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of Korean Inst. of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1, 2015, 12-20

≫ 연구논문 ≪

12

http://dx.doi.org/10.7844/kirr.2015.24.1.12

pISSN : 1225-8326 eISSN : 2287-4380

천연 수경성 석회의 수화특성에 미치는 석고의 영향

문기연 · 최문관 · 조계홍 · 조진상 · 안지환* · 홍창우**

한국석회석신소재연구소 연구개발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본부

**한국교통대학교 토목공학과

Effect of Gypsum on Hydration Properties of Natural Hydraulic Lime

Ki-Yeon Moon, Moon-Kwan Choi, Kye-Hong Cho, Jin-Sang Cho, Ji-Whan Ahn* 

and Chang-Woo Hong**

Korea Institute of Limestone and Advanced Materials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Transportation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로 수쇄 슬래그 및 석고를 혼합한 3성분계 천연 수경성 석회 페이스트에서 석고종류 및 혼합량에 따른 수화특

성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로 수쇄 슬래그 20 %를 혼합한 천연 수경성 석회에 무수석고, 반수석고, 이수석고를 각각 3 %,

10 %를 혼합하여 석고의 용해도 및 반응성에 따라 수화초기 생성되는 수화물의 종류와 생성량을 분석하였으며, 이에 따른 물리적

특성 변화거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페이스트를 활용한 수화특성 결과 모든 샘플에서 수화초기 ettringite, C-S-H와 같은 수화물이

생성되었으며,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수화물의 생성량이 증가하였다. 압축강도 측정결과, 석고 혼합량이 3 %일 때 더 높은 강도를

보였으며 재령 28일에서 무수석고 및 반수석고가 이수석고를 혼입할 경우 보다 높은 특성을 나타내었다.

주제어 : 천연 수경성 석회, 고로 수쇄 슬래그, 무수석고, 반수석고, 이수석고, 수화

Abstract

In this study, change of hydration property with contents and type of gypsum in ternary natural hydraulic lime containing blast

furnace slag and gypsum was investigated. Anhydrite, hemihydrate and dihydrate were added 3 % and 10 %, respectively in nat-

ural hydraulic lime adding blast furnace slag 20 %. Hydration and physical behavior due to solubility and reactivity of different

types of gypsum were analyzed in early hydration. As a result of analysis of hydration properties, in all samples, hydrates such

as ettringite and C-S-H were produced in early hydration, and amount of hydrates with increase of hydration time was increased.

In the case of compressive strength, when contents of gypsum are 3 %, it was higher compressive strength than other specimens.

At hydration 28 days, for addition of anhydrite and hemihydrate, compressive strength was more than adding dihydrate.

Key words : Natural hydraulic lime, Blast furnace slag, Anhydrite, Hemihydrate, Dihydrate,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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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천연 수경성 석회 (natural hyraulic lime, NHL)는 항

습성, 방습성, 항곰팡이성, 단열성 등을 가지고 있어 환

경적인 장점이 많이 있으며,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CO2의 배출량과 실질적인 적용환경에서 탄산화 반응에

의해 흡수되는 CO2의 흡수량을 환산할 경우 일반적인

건설재료인 OPC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CO2 발생량의 50 % 이하이다1,2). 이러한 친환

경적인 요인으로 유럽과 미국을 비롯한 해외 각 국에서

는 플라스터, 접합재, 마감재, 내·외장재 등 다양한 용

도로 사용되며, 여러 건설재료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

경 건설재료로서 자리 잡고 있다2,3). 다만, 더 넓은 용

도로서 적용하기엔 물리적 특성이 다소 약하다는 단점이

있으며, 이러한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는 방안으로 무

기질 혼화재, 섬유질, 오일, 공기연행제, 감수제 등 다양

한 혼화재를 혼합하여 적용범위를 확대시킬 수 있다4,5).

