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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e basic research of self-compacting concrete using Alkali-Activated Slag (AAS) binder 

in order to emphasize the durability of structures and facilitate casting the fresh concrete in field. The AAS binder emitted low carbon 

dioxide (CO2) is eco friendly material of new concept because AAS products not only emit little CO2 during production but also reuse 

the industrial by-products such as ground granulated blast-furnace slag (GGBS) of the steel mill. Until now, almost of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 are using Ordinary Portland Cement (OPC) for self-compacting concrete, and also, nonexistent research about AAS. 

The self-compacting concrete must get the performance of flowability, segregation resistance, filling and passing ability. Nine 

concrete mixes were prepared with the main parameter of unit amount of binder (400, 500, 600 kg/m
3
) and 3 types of water-binder 

(W/B) ratio. The results of test were that fresh concretes were satisfied with flowability, segregation resistance, and filling ability of 

JSCE. But the passing ability was not meet the criteria of EFNARC because of higher viscosity of AAS paste than OPC. This high 

viscosity of AAS paste enables the manufacturing of self compacting concrete, segregation of which does not occur without the using 

of viscosity agent. It is necessary that the development of high fluidity AAS binders of higher strength and the study of better passing 

ability of AAS concrete mixes in order to use self compacting AAS concrete i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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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근래에 건설 산업에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

를 위한 자기충전 콘크리트는 매우 중요한 개발 요소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다.
1)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에 

영향을 미치는 결함요소는 크게 재료, 시공, 열화(환경) 

등이 있으며, 이중 가장 큰 내구성 위해요소는 시공결함

이다. 시공결함 중에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것이 다

짐불량인데 과다한 다짐은 재료분리를 야기시키고, 다짐

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을 경우 다짐불량으로 인한 하자

가 발생한다. 콘크리트 타설 후 다짐불량에 의한 결함은 

육안 상 확인하기 힘들고 결함이 발견됐을 경우 부분 또

는 전체 철거 후 재시공을 해야 하기 때문에 철저한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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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하다. 특히 구조물의 형태가 복잡하거나 철근 등

의 보강재가 밀집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이

러한 다짐불량에 의한 결함을 줄이고자 자기충전 콘크리

트를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

 일반적으로 자기충전 

콘크리트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재료들의 재료분리

나 블리딩이 없이 유동성과 충전성을 극대화시켜 실제 

구조물의 건설 시 진동 및 다짐작업 없이 콘크리트의 자

중만으로 과밀배근 된 철근 사이나 거푸집, 좁고 깊은 단

면 등의 충전이 가능하며 재료의 균질성을 유지하는 콘

크리트를 말한다.
3)

 자기충전 콘크리트는 1980년대 중반 

일본 동경대학의 Hajime Okamura 교수팀을 중심으로 활

발히 연구되어 “자기충전 고성능 콘크리트(self-compac-

table high performance concrete, 이하 SCC라 약함)”로 명

명되었다. 그 후, 다짐이 필요없는 콘크리트를 단순히 

“자기충전 콘크리트”라 명명하고 현재 세계적으로 이 용

어가 주로 사용되고 있다.
4)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충전성을 얻기 위해서는 잔골재율과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를 한정하고 낮은 물-결합재비와 고성능 감수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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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the sources materials (% by mass)

SiO2 Al2O3 CaO Fe2O3 MgO SO3 K2O Na2O TiO3 Blaine (cm
2
/g)

GGBS 31.57 13.58 43.26 0.38 4.86 4.53 0.41 0.18 0.55 4300

Table 2 Properties of aggregate

Aggregate
Maximum 

size (mm)

FM

(finess 

modulus)

Density

(g/m
3
)

Water 

absorption 

(%)

Fine 5 2.86 2.58 1.20

Coarse 13 7.92 2.69 0.40

Table 3 Compositions of binders

Binder Compositions of binder (wt)

OPC OPC 100%

Slag Slag 100%

B1 Slag 93%+NaOH 3%+Na2CO3 4%

B2 Slag 90%+Na2SiO3 10%

B3 Slag 89.5%+Ca(OH)2 7.5%+Na2SO4 3%

사용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다.
5)

 또한 균질하

고 점착력이 있는 배합을 위해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높은 단위 분체량을 요구한다.
6)

 자기충전 콘크리트는 높

은 유동성으로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과정에서 재료분리

나 블리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점성확보가 필

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은 굵은골재의 최대치수나 잔골재

율의 조정, 단위 분체량의 증가 또는 증점제를 사용하여 

해결한다.
6)

