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untar-ST
Cementitious Grout

시멘트계 그라우트
Sutar-ST는 일반 시멘트와 적절한 골재 및 첨가재
로 구성된 유동성이 우수한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기계적 강도가 우수하여 하중이 작용되는 부위사용
에 매우 적합하다.
주요 사용 부위로는 기계기초, 철골 기초, 하중이
큰 장비, 탄성받침대, 기둥 보강 등에 사용된다.
1. 하지 조성 및 일반 사항


콘크리트는 Grout 작업 전 최소 14일 이상 양생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오염물질(레이턴스, 기름, 구 그라우트 등)은 치핑 등으로 제거해
야 한다. (통상 2.5㎝ 정도 치핑한다).



치핑된 콘크리트 표면은 그라우트 타설 시 접촉 증강을 위해 거칠어야 한다.



치핑된 이물질들은 압축공기(oil-free compressed air)를 이용하여 불어내 청결해야
한다.



그라우트가 타설될 부위는 24시간 이상 충분히 물로 젖혀 주어야 하며 그라우팅
전에 표면의 물을 제거해야 한다.



거푸집을 설치할 경우 Grout가 새지 않도록 견고해야 하고 틈새는 씰런트, 테이프
등으로 메워야 한다.



Grout가 묻어서는 안되는 부위는 시공 전에 그리스, 왁스, 테이프 등으로 보양한다.



그라우팅 전 베이스 플레이트 와 지지층 사이의 모든 볼트 포겟을 그라우트로 미리
채워준다.



베이스 플레이트 하단의 기름, 그리즈 및 녹을 제거해야 한다.



거푸집은 탈형이 용이한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적절한 하지 조성은 그라우트와 콘크리트 하지와 접착이 부적절하게 되어 후에
탈락의 원인이 된다.

2. 자재 보관


자재는 통풍이 잘되고 습기가 없는 장소에 보관해야 한다.



온도가 높거나 습한 장소에 보관하면 재료가 풍화되고 물성이 저하된다.



보관중에는 직사 광선을 피하고 시원하고 그늘진 장소에 보관하여야 한다.



제품 유효기간 : 상기 보관 조건 시 제조일로부터 12개월

3. 시공온도


시공부위, 시공장소의 주변온도는 10 ~ 25℃가 가장 이상적이다.



동절기, 외기 온도가 5℃ 이하일 때에는 따뜻한 물을 사용하여 그라우트 온도가
10℃ 이상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이 온도 이하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저하를 초래
한다).



동절기에 시공할 때에는 시공장소에 보온막을 설치하고 적절 온도를 유지시켜 동해
로부터 그라우트를 보호되어야 한다.



하절기, 외기 온도가 30℃ 이상일 때에는 얼음 등, 차가운 물을 사용하여 그라우트
온도가 30℃ 이하가 되도록 해야 한다 (이 온도 이상에서는 급격한 유동성 저하를
초래한다).



하절기에 시공할 때에는 그라우트 표면에 급격한 수분 방지를 위해 양생에 더욱 주
의해야 한다(지속적으로 수분 공급).



대기 온도가 5℃ 이하 및 30℃ 이상에서 시공할 때에는 당사 기술진에 문의를 한
다.

4. 제품 포장
25Kg 지대
5. 사용 배합비
Suntar-ST
일반형
고강도형

25Kg

물

비

고

4 ~ 4.5ℓ

17±1 %

3.5 ~ 3.75ℓ

14±1 %

물

용적(M3)

323 ℓ

1

266 ℓ

1

M3 사용량
Suntar-ST
일반형
고강도형

1,900Kg

* w/c ratio = 17% 기준

6. 혼합
1) 혼합장비


자재 혼합 장비는 Mixer를 사용하여야 하며 Mixer에 부착된 Propeller는 교반 도중
외부의 공기가 혼합물에 혼입되지 않는 형태로 제작된 기기를 사용아여야 한다.



