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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focused on large variation of the result of Ca(OH)2 quantity by TG/DTA test or 

micro-pore size by MIP test. Assume that sample postion has influenced on experimental result, 

therefore, relationship between sampling position and the experimental result was studied. As a 

result of the research, it is obvious that samples from inside(P-3) shows more Ca(OH)2 and less 

porosity than samples from outside(P-1).

요  약

본 연구는 TG/DTA, MIP 장비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미세정량분석시, Ca(OH)2량  미세공극구조 

분석 결과값의 편차가 큰 것에 주목하여, 시료의 채취 치가 분석결과에 향을 미친다고 단하여 

시료의 채취 치에 따른 미세정량분석 결과를 평가하 다. 그 결과 시료의 채취 치에 따라 외부

(P-1)에서 내부(P-3)일수록 Ca(OH)2이 증가하며 공극량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

 

1. 서   론

콘크리트 정 분석기기의 발달로 최근 미세정량분석을 이용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발표되고 있다. 

미세정량분석은 콘크리트의 물성변화를 정량 으로 측할 수 있으나, 동일 시험체에서 시료의 채취 

치에 따라 그 분석 결과 값의 편차가 크게 나타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정량분석 결과에 

있어 그 정 도를 높이기 하여 동일 배합의 시멘트 경화체를 상으로 시료의 채취 치가 공극량 

분석  Ca(OH)2량 정  분석에 미치는 향을 실험을 통하여 측정  결과를 분석하 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방법

시멘트 경화체 시료의 채취 치에 따라 미세정량분석 결과에 미치는 향을 악하기 하여 시

험체는 10cm×10cm×10cm의 정육면 체 공시체로 제 작하여  시료의 채취 치별로  2cm×2cm×2c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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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육면 체 시편 을 각각 3개씩 채취하 다. 채취한 시료를 MIP  TG/DTA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료

의 채취 치에 따른 미세공극구조  Ca(OH)2량의 측정하 다.

3. 결과

3.1 Ca(OH)2 정량분석  미세공극구조 분석

TG/DTA 시험기를 이용하여 450～600°C구간2)에서 감소되는 질량분석을 통해 그림1과 같이 

Ca(OH)2이 시료의 채취 치가 외부(P-1)일수록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MIP실험1)을 통하

여 측정한 결과값이 그림2와 같은 미세공극구조 분석으로 시료의 채취 치가 내부(P-3)일수록 공

극직경에 따른 공극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1. 채취 치별 시료 1mg당 Ca(OH)2량 그림2. 채취 치별 공극직경에 따른 공극량

4. 결 론

시멘트 경화체(W/C 55%)를 상으로 하여, 시료의 채취 치가 다른 시멘트 페이스트의 특성

(Ca(OH)2량, 공극량)에 한 실험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MIP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료의 채취 치 변화에 따른 공극량을 분석한 결과, 시험체 외부     

      (P-1)보다 내부(P-3)에서 채취한 시료의 공극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P-2>P-3).

 2) TG/DTA 시험기를 이용하여 시험체 시료의 채취 치인 외부(P-1)가 내부(P-3)보다 Ca(OH)2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1<P-2<P-3).

 3) 시료의 채취 치가 미세정량분석 결과에 향을 미치며, 미세정량분석 결과의 정 도 향상을   

      해 시료의 채취 치를 일정하게 유지해야 한다고 단된다. 추후 미세정량분석 실험 시 시   

      료의 채취 치가 고려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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