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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여러 수경성 무기재료를 사용한 배합의 고정수량 측정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

으며, 본 제1보에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에 대해 다루었다. 다양한 w/c를 갖는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에 대해 진

공건조 및 오븐건조, 이 둘의 조합 그리고 작열법이 사용되었다. 실험결과, 상대적으로 상온 진공건조 만으로는 신뢰도가 낮은 수

화도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으며, 오븐건조 만을 사용하면 1일 전후의 극초기 재령에 고온에서 수화촉진이 발생해 실제보다 더 큰

수화도 결과값을 얻게 되는 문제가 있음을 확인 하였다. 따라서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를 사용하는 것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위

해 바람직한 수화도 측정방법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고정수량, 진공건조, 오븐건조, 수화도, 작열법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a suitable drying method for measuring non-evaporable water contents of various

hydraulic inorganic materials. In Part 1 of the paper, the case Ordinary Portland cement is discussed. Various drying methods

including vacuum and oven drying, and an ignition, were used for the OPC paste and mortar having different w/c. The sole vac-

uum drying under room temperature led a fluctuation on measurement of hydration degree, while the sole oven drying also

yielded unwanted hydration promotion at the early age. A combination of the vacuum and oven drying was considered as a suit-

able drying method for the OPC case. 

Key words : Ordinary Portland cement, non-evaporable water content, vacuum drying, oven drying, ignition, degree of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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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다양한 종류의 건설재료가 개발되어 사용되지만,

사용되는 양 측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시멘트

로 대표되는 수경성 무기계 결합재이다. 잘 알려진 바

와 같이 수경성 무기결합재들은 칼슘 혹은 나트륨 등의

알칼리 금속 이온을 광물상로 가지고 있다가 입자 표면

이 물과 접촉할 시 이온이 용출되어 새로운 형태의 결

정(수화물, hydration products)을 생성하게 되며 이 결

정의 성장 및 맞물림으로 인해 일정 이상의 강도가 발

현된다. 시멘트의 경우 클링커 광물인 규산 삼칼슘

(Tricalcium silicate, C3S), 규산 이칼슘(Dicalcium silicate,

C2S), 알루민산 삼칼슘(Tricalcium aluminate, C3A), 철

알민산 사석회(Tetracalcium aluminoferrite, C4AF)가

각각 물과 만나 규산칼슘 수화물(Calcium silicate

hydrate, C-S-H)을 포함한 다양한 종류의 수화물을 생

성하게 되며, 이 때 클링커 분말과 함께 존재하는 석고

는 클링커 광물의 반응 속도 및 생성 수화물의 종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1). 이 모든 반응은 기본적으로 물을

소모하여 수화물을 형성하는 수화반응(Hydraulic

reaction)이다. 이러한 수화반응은 시멘트를 사용한 모르

타르, 그라우트, 콘크리트 등 여러 종류의 복합재료의

특성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수화반응에 결

정적인 영향을 받는 현상적 성능에는 응결(Setting), 수

화열 발생(Hydration heat), 수축/팽창(Shrinkage/expan-

sion), 강도(Strength), 내구성(Durability) 등이 있다. 예

를 들어, 시멘트 콘크리트의 수축 정도는, 수화로 인해

소모된 수량과 잔여수량 중 외부로 건조된 수량의 관계

에 의해 결정된다2). 또한 시멘트 모르타르와 콘크리트

의 강도 발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수화에

의해 고형화된 부분의 부피와 수화로 인해 소모된 물이

차지하던 부분이 공극화 한 부분의 부피의 비율이다3).

따라서 수화가 얼마나 진행되었는지를 정량적으로 평가

하는 것과 이 결과를 복합재료의 현상적 성능과 비교하

는 것은 시멘트의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일이다.

한편 19세기 중반 근대식 포틀랜드 시멘트가 개발된

이후 1970년대 까지는 주로 시멘트계 건설재료 자체의

재료적, 구조적 특성을 분석하는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나, 1980년대부터 환경에 대한 관심과 함께 다양한 종

류의 산업 부산물을 시멘트계 재료에 활용하는 방향으

로 연구의 흐름이 변화하게 된다. 초반에 사용되었던 부

산물에는 대표적으로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플라이

애시(Fly ash)와 제철공정에서 생산되는 고로슬래그 미

분말(Blast furnace slag) 등이 있다. 동시에 점차 산업

이 고도화 됨에 따라 좀더 다양한 반응성 부산물이 시

멘트계 건설재료에 보조 결합재, 충전재(Filler), 혹은 골

재로 사용되기 시작하였으며, 나아가 시멘트를 전혀 사

용하지 않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Alkali-activated slag,

AAS) 및 지오폴리머(Geopolymer) 등도 개발되었다. 이

중 특히 AAS의 경우, 중합반응이 활발한 지오폴리머와

달리 수화반응에 의해 그 특성이 결정된다는 특징이 있

다4). AAS의 원재료가 되는 슬래그는 시멘트에 비해

상대적으로 원자밀도가 낮은 반면 수화물의 밀도는 시

멘트의 것과 유사하기 때문에 반응에 의해 화학수축이

크며 동시에 수축보상형 수화물(예: 에트링가이트

Ettringite)을 잘 형성하지 않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큰

자기수축과 건조수축이 발생하게 된다5). 따라서 수축현

상은 수화반응의 정도인 수화도(Degree of hydration)와,

수화 반응으로 인한 내부 습도 변화에 큰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에 대한 과학적 고찰을 위해서는 우선 수화도

의 정확한 측정이 필요하다6). 