 현재까지의 자기충전 콘크리트는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이하 OPC)를 기반으로 각종 미네랄 혼화재

를 치환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7-9)

 알칼리 활성 슬

래그(alkali activated slag, AAS) 결합재를 활용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AAS 결합재는 시멘트 원료인 클링커

를 전혀 사용하지 않아 제조 공정에서 탄소배출량을 현

저하게 줄일 수 있고, 산업부산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

여 산업 폐기물을 효과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OPC 대체 재료로써 AAS 결합재 개발에 관

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다.
10-12)

 일반적으로 AAS 결합재

의 물리적인 성능은 활성화제의 종류와 첨가량에 따라 

OPC 수준을 만족하거나 상회하며, 내화학성이 뛰어나고 

초기 강도발현이 높다.
13)

 자기충전 콘크리트는 높은 유동

성과 충분한 점성을 확보하기 위해 고성능 감수제나 증

점제를 첨가하게 되는데, 이는 콘크리트의 원가상승의 

주된 원인이 된다. AAS 결합재는 OPC보다 기본적으로 

높은 점성을 지녔기 때문에 자기충전 콘크리트 배합 시 

증점제를 사용하지 않거나 그 사용량을 줄일 수 있을 것

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는 AAS 결합재를 이용한 자기충

전 콘크리트 개발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AAS 결합재의 

자기충전 콘크리트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

로 하고 있다.

2. 재료 및 실험방법

2.1 재료

Table 1은 이 연구에서 사용한 AAS의 모재료(source 

material, SM)인 고로슬래그의 화학성분을 나타낸다. 고

로슬래그는 KS F 2563에 규정되어 있는 3종 분말도(4204

cm
2
/g)인 슬래그 시멘트용 고로슬래그이며, 비중은 2.93

이다. 굵은골재는 콘크리트의 유동성 확보 및 재료분리

를 방지하기 위해 최대치수 13 mm를 사용 하였고, 잔골

재는 강모래를 사용하였으며, 잔골재 및 굵은골재의 물

리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2.2 실험방법

2.2.1 페이스트 시험

AAS 결합재는 활성화제의 종류와 양에 따라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나타내는데, 일반적으로 강알칼리계인 수

산화나트륨(NaOH)과 규산나트륨(Na2SiO3)을 활성화제로 

사용한 AAS 결합재는 OPC 수준의 높은 강도를 나타내

지만,
14-16)

 비교적 약알칼리성의 수산화칼슘(Ca(OH)2)을 

활성화제로 사용한 AAS 결합재의 강도는 높지 않다.
17)

 

페이스트 시험은 Table 3의 결합재들을 대상으로 자기충

전 콘크리트에 적용 가능한 AAS 결합재와 고성능 감수

제를 선정하기 위한 유동성 시험이 목적이며, 미니 슬럼

프 플로우(mimi-slump flow)테스트를 통해 유동성이 우수

한 AAS 결합재를 선정하여 레올로지(rheology) 특성을 

분석하였다.

1) AAS 결합재 및 고성능 감수제 선정 시험

자기충전 콘크리트에 적합한 AAS 결합재와 고성능 감

수제를 선정하기 위해 페이스트(물-결합재 중량비(W/B) 

0.4)의 미니 슬럼프 플로우(mini-slump flow)시험을 수행

하였다. 슬럼프 플로우 값은 페이스트의 유동성과 관계

가 깊은데, 슬럼프 플로우 값이 크면 클수록 유동성이 좋

다. 시험에 사용된 페이스트는 활성화제를 첨가하지 않

은 고로슬래그 파우더와 AAS 결합재 3종, 그리고 비교대

상인 OPC 등 총 5가지 페이스트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AAS 결합재 3종(B1, B2, B3)은 수산화나트륨, 규산나트

륨, 수산화칼슘의 주 활성화제들과 황산나트륨(Na2SO4), 

탄산나트륨(Na2CO3)의 보조 활성화제 조합 중 예비실험

을 통해 결합재 대비 활성화제 첨가량을 고려한 가장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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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Mix proportions

Mix.

code.

