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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건설 분야 중 건설 재료와 건자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CO2는 약 6,700만톤으로 건설 분야에서 발생하는 CO2의

약 30 %를 점유하고 있다. 건설 분야에서 CO2 저감은 건자재 산업에서 CO2를 발생시키는 2차, 3차 양생을 줄여

소비되는 화석연료 사용과 배출가스 저감의 조절이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시멘트 결합재를 기초로 하여 결

합재를 40 % 까지 대체하여 모르타르를 제조한 후 양생방법을 달리하여 응결 및 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합재 치환율에 따른 강도 특성 결과 증기양생 후 고로슬래그와 CSA 15%, CAMC 5%를 치환한 시험체의 강

도 증진이 활발하였다. 특히 고로슬래그 50%, CSA 15%, CAMC 5%를 치환한 시험체가 가장 높게 강도가 증진되

었다. 하지만 CAMC 10%의 경우 열팽창에 의한 균열과 온도차에 의한 건조수축, 과도하게 생성된 에트린가이트에

의해 강도가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주제어 : 이산화탄소, 증기양생, 오토클레이브양생, 고로슬래그, 초속경결합제

Abstract

Carbon dioxide generated from construction materials and construction material industry among the fields of construction is

approximately 67 million tons. It is about 30% of the carbon dioxide generated in the fields of construction. In order to reduce

carbon dioxide in the fields of construction, it is necessary to control the use of fossil fuel consumed and decrease carbon emis-

sion by reducing the secondary and tertiary curing generating carbon dioxide in construction material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manufactured mortar by having cement as the Plain and substituting three binding materials up to 50% and then adopted

different curing methods to analyze congelation and strength characteristics. Test results for strength property by changing bind-

ing materials showed that specimens with blast furnace slag, CSA 15% and CAMC 5% resulted in positive effect for strength

improvement. Especially, specimens with 50% of blast furnace slag, CSA 15% and CAMC 5% showed the most appar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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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ngth improvement. On the other hand, the case for CAMC 10% showed reduced strength resulting from themo-cracking, dry

shrinkage from temperature difference and excessively produced ettringites. 

Key words : Carbon dioxide, Steam curing, Autoclave curing, Blast furnace slag, Rapid setting admixture

1. 서  론

최근 급속한 산업발전으로 인해 인류의 생활수준은

향상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산업 활동을 위하여 에너

지원 중 약 80 ~ 85%에 달하는 화석연료가 주 에너지

원으로 사용되었으며 이는 온실가스를 대량 발생시켜

지구온난화의 문제점을 야기하였다1-2).

범세계적으로 년간 세계 도처에서 발생되고 있는

CO2 는 2000년 기준 약 23.5 GtCO2yr-1이며, 이들

중 약 60%가 연간 0.1 Mt 이상의 CO2를 고정적으로

방출하고 있다. 따라서 2020년까지 29-44 GtCO2yr-1

그리고 2050년에 이르러 23-84 GtCO2yr-1으로 증가될

것으로 예측된다3).

국내 CO2 배출량은 2009년 기준 52,870 만톤으로

2008년에 전 세계 9위에서 8위로 1단계 상승하였으며,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중 건설 분야 비중은 4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에 정부에서는 2020년

BAU 대비 30 %로 국내온실가스 감축을 목표로 설정

하고 있으며 건설 분야에서도 동일하게 2020년 BAU

대비 30 % 감축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국내 CO2 발생원으로 42.3%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고 있는 건설 분야 중 건설 재료와 건자재 산업에서

