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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it is experimentally verified a feasibility of the wasted phosphogypsum (CaSO4/H2O) that is a by-

product from the phosphoric acid process of manufacturing fertilizers can be applied as an admixture in slag cement. For the test,

phosphogypsum is modified as dihydrate, hemihydrate, type III anhydrite, and type II anhydrite, and then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various slag cements containing above mentioned gypsum materials were analyzed. The test results

show that the gypsum made at high temperature has better quality with decrease of water-soluble phosphoric acid (S-P2O5) which

has an effect on the quality of cement. And type II anhydrite shows superior quality in terms of drying shrinkage and the com-

pressive strength of cement paste with hemihydrate at 56 days is higher than other gypsum mate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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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나라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으로 산업규모가

대량생산, 대량 소비 형태로 변화되었다. 이로 인해 발

생되는 폐기물이 매년 10% 이상 증가하고 있고 폐기물

의 적정처리여부가 환경문제로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

이다.
1)
 현재의 사회 및 과학발전의 화두는 페기물을 재

활용함으로서 자원의 지속적 관리와 발전이 동반하는 단

계로 변화되고 있다. 또한 현재 각종 건설자원의 부족이

현실화되고 있으므로 이들 산업부산물을 용도에 적합하

게 재활용 또는 자원화 할 필요성이 있다.
2)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시 고로슬래그의 특성인 잠재

수경성의 자극제 역할로 무수석고를 사용하는데 이는 수

입에 전량 의존하고 있어 시멘트제조 원단위 상승으로

이어지는 결과로 초래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원가

절감 및 폐기물재활용하기 위해 화학비료공장의 인산제

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발생되는 인산부산석고(CaSO4/H2O

계)를 재활용 차원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고로 제조한 후

화학분석을 통하여 품질특성을 분석하였다. 제조된 석고

에 소석회를 미첨가하거나 3.0%를 첨가하여 고로슬래그

시멘트에 일정 비율로 혼합한 후 각종 물성시험을 실시

하였으며, 이를 통해 인산부산석고가 고로슬래그 시멘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고로슬래그 시멘트 제조

시에 실제로 적용하고자 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2. 실험 개요

2.1 사용 재료

실험에서 사용된 보통 포틀랜드시멘트(1종)의 화학적

특성은 Table 1, 물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실험에서 사용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화학적 특성

은 Table 3과 같다. 그리고 석고는 국내 N 화학공장의

야적장에서 채취한 인산부산석고이며 여기에 소석회 첨

가(3.0%) 유무에 따라 Table 4와 같이 8종류 시료를 제

조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52%, 고

로슬래그 미분말 45%, 각 형태별 석고를 각각 3.0% 첨

가한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제조하여 각각 물성시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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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시험 항목 및 방법

각 형태별 석고의 재료적 성질을 평가하기 위하여 석

고의 화학분석, 용해도 시험, 시멘트페이스트 플로우 시

험, 응결시험 및 건조수축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수행된

각 시험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용해도 시험은 각 형태별 석고 1 g에 20
o
C의 물을 50 ml

씩 가한 다음 1, 10, 30, 60, 120분 동안 교반하여 완전히

용해시키고 5A 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하였다. 이때 침

전물을 버리고 여액에  메틸레드(methyl red)(0.5%)를 한

두 방울 가하고 염산을 붉은색이 될 때까지 가하여 10

분 동안 끊인다. BaCl2 2 g을 가하여 BaSO4 침전물을 형

성시킨 다음 60
o
C에서 2시간 경과 후 5C 여과지로 여과

하고, 뜨거운 물로 5~6회 세척한 후 자재 도가니에 넣고

소각로에서 소각시킨다. 950
o
C 전기로에서 30분 이상 강

열한 후 데시케이터에서 냉각하고 무게를 측정하여 SO3

용해도를 계산한다.
4)

시멘트페이스트 플로우 시험은 KS L 5102(수경성 시

멘트의 표준주도시험방법)의 링(윗부분 안지름 60 ± 3 mm,

아랫부분 70 ± 3 mm, 높이 40 ± 1 mm)을 이용하였다. 이

때 W/C는 50%로 고정하고 시멘트페이스트를 3분간 믹

싱 후 링에 시멘트페이스트를 채운 후 윗면을 평탄하게

한 다음 들어 올려 시멘트페이스트의 퍼짐상태 4군데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계산한다.