W/B

(%)

S/a

(%)

Binder

(kg/m
3
)

Water

(kg/m
3
)

Aggregate
AE agent

(kg/m
3
)

Plasticizer (kg/m
3
)

(plasticizer/binder)Fine
(1)

(kg/m
3
)

Fv

(%)

Coarse
(2)

(kg/m
3
)

Cv

(%)

B400W46 46 47 400 184 790 30.6 894 33.2 0.16 6.48 (1.62%)

B400W44 44 47 400 176 800 31.0 905 33.6 0.16 6.72 (1.68%)

B400W42 42 47 400 168 810 31.4 917 34.1 0.16 9.00 (2.25%)

B500W40 40 47 500 200 725 28.1 821 30.5 0.20 4.45 (0.89%)

B500W38 38 47 500 190 738 28.6 835 31.0 0.20 4.70 (0.94%)

B500W36 36 47 500 180 751 29.1 850 31.6 0.20 8.35 (1.67%)

B600W36 36 47 600 216 748 29.0 748 27.8 0.24 4.80 (0.80%)

B600W34 34 47 600 204 765 29.7 765 28.4 0.24 6.00 (1.00%)

B600W32 32 47 600 192 782 30.3 782 29.1 0.24 9.60 (1.60%)

Fv : volume ratio of fine aggregate{(1)/(2.58(density)×1000)}, Cv : volume ratio of coarse aggregate{(2)/(2.69(density)×1000)}

Table 4 Performance standard criterion by JSCE
18)

Rank items 1 2 3

Construc-

tion 

condition

Minimum gap 

between 

reinforcement (mm)

35-60 60-200 ≥200

Amount of 

reinforcement
≥350 100-350 ≤100

Flowability Slump flow (mm) 600-700 600-700 500-650

Segrega-

tion 

resistance

Time required to 

flow through 

V-funnel (s)

9-20 7-13 4-11

Time required to 

reach 500 mm of 

slump flow (s)

5-20 3-15 3-15

Filling height of U-box (mm) ≥300 ≥300 ≥300

제적이며 압축강도가 우수한 결합재를 선정하여 실험하

였으며, 각각의 결합재의 구성비는 Table 3과 같다. 고성

능 감수제는 모두 OPC에 최적화된 것으로써 고유동성을 

갖는 AAS 결합재와 이에 적합한 고성능 감수제의 선택

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작용기의 성분 별로 리그닌

(lignine)계, 나프탈렌(naphthalene, PNS)계, 폴리카르본산

(polycarboxylate, PC)계의 액상과 분말 형태의 총 14 가지 

고성능 감수제들을 확보하였다. 미니 슬럼프 시험 시 고

성능 감수제는 각각 결합재의 중량비 0.5%를 첨가하였으

며, 배합 직 후 pH메터를 이용하여 각 페이스트들의 pH

를 측정하였다.

2) 레올로지(rheology) 특성 시험

페이스트의 유동성은 콘크리트의 유동성에 지대한 영

향을 미치는데, 일반적으로 AAS 결합재 페이스트는 

OPC 페이스트 보다 유동성이 떨어진다. 이런 유동특성

의 차이를 정량적으로 비교 · 분석하기 위해 레올로지 분

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방법은 레오메타(rheometer)를 이

용하여 결합재 선정시험을 통해 선정된 AAS 결합재와 

OPC 페이스트의 W/B를 각각 0.35∼0.55 까지 0.05 차이

로 구분하여 페이스트의 점성과 항복강도를 구하고 레올

로지 특성을 서로 비교 분석하였다.

2.2.2 콘크리트 시험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굳기 전 물성시험 및 성능기준은 

일본토목학회(JSCE)
18)

와 유럽통합기준(EFNARC),
19)

 미국

콘크리트학회(ACI)
20)

에서 제시되고 있는데, 국내는 대한

토목학회(KSCE)의 ‘토목공사 표준일반시방서’의 부록에 

‘고유동 콘크리트의 시험규준’이 제시되어 있다. 시험은 

크게 콘크리트의 유동성, 점성(재료분리저항성), 간극의 

충전성 및 통과성의 4가지 성능을 평가한다. 이 연구에서

는 일본토목학회의 성능기준을 평가기준으로 삼았으며, 

내용은 Table 4와 같다. 콘크리트의 성능은 배근된 철근

의 간격과 철근량의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보통은 

기준 Rank item 1 또는 2에 해당된다. 페이스트의 유동성 

시험을 통해 선정된 결합재를 사용하였으며, Table 5는 

단위 결합재량과 W/B에 따른 콘크리트 배합표이다. 시험

배합을 통해 각 단위 결합재량(400, 500, 600 kg/m
3
)에 대

한 고성능 감수제의 최대 첨가량(결합재 중량비 2.5%) 내

에서 슬럼프 플로우 600 mm를 넘는 최소의 W/B를 구하

고, 최소 W/B에서 2%씩 W/B를 증가 시켰을 때 슬럼프 

플로우 600 mm를 만족하기 위한 유동화제의 최소량을 

배합실험을 통해 산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AAS 페이

스트의 기본 점성만을 이용해서 재료분리가 발생하지 않

는 고유동 콘크리트 개발이 목적이므로, 증점제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 각 재료는 중량비로 계량한 후 중력식 