발생하는 CO2는 약 6,700만톤으로 건설 분야에서 발생

하는 CO2의 약 30%를 점유하고 있다. 건설재료 중

CO2 배출이 가장 높은 비율은 시멘트 및 강재이며, 이

에 시멘트 및 강재의 탄소저감을 위한 중요성을 인식하

고 CO2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그 기술

과 사용재료의 한계로 인하여 제한적이다. 따라서 건자

재산업에서 보다 폭넓은 CO2 저감을 위해 다양한 방안

이 제시 되어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건자재산업에서 발

생하는 CO2는 제품 성형 후 목표성능 획득, 빠른 조기

강도 발현, 생산성 향상, 용이한 작업성 획득 등의 목적

으로 상온양생 후 시행되는 2차, 3차 양생을 실시하며

이때 양생을 위해 사용되는 화석연료의 연소에 의하여

다량 발생하며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국내온실가스 감축정책에 발맞춰

국내 CO2 배출량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건설 분야

의 CO2의 감축의 일환으로 건자재 산업에서 CO2를 발

생시키는 2차, 3차 양생을 줄여 소비되는 화석연료 사

용의 억제 및 탄소저감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기존 건

자재 제품 생산 시 제품에 사용되는 시멘트에 결합재를

변화시켜, 모르타르를 제작한 후 응결 및 강도를 측정

하여 양생차수를 저감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이론적 고찰

2.1. 2, 3차 양생의 특징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제품에 가장 범용적인 결합재로

사용되는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는 수화반응 거쳐 규산

칼슘수화물(CSH겔)과 수산화칼슘, 에트링가이트와 모노

설페이트 등의 수화물로 생성되어 경화하게 된다. 시멘

트가 수화반응 하여 경화할 때 초기 수화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은 온도이며 초기 재령에 온도를

상승 시키면 수화속도가 증가하여 원하는 강도를 초기

에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 업체에서 2차, 3차 양생을 실시하며 그 대표적인

양생 방법은 상압증기양생방법과 고온, 고압의 수열합

성반응을 이용한 오토클레이브양생이다. 상압증기양생

은 고온의 수증기를 이용하는 콘크리트, 모르타르 등의

촉진양생으로 보통의 습윤 양생 보다 빠른 강도 향상으

로 양생일수의 감소, 보관 공간의 축소 등의 이점이 있

다4-7). 또한 오토클레이브 양생은 콘크리트, 경량 또는

발포콘크리트, 그리고 섬유보강 시멘트제품을 포함하여

시멘트를 기초로 하는 재료의 넓은 분야에서 제품을 생

산하기 위해 광범위하게 이용된다8). 이 제조방법은 시

멘트를 베이스로 하는 건축재료의 제조에서 상온양생을

뛰어넘는 몇몇의 장점을 제공한다. 오토클레이브는 상

온 양생된 제품의 28일 강도와 비교하여 몇 시간 내에

높은 강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상당한 증기압력 하에서

시멘트 수화물비를 증가 시켜 강도를 촉진시킨다9).

하지만 두 양생 방법 모두 가온, 등온, 감온의 양생

사이클 조건에 따라 제품의 성능이 떨어지는 문제와 고

유가에 다른 경제성 저하, 화석연료 사용에 따른 CO2

배출의 문제점이 있다. 

국내 콘크리트 2차 제품 중 2차 상압증기양생을 하

는 제품으로는 크게 패널과 보드류가 있으며 시장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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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009년 기준 약 17,260억원에 달한다.10) 일반적으로

제품 40 ton 생산 시 상압증기양생에 사용하는 등유 가

격은 100만원이며, 제품 40 ton의 가격은 약 2천 5백만

원으로 국내 콘크리트 2차 제품 생산 시 상압증기양생

에 드는 등유 비용은 89억8천만원, 오토클레이 양생 시

62억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며 두양생을 모두 실시할

때 약152억원의 비용이 발생한다. 현재 국내 등유 가격

은 1l당 1,544원으로 소요 비용대비 사용량을 산출할

경우 약 9,837만톤의 등유가 추가양생에 소요되며 이를

등유 탄소 배출 계수인 0.69로 환산하면 6,788만톤의

CO2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건설 분야의 CO2를 감축하기 위하여 건자재

산업에서 CO2를 발생시키는 2차, 3차 양생을 줄여 소

비되는 화석연료 사용의 억제 및 탄소저감은 필수불가

견한 과제라 할 수 있다.

2.2. 양생차수 저감을 위한 기술적 방법

콘크리트 제품에 가장 범용적인 결합재로 사용되는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는 수화반응을 거쳐 규산칼슘수화

물(CSH겔)과 수산화칼슘, 알루미네이트나 페라이트 등

의 수화물로 생성되어 경화하게 된다. 시멘트가 수화

반응 하여 경화할 때 초기 수화속도에 가장 큰 영향

을 주는 요인은 온도이며 초기 재령에 온도를 상승

시키면 수화속도가 증가하여 원하는 강도를 초기에 얻

을 수 있다11). 