일반적으로 압축강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을 향상시키

기 위한 방안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혼화재 중 하나

는 산업부산물을 원료로 하는 무기질 혼화재가 있다2).

무기질 혼화재 중 고로 수쇄 슬래그 (blast furnace

slag, BFS)는 SiO2와 Al2O3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어

calcium silicate 및 calcium aluminate계 수화물을 생

성시킬 수 있기 때문에 내구성 향상에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잠재수경성 특성으로 초기강도 발현이 늦다

는 단점이 있다6). BFS의 초기강도를 보완하기 위한 가

장 효율적인 방안은 알칼리 자극제를 혼합하는 것으로

서 NaOH, KOH, Ca(OH)₂및 CaSO₄등과 같은 알칼

리 물질이 사용될 수 있다6). 

본 연구에서는 국내산 저품위 석회석으로 제조한 NHL

의 물리적 특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안으로 BFS를 혼합

하였으며, 잠재수경성을 촉진하여 초기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해 석고를 혼합하였다. 혼합된 석고의 종류는 무

수석고 (anhydrite, CaSO4), 반수석고 (hemihydrate, CaSO4·

0.5H2O), 이수석고 (dihydrate, CaSO4·2H2O)로 하여 석

고종류에 따른 특성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혼합량을

3 %, 10 %로 하여 3성분계 NHL의 초기강도 특성을 향상

시킬 수 있는 배합비율을 도출 해 내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활용한 국내산 NHL과 BFS의 XRD 분

석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Fig. 1(a) 국내산 NHL

의 XRD 분석결과 주요 광물상은 Ca(OH)2, C2S,

C3S, 미반응 SiO2, 미량의 gehlenite임을 알 수 있었다.

다량의 Ca(OH)2가 존재함에 따라 탄산화반응에 의한

CaCO3의 형성과 더불어 C2S 및 C3S의 수화반응에 의한

C-S-H 수화물 생성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b)

BFS의 XRD 분석결과 BFS는 비정질 광물상으로서

quartz (SiO2)와 이수석고가 함유되어 있었다. 본 연구

에서는 석고 종류에 따른 특성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도가 높은 시약급의 종류별 석고를 활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Fig, 1(c)의 XRD 분석결과 결합된 H2O

의 함량에 따라 무수석고, 반수석고 및 이수석고 형태

로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2. 페이스트 제작

석고종류 및 혼합비율에 따른 수화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국내산 NHL-BFS-gypsum 3성분계로 구성된 페

이스트를 제조하였다. Table 1에 페이스트 제조조건을

나타내었으며, Table 2에 샘플명을 나타내었다. NHL은

수화광물상의 수화반응과 탄산화반응이 복합적으로 작

용하여 경화하게 되며, 본 연구에서와 같이 혼화재를 혼

Fig. 1. XRD patterns of raw materials.



14 문기연 · 최문관 · 조계홍 · 조진상 · 안지환 · 홍창우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4, No. 1, 2015

합하여 사용할 경우 혼화재의 화학반응에 의해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기기분석을 통해 조사할 수 있다. 이러

한 특성을 단기간 내에 실험실 규모에서 확인하기 위해

시약 접시에 (5 ~ 8) mm 얇은 두께로 페이스트 샘플을

나누어 담았다. 해당하는 재령에 맞추어 아세톤으로 수

화정지 시킨 후 건조하여 각각의 기기분석에 적합하게

샘플링을 실시하였다. 각 재령에서 전처리 된 샘플들은

X-선 회절분석 (XRD: D/max 2500 V/P, Rigaku Co.

Ltd. Japan), 시차주사열량측정 및 열중량분석 (TG/DSC:

STA 449C Jupiter, NETZSCH Co, Ltd. Germany), 주사전

자현미경분석 (SEM: S-4300, HITACHI Co. Ltd.

Japan), 기공률 측정 (Auto Pore Ⅳ 9520, Micromeritics

Co. Ltd. USA) 및 미소수화열분석을 통하여 반응특성

을 조사하였다.

