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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get information of self-healing mechanism in cement system and the influence of

waterproofing admixtures for concrete on self-healing property. For testing, cement paste specimens cured for 7, 14 and 28 days

were prepared and crushed into plate-shape pieces. Screened specimens with thickness not more than 1mm were covered with wet

rags and cured in a plastic container for 7 and 28 days. After stopping hydration process of the specimens by treatment with ace-

tone, the surfaces of specimens have been contacted with wet rags were analyzed by XRD, DSC, SEM and EDX.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cement paste has self-healing property and this property is mainly affected by water. Self-healing in cement

system is more effective and faster at an early stage of hydration as there is enough content of unreacted cement to make an addi-

tional hydration in this period. The results of this study also showed that waterproofing admixtures for concrete have a considerable

effect on self-healing of cement pastes; i.e., they improved self-healing effect of cement and, especially, the specimen using admix-

ture C has shown a lot of needle-like or fibrous hydration products which are estimated as ettringite. It is supposed that these

ettringite products are effective to enhance self-healing in ce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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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 혁신적인 기술적 발전이 이루어져 왔으며

건설 분야에 있어서도 지난 수십 년 동안 획기적인 발

전을 거듭하여 구조물의 대형화가 이루어져 왔다. 이러

한 과정에서도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는 건설 재료로

써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관련 기술의 발전을 통

하여 향후에도 중추적인 건설 재료로서 사용될 것이다.

콘크리트는 압축강도에 비하여 인장강도가 낮은 재료

이기 때문에 콘크리트구조물에서 균열이 발생하는 것은

불가피하며, 잠재적인 균열의 위험성을 항상 가지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1,2)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균열은 사용

재료적 요인, 시공 과정적 요인, 콘크리트의 사용 환경

적 요인, 구조 및 외력에 의한 요인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1)
. 또한 균열의 발생 시기에 따라 소성수축 (plastic

shrinkage), 소성침하 (plastic settlement), 시멘트의 수화반

응열, 거푸집 관련과 같은 경화 전 원인과 건조수축 (dry

shrinkage), 탄화수축변형 (carbonation shrinkage), 크리프

(creep), 알칼리-골재반응 (alkali-aggregate reaction), 동결

융해, 철근의 부식, 사용하중 (service load) 등과 같은 경

화 후 원인, 설계 및 시공 불량 등의 원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2,3)

.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콘크리트의 균열은 콘크리트의

장기적인 내구성을 저하시키며 콘크리트의 열화를 촉진

시키는 주요 인자로 알려져 있다
4,5)

. 균열발생은 내구성

과 관련이 깊은 투수성 (permeability)를 증가시키고, 잠

재적으로 콘크리트의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물질이

내부로 침투하는 것을 촉진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열화의

진행이 가속화되며 결과적으로 내구성을 크게 저하시키

게 된다
6-8)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균열 중 폭이 0.3 mm (습윤환

경 기준이며 환경에 따라 허용균열의 폭은 0.1~0.4 mm

의 범위를 갖는다) 이하의 균열을 허용균열이라고 하며

이 이하의 균열은 미세균열로서 구조적 문제가 없으며

보수를 불필요로 한다. 하지만 허용균열 이상의 균열에

대해서는 구조적 문제의 검토와 함께 균열 보수를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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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게 된다
1)
.

콘크리트의 균열 중 허용균열 이하 또는 폭이 더 작은

균열이 물과 접촉하는 경우 시멘트 중의 미반응 성분의

수화반응 또는 수화생성물의 재수화반응 (re-hydration)에

의해서 균열이 폐쇄되는 현상이 나타나며 이를 자기 회복

(self-healing)이라고 한다
5,9)

. Self healing은 이미 많은 연구

를 통하여 잘 알려진 사실이며, 기존의 연구 결과 콘크리

트 (또는 시멘트 경화체) 스스로에 의한 것 (autogenous

healing)으로 보고되었다
10)

. 콘크리트의 self-healing에 대

한 기존의 연구는 동결융해로 인하여 열화가 발생한 콘

크리트에 대하여 활발하게 진행되었으며
6,11-13)

