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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on the early hydration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BFS by pH variation. NaOH solution was used as a
pH activator. In the range from pH 12 to pH 14, Experiment was compared the hydration propertied of OPC(Ordinary Portland
Cement) and BFS(Blast Furnace BFS) and BFS containing 2 wt% of gypsum. It was found that CAH(Calcium Aluminate Hydrates)
phases and CSH(Calcium Silicate Hydrates) phases were formed during the early hydration of BFS, and that CAH phases, CSH phases
and ettringites were formed during the early hydration of BFS containing 2 wt% of gypsum. Furthermore, early hydration of BFS and
BFS containing 2 wt% of gypsum were faster then OPC at pH 14, and the 1 day compressive strength of BFS increased by
approximately 30% compared to OPC, and BFS containing 2 wt% of gypsum also increased by approximately 40% compared to OPC.

Key Words: BFS, Gypsum, pH, Hydration, Quick-setting

1. 서 론

에너지 위기 및 환경문제가 대두됨으로서 제련, 제강

등 일련의 공정부산물로 배출되는 폐자원의 활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이들 폐자원의 시멘트 대체 재료로써

의 활용연구가 특수용도를 중심으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중 제철공업에서 발생되는 부산물로서 BFS는 시

멘트, 골재, 노반재, 기타 시멘트 첨가제로서 건축, 토목

분야에 이용되어온 유용한 자원이다. 또한, 시멘트 혼합

재로 사용되고 있는 BFS(blast furnace BFS)는 콘크리트의

장기강도, 저수화열 및 화학적 내구성을 향상시킬 수 있

는 매우 유용한 자원으로, 시멘트 제조에 따른 CO2 가스

의 발생을 감소시키며 유한한 자원을 절약할 수 있는 자

원이기도 하다.
1-3)

 이와 같이, BFS는 여러 가지 면에서 상

당한 효용가치를 가지고 있으나, 응결지연에 따르는 초기

강도가 낮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

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BFS의 분말도를 향상시켜 보다

수화면적을 크게 함으로서 BFS의 반응성을 촉진하는 방

법과 BFS에 알칼리 물질을 첨가하여 잠재수경성을 촉진

시키는 알칼리 활성화 방법이 있다.
4-6)

 BFS의 알칼리 활

성화는 주수시 수화물의 핵이 생성되어 성장하고 상 경

계에서의 상호반응과 수화물 생성층을 통한 확산에 의해

침전과 응축이 일어나 초기에 BFS 입자가 활성화되는 복

잡한 과징의 비균질성 반응을 통해 일어나게 된다.
7,8)

 이

러한 활성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자극제는 화학조성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NaOH나 Na2SiO3 등과 같은 알

칼리 물질의 존재 하에서 BFS의 수화가 촉진되어 속경성

결합재로서의 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9-11)

 

그러나 이제까지의 BFS에 대한 연구는 OPC(Ordinary

portland cement)의 치환재료로써의 역할만 연구되어 왔으

며 OPC에 대한 BFS는 단지 보조재료의 역할만을 수행해

왔을 뿐이다. 

BFS는 대표적인 지오폴리머 재료 중의 하나로써, 지오

폴리머는 특정 조건 하에서 alumino-silicate 겔을 생성하

고, 생성된 겔이 바인더로 작용하여 입자들을 결합시키거

나 또는 화학적으로 반응하여 입자와 결합되는 특성을 갖

는 재료이다. 따라서 BFS는 일정온도 및 조건에서 형성

된 alumino-silicate계 재료로써 다양하고 우수한 물리,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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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특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PC 치환용 재료로써의 BFS가

아닌 바인더로서의 BFS의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BFS

는 alumino-silicate 화합물의 일종으로써 알칼리 자극에 의

해 활성화 되는 특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BFS의 알칼리

활성화제는 각각 다른 종류가 사용되어 왔다. 기존의 연

구에서는 다양한 알칼리 재료(NaOH, Na2AlO3, Na2SO4 등)

의 사용에 대한 연구로 각각의 재료를 사용하였을 경우

의 BFS의 수화 및 경화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본 연구에

서는 특정한 종류의 재료의 사용 보다는 어떠한 재료를

사용하더라도 BFS의 초기 수화 촉진에 필요한 조건을 pH

의 개념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알칼리 활성화제에 의한

pH 변화에 따른 BFS의 초기 수화 특성 및 물리적 특성

에 대해 연구하였다. 

