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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코시멘트 콘크리트의 장기강도 특성 및 성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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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crete using eco-cement has a problem with long-term strength development. However, currently, a long-term strength

development mechanism is not confirmed, resulting in a lack of application of eco-cement in construction fields. In this study, the curing

humidity influence on development in long-term strength of concrete using eco-cement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trength and pore struc-

ture were examined. The results showed that wet cured eco-cement with a high water/cement ratio showed serious long-term strength reduc-

tion due to non-reduction of pore volume (pore size over 10 nm) in mortar caste with eco-cement. Also, the study results on improvement

of long-term strength of eco-cement by partial replacement with ordinary portland cement and finely-ground fly ash showed that both of

these alternatives improved long-term strength of concrete caste with eco-cement due to gradual refinement of their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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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세계 각국에서 친환경 산업에 관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일본에서는 1997년에 에코타운 프로젝트가 시작되었다.

그 일환으로 일본의 T사에서 도시쓰레기 소각재를 주원

료로 하는 에코시멘트를 개발하였고, 현재 매립 처분하

고 있는 생활폐기물을 재자원화 하는 획기적인 기술로써

주목을 받고 있다. 에코시멘트(EC)란 ‘ecology’와 ‘cement’

의 합성어로 도시쓰레기 소각재를 주원료로 하고, 필요에

따라 하수 오염물 등의 폐기물을 혼합해 시멘트 1 t당 폐

기물 총량을 500 kg 이상 사용해 제조하는 시멘트로 2002

년 JIS R 5214(에코시멘트)로써 규격화 되었다.

지금까지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EC의 각종 품질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PC)와 거의 유사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

지만 동일 물-시멘트비(W/C)의 경우 EC는 OPC보다 압축

강도가 작고, 장기강도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등의 문제점

이 지적되고 있다.
1,2)

 또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혼화

재를 이용한 장기강도 개선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고 있다.
3,4)

 

EC의 보급에 있어서 장기강도발현을 기대할 수 없는

점이 큰 문제점으로 판단되지만, 현시점에서는 원인이 불

분명하며 구조재료로 사용하기에는 장기 내구성의 관점

에서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장기강도 개

선의 연구 결과는 그 효과가 미소하고 강도관리재령인

재령 28일의 압축강도가 EC단독의 약 60%정도 밖에 확

보하지 못하는 등 초기재령의 강도발현에 큰 장애가 되

고 있어 실용성 측면에서 한계에 직면해 있는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EC의 강도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미세구

조의 변화에 착안하여 먼저 EC의 장기강도특성과 세공구

조의 관계를 파악하고, 장기강도가 정체하는 요인을 명확

히 하기 위하여 W/C에 따른 압축강도 및 세공구조의 관

계를 검토하였다. 아울러, 강도발현이 정체되는 원인을 파

악하고자 양생 때의 건습상태가 EC의 장기강도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였으며, 장기재령에서 강도발현 특성

개선을 목적으로 OPC 및 플라이애쉬를 혼화재로 사용했

을 경우의 장기강도 개선 효과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W/C 변화에 따른 에코시멘트의

장기강도 특성 검토

2.1. 실험 개요 

W/C비 변화에 따른 에코시멘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및 세공구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멘트 종류별 W/

C를 30%, 45%, 60%로 설정하고, 20 ± 2
o
C인 수중에서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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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90, 180, 360일간 양생한 후 압축강도 및 수은압입법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연

구에 사용한 재료의 특성은 Table 1과 같고, EC 및 OPC

의 화학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1.1 배합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 

Table 3은 배합 및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질을 나타낸

것이다. 콘크리트는 슬럼프 및 공기량을 각각 180 ± 25 mm,

4.5 ± 1.5%, 모르타르는 플로값 및 공기량을 각각 200 ± 30 mm,

5.5 ± 1.5%가 되도록 혼화제를 첨가하였다. 목표 범위로

부터 벗어난 경우도 있지만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하여 그대로 채용하였다. Table 3에 목표

에서 벗어난 항목의 배경을 회색으로 표시하여 결과를

분석할 때 주의하도록 하였다. 