, 연구 결과

동결융해로 열화가 진행된 콘크리트를 장기간 물과 접촉

시키는 경우 dynamic elastic modulus가 동결융해가 발생

하기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

만 동결융해에 의한 압축강도 회복의 폭은 크지 않은 것

으로 보고되었다
11,12)

. 콘크리트의 self-healing에 대한 연

구는 동결융해 또는 내구성과 관련한 연구가 주로 진행

되었으나 Hans Wolf Reinhardt 등은 투수성과 콘크리트

의 self-healing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self-healing에

의해서 미세균열을 통한 투수량이 감소하고 이러한 효과

는 온도가 높을수록 증진된다고 하였다
10)

. 콘크리트의

self-healing과 관련한 정확한 반응 기구 및 영향을 미치

는 주요 요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하

지만 self-healing에 대한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는 C-S-H

type 수화물, CaCO3, 에트린자이트, Ca(OH)2 등의 수화

생성물이 self-healing을 통하여 균열면에 생성되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이들 수화생성물이 self-healing

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5,13)

. 또한 실험적

인 경험을 통하여 콘크리트의 조성 및 열화의 진행 정

도
12)
가 self-healing에 영향을 미치며, 균열폭이 작고, 타

설 초기 일수록, 온도가 높을수록 self-healing의 속도가

빠르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9,10,12)

.

하지만 국내에서는 self-healing에 대한 연구 결과가 거

의 없으며 특히 반응 기구에 대한 관심이 적은 실정이

다. 오히려 콘크리트가 가지는 self-healing의 특성이 특

정 제품의 성능처럼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국내 실정을 감안하여 시멘트페

이스트 경화체에 대한 기기 분석을 통하여 self-healing과

관련한 시멘트 자체의 반응 기구를 고찰하고, 더 나아가

국내에서 시판중인 콘크리트용 구체방수재가 미치는 영

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self-healing 특성을 활

용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시멘트 경화체의 self-healing 반응은 균열면을 통하여

물의 흐름이 있을 때 일어나는 반응이다. self-healing이

진행된 콘크리트에서 분석 시편을 채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콘크리트는 다량의 잔골재 및 굵은골재를

포함하고 있어 분석이 용이하지 않으며 분석용 시편 제

작이 어렵다는 여러 가지 제약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시멘트페이스트 경화체를 대상으로 실

험실에서 인위적인 self-healing 반응을 유도하여 시편을

제작하였다.

2.1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현재 국내에서 시판중인 S사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와 3종류의 콘크리트용 구체방수재 (A, B,

C)를 사용하였으며 제품별 화학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제품별 주요 성분 및 방수 원리는 Table 2와 같다.

2.2 페이스트 경화체

물/시멘트 값이 0.40이 되도록 시멘트 200 g에 80 g의

혼합수를 사용하였으며, 충분한 혼합이 이루어지도록 2

분간 혼합 후 3분간 방치한 다음 다시 2분을 혼합하였

다. 구체방수재는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사용량만큼 (시

멘트 중량기준 A : 3.75%, B : 6%, C : 10%) 첨가하였으며,

구체방수재 사용에 따른 혼합수의 보정은 없었다. 페이

스트 표면으로부터의 수분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링

한 다음 일정 기간 (7, 14, 28일) 동안 양생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CaO SiO2 Al2O3 Fe2O3 SO3 Na2O K2O MgO LOI

OPC 63.58 21.54 5.51 3.52  1.90 0.06 0.74 2.37 0.74

A 33.86 28.60 0.58 7.27  0.69 0.82 1.24 5.67 18.50

B  4.15 68.85 8.10 5.85  1.49 6.30 2.88 2.98  4.21

C 22.98 42.35 4.89 2.31 14.27 1.27 0.68 4.41  6.55

Table 2 Comparison of waterproofing admixtrues

Main component Waterproofing mechanism

A Fly ash, silica fume, plasticizer Pozzolanic reaction·dispersibility, water repellent

B Volcanic ash Pozzolanic reaction

C Natural pozzolan, silica fume, sulfate, etc Needle-like products, pozzolanic reaction, dispersibility, water repellent



