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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건축 및 토목 관련 공사에 많은 양의 콘크리트가 사용되

어져 왔으며,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연간 약 100억 톤에 달한

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생산에 소비되는 배합수(mixting 

water) 또한 연간 10억 톤에 달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마실 수 있는 물 부족 현상이 이어지고 있으며, 향후 10

년 뒤에는 세계인구의 절반이 물 부족을 겪게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국제인구행동연구소(Population Action 

International) 및 국토교통부 수자원 자료에 따르면 한국 

또한 물 부족국가에 해당하는 한편 앞으로 물 사정이 어

려워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건설 현장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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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건설 현장에서 배합수로 담수(fresh water)를 이

용할 수 없는 상황이거나 담수를 운반하는데 많은 비용

을 야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배합

수 사용이 필요하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수(sea water)의 

사용이 불가피 할 수도 있는데,2) 건설 관련 공사에 배합

수로 해수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철근콘크리트 부식 등

의 이유로 거의 금기시 되어 왔다.3) 현재까지 해수는 건

설재료로서 부정적인 인식이 보편적이지만, 일부 연구자

들에 의해 해수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고 있다.2,4-6) Kaushik2) 등은 해수를 배

합수로 사용하였을 때, 재령 7일까지 초기강도가 증가하

였지만 재령 28일에는 약 13%의 강도 감소가 나타났다

고 보고하였다. Abrams4) 또한 해수를 배합수로 사용하여 

연구를 하였으며, 담수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해 재령 3

일 및 7일에서는 강도가 높았지만 재령 28일에서는 낮은 

강도를 나타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에 반해, Wegian5)은 

해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콘크리트는 초기강도가 일반 콘

크리트보다 훨씬 좋을 수 있으며, 해수 사용이 재령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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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of the mechanical and microstructural properties on hardened samples that were 

synthesized using blended binder(fly ash(FA) and blast furnace slag cement(BFSC)), alkali activator and sea water or distilled water. 

Binders were prepared by mixing the FA and BFSC in different blend weight ratios of 6:4, 7:3 and 8:2. Sodium hydroxide and 

sodium silicate were used 5 wt% of binder, respectively, as an alkaline activator. The compressive strength and absorption were 

measured at the age of 3, 7 and 28 days, and the XRD, TGA and MIP tests were performed at the age of 28 days. An increase in the 

content of BFSC leads to an increase in the quantities of ettringite and C-S-H formed, regardless of the type of mixing water. And it 

also shows higher strength due to the reduction of pores larger than ~50 nm. All hardened samples in this study have common 

hydration products of C-S-H, Ca(OH)2 and calcite. Hydrocalumite of all reaction products formed was only present in hardened 

sample mixed with sea water. For each FA/BFSC mixing ratio, the compressive strength of hardened sample mixed with sea water 

was similar to that mixed with distilled water. It is proposed that the slight increase of strength of samples mixed with sea water is 

mainly due to the presence of hydrocalumite phase containing chlorine ion, contributing to the change of total porosity and pore size 

distribution in samples. 

Keywords : fly ash, blast furnace slag cement, alkali activation, sea water, hydrocalumite



300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8권제3호(2016) 

라 강도감소가 나타나지만 이는 물·시멘트 비를 줄임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Lee1) 등은 철근콘

크리트의 배합수로서의 사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진행

하였으며, 배합수의 종류보다 사용된 시멘트 종류가 철근

의 부식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El-Didamony6) 

등은 알칼리 활성화 슬래그에 해수를 사용하여 페이스트

의 내구성 및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해수가 

사용된 페이스트가 담수가 사용된 페이스트 보다 높은 

내구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알칼리 활성

화 슬래그에 해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페이스트를 해수에 

노출시켰을 때 강도 감소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오히려 

내황산염 시멘트와 해수를 사용한 페이스트를 해수에 노

출시켰을 때 강도 감소 현상이 나타났다고 언급하고 있다.

기존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를 통해, 해수 사용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건설

현장에서 해수를 배합수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으

로 많은 연구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일환으로 해수 사용 

가능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보다 화학저항성이 우수한 고로슬래그시멘트7)

와 산업부산물인 플라이애시에 해수를 배합수로 사용하

여, 알칼리 활성화 시킨 경화체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

다. 본 연구에서는 경화된 시편에 대해 압축강도, 흡수율, X

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열중량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및 MIP(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분석을 실

시하였다.

