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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studied on the watertightness improvement of cementitious material for durability enhancement of concrete. For improvement of watertightness of OPC and OPC with fly ash, we used various materials with watertightness properties to OPC and OPC
with fly ash. The performance of watertightness improvement of cementitious materials closely related to formation of CSH by
pozzolanic reaction and to reducing of size of contact angle in cement pore by using organic fatty acid. And volume of CSH formation at early hydration have an influence of watertightness improvement and reduction of long-term water absorption rate. In
using of fly ash, improvement of workability by using the spherical fly ash caused to densify on the structures of cement material
and CSH formation by pozzolanic reaction and cement using fly ash also caused watertightness improvement of cementitious
materials. For improvement of concrete durability by watertightness, cementitious materials need using watertightness materials
and at using fly ash, also it have to the effect of improvement of watertightness of cementitious materials by pozzolanic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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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향상을 위한 방안으로서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능 증진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와 플라이애쉬의 혼합계 재료에 다양한 성능의 수밀성능 개선제를 혼합하여 수밀성 실험을 진행한 결
과,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능 향상은 시멘트 수화생성물인 CSH의 생성과 유기지방산에 의한 수화물과의 접촉각의 크기와 밀접
한 관계가 있으며 수화초기에 활발하게 생성되는 CSH는 수밀성과 장기적인 흡수율 저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멘트 재료의 작업성 개선을 위하여 플라이애쉬를 사용하는 경우, 구형 플라이애쉬의 작업성 증진에 의해 시멘트 재료의 조직
이 치밀화 되고 포졸란 재료의 특성에 의한 CSH의 생성으로도 수밀성이 향상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종류의 수밀성
재료를 혼합하여 흡수율 및 수화 생성물의 변화에 대해 실험한 결과,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을 위해서는 어떠한 형태이든 시
멘트 재료에 수밀성 혼화제의 혼합 사용이 바람직 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내구성, 콘크리트, 수밀성, 플라이애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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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외부의 유해 영향으로부터의 차단 또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데, 콘크리트의 수밀성은 시멘트 재료의 치밀화 또는 수밀성

콘크리트는 가격 대비 가장 우수한 특성을 갖는 구조재료

향상을 위한 혼화재료의 사용 등에 의해 물 또는 유해 성분

라 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경제적인 내구 수명은 100년 이

을 차단하는, 구조체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특성이라 할 수

상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외부 환경요인에 의하여

있다(오병환 등, 1996). 따라서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을 위

내구성이 상실 또는 약화 되면서 내구수명이 단축되고 있다.

한 수밀성 개선에 관한 연구는 재료에 의한 개선, 시공에 의

콘크리트 타설과 같은 건설 행위를 통해 형성된 실내외 공간

한 내구성 향상 등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연구가 수행

은 공간의 이용 목적과 요구되는 환경 조건에 따라 그 차단

되고 있다(오상근, 1994; 이민석, 2000).

정도의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목적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최근 우리나라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를 위한 암반 동굴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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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분장의 건설이 진행되고 있는데, 방사능 폐기물 처분장에 사
용되는 콘크리트는 방사능 폐기물 처분 용기용 콘크리트, 방
사능 폐기물 처리장 동굴 외벽 콘크리트, 처분용기 저장용
싸이로 방벽 콘크리트 등으로 분류 되어 있다. 이들은 각각
의 목적에 적당한 콘크리트가 설계되고 배합되어 사용될 것
이나, 공통적이고 필수적으로 검토해야할 사항은 이들 콘크리

2.1 사용재료
2.1.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국내의 D사의 제품(이하 OPC라함)
을 사용하였으며, 화학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트 종류에 따른 수밀특성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콘크리
트는 물론이지만 특히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은 그 특수성으

2.1.2 수밀성 혼화제

로 인하여 장기간 동안의 콘크리트의 내구 특성을 요구하게

실험에 사용된 수밀성 혼화제 XRD 분석결과와 그 화학조

될 것이며, 따라서 내구특성의 기본이 되는 수밀성의 검토는

성을 각각 Fig.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K 타입은 캐나다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항목이라 할 수 있다(El-Dieb, A.S.,
Hooton, R.D., 1994).

