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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립자 시멘트를 이용한 조강 콘크리트의 내구성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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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secure the effective high early age strength of the concrete, the study was carried out with a goal of

functional improvement of cement. This study was carried out as a follow up for the previous study, which analyzed the high early

age strength and durability of concrete mixed with fine particle cement (FC) during cement production. The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the target range for each mix was satisfied at fresh state of concrete. Also, when mixed with fine particles cement,

the setting time improved. Additionally, compressive strength and heat of hydration increased and remained same, respectively.

Especially, the durability remained same even when mixed with fine particle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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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건설현장은 건설경기 둔화, 금융사정 악화 등 대

내외적인 환경조건에 의해 원가절감을 위한 공기단축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1)
 특히 공기단축에 민감하게 영

향을 받는 것 중의 하나가 콘크리트 골조공사로서 층당

사이클 공기 단축은 현재 국내 대부분의 건설사에서 시

급히 해결해야 할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2,4)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방법들은 더 높

은 강도의 레미콘을 주문하거나 배합적인 측면에서 물시

멘트비를 낮추는 방법, 재료적인 측면에서 조강 시멘트,

광물질 혼화재 및 화학 혼화제를 사용하는 방법이 주를

이루고 있다.
3,5,7)

 하지만 이러한 기술들은 강도발현에 한

계가 있거나 공사비 증가로 인해 널리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6,8-12)

 따라서 이 연구팀에서는 효율적인 조

기강도 확보를 위하여 시멘트의 성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즉, 선행연구에서 시멘트 생산

공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크기가 작은 시멘트(이하

미립자 시멘트, FC라 함)를 이용하는 콘크리트의 조기강

도 발현 특성을 검토 한바 있다.
1)

이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미립자 시멘

트를 이용한 조강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미립자 시멘트의 발생 과정

Fig. 1은 포틀랜드 시멘트 및 미립자 시멘트의 제조 공

정을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 분쇄기(tube mill)에 클링커

및 기타 원료가 투입되면 분쇄된 원료는 ①라인에서 사

이클론 분리기(cyclone separator)로 이동 된다. 이때 충분

한 분쇄가 이루어지지 않은 분말은 다시 ⑤라인으로 역

송 되며 시멘트 분쇄기에서 다시 분쇄 과정을 거치게 된

다. 그리고, 제품수준으로 분쇄된 분말은 사이클론에서

집진되어 ②라인을 통하여 시멘트 silo로 투입되고, 과 분

쇄된 분말은 공기와 함께 ④라인의 separator bag filter로

유입되어 집진된다. 이와 함께 시멘트 분쇄기에서 공기와

함께 이동한 시멘트는 main bag filter에서 집진되어 ③

라인으로 이동, 최종적으로 ⑥라인에서 집결하여 보통 포

들랜드 시멘트 제품이 생산된다.

이를 정리하면 ①라인은 혼합형(조분+미분) 성격의 시

멘트로 구분되며, ④라인 시멘트는 극 미분 시멘트로 구

분할 수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④라인의 분말을 바이패

스웨이 하여 조강형 콘크리트 재료로써 활용한 것이다.
13)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계획

Table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배합표이다. Table 1의

배합조건은 물시멘트비의 경우 현장에서 가장 일반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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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용되는 설계기준강도인 21, 24 및 27 MPa을 고려

하여 45%, 50%, 55%의 3 수준으로 결정하였다. 미립자

시멘트의 혼입률은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적정 혼입률

로 0 및 20%의 2 수준으로 계획하였다. 

굳지 않은 콘크리트는 슬럼프 및 공기량을 측정하고,

경화 콘크리트에서는 재령별 압축강도, 간이 수화열, 촉

진탄산화, 건조수축률 및 동결융해 저항성을 측정하였다.

