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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대한 대표적인 물리적 특성인 압축강도, 투수성능, 수밀성 등은 시멘트 재료의 미세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 수밀성이 가장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수밀성 

향상을 위한 재료는 유기 재료 및 무기질 재료가 다양하게 이용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불소계 에멀젼이 시멘트 

수밀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불소계 에멀젼이 혼입된 시멘트 재료는 시멘트 계면 활성에 의한 수밀성능 

개선 및 시멘트 pore 내에서 CaF2 미세 결정의 생성에 의해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It is well known that the properties of concrete such as the compressive strength, water permeability, water tightness and 

durability are affected by micro-structure in hardened cement paste. Especially, for durability of concrete, watertightness of 

cementitious materials is the most critical property among various properties. Recently, many types of material such as organic 

and/or inorganic materials are used for watertightness of concrete.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effect of fluorine-based 

emulsion on watertightness property. And we also discussed the change of microstructure and formation of hydrates in hardened 

cement paste by the addition of fluorine-based emulsion. Cement paste with fluorine-based emulsion showed improvement of 

watertightness by the surface activation of cement paste and by formation of CaF2 fine crystals in cement por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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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

시멘트 재료에서 가장 중요한 내구성 확보는 기본적으로 수밀성 향

상에 의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1,2].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능은 재

료의 구성 및 물 시멘트 비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좌우되나 재료화학

적인 측면에서는, 시멘트 수화물의 pore size를 적게 하거나 시멘트 재

료의 수화물인 calcium silicate hydrate의 생성에 의한 최밀 충진, 미세

한 pore structure의 형성 및 pore에서의 높은 접촉각의 형성 등에 좌우

된다[3,4]. 섬유, 종이 등의 대표적인 발수제로 사용되는 불소계 발수

제는 섬유, 종이 등에 흡수되어 기재에 낮은 표면에너지를 부여하여 

높은 접촉각을 형성함으로써 물이나 기름과 같은 극성, 비극성 용액

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기재 표면의 침투저항성을 향상 시킨다. 그러

나 불소계 발수제는 시멘트 경화체의 수밀성 증진을 위하여 시멘트 

경화체 표면에의 흡수에 의한 수밀성 증진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

는 시멘트 경화체의 경우 다공성 재료로써 경화체 외부에서의 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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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용액 등의 확산은 Fick’s 2nd law에서 semi-infinite solid 모델에 

따르기 때문에 불소계 발수제의 도포에 의한 시멘트 경화체 내부로의 

이온이나 용액의 침투 확산은 시멘트 경화체 표면에서부터의 반응 생

성물에 의해 시멘트 경화체 내부로의 침투 또는 확산은 어렵다. 따라

서 우수한 성능의 불소계 발수제는 도포에 의한 방법으로 시멘트 경

화체의 수밀성 향상에 사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시멘트 재료

의 수밀성능 향상을 위해 사용되는 불소계 화합물은 주로 무기질인 

규불화 염 종류가 수밀성능 개선을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시멘

트 재료에서의 불소 이온은 시멘트 중의 CaO 또는 Ca(OH)2와 용이하

게 반응하여 미세한 결정의 난용성 불소화합물을 생성하며, 생성된 

난용성 불소화합물은 시멘트 재료의 pore구조에 생성됨으로 인하여 

시멘트 경화체의 pore부피를 감소시키고 pore size저감에 기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7]. 이와 같이 불소 이온이 시멘트의 수밀성 향상

에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무기질계 불소 화합물의 대표격인 규불화염

은 위험물질로 분류되어 있어 실제 사용에는 많은 제약이 있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무기질계 규불화염 대신 유

기질계 화합물인 불소 수지 에멀젼(이하 “FE”라 함)을 시멘트 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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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xperimental plan.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wt%) of OPC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Ig-loss

22.14 5.71 3.36 61.9 2.16 2.34 1.36

Table 2. Mineral Composition (wt%) of Clinker

C3S C2S CA C4AF Blaine (cm
2
/g)