산 수입 시판제품으로서 C3S(3CaO·SiO2), C2S(2CaO·SiO2),
MH로 표시된 Mg(OH)2 가 존재하며 또한 A로 표기된

본 연구에서는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 시공되는 콘크리트

Al2(SO4)3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들 재료 이외에도 K

내구성 향상을 위한 수밀성능 향상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

타입은 Stearic Acid가 포함된 재료이다. D 타입은 기본적인

였으며, 혼화재료로써 플라이애쉬를 사용하는 콘크리트 배합

재료의 구성은 실리카 질과 SO3의 함량이 높은 것을 알 수

을 기준으로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시제품 수밀성능 개선제
를 사용하여, 수밀성능 개선제에 의한 흡수율, 수화물 및 미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OPC

세구조 분석을 통한 수밀성능 향상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

SiO2 Al2O3 CaO

MgO Fe2O3 Na2O K2O

SO3

Cl

다.

17.30

3.02

3.25

0.01

4.08

66.50

3.13

0.09

1.33

Fig. 1. XRD of watertightness material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watertightness materials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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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wt%
SiO2

CaO

Al2O3

MgO

MnO

P2O5

TiO2

Na2O

K2O

Cr2O3

Fe2O3

ZnO

SO3

Cl

K

13.90

63.4

3.09

14.60

0.022

0.078

0.169

0.486

0.344

0.010

1.140

0.012

2.57

0.018

D

35.90

30.7

10.10

2.46

0.084

0.055

0.519

1.280

0.791

0.011

1.120

0.402

16.50

0.012

R

25.10

50.4

6.49

4.34

0.093

0.087

0.237

4.190

0.982

-

2.420

0.103

5.29

0.033

T

45.20

41.2

2.11

1.47

0.131

0.111

0.137

0.971

1.020

0.014

1.760

3.780

1.95

0.038

J

56.10

7.5

20.50

1.01

0.077

0.657

1.160

1.350

1.390

0.112

4.990

1.860

3.0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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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perimental conditions

Table 3. Analogical composition by XRD analysis

Factors

Type
K

Mg(OH)2

Al2(SO4)3

D

Gypsum

Silica Fume

R

CaO

SiO2

T

Silica Fume

ZnO

J

Aluminium-silicate

ZnO

Stearic Acid
Type
1
Stearic Salt

있으며, XRD 분석결과 G로 표기된 석고(gypsum)가 주성분
임을 화학조성의 결과 및 XRD 분석결과로 확인 할 수 있

Type
2

었다. R 타입은 일반적인 시멘트의 조성과 유사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실리카 성분과 CaO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T 타입은 실리카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Test

Notes

CEMENT

1

100%

Watertightness
Admixture

5

C×2 wt%

W/C (%)

1

C×0.45 wt%

CEMENT

1

80%

Fly Ash

1

20%

Watertightness
Materials

5

(C+FA)×2 wt%

W/C (%)

1

(C+FA)×0.45 wt%

Mortar

OPC

OPC

Flow / Compressive strength /
Setting time / Water absorption

ZnO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이는 재료 중에 실리카흄
등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J 타입의 경우 실리카와

에 침지 시킨 시간별로 무게의 증가를 측정하여 흡수율을 구

알루미나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을 볼 수 있으며, ZnO의 함

하였다.

량 역시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XRD 분석결과 M으로

3. 실험결과

표기된 mullite와 유사한 aluminium-silicate 화합물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3에 XRD 분석과 화
학조성에 의해 추정한 각각의 수밀성능 개선제의 구성을 나
타내었다. 이는 XRD 분석결과와 화학조성을 결과로 유추한
것이다.