2. 시험 개요

2.1 시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H 화력발전소에서 수집된 플라이

애시(fly ash)와 국내 H 시멘트사의 고로슬래그시멘트(blast 

furnace slag cement)를 사용하였으며, 화학 성분은 XRF(X-ray 

fluorescence) 분석을 통해 Table 1에 나타내었다. 플라이애

시와 고로슬래그시멘트 원재료에 대해 XRD(X-ray diffraction)

를 실시하여 Fig. 1에 원재료들을 구성하는 성분들에 대

하여 XRD 패턴을 함께 나타내었다.

플라이애시는 quartz, mullite, magnesioferrite 및 CaO의 

결정질과 넓은 언덕 형태의 비결정질(amorphous phase)을 

보여주었다(Fig. 1(a)). 고로슬래그시멘트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slag)에 포틀랜드 시멘트 클링커(clinker)와 석

고를 혼합 분쇄하여 만들어진 혼합시멘트(blended cement)

로,8) XRD 분석결과 시멘트의 주요 구성성분인 C3S, C2S, 

C4AF 및 C3A와 슬래그 원재료에 결정질 형태로 흔히 존재

하는 akermanite,9) 그리고 석고와 비결정질(amorphous phase) 

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비결정질(amorphous phase)

을 함유하고 있는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결

합재(binder)로 하였으며, 결합재 경화를 위해 알칼리 활

성화제를 사용하였다. 알칼리 활성화제는 순도 ≥ 98%인 

알갱이 형태의 수산화나트륨(sodium hydroxide, NaOH)과 

(a)

(b)

Fig. 1 XRD patterns for the raw materials: (a) fly ash and 

(b) blast furnace slag cement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xides in wt%) of raw fly 

ash (FA) and blast furnace slag cement (BFSC)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TiO2 SO3 K2O MnO

FA 51.29 22.16 9.71 6.44 1.72 1.73 1.36 1.24 1.87 0.08

BFSC 25.74 9.54 2.62 51.77 3.77 0.3 0.51 4.38 0.84 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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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26.5%, Na2O 10.6% 및 H2O 62.9%인 액상규산나트

륨(sodium silicate, Na2SiO3)이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배합수로 해수(sea water) 및 증류수(distilled water)를 사

용하였으며,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편은 해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시편과의 비교를 위하여 사용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해수는 부산만 남서쪽 해안에서 채

집하였으며, pH 측정결과 8.13으로 나타났다. 

ICP-AES(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

trometry)와 IC(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해수의 화

학성분 분석을 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와 같다.

2.2 시험 방법 및 계획

본 연구에서는 배합수(mixing water)와 결합재(binder)의 

중량비는 0.4로 하였으며, 결합재는 플라이애시와 고로슬

래그시멘트를 혼합하여 사용하였다. 플라이애시와 고로슬

래그시멘트 혼합 중량비는 6:4, 7:3 및 8:2로 하였으며, 결

합재의 활성화를 위한 수산화나트륨과 규산나트륨은 결

합재 중량의 5%로 각각 사용하였다(Table 3). 시험 측정 

및 분석용 시편 제작을 위해,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

시멘트를 혼합한 뒤, 활성화제(수산화나트륨+규산나트륨)

와 섞은 배합수를 투입하여 배합하였다. 페이스트는 25.4

× 25.4 × 25.4 mm 몰드에 타설하여, 23°C의 항온항습기에 

보관하였다. 시편은 재령 3, 7 및 28일 대한 압축강도 및 

흡수율을 측정하였으며, 각 재령에 대한 압축강도 측정

값은 3개의 시편에 대한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흡수율은 

각 재령에 대해서 2개의 시편을 취하여 시편의 절건 질

량과 표건 질량을 각각 구하여 계산된 값을 평균한 값으

로 나타내었다. 또한, 재령 28일에 대한 압축강도 측정 

후 파쇄된 시편을 파우더 형태로 갈아서 XRD 및 TGA를 

측정하였다. XRD는 CuK , 2θ = 5°~60°, 1 °/min의 조

건으로 측정하였으며, TGA는 SDT Q600 장비를 사용하

여 시편을 질소 환경에서 10 °C/min의 승온속도로 상온에

서 950°C 까지 승온시켰다.

