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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arly-age properties of mortar containing calcium chloride as an accelerator was 

investigated. The time of setting of the mortar by ultrasonic tester and penetrometer was assessed 

to prove its acceleration effect on hydration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also measured to 

examine the effect of calcium chloride on the early-age strength.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진제로서 염화칼슘(CaCl)을 첨가한 모르타르의 수화 진효과를 검토하기 하

여 입 항시험과 음 속도 측정기를 이용하여 응결시간을 추정하 으며, 염화칼슘의 기 강도에 

한 향을 알아보기 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 다.

1. 서   론

진제는 거푸집의 조기 탈형, 한냉 콘크리트의 응결과 경화불량 방지  양생기간 단축 등을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칼슘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기재령에서의 수화 특성을 

악하기 해 입 항시험과 음 시험을 수행하 으며 재령 7일까지의 압축강도를 측정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배합

본 연구에 사용된 배합비를 표 1에 나타내었다. 염화칼슘을 첨가하지 않은 모르타르와 시멘트량 

비 1, 2% 수 의 염화칼슘을 첨가한 모르타르의 배합을 실시하 으며, 1종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다. 염화칼슘은 시 에서 구입 가능한 순도 74% 이상의 분말을 배합수에 희석시켜 사용하 다.

No. W/B(%) 단 수량 시멘트 잔골재 CaCl(c*wt.%)

1

43% 1 2.3 4.2

-

2 1%

3 2%

표 1  실험 배합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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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실험 방법

  압축강도는 모르타르용 압축강도 시편(5×5×5cm)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온도 20±1℃, 습도 

60±5%의 환경에서 음 속도 측정과 입 항시험을 수행하여 응결시간을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압축 강도  응결 시간

그림 1은 염화칼슘 첨가량에 따른 압축강도를 재령 12시간, 24시간, 3일, 7일에 측정한 결과를 나타

낸 것이다. 염화칼슘 첨가량 1wt%의 경우 12시간 강도를 제외한  재령에서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보 으며, 2wt%의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차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1 압축 강도

   

그림 2 응결 시간 측정

   

그림 3 음  속도 측정

 

   그림 2는 입 항 시험을 이용한 응결시간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염화칼슘의 첨가량이 증가

할수록 모르타르의 결과 종결 시간이 빨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의 음  속도를 이

용한 응결시간 측정 결과를 살펴보면, 염화칼슘 첨가량 1wt%의 경우 약 140/340(min), 2wt%의 경우 

약 120/260(min)로 입 항시험 결과와 동일하게 염화칼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 수화가 진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결 론

 1) 압축강도의 경우 염화칼슘 첨가량 1wt%가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보 으며, 2wt%의 경우 24시간 

이후부터 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는 과다한 염화칼슘의 첨가로 인해 부분 으로 결

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2) 염화칼슘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모르타르의 응결시간의 단축효과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으나, 압축강도 시험 결과에서 나타난 결의 향을 고려하여 과다한 염화칼슘의 첨가를 제한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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