3.1 흐름성 및 응결시간
Fig. 2 및 Fig. 3에 흐름성 및 응결시간 실험 결과를 나타
내었다.
Fig. 2에서 배합 1의 결과를 보면 Plain 대비하여 수밀성

2.2 실험배합 및 실험방법
실험배합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Table 4에서 배합 1은 일반적인 시멘트 재료의 배합을 기

혼화제가 첨가된 경우 모두 흐름성이 좋게 나타났다. 특히 T

준으로 하여 수밀성 혼화제가 첨가되지 않은 보통 콘크리트

가 있어 압축강도 증진이나 수밀성 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이하 Plain)와 수밀성 혼화제 5가지를 각각 혼합하여 실험하

것으로 판단된다.

타입의 경우 가장 우수한 흐름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콘크리
트에 혼합사용 시 동일한 slump를 유지 할 경우 감수 효과

였으며, 배합 2는 플라이애쉬가 첨가된 배합에서의 수밀성능

배합 2의 경우는 시멘트 량의 20 wt%를 플라이애쉬로 치

개선제 첨가에 의한 배합을 나타내었다. 실험방법에 있어 흐

환하여 실험한 내용으로서 배합 1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름성 및 압축강도는 KS L 5105(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나타내고 있다. 실리카질의 재료가 함유된 것으로 판단되는

압축강도 시험방법)에 따라 진행하였고, 응결시간은 KS L

재료가 배합 1에서의 흐름성 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5108(비카드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측정방법)에 의거하

이고 있다. 즉, 플라이애쉬 사용에 의한 ball bearing 효과에

여 실시하였으며, 흡수율은 KS F 2609(건축재료의 물흡수

의해 흐름성의 증진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역시 콘

계수 측정방법)에 의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크리트에 혼합 사용 시 동일한 slump를 유지 할 경우 감수

또한 흡수율, XRD 및 SEM 분석으로 수화 생성물의 특
성을 검토하여 시멘트 재료에서의 수밀성능 평가를 위한 적

효과가 있어 압축강도 증진이나 수밀성 증대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용성을 검토하였다. 흡수율 측정은 재령 28일의 공시체에 대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름성이 콘크리트의 slump 특성과 그

하여 외부에서의 별도의 추가 압력이 없이 공시체 전체를 물

대로 일치하지는 않겠지만 흐름성이나 slump 값이 높은 것은

Fig. 2 Flows of each type

콘크리트 내구성 향상을 위한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 개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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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tting times of each type

Fig. 4 Compressive strengths of each type

상대적으로 W/C를 줄일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나타났으며, 배합 2는 plain 보다 낮게 나타났다. 역시 포졸

시멘트 재료나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증대 시킬 수 있는 방안

란 반응에 의해 장기 강도의 발현은 가능할 수 있으나, 재령

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수밀성 증대를 위한 방안

28일까지의 압축강도는 plain 보다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

으로는 감수율이 높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된다. 또한 배합 1의 경우 plain 보다는 K 타입을 제외한

Fig. 3은 응결시간의 차이를 나타낸 것으로서 배합 1에서

다른 수밀성 재료가 혼입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우수한

수밀성 혼화제가 첨가된 각각의 시료 모두 plain 대비하여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수밀성 재료에 의해 시멘트 재료의

응결시간이 약간 빠르게 나타났다. 이는 흐름성이 클수록 응

공극이 치밀화 되고 공극의 치밀화에 의해 압축강도가 향상

결시간이 지연되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K 타입의 경우 흡수율 결과에서 볼

수밀성 재료의 구성성분상 실리카 성분 및 CaO 성분의 존재

수 있듯이 흡수율이 높은데 이는 경화체 내부에 기공이 많은

에 의한 시멘트 수화반응이 빠르게 나타났기 때문으로 판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따라서 기공이 많기 때문에 압축