또한, 재령 28일 시편에 대해 MIP 분석을 실시하였으

며, 시편은 이소프로필 알코올(isopropyl alcohol)을 사용

한 용매치환법(solvent exchange method)10)으로 수화반응

을 정지시킨 후 건조시켜 측정하였다.

3. 시험 결과 및 고찰

3.1 압축강도 및 흡수율 시험 결과

플라이애시(fly ash, 이하 FA)와 고로슬래그시멘트(blast 

furnace slag cement, 이하 BFSC)의 혼합 중량비를 6:4, 7:3 

및 8:2로 달리하여, 수산화나트륨과 규산나트륨을 결합재

의 활성화제로, 증류수 및 해수를 배합수로 사용하여 제작

한 시편의 압축강도는 Table 4 및 Fig. 2와 같다. Puertas11) 

등은 수산화나트륨을 알칼리 활성화제로 사용하여 FA와 고

로슬래그미분말(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GGBFS)

의 혼합 중량비에 따른 페이스트의 강도 특성에 대한 연

구를 보고하였다. 알칼리 활성화제로 사용된 수산화나트

륨의 농도가 낮은 경우, 재령 28일에 대한 시편에 대해 

고로슬래그미분말(GGBFS)의 혼합량 증가에 따라 압축강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하지만, 수산화나

트륨의 농도가 높은 경우는 고로슬래그미분말(GGBFS)의 

혼합량과 압축강도와의 상관관계는 나타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11) 알칼리 활성화제로 수산화나트륨과 규산

나트륨의 혼합사용은 물리적 성질 향상을 기대할 수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2) 본 연구에서는 결합재의 알

칼리 활성화를 위해 수산화나트륨과 규산나트륨을 결합

재 중량의 각 5%씩을 혼합하여 사용하였으며,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된 배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FA의 

혼합비 증가(BFSC 혼합비 감소)에 따라 압축강도가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된 결합재 중 BFSC 혼합

비 증가(FA의 혼합비 감소)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의 FA와 고로슬래그를 혼

합하여 알칼리 활성화 시킨 결합재에 대해서 FA의 혼합

량이 증가할수록 강도는 감소하고 흡수율은 증가하는 경

향은 선행연구 결과에서도 보고되고 있다.13,14) 본 연구에서 

경화된 시편에 대해 측정한 흡수율의 결과를 보면(Table 5 

및 Fig. 3), 배합수로 해수가 사용된 시편(S64, S73 및 S82)

들의 재령 28일에 대해서 FA의 혼합비가 증가(BFSC 혼

합비 감소)할수록 강도는 감소하였으며 흡수율은 증가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Zhu13) 등에 따르면, FA 혼합량 증가

에 따른 흡수율의 증가는 시편 내의 공극 및 균열 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며, 슬래그의 혼합은 이러한 공극 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모

든 시편에 대해서 재령에 따른 강도와 흡수율과의 상관

Table 2 Chemical analysis of sea water (ppm)

Ca2+ K+ Mg2+ Na+ Cl- SO4
2-

400 440 1200 8400 21000 2500

Table 3 Mixture proportions 

Sample

ID

Mixing 

water/

Binder

Mixing 

water
Binder

Activator

(wt% of 

binder)

DW* SW* FA* BFSC* NaOH Na2SiO3

D64 0.4 40 - 60 40 5 5

D73 0.4 40 - 70 30 5 5

D82 0.4 40 - 80 20 5 5

S64 0.4 - 40 60 40 5 5

S73 0.4 - 40 70 30 5 5

S82 0.4 - 40 80 20 5 5

*DW: distilled water, SW: sea water, FA: fly ash and 

BFSC: blast furnace slag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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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를 살펴보면, 모든 시편에 대해서 재령에 따른 강도

