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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olid hydrated by hydro-thermal synthesis reaction is cured two times, the first curing is the steam curing at atmospheric

pressure and the second one is a high-pressure steam curing, that is autoclaving. Steam curing is to acquire the proper strength for the

resistance of treatment in the first curing process, it was not evaluated properly so far. Because of ignorance about curing, some engineers

even think that the dry curing is better than the steam curing. The relation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of solid hydrated by hydro-

thermal synthesis reaction and curing condition are presented in this paper.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uring on the strength

properties of specimen, the hydration behavior of solid hydrated by hydro-thermal synthesis reaction has been studied over curing con-

dition using XRD, DT-TGA and porosimeter, SEM analysis technique. The results show that the specimens which are cured with

blended method of dry and steam curing appear to have better strength properties than that of dry curing and steam curing. Also, there

are significant difference of hydration behavior among curing condition in the solid hydrated by hydro-thermal synthesis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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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시멘트계 재료는 우수한 공학적

특성에 의해 현재까지 건축구조물에 있어서 중요한 재료

로써 널리 사용되어져 왔으며, 주로 현장 타설에 의해서

성형되었다. 그러나 최근 주택수요의 급증에 따라 주거

공간에 필요한 건축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대량생산, 공

기단축 및 콘크리트의 품질을 확보할 수 있는 프리캐스

트 제품의 수요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 

프리캐스트 제품은 소요의 강도를 단기간에 얻기 위하

여 일반적으로 상압 증기양생 또는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실시하고 있다.
1)
 콘크리트 제품에서 양생은 매우 중요한

관리항목임에도 불구하고 재료의 구성에 관한 연구에 비

하여 그다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본

연구의 대상인 수열합성반응 제품과 같이 복합적인 양생

(증기양생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하는 제품의 경우 그

사례는 매우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반응을 이용한 프리캐스

트 제품의 생산에 있어서 효과적인 1차 양생 방법을 실

시하기 위한 기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일련의 실험적

인 연구를 실시하였다. 수열합성 경화체의 1차 양생 방

법을 건식 (D)과 건/습식 (DS) 그리고 습식 (S)으로 실

시한 후 각각의 시험체을 대상으로 수화물, 수화도, 세

공구조, 미세구조를 분석하고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

한 1차 양생 후 각각의 시험체에 있어서 동일한 조건으

로 2차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실시한 후 1차 양생 후와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즉, 1차 양생 방법을 달리하

여 제조한 시멘트 경화체의 수화, 공극 및 강도특성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수열합성 경화체의 수화특성에 미

치는 1차 양생조건의 영향을 실험·실증적으로 구명하

고자 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본 연구는 수열합성 경화체의 1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

화특성 및 공학적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로

서 Table 1에 실험 계획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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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항목으로는 각각의 양생조건에 따라 수화 정도를 정

성·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일환으로 XRD, DT- TGA,

porosimeter, SEM과 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압축강

도를 측정하였다. 각각의 측정 항목은 양생조건 뿐만 아니

라 1차 (상압 증기양생) 및 2차 (고온고압 양생; auto-

claving) 양생 후에도 같은 조건으로 실시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사용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재료는 일반적인 압출성형 패널을

생산하는데 이용하는 재료를 사용하였다. 즉, 시멘트는

KS L 5201에 규정된 S사의 보통포틀랜드시멘트, 규석분

은 K사의 활성규사, 보강섬유는 sepiolite를 사용하였으

며 각각의 화학적 성질은 Table 2에 나타내었다. 또한 규

사미분과 증점제의 물리적 성질은 각각 Tables 3, 4에 나

타낸 바와 같다.

2.2.2 배합

본 논문에 있어서 실험배합은 현재 압출성형 패널 제

작업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배합을 기초로 하여 설

정하였다. 즉, 예비실험을 통해 W/B를 55%로 설정하였

으며, 분체인 시멘트, 규석분, 보강섬유를 47.7 : 40.5 : 11.8

의 비율로 혼합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또한 재료분

리를 방지하기 위하여 증점제 0.2%를 첨가하였다. 이러

한 비율은 실험용 몰드성형이 가능한 최소한의 W/B이며,

압출성형시 필요한 증점제의 경우 본 실험에서는 재료분

리를 방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양을 첨가하였다.

2.2.3 시험체 제작 방법

본 실험은 20 ± 2
o
C, RH 90% 조건에서 실시하였으며,

수화생성물, 수화도, 세공구조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체는

40 × 40 × 160 mm로 제작하였고, 압축강도 측정을 위한

시험체는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

도 시험 방법에 준하여 시험체를 제작하였다.