일반적인 시멘트의 수화 속도를 살펴보면 시멘트는

수화가 시작되면 제 1피크 이후에 3시간 정도의 유도

기를 가지게 된다. 이 유도기로 인해 시멘트를 결합재

로 사용하는 건설 내·외장재는 거푸집 탈형 하기 위한 필

요 강도가 발현 될 때까지 시간이 딜레이 되게 된다.12)

따라서 조기 필요 성능 획득과 생산성 증대를 위해 추

가 양생을 실시한다. 일반적으로 상압 증기 양생과 오

토클레이브양생을 실시하게 되면 조기에 강도 발현 효

과를 가져 온다.

오토클레이브양생은 콘크리트에 생기는 경화반응이

상압양생과는 다르고, 시멘트의 수화반응, 결합반응은

촉진되고 경화체의 조직은 상압양생체와 약간 다른 물

질이 된다. 반응촉진 이유는 광화제(Flux)로써 물의 작

용이 활발하게 되는 것과 결합재 등의 용해도가 크기

때문이라고 고찰된다. 오토클레이브양생 콘크리트의 강

도발현에서 주역은 역시 규산칼슘 수화물이고, 경화체

의 물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특정 규산칼슘 수화물

을 다량 생성시키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 된다13).

이러한 특징을 갖는 오토클레이브양생을 거치지 않기

위해선 결합재를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대신 속경성 결

합재를 이용하여 해결할 수 있다. 속경성 결합재는 콘

크리트 타설 후 시간경과에 따라 유동성을 잃어버리고

굳어지는 경화 현상의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즉 시멘트의 활성도를 높이는 것으로 분

말도를 높여 시멘트 입자들의 표면적을 크게 하여 물을

가했을 때 수화반응을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게 하고 그

속도도 빨라지게 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결합재에 첨가

되는 성분을 변화 시켜 속도를 증진시키기도 한다.

Fig. 1과 같이 반수석고 이외의 화합물은 Al2O3의 용

해도를 높이거나 낮춰 응결을 촉진 및 지연시키는 작용

을 한다. II, III와 같이 CaCl2, NaCl2, MgCl2는 C3A,

C3S와 신속히 반응하여 각각 다량의 C3ACaCl2·10H2O

와 같은 복수염이나, C-A-H, C-S-H 겔을 생성 응고

하여 급결 작용을 하게 된다. 따라서 초속경 결합재를

사용할 경우 상온 증기 양생과 유사한 수화 반응 속도

를 갖게 되어, 3차 양생 없이 조기 목표 성능 수준 도

달 및 빠른 작업성으로 인한 생산력 증대를 기대할 수

있다.14)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로슬래그, CSA, CAMC

의 첨가량을 달리한 결합재를 배합 후 시멘트에 40%

대체하여 모르타르의 응결 및 강도 특성을 분석하였다.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계획

본 연구는 결합재 종류 및 대체율에 따라 모르타르를

제작한 후 2차 증기양생까지 실시하고, 시멘트 결합재

만을 사용하여 3차 오토클레이브 양생까지 실시한 실험

체와 강도특성을 비교하였으며 실험 계획은 Table 1과

같다. 실험 인자로서 결합재종류와 대체율로 정하였으

Fig. 1. Setting speed by chemical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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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결합재 종류는 고로슬래그(이하 P라고 칭함), CSA

(이하 S라고 칭함), CAMC(이하 C라고 칭함), 하소카올

린, 석회망초, 규불화염을 기반으로 하였다. 결합재 비

율은 OPC 60%, 결합재 40%로 고정하고 결합재를 구

성하는 재료들의 구성비를 달리하였으며 하소카올린, 석

회망초, 규불화염 첨가량은 동일하게 고정하고 고로슬

래그, CSA, CAMC만을 첨가량을 대체하여 실험하였다.