응결시험은 KS L 5103(길모어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

결시간 시험방법)에 준하여 측정한다.

건조수축시험의 경우에는 실험용으로 제조된 시멘트의

건조수축 및 팽창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 L 5109(수

경성 시멘트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방법)에 의

해 W/C를 26.3%로 하여 혼합한 후 25.4 × 25.4 × 285.75 mm

의 틀을 이용 Fig. 1과 같은 시편을 제작하여 수중양생

을 하지 않고 습도 70%, 온도 23
o
C~24

o
C의 항온항습기

에서 1일, 3일, 7일, 21일, 28일, 56일의 각 재령별로 습

기함에 보관한 후 KS L 5107(시멘트의 오토클레이브 팽

창도 시험방법)의 다이얼게이지를 이용하여 실험체의 길

이변화를 측정한다.

이와 함께 인산석고가 함유된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역

학적 성질과 수화생성반응을 평가하고자 압축강도시험과

전자현미경관찰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의 측정 시 배합

은 KS L 5105(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에 의해 시멘트와 표준사를 1 : 2.45 무게비로하고,

W/C비는 50%로 고정하여 실험체를 제작하였으며 항온·

항습기(온도 23
o
C, 습도 95%)에 24시간 보관 후 양생수

조(23
o
C 조건)에서 양생 후 3일, 7일, 28일, 56일 각 재

령별로 압축강도를 측정한다.

각 형태별석고가 첨가된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수화과

정에서 생성된 수화물을 관찰하기 위해 물-시멘트 비를

45%로 제작한 실험체를 항온·항습기(온도 23
o
C, 습도

95%)에 보관한 후 탈형하여 재령 1일, 7일별, 28일 동안

표준양생 된 시료에서 약 2~3 g 채취 하였다. 채취된 시

료를 아세톤으로 수화 정지시키고 전자주사현미경(SEM)

을 사용하여 가속전압 15 kV로 10,000배로 확대하여 촬

영 관찰한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화학성분

인산석고를 KS L 9003(석고의 화학분석 방법)에 의해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cement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LOI

(%)

Insol-re'

(%)

20.10 5.50 3.00 64.30 1.00 2.50 2.40 0.2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Blaine

(cm
2
/g)

Soundness 

(autoclave 

expansion)

(%)

Time of setting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min)

Final

(hr)
3 days 7 days 28 days

3,370 0.02 170 6 24.78 33.48 46.06

Table 3 Chemical compositions and physical properties of

GGBS

Blaine 

(cm
2
/g)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LOI

(%)
Basicity

4,030 33.60 15.40 0.50 42.80 6.20 0.00 0.01 1.92

Table 4 Production of gypsum specimen

Type
Symbol

Chemical formula Manufacturing condition
Calcium hydroxide non addition Calcium hydroxide 3% addition

Dihydrate DH L-DH CaSO4ㆍ2H2O 35
o
C dry

Hemihydrate HH L-HH CaSO4ㆍ½H2O 130
o
C heating

Type III-anhydrite AIII L-AIII III-CaSO4 190
o
C heating

Type II-anhydrite AII L-AII II-CaSO4 700
o
C heating

Fig. 1 Specimens for length ch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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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을 통하여 온도 조건별 석고의 품질과 형태 변

화를 확인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실험용으

로 제조된 각종 석고의 형태에서 화학수분(C-H2O)은 이

수석고 형태인 건조석고(DH, L-DH)에서는 18.21%~17.72%,

반수석고(HH, L-HH)에서는 9.73%~9.43%, III형 무수석

고(AIII, L-AIII)에서는 2.36%~1.98%, II형 무수석고(AII,

L-AII)에서는 0.26~0.21%이었다. 온도조건을 달리함으로

서 실험에서 의도한 석고 형태로 시료를 제작할 수 있

었다. 