된다. 그러나 배합 2의 경우 plain 대비하여 응결시간이 지

강도의 발현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배합 2의 경우 plain

연됨을 볼 수 있는데 이것 역시 수밀성 혼화제의 구성성분상

의 압축강도가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그림 2의 응

실리카 성분 및 CaO 성분의 존재에 의해 수화반응은 빠르게

결시간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수밀성 재료가 혼입된 경우

나타나나 플라이애쉬의 지연성에 의해 응결시간이 길게 나타

plain 대비 응결시간의 지연으로 수화반응이 지연되어 압축강

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배합 2의 경우 수밀성 혼화제의 재

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재료

료의 구성이 실리카 또는 CaO 성분에 의한 수화 생성물의

가 치밀화 되면 압축강도는 증가하고 응결시간이 지연되면

촉진과 포졸란 반응에 의한 시멘트 재료의 치밀화 및 수밀특

압축강도는 저하한다. 본 실험 결과 시멘트 재료에 사용된

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들 중에서 전체 수화반

수밀성 재료에 의하여 시멘트 재료의 공극을 치밀화함으로써

응을 지배하는 것이 포졸란 반응이라면 이 포졸란 반응에 의

수밀성을 향상 시킬 수 있으나 반면 수밀성 혼화제에 의해

해 응결시간이 지연된 것으로 판단된다.

응결시간이 지연된다면 오히려 압축강도는 저하함을 알 수
있다.

3.2 압축강도
Fig. 4에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측정 결과는 응결시간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

3.3 흡수율
Fig. 5에 각 시료의 재령 28일 에서의 흡수율 측정 결과를

를 보이고 있다. 즉, 배합 1은 plain 보다 압축강도가 높게

나타내었다.(KS F 2204 목재의 흡수량 측정 방법, K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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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ater absorption ratios of each type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측정 방법, KS F 7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 KS F 2609 : 건축 재
료의 물 흡수 계수 측정 방법)
배합 1의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모르타르에서의 결과를 보
면, plain과 비교하여 수입산인 캐나다의 K 타입과 R 타입

3.4 수화물 분석
수화물 분석은 각 배합별 흡수율 결과가 가장 우수한 것을
선택하였으며, 분석 결과 유기 지방산이 함유된 것으로 판단
되는 T 타입과 이와 유사한 구성을 가지나 유기 지방산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D 타입에 대해 실시하였다.

은 흡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재료는 시멘트 재
료와 혼합되어 초기의 수밀성 보다는 장기간 시간이 경과하

3.4.1 배합 1

면서 시멘트 재료에 침투되는 물과의 반응에 의해 시멘트 공

Fig. 6에 각 타입의 XRD에 의한 수화물 분석결과를 나타

극에 섬유상의 물질을 생성함으로서 흡수율을 감소시키는 기

내었다. Plain의 경우 에트링자이트(E)가 재령 1일에서부터

능성 재료로 알려져 있다.(G. W. Scherer,. 2004) 본 연구의

생성되어 재령 7일까지는 존재하다 28일에서는 그 피크가 매

결과 초기 흡수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수밀성 혼화

우 미약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에트링자이트가 시간이 경과

제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할수록 모노설페이트로(M) 전이된 결과이다.

흡수율 측정 결과 T 타입이 가장 우수한 흡수율 저감 효

D 타입의 경우 석고가 많이 함유된 재료로서 재령 28일까

과를 나타내었다. 재료의 구성을 분석한 결과포졸란 재료인

지도 에트링자이트가 존재하고 있으며 수화 초기부터

실리카 성분과 지방산 염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초기

Ca(OH)2(CH)의 피크가 강하게 나타남을 볼 수 있다. 또한

수화 시 지방산 염에 의한 발수 기능과 실리카질과 시멘트

calcium silicate 수화물(CSH)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하게

재료와의 반응에 의한 calcium silicate 수화물(CSH)의 생성

생성됨을 알 수 있는데 이것으로 보아 D 타입은 CSH의 생

에 의한 흡수율 저감 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Vichit-Vedakan, W., Scherer, G.W., 2003).