2.2.4 양생 방법

성형한 후의 모든 시험체는 20 ± 2
o
C, RH 90%에서 5시

간 동안 전치 양생을 실시한 후 1차 양생 12시간과 2차

양생 13시간을 실시하였다. 즉, 1차 양생은 Table 5와 같

이 건식, 건/습식 및 습식 (이하 D, DS, S로 각각 약기함)

3수준으로 실시하는데, 건식은 12시간 동안 스팀을 공급

하지 않고 50
o
C로 양생하였다. 건/습식의 경우 온도조건

을 50
o
C로 동일하게 설정한 후 4시간 건식, 6시간 습식, 2

시간 건식으로 양생을 실시하였다. 또한, 습식의 경우 12

시간 동안 스팀을 공급하여 50
o
C로 양생을 실시하였다.

1차 양생을 실시한 시험체에 대하여 2차 양생은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오토클레이브를 이용하여 승온 시

간 27
o
C/hour, 180

o
C에서 6시간 유지하는 방법으로 양생

을 실시하였다. 2차 양생 이후는, 오토클레이브 내에서

자연 감압 및 냉각하는 방법으로 냉각하였으며, 이러한

2차 양생 및 냉각 방법은 전 시험체에 있어서 동일한 조

건으로 실시하였다.

2.2.5 측정 방법

(1) 수화생성물, 수화도, 세공구조

양생조건에 따른 수화생성물, 수화도, 세공구조를 측정

하기 위한 각각의 시험체는 1차 양생 및 2차 양생 후

40 × 40 × 160 mm 시험체에서 5 × 5 × 5 mm 크기로 시료를

채취하며 수화를 정지시킨 후, 각각의 시험을 실시하였다.

① 수화생성물 (XRD)

수화생성물을 측정하기 위한 XRD는 200번체 이하로

Table 1 Design of experiment

Factor Levels Testing items

Curing

condition

D
A)

·Hydration materials (XRD)

·Hydration degree (DT-TGA)

·Porosity structure (porosimeter)

·Micro structure (SEM)

·Compressive strength 

DS
B)

S
C)

*A) Dry curing for 12 hours

 B) Dry curing for 4 hours+steam curing for 6 hours+dry

    curing for 2 hours

 C) Steam curing for 12 hours

Table 2 The chemical component of materials

Type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K2O Ig. loss

OPC 21.4 6.3 2.9 61.4 2.7 2.2 0.13 0.9 1.7

Silica powder 95.5 1.95 0.76 - - - - - 1.8

Sepiolite 35.3 0.4 3.42 15.4 27.63 - - 0.92 17

Table 3 The physical properties of silica powder

Density (g/cm
3
) Fineness (cm

2
/g)

2.66 3,800

Table 4 The physical properties of viscosity modified agent

Viscosity (cps) Ig.loss Moisture (°/wt)

40,600 0.81 3.70

Table 5 Conditions of 1st curing

Dry-method Dry curing for 12 hours

Dry-steam-method
Dry curing for 4 hours steam curing for 6 

hours dry curing for 2 hours

Steam-method Steam curing for 12 hours

* Curing temperature is 50
o
C at al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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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분쇄하고 분석하기 전에 110
o
C로 흡착수를 증발시켜

야 하지만 수화생성물의 변형을 우려하여 50
o
C에서 건

조시켰다. 분석에 사용된 전압은 30 kV, 전류는 25 mA, 분

석 범위 2θ 는 5
o
~60

o
, 분석속도는 2

o
/min로 측정하였다.

② 수화도 (DT-TGA)

수화도를 측정하기 위한 DT-TGA는 시료를 50
o
C에서 건

조시킨 후에 45 µm 이하의 크기로 미분쇄하여 50 µm을

채취하여 승온속도 40
o
C/min으로 1,000

o
C까지 가열하였다.

시험 완료된 시험체는 상온에서 냉각시킨 후, 그 감량을

0.1 mg까지 측정하였다.

③ 세공구조 (porosimeter)

세공구조를 관찰하기 위한 porosimeter는 크기 5 × 5 × 5 mm

이하의 시료를 50
o
C에서 건조시킨 후에 시료 1,000 mg을

Autopore IV9500 V1.06으로 압력 60,000 psi까지 가압하

여 세공경 0.003 µm 크기까지 측정하였다.

④ 미세구조 (SEM)

수화생성물을 측정하기 위한 SEM은 시료의 표면을 세

척한 다음 시료대에 붙이고 진공상태로 만든 다음 5,000

배의 배율로 촬영하였다.

