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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국내외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알칼리 

활성화 시멘트(alkali-activated cement; AAC)는 기존의 보

통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를 대

체할 수 있는 시멘트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특히, 고

로 슬래그 미분말을 활성화 반응의 주요 재료로 하는 알

칼리 활성화 슬래그 시멘트(alkali-activated slag cement; 

AASC)는 산업부산물의 재활용과 환경부하 저감 등의 특

성에 의해 친환경 콘크리트의 개념으로 소개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AASC는 높은 초기강도, 높은 

내구성 등의 장점을 나타내지만 급격한 유동성의 저하 

또는 빠른 초기 응결과 OPC 보다 큰 건조수축(drying 

shrinkage) 등의 단점도 존재하고 있다. 이러한 단점들을 

해결하기 위해 국내외 여러 학자들은 다양한 실험을 통

해 그 원인과 대책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1-5)

기존의 연구에서 AAC의 건조수축의 발생원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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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지만(Melo Neto et al.,1) Collins 

and Sanjayan4)), 아직까지 명확한 건조수축 원인과 해결방

안은 찾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여러 실험요인을 고려한 

건조수축의 특성 연구도 상당히 많이 연구되었다. Cengiz 

Duran Atis et al.2)는 활성화제의 종류에 따른 AASC의 건

조수축 특성연구에서, 액상의 규산나트륨(liquid sodium silicate; 

LSS)은 OPC에 비해 6배,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SH)은 3배의 높은 건조수축을 나타냈고, 탄산나트륨(sodium 

carbonate; SC)은 OPC와 거의 비슷하거나 낮은 건조수축

을 나타냈다고 하였다. Krizan and Zivanovic3)은 다양한 

종류의 LSS를 사용한 AASC 실험에서 OPC보다 높은 건

조수축률을 보고하였다. 

Collins and Sanjayan5)은 다공성 굵은골재(porous coarse 

aggregate)를 사용하여 건조수축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

고하였다.

Palacios and Puertas6)는 다양한 종류의 혼화제(super-

plasticizer)와 수축저감제(shrinkage-reducing admixture; SRA)

를 사용하여 AASC의 건조수축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또

한 Palacios and Puertas7)은 수축저감제를 사용하여 AASC의 

건조수축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Bilim C. et al.8)은 

수축저감제, 혼화제 그리고 응결지연제(set-retarding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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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사용하여 AASC의 건조수축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연구결과에서 수축저감제와 응결지연제가 건조수축을 감

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고 했다. Chang et al.9)은 석

고(gypsum)의 혼합은 AASC의 건조수축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Maochieh Chi10)는 활성화제인 LSS의 농도 및 시

험체의 양생조건에 따른 AASC의 건조수축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De Schutter and Poppe11)는 잔골재의 종류가 모르타르

의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입도곡

선, 조립률, 표면적 등이 모르타르의 유동성과 건조수축

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Redy and Gupta16) 등은 OPC

를 기반으로 한 모르타르의 시험에서 입도가 크고(coarse) 

작은(fine) 잔골재들의 유동특성과 강도에 대해 연구를 

하였다. V.G. Haach et al.15) 등은 OPC 모르타르에서 잔골

재의 입도에 따른 강도 특성에 대해 연구하였다. 그러나 

OPC 기반의 모르타르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여 AASC에

서 잔골재의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AASC에 대한 강도와 건조수축 메커니

즘 규명과 특성 파악을 위한 기초연구로서, 잔골재의 입

자 크기에 따른 AASC의 압축강도와 건조수축에 관한 영

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잔골재의 입도에 따른 AASC

의 건조수축과 강도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2. 실험계획

잔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AASC의 강도와 건조수축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강모래와 3종류의 입자크기를 가지

는 규사(silica sand)를 혼합하여 모르타르를 제작하였다.