와 흡수율과의 상관관계는 일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

다. 즉, 재령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였지만, 흡수율은 감소 

또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Ismail15) 등의 선행연구에서도 보고되고 있다. Ismail 등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FA의 혼합 중량비가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재령에 따른 강도

와 흡수율과의 상관관계에서는 모든 시편에 대해서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Ismail 등의 연구에서 일부 

시편은 재령에 따라 강도 증가와 함께 흡수율이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낸 반면, 일부는 재령에 따라 강도 증가와 

함께 흡수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알 수 있었다.15)

El-Didamony6) 등이 보고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해수로 

배합하여 알칼리 활성화 시킨 고로슬래그는 담수를 사용

하여 알칼리 활성화 시킨 고로슬래그보다 높은 압축강도

를 나타내며, 이는 해수 내에 NaCl, MgCl2, Na2SO4 및 

MgSO4와 같은 알칼리염의 활성화 촉진에 의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FA와 BFSC를 혼합한 결합재

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결과 각각의 결합재 혼합 중량

비에 대해서 증류수 및 해수 사용에 따른 시편(D64/S64, 

D73/S73 및 D82/S82)들의 압축강도에서는 대체적으로 해

수 및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들이 유사한 강도발현을 보

여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S64 및 D64 시편들의 재령 28

일 압축강도는 서로의 오차범위에 들어감에 따라, 해수

가 사용되더라도 강도가 거의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또

한, S64 및 D64의 재령 7일에서 28일에 대한 강도증진율

은 각각 약 68% 및 39%로, S64 시편의 강도증진율이 뛰

어난 것을 알 수 있다. S82 및 D82 시편들은 서로의 오

차범위를 감안할 때,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 발현이 거의 

동일하다고 볼 수 있다.

3.2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XRD)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령 28일 시편에 대해 XRD를 측정하

였으며, 경화된 시편 내에 생성된 구성물질에 대한 XRD 

패턴들을 Figs. 4~6에 나타내었다. XRD 결과에서 재령 

28일에의 경화된 모든 시편에 대해서 FA 원재료의 구성광

물인 quartz, mullite 및 magnesioferrite를 함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또한, BFSC 원재료에서 보여주었던 C3S 

(hatrurite), C2S(larnite), C4AF(brownmillerite) 및 C3A가 함

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s. 4~6의 각각의 그림에 시편들 내에서 배합수로 증

류수를 사용한 시편(D64, D73 및 D82)에서만 확인되는 

피크들에 대해서는 파란색으로, 해수를 사용한 시편(S64, 

S73 및 S82)에서만 확인되는 피크들에 대해서는 빨간색

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확인되는 피크들에 대해서는 보

라색으로 표시하였다. 본 연구의 모든 배합에 대해서 원재

Fig. 2 Compressive strengths of samples with three different

ratios of FA to BFSC, and sea or distilled water. The 

labels “D” and “S” represent the distilled water and sea

water. The numbers represent weight ratios of FA to BFSC

Table 4 Results from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ing

Sample 

ID

Compressive strength (standard deviation), MPa

3-day 7-day 28-day

D64

D73

D82

S64

S73

S82

5.95 (0.09)

4.66 (0.42)

3.7 (0.38)

5.61 (0.41)

4.95 (0.31)

3.02 (0.38)

9.07 (0.32)

6.8 (0.54)

4.86 (0.55)

7.94 (0.86)

7.14 (0.09)

4.78 (0.04)

12.58 (0.35)

9.84 (1.32)

8.16 (1.12)

13.34 (0.58)

11.12 (0.13)

7.52 (0.66)

Fig. 3 Absorptions of samples with three different ratios of 

FA to BFSC

Table 5 Results from the absorption testing

Sample 

ID

Absorption (standard deviation), %

3-day 7-day 28-day

D64

D73

D82

S64

S73

S82

34.4 (0.18)

36.17 (0.16)

38.82 (0.95)

33.02 (0.13)

35.22 (0.03)

36.87 (0.45)

32.99 (0.09)

34.41 (0.24)

37.34 (0.33)

33.38 (0.26)

35.29 (0.23)

36.97 (0.01)

34.06 (0.62)

33.08 (4.12)

35.62 (2.55)

33.84 (0.23)

34.49 (1.73)

38.87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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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함유되어 있는 구성광물이 아닌, 시편 내에서 공통적

으로 생성된 반응생성물은 C-S-H(calcium silicate hydrate), 

Ca(OH)2 및 calcite인 것으로 나타났다.

