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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수경성 무기재료를 사용한 배합의 고정수량 측정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제1보에서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그리고 본 제 2보에서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의 경우에 대해 다루었다. 다양한 w/b, 알칼리 활

성화제 종류 및 양을 갖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에 대해 진공건조 및 오븐건조, 이 둘의 조합 그리고 작열법이 사용되었다. 실험결과,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를 사용한 경우 비록 수화물의 결정수 일부가 분해되지만 자유수분의 완전한 증발이 가능하여 그 결과값의 편

차가 작았으며, 따라서 AAS의 수화도를 정량평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쉬운 고정수량 측정방법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주제어 : 알칼리 활성 슬래그, 고정수량, 진공건조, 오븐건조, 수화도, 작열법

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a suitable drying method for the determination of non-evaporable water in hydraulic

inorganic materials. In Part 1 of the paper, the case ordinary Portland cement was discussed and, in this Part 2, the case of alkali

active slag (AAS) was investigated. Various drying methods including vacuum and oven drying, and an ignition, were used for

the AAS system having different w/b, types and amounts of alkali activators. It was found that a combination of the vacuum

and oven drying was a suitable drying method for the AAS case. Although a part of the crystallized water in hydration products

was decomposed, but the free and adsorbed water could be completely evaporated and the deviation of the results was small.

Key words : Alkali activated slag, non-evaporable water content, vacuum drying, oven drying, ignition, degree of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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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수경성 무기재료를 사용한 배합의 고정수

량 측정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방법을 찾

기 위해 수행되었다. 본 논문의 1보에서는 수경성 무기

재료의 수화반응에 의한 수분성상 변화에 대해 이론적

으로 고찰하고 건조방법이 고정수분량 측정결과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정리하였다. 그리고 수경성 무기

재료 중 가장 많은 양이 사용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 배합의 고정

수량 측정을 위한 건조방법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

였다1). 진공건조 및 오븐건조, 이 둘의 조합 그리고 작

열법이 사용되었으며 여기서 실험결과가 물-시멘트비 및

골재 유무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 확인하였다. 본 2

보에서는 이를 확장하여, 알칼리 활성 슬래그(Alkali

activated slag, AAS) 배합의 고정수량 측정을 위한 건

조방법의 영향을 실험적으로 검토하였다. 부산물인 슬

래그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결합재인 AAS는 OPC에

비해 낮은 수화발열, 상대적으로 강한 내산성 등으로 인

해 여러 건설재료에 사용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물-결

합재비(Water-to-binder ratio, w/b), 활성화제 종류와 혼

입량을 갖는 AAS 배합에 대해, 1보에서 사용한 여러

건조방법을 적용하여 고정수량을 측정하였다. 

2. OPC와 AAS의 고정수량 측정의 차이

알칼리 활성 결합재는 OPC와 달리 광물 자체의 반

응이 아닌 알칼리 활성화제의 자극(Activation)으로 인

해 광물의 반응이 시작(Initiation)되는 특징이 있다2).