단순한 화학반응의 경우 아레니우스의 반응이론을 기

반으로 한 일차(First order) 혹은 이차(Second order)

식을 통해 수화도 모델을 표현할 수 있다6). 그러나 수

경성 무기계 결합재의 수화반응은 알칼리 이온의 용출

과 그에 따른 수용액의 농도 변화, 서로 다른 광물의

반응 시간 차이 등에 의해 수화반응 속도를 이론만으로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7), 대부분 실제 측정한 값을 이

용한 수화도 모델을 활용한다8). 수화도를 측정할 때 사

용되는 방법은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는 결합재의 구성

과 재령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수화도 측정방법에는 미

소수화열 측정법, 그리고 고정수량 측정법이 있다. 먼저

미소수화열 측정법은, 시멘트 수화 초기에 발생하는 시

간에 따른 수화열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론적으로 시

멘트 무게당 최종 수화시 발생하는 발열량에 대한 비율

로 나타내는 것이다9). 이 방법은 수화 초기에 시멘트

혹은 모르타르 단위에 대해서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나,

양생방법 등에 의한 수화도 변화는 측정이 불가능하다10).

반면 고정수량 측정법은, 양생된 시멘트 배합을 건조하

여 내부의 수분을 증발 시킨 후 증발되지 않은 수량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모든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적용

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11). 100 °C에서 800~1,000 °C

까지의 열분해를 이용해 고정수량을 직접 측정하는 방

법이 일반적이며, 이 방법은 역으로 배합비를 알 수 없

는 오래된 콘크리트의 단위 시멘트량을 측정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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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될 수도 있다11). 하지만 고정수량 측정법은 시료의

전처리 기법에 의해 결과가 차이 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12). 일부의 연구자들은 건조방법 종류에 따른 고정

수량의 정도에 대해 연구하였으나, 실제 대부분의 연구

가 소량의 페이스트 시료를 이용해 이루어 졌으며 모르

타르 혹은 콘크리트 수준에 대해서는 연구가 이루어 지

지 않았다12). 참고로 그 밖에도 배합의 단면을 주사전

자현미경 (SEM)의 후방산란전자(Back Scattered

Electron) 측정을 통해 반응한 시멘트의 단면적을 계산

하는 법13), 선택적 용출 (Selective dissolution)을 통한

미수화 결합재량 정량분석14), 핵 자기공명 분광(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을 이용한 원자간 결합형태

정량화15) 등의 방법들이 있으나 특수한 장비 사용 및

시료 전처리 문제 등으로 인해 범용적으로 사용하기에

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는 수경성 무기계 결합재를 사용한 배합의 고

정수량 측정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

법 외에 진공건조와 고온건조를 병합하는 실험법 등을

고안하여 기존의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1보에서는 다양한 물-시멘트비를 갖는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 기반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2보에서는 이 방

법을 확장하여 알칼리 활성 슬래그(AAS)에서 건조방법

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2. 고정수량의 정의 및 측정의 개념

Fig. 1은 수경성 무기계 결합재의 수화에 따른 재료

내 수분의 성상변화에 대한 개요도이다. OPC및 AAS

배합 모두 수화반응에 의해 수분은 두 가지 상태로 변

화하게 된다. 먼저 수화 반응에 의해 소모되는 화학적

고정수(Fig. 1의 wcb)이다. 이 때 일부는 이온화 된

OH-/H+의 형태로 칼슘과 반응하는 한편 일부는 H2O의

결정수(Crystallized water)형태로 수화물을 형성한다16).

한편 비표면적이 월등하게 큰 수화물의 층간 혹은 덩어

리(Globule)의 표면에 존재하는 흡착수(Fig. 1의 wad)가

있다16). 이론상 수화도를 평가하기 위한 고정수량은 위

의 두 가지 중 수화에 의해 소모된 화학적 고정수이다.

자유수는 여러 건조방법에 의해 쉽게 제거가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로 수화물 상의 흡착수량을 제거하는 것은

여러 어려움이 있다17,18).

OPC 기반 결합재에서 생성되는 대표적인 수화물은

C-S-H이며, AAS의 경우 일부의 칼슘 이온이 나트륨

이온으로, 실리케이트(Silicate) 이온이 알루미나

(Alumina) 이온으로 등가 혹은 준등가로 치환될 수 있

으나 그 기본적인 물리 화학적 특성은 C-S-H와 거의

유사하다19). 이 수화물의 결정층간 간격은 일반적으로

10 nm 이하이므로 이 내부에 존재하는 간극수(Interlayer

water)에 작용하는 표면장력은 상대적으로 매우 크다16,20).