Puertas11) 등은 반응생성물의 형성은 사용된 결합재의 

성분 및 형태, 시편의 양생 조건 그리고 알칼리 활성화제

의 종류 및 양에 따라 달라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반응생성물인 ettringite는 증류수로 배합된 

D64, D73 및 D82의 시편에서만 확인이 되었으며, BFSC 

원재료에 함유되어 있던 gypsum은 D64 및 D73 시편에만 

잔류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가 사용된 모든 시

편(S64, S73 및 S82)내에서는 증류수가 사용된 D64, D73 

및 D82 시편들에서 확인된 ettringite와 gypsum은 확인되

지 않았다. 모든 배합조건에 대해서 S64 시편 내에서만 

슬래그 원재료에서 확인되는 akermanite9)가 함유되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배합수로 증류수를 사용한 시편들

과 해수를 사용한 시편들 내에 생성된 반응생성물의 뚜

렷한 차이는 hydrocalumite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가 사

용된 시편들에서 모두 공통적으로 hydrocalumite가 확인

되었으며, BFSC의 혼합비가 증가(FA 혼합비 감소)할수

록 hydrocalumite 생성물의 피크 세기도 증가한 것을 알 

수 있었다.

Hydrocalumite는 이온 교환, 염화물 이온 흡수 및 함유

가 가능한 물질 중의 하나이며,16,17) 일반적인 화학식은 

3CaO·Al2O3·CaX2/m·nH2O로 알려져 있다.17) 

화학식에서 X는 일가 음이온(univalent anion) 또는 이Fig. 4 X-ray diffraction(XRD) patterns of D64 and S64 samples.

The numbers in ( ) indicate ICDD PDF numbers 

Fig. 5 X-ray diffraction(XRD) patterns of D73 and S73 samples.

The numbers in ( ) indicate ICDD PDF numbers 

Fig. 6 X-ray diffraction(XRD) patterns of D82 and S82 samples. 

The numbers in ( ) indicate ICDD PDF nu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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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음이온(bivalent anion)을 나타내며, m은 일가 또는 이

가 음이온의 원자가 수(valence number), n은 결정성 물질 

속에 일정한 비율로 함유되어 있는 물의 양을 의미하며 

n≤20 범위를 가진다. 대표적인 음이온 X는 NO3
-, NO2

-, 

OH-, CO3
2- 및 SO4

2-가 있으며, 일가 음이온을 함유하는 

hydrocalumite는 NO3형 hydrocalumite, NO2형 hydrocalumite 

및 OH형 hydrocalumite로 언급된다.

NO3형, NO2형 및 OH형 hydrocalumites는 Cl-와 접촉할 

경우 뛰어난 이온 교환으로 NO3
-, NO2

- 및 OH-가 방출되

고 Cl-가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된다. 자유 Cl-와 달리, hydro-

calumite에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Cl-는 활동하지 않게 

된다. Hydrocalumite의 음이온 교환 성질을 이용하여 NO2

형 hydrocalumite는 철근 부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

다. NO2형 hydrocalumite가 철근 콘크리트 내의 자유 Cl-

와 반응하면 철근의 부식요인인 Cl-는 흡착하고, NO2
-는 

방출하게 되며, 방출된 NO2
-는 철 표면에 부동태 피막 형

성을 돕게 된다.18)

Hydrocalumite는 XRD 분석기법으로 쉽게 확인될 수 

있으며(Figs. 4~6), 본 연구에서 확인된 hydrocalumite는 

3CaO·Al2O3·CaCl2·10H2O
19,20)으로 앞서 언급한 음이온 X 

자리에 Cl-가 결합되어 있는 생성물인 것으로 보여진다.