2.1 사용재료

본 연구를 위해 사용한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포항의 K

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XRF에 의한 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잔골재는 강모래와 입도가 다른 3종류의 규사를 사용

하였고, 규사는 물리-화학적 성질이 동일하도록 단일 채

취장소에서 생산 가공된 제품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규사는 강원도에서 채취한 것으로 SiO2가 97.12%

로 구성되어 있고, 밀도는 0.0027 g/mm3, 흡수율은 0.23%

이다. 표면적(surface area)은 강모래와 규사 입자가 모두 

구형(spherical) 이라고 가정하고, 
mean

을 사용하여 계산

하였다12). 여기서 는 골재의 밀도이고, 


은 골재의 평

균입경을 의미한다. 그리고 강모래(
 

)와 규사(
 

)

의 평균입경에 대한 비를 로 나타내었다. Table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강모래와 3종류의 규사에 대한 특성을 나

타내었다.

본 연구에서는 강모래와 3종류의 규사를 각각 혼합한 

혼합 잔골재에 따른 AASC의 강도와 건조수축 특성을 살

펴보기 위해 잔골재의 혼합을 평균입도비()에 따라 3가지 

시리즈로 구분하였다. 첫째, 강모래와 SS1 규사를 0~100%

까지 10% 단위로 치환하는 S1 시리즈(=6.818), 둘째는 

강모래와 SS2 규사를 S1시리즈와 같은 비율로 치환하는 

S2 시리즈(=3.363),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모래와 SS3 

규사를 동일 비율로 치환하는 S3 시리즈(=2.545)의 3가

지로 구분하여 각각의 혼합 잔골재에 따른 AASC의 강도

와 건조수축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Fig. 1는 강모래(RS)와 3종류의 규사(SS1, SS2, SS3)의 

입도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강모래와 입도가 다른 규사를 혼합한 잔골재의 조립률

(FM)과 표면적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조립률은 혼합된 

잔골재에 대해 실제 측정한 값이고, 표면적은 이론계산

에 의한 값이다. 이를 통해 표면적은 규사의 치환율이 높

아질수록 감소하고 있으며, 조립률은 규사의 치환율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또한 조

립률과 표면적은 규사의 치환율에 따라 서로 상반되는 

Table 1 The properties of blast furnace slag 

Blast furnace slag

Chemical
components

(%)

SiO2 29.67

Al2O3 9.90

Fe2O3 0.68

CaO 56.03

MgO 1.99

TiO2 0.78

MnO 0.37

SO3 -

K2O 0.48

Physical
properties

Ig.loss 0.34

Blain(m2/kg) 420

Density(g/mm3) 0.0028

Table 2 The properties of river sand and silica sands

River 
sand
(RS)

Silica 
sand1
(SS1)

Silica 
sand2
(SS2)

Silica 
sand3
(SS3)

Fineness 
modulus(FM)

2.13 4.93 3.93 3.62

Absorption(%) 1.03 0.45 0.45 0.45

Specific surface 
area (m2/kg)

4.01 0.61 1.22 1.56

Mean diameter
(dmean, mm)

0.55 3.75 1.85 1.40

Density(g/mm3) 0.00272 0.00265 0.00265 0.00265

Diameter ratio

 



 


  - 6.818 3.363 2.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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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을 나타내었다. 강모래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규사 입자의 영향이 다양한 조립률과 표면적을 나타내도

록 설계하였다. 

2.2 배합 및 시편제작

실험을 위해 W/B는 0.50로 하고, 규사를 각각의 입자 

크기별로 잔골재 중량의 0%에서 100%까지 10% 단위로 

치환하였다. 모르타르 배합의 결합재와 모래의 중량비는 

1 : 2이다. Table 3은 모르타르 배합에 사용된 재료의 중

량비를 나타낸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알칼리 활성화제는 S사의 수산화나트륨

(sodium hydroxide; NaOH, purity > 98%)이다. 활성화제의 

첨가량은 결합재(binder) 중량의 2M와 4M의 두 가지 농

도를 사용하였다. 활성화제를 배합수에 해당 농도만큼 

투입 후 잘 저은 다음, 6시간 정도 실내에 방치한 후 사

용하였다. 배합은 KS L 5109에 따라 배합하였다. 배합 

후 온도 23±2°C, 상대습도 75±5%의 항온항습기에 24시

간 동안 보관 후 몰드를 제거한 다음 온도 23±2°C, 상대

습도 75±5%의 항온항습기에 측정 재령일까지 보관하였

다. 각 실험 Case와 고려요소는 Table 4에 나타내었다. 

