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tar-FSg
Ultra Quick hardening non-shrink cementitious grout

초속경 무수축 그라우트
용

도

Suntar-FSg는 초속경 무수축 및 고강도 그라우트 제품
으로 긴급 보수, 긴급한 현장에서 사용되는 Pre mixed
제품으로 현장에서 물만 사용하여 타설한다.


기계기초



교량받침(Shoe)



도로, 교량, 활주로



PC 조립 구조물



기타 긴급 조기 강도가 요구되는 부위

장 점


무수축 / 조기 고강도



긴급 공사 (초결 15분, 종결 25분 : 지연제 첨가할 경우 다소 지연됨)



염화물 포함되지 않음



간편한 작업성 (현장에서 물만 사용)

제 품 개 요
포장 단위 : 25Kg/ 포
물 사용량 : 14 ~ 16 % (3.5 ~ 4.25 Kg/포) :현장조건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음
Wet Density : 2.2
1㎥ 당 사용량 : 약 1,900kg
그라우트의 저장, 취급, 타설은 반드시 제조원의 지시에 따른다.
저장은 밀봉상태로 건조한 곳에 보관되는 경우 6개월이다.
저장 온도가 높거나 습한 곳에서는 저장기간이 단축된다.

물

성
시험조건 : water ratio : 16% , 20℃
시험.검사항목
응결시간

휨강도

단

위

시험방법

초결

분

11

종결

분

25

3시간

7

1일

8
N/mm2

3일

9

7일

10
KS F 2476 - 07

28일

압축강도

시험.검사 결과

11

3시간

40

1일

50
N/mm2

3일

60

7일

70

28일

80
본 시험결과는 대표적인 값으로 시험 조건에 따라 약간의 차이 있음

시공 사양
1) 성능시방
Suntar-FSg 작업은 염화물이 없는 시멘트계 완제품으로, 현장에서는 물만 첨가
해 사용해 슬러리 상태로 만든다. 슬러리 상태(소성 상태)의 그라우트재는 브
리딩과 재료분리가 일어나서는 안된다.
2) 준비작업


모체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유류, 글리즈 등 모든 이 물질을 깨끗이 제거
한다. 또한 콘크리트 표면에 결함이나 레이턴스가 있을 때는 이를 완전히
제거한다. 볼트구멍과 픽싱포켓(fixing pocket)의 먼지와 부스러기도 깨끗
이 제거한다.



타설면은 충분한 물로 적혀주어야 하며 이 후 물기는 제거해야 한다.



그라우팅을 하기 전 베이스 플레이트와 지지층 사이의 모든 볼트 포켓을 그
라우트재로 채워준다.



베이스 플레이트의 기름, 글리즈 및 녹 제거는 필수적이다. 주입구 반대편
에 배출구를 만들어줘 그라우팅 시 상부에 갇힌 공기를 빼주도록 유도 한다.



그라우트재가 경화된 후 고임쇠를 제거할 경우 얇게 글리즈 오일을 발라준
다



거푸집은 반죽이 새지 않도록 거푸집 하부틈새에 기포성 고무조각이나 수지
성 씰란트를 사용하여 그라우트재가 흘러나오지 않게 한다.



타설 되어질 그라우트 양을 계산하여 한번에 타설 되도록 한다.

3) 혼 합


타설되어질 그라우트 양과 물의 양을 산출한다.



계산된 물을 혼합 용기에 붓고 혼합기를 가동한 상태에서 그라우트를 넣는
다



약 1~ 2분간 혼합 한다.

4) 타 설


Suntar-FSg는 초속경 제품으로 물과 혼합 후 즉시 사용해야한다.



Suntar-FSg를 플레이트 하부에 타설할 때 100㎜ 두께까지 타설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두꺼운 부분은 불순물이 없는 골재를 충분히 채워서 온도상승을
최소화한다. 일반적으로 직경 10㎜ 콩자갈이 적합하다.



그라우트재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따라서 작업하기 전
충분한 양의 그라우트재가 준비되어야 한다. 배치에 그라우트재를 투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다음 투입분의 그라우트재를 준비하는데 요구되는 시간까
지 조절한다.



많은 양의 Suntar-FSg를 타설해야 할 경우 펌프를 사용한다.

5) 양 생
그라우팅 작업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 노출된 부분을 완전히 양생시켜야 한다.
양생피막제로서 양생재를 사용하거나 물을 뿌리거나 젖은 마대로 덮는다.
(Suntar-FSg 시공 사양을 참조하시오)

6) 세 척
공구, 장비 및 믹서는 사용 직후 깨끗한 물로 Suntar-FSg를 제거한다.
굳은 뒤에는 물리적 방법으로 제거해야 한다.
사용상 주의 사항
1) 저 온 작 업
기온이 5℃이하로 떨어지는 경우 그라우트 유동성이 저하되는 경우가 있다. 따뜻
한 (30~40℃)물을 사용하여 유동성 증진을 도모한다. 10℃ 이하에서는 거푸집을
36시간 이상 존치한다. 일반적인 시멘트계 재료의 겨울철 작업 주의사항을 준수
한다. 그라우트가 냉해를 입으면 강도가 저하되므로 보온을 철저히 해야 한다.
2) 고 온 작 업
기온이 35℃ 이상인 경우 차가운 (20℃ 이하) 물을 사용한다.
급격한 표면 온도 상승으로 인한 그라우트 표면에서의 수분 증발을 균열을 초래
하므로 양생을 철저히 해야 한다.
3) 기타
Suntar-FSg는 초속경 그라우트로 작업시간을 준수해야 한다. 정량의 제품을 타설
직전에 물과 혼합하여 바로 사용해야 우수한 물성을 얻을 수 있다.
보건과 안전
Suntar-FSg는 알카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접촉되지 않게 한다. 혼합하는 과정에서
가루 흡입을 피한다. 보호용 장갑 보안경 또는 먼지 제거용 마스크를 착용한다. 피
부에 튀었을 때는 물로 씻어낸다. 눈에 들어가면 즉시 다량의 물로 씻어 내고 의사
의 지시에 따른다.
화

재

Suntar-FSg는 비가연성이다.
콘스타 주식회사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송마리4
Tel) 031-988-4600, Fax) 031-988-4602
www.constar.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