2.1.2 실험 방법

(1) 압축강도 

콘크리트는 φ100 × 200 mm, 모르타르는 φ50 × 100 mm

로 압축강도용 공시체를 제작한 후 KS F 2405에 따라

서 측정하였다. 

(2) 세공경 분포 

압축강도 시험 후의 모르타르 파편에서 직경 3 mm정

도의 입자를 약 2.0 g(측정 1회분) 채취하여 3일간의 진

공 건조 후에 수은압입법으로 세공경 분포를 측정하였다.

측정 회수는 1시료에 2회 실시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측

정한 세공경 분포는 모두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2.2 실험 결과 및 분석 

 

2.2.1 압축강도 

Fig. 1은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재령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Fig. 1(a)의 경우 EC는 동일 W/C의

OPC보다 압축강도가 작고, 재령 28일 이후에서는 EC의

압축강도 증진이 OPC보다 작아지는 결과로 나타났다.

Table 2 Chemical and mineral composition 

Type
Chmical composition (%) Mineral composition (%)

ig.loss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Cl C3S C2S C3A C4AF

EC 0.98 16.41 5.81 5.10 59.98 2.43 4.66 1.24 0.07 49 14 11 13

OPC 1.10 21.30 5.10 2.90 64.20 1.50 2.00 0.30 0.006 55 19 9 9

Table 3 Mix proportion and properties of fresh concrete

Sample

type

Cement 

type

W/C

(%)
VG/VC VS/VM

Unit weight (kg/m
3
) Admixture Fresh concrete

W C S G SP/C (%) AE/C (%) SL (mm) FL (mm) Air (%)

Concrete

EC
30

0.35 0.50

136 455

842 956

1.20
-

190

-

5.2

OPC 136 453 1.08 99 4.6

EC
45

165 366
0.50 0.005

177 5.0

OPC 164 365 200 5.1

EC
60

184 306
0.30

0.010 177 4.0

OPC 183 305 0.005 185 3.0

Mortar

EC
30

- 0.50

210 700

1.295 -

- -

-

184 6.9

OPC 209 698 245 7.2

EC
45

253 563
- 0.005

194 5.2

OPC 253 562 214 5.5

EC
60

282 471
-

0.020 215 4.7

OPC 282 470 0.010 228 6.6

(note) VG / VC : coarse aggregate-concrete ratio by volume, VS / VM : fine  aggregate-mortar ratio by volume

SL : slump, FL : flow, Air : air cont.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Materias Mark Properties

Cement

OPC
Ordinary portland cement

(Density: 3.15 g/cm
3
, Blaine: 3,300 cm

2
/g)

EC
Eco-cement

(Density: 3.15 g/cm
3
, Blaine: 4,260 cm

2
/g)

Additive

FAII
Fly ash JIS II (Density: 2.26 g/cm

3
, Blaine: 

3,475 cm
2
/g, Ig.loss: 2.6%)

FA7000
Finely-ground fly ash

(Density: 2.59 g/cm
3
, Blaine: 7,000 cm

2
/g,

actual measurement 6,365 cm
2
/g)

Stimulant
NH NaOH: 0.1 mol aqueous solution 

CS CaSO4 · 2H2O

Fine
aggregate

S
Standard sand, river sand 

(Density: 2.59 g/cm
3
)

Coarse
aggregate

G Crushed gravel (Density: 2.73 g/cm
3
)

Admixture
SP

Air-entraining and high-range water-
reducing admixture (polycarboxylic acid)

AE Air entrain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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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 0.30의 경우 EC 및 OPC 모두 거의 유사한 장기강

도 증진 현상을 확인할 수 있지만 W/C = 0.45에서는 일

정한 압축강도를 유지한 채로 재령이 경과하였고, W/C

= 0.60에서는 재령 90일 이후에서 압축강도가 저하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욱이, 재령 360일의 압축강

도는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보다 작아져 재령 7일과 동

일한 정도의 압축강도까지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또한, belite를 많이 함유한 시멘트는 장기강도의 증진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EC는 OPC와 비교하여 belite

가 적기 때문에 이러한 화학적 성질의 차이도 장기강도

의 증진이 OPC보다 취약한 원인의 하나라고 추정된다.