양생은 한중/한랭기 및 표준기 조건을 고려하여 양생온

도 10
o
C 및 20

o
C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3.2 사용 재료

사용 재료로서 먼저, 시멘트는 국내 A사의 1종 포틀랜

드 시멘트와 미립자 시멘트를 사용하였는데, 그 물리적

성질 및 화학성분 구성은 Tables 2 및 3과 같다. 혼화재

료로서 플라이애쉬는 S사의 보령화력산을 사용하였는데,

물리적 성질은 Table 4와 같다. 잔골재는 강모래를 사용

하였고, 굵은 골재는 최대 치수가 25 mm인 쇄석을 사용

하였는데 물리적 성질은 Table 5와 같다. 화학 혼화제는

고형분 33% 및 밀도 1.15 g/cm
3
인 국내 D사의 AE감수

제 촉진형을 사용하였다. 

3.3 실험 방법

콘크리트 혼합은 강제식 믹서를 사용하여 굵은 골재와

잔골재, 그리고 시멘트와 혼화재를 일괄 투입한 후, 30초

간 건비빔을 실시하였다. 건비빔 후 물과 혼화제를 투입

하여 60초간 혼합하여 배출하였다.

압축강도 공시체의 제작은 KS F 2403 규정에 의거 Ø100

× 200 mm 원주형 공시체를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양생은 한중/한랭기 및 표준기 조건을 고려하여 양생

온도 10
o
C 및 20

o
C 조건에서 양생하였다. 간이 수화열은

간이 수화열 박스에 열전대(T-type)를 매입한 후 데이터

Table 1 Mixture proportions of concrete

Types
W/B

(%

S/a

(%)

AD/C

(%)

Unit mass (kg/m
3
)

W C FC* FA S G

Plain 45.0 47.0 0.7 172 344 0 38 812 930

FC 20% 45.0 47.0 0.7 172 268 76 38 812 929

Plain 50.0 48.0 0.6 172 310 0 34 845 929

FC 20% 50.0 48.0 0.6 172 241 69 34 845 929

Plain 55.0 49.0 0.5 172 281 0 31 876 925

FC 20% 55.0 49.0 0.5 172 219 63 31 875 925

*FC : fine particle cement

Fig. 1 Flow chart of OPC and FC manufactured
1)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OPC and FC

Types
Density

(g/cm
3
)

Blaine fineness

(cm
2
/g)

Setting time (min.)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Final 3 days 7 days 28 days

OPC 3.15 3,302 208 351 20.4 29.4 38.7

FC 3.12 6,953 180 279 35.6 42.5 48.6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OPC and FC

Types
Chemical component (%)

LSF SM IM
LOI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OPC 0.35 21.88 5.02 3.66 64.18 2.01 1.83 0.92 90.4 2.52 1.37

FC 0.54 21.24 5.01 3.68 62.91 2.00 3.17 1.31 89.6 2.44 1.36

LOI : loss ignition, LSF : lime saturation degree, SM : silica modulus, IM : iron modulus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fly-ash

Density (g/cm
3
) Blaine fineness (cm

2
/g) Ignition loss (%) Activity factor (%) SiO2 (%) flow ratio (%)

2.28 3,720 4.0 92.0 52.8 97.0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

Types Density (g/cm
3
) Absorption (%) Fineness modulus (FM) Bulk density (kg/m

3
)

Fine aggregate 2.59 1.00 2.89 1,627

Coares aggregate 2.63 0.63 6.91 1,5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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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거(data logger)로 온도 측정하였다. 

촉진중성화시험은 KS F 2584, 길이변화 시험은 KS F

2424, 동결융해저항성 시험은 KS F 2456에 준하여 실시

하였다(Fig. 2 참조).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굳지 않은 콘크리트 특성

4.1.1 유동성

Table 6은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유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평가 결과, 전반적으로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무혼입 대비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하였을 때 유동성이 다소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목표 경시 변화 후 모든 배합조건에서 계획하였

던 유동성 범위를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유동성에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실무조건에서는

시공환경에 따라 다소 낮은 유동 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유동성 개선을 위해 사용하는 감수제의 사

용량 조절로 충분히 조정 가능한 범위일 것으로 예상된다.