이들의 결과에서 소석회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온도조

건이 높아질수록 무수황산(SO3)이 증가되는 경향이 나타

났는데 이는 온도의 영향에 의해 석고가 이수석고(CaSO4·

2H2O) →반수석고 (CaSO4·1/2H2O) →무수석고 III 형

(CaSO4III형) →무수석고II형(CaSO4II형)으로 형태가 변

화되면서 석고의 탈수의 영향에 의하여 무수황산(SO3)등

이 증가 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3)
 수용성인산(S-P2O5)은 온

도조건 190
o
C까지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700

o
C II형 무

수석고 형태에서는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는 인산부산석고가 고온에서 결정격자간에 들어있는

결정격자간 수용성 P2O5를 파괴시키므로 인하여 II형 석

고에서 수용성 P2O5가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3)

유리산(H2SO4)은 강알칼리인 소석회를 첨가함으로서

제어할 수 있었고, 또한 700
o
C II형 무수석고 소성조건

과 소석회를 첨가한 실험용 시료에서는 pH 역시 알칼리

성으로 변화되었다. 이는 기존의 연구
3)
에 나타난 것과

같이 석고를 고온에서 소성하면 결정격자 간에 있는 오

산화인(P2O5)을 용출시키고 용출된 오산화인(P2O5)을 석

회(Ca(OH)2)에 첨가되어 중화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190
o
C 이하에서 소석회를 첨가하지 않는

시료군의 온도조건에서는 pH가 4.47~4.40 정도의 강산성

을 갖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3.2 용해도 실험

SO3 용해도 실험 결과는 Table 6에 정리하였으며, 초기

용해시간 1분에서는 III형 무수석고(AIII), 반수석고(HH),

건조석고(DH), II형 무수석고(AII) 순으로 용해도가 높게

나타났다. 즉 건조석고(DH), 무수석고(AII)는 용해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해도가 차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수석고(HH), III형 무수석고(AIII)는 1분까지 급격히 증

가 되다가 그 이후에는 점차 낮아지는 결과가 나타났다.

여기서 반수석고(HH)가 초기에 용해도가 빠르게 진행

된 것은 용해도가 낮은 이수석고로 되기 위해 물에 한

번 용해되어 과포화 상태로 되고 이 용액으로부터 다시

이수석고로 석출하면서 용해와 석출이 반복되어 초기에

높은 용해도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III형 무수석고(AIII)는 가용성 무수석고로 물에

쉽게 용해되어 단 시간에 반수석고로 변화기 때문에 용

해도가 높으며, II형 무수석고는 불용성으로서 물에 쉽게

용해되지 않아 초기에는 아주 낮은 용해도이지만 120분

까지는 증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4-6)

3.3 시멘트페이스트 플로우 실험

시멘트페이스트 플로우 실험 결과는 Table 7과 Fig. 2

와 같다. 석고에 소석회첨가 유무에 관계없이 건조석고

(DH, L-DH), 반수석고(HH, L-HH), II형 무수석고(AII,

L-AII)에서는 거의 비슷한 플로우치가 나타났으나, III형

무수석고(AIII, L-AIII) 에서는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면

서 플로우치가 현저히 감소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러한 감소현상은 가용성 무수석고가 물에 쉽게 용해

되면서 단시간에 반수석고로 변화되어 유동성이 저하되

는 것으로 판단된다.
4)

Table 5  Chemical compositions of gypsum

Type SiO2 (%) CaO (%) MgO (%) SO3 (%) LOI (%) C-H2O (%) Ins-re' (%) T-P2O5 (%)S-P2O5 (%) H2SO4 (%) pH