2.3.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모르타르 제작은 BS EN

459-2:2010에 따라 실시하였다. 일정한 작업성에서의 압

축강도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fresh mortar의 플로우

(flow) (165 ± 3) mm가 되도록 물 배합량을 조절하였으

며, 각각의 샘플은 1차 pre-mixing 후 NHL (+혼화재) :

sand : water = 1 : 3 : x (flow (165 ± 3) mm)로 모르타르

를 제작하였다. 공시체 크기는 (40 × 40 × 160) mm로 하

였으며, vibrating table을 활용하여 모르타르를 2층으로

나누어 다짐하였다. 양생온도 20 oC, 상대습도 95 %에

서 양생하여 재령 7일과 28일에서의 압축강도를 측정

하였다. 하중이 작용하는 부분은 시편의 세로단면 방향을

기준으로 (40 × 40 × 40) mm, 하중속도는 144 kN/min로

하였다. NHL 모르타르 제조 배합비율과 샘플명은

Table 1과 Table 2의 페이스트 제조 조건과 동일하다.

3. 실험결과

3.1. 광물상 특성

석고는 BFS의 활성화 반응을 유도하여 수화초기부터

calcium aluminate 및 calcium silicate 계 수화물의 생

성을 촉진하는데, BFS의 활성화 반응은 석고의 용해도

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일반적으로 분류되는 무수석

고, 반수석고, 이수석고 3종의 석고는 각각 다른 용해도

를 가지며 혼합량이 일정할 때, 종류에 따른 수화물의

종류 및 생성량에 차이가 발생한다. Fig. 2는 석고 혼

합량이 3 % 일 때, 3성분계 페이스트의 XRD 분석결과

로서 석고 종류에 따른 수화반응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모든 샘플은 초기수화 1일부터 9° 부근의 ettringite

와 27° 부근의 C-S-H 수화물이 비교적 다량 생성되었

으며,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피크의 크기가 증가하여 지

속적인 수화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각의 샘플에서 수화물의 생성량에 큰 차이를 나타내

고 있지는 않지만, 상대적으로 이수석고를 혼합하였을

경우 가장 낮은 수화물 생성량을 보였다. 무수석고는 이

수석고에 열을 가해 온도구배에 따라 순차적으로 반수

석고에서 무수석고로 변환되는 과정으로 제조되는데, 무

수석고는 수분을 흡수하여 반수석고 또는 이수석고로

전환이 가능하다7). 따라서, 무수석고를 혼합하여 제조

Table 1. Preparation conditions for NHL paste samples

Sample Water mixture ratio Condition

Domestic NHL 60 %

Mixture with BFS 20 %

Type of gypsum : anhydrite, hemihydrate, dihydate

Addition (%) : 3, 10

Curing condition : 20 oC with 95 % of relative humidity

Hydration time (day) : 1, 7, 28

Table 2. Mixing ratio and sample designation of NHL samples

Raw 

material

Type of 

gypsum

Addition 

(%)

Sample 

designation

Domestic NHL

Anhydrite

1 Anhy 1

3 Anhy 3

10 Anhy 10

Hemihydrate

1 Hemi 1

3 Hemi 3

10 Hemi 10

Dihydrate

1 Dihy 1

3 Dihy 3

10 Dihy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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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샘플 내부의 무수석고는 일부 반수석고로 전환되었

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따라 반수석고와 유사한 형

태로 수화물이 생성되고 잔존하는 석고의 함량이 적은

것으로 보인다. 30° 부근의 CaCO3 피크 또한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증가하고 있은 것으로 보아, 지속적인 탄