33.82 38.17 9.46 10.21 3,450

체의 수밀성 향상재료로서의 시멘트 재료에 대한 수밀특성을 검토하

고자 하였으며, FE를 시멘트 중량 대비 일정량 첨가하여 시멘트 수화

반응 및 수밀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고 흡수율, 공극율에 의한 

수밀특성과 불소이온에 의한 시멘트 수화생성물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계획 

본 연구의 실험계획은 Figure 1과 같다. 시멘트 paste 배합설계는 시

멘트 : 물 비를 1 : 0.45로 하였으며 불소계 에멀젼(이하 FE라 함)의 혼

입량은 시멘트 중량비로 1.0 wt%, 3.0 wt%, 5.0 wt%로 하였으며 FE를 

첨가하지 않은 것을 plain으로 하였다. 측정항목은 수화열, 응결시간, 흐

름성을 측정하였고 재령 28일에서의 시멘트 경화체의 pore공극을 측정

하였으며, 재령 3, 7, 28일의 수화물 구조를 XRD와 SEM을 통해 관찰

하였다. Mortar로는 시멘트 : 모래 : 물 비를 1 : 2.45 : 0.485로 하였고 

재령 3, 7, 28일의 압축강도와 시멘트 경화체의 흡수율을 측정하였다. 

2.2. 사용재료

2.2.1.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본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는 국내산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서 

2800 cm
3
/g의 비표면적을 가지며 비중이 3.15인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D社시멘트, 한국)이며 사용수는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사용

한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화학 조성 및 물리적 성질을 Table 1과 2

에 나타내었다.

2.2.2. 불소계 에멀젼

본 실험에 사용된 FE는 상용제품으로써 T사의 Novec Fluoro-sur-

factant로써 표면에 필름을 형성하지 않으며, 섬유에 흡수되고, 기

Figure 2. Schema of water absorption test.

재에 낮은 표면에너지를 부여하며, 표면에 높은 접촉각을 형성시켜 

물과 기름과 같은 극성, 비극성액의 표면 침투 저항성이 우수한 재료

로서 미황색 액상이며 고형분 22∼24%, pH 4∼5의 재료이다. 실험에 

사용된 불소계 에멀젼은 섬유, 종이 등의 발수성능 개선제로 사용되

고 있으며 사용방법은 섬유나 종이 등에 도포하여 표면의 성능개선용

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시멘트 경화체의 표면 도

포방식이 아닌 시멘트 혼화제로 사용하였다. 

2.3. 실험방법

2.3.1. 시멘트 모르타르의 혼합

시멘트 모르타르의 혼합은 KS L 5109에 의거하여 실시하였다.

2.3.2. 유동성 및 응결시간

시멘트 모르타르의 유동성 시험은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

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응결시간 시험은 KS L 5108 (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측정하였다.

2.3.3. 수화발열 측정

KYOWA사의 10점식 Data Logger UCAM-60B와 자체 제작한 간이 

단열식 수화열 측정용기로 구성된 장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측

정 방법은 plain 또는 FE가 첨가된 시멘트와 증류수를 단열식 용기에

서 혼합하고 thermocouple을 시멘트 paste에 삽입한 후 data logger에 

의해 2 s 간격으로 연속 측정하였다.

2.3.4. 압축강도

경화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KS L 5105 (수경성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경화 모르타르 공시

체는 20 ± 3℃ 수중에서 양생하였다. 

2.3.5. 흡수율

물 흡수율은 흡수계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흡수계수는 KS F 2609

(건축재료의 물 흡수계수 측정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측면이 방수

처리 된 기건상태의 재령 28일의 시험체를 준비한 후, Figure 2에서와 

같이 시험체를 약 5 mm 깊이로 담근다. 시험체는 일반적으로 다공질

이며 친수성이므로 모세관 현상에 의해 시험체 내부로 물이 흡수되고, 

이에 따라 시험체 무게는 점차 증가한다. 물 흡수량을 시간경과에 따

라 측정한 후, 이를 흡수면에서의 단위면적당 물 흡수량[kg/m
2
]으로 

환산하며 시간 [h
0.5

]에 따라 표시한다. 이때 측정시간은 일반적으로 

물에 담근 후 10 min, 30 min, 1 h, 3 h, 6 h, 12 h, 24 h, 48 h을 기준으로 

하여 4개 이상의 측정값이 일직선상에 위치하면 흡수시험을 종료한다.

2.3.6. 공극율 측정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공극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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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Flow of cement pastes.

Figure 4. Setting time of cement pastes.

Table 3. Heat of Hydration

FE content Heat evolution of hydration (℃)

Plain 48.033

1 wt% 47.921

3 wt% 46.860

5 wt% 45.363

cury intrusion porosimetry (MIP-Poremaster, Quantachrom, USA)를 사

용하였으며 수은 압입압력은 최대 50 kpsi로 하였다.