믹서를 이용하여 배합하였고, 콘크리트는 배합 직후 굳

지 않은 콘크리트의 유동특성 시험을 실시하고, 소정의 

재령까지 수중양생한 후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1) 유동성 시험

유동성 평가 시험은 슬럼프 콘(slump-cone)에 시료를 

채운 후 다짐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심이 작용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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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lump cone flow test (b) V-funnel test (c) U-box test (d) J-ring test

Fig. 1 Test of flowability, segregation resistance, filling and passing ability (unit: mm)

게 수직으로 들어 올려 시료의 자중만으로 흘러 퍼지게 

한다. 이때 퍼진 시료의 직교하는 2개의 부분을 선택하여 

측정 후 그 평균값을 슬럼프 플로우(mm) 값으로 측정한

다(Fig. 1(a)). 슬럼프 플로우 값은 600∼700 사이의 값을 

요구하는데, 600보다 작거나 700보다 크면 펌프압송 시 

물성의 변화에 의한 문제가 야기된다.

2) 점성(재료분리 저항성) 시험

콘크리트의 점성 시험은 ‘T500 플로우’와 ‘V-funnel’ 

시험을 실시하였다. T500 플로우 시험은 슬럼프 플로우

가 500 mm까지 도달하는 시간(sec)을 측정하는 시험이고, 

V-funnel 시험은 V형 깔때기 모양의 시험 장치에 시료를 

채운 후 하부의 입구를 개방하고 콘크리트가 완전히 흘

러내렸을 때까지의 유하시간(sec)을 측정하는 시험이다. 

만약 콘크리트의 점성이 낮아 재료분리가 발생하게 되면 

T500 플로우 시험 시 골재는 제자리에 남고 페이스트만 

흘러내리기 때문에 슬럼프 플로우가 500 mm까지 도달하

는 시간이 매우 짧게 된다. V-funnel 유하속도 시험의 경

우 콘크리트의 점성이 너무 낮으면 재료분리가 발생하게 

되고 V-funnel 하부에서 굵은골재에 의해 토출구가 막혀 

유하시간이 길어진다. 반대로 점성이 너무 높으면 콘크

리트와 V-funnel 측면의 마찰저항이 커져 이 또한 유하시

간이 길어지는 특징이 있다(Fig. 1(a), (b)).

3) 충전성 시험

충전성 시험은 콘크리트의 다짐작업 없이 자중만으로 

철근사이를 통과하여 채워지는 성능을 평가하는 시험으

로 U-box와 L-box 시험을 주로 실시한다. 이 연구에서는 

U-box 시험을 실시하였는데, 중앙부에 철근과 격리판을 

설치한 U형 장치를 이용한다. U형 장치의 한쪽에 콘크리

트를 채운 후 격리판을 제거하여 콘크리트가 철근 사이

를 통과하여 상승된 높이 또는 양쪽의 콘크리트 높이의 

단차(mm)를 측정하여 충전성을 평가하는 시험이다(Fig. 1(c)). 

4) 간극통과성 시험

간극통과성 시험은 일본토목학회 시험기준에는 없지

만, 유럽통합기준
19)

과 미국표준시험규격인 ASTM
20)

에는 

명시되어있다. 유럽통합기준의 간극통과성 시험인 ‘J-ring’ 

시험은 직경 300 mm의 J-ring 장치의 중앙에 슬럼프 콘을 

넣고 콘크리트를 채워 넣은 후 다짐작업 없이 슬럼프 콘

을 들어 올려 콘크리트를 자중만으로 J-ring의 16 mm봉 사

이를 통과시키는 시험이다. 콘크리트가 J-ring을 통과하여 

흘러 퍼졌을 때 J-ring 단부 4지점에서 높이를 측정하여 평

균을 낸 후 중앙부와의 단차(mm)를 측정하는 시험으로 콘

크리트의 간극 통과성능을 확인할 수 있다(Fig. 1(d)).