3.2. 실험방법

본 실험은「KS 2 ISO 679 시멘트 강도 시험 방법」

에 준하여 Table 2와 Fig 2와 같이 시멘트 결합재에

40% 치환하여 실험하였다. 이는 선 실험결과 슬래그를

시멘트에 대체하여 증기양생 할 경우 40 ~ 50% 대체까

진 강도가 증진되었지만 50% 이상 치환한 시험체에서

는 강도가 저하되는 실험결과를 반영하였다15). 또한

ISO 679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굳지 않은 상태에서

단위시멘트량 배합 후 플로우 시험과 응결시험을 실시

한 후. 4 × 4 × 16 cm 사이즈로 시험체를 제작하였으며

비교 실험쳬(Plain)의 경우 모든 실험군의 비교대상이

되는 실험체를 상온, 증기양생 후 오토클레이브양생을

실시하여 제작하였으며 각 수준별 시험체의 경우 상온,

증기양생을 실시하였다. 각 조건별 양생을 실시한 후 압

축강도와 휨강도를 측정하였다.

3.3. 양생방법

Fig. 3은 본 실험의 양생방법을 나타낸 것으로 전치

Table 1. Experimental plan

Factors Levels
Test items

Fresh state Hardened state

Types of Binder GGBS CSA CAMC

- Flow

- Setting time

- Compressive strength

- Flexural strengthReplacement ratio

(%)

40,

50

10,

15

0,

5,

10

Table 2. Experimental mix

ID
W/B

(%)

Mix ratio

Cement : Admixture = 60 : 40 (vol%), Binder : Aggregate = 25 : 75 (wt.%)

W

Binder

Agg
C Admixture

wt.%

GGBS CSA CAMC Kaolin Glauberite K2SiF6

Plain

50 50

100 0 0 0 0 0 0 0

90

P40-S10-C0

60 40

40

10

0

27 7.9 0.1

P40-S10-C5 5

P40-S10-C10 10

P40-S15-C0

15

0

P40-S15-C5 5

P40-S15-C10 10

P50-S10-C0

50

10

0

P50-S10-C5 5

P50-S10-C10 10

P50-S15-C0

15

0

P50-S15-C5 5

P50-S15-C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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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 증기양생, 오토클레이브양생의 3단계로 실시하였

다. 시험체 제작 후 20±2oC 상온에서 2시간 전치양생

을 실시한 후 20 ~ 80oC까지 승온 4시간, 80oC에서 5

시간 유지하였으며 2~3시간 동안 상온까지 감온하였

다. 오토클레이브양생은 CaO와 SiO2의 수열합성을 유

도하여 Tobermorite 생성에 유리한 승온 4시간, 180oC

10기압에서 6시간 유지 후 자연 감압한 후 냉각 하였다.

 

3.4. 사용재료

3.4.1. 시멘트 및 골재

시멘트는 국내 A사에서 시판되는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그 물리적 특성은 Table 3과 같

다. 잔골재로는 밀도 2.6 g/cm3, 조립률 1.99, 단위용적

질량 1,537 kg/m3인 ISO 기준 모래를 사용하였으며 그

물리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3.4.2. 결합재

고로슬래그는 선철공정 중 부산물로 생성되는 3종

고로슬래그이며, U사 제품으로 비표면적(blaine)은

7,400 cm2/g이며, CSA는 국내 H사의 비표면적(blaine)

은 4,500 cm2/g으로 Al2O3가 36.5% 함량된 것을 사

용하였다. 하소카올린은 메타카올린 제조 공정 중 카올

리나이트가 하소된 것으로 메타카올린에 비하여 반응성

이 떨어지지만 저가인 국내 B사의 비표면적(blaine)

4,200 cm2/g을 갖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CAMC는 아토

마이징 처리한 환원슬래그를 비표면적(blaine) 5,000 cm2/g

상태로 분쇄한 것으로 CA계 초속경 화학조성과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있으며 높은 수화열과 급결의 특성을 가

지고 있다. 또한 슬래그와 하소카올린의 포졸란 반응에

기여하고자 석회망초와 규불화염을 사용하였다. 이 두

재료는 시멘트 매트릭스 내에서 가수분해에 의한 가용

성 실리카로 전이되어 시멘트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산화칼슘과 반응하는 포졸란 반응을 촉진하여 균열억

제, 수화열 상승억제, 중성화, 동결융해저항성 등의 내

구성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각 재

료의 특성은 Table 5 ~ Table 8과 같다.

Fig. 2. Experimental method.

Fig. 3. Curing process.