(2) 압축강도

양생조건에 따른 수열합성 경화체의 압축강도는 KS L

5105「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에 준하여 재령별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화물

Fig. 2는 1차 및 2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열합성 경화

체의 XRD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시험체에

있어서 1차 양생 후에 규산칼슘의 가수분해에 의해 생성

된 수산화칼슘 (Ca(OH)2)이 존재하며 그 외에 에트린자

이트 (C3A·3CaSO4·32H2O), monosul-fate (C3A·CaSO412H2O)

및 alite (C3S)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화생성물

에 있어서 양생조건에 따른 큰 차이는 보이지 않고 있

었으며, 2차 양생 이후에 α-quartz (SiO2)와 수산화칼슘

은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반응함으로써 1차 양생 이후에

비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C3S가 소실된 것을

알 수 있었고, 칼슘 이온과 규산염 이온의 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tobermorite (5CaO·6SiO2·5H2O)가 형성된 것을

알 수 있었다.
2)

3.2 수화도

Figs. 3과 4는 1차 및 2차 양생조건에 따라 수열합성

경화체를 1,000
o
C까지 가열한 DT-TGA의 시험 결과를 나

타낸 것이다. 1차 양생 후 모든 시험체에 있어서 Ca(OH)2

가 분해되는 440~480
o
C의 온도 영역에서 감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강 섬유인 해포석이 분해되는 780~820
o
C

의 온도영역에서는 1차 양생 및 오토클레이빙 양생 시

험체 모두에서 감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able 6은 이러한 실험 결과 및 그 결과를 바탕으로 계

산한 Ca(OH)2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3)
 Table 6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Ca(OH)2는 건식양생의 경우 5.8%, 건

/습식 양생의 경우 6.6% 및 습식양생의 경우 6.2%가 생

성되었다. 즉 건/습식 양생의 경우가 1차 양생 후에 건

식양생 및 습식양생에 비하여 수화가 더 진행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각각의 시험체에 있어서 2차

양생 후에 850
o
C 내외에서 흡열반응이 나타났는데, 이는

2차 양생에 의해 생성된 tobermorite가 가열되어 생성되

는 wollastonite (CaO·SiO2)에 의해 나타난 현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4)

Fig. 1 Curing method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pecimen cured respectively

(①,② and ③: D, DS, S respectively and a: after 1st curing,
b: after 2nd curing,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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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세공구조

Figs. 5, 6은 1차 및 2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열합성 경

화체의 공극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

험체에서 1차 양생 이후에 비해 2차 양생 이후의 세공

경 피크가 공극이 작은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 양생 이후에 습식양생의 경우가 다른 양생조

건에 비해 세공경이 큰 쪽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건식의 경우 넓은 범위에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습식의 경우 세공경이 작은 쪽에

분포되어 있어 다른 양생 방법에 비하여 강도 등에 유

리한 공극분포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차 양생

이후에는 각각의 시험체에 있어서 전반적으로 세공경의

분포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건/습식의 양생조건

이 다른 양생조건에 비해 세공경 피크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Fig. 7은 1차 및 2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열합성 경화

체의 평균 공극직경을 나타낸 것이다.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이 평균 세공경의 경우 1차 양생 이후에 건식양

생 0.56, 건/습식 양생 0.38 및 습식양생 0.69 ml/g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공극분포와 유사한 경향으로 건

/습식의 경우가 가장 작은 평균공극직경을 갖고 있어 강

도 등에 유리한 공극분포를 갖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2차 양생 이후에는 건식양생 0.06, 건/습식양생 0.05

및 습식양생 0.06 ml/g으로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건/습

식양생이 가장 낮은 공극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은 1차 및 2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열합성 경화

체의 공극경의 분포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극 크기를 5

분류로 나누어 공극 크기별로 차지하고 있는 공극량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이다. 전반적으로 모든 시험체에 있

어서 1차 양생 후에 비해 2차 양생 후가 대체적으로 공

극의 크기가 감소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건/습

식의 경우가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특성에 유리한 0.05 µm

이하의 공극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다른 양생 방법에 비

하여 보다 높은 강도특성을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5-8)

3.4 미세구조

Fig. 9의 (a), (b), (c)는 1차 양생을 실시한 각각의 시

험체를 5,000배로 촬영한 SEM 관찰 결과이다. Fig. 9의

Fig. 3 Results of DT-TGA after 1st curing according to curing

conditions

Fig. 4 Results of DT-TGA after 2nd curing according to curing

conditions

Table 6. Ca(OH)2 content by DT-TGA

Curing condition
Temp.