DH 1.78 32.61 0.04 43.63 20.95 18.21 1.58 0.74 0.40 0.015 4.47

HH 2.06 36.21 0.04 48.39 12.25 9.73 1.80 0.81 0.41 0.015 4.42

AIII 2.20 39.22 0.05 52.35 5.01 2.36 1.88 0.92 0.42 0.015 4.40

AII 2.36 41.08 0.05 54.82 0.54 0.26 2.04 0.95 0.05 0.005 8.01

L-DH 1.74 33.71 0.05 42.15 21.44 17.72 1.55 0.70 0.39 - 12.84

L-HH 2.01 37.31 0.05 46.64 12.93 9.43 1.74 0.77 0.40 - 12.96

L-AIII 2.14 40.26 0.06 50.73 5.68 1.98 1.80 0.88 0.41 - 12.97

L-AII 2.33 42.12 0.06 53.36 0.92 0.21 1.98 0.92 0.05 - 13.07

Table 6 Results of solubility test

Type
Solubility (SO3) (g/L)

1 min 10 min 30 min 60 min 120 min

DH 1.60 2.13 2.25 2.06 2.04

HH 4.16 2.28 2.46 2.23 2.02

AIII 5.53 2.66 2.37 2.41 2.10

AII 0.96 1.55 1.86 1.85 1.83

Table 7 Results of flow test 

Type Flow (mm) Type Flow (mm)

DH 146.5 L-DH 145.5

HH 142.5 L-HH 141.0

AIII 117.5 L-AIII 124.0

AII 146.0 L-AII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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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멘트응결시험

시멘트 응결 실험 결과는 Table 8에 나타내었다. 소석

회 첨가유무에 관계없이 실험에 의도한 초결 60분 이상,

종결 10시간 이하의 기준에 만족하나 반수석고(HH, L-

HH) 및 III형 무수석고(AIII, L-AIII)에서는 초결, 종결이

현저히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III형 무수석고

의 경우 초결에서 크게 응결지연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

으며, 이는 가용성무석고로 물을 첨가시 쉽게 용해되어

반수석고로 변화되고, 또다시 용해·석출의 반복으로 인

해 이수석고가 석출하면서 응결지연 현상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석고에 불순물로 잔존해 있는 수용성

인산(S-P2O5)의 영향에 의해 응결지연이
4-7)

 된 것으로 판

단되므로 과도한 응결지연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고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최적화할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시멘트 길이변화시험

실험용으로 제조된 석고가 고로슬래그 시멘트의 건조

수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온도 23
o
C~24

o
C,

습도 70%로 고정하여 항온항습기에 재령 1일에서 재령

56일까지 양생 후 시멘트 건조수축 길이를 측정한 결과

를 Fig. 3에 제시하였다.

건조수축 실험 결과 재령 7일 이전까지는 석고에 소석

회 첨가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실험용 시료군에서 급격하

게 수축되는 경향으로 나타났고, 특히 반수석고(HH, L-

HH)와 III형 무수석고(AIII, L-AIII)는 큰 수축으로 나타

났다. 그러나 재령 7일 이후부터는 완만하게 길이가 수

축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II형 무수석고(AII, L-AII)

에서 건조수축이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소석

회를 첨가하지 않는 시료군인 DH, HH, AIII, AII보다는

소석회를 첨가하는 시료군인 A-DH, L-HH, L-AIII, L-AII

에서 건조수축길이 변화가 낮은 양호한 경향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pH가 4.47 정도의 강산성인 인산부산석고를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강알칼리인 소석회를 첨가하여 유

리산(H2SO4)을 최소화 하고 시멘트와 거의 같은 12이상

의 pH값을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3.6 시멘트 압축강도 실험

시멘트 압축강도 실험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그 결

과 II형 무수석고(AII, L-AII)가 재령 3일에서 가장 높은

압축강도가 발현되는데 반해 재령 28일, 재령 56일에서

는 가장 낮은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재령 3일강도가

낮은 이수석고 형태인 건조석고(DH, L-DH), 반수석고

(HH, L-HH)에서는 재령 28일 및 56일에서 압축강도 발

현이 크게 증가되는 경향을 알 수 있다.
8)

이는 석고 중에서 이수석고 및 반수석고는 C3A(3CaO·Al2O3)