Table 3.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OPC

Density

(g/cm3)

Blaine

(cm2/g)

Setting time Chemical component (%)
LSF

Start(min) Finish(min) LOI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3.15 3,240 290 380 0.35 21.88 5.02 3.66 64.18 2.01 1.83 0.92 90.4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

F.M.
Density(g/cm3)

Absorption ratio (%) Percentage of solid volume (%)
Dry

1.82 2.51 1.32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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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결과 및 고찰

4.1. 플로우 시험

결합재 첨가율에 따른 모르타르의 플로우는 Fig. 4와

같이 동일한 물시멘트비에서 비교 실험쳬(Plain)가

217 mm의 값을 보이고 있으며 시멘트에 결합재를 대체

한 전 실험군에서 플로우 저하가 나타났다. 특히 고로

슬래그 함량이 40%에서 50%로 증가할수록 플로우 감

소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 대체로 사용

한 혼화제의 조성이 시멘트보다 높은 비표면적(blaine)

을 갖는 재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고로슬래그의

경우 비표면적(blaine)이 7,400 cm2/g 으로 시멘트보다

2배 이상 높은 분말도에 의해 플로우가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CSA와 CAMC를 혼입한 실험체는 혼

입량이 증가할수록 플로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CSA계 팽창제를 사용할 경

우 비표면적이 크고 짧은 시간 안에 겔상태의 물질을

생성하여 단위수량을 저감시켜 유동성 저하의 원인으로

Table 5.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blast furnace slag

Blaine

(cm2/g)

Chemical component (%)
Total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SO3 K2O

7,400 33.4 15.8 0.6 41.8 5.3 0.3 1.5 0.3 99.0

Table 6.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SA

Blaine

(cm2/g)

Chemical component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K2O Ig-loss

4,500 4.14 36.5 0.4 38.17 3.00 6.14 0.11 11.02 0.52

Table 7.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HK

Blaine

(cm2/g)

Chemical component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K2O

4,200 52.1 41.0 4.32 0.07 0.19 - 0.31 0.58

Table 8.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CAMC

Blaine

(cm2/g)

Chemical component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K2O

5,000 7.0 21.0 0.5 50.0 4.43 3.03 0 0

Fig. 4. Variation of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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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으며 본 실험결과도 동일한 원인에 기인된 결

과라 판단된다17).

4.2. 응결 시험

Fig. 5는 결합재 치환율별 응결시간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결합재를 대체한 모든 수준에서 빠른 초결과

종결을 나타냈다. 초기 응결 강도에 도달하는 시간은

CAMC를 첨가한 실험군에서 빠른 응결 특성을 나타냈

으며 특히 CAMC 10% 첨가한 실험체는 모두 4시간

이내에서 종결이 나타났다. CAMC가 첨가되지 않은 실

험군의 경우 고로슬래그 대체율이 높을수록 응결은 지

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SA가 첨가된 실험체의 경우

CSA 첨가량이 높을수록 응결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일반적으로 CSA, CAMC와 같은 칼슘알루미네이

트계 화합물은 초기수화속도를 증진하고 급결하는 특성

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다.18) 따라서

CSA, CAMC를 사용한 시험체의 경우 C12A7가 수화하

면서 실리카와 결합하여 석회분이 적은 겔을 생성함으

로써 급격한 응결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대체

율이 높을수록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AMC는 수화시 높은 발열량에 의해 수화촉진에 의한

응결촉진에 기인한 결과로 판단되며 대체율이 높을수록

응결 기여도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로

슬래그만을 시멘트에 대체하여 사용할 경우 단위시멘트

저감으로 응결이 지연되며. 특히 고로슬래그는 잠재수

경성을 통한 장기강도 촉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

어져 있다.19)

4.3. 강도특성

각 결합재 치환율 및 양생일수에 따른 모르타르의 압

축강도는 Fig. 6과 같다. 실험결과 고로슬래그 대체율

50%, CSA 15%, CAMC 5% 대체한 시험체가 시멘트

Fig 5. Variation of setting time.