특히 건조 시 발생하는 이 표면장력의 변화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무시할 수 없는 변형을 발생시키기도 한다21).

또한 수화물은 칼슘과 같은 양이온에 의해 표면이 대전

되어 있기 때문에 수분은 표면장력과 같은 물리적인 힘

뿐 아니라 전기화학적 힘에 의해 강하게 고정될 수 있

다22). 뿐만 아니라 흡착수는 이온농도가 매우 높기 때

문에 기화하기 어렵다23). 무엇보다, 시간에 따른 건조에

의해 수화물의 간극은 점차 더 치밀해져 가고, 동시에

아직 건조되지 못한 수분은 치밀해진 간극 사이로 통과

하기 어렵게 된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이유로 단시간

에 건조되지 못한 H2O 분자는 추가적인 수화를 유발하

며 결국 원하지 않는 측정상의 수화도 증가 오류(수화

촉진, Hydration acceleration)가 발생할 수 있다12). 이

러한 현상은 100 °C 이상의 고온을 이용해 건조를 하

는 경우, 동시에 수백 g에서 수 kg 수준의 모르타르,

콘크리트 단위의 실험을 할 때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

있다.

기존의 건조식 고정수량 측정방법의 종류와 장단점을

Table 1과 같이 정리하였다. 가장 쉽게 사용되는 고온

건조 및 시차주사 열량법(Differential scanning calori-

metry, DSC),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Fig. 1. Schematics on phase change of water in hydraulic

mineral binder paste (Reproduced from Jennings16),

Lee17), and Zhang and Ye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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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활용한 작열법(Ignition method)의 경우 일반적으

로 실험결과의 오차가 적은 장점이 있으나 고온에 의한

수화촉진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수화가 이미 충

분히 이루어진 장기재령의 수십 g 단위 소형 시료라면

이를 무시할 수 있으나, 포졸란 반응성 혹은 잠재수경

성 재료를 사용한 수백 g에서 수 kg 수준의 대형 초기

재령 시료의 경우 수화촉진을 무시 할 수 없다25,26). 특

히 알칼리 활성 플라이애시의 경우 고온 양생에 의해

반응 메커니즘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이러한

고온을 직접 건조에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27). 이를

막기 위해서는 일정 재령의 시료를 미반응성 알코올 등

에 침지하여 내부의 수분 농도를 희석시켜 수화를 최대

한 둔화시키는 추가적인 처리가 필요하나, 알코올이 치

밀해진 수화물 내로 침투하여 자유수의 농도를 희석하

는데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초기재령 시료에서 측정

의 정확도를 명확하게 확신 할 수 없다. 무엇보다 작열

법은 시료 내 강열감량(Loss on ignition, LOI)과 화학

혼화제에 의해 편차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17). 측정된

경화 시료의 강열감량이 시멘트나 슬래그, 플라이애시

내의 어떤 물질에 의해 발생했는지, 혹은 연소된 물질

은 수화 반응에 기여 했는지 명확하지 않을 때가 있으

므로 이 역시 결과값의 오차가 될 수 있다. 그래서 기

존 연구에서는 이 강열감량 부분을 수화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가정하여 강열감량에서 단순하게 제거

한 뒤 수화도를 계산하기도 한다3).

한편 진공건조의 경우 수화촉진 문제는 상대적으로

발생하지 않으나 적용 온도 및 진공기압에 따라 측정된

수화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수경성 결합재

수화물 주변의 자유수는 일반적인 순수(Pure water)의

기압-온도 상평형 관계를 따르지 않는다. 이온 농도가

높고 모세관압력 및 표면장력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동일 기압 상태에서 승화/기화 온도가 더 높으

며, 흡착수가 어디 수준 까지 증발했는지 조차 명확하

지 않다. 이로 인해 시료의 양이 많거나 크기가 크면

결과의 편차가 커질 수 있다. 무엇보다 고온건조의 경

우 물 분자 자체의 에너지 상승으로 인해 건조가 발생

하는 반면, 상온/저온 진공건조의 경우에는 시료 내외부

의 기압 평형에 의해 물 분자가 표면에서 탈락하여 건

조가 발생한다. 이로 인해 시료 내 공극의 비틀림도

(Tortuosity)가 큰 치밀한 시료에서는 건조를 위한 시간

이 길어지고 동시에 충분한 건조가 이루어지지 못할 가

능성도 존재한다12).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저온 건조기

법은 대부분 수 g 단위의 소량의 페이스트 시료를 사용

한다.