가 석고와 빠르게 반응하여 에트린자이트(ettringite)

(C3A + 3(CaSO4·2H2O) + 26H2O → C3A·3CaSO4·32H2O)

를 생성하고, 생성된 에트린자이트는 시멘트입자 주위에

서 생성되어 수화반응을 제어함으로서 초기강도가 낮게

Fig. 2 Test results of flow test on cement paste

Table 8 Results of setting time

Type
Setting time

Initial (hr:min) Final (hr:min)

DH 340 6:15

HH 415 8:00

AIII 510 9:00

AII 280 5:15

L-DH 330 7:25

L-HH 365 7:35

L-AIII 515 9:05

L-AII 265 6:00

Fig. 3 Results of length change test

Table 9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Type
Compressive strength (MPa)

3 days 7 days 28 days 56 days

DH 16.08 25.50 44.51 53.08

HH 16.62 27.20 46.17 53.92

AIII 17.01 27.96 46.41 53.94

AII 17.51 27.18 46.01 50.88

L-DH 15.73 24.90 43.90 52.46

L-HH 16.23 27.54 45.59 53.12

L-AIII 17.06 28.10 46.44 54.60

L-AII 17.01 27.04 45.07 50.48



인산부산석고의 각 형태조건에 따른 슬래그 시멘트의 품질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733

나타났다 또한 시간경과에 따라 에트린자이트 생성량이

점차 증가하면서 시멘트광물의 Alite와 Belite수화에 의

해 C-S-H gell의 석출 및 응고가 일어나면서 후기강도

발현에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4)

그러나 II형 무수석고는 불용성 무수석고로서 시멘트

광물중 C3A는 물에 용해된 SO4

2-
가 적은경우 물과 급격

한 수화반응을 일으키므로 초기강도 발현에는 좋지만 장

기 강도발현에는 좋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즉 II형 무수석고는 기존의 문헌
9-11)
에 나타난 것과 같

이 에트린자이트의 생성이 활발하고 그에 따른 감수효과

및 조직의 치밀화로 순수한 C3S(3CaO·SiO2)의 수화가 촉

진되면서 초기강도 증가에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III형 무수석고(AIII, L-AIII)의 경우 다른 실험

군에 비해 재령 3일, 7일, 28일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이

는 Table 6에서 시멘트페이스트의 플로우 실험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유동성이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으로 같은

조건의 W/C에서는 시멘트의 유동성이 현저히 낮아 압축

강도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3.7 수화생성물 

재령 1일, 7일, 28일 동안 양생한 고로슬래그 시멘트

에 대해 전자주사현미경으로 10,000배 확대하여 촬영한

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다. 1일 수화 후 시멘트 시편상

태를 관찰한 결과 에트린자이트의 수화생성 상이 아직

치밀하지 않는 단주상으로 생성이 진행되고 있으며 전반

적으로 Ca(OH)2의 결정비가 비교적 많이 관찰되고 있다.

7일 수화 후 시멘트 시편에서는 각 석고조건 형태 모두

에서 에트린자이트의 수화생성이 장주형으로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육각 판상의 monosulfate로는 아직 전이

되지 않는 침상의 에트린자이트가 주 수화 생성상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가 있다.

28일 동안 수화된 생성물로 재령 7일에 비해 monosulfate

로 많이 진행 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그러나 약간의 에

트린자이트가 시멘트 공극사이에 현재까지 생성되어 있

고 시멘트의 수화가 계속 진행되어 장기 압축강도 증진

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 SEM result at each specimen (continued)



734│한국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21권 제6호 (2009)

4. 결 론

인산부산석고의 각 형태조건에 따른 품질특성에 대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실험용으로 제조된 석고의 화학분석 결과 온도조건

이 높아질수록 무수황산(SO3)은 증가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수용성인산(S-P2O5)은 II형 무수석고(AII)

에서 현저히 감소되고 유리산(H2SO4)은 석고에 소

석회를 첨가하는 시료군인 L-DH, L-HH, L-AIII, L-

AII에서는 거의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pH

는 소석회를 첨가하지 않는 군 DH, HH, AIII까지

는 강산성으로 나타났으나, II형 무수석고(AII)는 온

도조건인 700
o
C에서는 중성으로 변화되었다. 또한

소석회를 첨가하는 시료군 L-DH, L-HH, L-AIII, L-

AII에서는 전반적으로 강알칼리성으로 나타났다.