2.3.7. 수화물 분석

FE 첨가에 따른 재령별 수화 생성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

말 X-선 회절 분석(Ultima+ Horizontal goniometer II, Rigaku, Japan) 

및 SEM (LEO-1420, Khal Zise, Germany)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료

는 각 재령서 아세톤으로 수화정지 후 건조하여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굳지않은 모르타르의 특성

3.1.1. 수화열 

수화열 측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수화열 측정결과 plain 

대비 FE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수화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E에 함유되어 있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영향과 불소이온과 

시멘트 수화물 사이에 생성되는 난용성 화합물의 생성에 따른 흡열반

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5. Compressive strengths of cement mortars.

3.1.2. 흐름성(flow)

흐름성 측정결과를 Figure 3에 타나내었다. 흐름성은 plain 대비 FE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불소계 에멀젼에 함유

되어 있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3.1.3. 응결시간(setting time) 

응결시간 측정결과는 Figure 4와 같았으며, 응결시간은 FE의 첨가

량이 증가할수록 지연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수화열이 감소됨에 

따라 나타나는 현상으로 이 역시 FE에 함유된 계면활성제에 의한 영

향과 불소이온과 시멘트 수화물 사이에 생성되는 난용성 화합물의 생

성에 따른 흡열반응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경화모르타르의 특성

3.2.1. 압축강도

Figure 5에 압축강도 특성을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측정 결과 Plain

에 비하여 FE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역시 FE에 함유되어 있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응결 지연에 따른 영향

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재령이 경과 할수록 압축강도가 회복되는 경

향을 나타났다. 또한 압축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동일한 

유동성의 확보를 위해 물 시멘트 비를 조절한다면 plain 대비 압축강

도의 증가가 가능하리라 판단된다.

3.2.2. 흡수율

Figure 6에 흡수율 측정결과를 나타내었다. 흡수율 측정결과 F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낮게 나타났다. FE 첨가의 경우, 불소 

수지의 소수성에 의한 영향도 있을 수 있으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는 

FE에 함유되어 있는 F
-
 ion과 시멘트 중의 Ca

2+
 ion이나 기타 시멘트 

중에 함유되어 있는 양이온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미세한 난용성 

화합물 결정의 생성에 의한 공극 부피 감소 또는 공극 크기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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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Water absorption ratios of cement mortars.

Figure 7. Pore size (µm) and pore volume of cement pastes.

3.3. Porosity

Figure 7에 재령 28일에서의 수화물의 porosity 측정 결과를 나타내

었다. 그림에서 보면, F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전체적인 pore volume

이 낮고, 또한 0.1 µm 이하의 pore volume은 FE 5 wt%첨가의 경우 

plain 대비 상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FE의 첨가는 

cement paste의 pore volume을 감소시킴으로써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

능을 개선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8은 total pore volume을 나타

낸 것으로써 FE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ore volume이 감소하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3.4. 수화생성물

Figures 9와 10에 수화물 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ures 9의 

XRD 분석결과 plain의 경우 수화 초기부터 ettringite 및 Ca(OH)2의 활

발한 생성을 볼 수 있으며 재령 7일 이후에는 ettringite가 mono sulfate

Figure 8. Total pore volume of cement pastes.

로 전이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FE 첨가의 경우 첨가량 1 wt%에

서는 plain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재령 7일 이후에는 CaF2 

결정 또는 Calcium-Fluoride 염의 결정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다. 그

러나 첨가량 3 wt% 이상에서는 ettringite의 생성이 지연되어 재령 7일 

이후에도 ettringite가 존재하고 있으며 Ca(OH)2의 생성도 재령 7일 이

후부터 활발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ure 10의 SEM 분석결과 

plain의 경우 수화 초기부터 C-S-H와 ettringite와 Ca(OH)2의 생성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 FE 1% 첨가의 경우 수화 3일에서는 C-S-H 및 

ettringite의 생성이 미약하며 재령 7일에서는 C-S-H와 Ca(OH)2, ettringite 

등의 생성이 활발함을 볼 수 있다. 3% 첨가의 경우 수화 초기에는 

C-S-H와 ettringite와 Ca(OH)2의 생성이 미약하며 일반적인 시멘트의 

수화물에서 볼 수 없는 박편형의 결정이 생성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는 F
-
 ion과 Ca

2+
 ion과의 반응에 의한 CaF2 결정 또는 Calcium-Fluoride 

염으로 판단된다. 5% 첨가의 경우 역시 3%의 경우와 동일하게 CaF2 또

는 Calcium-Fluoride 염의 결정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5. 고찰

Howe-Grant[5]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알칼리 조건에서 무기계 규불

