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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건설 산업은 인천국제공항, 영종대교, 

거가대교 등 다양한 기술 실적을 보유하고 있고, 건설 

시공기술이 다른 나라보다 우수성을 인정받아 해외 건

설시장까지 규모가 확대되는 등 많은 발전을 이루어왔

다. 하지만 이러한 건설 산업의 발전은 현재 토지 부족

으로 인한 지가상승 및 수평으로의 토지이용 한계 등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롯데타

워, 인천대교와 같은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이 요구되

어지면서 구조물은 점점 초고층화 및 초대형화 되고 

있다1-2). 그러나 특수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을 위해

서는 현재의 기술 수준보다 더욱 향상된 시공기술이 

요구된다. 이러한 향상된 기술이 요구되는 시점에 설

계 기술과 아울러 시공기술의 안전적인 제어가 필요하

고, 이를 위해 건설재료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기술이 요구된다. 즉, 더욱 경제적이고 효과적인 시공

기술 확보 및 시공성능 평가를 위해서는 시공기술에 

대한 객관적 분석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를 위해 콘크

리트에 대한 유동성능을 정량화하여 일정한 품질관리

가 가능한 콘크리트용 표준물질 개발에 대한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3-8). 표준물질을 개발함으로써 시공단계

에서 제조공정 및 작업자에 상관없이 일정한 품질 제

어가 가능한 안정적인 시공이 가능하다. 아울러 현재

까지 개발된 다양한 정량 평가 시스템에 대한 보정

(Calibration)이 가능해지고, 기존 상대적인 비교 수준의 

초기 유동성능 평가에서 절대적인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유동성능 평가가 가능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초기 

콘크리트의 유동성능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를 활용하여 콘크리트 시공단계에서의 성능을 정량

적으로 평가할 수 있어 과학적인 사전 시공성능평가 

및 시공성능예측이 가능하다. 또한 표준물질을 개발함

으로써 배관압송시험용 리사이클링 표준시료로의 활

용이 가능하고, 펌프장비 마모성 평가를 통한 교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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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평가용 표준시료로의 활용, 디지털프린팅 등 첨단 

건설 분야 품질제어 표준시료로 활용 등 여러 분야에

서 활용될 수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는 다양한 재료들

로 구성되어 있는데, 시멘트와 같은 미립자에서 수십 

mm의 굵은 골재까지 폭넓은 입도분포를 갖는 다성분

계의 복합체이다5-6). 그로 인한 불확실성 및 다차원적 

성질로 국외를 중심으로 표준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표준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

이 부재한 실정이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물질

에 대한 규정을 목표로 유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레

올로지 개념을 기반으로 콘크리트의 구성에서 가장 기

본 구성요소인 시멘트페이스트에 대한 표준물질 성분

을 1차적으로 도출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모르타

르용 표준물질, 최종 콘크리트용 표준물질에 이르기까

지 입자를 미립자에서 잔골재, 굵은 골재 등 단계적으

로 고려해 나가는 형태로 콘크리트 표준물질 개발 연

구를 확장할 계획이다.

2. 실험계획 및 방법

2.1 실험계획

시멘트페이스트용 표준물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선 입자를 포함한 다성분계의 표준물질 요구특성을 

검토해야 한다. 현재 제시되고 있는 입자상 표준물질

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시험이 지속되는 동안 

입자 분리가 없어야 한다. 2) 넓은 범위의 전단 변형율

에서 선형의 Bingham 반응을 나타내야 한다. 3) 장기간

에 걸쳐 유체와 입자 사이에 유동학적 및 화학적 특성

변화가 없어야 한다. 4) 골재의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

에 충분한 항복응력이 있어야 한다. 5) 양면 선형 응답

거동 즉, 히스테리시스가 거의 없어야 한다9). 본 연구

에서는 입자상 표준물질에 대한 재료를 선정하고, 일

정한 배합조건에서 유동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적합한 재료에 대한 평가를 기

술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페이스트는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형태로 시멘트를 대체할 수 있는 미분말과 시

멘트와 물이 혼합된 형태의 매트릭스 유체에 대해 고

려하여야 한다. Table 1은 선정된 재료를 나타낸 것으

로 국내에서 수집할 수 있는 재료들이다. 시멘트대체

재는 수분과의 반응이 거의 없고, 입경이 시멘트의 평

균 입경과 유사한 Limestone, Slag, Silica, Kaolin으로 

선정하였고, 각 재료의 구성성분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10-12). 매트릭스 유체로는 시멘트페이스트의 유동특성