4.1.2 공기량

Table 7은 물시멘트비별 미립자멘트 혼입 유·무에 따

른 공기량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물시멘트비와 관계없이 실험 직후 및 30분 경과 후, 모

두 목표 공기량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미립

자 시멘트 혼입에 따른 공기량 영향은 없는 것으로 평

가되었다.

4.1.3 응결 시간

Table 8은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응결시간을 초결과 종결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물시멘트비가

증가할수록 응결시간은 지연되었고 미립자 시멘트를 혼

입함에 따라 응결은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

립자 시멘트의 초기 수화 반응 촉진 효과에 기인한 것

으로 분석되며, 응결시간 촉진에 의해 조기강도 발현에

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2 경화 콘크리트 특성

4.2.1 압축강도

Fig. 3은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먼저, 초기재령

인 재령 1~3일에서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한 경우 무혼

Table 6 Results of slump

Item

45% 50% 55%

Plain FC20% Plain FC20% Plain FC20%

0 30 0 30 0 30 0 30 0 30 0 30

Slump 160 163 155 157 165 163 160 157 160 153 158 151

Table 7 Results of air content

Item

45% 50% 55%

Plain FC20% Plain FC20% Plain FC20%

0 30 0 30 0 30 0 30 0 30 0 30

Air content 5.5 5.5 4.5 4.3 5.4 5.6 4.4 4.5 4.9 4.7 4.0 3.8

Table 8 Results of setting time (min.)

Types

45% 50% 55%

20
o
C 10

o
C 20

o
C 10

o
C 20

o
C 10

o
C

Initial Final Initial Final Initial Final Initial Final Initial Final Initial Final

Plain 7.5 9.4 12.5 17.8 8.0 10.3 12.6 18.2 8.4 10.6 13.5 19.7

FC20% 7.0 9.0 12.1 17.2 7.3 9.1 12.3 17.8 7.7 9.8 12.8 18.8

Fig. 2 Testing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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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대비 약 120~150% 수준의 강도 증진 효과가 있는 것

으로 평가되었다. 

한편, 재령 28일에서는 미립자 시멘트 무혼입 대비 혼

입하였을 경우 최대 약 10% 가량 압축강도가 증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미립자 시멘트가 주로 초기재령

에서의 수화 반응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즉,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하였을 때, 압축강도 발

현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고, 특히, 초기재령에서의

강도 증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4.2.2 간이 수화열

Fig. 4는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간이 수화열 온도이력을 나타낸 것이다. 먼저, 물

시멘트비 45%, 무혼입의 경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온

도가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36시간 후 최고 29
o
C에 도

달하였고, 이후 저하하였다. 한편,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

한 경우는 무혼입과 유사한 경향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약 36시간 후 32
o
C의 최고온도를 기록한 후 저하하였다.

즉,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최고온도 차이는

약 3
o
C수준으로써 미미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물

시멘트비 50% 및 55%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

내었다. 즉, 물시멘트비별 수화열에 의한 최고온도 차이

는 1~2
o
C 수준으로 평가되었고, 미립자 시멘트 혼입에

따른 수화열 발생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4.3 내구성

4.3.1 촉진 탄산화

Fig. 5는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촉진 탄산화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

Fig. 3 Properties of compressive strength Fig. 4 Properties of heat of hyd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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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물시멘트비에 따른 중성화 깊이는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물시멘트비 45%의 경우 24주 재령에

서 3.9~4.0 mm, 물시멘트비 50%의 경우 5.2~5.5 mm, 물

시멘트비 55%의 경우 6.3~6.5 mm 깊이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즉, 물시멘트비가 클수록 탄산화 속도는 빠른 것

으로 나타났고,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탄산

화 차이는 약 1.0 mm 이내로써 시험오차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4.3.2 건조수축

