재 안의 공기를 없앰

5. 시료를 넣은 비중병

을 물중탕에 넣어 광

유 온도차가 0.2℃ 이

내로 되었을 때의 눈

금을 읽음

1. 비중

G f=
W
V

여기서,

Gf : 시료의 비중

W : 시료의 질량(g)

V : 비중병의 읽음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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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청포장용 채움재의 침수팽창 시험 방법

Filler for bituminous paving mixtures

규 격 번 호 :  KS F 3501 : 2003

시험용 기구 시 료 준 비 시 험 방 법 계        산

1. 저울 : 감도 0.1g

2. AP자동다짐기

3. 침수팽창몰드

1. 1회 시험에 약 

2000g 준비

1. 유공 밑판 위에 거름

종이를 깔고, 몰드를 그 

위에 놓고 질량 담(M3)

2. 칼라, 몰드, 거름종이 

및 밑판을 조립하여 준

비한 시료를 3층으로 

나누어 넣고, 각 층을 

25회씩 해머로 다짐

3. 칼라를 떼어 내고 몰

드 표면의 여분의 시

료를 곧은 날로 깎아 

낸 후 밑판, 몰드와 함

께 질량을 담(M1)

4. 유공 밑판을 물에 담근 

상태로 48시간 놓아 둠

5. 침수에 의해 몰드 

윗면으로 팽창한 시

료를 곧은 날로 깍아 

내어 105±5℃의 건조

기에서 24시간 건조

1. 침수 팽창률

B={
M 2

(M 1-M 3) }×100

여기서,

B : 침수 팽창률(%)

M1: 시료, 밑판, 몰드의  

      질량(g)

M2: 팽창한 시료의     

      건조  후 질량(g)

M3: 밑판, 몰드의 질량(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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