과 유사한 특성을 가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한 점도를 나타내는 화학적 안정성을 가진 Cornsyrup, 

Table 1. Selected replacement materials for SRM

Cement replacements Matrix fluid Water

Limestone
Slag
Silica
Kaolin

Cornsyrup
Glycerol

Distilled Water

Table 2. Analysis of constituent components of selected 
cement replacements materials

Cement 
replacements

Constituent (%)

SiO2 Al2O3 Fe2O3 MgO CaO K2O Na2O SO3 TiO2

Limestone 0.30 0.10 0.02 0.20 99.30 - - - -

Slag 34.69 14.31 0.50 3.93 41.95 - - 2.61 -

Silica 99.50 0.40 0.05 0.02 0.02 0.02 0.02 - 0.05

Kaolin 53 44 0.25 0.22 0.40 0.23 - -

Table 3. Development phase for SRM

Step Experimental plan

1 Step Review particulate standards requirements

2 Step Material selection

3 Step

· Analysis according to material 
· Composition combination
· Initial mixture analysis
· Analysis by time
· Analysis by type of selected materials (By particle size 

and material grade)

4 Step Final Review and Derivation of Standard Substance Components

Table 4. Combinations of materials mixing 

Cement replacements Matrix fluid Water

Limestone
Cornsyrup

Distilled Water

Glycerol

Slag
Cornsyrup

Glycerol

Silica
Cornsyrup

Glycerol

Kaolin
Cornsyrup

Glycerol

Glycerol을 선정하였다. 본 연구는 Table 3에 나타낸 바

와 같이 단계별로 실험이 진행되었으며, Table 4에 제

시한 배합으로 각 배합별 레올로지 실험을 통해 입자

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과 적합성 여부로 실험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시멘트페이스트용 표준물질 구성 성분 

재료를 선정하고자 한다.

2.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입자상 표준물질에 대한 요구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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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nton paar rheometer.

검토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초기유동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레올로지(Rheology)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준비

는 고속믹서를 사용하여 120초를 4단계 (15초, 15초, 

30초, 60초)로 나누어 각 단계가 끝날 때 마다 반죽을 

하였다. 유동학적 특성은 일반적인 레오미터인 Anton 

paar Rheometer (Fig. 1) 장비를 사용하여 일정한 온도 

(20℃)와 시간 조건에서 실험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레

올로지 측정은 재료에 작용되는 전단응력-전단변형율

의 관계를 통해 결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소성 점도 및 

항복응력을 결정하는데 Bingham모델 식 (1)을 사용하

였다2). 이 방법에서 소성점도는 전단응력-전단변형율 

곡선의 기울기로 정의하고, 항복응력은 y절편 값을 의

미하는데 이는 회기분석을 통해 결정하였다. 

τ = μṙ + τ0 (1)

여기서,

τ = 전단응력

μ = 소성점도

ṙ = 전단 변형율

τ0 = 항복응력

실험을 수행하기 전 재료의 균질화를 위해 50 s-1의 전단

속도로 60초 동안 회전을 시키고, 평형 상태 도달을 위한 

10초의 휴식시간을 주었다. 실험 측정은 전단속도를 0.1 

s-1에서 40 s-1까지 증가 시킨 후 다시 0.1 s-1로 감소시키면

서 상향 및 하향곡선을 10단계로 정해진 회전속도에 의해 

스핀들에 걸리는 전단저항 값을 측정하였다. 사용된 스핀

들은 재료의 분리 및 슬립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직경 50 

mm의 톱니모양 스핀들을 사용하였다9).

3. 결과 및 분석

3.1 재료구성 조합에 따른 레올로지 분석

우선, 개발하고자 하는 입자상 표준물질의 재료구성

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시멘트 대체재, 매트릭스 유체, 

물 각각의 성분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를 분석하였다. 

표준물질의 재료구성 조합을 2성분계를 하느냐 3성분

계를 하느냐는 재료 조합에서 가장 우선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이에 대한 검토를 위해 시멘트 대체재로는 

전체적인 실험에 가장 안정성을 가지며 수분과의 반응

성이 낮다고 판단되는 Limestone을 사용하였고, 매트릭

스 유체로 Cornsyrup의 경우, 수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

문에 실험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배합 비율 조절이 

용이한 수분을 포함하지 않는 Glycerol을 사용하였다. 