산화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수화

물의 생성이 급격히 증가하는 재령 7일 이후 경화체 내

부의 수분손실률이 빠르게 나타남에 따라 모세관 공극

을 증가시켜 탄산화율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으로 생각

된다. 또한 석고의 혼합량에 따른 수화반응의 차이를 알

아보기 위해 수화 28일에서의 샘플에 대한 XRD 분석

을 실시하였다(Fig. 3). 전반적으로 석고의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ettringite와 더불어 C-S-H의 생성량도 증가

하는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석고 혼합량이 10 %

이상일 경우 미반응 잔존석고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석고의 적정 혼합비율은

(3 ~ 5) %로 알려져 있지만, 적정량 이상의 석고가 혼합

될 경우 잔존하는 석고가 자체적인 filler 역할로 내구

성의 치밀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수화광물상의 표

면에 부착되어 수화반응을 지연시킬 수 있으며, 반응이

완전히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경화체 내부의 공극을

채우기 때문에 탄산화반응이 원활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다8). 과량 혼합된 석고에 의해 수화초기부터 경화

체 내부의 치밀도가 높아질 경우 수화반응으로 생성된

수화물의 입자성장에 따라 미세공극구조가 파괴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압축강도 감소, 내구성 저하, 응결지

연 등 다양한 열화현상을 야기할 수 있다9,10). 따라서,

수화물의 생성정도와 함께 경화체 내부의 조직구조를

고려하여 적정 혼합량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9,10). 

Fig. 2와 3의 석고종류 및 혼합량에 따른 XRD 분석

결과 중 반응생성물에 대한 생성정도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DSC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4는 석고 혼

합량 3 %에서 재령에 따른 DSC 분석결과로서, 120 oC

부근의 ettringite 및 C-S-H gel의 분해, 500 oC 부근

의 Ca(OH)2의 분해, 800 oC 부근의 CaCO3의 탈탄산

에 의한 흡열피크가 나타났으며, (380 ~ 410) oC 부근의

III-CaSO4에서 II-CaSO4로의 상전이에 의한 발열피크와

(940 ~ 950) oC 부근의 BFS의 재결정화에 의한 발열피

크를 확인할 수 있었다. 120 oC 부근의 피크는 ettringite

와 C-S-H 수화물의 열분해에 의한 피크와 이수석고 또

는 반수석고의 탈수반응에 의한 피크가 중첩되어 나타

Fig. 2. XRD pattern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gypsum with hydration time for adding 3 %.

Fig. 3. XRD pattern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gypsum with gypsum contents at hydration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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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으로 보인다. 120 oC 부근의 수화물의 탈수반응

에 의한 피크로 수화물의 생성량을 예측할 경우, 모든

샘플은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수화물의 생성량이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Fig. 2의 XRD 분석

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였다. 

Fig. 5는 수화 28일에서 석고 혼합량에 따른 DSC

분석결과이다. 각각의 온도구역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광물상 및 수화물의 피크는 Fig. 4와 큰 차이가 없었으

며, 석고의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120 oC 부근의 수

화물에 의한 피크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DSC 분석을 통한 수화물의 정량적인 생성량을 고려

할 경우 석고의 혼합량 증가와 비례하게 수화물의 생성

량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석고의 혼

합량이 적정량 이상으로 존재할 경우 ettringite의 수화

를 촉진시켜 과도한 수화물 생성으로 경화체 내부의 미

세공극구조를 파괴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내구

성 저하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11). 따라서 물과의 반

응속도와 석고종류에 따른 특성을 파악하여 혼합량을

설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건설재료에서의 수경성 반응은 발열반응

으로 수화시간에 따른 수화열을 측정하여 사용되는 원

료의 수화반응성을 분석할 수 있다. 앞서 기기분석을 통

해 생성되는 수화물의 종류 및 생성량이 석고 종류에

따라 다른 경향성을 보였는데 발생되는 수화열을 분석

함으로서 수화반응성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석고의 종

류 및 함량에 따른 초기수화 72시간까지의 누적 미소

수화열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6). 석고 혼합량에 관계

없이 수화발열량은 반수석고를 혼합하였을 경우 가장

높았다. 반수석고의 경우 혼합량에 따른 수화열의 차이

가 비교적 크게 나타나는 만큼 수화초기 수화촉진에 의

한 내구성 저하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정량을 선정

하여 혼합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수석고

와 이수석고의 경우 혼합량에 따른 수화열의 차이가 크

게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수화물 생성량에 큰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적정 혼합량은 3 % 내외가

적합할 것으로 생각된다.