단, W/C = 0.30의 EC 모르타르는 동일 W/C의 OPC에 비

하여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다. 이의 원인으로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EC의 비표면적이 OPC보다 크고, Table

2에서 확인된 것처럼 EC의 aluminate 및 felite가 OPC보

다 많은 것에 기인하여 초기의 수화반응이 빨랐고 장기

에도 이러한 강도 특성이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를 미루어 볼 때, EC와 OPC의 강도 특성

차이는 낮은 W/C에서는 미미하고 W/C가 높을수록 차이

가 뚜렷해지는 경향이 있다.

2.2.2 세공경 분포

(1) 세공용적분포

Fig. 2는 OPC와 EC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볼 수 있었

던 W/C = 0.60의 모르타르의 세공용적과 세공경의 관계

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세공경은 Table 4와 같다. 다

만, 500 nm이상의 기포에 대해서는 재령 경과에 따른 용

적 분포 변화가 미소하였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는

3.5~500 nm 영역에서 고찰하였다. 

OPC의 경우 100 nm이상의 LCP 세공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큰폭으로 감소하고 세공경 분포의 피크점 역시 치밀

한 세공영역으로 큰폭으로 이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LCP영역의 세공량 감소는 GP 및 SCP이하의 세공량 증가

로 진행되었으며, 이것은 재령의 경과에 따라 내부 조직

이 치밀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반면, EC의 경우 100 nm

이상의 LCP 세공량이 시간 경과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추세이나 OPC에 비교하면 현저히 떨어지는 수준이 확인

되었다. 또한, 주목할 만한 점은 OPC에서는 나타나지 않

은 50~100 nm의 세공량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러

한 LCP영역 세공량의 증가는 장기재령에서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현상의 원인으로 추측할 수 있다. 세공경 분포

피크점 역시 OPC와 달리 치밀한 영역으로 이동하는 현상

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것은 EC의 경우 재령이 경과해

도 내부 조직이 치밀해지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2) 총세공량 

Fig. 3은 EC 및 OPC의 모르타르 내부의 세공경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EC 및 OPC를 비교하면 EC의 총세공

량 및 10 nm이상의 세공량이 OPC보다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W/C = 0.60의 EC의 경우 재령이 경과함에 따

라 10 nm이상의 세공량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장기재령에서 압축강도가 저하한 것을 고려하면 EC의

장기강도 정체는 재령 경과에 따른 세공량의 증가 현상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양생조건에 따른 에코시멘트의

장기강도 특성검토

앞에서의 결과를 토대로 분석해 볼 때, 높은 W/C의

Fig. 1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age

Fig. 2 Pore volume distribution (water curing, W/C =0.60)

Table 4 Pore size distribution

Pore designation Mark Diameter

Gel pore GP 3.5~10 nm

Small capillary pore SCP 10~50 nm

Large capillary pore LCP 50~500 nm

Air void AV 500 nm ~ 168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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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는 재령 28일의 강도가 최대 포텐셜 강도인 것을 고