Fig. 2는 재료 구성조합별 레올로지 분석 결과를 나타

내었고, 2성분계의 Limestone과 Glycerol의 조합은 레오

미터 토크의 용량이 초과하여 실험이 측정되지 않아 

실험결과 항목에서 제외되었다. 

Table 5. Component system for SRM

Composition Cement replacements Matrix fluid Water

2 Component 
system

Limestone - Distilled Water

Limestone Glycerol -

3 Component 
system Limestone Glycerol Distilled Water

(a) Limestone + Water

(b) Limestone + Glycerol + Water

Fig. 2. Rheology for compon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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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ag + Glycerol + Water (b) Slag + Cornsyrup + Water

(c) Kaolin + Glycerol + Water (d) Kaolin + Cornsyrup + Water

(e) Silica + Glycerol + Water (f) Silica + Cornsyrup + Water

(g) Limestone + Glycerol + Water (h) Limestone + Cornsyrup + Water

Fig. 3. Rheology for all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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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구성조합별 레올로지 실험 결과에 대해 입자상 

표준물질이 갖는 요구특성과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였

을 때 Limestone + Water을 섞은 2성분계 배합은 양면 

비-선형응답거동 즉,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였다. 하지만 

Limestone + Glycerol + Water을 혼합한 3성분계 배합의 

경우, 재료분리 및 히스테리시스 없이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모두 만족하였다. 이를 통해 매트릭스 유체의 

사용은 재료분리 및 양면선형응답거동 즉, 히스테리시스

의 발생을 방지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발하고자 하는 입자상 표준물질은 3성분계 

조합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2 초기 재령 레올로지 분석

선정된 각 재료들을 일정한 비율로 배합하여 초기재

령 유동특성 분석을 하였다. 이는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 중 1) 시험이 지속되는 동안 입자 분리가 없

어야 함. 2) 넓은 범위의 전단변형율에서 선형의 

Bingham 반응을 나타내어야 함. 4) 골재의 재료 분리를 

방지하기에 충분한 항복응력이 있어야 함. 5) 양면 선

형 응답거동 즉, Hysteresis가 거의 없어야함. 등 4가지 

특성에 대한 평가를 목적으로 한다. Fig. 3은 각 배합별 

실험결과를 나타내었다.

Kaolin의 경우, Glycerol 및 Cornsyrup 모든 배합에서 

전단속도가 높아질수록 소성점도가 낮아지는 shear 

thining 현상이 발생하였다. 반대로 Silica는 모든 배합

에서 전단속도가 높아질수록 소성점도가 높아지는 

shear thickening현상이 발생하여 아주 낮은 항복 값이 

분석되었다. Limestone과 Slag의 경우, Cornsyrup 및 

Glycerol 모든 배합에서 전 범위의 전단변형률에 선형

의 Bingham 반응을 나타내었다. 입자상 표준물질의 4

가지 요구 특성을 고려하여 Table 6과 같이 각 배합별 

초기 재령 상태의 적합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고, 모

든 항목에 적합한 시멘트대체재로 Limestone과 Slag재

료를 도출할 수 있었다.

3.3 시간에 따른 분석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 가운데 장기간에 걸쳐 

유동학적 및 화학적 특성변화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 

시간의 경과에 대한 레올로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는 시간에 관계없이 일정한 유동특성을 나타내는 표준

물질의 특성을 평가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각 재

료는 배합한 후 시험체를 만들어 상온에서 밀봉 저장

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른 레올로지 분석 및 화학적 특

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Item Separating resistance Linearity Yield value Hysteresis Evaluation

Distilled Water

Limestone
Cornsyrup O O O O OK

Glycerol O O O O OK

Slag
Cornsyrup O O O O OK

Glycerol O O O O OK

Silica
Cornsyrup O X X O NG

Glycerol O X X O NG

Kaolin
Cornsyrup O X O O NG

Glycerol O X O O NG

(a) Slag + Cornsyrup + Water (b) Slag + Glycerol + Water

Fig. 4. Rheology for elapsed time (Slag case).