알칼리 활성 무기재료에 의 주요 재료인 고로슬래그, 메

타카올린(Metakaolin) 등은 그 자체 만으로는 수화반응

을 하지 않거나 속도가 매우 느리다. 대부분의 수화반

응은 칼슘 혹은 나트륨, 마그네슘 이온 등에 기반하는

데, 알루미나와 실리카 기반의 플라이애시는 이러한 성

분 자체가 적거나 거의 없다. 슬래그의 경우, 칼슘 이온

이 유리질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와 결합된 상태에서

Network modifier로 존재하고는 있지만, 슬래그가 물에

닫는 순간 불과 몇 분 안에 알루미노실리케이트 기반

성분의 불투수성 코팅막이 형성되어 이 칼슘 이온의 추

가 수화를 막는다고 알려져 있다3,4). 활성화제는 슬래그

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성분과 반응 할 수 있는 재료로,

pH를 높여 슬래그 자체의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코팅막

을 파괴해 슬래그의 반응을 유도하거나, 알루미노실리

케이트와 반응하여 그 자체로 수화물과 중합체를 형성

한다3,4). 참고로, OPC도 극초기에 규산칼슘 수화물

(Calcium silicate hydrate, C-S-H)이 클링커 광물인 규

산삼칼슘(Tricalcium silicate, C3S) 표면에 생성되어 약

20 nm 두께의 준투수층(Semi-permeable layer)이 생성

되므로 추가적인 수화반응 속도가 느려진다5). 아직 명

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이 때 시간이 점점 지남

에 따라 수용액 상의 칼슘이온 농도가 임계 농도 이상

높아진 후 여러 원인으로 인해 기존 보다 더 안정적인

C-S-H가 공극부에 생성-성장(Nucleation and growth)되

어 추가적인 수화가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5). 

1보에서도 간략하게 언급한 바와 같이, AAS의 수화

도 평가를 위한 고정수량 측정방법은 OPC의 그것에 비

해 고려해야 할 점이 많다. 첫 번째로 작열법(Ignition

method) 사용 시 활성화제에 의해 오차가 발생할 가능

성이다. 작열법이란, 100 °C에서 약 850~1000 °C까지

시료를 열분해 하여 수화물에 고정된 고정수량을 측정

하여 수화도를 계산하는 방법이다. OPC 100% 혹은

플라이애시, 슬래그를 첨가한 혼합시멘트의 경우 작열

법의 사용이 용이하며 상대적으로 이론적인 오류가 적

다6,7). OPC와 플라이애시, 슬래그 모두 강열감량(Loss

on ignition, LOI)이 작고 그에 대응하는 성분이 수화

후에도 갑작스러운 발수/수분소모를 일으키지 않기 때

문이다. 그러나 AAS의 경우, 사용되는 활성화제 자체

의 LOI가 매우 크다. 따라서 작열량 기반으로 수화도

를 평가하게 되면, 배합의 작열량이 고정수량에 기인하

는 것인지 활성화제의 열분해에 기인하는 것인지 구분

이 어렵다. 이를 명확하게 분석하기 위해 열중량 분석

(Thermogravimetry analysis, TG)을 수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과정 자체가 까다롭고 각 물질의 TG 스팩

트럼을 디컨벌류션(Deconvolution) 할 때 수치적 오류

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하여 좋은 방법이라 하기 어렵

다8,9). 

두 번째로, 단순 오븐가열법 사용 시 수화 촉진

(Hydration acceleration)에 의한 수화도 과대 평가 문

제이다. 오븐가열법이란, 초기 배합의 수분량과 오븐 가

열에 의한 증발수분량을 기반으로 고정수분량을 계산하

는 방법이다. 제 1보에서 실험적으로 증명한 바와 같이

OPC의 경우 골재가 존재해 급하게 온도가 상승하는 경

우에라도 수화 촉진 속도보다 건조속도가 빠르기 때문

에,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에 의해 측정된 고정수량과 단

순 오븐건조에 의해 측정된 고정수량 차이는 재령 극초

기인 1일 시료 이외에는 2% 이내로 무시할 정도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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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 그러나 AAS와 같은 알칼리 활성광물계 결합재에

서는 이와 완전히 다를 수 있다. 이러한 활성화제와 광

물계 결합재간의 반응 속도는 주변 온도에 의해 매우

민감하며 따라서 오븐건조 적용에 의해 수화가 촉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10,11). 즉 진공건조 없이 내부에

수분이 풍부한 상태에서 바로 고온건조를 사용하면

OPC에 비해 더 활발히 수화촉진이 발생하여 수화도가

실제보다 높게 측정될 수 있다.