려하여 소정의 워커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는

W/C를 작게 하여 강도 저하의 위험성을 줄일 필요가 있

다. 그러나, 현재 양생 조건에 따른 장기강도의 발현에

대한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실제 콘크리트

구조물용 재료로써 사용하기에는 다소 위험의 소지가 남

아 있다. 따라서, EC의 장기강도발현에 미치는 양생조건

의 영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3.1 실험 개요 

배합에 있어서 굵은 골재 용적비(VG/VC), 잔골재 용적

비(Vs/Vm), 목표 슬럼프, 플로값 그리고 공기량은 Table 2

와 동일하게 설정하였다. 앞서의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EC는 OPC보다 압축강도가 낮고, EC의 압축강도 증진은

장기재령이 될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W/C = 0.50이상에서 장기강도발현이 정체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이 실험에서

는 W/C를 45%, 52.5%, 60%로 높게 설정하여, 수중·기

중양생의 양생조건을 설정하였다. 여기서, 기중양생 공시

체는 초기 건조균열을 방지하기 위해 재령 7일 동안 수

중양생한 후, 목표재령까지 양생실에서 기중양생(평균 기

온 17
o
C, 평균 습도 65%)을 실시하였다.

3.2 실험 결과 및 분석

3.2.1 압축강도 

Figs. 4 및 5는 수중 및 기중양생을 실시한 공시체의 압

축강도와 재령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재령 28일 이후

의 장기재령에 있어서 압축강도의 발현성은 양생조건에

따라 상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중양생을 실시한 EC

의 경우, 앞에서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도발현이 정체

한 것에 반해, 기중양생의 경우에는 EC에서도 OPC와 동

일수준의 안정적인 장기강도발현이 확인되었다. 

통상의 육상 콘크리트 구조물은 초기의 습윤양생 후에

표층부는 기건, 내부는 봉함상태가 되므로 장기재령에서

습윤상태에 놓이는 상황은 적다. EC의 경우 기중 또는 봉

함양생
4)
를 실시하면 장기강도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으

므로 실제 구조물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중양생에서 나타

난 심각한 장기강도 감소 현상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3.2.2 세공경 분포 

(1) 세공용적 분포 

Fig. 6은 기중양생을 실시한 W/C = 0.60의 EC 및 OPC의

세공용적과 세공경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재령 7일의

경우 EC는 OPC보다 50~200 nm의 세공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령의 경과와 함께 급격한 감소 경향을 나

Fig. 3 Pore size distribution

Fig. 4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Fig. 5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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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었으며, 장기재령에서도 내부구조가 치밀해지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Fig. 2의 수중양생 때의 W/

C = 0.60과는 크게 다른 경향으로 기중양생을 실시하면

높은 W/C의 경우에도 OPC와 동등한 장기강도의 증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총세공량

Fig. 7은 EC 및 OPC의 모르타르 내부의 세공경 분포

를 나타낸 것이다. 재령 28일의 세공경 분포를 보면 W/C

비 및 시멘트 종류에 상관없이 기중양생의 경우가 수중

양생보다 총세공량이 적은 것을 고려해 볼 때, 기중양생

의 내부상태가 수중양생보다 빠른 단계에서 치밀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이러한 결과는 압축강도와의 상

관관계에서도 확인 할 수 있다. 

수중양생과는 달리 기중양생의 경우에는 높은 W/C의

EC에서도 재령의 경과에 따라 세공량이 감소하는 경향

이 확인되었다. 즉, 높은 W/C의 EC에 수중양생을 실시

한 경우, 10 nm이상의 조잡한 세공의 감소율이 OPC보다

적고, 심지어 재령의 경과와 함께 세공량이 증가하는 현

상이 확인되었다. 현시점에서 높은 W/C의 EC에 조잡한

세공량이 많은 원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들 수 있

다. ① EC의 경우 수화반응이 조기에 종료되어 장기재

령에서 수화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장기강도증진 및 내

부구조의 치밀화가 이루어지지 않음 ② EC는 OPC와 비

교해 belite가 적기 때문에 장기에 걸쳐 C-S-H수화물을

생성하지 못하여, 수화물간의 공극을 충전시키지 못함 ③

EC 및 OPC는 C-S-H수화물 구성조직에서 차이점을 나타

내었을 가능성이 있다. C-S-H는 고밀도 및 저밀도 C-S-H

가 존재하는데 EC는 비교적 저밀도의 C-S-H가 많이 생성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저밀도 C-S-H는 초기재령