3. 결과 및 고찰

3.1 플로우

Fig. 3은 혼합 잔골재의 플로우 측정 결과이다. 플로우

는 KS L 5111의 규정에 따라 시험하였다. 활성화제의 농

도가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플로우가 감소하는 것이 관찰

되었다. 활성화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고로슬래그 미분말

의 활성화 반응과 반응생성물질의 생성이 증가되어 응결

과 경화 작용이 촉진되는 결과로 생각된다. 규사의 크기

가 상대적으로 큰 S1 시리즈의 시험체가 가장 큰 플로우 

값을 나타내었고, 그 다음이 S2와 S3 순서였다. 잔골재의 

입자가 커짐에 따라 상대적으로 페이스트와의 부착면적

이 작아지고, 페이스트의 유동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하여 

플로우 값이 증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V.G. Haach15)와 Reddy and Gupta16)의 입도가 큰 잔골재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플로우 값이 상대적으로 크게 측정된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플로우

Fig. 1 Gradation of river sand and silica sands

Fig. 2 Fineness modulus and surface area of blended fine 

aggregate

Table 3 Mix design of mortar by mass ratio

W/B Water Binder Fine aggregate

0.5 0.5 1.0 2.0

Table 4 Factors and levels considered

Factor Level Index

Dosage of activator

D
1 2M NaOH

2 4M NaOH

Mix series

S

1 RS + SS1

2 RS + SS2

3 RS + SS3

Replacement ratios

River sand Silica sand

R

0(Control) 100 0

1 90 10

2 80 20

3 70 30

4 60 40

5 50 50

6 40 60

7 30 70

8 20 80

9 10 90

10 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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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 살펴본 AASC 모르타르의 유동특성은 잔골재 입

자의 크기에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압축강도

Fig. 4는 혼합 잔골재의 압축강도 특성에 대한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압축강도는 KS L5105 규정에 따라 측정

하였으며, 3개의 시험체를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

였다.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살펴보면, S1, S2 그리고 S3 시리

즈 모두 특정 규사 혼합율에서 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3, 7, 28 그리고 91일의 모든 측정 재령에서 

동일한 특정 규사 혼합율에서 강도가 증가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S1의 경우 활성화제 농도가 2M인 배합에

서는 R5(RS 50% + SS1 50%)에서, 4M에서는 R5(RS 50% 

+ SS1 50%)에서 최대 압축강도 값을 측정되었다. S2는 

2M의 활성화제 농도에서는 R3(RS 70% + SS2 30%)에서, 

4M일 때는 R4(RS 60% + SS2 40%)인 경우가 가장 큰 강

도를 나타내었다. S3은 활성화제 농도가 2M인 경우에는 

R2(RS 80% + SS3 20%), 4M일 때는 R3(RS 70% + SS3 

30%)인 경우가 가장 큰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각각의 

혼합 잔골재 비에 따른 91일 최대 압축강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활성화제의 농도에 따른 강도 특성은 세 시리즈가 다

르게 나타나고 있다. 2M의 활성화제 농도에서 최고강도

는 S3 시리즈에서, 4M의 활성화제 농도에서는 S1 시리

즈에서 최고 강도가 발생하였다. 또한 최고강도가 발생

한 혼합율을 보면, S1 시리즈는 2M와 4M 농도에서 모두 

R5가, S2 시리즈는 2M에서 R3이, 4M의 농도에서는 R4, 

S3 시리즈에서는 2M 농도는 R2가 4M 농도는 R3으로 나

타났다. 이러한 특성은 활성화제의 농도가 작을 때는 상

대적으로 잔골재와 페이스트간의 부착력보다 골재입자간

의 인터록킹(interlock)과 입자의 분포, 입자간 필러(filler)