Table 6. Evaluation for the required rheology properties for all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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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시멘트 대체재에 대한 검토

초기재령 유동특성 분석을 통해 선정된 Limestone과 

Slag에 대한 배합을 Fig. 4,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

의 경과(배합직후, 3일, 5일)에 따른 레올로지 분석을 

하였다. 이때, 모든 실험은 고속믹서를 사용하여 재 믹

싱을 한 후 분석을 하였고, 배합 비율의 변화를 최소화

하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개의 시험체를 제작하여 배

합된 재료를 옮기는 횟수를 최소화하였다.

Slag의 경우, Cornsyrup과의 배합에서 3일차의 소성점

도가 1일차의 3배정도 높은 분석 결과가 나왔고, 5일차에

서는 딱딱하게 굳어 측정이 불가하였다. Glycerol과의 배

합에서도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성점도가 높아지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Limestone의 경우, Cornsyrup 및 Glycerol

과의 배합 모두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유동학적 특

성을 나타내었다. 장기간에 걸친 유동학적, 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 시멘트 대체재는 최종 Limestone으로 결정하

였다.

3.3.2 매트릭스 유체에 대한 검토

시간의 경과에 따라 모든 배합에서 일정한 유동학적 

특성을 나타낸 시멘트 대체재인 Limestone을 사용하여 

매트릭스유체의 종류(Cornsyrup, Glycerol)에 따른 화학

적 특성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제작된 시험체의 시간에 

따른 변화를 관찰 하였다. 매트릭스 유체로 Cornsyrup

을 사용한 배합의 경우, 약 2주일이 지난 후부터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시작하여 약 30일 후 Fig. 6, 7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시험체 표면부에 곰팡이 발생 등 변색이 

관찰되었다. 하지만 Glycerol과 배합한 시험체는 약 30

일 동안 화학적 특성변화는 발생하지 않았고, 재 믹싱

을 통해 초기유동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금까지의 결과를 바탕으로 입자상 표준물질

의 요구특성 평가 결과는 Table 7과 같다. 

(a) Immediately after mixing (b) After 30 days

Fig. 6. Chemical change of specimen with long-term (Limestone 
+ Glycerol + Water).

(a) Immediately after mixing (b) After 30 days

Fig. 7. Chemical change of specimen with long-term (Limestone 
+ Cornsyrup + Water).

3.4 선정된 재료의 유형별 분석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가장 적합한 재료는 

Limes-tone, Glycerol, Water의 배합으로 도출되었다. 개발

될 입자상 표준물질은 오차범위 내에서 일정한 유동특성

(a) Limestone + Cornsyrup + Water (b) Limestone + Glycerol + Water

Fig. 5. Rheology for elapsed time (Limestone case).



이동규⋅이건우⋅최명성

J. Korean Soc. Saf., Vol. 32, No. 5, 201760

을 가져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Limestone의 입자크기, 

Glycerol의 등급 또한 고려해야 할 사항이다. 현재까지 

기술한 모든 실험은 Extra Pure(EP)등급의 Glycerol을 사용

하였고, Limestone은 입경 20 ㎛을 사용하였다. 현재 

Limestone은 공장에서 1 ㎛, 10 ㎛, 20 ㎛ 3가지 Type으로 

생산이 되고, Glycerol은 Extra Pure(EP)등급, Guaranteed 

Reagent(GR)등급 2가지 Type으로 취급하고 있다. 각 Type 

별 유동특성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Table 8 Limestone 입자 

크기별(1 ㎛, 10 ㎛, 20 ㎛) 및 Glycerol 등급별(EP등급, 

GR등급) 레올로지 분석을 실시하였다.

위 실험 항목은 기존 실험과의 비교분석을 위해 

Limestone입자 크기별 분석에는 EP등급의 Glycerol을 사

용하였고, Glycerol 등급별 실험에는 입경 20 ㎛의 

Limestone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를 Fig. 8, 9에 나타냈다.

Table 8. Experiment for different type of limestone and glycerol 

Type Limestone Glycerol Water

Limestone particle size 
experiment

1 ㎛

Grade(EP)
Distilled 
Water

10 ㎛

20 ㎛

Glycerol
Experiment by grade

20 ㎛
Grade(EP)

Grade(GR)

Fig. 8. Rheology for different sizes of Limestone. 