세 번째로, 알칼리 활성 광물계 결합재의 치밀한 미

세구조로 인해 진공건조의 효율이 낮을 수 있다. 1보에

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고온건조는 물의 분자 자체의 에

너지가 상변환 에너지에 달해 건조되는 방법인 반면, 진

공건조는 진공상태에서 시료 내외부의 기압차 및 그 기

압으로 인한 증발온도의 저하로 인한 건조이다12). 따라

서 물과 수화물 미세조직 간의 전기/물리적 흡착력이

크게 작용할수록 진공건조에 의해 증발되는 물의 양은

감소한다. 고전 유체역학에서 라플라스식에 따르면 수

화가 진행중인 입자와 주변의 물 사이에 발생하는 모세

관 압력(Capillary pressure) p는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1)

여기서 γ는 미세하게 떨어진 곳 간의 표장력 차이, 그

리고 R은 물이 존재하는 공극의 반지름이다. 즉, 공극

의 크기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모세관 압력이 강하며,

이는 모세관에 존재하는 수분을 밖으로 빼 내기 더 어

려워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알칼리 활성 광물계 결합재

는 일반적으로 침상/판상의 형태를 갖는 수축보상형 수

화물의 적은 특징으로 인해, 자기 수축이 큰 반면 동시

에 시멘트 수화물간 간극의 크기가 OPC의 그것에 비

해 매우 작다2). 즉, 공극의 비표면적이 넓기 때문에 상

대적으로 표면장력이 크게 작용하는 수분량이 많아지게

될 뿐 아니라 모세관 압력 역시 크기 때문에, 상온의

진공건조 만으로는 건조의 효율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다.

네 번째로, 중합 반응에 의한 고정수량의 감소이다.

활성화제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알칼리 활성 물

질 들은 50~100 °C 수준의 온도에서 수화반응 뿐 아니

라 알루미노실리케이트의 중합반응을 할 수 있다14). 알

루미노실리케이트의 중합반응은, 알루미노 실리케이트

체인(시알레이트 결합, Sialate bonds)에 연결된 OH-

와 H+ 이온이 결합하여 물이 빠져 나오는 탈수소산화

(Dehydroxylation) 및 탈수(Dehydration)반응이다2,3). 따

라서 고온건조시의 반응도(Reactivity) 증가는 오히려 고

정수량 감소의 결과로 귀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문

제는 AAS에서도 충분히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하다. 참고로 이러한 점을 고려해 AAS

에서는 반응한 슬래그 만을 선별적으로 녹인 후 잔여

미반응 슬래그의 중량을 측정하여, 수화도가 아닌 반응

도를 측정하는 선별적 용해(Selective dissolution) 기법

도 자주 사용된다15). 다만 이 방법은 설비와 절차가 까

다로워 범용적인 사용이 어렵다. 

3. 시료준비 및 실험방법 

3.1. 구성재료 

본 2보에서 사용된 고로슬래그는 국내 광양의 P제철

소에서 부생된 수쇄슬래그를 동 지역 D사에서 미분쇄

가공한 것으로, KS F 2563에 규정된 ‘3종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기준을 만족한다. 사용된 고로슬래

그 미분말의 화학조성은 Table 1에 정리 되었으며, 비

표면적과 비중은 각각 3,015 cm2/g, 2.81이다. 화학조성

은 X-선 형광분석기(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로 측정되었다. Helium-Neon laser optic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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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된 슬래그의 입도는 D90, D50, D10이 각각 54.7,

14.0, 4.3 µm으로 시멘트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3가지 활성화제 조합이 적용되었는데

각 조합은 주활성화제와 보조활성화제로 구성된다. 먼

저 G1으로 명명된 조합은 수산화 나트륨과 탄산나트륨

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G2로 명명된 조합은 규산나트

륨 만을 사용하였다. G3로 명명된 조합은 수산화 칼슘,

황산 나트륨, 불화 규소 나트륨을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모든 활성화제의 작열에 의한 TG 및 시차열분석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결과는 Fig. 1과

p = 2γ /R

Table 1. Oxide composition of blast furnace slag

Element CaO SiO2 Al2O3 Fe2O3 MgO SO3 Na2O K2O TiO2 LOIa

wt.% 45.7 29.1 11.7 0.454 3.08 2.80 0.19 0.46 0.67 1.49

aLoss of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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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참고로 이를 위해 Mettler Toledo사의 TGA 2