시멘트페이스트 경화체의 Self-Healing 특성에 미치는 구체방수재의 영향│111

2.3 분석 시편 

일정 기간 (7일, 28일) 양생을 실시한 페이스트 경화체

을 파쇄하여 두께가 1 mm 이하인 판상의 시편을 분리한

다음, 시편의 모든 면을 수분과 접촉하는 균열면과 유사

한 조건으로 만들기 위하여 젖은 헝겊으로 덮었다 (Fig. 1

참고). 상기의 조건으로 시편의 표면에서 self-healing 반

응이 충분히 일어나도록 7, 28일 동안 방치하였으며 (상

온에서 실시하였으며 실측 온도는 18~24
o
C), 방치하는 동

안 수분의 증발을 방지하고 동일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

여 용기 표면을 실링하였다.

2.4 수화 정지 

모든 과정을 거친 시편에 대하여 수화 정지를 실시하

였다. 수화 정지는 60 ml의 아세톤이 담긴 100 ml 비커에

시편을 6시간 동안 침지하는 과정을 2회 반복하였다. 수

화 정지를 실시한 다음 시편에 잔류하는 아세톤을 모두

증발시키기 위하여, 60
o
C로 유지된 건조기에서 24시간 건

조하였다.

2.5 기기 분석

상기의 과정을 통하여 제작된 페이스트 시편에 대하여

X선 회절 분석 (DMAX-2200H, R사, 일본), DSC 열분석

(DSC-50, S사, 일본)을 실시하였으며, SEM (S-3200H, H

사, 일본)을 사용하여 수분과 접촉한 경화체 표면의 수

화생성물의 형태 및 분포를 비교하였다. 또한 주요 생성

물에 대해서는 EDX (KEVEX, K사, 미국) 분석을 통하

여 구성 성분을 확인하였다.

3. 분석 결과

표면을 수분과 접촉시켜 self-healing 반응을 유도한 시

멘트 경화체 시편에 대하여 XRD, DSC, SEM, EDX를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를 순서대로 나타내었으며 시편의

표기 방식은 다음의 Table 3과 같다.

3.1 X선 회절분석 결과

X선 회절분석은 시편을 분쇄한 후 Cu-Kα, 40 kV, 40 mA,

4
o
/분, 5

o
에서 60

o
 조건으로 실시하였으며, 주요 시편의 X선

분석 결과는 Fig. 2와 같다.

Fig. 1 Water saturation method to enhance self-healing of

specimens

Table 3 Sample lndex (unit: day)

Sample name Curing time (D) Water contact time (W)

OPC, A, B, C 7, 14, 28 7, 28

ex) C 14D 28W : specimens using C waterproofing admixtures,

contacted with water 28 days after had cured for 7 days in nor-

mal conditions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pecimens contacted with

water for 7 days after curing for 7,14,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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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DSC 열 분석 결과

DSC 열 분석은 XRD와 동일한 시편을 사용하여 실시

하였다. DSC 측정은 수산화칼슘의 상전이 및 기타 반응

을 억제하기 위하여 질소분위기 (20 ml/분)에서 실시하였

으며, 승온속도를 10
o
C/분의 조건으로 설정하여 상온에

서 700
o
C까지 실시하였다. 7, 14, 28일간 양생한 후 7일

28일간 수분과 접촉시킨 시편에 대하여 DSC 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3에 나타내었다.

3.3 경화체 표면 SEM 관찰 결과 

물과 접촉한 시멘트 경화체 표면에 생성된 self-healing

과 관련한 수화생성물을 확인하고, 구체방수재가 이들 수

화생성물에 미치는 영향성을 비교 평가하기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e를 사용하여 미세구조 및 수

화생성물을 관찰하였다.

Fig. 4는 7일, 14일, 28일간 양생한 페이스트 경화체의

파단면을 7일, 28일 동안 수분과 접촉시켜, 파단면 표면

에서의 self-healing 반응을 유도한 다음 실시한 SEM 관

찰 사진을 정리한 것이다.

3.4 EDX 분석 결과

XRD 및 DSC 분석 결과와 SEM 관찰을 통하여 확인

된 self-healing 관련 수화물을 보다 명확히 판단하기 위

하여 EDX 분석을 실시하였다.