3.2. 미세구조 특성

생성된 수화물의 결정성과 경화체 내부 조직구조를

확인하고자 SEM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Fig. 7에 각각

의 석고 혼합량 3 %에서 재령에 따른 수화물의 형상을

나타내었다. 모든 샘플에서 재령초기에 비교적 다량의

침상형 ettringite가 생성되었으며, C-S-H의 생성과 함께

경화체 내부의 모세관 공극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수화물들의 결정성장이 진

행되어 그물망 형태의 C-S-H는 큰 덩어리 형태로 존재

Fig. 4. DSC curve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gypsum with curing at 1 day and 28 days.

Fig. 5. DSC curve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gypsum with gypsum contents at hydration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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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ettringite는 다량 생성되어 결정성이 뚜렷해

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량의 ettringite가 생성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onosulfate 수화물은 관찰 할 수

없었으며, 이는 석고의 존재에 따라 지속적인 SO3
2-이

온이 공급되어 ettringite 생성을 위한 수화반응이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상대적으로 탄산화 반응성

이 좋았던 Fig. 7(b)에서 작은 콜로이달 형태의 CaCO3

입자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SEM 분석에 의한 경화체

의 치밀도와 수화물의 생성량을 고려할 경우 Fig. 7

(d)가 수화 초기 가장 우수한 물리적 특성을 발현할 것

으로 생각된다. 

수화반응이 진행되고 있는 경화체 내부의 모세관 공

극은 수화물의 형성에 의해 크기가 점차적으로 작아지

는 양상을 보이며 치밀한 조직구조를 형성하는데, 모세

관 공극의 치밀도는 경화체의 내구성과 직접적인 연관

성이 있다. Fig. 8-10은 석고 함량 및 재령에 따른 기공

분포도 분석결과이다. 재령(Fig. 8) 및 석고함량(Fig. 9)에

따른 기공크기분석결과는 앞서 확인한 분석결과를 토대

로 수화 초기 반응성이 가장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반수

석고를 기준으로 고찰하였다. 석고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화물의 생성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수화물

생성량에 따른 기공크기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석고 종

류별 혼합량 10 % (Fig. 10)를 기준으로 재령 28일에

서 각 샘플의 기공분포를 조사하였다. 

Fig. 8의 재령에 따른 기공크기분포 분석결과, 재령이

Fig. 7. SEM image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

gypsum with hydration at 1 day and 28 days.

Fig. 8.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CaSO4·0.5H2O with hydration time.

Fig. 6. Cumulative heat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gypsum ternary system at 72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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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어짐에 따라 기공크기가 작아지며 분포정도 (X축)가

점차적으로 좁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기공분포율

(Y축) 또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재

령에 따른 수화물의 생성과 이에 따른 경화체 내부 공

극구조의 치밀화에 의한 현상으로 보이며, 앞서 확인하

였던 XRD 및 DSC 분석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인

다. Fig. 9의 반수석고 혼합량에 따른 기공크기 분석결

과,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크기가 작아지며, 기공

크기 분포도가 월등히 감소하였다. 석고 혼합량이 증가

함에 따라 수화물의 생성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기공의

밀도가 높아져 전체적인 기공크기 분포도가 작은 쪽으

로 형성되는 것으로 보이며, 일정 크기의 기공분포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미반응 석고가 존재하

여 자체적인 filler로서 작용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Fig. 10의 재령 28일에서 기공크기 분석결과, 반수석고