Table 1. Conventional drying techniques for measuring non-evaporable water content in hydraulic binder

Method Process Advantage Limitation 

Ignition9)

Thermal decomposition of oven-dried samples 

up to 850~1000 °C using furnaces or thermo 

gravimetric analyzer Less error in results/

Suitable for large scale 

measurement

Deviation due to loss on ignition of 

constituent material or chemical 

admixtures/Unwanted hydration 

acceleration by oven drying at high 

temperature
Direct oven 

drying17)

Drying the sealed samples with known initial 

water contents at a temperature of 105 °C or 

higher for 3 to 24 hours to measure the dry 

quantity 

Vacuum 

drying12,24) 

(room and low 

temperature) 

1) Drying the sealed samples at room 

temperature under vacuum condition
Less hydration acceleration

Difficult for large scale 

measurement/Incomplete drying

2) Drying the sealed samples at low 

temperature under vacuum condition

− D-dry: drying at −79 °C under 

15~30 × 10−3 Torr 

− F-dry: Freezing at −196 °C for 5 min. and 

drying at −10 °C under 15 × 10−3 Torr 

No hydration acceleration

3) Drying the sealed samples mixed with 

drying chemical agent under vacuum condition

− P-dry: mixing with magnesium perchlorate 

(Mg[ClO4]2) and dried under 8 × 10−3 Torr 

No hydration acceleration/ 

No need for low temperature/

Fast and complete drying 

Difficult for large scale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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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료준비 및 실험방법

3.1. 구성재료 및 시료 준비

본 1보에서는 I종 포틀랜드 시멘트 만을 결합재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멘트의 화학조성, 입도, 비중은

Table 2와 같다. 화학조성 및 입도는 각각 X-선 형광분

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RIX-2000, Rigaku

Inc., Japan) 및 Helium-Neon laser optical system

(HELOS R1, Sympatec GmbH, Germany)에 의해 측

정되었다. 모르타르 배합에는 일반 강모래를 사용하였

으며 흡수율, 비중, 조립률은 각각 0.83%, 2.60, 2.96

이다. 물-시멘트비(w/c)가 낮은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에

는 유동성 확보를 위해 고형분 25%의 폴리카르복실산

계 초유동화제를 사용하였으며 일반적인 물성은 Kim28)

에 나타나 있다. 

사용된 배합비는, 페이스트의 경우 w/c 0.2, 0.3, 0.4

로, 모르타르의 경우 w/c 0.3, 0.4, 0.5로 결정하였다.

모르타르 배합에서 시멘트와 모래의 무게비는 1:1 이었

다. 페이스트 w/c 0.2 배합 및 모르타르 w/c 0.3에는

초유동화제가 시멘트 무게 대비 각각 0.5% 및 0.1%

혼입되어 있다. 

배합을 위해 10 L 수직형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였으

며 사용재료는 모두 한번에 믹서에 넣어 3분 동안 배합

하였다. 재료는 약 15×20 cm 밀봉형 비닐 팩에 200 ±

20 g씩 소분하여 두께 5 mm 이하가 되도록 얇게 편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는 이후 건조 직전의 무게와 비

교하여 밀봉 양생중의 건조손실을 확인하기 위함이었다.

측정 결과 모든 시편에서 180일 이상 양생 후에도 중

량 차이가 0.05 % 이내였으며 이는 비닐 팩이 충분히

밀봉효과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 때 가능한 시

편에 공기가 들어 있지 않도록 하였는데 이는 비닐 팩

중의 이산화탄소로 인한 탄산화를 막기 위함이었다. 밀

봉된 시편은 가급적 적층하지 않고 강제 공조기를 장착

한 항온챔버에 20 °C로 보관되었다. 이를 통해 실험 중

양생 극초기 수화열에 의한 온도상승을 제어 하였다.

3.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수화도(Degree of hydration)를 직접

계산하는 것이 아닌 단위 시멘트량에 대한 고정수량

(Non-evaporable water-to-cement ratio, wne/c)을 수화

도의 한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참고로, I종

OPC의 경우 완전한 수화에 의해 시멘트 1 g 당 0.42

g의 물을 고정(소비)한다고 알려져 있으며29), 이를 고려

해 실험을 통해 얻어진 wne/c 값을 통해 수화도를 계산

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측정된 wne/c 값을

이용해 건조방법을 비교하였다. 

본 1보에서 고정수량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방법은

총 5가지 이다.

− 50 °C 진공건조 3일(Sole vacuum drying for 3

days, 이후 sole-VD): 20 °C 상온 챔버에서 양생된

밀봉 시료를 포장한 비닐을 제거 한 후 약 200 g

(두께 5 mm 이내)의 시료를 알루미늄 접시에 두고

50 °C로 가열되어 있는 진공 챔버에서 3일간 건조

− 50 °C 진공건조 3일 후 105 °C 오븐건조 1일

(Oven drying after vacuum drying, 이후 VD-

OD): 진공건조된 시료를 그대로 105 °C로 가열된

오븐으로 옮겨 1일간 건조

− 50 °C 진공건조 3일 및 105 °C 오븐건조 1일 후

1,000 °C 작열(Ignition after vacuum and oven

drying, VD-OD-I): 진공건조 후 오븐 가열된 시료

를 조각 내어 약 100 g 정도 도가니(Crucible)에

담아 전기로를 이용해 1,000 °C에서 1시간 작열 

− 105 °C 오븐건조 1일(Sole oven drying, 이후

sole-OD): 진공건조 시료와 동일하게 양생된 시료

의 포장비닐 제거, 후 약 200 g(두께 5 mm 이내)