2. 실험방법

2.1. 사용원료

BFS는 비표면적 4,250 cm
2
/g인 것(POSREC, Korea)을

사용하였으며, Table 1에 사용된 BFS의 화학조성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석고(CHEMIUS KOREA, Korea)의 화학

조성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pH 조절제는 NaOH 특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2.2. 배합 및 분석

2.2.1. BFS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혼합

pH 조절은 NaOH로 하였으며 NaOH 첨가에 의한 pH

변화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실험에 사용한 pH 값은 일

반 OPC의 pH 범위인 12, 13과 강알칼리 조건인 pH 14

의 3 종류로 하였다. 또한 BFS에 대한 석고의 영향을 검

토하기 위하여 BFS 량에 대하여 석고를 2 wt% 치환(이하

“BFSG”라 함)하여 수화특성을 검토하였다. 

Fig. 2에 BFS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혼합 방법을 나타

내었다. 모르타르의 혼합 방법은 수경성 시멘트 반죽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방법(KS L 5109)에 의거 혼합하

였으며, 모르타르의 물성평가를 위해 물/시멘트 비(이하

“W/C”로 표기) = 0.485, 모래/시멘트 비(이하 “S/C”로 표

기) = 2.45로 계량 후 혼합하였다. 페이스트 수화 실험은

pH가 조절된 NaOH 수용액을 BFS에 첨가하여 3분 교반

후, 플라스틱 용기에 넣어 습도가 95% 이상인 23±2
o
C의

습기함에 보관하였다. 수화시간은 10시간으로 하였으며,

아세톤으로 수화 정지시킨 후, 45
o
C의 건조기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진공 데시게이터에 보관하였다.

2.2.2. 특성분석

BFS 및 BFSG의 응결시간은 OPC를 기준으로 비교하였

으며, 각각 물/결합재(이하 “W/B”로 표기) 비는 0.45로 하

였다. 응결시간은 KSL 5108(비카드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

결시간 측정방법)에 의해 진행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BFS(w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SO3 Cl P2O5

28.40 12.40 0.48 50.60 4.35 0.60 0.17 1.66 0.005 0.01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Gypsum(wt%)

SiO2 Al2O3 Fe2O3 CaO K2O SO3 Cl P2O5

1.28 0.56 0.14 50.40 0.08 47.46 0.001 0.01

Fig. 1. NaOH calibration graph.

Fig. 2. Procedure of mortar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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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가 BFS의 초기 수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W/B = 0.45로 BFS 페이스트를 혼합 후 단열식 수화

발열 발생용기와 컴퓨터에 연결된 10점식 데이터 로거

(Ucam-60b, Kyowa co., Japan)를 사용하여 1초 간격으로

수화발열을 측정하였다.

pH 변화에 의한 BFS 초기 수화물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분말 엑스선 회절 분석 및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 측정은 W/C=0.485, S/B=2.45로 BFS 모르타르

를 제작 후 수경성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KS F

5105)에 의거하여 20±3
o
C로 유지, 양생 하였으며 재령 1

일, 3일, 7일에서의 압축강도를 비교하였다. Table 3에 배

합비를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응결시간 측정결과

Fig. 3에 BFS와 BFSG의 응결시간 측정 결과를 나타내

었다. Fig. 3의 결과에 의하면, BFS 타입의 경우 pH 12,

13에서는 24시간 동안 응결이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BFSG

의 경우 pH 12에서는 응결이 나타나지 않았으며, pH 13

에서는 OPC와 비교하여 응결이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pH 14에서는 BFS와 BFSG 모두 OPC 보다

응결시간이 짧게 나타나 속경성을 나타냈다. 따라서 BFS

는 pH 14에서 우수한 속경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3.2. 수화열 측정결과

Fig. 4에 수화열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4(a)는 pH

변화에 따른 순수한 BFS의 수화열측정 결과이며 Fig. 4(b)

는 pH 변화에 따른 BFSG에 대한 수화열측정 결과이다. 