하지만, 사용된 해수의 양은 동일하였지만, 제작된 시

편에 따라 생성된 hydrocalumite의 피크 세기가 다르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 확인된 

hydrocalumite는 해수 내의 Cl-와 다른 물질들 사이의 순

수한 화학적인 결합만으로 생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다

른 요인으로도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 XRD 분석 결과,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들(D64, D73 

및 D82) 내에서는 ettringite가 확인된 반면, 해수가 사용

된 시편들(S64, S73 및 S82) 내에서는 ettringite가 확인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Figs. 4~6). 또한, ettringite는 3CaO· 

Al2O3·CaSO4·10H2O
20)의 형태로 표현될 수 있는데, Cl-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음이온 교환으로 인해 3CaO·Al2O3· 

CaSO4·10H2O에서 3CaO·Al2O3·CaCl2·10H2O으로 유도되

어 hydrocalumite를 생성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가 사

용된 시편들은 S82 < S73 < S64 즉, BFSC의 혼합비가 증

가(FA 혼합비 감소)함에 따라 hydrocalumite 피크 세기도 

증가하였는데, 이는 BFSC의 혼합량이 증가(FA 혼합량 감

소)할수록 ettringite의 생성량도 증가하여 Cl-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음이온 교환으로 인해 ettringite에서 hydrocalumite

로 유도된 양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3.3 열중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 결과

본 연구에서는 재령 28일에 대한 샘플을 분쇄하여 열중

량 분석(thermogravimetric analysis, TGA)을 실시하였다. 

TGA는 시료를 일정한 속도로 가열하면서 그 중량 변화

를 연속적으로 측정함에 따라 얻어지는 감량곡선으로부

터 시료의 특성을 조사할 수 있다. 시편들 간의 무게변화 

차이를 보다 정밀하게 확인하기 위해 TGA와 TGA 결과 

데이터를 미분곡선(differential thermogravimetry, DTG)으

로 변환하여 함께 나타내었다. TGA에서 시편의 중량 손

실은 DTG에서 피크로 확인할 수 있다. 시편들의 시험결

과 해석을 위하여 선행연구에서 정리한 수화물들의 열분

석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같은 수화물이더라도 동일한 온도에서 반응이 일

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화물들의 비슷한 

온도범위를 제안하고 있으므로 선행연구 결과를 통해 분

석을 실시하였다. Fig. 7에서는 3.2절의 XRD 패턴 표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그림에서 증류수 및 해수가 사용된 

시편들에서만 확인되는 반응생성물에 대해서는 파란색 

및 빨간색으로 각각 표기하였으며,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반응생성물에 대해서는 보라색으로 표기하였다.

TGA에서 50~200°C 사이의 중량 감소는 ettringite와 C-S-H

의 수분손실(water loss)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다른 시

편들에 비해 D64 및 S64 시편이 중량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Ettringite와 C-S-H의 중량 감소를 나타내는 온

도 범위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남에 따라(Table 6), DTG에

서 이들의 피크 또한 겹쳐져서 나타난다. 따라서 ettringite

와 C-S-H의 DTG 피크 구분은 사실상 어려우며, XRD 결

과를 함께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보다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28) Figs. 7(a) 및 7(c)의 DTG 피크에서 함께 표기

한 ettringite와 C-S-H는 각 시편들의 XRD 분석에서 확인

된 ettringite와 C-S-H에 따른 것이다. Fig. 7의 DTG 피크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용된 배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FA와 BFSC의 혼합비에서 BFSC 혼합량이 증가(FA 혼합

량 감소)할수록 ettringite 및 C-S-H의 생성량이 많은 것으

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언급되었던 BFSC의 혼합량 증

가(FA 혼합량 감소)에 따른 강도 증가는 반응생성물인 

Table 6 Temperature range of weight loss for reaction products

from TGA

Phase Temperature range of weight loss 

C-S-H

∙105°C21) 

∙120~145°C22)

∙106±4°C for 1st peak, 129±4°C for 2nd 

peak23)

∙C-S-H loses its water over a broad temp-

erature range, but the maximum loss occurs

at 120~160°C24)

Ettringite ∙80~130°C24) 

Akermanite ∙760~870°C25)

Gypsum

∙80~220°C(max.167°C) via transformation

to anhydrite26)

∙100~200°C due to dehydration27)

Calcite
∙665~800°C27)

∙750°C28)

Ca(OH)2 ∙450°C28)