를 혼합한 샘플의 기공크기가 가장 작으며, 이수석고를

혼합한 샘플의 기공크기가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각 석고의 자체적인 용해성, 반응성 또는 수화물

생성특성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SEM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C-S-H와 ettringite가 복합적으로

다량 생성되어 경화체 내부가 가장 치밀하게 형성된 반

수석고를 혼합한 샘플의 경우 기공의 치밀화로 인해 기

공이 가장 작게 형성된 것으로 보이며, 수화물이 비교

적 크게 생성되어 경화체 내부 공극이 조밀하지 못한

이수석고를 혼합한 샘플의 경우 경화체의 치밀성이 떨

어져 기공이 다소 크게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3.3. 물리적 특성 

수화특성 분석결과를 토대로 혼합되는 석고 종류에

따른 반응성과 수화물의 생성량 등이 물리적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재령 7일과 28일에서의 모르

타르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하였다(Fig. 11). 석고 혼합

Fig. 10.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gypsum ternary system with types of

gypsum at 28 days.

Fig. 9. Pore size distributions of the paste specimens in

NHL-BFS-CaSO4·1/2H2O with contents of

hemihydrate at 28 days.

Fig. 11. Compressive strength of the mortar specimens in NHL-BFS-gypsum at 7 days and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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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3 %일 경우 초기수화 7일에서 가장 활발한 수화

반응성을 보인 반수석고를 혼합한 샘플의 압축강도가

4.9 MPa로 가장 우수하였다. 수화물의 결정성이 크고

경화체 내부의 공극률이 높은 이수석고를 혼합한 샘플

이 반수석고 혼입시 압축강도보다 약 20 %정도 낮은

3.9 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석고 혼합량이 10 %

로 증가할 경우 모든 샘플은 평균 48 % 정도 압축강도

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였으며 이는 석고 혼합량 3 %

에서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보였던 반수석고를 혼합한

샘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XRD, DSC, 미소수화

열 측정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반수석고를 혼합했

을 경우 혼합량에 따른 수화물의 생성량과 수화열의 발

생량에 차이가 크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과량의 반

수석고가 혼합되었을 경우 수화촉진현상에 의해 경화체

내부의 미세공극 구조가 파괴되어, 결과적으로 압축강

도와 같은 물리적 특성에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낸 것

으로 생각된다. 

모든 샘플은 재령이 길어짐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

하였으며, 재령 28일에서의 압축강도는 무수석고 3%를

혼합하였을 때 7.1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가

장 낮은 압축강도를 나타낸 이수석고 혼입시보다 약

27 %정도 높은 값이다. 반수석고의 경우 수화과정 중

일부 이수석고로 전환되어 다소 늦은 반응성을 나타내었

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재령 28일에서 무수석고보

다 낮은 압축강도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4. 종합결론

(1) 모든 샘플에서 석고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

화물의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며, 혼합량에 따른 수화물

생성량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반수석고임을 알

수 있었다. 재령 28일에서 반수석고는 ettringite와 C-S-

H gel을 다량 생성시켜 가장 조밀한 내부공극구조를 형

성하였으며 이에 따라 내구성 증진에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2) 석고의 혼합량이 증가함에 따라 수화물 생성량이

미미하게 증가하긴 하지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잔존하는 미반응 석고가 다량 존재할 것으로 보이며, 적

정 혼합량은 3 % 내외로 판단된다.

(3) 압축강도 측정결과, 대부분 혼합량 10 %에 비해

3 %에서 우수한 압축강도 특성을 보였으며, 이는 미반

응 석고의 함량 및 급격한 수화촉진에 의한 내부공극구

조의 파괴 현상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4) NHL-BFS-1/2CaSO4 3 %가 NHL의 내구성 증

진에 가장 우수한 특성을 보이는 배합비율이라고 판단

되며, 장기적으로 경화체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적정 혼

합비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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