EDX 분석은 OPC 시편에서 판상의 수화물을 ( A○), 침

상의 수화물이 가장 잘 관찰되는 C 시편에서 침상의 수

화물 ( B○, C○)을 대상으로 실시하여 이들 수화물의 주요

성분을 확인하였다.

Fig. 5의 B○와 C○는 C 시편군에서 가장 쉽게 관찰되어

지는 침상 형태의 수화물로서, B○상은 10 μm 이상의 크

기를 가지며 C○상은 수 μm의 크기를 갖는다. 

Fig. 3 DSC analysis results of specimens (at room temperature up to 7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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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4.1 XRD 분석 결과

7일, 14일, 28일간 양생 후 7일간 수분과 접촉시킨 페

이스트 경화체의 XRD 분석 결과 2θ 값이 18
o
와 34

o
 수

산화칼슘의 피크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며 2θ 값

이 약 9
o
인 에트린자이트 피크가 공통적으로 관찰되었다.

수산화칼슘 피크의 경우 양생 조건 및 수분 접촉 기간

에 상관없이 OPC 시편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으

며 A, B, C 시편의 경우 수산화칼슘의 피크가 다소 감

소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이들 콘크리트용 구체방수

재가 포졸란 성분 및 잠재수경성 성분을 포함하고 있어

수산화칼슘의 일부를 소비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4,15)

.

또한 OPC의 경우 (001) 면에 해당하는 18
o
의 피크가

(101) 면에 해당하는 34
o 
피크보다 높은데 반하여 7일간

양생한 A, B, C 시편의 경우 오히려 34° 피크가 높은 것

으로 나타나고 있다. XRD 분석 결과에서 나타나는 또 다

른 특징은 7일간 양생한 시편보다 14일, 28일간 양생한

시편의 경우 약 9
o
에서 관찰되어지는 에트린자이트의 피

크가 오히려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에트

린자이트가 self-healing과 관련이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특히 C 시편의 경우 에트린자이트의 피크가 가장 높

게 나타나고 있으며, 다른 시편은 14일 시편에서도 피크

가 잘 관찰되지 않는 것과는 달리 에트린자이트 피크가

7일 양생 시편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

Fig. 4 SEM observation on surfaces of hardened cement pastes after contacting water (× 2,000)

Fig. 5 SEM photographs and EDX analysis results of main products after self-healing process in cement paste (plate & needle-

like ph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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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구체방수재 C를 적용한 시편이 다른 시편보다 self-

healing의 진행속도가 가장 빠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4D 7W 시편군에서 OPC와 A, B 시편은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나 A, B 시편에서는 약 11
o

전후의 피크가 성장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8D 7W 시편군에서는 공통적으로 약 11
o
 부근에서 피

크가 관찰되고 있으며, OPC와 C 보다는 A, B시편에서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 피크는 포졸란반응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A, B에 의해서 생성되는 추가적인 C4AH13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15)

.

4.2 DSC 열 분석 결과

모든 시편에 대하여 DSC 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XRD

분석에서 보다 명확한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DSC

열 분석 결과 수산화칼슘의 열분해 과정 (식 (1) 참조)에

서 나타나는 약 450
o
C의 피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났

으며, XRD 분석 결과에서와 마찬가지로 OPC 시편에서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며 A, B 시편은 비슷한 수준을 나

타내었고 C 시편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Ca(OH)2(s) → CaO(s) + H2O(g) ↑ (1)

DSC 분석 결과에서 시편 간 가장 뚜렷한 차이점은

450
o
C 부근의 피크와 함께 약 100

o
C, 150

o
C에서 나타나

는 피크이다. OPC와 A, B 시편의 경우 7D 7W 시편에

서는 100
o
C 부근의 피크가 거의 관찰되지 않고 있으며

150 부근의 피크만 관찰되어진다. 하지만 양생기간과 수

분 접촉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피크가 서서히 증가하여

28D 28W 시편에서는 100
o
C와 150

o
C의 피크가 모두 관

찰되었다.