Hydrocalumite ∙270~300°C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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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tringite 및 C-S-H 생성량 증가에 의해 시편 내부의 공극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29,30) 

TGA 분석 결과, FA 및 BFSC의 혼합 중량비가 8:2인 

경우(D82 및 S82)는 시편들의 중량이 약 90%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시편들의 중량 변화가 10% 이내로 발

생한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결과와 비교했을 때,31,32) 

10% 이내의 중량 변화는 결합재의 알칼리 활성화가 전

반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재령 28일에 약 8 MPa 정도의 낮은 강도 발현을 

나타낸 것과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각각의 결합재 혼

합 중량비에 대해서, 시편들(D64/S64, D73/S73 및 D82/S82)

의 중량 변화는 해수가 사용된 시편이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량 변화 차이는 1% 

내외로 사용된 배합수에 따른 중량 변화는 거의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해수가 사용되더라도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들과 강도 발현이 유사한 결과를 뒷받침 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해수가 사용된 시편들과 증류수

가 사용된 시편들의 1% 내외의 중량 변화의 차이에는 

270~300°C 사이의 피크에서 확인된 hydrocalumite가 포함

될 것으로 판단되며, XRD 분석 결과에서 해수가 사용된 

시편에서만 hydrocalumite를 함유하고 있었던 것과 일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4 MIP(Mercury introsion porosimetry)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알칼리 활성화된 결합재에 해수 및 증

류수 혼합에 따른 재령 28일 시편 내의 공극도 분포(pore 

size distribution)를 파악하기 위하여 MIP 분석을 실시하

였다. 공극의 누적분포 및 로그 형태를 Figs. 8~10의 (a) 

및 (b)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s. 8(a)~10(a)에서 보는 바와 

(a)

(b)

(c)

TGA: thermogravimetric analysis, DTG: differential thermo-

gravimetry (a differential form of TGA data)

Fig. 7 TGA and DTG of samples: (a) D64 and S64 samples (b)

D73 and S73 samples, and (c) D82 and S82 samples

(a)

(b)

Fig. 8 Pore size distribution curves of D64 and S64 samples

measured at 28 days: (a) cumulative distribution and

(b) log differen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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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각각의 결합재 혼합 중량비에 대해서 해수가 사용

된 시편들이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들보다 총공극용적

(total pore volume)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D64와 S64, 

D73과 S73 및 D82와 S82 시편들의 총공극용적의 차이는 

각각 0.0213 mL/g, 0.0158 mL/g 및 0.0064 mL/g으로 나타

났으며, 앞의 XRD 및 TGA 분석 결과 해수 및 증류수를 

사용한 시편들 내에 반응생성물의 차이는 hydrocalumite

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수 사용에 의한 총공극용적 

감소의 주요인은 hydrocalumite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따라서, D64와 S64, D73과 S73 및 D82와 S82 시편

들의 총공극용적의 차이의 크기는 hydrocalumite 생성량

의 차이로 볼 수 있으며, 이는 XRD에서 S64 , S73  및 S82 

순서의 hydrocalumite 피크 세기와 일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XRD 및 TGA 분석에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S82 시편에 생성된 hydrocalumite의 양은 미소한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D82와 S82 시편들의 총공극용적의 

차이 또한 미미하며, 압축강도에서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같은 결합재 혼

합 중량비에 대해서 배합수로 해수가 사용하더라도 증류

수가 사용된 시편 내의 공극도 분포(pore size distribution)

와 뚜렷한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사용된 배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FA

와 BFSC의 혼합비에서 BFSC 혼합량이 증가(FA 혼합량 

감소)할수록 총공극용적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FA 혼합량이 증가할수록 총공극용적이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TGA 분석 결과에서 BFSC 혼합량 증가

(FA 혼합량 감소)에 따라 시편 내의 반응생성물이 증가

한 것을 보여주었으며, 증가된 반응생성물이 시편 내 공

극의 용적을 감소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Provis33) 등의 연

구결과에서도, 알칼리 활성화된 혼합 결합재에서 FA가 

증가할수록 공극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일

반적으로 50 nm 보다 큰 공극들이 강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4,35) BFSC의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50 nm 보다 큰 공극들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