장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

클링커 광물과 함께 사용된 석고(이수석고, Gypsum)의

열분해로 인해 130~180 °C 전후에서 소량의 중량감소

가 발견된다. 한편, 황산나트륨을 제외한 모든 활성화제

에서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의 중량감소가 발견되며,

DTA 결과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량감소와 연동되는 온

도가 각 물질마다 크게 다른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활성화제의 일부는 AAS의 수화와 동시에 화학적 결합

상태가 변화하게 되며 따라서 이로 인한 열중량 분석결

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즉, 알칼리 활성화제의 종류

에 따라 작열법(Ignition)을 활용한 수화도 측정의 신뢰

도가 크게 떨어질 수 있음을 의미한다.

3.2. 배합비 및 각 배합의 특성 

사용된 배합비는 Table 2에 정리하였다. w/b는 0.4와

0.5의 두 단계로 설계되었으며, 여기서 결합재는 슬래그

와 활성화제를 의미한다. G1의 경우 전체 결합재 중

활성화제의 무게를 4, 7, 10%로, G2의 경우 7, 10,

13%, G3의 경우 10, 13, 16%의 각각 3 단계로 사용

하였는데 이는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유동성과 응결

시간, 강도 등을 고려해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배

합을 결정한 것이다16-18). 참고로 이 배합들의 공학적

Fig. 1. Thermogravimetry (TG) and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DTA) spectra of various activators for AAS. 

Table 2. Mix proportion of AAS

Binder name

Binder proportion (wt.%) Activator/bindera) (wt.%)

Slag
Total

activator
Activator 1 Activator 2 Activator 3

G1 NaOH Na2CO3 -

G1-4 96 4 1.7 2.3 -

G1-7 93 7 3.0 4.0 -

G1-10 90 10 4.3 5.7 -

G2 Na2SiO3 - -

G2-7 93 7 7.0 - -

G2-10 90 10 10.0 - -

G2-13 87 13 13.0 - -

G3 Ca(OH)2 Na2SO4 Na2SiF6

G3-10 90 10 5.4 2.3 2.3

G3-13 87 13 7.0 3.0 3.0

G3-16 84 16 8.6 3.7 3.7

a)Weight percentage of each activator per binder (slag and activ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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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은 이후 발표할 계획이다. 

배합을 위해 10 L 수직형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였으

며 사용재료는 모두 한번에 믹서에 넣어 3분 동안 배합

하였다. 특히 일부 활성화제는 용해 중에 발열 하기도

하였다. 고정수량 측정을 위한 시료의 준비과정은 본 논

문의 제 1보에 이미 설명하였으므로 본 보에서는 생략

한다. 

사용된 대표적인 배합에 대한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분석, 열중량분석, 공극률 분석 결과

는 각각 Fig. 2, 3, 4에 나타내었다. 참고로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활성화제를 혼입한 AAS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에 대한 연구는 이미 다수 발표되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 세부적인 분석은 생략한다. Fig. 2의 XRD의

패턴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AAS

배합의 수화물은 명확한 결정상을 갖기 보다 대부분 비

결정질 C-S-H(XRD hump: 25~35°)와 이에 대한 나트

륨, 알루미늄의 치환체를 갖고 있다. 본 XRD 패턴에

대한 상용 해석 프로그램인 Match!3 (Crystal Impact

GbR.)을 사용한 분석에 따르면 사용된 모든 배합의 C-

S-H는 Tobermorite 및 Clinotobermorite에 가까운 특성

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Myers et al.19)이 언

급한 바와 같이, 비록 칼슘 이온의 일부가 나트륨 이온

으로 대체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Ca/(Si+Al)비가 1

이하인 결정상을 갖게 됨을 의미한다. 참고로, Fig. 2에

나타난 Calcite의 대부분은 슬래그 원재료에서 기인하지

만, 일부는 시료 분쇄 시 기체 탄산화에 의한 것으로도

판단된다. G1 배합의 경우 탄산나트륨이 물과 결합하여

Thermonatrite (Na2CO3·H2O)가 존재한다20). G2 배합은

C-S-H 이외의 별다른 수화물이 발견되지 않으며, G3에

서는 황산 나트륨으로 인해 Ettingite (Ca6Al2(SO4)3-

(OH)12·26H2O)가 형성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의 TG/DTA 결과를 통해 온도에 따른 증발량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된 시료는 밀봉양생 후 별다