5)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방법은 KS F 2405에 준하여 실시하였으

며, 시험용 공시체는 Φ100×200 mm의 원주형 몰드에 다

짐을 하지 않고 성형하여 24 시간 후 몰드를 탈형 하였

으며, 소정의 재령까지 20±2℃의 수조에서 양생을 실시

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AAS 결합재 및 고성능 감수제 선정 시험 결과 

Table 6은 각 활성화제 계열별 결합재들의 유동특성과 

적용 가능한 고성능 감수제 선정을 위한 실험 결과이다. 

OPC와 슬래그 페이스트에서는 PC계 고성능 감수제가 가

장 우수한 유동성능을 보였다. AAS 결합재 중 수산화나

트륨기반 B1의 유동성은 리그닌-PNS-PC계 고성능 감수

제 순이고, 규산나트륨기반 B2는 PNS-PC=리그닌계 순이

며, 수산화칼슘기반 B3는 PC-리그닌-PNS계 순이다. 강알

칼리성을 띄는 B1 결합재는 리그닌계 적용 시 유동성 향

상을 보여주지만 PNS와 PC계 고성능 감수제 사용 시는 

유동성 향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규산

나트륨 기반의 B2 결합재 역시 B1결합재 보다는 다소 향

상된 유동성을 보였지만 OPC나 B3결합재 보다는 현저히 

낮은 유동성을 나타냈다. B3 결합재는 OPC보다 기본적

인 유동성은 낮지만 고성능 감수제 계열별 유동성 향상

특성은 OPC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며, 특히 일부 PC계 

고성능 감수제와의 조합은 플로우 400 mm 이상의 고유

동성을 나타냈다. 시험 결과를 통해 PNS와 PC계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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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Mini-slump flow results of AAS and OPC pastes with super-plasticizers

Super-plasticizer Code Type

Mini slump test (mm)

OPC Slag 
B1

(NaOH base)

B2

(Na2SiO3 base)

B3

(Ca(OH)2 base)

-  Plain 120 (pH 12.8) 110 (pH 12.1) 100 (pH 13.4) 100 (pH 13.1) 100 (pH 12.4)

Lignine
1_Lig_L Liquid 210 150 170 180 190

2_Lig_P Powder 200 250 170 170 170

Naphthalene 

(PNS)

 3_PNS_L Liquid 210 220 140 150 160

 4_PNS_L Liquid 200 180 120 140 150

 5_PNS_L Liquid 270 270 120 200 260

 6_PNS_P Powder 300 350 120 210 270

Polycarboxylate 

(PC)

7_PC_L Liquid 320 460 120 120 170

8_PC_L Liquid 300 260 100 110 130

9_PC_L Liquid 410 600 100 190 360

10_PC_L Liquid 400 550 100 170 260

11_PC_L Liquid 320 430 100 120 180

12_PC_L Liquid 380 560 110 130 210

13_PC_P Powder 450 550 100 190 420

14_PC_P Powder 430 550 100 180 360

(a) AAS paste

(b) OPC paste

Fig. 2 Result of rheometer

감수제는 강알칼리 상태에서 유동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슬래그와 OPC 페이스트에 PNS와 PC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면 슬래그 페이스트의 유동성이 

OPC보다 더 높게 나타나지만, 슬래그 페이스트에 활성

화제가 첨가되면 유동성이 현저히 저하되었다. 이는 슬

래그 페이스트의 pH가 OPC 보다 더 낮지만, 활성화제가 

첨가되면 pH가 급격히 높아지기 때문이며, 이런 현상은 

PNS보다 PC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할 때 더 민감하게 

나타난다. PC계 고성능 감수제는 측쇄(side chain)의 입자

간의 입체장애에 의한 분산효과로 우수한 유동성을 나타

내지만 이 측쇄는 pH 13.0∼14.0의 강알칼리 상태에서 

가수 분해되어 유동성을 잃는 특징이 있다.
21)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교적 낮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지만 약알칼

리의 특성으로 PC계 고성능 감수제의 측쇄를 손상시키

지 않는 수산화칼슘 기반 활성화제 조합인 B3 결합재를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결합재로 선정하였고, 고유동성에 

탁월한 성능을 보인 PC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3.2 페이스트의 레올로지 특성 시험 결과 

Fig. 2는 수산화칼슘기반의 B3 AAS와 OPC 페이스트

의 레오메터 측정 데이터이며, Table 7은 측정 데이터로 

부터 유변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이다. 레오메터 측정 

데이터인 전단속도(shear rate)와 항복강도(yeild stress)의 

관계 그래프에서 추세선을 이용하여, 전단속도가 0인(y축 

절편) 지점인 페이스트의 초기항복강도를 구한다. 이때 

그래프의 기울기는 점성을 나타내는 점도계수(μ)가 된다. 