효과 등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G. A. Rao,11) S.K. Lim et al.,14)와 V.G Haach et 

al.15) 등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그

러나 활성화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활성화 반응이 증대되

어 반응 생성물질들의 생성이 촉진되고 잔골재와 페이스

트 간의 부착력 증대와 함께 골재의 입도 차이에 따른 인

Fig. 3 Flow value of blended fine aggregates (a) S1 series

(b) S2 series

(c) S3 series

Fig. 4 Compressive strength of blended fine aggregates

Table 5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at 91 days

Type of sand D1 (MPa) D2 (MPa)

S1 R5 34.90 R5 59.52

S2 R3 37.99 R4 55.58

S3 R2 40.56 R3 5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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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록킹 등의 영향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강도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동

일 W/B비와 잔골재를 사용한 AASC 모르타르에서 활성

화제의 농도는 압축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AASC 모르타르에서 활성화제의 농도

와 잔골재의 입도사이에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

가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Fig. 5는 압축강도와 혼합 잔골재의 조립률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고, Fig. 6은 압축강도와 혼합 잔골재의 표면

적과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조립률에 따른 강도 특성을 살펴보면 2M의 활성화제 

농도에서 최고강도는 조립률이 2.4~3.5 범위에서 발생하

고, 4M의 농도에서는 2.8~3.5의 조립률 범위에서 발생하

고 있다. 또한 표면적을 보면 최고강도가 발생한 혼합잔골

재의 표면적은 2M의 활성화제 농도에서는 2.3~3.6 m2/kg에

서, 4M의 농도에서는 2.4~3.3 m2/kg 범위에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특정 조립률과 표면적 범위에서 최고 강도

가 발생하는 것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G. A. 

Rao12)가 연구한 결과에서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 7은 세 개의 시리즈에서 최고 강도가 발생한 혼합 

잔골재의 조립률과 표면적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최고 

강도가 발생한 혼합 잔골재의 조립률과 표면적의 역수는 

(a) D1

(b) D2

Fig. 5 Compressive strength with FM of blended fine 

aggregates

(a) D1

(b) D2

Fig. 6 Compressive strength with surface area of blended 

fine aggregates

Fig. 7 Fineness modulus-surface area relationship for AASC

mortar at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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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활성화제의 농도에 관계없이 선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

나고 있다. 조립률과 표면적과의 상관관계를 통해 AASC

의 배합에서 적정 수준의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배

합전 사용될 잔골재의 조립률과 표면적 사이의 상관관계

를 파악하고 적절한 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건조수축

건조수축의 측정은 ASTM C490 규정에 의해 25×25×285mm 

시험체를 제작하여 측정하였다. 건조수축의 측정은 ASTM 

C596에 제시된 방법을 따라 몰드에 타설 한 후 24시간 

동안 23±2°C, 습도 75±5%의 항온항습기에 보관한다. 그

다음 몰드를 제거하고 48시간 동안 23±2°C의 수중에 보

관한 다음 시험체를 꺼내 초기 길이를 측정한다. 그 후 7

(a) D1S1 (d) D2S1

(b) D1S2 (e) D2S2

(c) D1S3 (f) D2S3

Fig. 8 Drying shrinkage of blended fine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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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단위로 시험체의 길이변화를 측정하여 건조수축율을 

계산하였다. Fig. 8은 혼합 잔골재의 건조수축율을 나타

낸 것이다. 건조수축 특성을 살펴보면, S1 > S2 > S3 순

서로 건조수축 감소효과가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

다. 건조수축의 감소효과는 치환하는 규사의 입자가 클

수록 건조수축 감소효과도 더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

러한 결과는 골재의 입자 크기에 따른 건조수축의 영향

을 연구한 선행 연구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G. A. Rao11)는 OPC와 실리카 퓸(silica fume)을 혼합한 결