에서 고밀도 C-S-H는 장기재령에서 생성된다고 보고
5)
되

고 있어 EC의 경우 초기재령에서 저밀도 C-S-H를 생성

시키고 장기재령에서 수화반응이 이루어지지 않아 고밀

도 C-S-H를 생성시키지 못했을 가능이 있다. 이러한 이

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EC의 수화물은 OPC의 수화

물과 비교해 강도가 낮고, 수화물간의 공극을 충전시키

지 못하여 10 nm이상의 비교적 조잡한 세공량이 많으며,

수용성의 성질이 강할 것이라 판단된다. 결과적으로 수

중양생을 실시시킴으로써수화물 성분이 용출된
6)
 만큼의

공극이 생성되거나 세공량이 증가하였고, 더욱이 이러한

용출현상은 조잡한 세공이 많은 W/C = 0.60 EC의 경우

에 가장 현저했을 가능성이 있다.

4. OPC 치환에 따른 에코시멘트의 장기강도

성능 향상 검토

EC를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장

기강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즉, W/C = 0.60일지라도 안정

된 강도 발현성 및 세공구조를 치밀하게 할 수 있는 방

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장기강

도 발현성의 기대치가 가장 낮았던 수중양생(평균 수온:

20
o
C)을 실시한 W/C = 0.60 배합 공시체를 조건으로 장

기강도의 개선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4.1 실험 개요 

Table 5는 실험 요인 및 수준을 나타낸 것이고, Table 6

은 콘크리트 배합을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 종류는 EC

를 기본으로 OPC를 혼화재로 가정하여 내할치환 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배합 및 굳지 않는 콘크리트의 실험

조건, 목표 슬럼프 등과 경화후의 측정 항목은 앞서와

동일한 조건으로 하였다.

4.2 실험 결과 및 분석 

4.2.1 압축강도 

Fig. 8은 OPC치환에 따른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압

Fig. 6 Pore volome distribution (air curing, W/C = 0.60) 

Fig. 7 Por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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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강도와 재령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E + O는

EC 일부분을 OPC로 치환한 것이며, 괄호의 숫자는 EC

의 용적에 대한 치환율(vol. %)을 나타내었다. 강도관리

재령인 재령 28일 강도의 경우 예상대로 치환율에 비례

해 압축강도가 OPC단독에 가까워지는 경향을 나타내었

는데, 콘크리트의 경우 E + O(25) 및 E + O(50)는 EC단

독에 비해 각각 1 MPa, 4 MPa 만큼 높은 압축강도를 나

타내었다. 즉, OPC치환에 따라 재령 28일의 강도 향상

을 기대할 수 있다. 모르타르의 경우도 콘크리트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더욱이, 재령 28일 이후의 장기

재령에 대해서도 OPC의 치환에 의해 압축강도의 발현

성이 향상하는 것으로 나타나 장기강도 저하 억제에 효

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효과 성능은 OPC 치환율이 높

을수록 명확하게 나타났다.

4.2.2 세공경 분포 

(1) 세공용적 분포 

Fig. 9는 E + O(25) 및 E+O(50)의 3.5~500 nm 영역의 세

공용적과 세공경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C의 경우 재

령이 경과해도 전체 구간에 걸쳐 세공경의 변화가 적은 것

으로 나타났다. 한편, E+O(25) 및 E + O(50)에서는 OPC처

럼 LCP의 세공량이 감소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으며, 그래

프의 피크가 왼쪽으로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다. 이

것은 LCP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SCP로 이동한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효과로, EC 일부분을 OPC로 치환했을 경