화염 중의 규불화 이온(SiF6

2-
)은 가수분해에 의해 실리카와 미반응 불

소 이온(F
-
)으로 전이된다. 전이된 실리카는 시멘트 수화 중에 생성되

는 Ca(OH)2와 반응하여 포졸란 반응을 진행시키게 되며, 미반응 불소 

이온은 시멘트 수화 중에 용출되는 Ca
2+

, Mg
2+

, Na
+
, K

+
 등의 알칼리 

이온과 반응하여 CaF2, MgF2, NaF, KF 등의 난용성 불화물을 생성시

키게 되며, 이러한 생성과정은 시멘트 수화열을 상쇄 시키는 열역학

적으로 흡열반응으로 진행되면서 난용성 불화물을 더욱 안정화 시키

게 된다. 본 연구의 결과 수화 초기의 수화열이 감소하고 응결시간이 

지연되는 것은 시멘트 수화물과 불소 이온에 의해 생성되는 난용성 

화합물의 생성에 대한 흡열반응에 의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Lee[6] 

등에 의하면 시멘트에 불소 이온이 함유되어 있는 경우 시멘트클링커 

광물인 C2S, C3S 수화 시 용출된 Ca(OH)2가 불소 이온과 반응하여 난

용성 불화물의 생성에 기여함으로 인하여 Ca(OH)2의 생성이 감소된

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FE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Ca(OH)2의 생성

이 감소하는 것은 수화 시 생성되는 Ca(OH)2가 난용성 불화물의 생성

에 소모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Howe-Grant에 의하면 

불소이온과 시멘트 수화 중에 생성된 Ca(OH)2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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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C plain

    

 (b) OPC with FE 1%

(c) OPC with FE 3%

    

(d) OPC with FE 5%

Figure 9. Results of XR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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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7d

 
c) 28d

(a) OPC plain

a) 3d

 
b) 7d

 
c) 28d

(c) OPC with FE 3%

a) 3d

 
b) 7d

 
c) 28d

(b) OPC with FE 1%

a) 3d

 
b) 7d

 
c) 28d

(d) OPC with FE 5%

Figure 10. Results of SEM analysis.

는 난용성 불화염은 그 결정의 크기가 1 µm 이하의 미세한 백색 입자

로 용액 반응 중 난용성 입자로 생성된다고 하였으며, Kim[7] 등에 의

하면 이러한 불소계 난용성 입자의 생성은 시멘트 재료의 공극에 형성

되어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율과 누적 공극부피를 감소시키며 따라서 

시멘트 경화체의 수밀성을 증진시킨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의 결과에

서 나타난 전체 공극부피의 감소는 불소 이온의 함유에 따른 미세한 

난용성 입자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불소 이온을 함유한 유기계 불소 화합물도 무기계 불소화합

물과 같이 알칼리 조건 하에서 해리된 불소 이온이 시멘트 수화물과의 

반응에 의하여 시멘트 경화체의 수밀성에 기여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기계 불소 화합물인 불소수지 에멀젼(FE)을 시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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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중량 대비 1%, 3%, 5%를 첨가하여 시멘트 재료의 수밀특성을 검토

하고 FE 첨가에 따른 시멘트 수화반응 및 수밀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하여 실험을 진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불소계 에멀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의 응결지연 현상이 

나타났다. 이것은 수화열이 감소에 의한 것으로써, 불소 이온과 시멘

트 수화물과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난용성 화합물의 흡열 생성반응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불소계 에멀젼의 첨가량이 증가할수

록 유동성이 증가하는 것은 흡열반응에 의한 응결 지연과 불소계 에

멀젼에 함유되어 있는 계면활성제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불소계 에멀젼은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 재료의 압축강도가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유동성 증가에 따른 물 시멘트 비를 감

소한다면 압축강도의 회복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불소계 에멀젼을 시멘트 재료에 사용할 경우 흡수율 저감효과에 따

른 수밀특성이 증진되는데, 이는 시멘트 경화체 공극에 시멘트 수화

물과 불소 이온의 반응에 의해 1 µm 이하의 미세한 난용성 화합물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수화 생성물 변화에서 불소계 에멀젼의 첨가로 C2S, C3S의 생성물

인 Ca(OH)2의 생성 및 초기 수화 생성물인 ettringite의 생성이 지연되

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용출된 Ca(OH)2가 불소 이온과 반응하여 

난용성 금속 불화물인 CaF2 또는 Calcium-Fluoride 염의 결정을 생성

하기 위해 Ca
2+

 이온이 소모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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