초기항복강도는 페이스트의 플로우 값에, 점도계수는 플

로우 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론적으로 초기항복강도

가 크면 플로우 값이 작아지고, 점도계수가 크면 플로우 

속도가 느려진다. 유동성은 이 초기항복강도와 점성에 

의해 결정된다. 시험 결과 동일 W/B의 페이스트들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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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Rheological properties of AAS binder and OPC 

pastes

Binder W/B (%) Yeild stress (Pa) Viscosity (μ)

AAS_40 40 - -

AAS_45 45 16.4 0.26

AAS_50 50 17.3 0.15

AAS_55 55 15.0 0.10

OPC_35 35 - -

OPC_40 40 17.4 0.09

OPC_45 45 14.2 0.10

OPC_50 50 13.5 0.03

Fig. 3 Result of slump cone flow

Fig. 4 Result of slump cone flow 500 mm time (T500) 

Fig. 5 Result of V-funnel flow time

교하면 AAS가 OPC보다 초기항복강도는 다소 높고, 점

성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다. AAS 페이스트의 점성은 

W/B 45%에서는 OPC보다 약 2.9배, W/B 50%에서는 3.3

배나 높게 측정되었다. 페이스트의 점성은 일반적으로 

입자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는 속도와 관계가 있는데, 물

이 잘빠져 나가면 점성이 낮고, 물이 잘 빠져나가지 못하

면 점성은 높아진다. 구형을 띈 OPC 입자와 달리 AAS의 

슬래그(slag) 입자는 괴상으로 입자 사이로 물이 빠져나

가는 속도가 OPC보다 느리기 때문에 점성이 높은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런 높은 점성으로 AAS가 OPC보다 유동

성이 나쁘며, 동일한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W/B를 높

이거나 더 많은 양의 고성능 감수제가 필요하다. 

3.3 콘크리트의 유동성 시험 결과

슬럼프 플로우 시험 결과는 Fig. 3과 같이 B500WB36

의 배합을 제외한 모든 배합에서 650±50 mm의 슬럼프 

플로우 값을 만족하였다. B500WB36의 배합 또한 고성능 

감수제의 양을 늘리면, 슬럼프 플로우 기준치를 충분히 

만족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AAS 결합재를 이용한 

자기충전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OPC용 자기충전 콘크리

트 배합에 비해 고성능 감수제의 첨가량이 다소 높은데, 

목표 슬럼프 플로우 값을 만족시키기 위해 단위 결합재 

중량 비의 약 1.0∼2.5%의 고성능 감수제가 사용 되었다.

3.4 콘크리트의 점성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점성 시험 중 슬럼프 플로우 T500 도달시

간은 Fig. 4와 같이 B500과 B600시리즈는 JSCE기준 ‘Rank 

item 2’를, B400시리즈 배합은 ‘Rank item 1’을 만족 시켰

다. 하지만 B400시리즈의 경우 높은 점성으로 ‘Rank item 

2’를 만족 시키지 못했다. Fig. 5의 V-funnel 유하시간 결

과는 B500시리즈의 W/B 0.36의 배합을 제외한 B500과 

B600시리즈의 5가지 배합에서 목표 시간인 7∼20초를 

만족하였지만, B400시리즈는 유하시간 50∼95초 수준으

로 목표 시간에서 크게 벗어나는 결과를 보였다. 일반적

으로 시멘트를 사용한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경우 W/B가 

같을 때 단위 결합재량이 많아질수록 점성이 높기 때문

에 T500 도달시간과 V-funnel 유하시간이 길다. 하지만 

AAS 콘크리트는 W/B는 다르지만 단위 결합재량 B600시

리즈가 가장 짧았고, B400시리즈가 가장 길게 나타났다. 