른 건조과정 없이 그대로 분석되었으므로 이 중량감소

율에는 자유수량이 포함되어 있다. 이 때 건조속도는 분

Fig. 2. XRD spectra of AAS.

Fig. 3. Thermogravimetry (TG) and derivative thermogravi-

metry (DTG) spectra of AAS (RWL: ratio of weight

loss at the temperature by that at 1,0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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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10 °C였다. G1, G2, G3 배합 모두 100 °C 이내의

상대증발률(비건조 상태에서부터 1,000 °C까지의 증발

량 대비 각 온도의 증발량비, Fig. 3의 ‘RWL’)이 약

30~40% 수준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로 TG 그래프

에서 각 시료마다 최종 질량감소율이 각 시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각 배합의 알칼리 자극재 열

분해량이 각각 다르기 때문이다. DTG 분석결과를 보면

C-S-H의 여러 상 중 하나인 Tobermorite-like C-S-H의

열분해 피크가 명확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21,22).

OPC에서 주로 만들어 지는 C-S-H는 상대적으로

Jennite에 가깝기 때문에 Ca/Si 비율이 1.3~2.2 수준의

범위를 갖으며 70~250 °C의 넓은 영역에서 주로 열분

해 되는 반면, AAS에서 생성되는 C-S-H는 Ca/(Si+Al)

이 0.8 수준의 Tobermorite와 유사한 상을 가지며 50~

200 °C의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대역에서 분해된다20-24).

Guerrieri and Sanjayan22)의 보고에서와 같이,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AAS는 1000 °C까지의 최종 열분해량

대비 100 °C까지의 열분해량(그림 2의 RWL)이 최대

50%까지 이를 수 있으며, 이는 OPC에서 이러한 비율

이 10~20%인 점을 감안할 때 매우 큰 값이다. 

Fig. 4의 수은압입법(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MIP)에 의해 측정된 바와 같이, OPC 배합에 비해

AAS G2-10 배합의 총 공극률은 유사하나 각 공극의

크기 자체가 월등히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w/b 0.5

에서 OPC 배합은 공극 분포가 10~100 nm 수준인 반

면 AAS G2-10 배합은 10 nm 이하이다. 이러한 결과

는 이미 보고되었으며25), G1과 G3 series의 시료도 이

와 크게 다르지 않은 공극분포를 보인다.

3.3. 고정수량 측정방법 

본 제 2보에서도 제 1보와 유사하게 단위 결합재에

대한 고정수량(Non-evaporable water-to-binder ratio,

wne/b)을 수화도의 한 지표로 사용하기 위해 측정하였다.

참고로, OPC와 달리 각 배합에서 결합재(슬래그 및 활

성화제) 1g 당 최종적으로 고정(소비)하는 수분량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며26), 이에 대한 측

정은 이후의 연구를 통해 수화도-활성도 관계를 고려해

도출할 계획이다. 본 2보에서 고정수량을 측정하기 위

해 사용된 방법은 총 4가지 이며 이에 대한 자세한 설

명은 1보에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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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ys, 이후 sole-VD)

− 50 °C 진공건조 3일 후 105 °C 오븐건조 1일

(Oven drying after vacuum drying, 이후 VD-

OD)

− 105 °C 오븐건조 1일(Sole oven drying, 이후

sol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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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fter oven drying, 이후 OD-I)

사용된 장비는 제 1보를 설명하였다. 이 네 가지 방

법이 모두 사용된 경우는 위의 배합 중 G2 series였으

며, G1과 G3 series는 sole-OD와 OD-I 만을 적용해

측정하였다. 