Fig. 9. Rheology for different Glycerol grade(EP&GR).

Limestone 입자크기별 실험에서 1 ㎛의 경우, 전단속

도가 높아질수록 소성점도가 높아지는 shear thickening 

현상이 발생하였다. 10 ㎛ 및 20 ㎛의 경우, 입자상 표

준물질의 요구특성에 모두 만족하였지만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점도가 높아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입자크기가 작아질수록 입자간 마찰면적의 증가로 인

해 소성점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9). Glycerol 

등급별 실험에서는 GR등급이 EP등급에 비해 소성점도

가 조금 더 높은 결과가 나왔지만, 2가지 Type 모두 입

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적합한 결과를 나타냈다. 

즉, 연구 결과 시멘트의 평균입도를 고려하였을 때, 20 

㎛의 Limestone을 사용하는 것을 추천하고, Glycerol의 

경우, 등급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의 가장 기본 구성요소인 시멘트 

페이스트의 유동특성을 모사할 수 있는 입자상 표준물질 

개발에 관한 연구로, 개발될 표준물질의 구성을 시멘트 

대체재, 매트릭스 유체, 물 등 3가지 항목으로 재료를 선

정하였다. 선정된 재료는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고려하

Item Separating 
resistance

Linear Yield value Hysteresis Chemical 
stability

Evaluation

Distilled Water

Limestone
Cornsyrup O O O O X NG

Glycerol O O O O O OK

Slag
Cornsyrup O O O O X NG

Glycerol O O O O X NG

Silica
Cornsyrup O X X O X NG

Glycerol O X X O X NG

Kaolin
Cornsyrup O X O O X NG

Glycerol O X O O O NG

Table 7. SRM　conformity assessment for all combi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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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멘트대체재는 수분과의 반응성이 거의 없는 

Limestone, Slag, Kaolin, Silica 등을 선정하였고, 매트릭스 

유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일정한 점도를 가지며 화학

적 안정성을 가진 Cornsyrup, Glycerol을 선정하였다. 실

험 및 분석은 재료 구성 조합별(2성분계, 3성분계), 초기

재령, 시간 경과별, 재료 유형별(입자크기별, 등급별) 등

의 단계로 입자상 표준물질이 갖는 요구특성과의 적합성 

여부를 분석하여 최종 표준물질 구성성분을 도출하였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Limestone, Water의 2성분계 배합의 레올로지 분석결

과 양면 비-선형응답거동 즉, 히스테리시스가 발생하였

고, Limestone, Glycerol, Water 등 3성분계 배합은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모두 만족하여 시멘트페이스트

의 표준물질은 3성분계의 구성으로 배합하는 것이 적합

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시멘트 대체재에 대한 각 배합별 초기재령 레올로지 

분석결과 Kaolin은 shear thining현상, Silica는 shear 

thickening현상이 발생하였다. Limestone과 Slag는 입자상 

표준물질의 초기재령 요구특성에 모두 적합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3) 시험체를 제작하여 시간 경과에 따른 유동학적 특성 

변화 및 화학적 특성 변화 분석결과 Slag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소성점도가 증가하였고, 모든 시험체에서 강도를 

발현하였다. Limestone의 경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정

한 유동학적 화학적 특성을 나타내어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모두 만족하였다. 

4) 매트릭스 유체로 Cornsyrup을 배합한 시험체는 곰팡이 

발생, 변색 등 화학적 반응이 일어났고, Glycerol을 배합한 

시험체는 시간 경과에 따라 화학적 안정성을 나타내었다.

5) Limestone의 입자크기 및 Glycerol의 등급에 따른 유

동특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각 유형별 레올로지 분석결

과 Limestone의 경우, 입자크기가 작을수록 소성점도가 

높아졌으며, 입자크기 1 ㎛을 제외한 모든 실험에서 입자

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에 만족하였다. Glycerol은 모든 

등급에서 입자상 표준물질의 요구특성을 만족하였다.

6) 콘크리트의 기본 구성요소인 시멘트페이스트에 대

한 표준물질 구성 도출 결과 시멘트 대체재로 Limestone, 

매트릭스 유체 대체재로 Glycerol, Water 조합으로 나타

났다. 향후 도출된 구성 조합을 활용하여 시멘트페이스

트 배합별 상관 구성 배합에 대한 제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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