C 시편의 경우 7D 7W 시편에서부터 100
o
C 부근의 피

크가 관찰되어지고 있으며 역시 양생기간과 수분 접촉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이 피크가 크게 성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C 시편에서 150
o
C 부근의 피크는 오

히려 다른 시편보다 낮거나 유사한 수준으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XRD 및 DSC 분석 결과로부터 C가 self-healing

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큰 요인은 에트린자이트의 생성

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화 같이 초기 수화 과정이 아니

라 경화가 상당히 진행된 다음 생성되는 에트린자이트를

일반적인 에트린자이트 (primary ettringite)와 구분하여 지

연 에트린자이트 (delayed ettringite)라고 한다. 일반적으

로 지연 에트린자이트의 생성은 팽창을 일으켜 팽창압에

의한 균열 생성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16)

, 균열면 사이에는 빈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self-healing에 의해서 생성되는 에트린자이트로

인해서 팽창압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으로 예측된다. 오

히려 에트린자이트의 팽창성으로 균열면 양쪽을 연결시

켜줄 수 있어 균열폭 또는 균열면의 크기를 감소시키는

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멘트 수화물 중의 결합수가 분해되는 온도는 수산화

칼슘을 제외하면 상당히 복잡한 형태로 나타나며 서로

중첩되어 분리하기가 힘들다. M.C.R. Farage 등은 시멘

트의 재수화 (rehydration)와 관련한 연구에서 100
o
C에서

300
o
C의 범위에서 분해되는 결합수는 주로 C-S-H에 의

한 것이라는 분석을 하였다
17)

. 본 연구에서 수행된 DSC

열분석 결과에서는 100
o
C와 150

o
C에서 주요 피크가 나

타나고 있으며 그 사이 영역에서도 피크가 존재하고 있

다. 따라서 이 영역에서 나타나는 피크는 C-S-H상과 어

느 정도는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다만 명확

하게 확인되는 100
o
C 부근의 피크는 C-S-H상 및 에트린

자이트의 생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150
o
C 부근의

피크는 C4AH13 또는 calcium aluminate 수화물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3 경화체 표면 SEM 관찰 결과 

경화체 표면의 SEM 관찰 결과에서는 시편간의 차이

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OPC 및 A, B 시편의 경

우 유사한 형태의 수화생성물이 관찰되어지고 있으며, 이

들 시편의 경우 7D 7W 시편군에서는 에트린자이트로

판단되는 침상의 수화생성물이 제한적으로 관찰되어지고

있으며 28D 28W 시편군에서는 오히려 이들 침상의 분

포가 증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A, B 시편에서

는 C-S-H상이 폭 넓게 관찰되는데 구체방수재의 포졸란

반응에 의해서 생성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교하

여 C 시편의 경우 Fig. 4에서 보여지듯이 에트린자이트로

판단되는 침상의 수화생성물이 7D 7W 시편에서도 광범

위하게 존재하며, 서로 망목구조 (network structure)와 유

사하게 얽혀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침상의

수화생성물은 28D 28W 시편에서도 관찰되어지고 있으

나, 분포 영역은 감소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C 시

편에서는 침상의 수화물과 함께 C-S-H 상이 관찰되어지

고 있으며, 이러한 C-S-H 상은 A, B 시편과 같이 포졸

란 반응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XRD 및 DSC 분석 결과에서 보다 SEM 관찰에서 에

트린자이트의 존재가 크게 차이나는 원인은 두 가지로

판단된다. 첫 번째 이유는 에트린자이트의 낮은 결정성

으로 인하여 XRD 분석에서는 피크가 잘 발달하지 못한

다는 점이며, 두 번째 이유는 비록 시편의 두께를 1 mm

이하로 하였더라도 self-healing은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

응이기 때문에 시편을 분쇄하여 측정하는 XRD 및 DSC

에서는 self-healing에 의한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4 EDX 분석 결과

Self-healing에 의한 수화생성물을 보다 명확히 구명하기

위하여 SEM 관찰 과정에서 가장 잘 관찰되어지는 판상형

태의 수화물, 크기가 수 μm인 침상 수화물, 크기가 10 μm

이상인 수화생성물에 대하여 EDX 분석을 실시하였다.