의 시료를 알루미늄 접시에 두고 105 °C의 오븐에

서 1일 건조 

− 105 °C 오븐건조 1일 후 1,000 °C 작열 (Ignition

after oven drying, 이후 OD-I): 105 °C의 오븐에

서 1일 건조된 시료 약 100 g을 도가니에 담아

1,000 °C에서 1시간 작열 

Table 2. Characteristics of Type-I OPC

Chemical 

composition (%)

CaO 60.6

SiO2 23.0

Al2O3 3.4

Fe2O3 3.1

MgO 3.7

TiO2 0.0

MnO 0.1

L.O.I. 2.2

Physical 

properties

Mean particle 

size (µm)
16.1

Specific gravity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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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진공챔버(OV-12, Jeio Tech, South Korea)는

65 L 용량이었다. 진공펌프(VOP-100, Daihan Sci,

South Korea)가 제공하는 기압 상태는 4.5×10−3 Torr

이며 펌핑속도는 분당 120 L이었다. 참고로, 이 기압

상태에서 순수의 증발온도는 −17.2 °C이다. 증발된 수

분이 진공펌프로 들어가 액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펌프

와 챔버 사이에 Cold-bath trap(CBT)을 설치하여 −35 ~

−29 °C 수준에서 증기를 액화하였다. 참고로 50 °C 진

공건조 시 시간에 따른 건조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진

공 시작 후 6시간, 24시간, 48시간, 72시간에 각각 시

료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72시간(3일) 이후의 초 장기

간 건조를 통한 수분량 변화는 총 72시간 이내 건조수

분량 약 5 % 이내였으므로 이 이상 건조는 공학적으로

무의미 하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진공 및 오븐 건조를 사용하여 고정수량을 측

정하는 경우(sole-VD, VD-OD, sole-OD), 결합재 당

고정수량 wne/c은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28).

 (−)  (1)

여기서 wint은 시료 무게 대비 배합비를 고려한 초기

수분의 무게 비율, wdried는 시료 무게 대비 선택된 건

조방법에 따른 건조수분 무게 비율, c는 시료 무게 대

비 배합비를 고려한 시멘트 무게 비율이다. 

한편 작열법을 사용하는 경우(VD-OD-I, OD-I), 다음

과 같이 계산한다17). 

 (−)  (2)

It는 초기 시료 중량 대비 작열 후 감소한 중량 비율,

I0는 초기 시료 중량 대비 시멘트의 강열감량과 초유동

화제의 고형분이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의미한다. 

추가로, 건조 후에도 시료에 남아있는 수분의 고정형

태를 확인 하기 위해 각각의 건조 후 푸리에 변환 적

외선 분광(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스팩트럼

을 분석하였다. w/c가 0.2, 0.3, 0.4인 페이스트에 대해

1일, 3일, 91일, 187일 양생 후 알코올 건조(Ethanol

drying, ED)된 시료의 FT-IR 스펙트럼을, 50도 진공건

조(sole VD), 그리고 50도 진공건조 후 105도 오븐건

조(VD-OD)된 시료와 비교하였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4.1. 진공건조 시간에 따른 수분 건조량

Fig. 2는 50 °C 진공건조의 시간에 따른 상대적 건조

백분율을 나타낸 값으로, 기준 값은 72시간(3일) 건조

wne/c = wint wdried–( )/c

wne/c = It I
0

–( )/ 1 It– I
0

+( )

Fig. 2. Relative drying fraction of OPC mixtures under 50 °C vacuum-drying (sole-VD) vs. dry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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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다. 상기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고온 건조는 물 분

자의 에너지를 높여 자체적으로 증발을 유도하는 반면

저온건조는 물 분자가 건조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

상태에서 공극 내외부의 상대적 기압차이를 이용해 증

발을 일으키므로 상대적인 증발 속도가 느리다12). 시료

의 내부 구조가 상대적으로 덜 치밀한 재령 1일 시료의

경우 증발 시작 24시간(1일) 내에 72시간 건조량 대비

평균 90 %의 수분이 증발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수화조직이 매우 치밀해진 재령 180일 시료의 경우 24

시간 건조량은 72시간 건조량 대비 약 60 %에 그치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모든 경우에 있어서, w/c 가 낮아

상대적으로 조직이 치밀한 시료에서 초기 상대적 건조

백분율 결과가 낮게 나타난다. 