B400 시리즈에서 V-funnel 유하시간이 매우 길게 나타난 

이유는 굵은골재의 맞물림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B400 시리즈는 굵은골재의 용적률이 33∼34% 수준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페이스트의 용적률은 낮다. 이 경

우 콘크리트 내에서 윤활 역할을 하는 페이스트의 양이 

부족하여 골재 간 맞물림 현상이 커지는데, 이 때문에 콘

크리트가 V-funnel 하부의 좁은 토출구를 지날 때 많은 

저항을 받게 되어 유하시간이 길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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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Result of U-box filling height 

Fig. 7 Result of J-ring step height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B400 series

Fig. 9 Compressive strength of B500 series

Fig. 10 Compressive strength of B600 series 

3.5 콘크리트의 간극 충전성 시험 결과

U-box 장치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간극 통과성능은 

Fig. 6에서 보는 바와 같으며 모든 배합에서 양호한 성능

을 나타내었다. U-box 시험은 일반적으로 충전높이(H : 

JSCE 300 mm 이상) 또는 좌우 충전된 높이 차이로 간극 

충전성을 평가하는데, 시험 결과 모든 배합에서 320 mm 

이상 충전되는 결과를 보였으며, U-box의 좌우 콘크리트

의 높이 차이 값인 R1-R2 값이 35 mm 이하를 나타내었

다. JSCE에서 권장하는 R1-R2 값이 120 mm이므로 모든 

배합이 충분한 간극 충전성능을 보였다. 

3.6 콘크리트의 간극 통과성 시험 결과

간극 통과성능 평가시험인 J-ring 시험 결과는 Fig. 7에

서 보는 바와 같이 모든 배합에서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B400시리즈가 가장 성능이 나빴으며, 

B500과 B600시리즈는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간극 통과

성능은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항복강도 및 점성과 관계

가 깊은데, 항복강도와 점성이 높으면 간극통과 시 저항

이 커져 통과성능이 나빠진다. U-box 충전시험 시 충전

성은 양호한 결과를 보였지만, J-ring의 간극 통과성능이 

불량한 이유는 골재 맞물림 영향과 페이스트의 높은 점

성 때문으로 사료된다. B400시리즈와 B500시리즈 중 

B500W36 배합은 다른 배합에 비해 페이스트의 용적 대

비 골재의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골재 맞물림 영향에 의

해 간극 통과성능이 저하된 것이며, B600 시리즈는 낮은 

W/B로 인한 페이스트의 높은 점성 때문으로 보인다. 고

성능 감수제에 의해 콘크리트의 항복강도가 낮아져서 유

동성능이 좋아지고 이로 인해 충전성능은 양호하지만, 

높은 AAS 콘크리트의 점성은 간극통과 시 콘크리트가 

많은 저항을 받게 되는데, 결합재량이 같을 때 W/B가 높

을수록 간극 통과성능이 향상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

다. 이런 간극 통과성능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의 페이스트 양을 늘리거나 페이스트 자체 점성이 낮춰

야 하는데, B400시리즈와 B500W36 배합은 페이스트의 

양이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철근이 과밀배근 된 

현장적용에는 무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7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Fig. 8∼10은 B400, B500, B600 시리즈의 물-결합재비 

및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을 나타낸 것이다. B400 



664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5권제6호 (2013)

시리즈의 W/B 0.42 공시체를 제외하고 모든 공시체에서 

W/B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게 나타났다. 재령에 따른 압

축강도는 재령 3일에 28일 강도의 약 75%정도의 강도가 

발현되었다. OPC의 3일 강도가 28일 강도의 50%이하인 

것에 비교하면 AAS 콘크리트의 초기강도발현 속도가 빠

른 것을 알 수 있다. B600시리즈의 W/B 0.32가 23.69

MPa로 가장 높은 강도를 나타내었고, B500시리즈의 W/B 

0.40가 15.48 MPa로 가장 낮은 강도를 보였다. 동일한 단

위 결합재량에서 W/B의 차이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보

이지만, 시멘트 콘크리트와 달리 단위 결합재량이 절대

적으로 많아진다고 해서 강도가 증가하지는 않았다. 이

는 결합재 자체 강도가 낮기 때문에 단위 결합재량이 많

아져도 그 이상의 압축강도 성능이 발현되지 않는 것으

로 판단된다. 압축강도와 굳기 전 콘크리트의 유동성능

을 평가하였을 때, 경제적인 배합은 단위 결합재량은 500 

kg/㎥ 수준이며, 이때 물-결합재 비율은 약 0.36, 고성능 

감수제는 결합재 중량비 1.0∼2.0% 정도가 적합할 것으

로 판단된다. 후속 연구로서 유동성을 고려하여 PC계 고

성능 감수제의 적용을 위해 수산화칼슘기반의 활성화제

를 사용한 AAS 결합재의 압축강도 증진 연구와, 이와 더

불어 강알칼리 상태에서도 유동성을 잃지 않는 새로운 

고성능 감수제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최대치수 13 mm의 굵은골재를 사용하였

는데, 최대치수 19, 25 mm의 굵은골재를 사용한 자기충

전 콘크리트의 연구도 진행되어야 한다.