시멘트페이스트 경화체의 Self-Healing 특성에 미치는 구체방수재의 영향│115

판상 형태의 수화물은 OPC 시편에서 분석하였으며, 침

상 형태의 수화물은 침상의 수화물이 가장 많이 분포하

는 C 시편에서 크기가 수 μm인 것과 10 μm 이상인 것

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판상 형태의 수화물 (Fig. 5 A○)

은 EDX 분석 결과 Ca 및 O를 주성분으로 하는 것으로,

XRD 및 DSC 분석에서 가장 큰 피크를 나타내고 있는

수산화칼슘으로 확인되었다 (수소 (원소기호 H)는 EDX

에서 분석이 안됨). 침상 수화물의 경우 C 시편뿐만 아

니라 OPC, A, B 시편에서도 관찰되었으며, 특히 C 시편

에서는 길이가 20 μm 이상인 침상 수화물도 폭넓게 분

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먼저 크기가 10 μm 이상인 침상 수화물 (Fig. 5 B○)의

경우 Ca, S, Al, Si, O가 검출되었다. 다른 수화생성물과

달리 S가 다량 검출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이들 상은

에트린자이트로 판단되어지며, Si가 검출된 것은 침상 사

이로 존재하는 다른 수화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

제로 다른 부분에 대한 EDX 분석 결과에서 보다 Si의

검출량이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크기가 수 μm인 침상 수화물 (Fig. 5 C○)의 분석에서는

Ca, Si, O가 확인되어 C-S-H 상으로 판단된다. 이외에도

소량의 Al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침상 주위의 수화물에

의해서 검출되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5 종합 고찰

Self-healing에 대한 기존의 연구 결과에서는 주로 C-S-

H 상
6)
과의 관련성을 언급하고 있으나, SEM을 사용한 수

화생성물의 관찰 및 XRD, DSC, EDX 분석 결과 stefan

Jacobsen 등의 연구 결과
13)
에서와 같이 self-healing은 수

산화칼슘, C-S-H상, 에트린자이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7D 7W 시편에서는 수산화칼

슘이 폭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28D 28W

시편에서는 에트린자이트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수화 초기 및 수분 접촉 초기에는

시멘트 중의 미반응 성분 (C2S, C3S)에 의한 수산화칼슘

의 생성이 self-healing에 큰 영향을 미치며 기간이 경과

함에 따라 수산화칼슘에 의한 영향은 감소하고 C-S-H 상

및 에트린자이트에 의한 영향성이 커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양생기간 및 수분접촉 기간에 따른 이와 같은 차이는

양생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반응 성분이 감소하여 self-

healing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Sanjun이 self-

healing과 관련한 연구에서 밝힌 self-healing은 콘크리트의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감소한다는 고찰과 일치하고 있다
9)
.

콘크리트용 구체방수재를 사용한 A, B, C 시편 모두

self-healing과 관련한 수화물의 생성을 증진시키는 것으

로 나타나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A,

B 구체방수재의 경우 주요 성분들의 포졸란 반응으로

self-healing과 관련한 수화물의 생성 (C-S-H 상)을 촉진

하는 효과가 있다. C 시편의 경우는 C-S-H 상의 생성 촉

진과 함께 초기부터 self-healing 작용에 의하여 에트린자

이트를 생성시키고 이들 상이 망목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EM 관찰 과정에서 동일한 시편에 대해서도 채취 샘

플에 따라 self-healing 면에 분포하는 수화생성물이 상당

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차이는 시편의 균

질한 혼합 정도와 함께 접촉하는 수분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되며, 이전의 연구 결과에서도 물의 흐름이 self-

healing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언급하고 있다
10,12)

.