2) 석고의 용해도(SO3) 실험 결과 III형 무수석고(AIII),

반수석고(HH), 건조석고(DH), II형무수석고(AII) 순

으로 용해도가 높게 나타났으며, 이수석고 형태인

건조석고, II형 무수석고에서는 1분 후부터 용해도

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초기에 용해도가 높았던 III형

무수석고, 반수석고는 용해시간 1분 이후부터 용해

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3) 시멘트페이스트의 플로우 실험 결과 이수석고 형태

인 건조석고(DH, L-DH), 반수석고(HH, L-HH), II형

무수석고(AII, L-AII)는 플로우값이 거의 비슷한 결

과이나 III형 무수석고(AIII, L-AIII)는 유동성 저하

로 플로우 값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4) 시멘트 응결 실험 결과 반수석고, III형 무수석고에

서 응결지연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석고의

용해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응

결시간을 제어하기 위해 석고의 첨가량을 조절하여

최적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시멘트의 건조수축 실험 결과 재령1일에서 3일까지

모든 시료군에서 수축이 크게 나타난 반면 재령 7

일 이후부터는 서서히 수축이 저하되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II형 무수석고(AII, L-AII)조건에서 건조수

축이 가장 양호한 결과로 나타났으며, 석고에 소석

회를 첨가하는 실험용 시료군이 첨가하지 않는 군

Fig. 4 SEM result at each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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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건조수축 실험 결과가 양호하여 인산부산

석고를 재활용시 소석회를 첨가하여 시멘트와 유사

한 강알칼리화 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된다.

6) 압축강도 실험 결과 재령 3일 압축강도에서 II형 무

수석고(AII, L-AII)가 높게 나타났으며, 재령 56일

압축강도에서는 건조석고(DH, L-DH), 반수석고(HH,

L-HH)에서 가장 높은 강도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석고가 물과 만나 이수석고 형태로 변화하면서 에

트린자이트의 생성이 점차증가 함으로서 장기강도

에 증진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II형 무수석고에서는 불용성 무수석고로 재령

3일 압축강도에서는 발현 효과가 크지만 재령56일

압축강도는 크게 증가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인산부산석

고의 활용성에 대해 실험 결과 이수석고 형태인 건조석

고, 반수석고, 무수석고(III형, II형)의 품질특성을 참고하

여 고로슬래그 분쇄 제조공정의 건조공정에서 발생되는

온도의 영향에 의해 변화되는 석고의 품질형태를 확인하

여 적용하면 인산부산석고를 시멘트 제품에 다양하게 응

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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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하는 차원에서 화학비료공장의 인산제조과정 중 부산물로 발생되는 인

산부산석고(CaSO4/H2O)를 이수석고 형태인 건조석고, 반수석고, III형 무수석고, II형 무수석고로 실험용시료를 제조하여

화학분석을 통해 그 석고의 품질특성을 분석하고 조건별로 제조된 석고를 각각 3.0%씩 고로슬래그 시멘트에 첨가하여

시멘트 품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그 결과 석고의 제조 조건에서 온도가 높아질수록 석고의 품질이 향상되는

결과가 확인 되었으며 700
o
C 소성조건인 II형 무수석고에서 시멘트 품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용성인산(S-P2O5)이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고로슬래그 시멘트 적용 실험 결과 II형 무수석고에서 재령 3일 압축강도와 건

조수축 길이변화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고 재령 56일에서 압축강도는 반수석고, III형 무수석고, 건조석고, II형 무수석

고 순으로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핵심용어 : 무수석고, 반수석고, 인산부산석고, 압축강도, 건조수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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