참고로 일부의 값에서 상대적 건조량의 표준편차가

72시간 평균 건조량의 100 %를 넘어가는 이유는 72시

간 건조량 결과 역시 표준편차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Fig. 3. Non-evaporable water-to-cement ratio (wne/c) of OPC mixtures measured by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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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건조기법에 따른 고정수량 측정결과

Fig. 3은 앞서 설명한 다섯 가지 방법을 통해 측정된

wne/c 값을 나타낸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 하고 wne/c

결과값의 표준편차는 ±0.2 이내였음을 알 수 있다. 먼

저 50 °C 진공건조만을 수행한 경우(sole-VD), 1일 시

료를 제외한 모든 경우에 있어 고정수량 결과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사실 50~100 °C 사이의 구간에서 에트

링가이트(Ettringite) 및 C-S-H의 결정수(Crystallized

water) 중 일부가 탈수/열분해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

밀한 의미에서 105 °C 건조를 겪은 시료는 상온 시료

와 완전히 동일한 고정수량을 가지고 있다고는 말하기

어렵다9). 그러나, sole-VD에서 w/c 0.2의 페이스트를

제외한 모든 배합의 91일 wne/c 결과에 비해 180의 결

과가 3~6 %까지 낮았으며, 이것은 다른 측정방법에 의

한 결과를 고려할 때 측정오류로 판단된다. Zhang and

Gjørv30)는　반응성이 높은 포졸란계 혼화제(예: 실리카

퓸)를 사용한 고성능 콘크리트 경우에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고정수량이 감소할 수 있다고 보고 하였는

데，이는 포졸란계 수화물의 중합반응으로 인함이며

OPC 에서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즉,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50 °C 진공건조 만으로는 흡착수의 건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Fig. 4의 결과와도 연관이 있다. Fig.

4은 50 °C 진공건조(sole-VD)에 의해 건조된 수분량

(Dwsole-VD)과 진공건조 후 오븐 건조(VD-OD)에 의해

건조된 수분량(DwVD-OD)의 비율을 계산한 것이다. 양생

기간에 따라 일부 영향이 있으나 1일에서 28일 까지

비율이 진공건조 수분량이 오븐건조 수분량 대비 80 %

이상 이었으나, 91일 및 180일에는 그 전에 비해 상대

적으로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와 같

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큰 수백 g 단위의 시료를

한번에 다수 진공건조 하게 되면 신뢰도가 낮은 수화도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현상은 진공건조

장비인 진공펌프와 CBT의 성능수준과 가동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한편 다시 Fig. 3에서 진공건조 후 오븐 건조(VD-

OD) 시료와 단순 오븐건조(sole-OD) 시료의 wne/c 결

과값을 비교하면, 1일 시료에서는 w/c 0.2 페이스트 이

외의 모든 배합에서 전반적으로 VD-OD 시료가 sole-

OD 시료에 비해 약 5~7 % 정도 낮게 측정되는 반면,

3일에서 180일까지의 시료에서는 전반적으로 둘 사이의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재령 1일의 wne/c 값이 시

료 전체를 통틀어 6~14 % 수준임을 고려할 때 진공건

조 수행여부에 따른 극초기 수화도 측정결과 차이는 매

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즉, 재령 극초기의 시료에 단순

고온건조를 사용하게 되면 수화촉진이 발생해 실제보다

더 큰 수화도 결과값을 얻게 되며, 이 수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Fig. 5를 통해 더 명확히 확인 할 수

있다. Fig. 5는 진공건조 후 오븐 건조(VD-OD)에 의

해 측정된 wne/c 값과 단순 오븐건조(sole-OD)에 의해

측정된 값을 각각 x, y 축으로 정리하여 서로 비교한

것이다. 재령 1일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시료의 경우

sole-OD의 값이 VD-OD 결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3~5 % 정도 높은 값을 나타낸다. 페이스트의 경우 3일

에서 180일 까지 두 건조조건에 의해 얻어진 값이 거

의 유사하며 그 차이는 무시할 수준인 반면, 모르타르

시료는 모든 재령에 대해 VD-OD 결과가 sole-OD 결

Fig. 4. Ratios between dried water contents by sole vacuum drying (Dwsole-VD) and that by vacuum and oven drying (DwVD-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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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 비해 1~3 % 정도 약간 더 낮은 값을 보인다. 골

재는 물에 비해 열전도도도가 높은 반면(규사계 골재:

1.2~5.9 W/mK; 물: 약 0.6 W/mK), 비열은 월등히

낮다(규사계 골재: 약 0.2 J/gK; 물: 1 cal/gK)31). 즉,

가열 시 골재가 존재함으로 인해 시료 내부로 온도가

빠르게 전달 될 뿐 아니라 골재 주변은 물에 비해 온

도가 빨리 증가한다. 따라서 골재가 혼입된 모르타르 시

료의 경우 페이스트 시료에 비해 내부온도 상승속도가

빠를 수 있으며 이는 내부의 자유수/흡착수가 증발하기

전에 온도상승으로 인한 수화촉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페이스트가 아닌 모르타르

혹은 콘크리트에서 건조식 수화도 측정을 적용할 경우,

가능한 저온/상온에서 1차 진공건조 후 고온에서 오븐

건조를 하는 2단계의 방법이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

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000 °C 작열법을 이용해 고정수량을 직접 측

정하는 경우에는 진공건조 여부에 따른 wne/c 값의 차

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Fig. 3에서 진공-오븐건조 후 작

Fig. 5. wne/c obtained by vacuum and oven drying (VD-OD) vs. that by sole oven drying (sol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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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량(VD-OD-I)과 단순 오븐건조 후 작열량(OD-I) 차이