본 연구에서는 self-healing과 관련한 수화생성물의 변

화 및 구체방수재의 영향에 대하여 정성적인 분석 결과

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시편의 균질한 혼합 여부,

self-healing이 영향을 미치는 시편의 두께, 일정한 수분

의 공급 방법 등 실험 방법의 한계로 인하여 정량적인

분석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여 매우 양호한 혼합성을 확보하

면서 수분을 일정한 조건으로 공급할 수 있는 조건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편의 두께에

의한 표면과 내부의 수화생성물의 차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연구 방법을 사용한다면 self-healing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self-healing과

관련한 다양한 연구에서 분석 방법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시멘트의 self-healing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시멘

트페이스트 경화체에 인위적으로 self-healing 유도한 다

음, XRD, DSC, SEM, EDX 분석을 통하여 얻은 연구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시멘트는 자체적으로 self-healing 특성을 가지고 있

으며, 콘크리트용 구체방수재는 self-healing과 관련된

수화물의 생성을 도와 self-healing 효과를 증진한다.

2) 본 연구에서 페이스트 시편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기

분석 방법 (XRD, DSC, SEM, EDX)은 self-healing

관련 수화물을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self-healing의 정량적 해석 및 구체방

수재와 같은 혼화재료의 self-healing 증진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출하기 위해서는 시편 제작 및 분석

방법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3) OPC의 self-healing은 판상의 수산화칼슘과 침상의

수화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EDX를 사용하여 판

상의 수화물과 침상의 수화물의 화학성분을 분석한

결과 이들 판상은 수산화칼슘으로 확인되었으며, 침

상의 수화물은 C-S-H 상과 에트린자이트로 확인되었다.

4) 경화초기의 self-healing은 수산화칼슘의 생성에 영

향을 많이 받지만, 경화가 진행됨에 따라 수산화칼

슘의 영향은 감소하고 에트린자이트의 영향은 오히

려 증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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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XRD 및 DSC 분석 결과와 SEM 관찰 결과는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차이는 SEM 관찰은 self-

healing 표면만을 대상으로 하였지만, XRD 및 DSC

는 시편 전체를 분쇄하여 분석을 실시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비록 시편의 두께를 1 mm 이하로

조절하였지만 self-healing이 표면에서 제한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내부와 표면의 수화물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구체방수재 중 self-healing을 증진하는데 가장 효과

적인 제품은 C였으며, C는 수화초기의 self-healing

과정에서부터 수 μm에서 10 μm 이상의 크기를 가

지는 침상의 C-S-H 상과 에트린자이트 상을 생성

한다. 이 때 생성된 침상의 수화물은 망목구조 (network

structure)를 형성하여 균열면 사이를 연결하게 되는

데 이로 인하여 self-healing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함께 C 제품에 포함된 일부 포졸란

성분도 self-healing을 증진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

으로 판단된다. 

7) B, C 제품은 균열면에서 C-S-H 상의 생성 촉진을

통하여 self-healing 효과를 증진시키며, 이러한 특

성은 이들 제품에 포함된 다량의 포졸란 물질에 의

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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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시멘트계의 self-healing 반응에 대한 정보와 콘크리트용 구체방수재가 self-healing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우선 시멘트페이스트를 준비하여 7, 14, 28일간 양생한 다음 분쇄하여 두께가

1 mm 이하인 시편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시편은 밑면과 윗면을 젖은 헝겊으로 감싼 다음 용기에 담아 7일, 28일간 보

관하였다. 그 후 젖은 헝겊으로 덮어 두었던 시편을 대상으로 아세톤을 사용하여 수화 정지 작업을 한 다음 XRD, DSC,

SEM, EDX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 시멘트의 self-healing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시멘트는

self-healing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물의 존재에 큰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self-healing은 수화 초기에

더욱 빠르고 효과적인데, 이는 수화 초기 일수록 미반응 시멘트 성분의 함량이 높아 추가적인 수화반응을 일으키기가

수월하기 때문이다. 또한 연구 결과 콘크리트용 구체방수재가 시멘트계의 self-healing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

인하였다. 구체방수재는 시멘트의 self-healing 효과를 증대시켜주며, 특히 C 구체방수재를 사용한 시편에서는 침상 또는

섬유상의 수화생성물이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들 상은 에트린자이트로 예상되어진다. 이들 수화생성물이

시멘트계의 self-healing 효과를 증진하는데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self-healing, 시멘트, 에트린자이트, 침상 수화물, 구체방수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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