위에서 건조를 사용하는 경우(sole-VD, VD-OD,

sole-OD), wne/b는 제 1보의 OPC의 경우와유사하게 다

음과 같이 계산된다. 

 (−) (1)

여기서 wint은 시료 무게 대비 배합비를 고려한 초기

수분의 무게 비율, wdried는 시료 무게 대비 선택된 건

조방법에 따른 건조수분 무게 비율, b는 시료 무게 대

비 배합비를 고려한 결합재 (슬래그 및 혼화제)의 무게

비율이다. 

작열법 (OD-I)을 사용하는 경우 역시 제 1보의

OPC의 경우와 유사하게 계산하였다7). 

wne/b = wint wdried–( )/b

Fig. 4.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MIP) test results of

AAS (G2-10) and OPC pas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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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It는 초기 시료 중량 대비 작열 후 감소한 중량 비율,

I0는 초기 시료 중량 대비 슬래그와 활성화제의 강열감

량이 차지하는 중량 비율을 의미한다. 참고로 위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활성화제는 AAS의 수화가 진행됨에

따라 다른 상태로 변화하게 되고 따라서 원재료가 작열

하는 온도에서 작열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

계산에 의해 측정된 값이 실제 고정수량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 이 방

법을 수행한 이유는 본 방법이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

고 AAS의 수화도 평가 연구에서 사용되는 경우가 있

wne/b = It I
0

–( )/ 1 It– I
0

+( )

Fig. 5. Non-evaporable water-to-binder ratio (wne/b) of AAS mixtures measured by various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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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이다27). 따라서 이 결과는 단지 일종의 수화도

평가를 위한 간이의 지표로서의 의미만을 갖는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 10~30 °C에서의 상온진공건조를

사용하지 않은 이유는, 그 측정결과 배합의 종류에 상

관없이 수분의 증발량이 매우 작고 그 결과의 편차가

반복되는 실험에 의해 매우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기

때문이다. 

4. 실험결과 및 분석 

Fig. 5는 각 측정방법에 따른 G2 series의 wne/b의

값을 비교한 결과 이다. 먼저 진공건조만을 수행한 시

료(sole-VD)와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VD-OD)를 비교

해 보면, sole-VD로 측정된 wne/b 값은 심한 경우

VD-OD로 측정된 값의 두 배 이상임을 확인 할 수 있

었다. 제 1보에서 OPC의 경우 sole-VD로 측정된 wne/

b 값이 VD-OD로 측정된 값에 대해 약 10~20% 정도

만 높았던 것을 고려할 때, 이 AAS에서 sole-VD로

측정된 wne/b값이 이상할 만큼 크다고 할 수 있다. 이

와 유사한 현상을 Fig. 6에서도 알 수 있다. Fig. 6은

sole-VD 조건에서 건조한 수분량(Dwsole-VD)과 VD-OD

조건에서의 건조수분량(DwVD-OD) 간의 비율이다．AAS

배합에서 sole-VD로 인해 건조된 수분량은 VD-OD에

의해 건조된 수분량에 비해 약 60~80% 수준이며, 이는

OPC에서 약 80~90%이었던 것에 비해 낮은 값이다.

무엇보다, 이 현상은 위의 Fig. 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50~100 °C 사이에서 발생하는 C-S-H(II)의 열분