는 모든 재령과 시편 종류에서 2 % 이내의 편차를 보

인다. 이와 유사한 경향이 진공건조 및 오븐건조에 따

른 증발량 기반 고정수량 계산 결과(VD-OD 및 sole

OD)에서도 나타나지만, 증발량을 통한 고정수량 측정결

과의 경우 재령 1일에는 그 차이가 컸다. 또한 재령 초

기에는 건조량 기반 고정수량 측정결과(VD-OD 및

sole OD)에 비해 작열량 기반 측정결과(VD-OD-I 및

OD-I)가 유사하게 나왔으나 장기적으로 갈수록 낮아진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 7일 결과를 보면 작열법(VD-

OD-I 및 OD-I)과 건조법(VD-OD 및 sole OD)에 의

한 wne/c 차이가 2 % 이내 이다. 한편 180일 결과에서

보면 그 둘의 차이가 최대 5 %까지 발생한다. 단순한

고정수량 이론(Fig. 1)에 따르면, 건조량 기반 고정수량

측정결과는 작열법의 결과와 동일해야 한다. 즉 VD-

OD-I의 결과와 VD-OD의 결과, 그리고 OD-I와 sole

OD 간의 결과가 동일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 측정결과 차이가 발생하는 원인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먼저, 이에 대한 정확한 분석을 위해서

는 무엇보다 시멘트 내 강열감량에 대응하는 성분이 어

Fig. 6. wne/c values of paste vs. those of mortar for equivalent w/c obtained by various methods.



102 이효경 ·김형기

J. of Korean Inst. Resources Recycling Vol. 27, No. 1, 2018

느 정도의 수화반응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무엇보다 강열감량에 대응하는 성분 중 일부

는 시멘트 내 석고(Gypsum, CaSO4·2H2O)의 결합수인

데, 이는 수화 전 약 100~200 °C 사이에서 탈수된다9).

그러나 클링커와 함께 수화 후 에트링가이트(Ettringite)

상으로 변화 되면, 이 결정 중의 결합수는 70~100 °C

사이에서 탈수된다9). 그 밖에도 강열감량에 대응하는

성분 중 일부는 단순한 미연탄소분 혹은 잔여 탄산칼슘

분말 일 수도 있으나, 이 부분의 성상(Phase)이 반응

전，수화초기, 그리고 수화후기에 불변한다라는 명확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 (2)의 I0 값에

단순히 시멘트의 강열감량 및 초유동화제의 고형분량을

넣어 사용하였으나 실제 이를 어떻게 설정해야 하는지

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추가적으로, 고온에 의한 수화촉진 시 에트링가이트

는 C3A와 수화하여 모노설페이트(Monosulfate,

3CaO·Al2O3·3CaSO4·12H2O)로 변화할 수 있다. 에트링

가이트의 열분해 온도가 80~120 °C 수준인 것과 달리

모노설페이트의 열분해 온도는 160~190 °C, 그리고

300 °C 전후이다32). 이는, 105 °C 건조에서 일부의 에

트링가이트는 열분해 될 수 있는 반면 모노설페이트는

열분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일부의 에트

링가이트 열분해로 인해 측정된 고정수량이 실제 값에

비해 약간 낮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하지만, 오히려 에

트링가이트의 수화촉진은, 수화촉진에 의한 고정수량 증

가 및 에트링가이트 열분해량의 저하로 인해 고정수량

값의 증가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이 현상에 대해서

도 추가로 연구가 필요하다.

Fig. 6의 결과는 동일한 초기 w/c를 가지는 모르타르

와 페이스트의 수화도 측정 결과를 각각 x, y축에 나타

내어 비교한 것이다. 일부 측정오류로 보이는 편차를 제

외 하고는 대부분 고정수량의 10 % 이내의 결과값 차

이를 나타낸다. 

4.3. FT-IR 분석결과 

Fig. 7은 반응하지 않은 포트랜드 시멘트의 FT-IR스

펙트럼과 일정량의 물(0.2 w%)이 배합된 페이스트들의

에탄올 건조(ED)의 FT-IR스펙트럼을 보여주고 있다. 시

멘트의 FT-IR 스팩트럼 피크는 기존의 연구결과33-41)를

참고하였다. 3644 cm−1의 날카로운 특징적인 피크는 수

산화칼슘의(Ca(OH)2)의 수산화기(O-H)의 신축진동을,

3410 cm−1부근에서의 넓은 띠와 1644 cm−1 부근에서

의 특징적인 작은 피크는 이수석고(CaSO4·2H2O)에 포

함된 물의 신축 및 굽힘 진동에 해당하나 무수 시멘트

에서는 거의 관찰되지 않고 물에 의해 수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명확히 관찰되었다. 1470~1416 cm−1 근

방에서의 피크는 탄산칼슘(CaCO3)의 탄산(CO3
2−)에 의

한 피크로 건조에 의해 피크의 갈라짐과 약간의 이동을

관찰할 수 있다. 시료가 밀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탄산

칼슘의 피크가 나타난 이유는, Fig. 7에서도 나타난 것

같이 일부 시멘트 자체에 포함된 탄산칼슘에 의한 것이

기도 하며 동시에 시료 분쇄 시 탄산화가 가속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 밖에 700~1000 cm−1 범위의 피

크는 미수화 시멘트의 클링커에 대한 것이다37).