BFS는 pH 12 및 pH 13에서는 전혀 수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며 pH 14에서는 OPC보다 빠르게 수화반응이 진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S에 석고를 혼입한 BFSG의 경

우 역시 pH 12에서는 수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pH 13의 조건에서는 수화 8시간 경과 후

부터 수화가 약하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

로 BFS는 수화 시에 BFS 표면에서부터 Al(OH)4
−

가 용출

되면서 서서히 수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FS

의 수화가 지연되는 이유는 Al(OH)4
−

의 용출속도에 의해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수화열측정 결과로 보아, BFS는

pH가 낮은 경우에는 Al(OH)4
−

의 용출량이 적어 수화반응

이 진행되지 못하나 pH가 높아질수록 Al(OH)4
−

의 용출량

이 증가하면서 calcium aluminate hydrates(이하 “CAH”로 표

기) 결정이 활발하게 생성되고, CAH 결정의 생성으로 인

하여 BFS 표면의 Al ion의 량이 적어지게 되고, 따라서

topochemical reaction이 활발해짐으로 인하여 calcium

silicate hydrates(이하 “CSH”로 표기)의 생성이 빠르게 생

Table 3. Mixing Ratios of Mortars

OPC BFS 14 BFSG 14

OPC 800 0 0

BFS 0 800 784

Gypsum 0 0 16

Standard sand 1,960 1,960 1,960

Water 360 0 0

pH 14 solution 0 360 360

Fig. 3. Comparison of setting time of BFS, BFSG, and O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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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기 때문에 수화발열이 높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BFSG의 경우 pH 12에서는 BFS와 유사한 것으로 나

타났으나, pH 13 이상에서는 첨가된 석고에서 Ca
2+

 이온

과 SO4
2−

 이온의 용출에 의하여 수화가 BFS 보다는 빠르

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즉 BFSG의 경우 pH 13이상

에서의 초기 수화는 석고에서 용출된 Ca
2+

 이온과 SO4
2−

이온이 지배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3.3. 엑스선회절분석기 측정결과

Fig. 5에 BFS와 BFSG의 pH에 따른 재령 10시간에서의

수화 반응 생성물의 엑스선회절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a)에 나타낸 BFS의 경우 주요 수화 생성물은 CAH

상과 CSH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pH 12에서는 CAH 상

만 존재하였으며, pH 13에서는 부분적으로 CAH와 CSH

의 결정이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pH 14에서

는 CAH 상의 피크 강도는 약해지는 반면, CSH 피크 강

도가 강해지고, 더불어 Ca(OH)2의 피크 강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pH 12에서는 BFS의 수화는 정

지단계라 할 수 있으며, pH 13에서는 부분적으로 Al(OH)4
−

의 활발한 용출에 의해 결정성 CAH가 생성되며, pH 14

에서는 초기에 생성된 CAH로 인하여 BFS 표면의 Al 성

분의 부족하게 되어 CAH가 재분해되면서 CSH 결정의

생성이 가속화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BFSG는 BFS와는 다르게 에트링자이트가 생성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BFS에서와 동일하게 pH 12에서

는 수화가 진행되지 않고 CAH 상만 존재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pH 13에서는 BFS와는 달리 Ca(OH)2와