해에 의한 현상과 연관되어 있다. OPC와 달리 AAS는

50~100 °C 사이에서 Tobermorite-like C-S-H의 결정수

가 열분해하여 증발되기 때문에, sole-VD와 VD-OD

사이의 결과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다. 한편 동시에,

이 현상은 Fig. 4에서와 같이 AAS의 월등히 치밀한

공극크기와도 연관이 크다. 공극의 크기가 작기 때문에,

내부의 수화물 주변에 수분이 표면장력과 모세관 압력

에 의해 강하게 흡착되어 진공건조 만으로는 충분히 건

조되지 못하였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증거는, sole-VD

로 측정된 wne/b값이 28일이었을 때에 비해 91일에 오

히려 감소한 반면 다른 측정방법에 의해 얻어진 값은

28일에서 91일 까지 꾸준히 증가하는 결과 이다. 이와

유사한 결과는 제 1보의 OPC에서 발견되었다. 이론상

으로, 재령 28일보다 91일의 AAS 미세구조가 더 치밀

하며 따라서 sole-VD로 측정된 고정수량 값은 급격하

게 증가해야 한다. 그러나 실제로 동일 가동조건에서 진

공건조펌프 등의 진공압에는 일부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진공건조에 편차가 발생한다. 즉,

50 °C 진공건조된 AAS 시료의 경우, 수화물 중 하나인

Tobermorite-like C-S-H가 열분해 되지는 않았기 때문

에 상온에서 양생된 상태와 동일한 고정수량 조건이지

만 일부(혹은 상당량)의 흡착수 및 자유수가 건조되지

못한 채 존재하기 때문에, 실제 엄밀한 의미의 고정수

량보다 큰 결과가 측정될 수 있다. 그러나 추가로 오븐

가열을 하게 되면, 진공건조에 의해 증발되지 못했던 수

분의 대부분이 증발하게 되는 동시에 C-S-H의 결정수

도 역시 열분해하게 된다.

한편, 50~100 °C 사이의 중합 반응(Polymerization)

에 의한 탈수(Dehydration)도 고려해야 할 필요는 있지

만 그 정도는 명확하지 않다. 일반적으로 AAS와 같은

알칼리 활성 결합재는 지오폴리머(Geopolymer)에 비해

중합반응의 기여도가 낮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그 이유

는 AAS는 상온에서도 충분히 높은 강도를 발현하는

반면 지오폴리머는 대부분 고온양생에 의해서만 강도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28). 또한 Davidovits가 제안한

알루미노실리케이트 중합반응의 메커니즘에서는 칼슘이

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C-S-H간의 중합은 고려하지

않는다4). 고온에서 AAS를 양생하면 물론 강도가 증가

하기는 하지만, 이것이 수화촉진에 의한 것인지 중합반

응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히 평가한 연구결과를 찾을 수

없었다. 단지 Li et al.4)는, 칼슘이온에 의해 알루미노실

리케이트의 배열이 무질서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며 결

과적으로 칼슘의 존재로 인해 중합도가 감소하게 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에서도 이 현

상의 정량적 평가는 이루어 지지 않았다.

오븐건조 전 진공건조의 필요성 판단을 위해 Fig. 7

Fig. 6. Ratios between dried water contents by sole vacuum

drying (Dwsole-VD) and that by vacuum and oven

drying (DwVD-OD). 



114 이효경 ·송금일 ·송진규 ·김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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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같이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VD-OD)에 의해 측정된

고정수량을 단순 오븐건조(sole-OD)에 의해 얻어진 결

과와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3일에서 91일 까지 규산 나

트륨을 결합재 총량의 6% 넣은 시료는 두 측정방법 간

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은 반면 규산 나트륨의 총량이

10%, 14%인 경우 두 측정방법에 의한 차이가 무시 할

수 없을 만큼 컸다. 이 두 경우 VD-OD에 의해 측정

된 wne/b의 값은 sole-OD에 의해 측정된 값에 비해 약

20~50%까지 작았으며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다. 이 결과는 제 1보의 OPC에서 약 3~5%

정도만 작았던 점을 고려할 때 매우 크다고 할 수 있

다. 참고로, 최종 노출온도가 동일하므로 VD-OD의 시

료와 sole-OD의 시료 모두 C-S-H의 열분해, 중합 반

응 등은 유사한 정도로 발생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두 실험결과의 차이는, AAS의 수화도 측정 시 오븐건