(
o
C)

wt. loss (%)

D DS S

1st curing

~440 6.8 7.5 6.8

440~480 1.4 1.6 1.5

480~740 3.6 3.5 3.2

Ca(OH)2 content (°/wt) - 5.8 6.6 6.2

Fig. 5 The distribution of pore size diameter after 1st curing

Fig. 6 The distribution of pore size diameter after 2n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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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식 양생조건의 경우 입

자표면에 일부 C-S-H가 관찰되고 있으나 칼슘-실리케이

트 (calcium silicate) 광물의 초기수화 단계에서 나타나는

망상모양이 주로 관찰되어 수화가 충분히 진행되지 못하

였음을 알 수 있었다. Fig. 9의 (b)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건/습식양생조건의 경우는 입자표면에 초기 수화과

정에서 나타나는 망상 모양 보다는 수화가 좀 더 진행 되

었을 때 나타나는 꽃과 같은 모양이 주를 이루고 있는 것

을 알 수 있다. 또한 Fig. 10의 (c)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습식양생조건의 경우 일부 꽃모양이 관찰되었지만

보다 많은 망상모양이 관찰되고 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1차 양생까지 건식양생 방법의 경우가 수화가 가장 느리

며, 건/습식의 수화가 가장 빠른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의 (a), (b) 및 (c)는 2차 양생을 실시한 시험체의

SEM 관찰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10의 (a)와 (b)에

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보통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의해

칼슘 이온과 규산염 이온이 반응하여 형성되는 tobermorite

(5CaO·6SiO2·5H2O)가 건식 양생 방법과 건/습식 양생 방

법에서 모두 잘 나타났으며, 건/습식 양생 방법에서 보

다 많이 생성되었고 습식양생에서 상대적으로 적게 생성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3.5 압축강도

Fig. 11은 1차 및 2차 양생을 실시한 수열합성 경화체

의 각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1차 양생 후

시험체의 압축강도와 2차 양생 후 시험체의 압축강도 차

이는 약 20 MPa인 것으로 나타났다. 1차 양생 후에 압

축강도는 건식양생 3.5 MPa, 건/습식양생 3.8 MPa 및 습

식양생 3.8 MPa로 나타나 건/습식과 습식양생조건이 습

식이 적용되지 않은 건식에 비해 약간 높은 값을 나타

Fig. 7 The median pore diameter

Fig. 8 The distribution of pore diameter

Fig. 10 Observation of SEM after 2nd curing according to curing conditions

Fig. 9 Observation of SEM after 1st curing according to cur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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냈다. 또한 2차 양생 후의 경우 건식양생 22.2 MPa, 건/습

식양생 23.3 MPa 및 습식양생 21.5 MPa로 건/습식이 가장

높은 강도 값을 갖고 있으나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4. 결 론

수열합성 경화체의 1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화특성 및

강도특성에 대한 실험·실증적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수열합성 경화체의 DT-TGA 분석 결과 건/습식의

경우가 1차 양생 후에 Ca(OH)2를 가장 많이 함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건식 및 습식에 비하여

수화가 더 진행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수열합성 경화체의 1차 및 2차 양생 후 공극특성의

분석 결과, 건/습식 양생 방법의 시험체가 다른 양

생 방법의 시험체보다 공극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

으며, 특히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특성에 유리한 미

세공극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수열합성 경화체의 1차, 2차 양생 후 각 양생조건

에 따른 시험체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 건/습식 양

생조건이 강도발현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4) 1차 양생조건에 따른 수열합성 경화체의 수화, 공

극 및 강도특성에 있어서 건/습식의 양생 방법이 건

식과 습식 양생 방법에 비하여 보다 우수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수열합성 경화체의 제조

에 있어서 1차 양생을 건/습식으로 하는 것이 유리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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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프리캐스트 제품은 소요의 강도를 단기간에 얻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상압 증기양생을 실시하며, 칼슘-실리케

이트의 수열합성반응을 이용할 경우 1차 양생 이후에 오토클레이브 양생이라는 2차 양생도 실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제

품의 강도발현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양생 방법의 경우, 2차 양생 방법에 대한 연구는 각종 연구로 부터 수열반응에

적합한 조건이 구명되는 등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1차 양생 방법에 대한 검토는 아직 미비한 실정이며 생산업체

별로 양생 방식을 달리하여 제품을 생산하고 있어 제품의 소요강도 획득에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수열합성 경화체에 있어서 보다 높은 강도를 얻기 위한 1차 양생 방법에 대한 자료를 얻고자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였

다. 즉 수열합성 경화체에 있어서 1차 양생 방법을 건식과 건/습식 그리고 습식으로 실시한 후에 각각의 시험체에 대하

여 수화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EM, XRD, DT-TGA 및 porosimeter 시험을 실시하였으며, 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측정 결과, 1차, 2차 양생 후 각 양생조건에 따른 시험체의 압축강도는 건/습식 양생조

건이 강도발현에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 수화도 분석을 위한 SEM, XRD

및 DT-TGA의 측정 결과, 건/습식 양생조건의 경우가 건식과 습식 양생조건에 비해 가장 많이 수화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었고, porosimeter의 측정 결과에 있어서도 건/습식 양생조건이 강도특성에 유리한 공극특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수열합성 경화체, 양생조건, 수화특성, 압축강도

Fig. 11 The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curing condition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