우 장기강도의 증진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 총세공량 

Fig. 10은 재령경과에 따른 총세공량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령이 경과해도 EC의 세공량

감소는 OPC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E + O(25) 및 E+O(50)에서는 안정된 세공량의 감소가 확

인되었다. 즉, OPC로 일부 치환함으로써 세공량은 OPC

와 동등하게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결과가 압축강도 증

진의 요소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에 대

한 메커니즘으로는 현시점에서는 불분명하지만, EC의 수

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화물이 OPC의 수화반응에 의

해 생성된 수화물에 피복되어 EC의 수화물이 용출하는

것을 억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5. FA치환에 따른 에코시멘트의

장기강도 성능 향상 검토
 

이 장에서는 EC의 일부분을 플라이애쉬(FA)로 내할치

Table 5 Factor and level

Factor
Level

Replace with OPC Replace with FA

Type Mortar, concrete Mortar

W/C (%) 60 50

Additive OPC

FAII

FA7000

(finely ground fly ash)

Stimulant - NaOH, CaSO4 · 2H2O

Replacement ratio 0, 25, 50 (vol.%) 25 (wt.%)

Ages (days) 7, 28 91, 180

Fig. 8 Improvement in strength of EC with OPC 

Fig. 9 Influence that replacement of OPC gives to a pore size

distribution

Fig. 10 Influence that replacement of OPC gives to a pore

volu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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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하여 사용함으로써 장기강도 개선 및 조기재령 강도발

현 향상 가능성에 대하여 검토 하였으며, FA의 초기강

도 활성화에 관한 연구 결과
7)
를 토대로 일반 FAII 및 활

성화 FA치환이 강도 특성 및 세공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였다. 

5.1 실험 개요 

FA는 KS L 5405에 규정된 II종(FAII)과 FA의 반응성

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유성형 볼밀을 이용하여 물리적

변화를 가한 재료(FA7000)와, FA7000에 FA의 포졸란 반

응을 활성화하는 자극제로써 NaOH 및 CaSO4·2H2O를

첨가한 4가지 수준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7)
 모르타르에

의한 강도 시험 방법은 KS L 5405 부속서 A「플라이애

쉬 모르타르의 플로 값 및 활성도 지수의 시험방법」을 만

족하도록 W/C는 50%, FA 치환율은 시멘트 질량비로 25%

(wt.%)로 결정하였다. 시험체는 40 × 40 × 160 mm로 하고,

KS L ISO 679「시멘트의 물리 시험 방법」에 따라 비빔

한 후 테이블 진동기를 이용하여 성형하였으며, 7, 28, 91,

180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한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Table 7은 배합을 나타낸 것이다. 

5.2 실험 결과 및 고찰 

5.2.1 압축강도 

Fig. 11은 재령경과에 따른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OPC를 기본재료로 하는 Fig. 11(a)의 경우 재령

이 경과 할수록 강도가 증진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FA

의 치환에 따라서도 장기강도 증진 성상이 개선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EC를 기본재료로 하는 Fig. 11(b)

의 경우 재령 28일 이후의 강도 증진은 나타나지 않았고,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강도가 저하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그러나, EC 일부분을 FAII 및 FA7000으로 치환했을 경

우 포졸란 반응에 의해 재령 28일 이후의 강도 증진이

뚜렷하였다. 더욱이 FAII로 일부 치환한 시험체에 비해

FA7000으로 치환한 시험체에서 압축강도 개선 효과가

Table 6 Mix proportion (replace with OPC)

Sample

type
Binder

W/B

(%)
VG/VC VS/VM

VOPC/

VB

(Vol.%)

Unit weight (kg/m
3
) Admixture Fresh concrete

W EC OPC S G
SP/C

(%)

AE/C

(%)

SL

(mm)

FL

(mm)

Air

(%)