미반응 시멘트의 1124 cm−1 부근의 특징적인 피크는

석고 등으로부터 기인하는 자유 황산이온(SO4
2−, υ3)에

의한 피크이다. 석고는 빠른 시간에 수화에 의해 에트

링가이트 등의 황산염 수화물을 형성하면서 Blue shift

(낮은 진동수로의 이동, 1108~1080 cm−1)를 나타낸다.

w/c가 작을 수록 황산이온의 피크는 또렷하나, w/c가

클수록 그리고 양생시간이 길어질수록 황산이온이 소비

되어 자유 황산이온 피크(1108~1080 cm−1)는 없어지고,

진공 및 고온건조에 의해서도 다시 자유황산으로 돌아

가지 않음을 Fig. 8를 통해 알 수 있다38). 그러나 오직

Fig. 7. FT-IR spectra of anhydrous cement and cement paste

at different curing days.

Fig. 8. FTIR spectra changes according to the water cement

ratio at 1day and 187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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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0.2 배합에서만 자유황산이온 피크가 모든 양생일

에 걸쳐 또렷이 나타나고, 50 oC 진공건조(sole VD)와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VD-OD)를 통해서도 그대로 존

재함을 알 수 있다. 668 cm−1부근과 600 cm−1부근에

서의 약한 피크 또한 황산이온(SO4
2−, υ4)에 의한 피크

이다39,40). 미수화 시멘트와 수화 페이스트의 924 cm−1

부근 에서의 강한 피크는 C3S 및 C2S의 Si-O의 비대

칭 신축 진동에 기인한 것이며, 면 밖으로의 Si-O 굽힘

진동(υ4)과 평면에서의 Si-O 굽힘진동(υ2)은 546 cm−1

피크로 관찰 된다. 658 cm−1에서와 546 cm−1 부근에서

의 특징적인 피크는 Si-O의 굽힘진동에 의한 피크로 관

찰된다. 

먼저 양생 시간이 길어질수록, 또 배합하는 물의 양

이 많아 질수록 수화반응의 진행에 의한 3644 cm−1의

피크 세기가 강해지고, 수화가 진행됨에 따라 시멘트 페

이스트 스펙트럼으로부터, 다음의 밴드가 관찰된다: i)

3644 cm−1에서 밴드의 강도증가는 더 많은 Ca(OH)2의

생성을 나타낸다. ii) 3400~3380 cm−1 부근의 광대역

피크는 수화 작용의 강화로 물과 관련된 수화된 생성물

의 증가를 나타낸다. iii) 강한 비대칭 신축 Si-O 밴드

(υ3)는 배합한 물의 양이 0.2에서 0.4로 증가함에 따라

피크 또한 920 cm−1 부근에서 크게는 968 cm−1까지

고주파로 이동하는데 이는 C-S-H 양의 증가를 나타낸

다(Fig. 8). 평면 외 및 면내 Si-O 굴곡 진동의 강도의

감소 및 증가는 수화 작용에 의해 발생하며 시멘트 내

의 단위의 중합이 있음을 나타낸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FT-IR을 통해서는 건조방법에 따른 수분의 존재상, 즉

수분이 어디에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지를 정량적

으로 분석하기가 매우 어려웠다. 동시에 건조방법에 따

라 수분이 수화를 가속하여 미수화 시멘트 클링커 량에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것 역시 분석이 어려웠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경성 무기계 결합재를 사용한 배합의 고

정수량 측정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

법 외에 진공건조와 고온건조를 병합하는 실험법 등을

고안하여 기존 방법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본 논문의 1

보에서는 다양한 물-시멘트비를 갖는 보통 포틀랜드 시

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 기반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실험하였으며, 결론은 다음과

같다.

OPC 배합에서 50 °C 진공건조 만으로는 흡착수의 건

조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된다. 본 연구와 같이 상대적으로 크기가 매우 큰 수백

g에서 수 kg 수준의 시료를 사용할 경우 진공건조 만으

로는 신뢰도가 낮은 수화도 결과를 얻을 수 밖에 없으

며, 이러한 현상은 진공건조 장비인 진공펌프와 CBT의

성능수준과 가동상태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의

미한다.

재령 극초기(1일 전후)의 시료에 단순 고온건조를 사

용하게 되면 수화촉진이 발생해 실제보다 더 큰 수화도

결과값을 얻게 되며, 이 수준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크다. 또한, 페이스트가 아닌 모르타르 혹은 콘크

리트에서 건조식 수화도 측정을 적용할 경우, 가능한 저

온/상온에서 1차 진공건조 후 고온에서 오븐건조를 하

는 2단계의 방법이 더 신뢰도 높은 결과를 얻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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