합재에서 잔골재의 입자 크기가 커질수록 건조수축이 감

소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용한 혼합 잔

골재의 건조수축 감소 경향은 OPC를 이용한 실험결과들

과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Fig. 8에 나타난 결과를 살펴보면 잔골재의 평균입도비

()에 따라 건조수축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즉, 평균입도비가 큰 S1 시리즈의 경우 강모래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큰 입자의 규사가 혼합되어 건조수축

감소 효과가 크고, S2와 S3 순서로 평균입도비가 감소함

에 따라 건조수축이 감소하는 정도도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S.K. Lim14)는 잔골재의 입도가 작을수록 모

르타르 내부에 수분을 저장하는 능력이 더욱 향상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입도가 작은 잔골재의 수분 저장능력 증

가는 건조수축을 증가시키는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강모래와 혼합되는 규사의 입도가 건조수축에 영

향을 미치는 중요인자 중 하나라고 판단된다. 

Table 6은 재령 182일에서의 최종 상대건조수축율을 정

리하여 나타낸 것이다. S1에서 2M의 활성화제 농도에서 

SS1의 치환율이 가장 높은 R10(RS 0% + SS1 100%)의 

경우 R0(RS 100% + SS1 0%)에 비해 56.2% 건조수축 감

소효과가 있었고, 4M의 경우에는 R10에서 44.0%의 감소

효과가 있었다. S2의 2M 농도에서는 R10은 R0와 비교하

여 17.5%, 4M에서는 23.6% 건조수축이 감소하였다. S3

에서는 건조수축이 2M일 때 R10은 R0와 비교하여 8.8%, 

4M인 경우에는 17.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Table 6 Drying shrinkage at 182 days

Drying shrinkage (%)

D1 D2

S1 S2 S3 S1 S2 S3

R0 -0.13517 -0.13517 -0.13517 R0 -0.19954 -0.19954 -0.19954

R1 -0.13486 -0.13552 -0.13542 R1 -0.19944 -0.19369 -0.19994

R2 -0.12969 -0.13532 -0.12923 R2 -0.18810 -0.18852 -0.19336

R3 -0.12945 -0.12945 -0.12909 R3 -0.18419 -0.18775 -0.18786

R4 -0.12945 -0.12942 -0.12385 R4 -0.17644 -0.18241 -0.18232

R5 -0.12912 -0.11757 -0.12969 R5 -0.15909 -0.18181 -0.18217

R6 -0.11169 -0.12460 -0.12365 R6 -0.14093 -0.17690 -0.17685

R7 -0.10001 -0.11771 -0.12365 R7 -0.12941 -0.16509 -0.17614

R8 -0.08237 -0.11180 -0.12359 R8 -0.11759 -0.15869 -0.17605

R9 -0.07658 -0.11167 -0.12359 R9 -0.11744 -0.15272 -0.17075

R10 -0.05915 -0.11156 -0.12331 R10 -0.11158 -0.15247 -0.16446

(a) (b)

Fig. 9 Drying shrinkage (a) drying shrinkage and FM, (b) drying shrinkage and surfac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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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고려한 입자의 크기가 다른 규사를 혼합한 

혼합잔골재가 선행 연구들에 나타난 다양한 건조수축 감

소방법과 비교하여도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고 

판단된다. 

Fig. 9은 각 시리즈에서 측정한 건조수축 중 182일 최

대 건조수축율을 조립률과 표면적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Fig. 9의 그래프에서 나타난바와 같이, 조립률은 증가하

고 표면적은 감소할수록 건조수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따라서 건조수축의 영향을 고

려하기 위해서는 잔골재 가능한 범위 내에서 조립률을 

크게 하고, 표면적은 작게 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

된다.