라서, 혼합된 결합재 중 BFSC의 혼합량 증가는 공극 감

소의 효과를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1) 사용된 배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FA의 혼합 중량

(a)

(b)

Fig. 10 Pore size distribution curves of D82 and S82 samples

measured at 28 day: (a) cumulative distribution and

(b) log differential distribution

(a)

(b)

Fig. 9 Pore size distribution curves of D73 and S73 samples

measured at 28 days: (a) cumulative distribution 

and (b) log differential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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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증가(BFSC 혼합 중량비 감소)에 따라 압축강도

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사용된 결합재 

중 BFSC 혼합 중량비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FSC의 혼합량 증가에 따

른 강도 증가는 반응생성물인 ettringite 및 C-S-H 생

성량 증가에 의해 시편 내부의 공극 감소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각각의 결합재 혼합 중량비(FA:BFSC = 6:4, 7:3 및 

8:2)에 대해서 증류수 및 해수 사용에 따른 시편들

의 압축강도에서는 배합수로 해수가 사용되더라도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강도발

현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재령에 따른 강도증진율

은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보다 일부 뛰어난 경우도 

확인되었다. 

3) 반응생성물인 ettringite는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에

서만 그리고 Cl-가 결합되어 있는 hydrocalumite는 

해수가 사용된 시편에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사용

된 해수의 양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해수가 배합

수로 사용된 시편들에서 BFSC의 혼합 중량비가 증

가함에 따라 hydrocalumite 피크 세기도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해수 내의 Cl-와 다른 물질

들 사이의 화학적인 결합으로 hydrocalumite[3CaO· 

Al2O3·CaCl2·10H2O]가 생성되고, 또한 BFSC 혼합량 

증가에 따라 ettringite의 생성량도 증가하여, Cl-가 

존재하는 환경에서 음이온 교환으로 인해 ettringite

에서 hydrocalumite로 유도된 양이 증가하였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4) 각각의 결합재 혼합 중량비에 대해서 해수가 사용

된 시편들이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들보다 총공극용

적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 및 증류수를 사용

한 시편들 내에 반응생성물의 차이는 hydrocalumite

인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해수 사용에 의한 총공극

용적 감소의 주요인은 hydrocalumite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본 연구에서 알칼리 활성화 된 혼합 결합재에 해수 

및 증류수 사용에 대한 분석 결과, 사용된 배합수의 

종류보다 결합재의 혼합 중량비가 강도 발현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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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시멘트를 혼합한 결합재에 알칼리 활성화제와 해수 및 증류수를 사용하여 제작한

경화된 시편에 대해 물리적 및 미세구조 특성을 분석하였다. 플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시멘트의 결합재 혼합 중량비는 6:4, 7:3 및 8:2로 

하였으며, 수산화나트륨과 규산나트륨을 결합재의 각각 5wt%로 하여 활성화제로 사용하였다. 재령 3, 7 및 28일에 대해 압축강도 및 흡

수율을 측정하였으며, 재령 28일에 XRD, TGA 및 MIP 시험을 실시하였다. 배합수의 종류와 관계없이, 알칼리 활성화된 결합재는 고로

슬래그시멘트 혼합비가 증가할수록 ettringite 및 C-S-H의 생성량이 많아졌으며, 또한 50 nm 보다 큰 공극들이 줄어듦에 따라 압축강도

가 높아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모든 배합에 대해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반응생성물로는 C-S-H, Ca(OH)2 및 calcite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수를 사용한 시편들과 증류수를 사용한 시편들 내에 생성된 주요 반응생성물의 차이는 hydrocalumite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각의 결합재 혼합 중량비에 대해서 증류수 및 해수 사용에 따른 시편들의 압축강도에서는 배합수로 해수가 사용되더라도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과 대체적으로 유사한 강도발현을 나타내었으며, 또한 재령에 따른 강도증진율이 증류수가 사용된 시편보다 뛰어난 경우

도 확인되었다. 배합수로서의 해수 사용은 해수에 함유되어 있는 염화 이온(Cl-)이 결합되면서 생성된 hydrocalumite가 공극을 매우면서

시편 내의 총공극용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시멘트, 알칼리 활성화, 해수, hydrocalum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