 

4. 결    론

이 연구는 AAS 결합재를 이용하여 자기충전 콘크리트

를 개발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고유동성의 AAS 결합재

조합과 이에 적합한 고성능 감수제의 선정, 그리고 이를 

이용한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유동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규산나트륨이나 수산화나트륨 등의 강알칼리계 활

성화제를 사용한 AAS 결합재는 높은 강도를 발현

할 수 있지만, 고유동성 확보를 위한 폴리카르본산

(PC)계, 나프탈렌(PNS)계의 고성능 감수제가 제 성

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충전 콘크리트용 

결합재로 적용할 수 없다.

2) 고성능 감수제의 적용을 위해 비교적 약알칼리인 

수산화칼슘기반의 활성화제를 사용해야 하지만 시

험 결과, 이 결합재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약 15∼25 MPa 수준으로 낮기 때문에 고강도용 

자기충전 콘크리트용으로는 적합하지 않다.

3) 레올로지 분석 결과 AAS 페이스트는 OPC 보다 초

기항복강도와 점성이 높아 유동성이 떨어진다. 하

지만 유동성을 확보할 경우 AAS 결합재의 높은 기

본 점성으로 증점제 없이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

는 자기충전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하다.

4) AAS 결합재를 이용한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적합한 

단위 결합재량은 500 kg/m
3
 이고 이때 W/B는 약 

0.36이며, 고성능 감수제의 첨가량은 결합재량의 약 

1.0∼2.0% 수준이다. 

5) AAS결합재를 이용한 자기충전 콘크리트의 굳기 전 

물성 시험 결과 고유동성(slump flow)과 충전성

(U-box)은 대부분 JSCE 기준을 만족하는 수준이지

만, 점성(T500, V-funnel)과 간극통과성(J-ring, 유럽

통합기준)은 기준을 만족하지 못했다. 이를 만족시

키기 위해서는 페이스트 양을 늘리거나 페이스트 

자체 점성을 낮춰야 한다.

6) 현장적용이 가능한 AAS 자기충전 콘크리트 제조를 

위해 약알칼리계 활성화제를 사용하면서도 고강도

를 발현 할 수 있는 AAS 결합재의 개발과 높은 pH

에서도 유동성을 잃지 않는 AAS 결합재 전용의 고

성능 감수제의 개발 및 다양한 최대치수의 굵은골

재의 적용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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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alkali-activated slag, AAS) 결합재를 이용하여 자기충전성을 갖는 콘크리트 개발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자기충전 콘크리트에 사용될 AAS 결합재 및 고성능 감수제의 유동성능 평가를 통해 선정하고, 선정된 결합재 및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여 자기충전 콘크리트를 배합한 후 굳기 전 콘크리트의 유동특성을 평가하였다. 높은 pH에서 폴리카르

본산계 고성능 감수제의 성능이 저하됨에 따라 비교적 강도가 낮은 약알칼리성 활성화제를 사용한 AAS 결합재를 선정하였다.

시험 결과 일본토목학회(JSCE) 기준인 고유동성, 재료분리 저항성, 간극 충전성은 대부분 만족시켰으나, AAS 페이스트의 기본 

점성이 OPC에 비해 높은 이유로 유럽통합기준의 간극 통과성은 만족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AAS 결합재를 이용하면 증점제의 

사용 없이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는 자기충전 콘크리트 제조가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 연구는 AAS 결합재를 이용한 자기충

전 콘크리트 개발의 기초연구로서 앞으로 현장적용이 가능한 AAS 자기충전 콘크리트 개발을 위해 더 높은 강도의 고유동 결합

재와 간극 통과성을 높이기 위한 콘크리트 배합비의 연구가 필요하다.

핵심용어 : 유고로슬래그, 알칼리 활성 슬래그 결합재, 고유동성, 자기충전 콘크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