CAH, CSH가 존재하는데, 이는 BFS 표면에서의 Al(OH)4
-

용출에 의한 CAH 생성 및 부분적으로 CAH의 분해에 의

한 CSH의 생성 및 석고에 의한 Ca(OH)2의 생성 등으로

해석할 수 있다. pH 14에서는 Ca(OH)2와 CSH의 생성이

가속화 되고 CAH는 Al 성분의 부족으로 인하여 더욱 결

정의 소모가 커지기 때문에 피크 강도는 약해지는 것으

로 판단된다. 또한 BFSG에서의 에트링자이트의 생성은

BFS의 alumino-silicate에서 분해된 알루미늄 이온과 석고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XRD 분석결과로 보아, BFS는 pH 12 이하

에서는 CAH 상으로 존재하며, CAH 상은 수화를 진행하

Fig. 4. Heat evolution of (a) BFS and (b) BFSG by pH variation. Fig. 5. Results of XRD analysis of (a) BFS and (b) BFS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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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한다. 그러나 pH가 13 이상으로 높아지면 CAH 결

정은 Ca
2+

 이온과 Al
3+

 이온으로 분해되고, 이때 Ca
2+ 
이

온에 의해 CSH 결정의 생성이 가속화 되면서 수화가 빠

르게 진행된다고 판단된다. 

3.4.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결과

Fig. 6에 pH 변화에 따른 BFS와 BFSG의 주사전자현미

경 분석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pH 12에서의

BFS는 표면의 특성이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pH 13, 14로 증가하면서 BFS의 표면이 개

질되어 둥근 모양의 CAH 상과 섬유상의 CSH 결정이 생

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pH 14에서는 CAH와

CSH 이외에도 Ca(OH)2 결정이 생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3.2항의 엑스선회절분석기 분석결과와 일치한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Fig. 7의 BFSG의 결과를 보면,

pH 13에서 이미 CAH와 CSH, 에트링자이트 결정이 생성

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3.5. 압축강도 측정결과

Fig. 8에 압축강도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pH 14에서

재령 1일에서의 BFS의 압축강도는 OPC를 기준으로 하여

약 30% 정도의 압축강도 증가가 나타났으며, BFS에 석고

을 2 wt% 치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OPC에 대하여 약

40%의 압축강도 증가로 나타났다. pH 14 수용액을 사용

하였을 경우 BFS 및 BFSG 모두 수화 초기부터 압축강도

발현이 매우 우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재령이

경과할수록 BFS는 BFSG 보다는 압축강도 상승 폭이 저

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SG의 경우는 SO3 원의 공급

으로 침상의 에트링자이트가 경화체의 공극을 채워주는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경화체의 수축압을 에트링자이트 생

성에 의한 팽창압이 보상해줌으로 인하여 경화체가 더욱

치밀해져 압축강도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SEM images of BFS with variation of pH, (a) pH 12, (b) pH 13, and (c) pH 14.

Fig. 7. SEM images of BFSG with variation of pH, (a) pH 12, (b) pH 13, and (c) pH 14.

Fig. 8. Comparison of compressive strength of BFS, BFSG

and O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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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pH 변화에 의한 BFS의 초기 수화 특성 및 물리적 특

성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pH 조절제로 NaOH를 사용할 경우 주요 수화물은 CAH

상과 CSH상이 형성되었으며 첨가제로 석고를 혼입할 경

우 에트링자이트가 생성되었다. 또한 BFS와 BFS에 석고

를 2 wt% 혼합한 타입의 수화는 pH 14에서 가장 활발하

였으며 OPC와 비교하여 초기 수화가 빠르게 진행됨을 확

인하였다.

pH 14에서 재령 1일에서의 BFS의 압축강도는 OPC를

기준으로 하여 약 30% 정도의 압축강도 증가가 나타났

으며, BFS에 석고를 2 wt% 치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OPC에 대하여 약 40%의 압축강도 증가로 나타났다. 그

러므로 BFS는 OPC의 대체 재료로 충분한 사용 가능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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