Con-

crete

OPC

60 0.35 0.50

-

183

- 305

842 956 0.55 -

185

-

3.8

EC 305 - 200 3.5

EC

+OPC

25 229 76 195 3.7

50 153 153 190 3.6

Mortar

OPC

60 - 0.50

-

282

- 470

1.295 - -

0.02

-

217 6.0

EC 470 -

0.01

216 6.0

EC

+OPC

25 352 117 216 4.5

50 235 235 217 5.2

W/B : Water-binder ratio, VOPC/VB : OPC-binder ratio by volume

Table 7 Mix proportion (replace with FA)

Binder
W/B

(%)

VFA/VB

(wt.%)

Stimulant Unit weight (g)

Type
WST/WFA

(wt.%)
FA EC S CS

Aqueous solution

W NaOH (mol) NaOH solution

EC

50

0

- -

- 450

1.350
-

225 - -EC+FAII

25 112.5 337.5
EC+FA7000

EC+FA7000NH NaOH 0.8 - 0.1 225

EC+FA7000CS CaSO4·2H2O 20 22.5 225 - -

Note) FA7000NH : Add NaOH to FA7000, FA7000CS : Add CaSO4 · 2H2O to FA7000

W/B : Water-Binder ratio, VFA/VB : FA-Binder ratio by volume, WST/WFA : Stimulant-FA ratio by weight

Fig. 11 Improvement in strength with 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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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하였다. FA7000치환의 경우 재령 180일에는 EC단독

보다 약 19 MPa정도 높은 강도 성상을 나타내었다. 그

러나, 이 실험의 범위에서는 자극제가 압축강도에 미치

는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 

또한,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보면 FAII치환의 경우

EC단독보다 압축강도가 약 11 MPa 작은 결과가 나타나,

FA치환에 따른 초기강도 저하라는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한편, FA7000치환의 경우 EC단독에 비해 압축강도가 약

2~3 MPa정도 작아지는 결과가 나타나, FA7000치환은 초

기강도의 저하 억제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Fig. 11(a)에서 알 수 있듯이 FAII의 비표면적

을 7,000 cm
2
/g까지 미분쇄 한 후 0.1 mol의 NaOH 수용

액을 자극제로 사용(OPC+FA7000NH)했을 경우에는 재

령 7일부터 FA 무혼입의 모르타르와 동등한 압축강도가

나타난 것에 반해, 이 연구에서의 EC+FA7000NH 공시

체는 재령 7일의 압축 강도가 EC단독보다 약 12 MPa정

도 작은 결과가 나타나 기대 수준까지는 미치지 못했다. 

5.2.2 세공경 분포 

(1) 세공용적 분포 

Fig. 12는 3.5~500 nm 영역의 세공용적과 세공경의 관

계를 나타낸 것이다. EC의 경우, 재령 91일 이후에서 그

래프의 피크가 LCP쪽으로 이동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한

편, FAII및 FA7000으로 일부 치환했을 경우에는 그래프

의 피크가 왼쪽으로 크게 이동하는 경향을 볼 수 있었

다. 이것은 LCP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SCP로 이동한 것

을 의미한다. 더욱이, LCP영역인 50~500 nm의 세공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로,

FAII 및 FA7000치환의 경우에는 장기강도의 증진을 확

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FA치환의 특징

으로는 초기재령에서 10~20 nm의 세공량이 현저하게 많

은 경향이 있었지만 이 영역의 세공량도 재령의 경과에

따라 감소하였다. 

(2) 총세공량 

Fig. 13은 모르타르 내부의 세공경 분포를 나타낸 것

이다. 재령 28일의 세공경 분포를 보면, FA를 치환 사용

할 경우 EC단독과 비교해 총세공량 및 10 nm이상의 세

공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FA7000

으로 일부 치환했을 경우에는 FAII치환과 비교해 총세공

량 및 50 nm이상의 세공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A7000을 치환 사용함으로써 시험체 내부에 존재하는 조

잡한 세공을 감소시켜 준 것에 기인한 결과를 판단된다.
8)

또한, 재령 28일 이후의 세공경 분포의 경우 FAII 및 FA

7000으로 일부 치환한 공시체는 EC단독과 비교해 50~

500 nm영역의 감소가 뚜렷해 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50 nm이상의 세공량에 대해서도 EC단독보다 현저히 적

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것은 FAII 및 FA7000 치

환사용에 따른 장기강도 개선 효과로 사료된다. 