성 및 에트링자이트의 생성에 의하여 경화체 조직이 치밀화

플라이애쉬가 혼입된 배합 2의 경우도 배합 1과 유사한 결

T 타입의 경우 실리카 성분과 지방산 Zn 염으로 구성된

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수밀성 재료가 첨가되지 않은 기본

것으로 추측되는 재료이다. 실리카 성분으로는 실리카흄이나

타입에서 OPC 100 wt%인 배합 1과 플라이애쉬를 시멘트

기타 포졸란 재료에 의한 수밀성 증진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량에 대해 20 wt% 치환한 배합 2를 비교하여 보면 배합 2

추정되며, 수밀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방산 Zn 염에 의해

의 경우 배합 1에 비하여 T 타입을 제외한 다른 수밀성 재

고체의 표면과의 접촉각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부여한 것으로

하여 수밀성을 증대시키는 재료로 판단된다.

료의 혼합 타입이 흡수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플

판단된다. 지방산 염의 경우 직접적으로 시멘트 재료와의 수

라이애쉬에 의한 치밀화로 흡수율이 적게 나타난 것으로 판

화반응에 의한 새로운 수화물 생성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단된다. 또한 T 타입의 경우 지방산 염이 혼입된 수밀성 재

기 때문에 XRD 분석으로는 수화물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

료로써 흡수율이 가장 적게 나타난 것은 지방산 염에 의한

다. 실리카질의 경우에는 시멘트 수화반응에 기여하여 초기에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배합 1과 배합2에서 T 타

CSH의 생성을 활발하게 하여 수밀성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입의 흡수율 차이는 플라이 애쉬와 지방산 염에 의한 응결시

수행하게 된다. 초기에 CSH의 생성이 활발하게 되면 CH의

간 지연에 따른 수화반응의 지연으로 수밀성이 저하되었기

생성은 적어지게 된다. 즉, 물에 용해되는 Ca ion과 실리카

때문에 흡수율의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

성분이 반응하여 CSH를 생성하기 때문에 CH의 소모가 빠

은 흡수율 실험 결과 수밀성 재료에 의한 수밀성 향상에 있

르게 나타난다. 그림에서 보면 CH의 피크는 재령이 경과할

어서 흡수율 저감은 시멘트 재료의 수화반응 지연에 따른 수

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CSH의 피크는 점차 강하게 나타나는

밀성 저하를 고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것을 볼 수 있다. T 타입과 다른 재료와의 차이점으로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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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XRD for mixing 1

Fig. 7 Result of SEM for mixin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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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ta 값 43o 부근에서 모노설페이트가 나타나는 점이라 할

한 결정은 유추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난 유기 지방산이 알칼

수 있다. 즉, 초기부터 모노설페이트가 생성되고 있음을 확인

리 존재 하에서 분해된 결정인 것으로 판단되며, 시멘트 재

할 수 있었는데 이는 SEM 관찰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

료 공극에 이러한 지방산 결정과 CSH의 결정의 생성에 의

다.

해 수밀성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에 각 타입의 SEM 관찰결과를 나타내었다. Plain의
경우 XRD에 의한 수화물 분석 결과와 마찬가지로 재령 1일

3.4.2 배합 2

의 SEM 분석 결과에서도 육각 판상의 결정인 Ca(OH)2(CH)

Fig. 8과 9에 각 타입의 XRD분석과 SEM관찰 결과를 나

의 생성과 CSH의 결정인 침상결정과는 다른 시멘트 클링커
광물 표면의 미세한 침상결정인 에트링자이트(E)의 생성이 확

타내었다.
플라이애쉬를 치환 첨가한 배합 2의 plain에서는 배합 1의

인 되었으며 재령 3일 이후에서는 판상의 결정이 시멘트 클

plain과 달리 재령 7일 이후부터는 에트링자이트(E)의 생성이

링커 표면에 생성된 모노설페이트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확인되지 않았으며, 재령 3일 이후부터 모노설페이트(M)의