잔골재의 종류와 혼합율에 따른 AASC 모르타르의 강

도와 건조수축 특성은 기존의 OPC계 모르타르의 잔골재

에 따른 특성과 유사한 것을 할 수 있다. 그러나 OPC계 

모르타르와 다르게 AASC 모르타르는 활성화제의 농도

에 따라 잔골재와 페이스트 간의 부착력 등에 영향을 미

치고 이에 따라 강도와 건조수축 특성이 다르게 나타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잔골재의 특성과 함께 활성

화제의 농도도 AASC 모르타르의 특성에 중요한 요인으

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강모래와 3종류의 입자 크기가 다른 규사를 

각각 혼합한 혼합잔골재에 따른 AAC의 강도와 건조수축

에 관한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강모래와 혼합하는 규사의 크기와 치환율에 따라 

조립률(FM)과 표면적(surface area)등이 변화하고 이

러한 물리적 특성의 변화는 AAC 모르타르의 초기 

유동성, 압축강도 그리고 건조수축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활성화제의 농도가 2M인 경우, 세 가지 시리즈에서 

발생한 최고강도는 조립률이 2.4~3.5, 표면적인 2.3~3.6 

m2/kg이고, 4M일 때는 조립률이 2.8~3.5, 표면적인 

2.4~3.3 m2/kg의 범위에서 발생하였다. 따라서 혼합

잔골재의 조립률과 표면적이 특정 범위에 있을 때 

최고강도가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 입도가 다른 잔골재를 혼합한 혼합잔골재의 특정 

조립률과 표면적의 범위내에서 AASC의 압축강도

가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두 종류의 

서로 다른 입도를 가지는 잔골재를 적정 범위의 조

립률과 표면적이 되도록 조절하면 충분한 강도향상

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된다.

4) 혼합잔골재의 사용하여 AASC 시험체의 건조수축

이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종

류의 규사 모두, 강모래에 대한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건조수축이 감소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따라

서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 나타난 다양한 건조수축 

저감방법과 함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입자의 크기

가 다른 잔골재를 혼합하여 건조수축을 감소시키는 

방법도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5) 그러나 건조수축의 감소를 위해서는 평균입경비

()가 커야하고 또한 규사의 치환율도 높아야 하는

데, 강도 특성은 규사의 치환율이 특정 범위일 때 

최고강도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건조수축과 강

도에 대한 중요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의 규사 

치환율을 선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혼합잔골재를 통해 압축강도 향상과 건조수축의 저감

이 적정수준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

과를 바탕으로 추후 다양한 인자를 고려한 연구결과와 

함께 체계적인 분석이 더 이루어진다면 AASC의 건조수

축과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혼합잔골재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이 밝혀질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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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세 종류의 서로 다른 규사와 강모래의 조합이 알칼리-활성화 슬래그(AASC) 시멘트의 압축강도와 건조수축

특성에 주는 영향에 대한 것이다. 모래의 특성은 알칼리 활성화 시멘트의 특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세 종류의 규사 (S1, S2

그리고 S3)와 강모래 (RS)를 사용하였다. 또한 세 종류의 혼합 모래에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시리즈 (S1)는 강모래(RS)

와 규사1 (SS1)을, 두 번째 시리즈 (S2)는 강모래(RS)와 규사2 (SS2)를, 세 번째 시리즈(S3)는 강모래 (RS)와 규사3 (SS3)을 서로 

다른 비율로 혼합하였다. 그 결과 혼합 모래는 AASC 모르타르의 특성에 특이할만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래의 입자 

크기와 혼합율의 관계에 따른 압축강도와 건조수축은 혼합된 모래의 조립률(FM)과 상대 표면적이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모래

의 종류와 혼합비율은 AASC 모르타르의 배합 설계에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다.

핵심용어 : 강모래, 규사, 알칼리-활성화 슬래그 시멘트, 조립률, 표면적, 혼합 모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