Fig. 12 Influence that replacement with FA gives to a pore size

distribution

Fig. 13 Influence that replacement with FA gives to a pore

volum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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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세공량과 압축강도의 관계 

Fig. 14는 전체 재령에 걸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세

공량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EC 및 FA치환 모두 압축

강도는 세공량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EC단독을 제외한 FA치환 공시체의 압축강도와 세공

량의 관계는 재령, FA 미분쇄 여부 및 자극제 사용과 상

관없이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6. 결 론

이 연구에서는 EC의 장기강도특성을 파악하고 동시에

강도 개선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였으며, 이 연구에서 얻

은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재령 28일의 EC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는 동일 W/C의 OPC보다 약 10%정도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EC에 10 nm이상의 비교적 큰 세

공이 많은 것에 기인한 결과로 분석된다. 

2) 양생조건별 강도증진성상으로 수중양생의 경우 OPC

에 비해 EC의 압축강도 증진은 장기재령이 될수록

작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장기재령에 있

어서 높은 W/C, 시료 내부의 10 nm이상의 조잡한

세공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의한 결과로 분석되며,

특히, W/C = 0.60에서는 장기강도 저하 및 세공량

증대가 확인되었다. 기중양생의 경우 W/C에 상관없

이 EC에서도 OPC와 같이 장기강도 증진 및 세공

량 감소가 확인되었다.

3) EC 일부를 OPC로 치환하는 것으로써 재령 28일의

압축강도 및 장기강도의 증진은 OPC 치환율에 비

례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EC 일부를 FA로 치환함으로써, 장기강도를 확보할

수 있었고, 나아가 FA7000으로 치환할 경우보다 효

과적으로 장기강도가 향상될 뿐만 아니라 초기강도

의 저하 억제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5) EC 일부를 OPC 및 FA로 치환사용할 경우 OPC처

럼 장기재령에 걸쳐 세공구조가 치밀해지며, 내부

구조가 치밀해지는 효과로 인해 장기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

6) 이상을 종합해 볼 때 EC를 사용할 때는 목표 워커

빌리티를 확보할 수 있는 범위에서 W/C를 가능한

작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장기적인 계획을 요구

하는 건축물과 같이 내구성이 중요시되는 경우에는

W/C를 45%이하로 설정하는 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OPC 및 FA7000치환으로 안정적

인 장기강도를 기대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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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에코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는 장기강도 발현이 취약한 문제가 지적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그 원인이 불

분명하여 구조재료로써 널리 사용되지 않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에코시멘트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장기강도 발현에 미

치는 양생 습도의 영향을 검토함과 동시에 강도 특성과 세공구조의 관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수중양생을 실시

한 높은 물-시멘트비 공시체에서 심각한 장기강도 정체가 나타났다. 이것은 재령이 경과하여도 10 nm이상의 세공량이

감소하지 않는 것에 기인하고 있다. 반면, 기중양생의 경우에는 에코시멘트에서도 안정적인 장기강도 증진이 확인되었

다. 나아가, 에코시멘트를 보다 안정된 재료로 사용하고자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및 미분쇄 플라이애쉬 혼입에 의한 장

기강도 개선에 관한 연구를 실행하였다. 그 결과, 이 연구 범위 내에서 장기강도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고, 더불어 재

령이 경과함에 따라 세공구조가 치밀해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핵심용어 :에코시멘트, 플라이애쉬, 강도개선, 세공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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