Fig. 6은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건조수축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 결과, 물시

멘트비가 45%이고, 무혼입의 경우는 수중양생 기간인 재

령 7일까지 최고 약 375 × 10
-6
까지 수축하였고, 이 후 기

중양생 조건에서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약 −410 × 10
-6

까지 수축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미립자 시멘트

를 혼입한 경우에도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는데, 최고

약 300 × 10
-6
까지 수축한 후 −405 × 10

-6
까지 수축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물시멘트비 50% 및 55%의 경우에

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는데, 물시멘트비별 건조수축

의 차이는 100 × 10
-6 
이내인 것으로 평가되어, 미립자 시

멘트를 혼입함에 따른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 확률의

증가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4.3.3 동결융해 저항성

Fig. 7은 물시멘트비별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은 300 cycle

까지 동탄성계수를 측정한 후, 상대 동탄성계수로 평가

하였다. 먼저, 물-시멘트비는 45%이고, 미립자 시멘트 무

혼입의 경우 상대 동탄성계수는 95% 수준인 것으로 평

Fig. 5 Properties of accelerated carbonation Fig. 6 Properties of drying shrink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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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었고, 혼입한 경우에는 94%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

었다. 

즉,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상대 동탄성계

수는 거의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두 경우

모두 상대 동탄성계수가 60% 이상으로 나타나, 동결융

해에 대한 충분한 저항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

되었다.

또한, 물시멘트비 50% 및 55%의 경우에도 유사한 경

향을 나타내었는데, 물시멘트비 50%인 경우 92~93%, 물

시멘트비 55%인 경우 87~89%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즉,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특성

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5. 결 론

이 연구에서는 미립자 시멘트를 이용한 조강 콘크리트

활용성 검토의 후속 연구로서 내구성 검토를 실시 하고

자 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물시멘트비별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공

기량의 경우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하였을 때 다소

작아지는 경향이었으나 목표로 하였던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어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물성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응결시간 평가 결과,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하였을

때 응결이 촉진되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강도 발현

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3) 압축강도 평가 결과, 초기재령에서 미립자 시멘트

무혼입 대비 120~150% 수준이었고 관리재령에서

설계기준 강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압축강도

발현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특히, 초기재

령에서의 강도증진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4) 간이 수화열 평가 결과,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

에 따른 최고 온도 차이는 약 3
o
C수준으로써 수화

열 온도균열에 영향을 미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평

가되었다.

5) 촉진 탄산화 평가 결과,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

에 따른 중성화 차이는 약 1.0 mm 이내로써 시험오

차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탄산화 특성은 동일한 수

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6) 건조수축 평가 결과,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무에

따른 180일 재령에서의 수축 차이는 100 × 10
-6 
이내

인 것으로 평가되어,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 확

률 차이는 미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7) 동결융해저항성 평가결과, 미립자 시멘트 혼입 유·

무에따른 동탄성계수 차이는 최대 2% 이내로 동결

융해 저항특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평가되

었다. 또한, 300 싸이클까지 상대동탄성계수는 60%

이상으로 평가되어 충분한 저항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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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콘크리트의 효율적인 조기강도 확보를 위해 시멘트의 성능 향상에 주안점을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 연

구는 선행 연구인 시멘트 생산 공정 중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크기가 작은 시멘트(이하 미립자 시멘트, FC라 함)를 이

용하는 콘크리트의 조기강도 발현 특성 연구에 대한 후속 연구로서 내구성 검토를 실시하였다. 실험 결과 굳지 않은 콘

크리트에서는 각 배합별 목표 범위를 모두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미립자 시멘트를 혼입하였을 때 응결시간은 촉

진되었고 압축강도는 증진되었으며 수화열은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히, 내구성 측면에서는 미립자 시멘

트 혼입 유·에 따라 모든 실험 항목에서 유사한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미립자 시멘트, 조기강도, 내구성, 공기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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