Fig. 6. Vari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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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결합재로 사용하여 오토클레이브양생까지 실시한

비교 실험쳬(Plain) 보다 더 높은 강도 발현율을 나타내

고 있다. 결합재별 강도 특성을 살펴보면 고로슬래그의

경우 50% 대체한 실험체가 40% 대체한 실험체보다

강도 발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슬래

그 단독사용에 의한 강도 발현율은 시멘트를 사용한 비

교 실험쳬(Plain)에 비해 저하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으며 다른 혼화제 첨가에 따라 강도가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고로슬래그는 잠재수경성 재료로서 초기

수화에 기여하지 못하고 알칼리와 같은 자극제에 의해

반응하여 장기강도에 기여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따

라서 일반 상온양생보다 증기양생을 실시할 경우 매트

릭스내 시멘트의 수화촉진으로 인해 다량의 수산화칼슘

이 생성이 되고 이 생성된 수산화칼슘이 고로슬래그를

활성화 시켜 강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져

있으며 본 실험결과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20)

CSA의 경우 혼입율이 증가할수록 강도 증진에 도움

이 되는 결과가 나타났으며 CAMC는 5% 혼입까지 강

도를 증진시키지만 10% 혼입할 경우에는 급격히 강도

가 저하되었다. CSA는 초기재령에서 C3A의 급격한 수

화와 SO3
− 이온 함량 증가로 인해 에트린가이트가 활

발히 생성되어 강도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21)

하지만 CAMC의 경우 C12A7이 일정량 매트릭스 내부

에 존재할 경우 높은 수화열로 인해 응결촉진으로 인한

초기강도 증진에 기여하였지만 일정량 이상이 혼입될

경우 수화초기 100oC가 넘는 수화열이 발생하여 열팽

창에 의한 균열과 온도차에 의한 건조수축, 에트린가이

트가 급격히 과도하게 생성이 되어 매트릭스내에 체적

붕괴에 의한 미소균열, 을 유발하여 강도 저하를 유발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재 건조수

축 및 길이변화 등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이 진행되고

있다.

양생일수에 따른 강도변화를 살펴보면 증기양생 후

강도보다 증기양생 후 7일 자연양생 시킨 모든 시험군

에서 8 ~ 30% 범위에서 강도가 증진되었으며 이는 일

반적인 양생일수 증가에 따른 강도 증진으로 판단된다.

모르타르의 휨강도 특성은 Fig. 7과 같이 비교 실험

쳬(Plain)는 오토클레이브양생 후 10.7 MPa로 나타났고,

증기양생 후 전실험군에서 비교 실험쳬(Plain) 보다 낮

은 휨강도를 발현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단위시

멘트량 저감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휨강도시험 결과

압축강도와 유사하게 고로슬래그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CSA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강도는 증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CAMC의 경우도 동일하게 5% 혼입시 강도

발현에 크게 기여하지만 10% 혼입시 강도저하를 초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생일수 또한 압축강도와 동일

한 강도발현을 나타냈다.

5. 결  론

결합재 치환율에 따른 모르타르의 특성에 대한 실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⑴ 결합재 치환율에 따른 굳지 않은 성상 중 유동성

시험결과 고로슬래그, CSA, CAMC 대체율이 증가할수

록 비교 실험쳬(Plain)에 비해 유동성은 감소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CSA와 CAMC의 경우 초기 높은 수화

열과 높은 분말도에 의해 유동성이 크게 저하되는 것으

Fig. 7. Variation of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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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

⑵ 응결 시험 결과 결합재를 대체한 모든 수준에서

시멘트만을 결합재로 사용한 비교 실험쳬(Plain) 보다

빠른 초결과 종결을 나타냈으며 CAMC 대체율이 높을

수록 가장 빠른 응결특성을 보였다.

⑶ 결합재 치환율에 따른 강도 특성 결과 증기양생

후 고로슬래그와 CSA 15%, CAMC 5%를 치환한 시

험체의 강도 증진이 활발하였으며 특히 고로슬래그

50%, CSA 15%, CAMC 5%를 치환한 시험체가 가장

높은 강도 증진을 나타냈다. 하지만 CAMC 10%의 경

우 열팽창에 의한 균열과 온도차에 의한 건조수축, 과

도하게 생성된 에트린가이트에 의해 강도는 저하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⑷ 이상의 실험·실증적인 연구 결과, 결합재를 치환

하여 사용할 경우 오토클레이브 양생단계를 없애거나

증기양생 시간의 단축 등의 양생시간과 차수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사용되는 결합재 종류와 적정 치

환율, 양생방법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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