조 과정이 반드시 필요함을 증명하는 것이다. 직접 오

븐 건조 시 배합 내 자유수 및 흡착수는 건조되기 전

수화되어 고정수화 될 수 있는데, 이 양이 AAS의 경

우 매우 큰 것을 정량적으로 확인한 것이다. 위에서 언

급한 바와 같이 AAS는 OPC에 비해 양생온도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러한 모든 현상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을 수 있다. 수화도를 정량평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쉬

운 고정수량 측정방법을 선정하고자 할 때, 일부 수화

물의 열분해 가능성은 없지만 실제 수분을 증발시키지

못하여 그 결과값의 편차가 큰 sole-VD, 그리고 과도한

수화촉진이 발생하는 sole-OD 보다, 비록 수화물의 일

부가 분해되지만 자유수분의 완전한 증발이 가능하여

그 결과값의 편차를 신뢰할만한 VD-OD를 사용하는 것

이 더 효과적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론적으로 매우 정

확한 고정수량을 정량화 하고자 한다면 본 연구에서 사

용된 방법 보다 소량의 시료를 사용한 저온진공건조를

사용해야 한다. 즉, 단위 중량의 슬래그가 최종적으로

수화하기 위해 정확히 어느 정도의 물이 필요한지를 결

정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방법이 부적

합하다. 

Fig. 8은 다양한 활성화제를 사용한 AAS 페이스트에

대해 sole-OD 및 OD-I로 측정한 wne/b 값을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배합에서 sole-OD에 의해 측

정한 결과 보다 OD-I로 측정한 결과가 모든 활성화제

Fig. 7. wne/b of AAS obtained by vacuum and oven drying (VD-OD) vs. that by sole oven drying (sole-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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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서 낮은 결과를 보인다. 그 폭은, 심한 경우 G3

에서 50~70% 수준이며, 차이가 상대적으로 적은 G2에

서도 10~30%였다. 제 1보의 OPC의 경우 이 값의 차

이는 최대 10%를 넘지 않았다. 이 현상은 AAS의 활

성화제가 수화반응에 의해 충분히 소비되었기 때문에

발생한다. Fig. 1에서 TG 결과와 같이 활성화제가

AAS 배합에 혼입되기 전에는 상당히 큰 강열감량을 갖

는다. 그러나 이것이 AAS의 수화와 동시에 소모됨에

Fig. 8. wne/b of AAS with various activators obtained by sole oven drying (sole-OD) and ignition (OV-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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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기존 원재료상에서와 같이 열분해 되지 않을 가능

성이 있다. 따라서 OPC에서 주로 사용되는 작열법 활

용 고정수량 계산식인 식(1)은 AAS에서 응용하여 사용

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참고로, 본 연구의 목적은 건조방법에 따른 AAS 내

고정 수량의 측정기법을 분석하는 것이므로, w/b 및 활

성화제 종류에 따른 고정수량의 차이에 대한 분석은 생

략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수경성 무기재료 중 하나인 알칼리 활성

슬래그를 사용한 배합의 고정수량 측정을 위해 적절히

사용할 수 있는 건조방법을 찾기 위해 수행되었다. 진

공건조 및 오븐건조, 이 둘의 조합 그리고 작열법이 사

용되었다. 50 °C의 진공건조의 경우, 일부 수화물의 열

분해 가능성은 없지만 일부의 흡착수분을 충분히 증발

시키지 못한다. 단순 오븐건조의 경우 OPC와 비교할

때 과도한 수화촉진이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정도는 w/b 및 알칼리 활성화제의 양에 따라 달랐

다. 진공건조 후 오븐건조의 경우 비록 수화물의 결정

수 일부가 분해되지만 자유수분의 완전한 증발이 가능

하여 그 결과값의 편차가 작았으므로, AAS의 수화도를

정량평가하기 위한 단순하고 쉬운 고정수량 측정방법으

로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기존 연구에서 OPC의

수화도 측정을 위해 자주 사용되는 작열법의 경우, 강

열감량이 큰 활성화제가 얼마나 정확히 수화에 의해 소

모되는지 확인 할 수 없기 때문에 AAS를 위한 고정수

량 측정방법으로는 부적합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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