D 타입의 경우 수화물 분석결과에서와 같이 재령 1일에서

생성이 확인되고 있다. 즉, 재령 3일부터 에트링자이트가 모

는 에트링자이트와 CH, 그리고 미반응된 석고(G)가 존재함

노설페이트로 전이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할수록

을 확일 할 수 있었으며, 시간이 경과하여도 에트링자이트가

CH의 생성이 약해지는 반면 CSH의 생성이 많아지고 있어

존재하고 CH, CSH 등의 생성이 활발함을 알 수 있다. 또

포졸란 재료인 플라이애쉬와의 반응에 의한 CSH의 생성이

한 재령 7일에서 모노설페이트가 관찰되었으나 에트링자이트

활발해짐을 알 수 있다. 또한 포졸란 재료의 활성에 의해

도 재령 28일가지 지속적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재령 28일까

CSA로 표기된 Calcium Silicate Aluminate 수화물이 생성됨

지 석고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에트링자이트의 모노

을 확인할 수 있다.

설페이트로의 전이가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 타입의 경우 재령 1일에서부터 생성된 CH 결정과 모노

D 타입의 경우 석고가 많이 함유된 재료로서 XRD 및
SEM 분석결과 재령 28일까지도 에트링자이트가 존재하고 있

설페이트의 존재가 확인이 되었다. CH는 재령 28일까지도

으며 수화 초기부터 CH의 생성이 활발히 나타남을 볼 수

결정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으며 또한 시멘트 수화물의 형

있다. 또한 시간이 경과 할수록 CH의 생성이 적어지고

태와는 다른 결정의 구조가 존재함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러

calcium silicate 수화물(CSH)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강하게

Fig. 8 Result of XRD for mixin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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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SEM for mixing 2

생성됨을 알 수 있다. 또한 재령 28일에서 CH의 피크는 배

지 않은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수밀성 향상을 위한 수밀

합 1에서의 재령 28일 에서의 피크 보다는 intensity가 약하

성 혼화재료 사용시 수화지연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일 할 수 있었다. 이러한 CSH 생성

4) 유기 지방산과 실리카 재료로 구성된 수밀성 혼화제의

과 흡수율 관계를 비교하여 보면 배합 2의 D 타입이 배합

사용이 가장 흡수율이 가장 낮은데, 이는 지방산 염에

1의 D 타입 보다 흡수율도 적게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보아

의한 고체와의 접촉각이 커짐으로 인한 수밀성 향상과

역시 CSH 화합물의 생성은 수밀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실리카 재료에 의한 시멘트 경화체 내부의 공극에 CSH

것으로 판단된다. SEM 분석결과에서 T 타입은 역시 일반적

결정이 생성되기 때문이다.

인 시멘트 수화물의 형태와는 다른 결정이 나타났는데, 이것
역시 유기 지방산이 알칼리 조건하에서 분해되어 시멘트 경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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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재료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수밀성 향상 혼화제에
대한 성능과 플라이애쉬 적용에 의한 수밀성 향상 실험을 진
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은 흡수율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흡수율 저감은 시멘트 재료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수화물에 의한 공극의 치밀화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2) 플라이 애쉬는 시멘트 재료 수화시 포졸란 반응에 의한
시멘트 재료의 공극을 치밀화 함으로써 시멘트 재료의
수밀성 향상에 기여한다.
3) 시멘트 재료에서 수화반응 지연은 수밀성에 영향을 미치
는 CSH 수화물 생성 지연에 영향을 받으며, 이에따른
시멘트 재료 공극의 치밀화 감소로 수밀성 향상에는 좋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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