혼합장비는 소량 시공할 때에는 주로 핸드믹서(그림 1)를 사용하나 다량 시공할 때
에는 회전 속도는 200rpm 이하의 저속의 강제식 교반기(그림 2)를 사용한다.(고속
으로 혼합하면 기포 발생의 원인이 된다).

(그림 1 핸드믹서)

(그림 2 강제식 교반기)

2) 혼합


Suntar-ST를 혼합 할 때에는 먼저 물을 계량하여 계량된 물의 90% 정도를 혼합 용
기에 붓고 교반기를 가동시킨 후 그라우트를 천천히 투여한다.



그라우트의 주도를 나머지 10% 의 계량된 물로 조정하면서 정확한 물의 사용량을
결정한다.



혼합시간은 3 ~ 5분이 적당하며 혼합 용기 모서리에 잔량이 남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에는 그라우트가 온도에 따라 유동성(주도)가 갑작스럽게 변하므
로 주의하여야 한다.(3항 시온온도 참조)



혼합 도중 어떠한 이물질도 첨가해서는 안된다.

7. 타설


Suntar-ST는 ASTM C1107 분류상으로 Type C (combination)에 해당되는 제품으로
소성 및 응결된 후에도 팽창하는 2중 팽창성 재료다.



소성 팽창은 20℃ 기준에서 Suntar-ST 혼합 후 20분 이후 팽창이 시작 되므로 20
분 이내에 타설해야 우수한 EBA(Effective Bearing Area)를 얻게 된다

..



Suntar-ST 타설은 한쪽 면에서 시작하여 반대편으로 흘러나오게 해야 한다.
Suntar-ST



Suntar-ST는 반드시 연속적으로 흘러 들어가야 한다. 연속적으로 타설해 플레이트
하단에 갇힌 공기를 밀어내야 한다.

9. 양 생


Suntar-ST는 시멘트계 그라우트로 일반 시멘트 제품과 동일한 의 양생 조건이 적용
된다..



시멘트계 제품에서 양생은 품질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인자로 세심한 주의가 요
구된다.



Suntar-ST 타설이 완료되면 바로 양생을 해주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젖은 천을 덮
어 준 후 비닐을 덮어주거나 양생제를 Suntar-ST

타설면 위에 분무해준다.



지속적으로 수분 공급을 해주어야 한다. 수분공급은 기간이 길수록 유리하다.



Suntar-ST는 타설 용적량이 많을수록 수화열이 커 수축, 균열 등 물성의 변화가 예
상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Suntar-ST를 타설 후 경화 될 때까지 외부의 충격(진동 등)이 없어야 한다.



Suntar-ST 타설 후 동절기에는 최소 3일 이상 적정온도로 보온해주어 동해의 위험
에서 보호해야 한다.



하절기에는 직사광선을 피해 수분의 급격한 증발을 방지해야 한다.



동절기 및 하절기 시공 시 당사 기술진에 문의하면 기술적인 도움을 드립니다.

10. 주의 사항


보호 장비를 착용하여야 하며 먼지 제거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Suntar-ST는 강 알칼리성이므로 피부와 눈에 접척되지 않아야 한다.



재료가 피부에 묻으면 즉시 비누를 사용하여 물로 충분히 씻는다.



눈에 들어가면 다량의 물로 씻은 후 의사에 진료를 받는다.



사용하고 남은 재료 등을 버릴 때에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한다.



사용한 장비는 깨끗이 세척한다.



Suntar-ST 는 비가연성이다.

11. 기타사항


Suntar-ST를 플레이트 하부에 타설할 때는 두께 120mm까지 타설 할 수 있다.



이보다 더 두꺼운 부분은 콩자갈 등 골재를 함께 사용하여 수화열의 발생을 감소시
켜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콩자갈 등은 불순물이 없게 깨끗해야 하며 Suntar-ST와 무게 비율로
1:1까지 사용할 수 있다.



콩자갈 등 골재를 추가로 혼합하여 사용할 경우 강도가 다소 저하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