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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get basic information about properties of high blaine slag cement(HSC) to use shotcrete(or sprayed
concrete and mortar). Particle size distribution, setting time and compressive strength test, analysis like as SEM, DSC thermal analysis,
XRD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principle properties of HSC. Setting time of HSC was delayed slightly, but influence of accelerators
was more bigger than ordinary portland cement(OPC). Compressive strength of HSC at 28 days was more higher than OPC regardless
of using accelerators . Results of analysis showed early period hydration products of HSC is more small and located widely, because
of the interface of between cement particle and water is increased as specific surface of cement increase. From the SEM observation
and analysis of DSC and XRD results, aluminates accelerators bring on some hydration products like as calcium aluminium hydrates,
alkali free accelerators increases ettringite and monosulfates. Aluminates accelerators has a advantage of setting time and early
strength, alkali free accelerators increases strength after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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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고로수쇄슬래그는 선철의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부산

물로, 비정질 특성을 가지며 잠재수경성 반응으로 시멘트

경화체의 내부조직을 보다 치밀하게 형성하여 콘크리트

의 강도증진 및 내구성 향상에 효과적이다.
1,2)

 고로수쇄

슬래그는 수 mm 크기의 과립상 형태를 가지고 있으며,

이를 분쇄한 고로수쇄슬래그 미분말(이하 슬래그 미분말

로 표기)은 플라이애쉬와 함께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콘크리트용 혼합재이다. 

슬래그를 콘크리트용 혼합재로 사용한 초기에는 산

업부산물의 자원재활용과 경제성 향상이 부각되었다.

하지만 최근에 와서는 콘크리트의 내구성 향상, 저발

열 콘크리트 등 특수한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추세

이다.

이미 국내에서도 슬래그 미분말을 시멘트와 혼합한 슬

래그 혼합시멘트가 제품화되어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더

나아가 플라이애쉬 및 기타 혼합재와 함께 사용한 저발

열 혼합시멘트가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슬래그

미분말을 적용한 ECC(Engineered Cementitious Composite)

의 개발, 분말도를 조정하여 저발열 콘크리트, 고강도 콘

크리트에 적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6)

일반적으로 시멘트 및 콘크리트 혼합재의 분말도가 상

승하면 반응성이 향상되기 때문에, 응결시간이 단축되고

초기강도 증진에 효과적이며, 반대의 경우 초기 수화열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따라서 시멘트의

분말도가 상승되면 안정성 확보와 원활한 공정진행을 위

하여 빠른 응결특성과 초기강도 확보가 필수적인 숏크리

트(shotcrete)에 부합될 것이다.

스프레이드 콘크리트(sprayed concrete)로 불리기도하는

숏크리트는, 거푸집 설치 없이 콘크리트 재료를 고압으로

분사하여 타설하는 공법으로, 터널의 시공과 경사면의 보

강 등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상기 구조물의 경우 낙반

방지, 암반의 변형 및 이완의 조기 억제와 지보력을 제공

하는 등 순간적인 응결과 경화 및 조기강도 확보가 요구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8)

본 연구에서는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를 숏크리트용 특

수시멘트로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기위한 기초정보를 얻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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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 험

실내조건에서 볼밀(ball mill)을 사용하여 시판중인

SC(slag cement)의 분말도를 5,000 cm
2
/g의 수준으로 상향

시켜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를 준비하였다. 

OPC와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의 기본특성 비교(입도

분포, 응결시간, 몰탈 압축강도 비교), 2가지 종류의 급결

제를 적용한 특성 비교(페이스트 응결, 몰탈 압축강도 비

교, 콘크리트 강도 비교), 급결제가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성 비교를 위한 기기분석(X선 회절분석, DSC

분석, SEM 관찰)을 실시하였다.

2.1.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국내 S사의 1종 포틀랜드 시멘트(비표면

적 3,200 cm
2
/g)와, 시판중인 슬래그 시멘트(3,800 cm

2
/g)

를 볼밀(ball mill)을 사용하여 분말도를 상향시킨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5,000 cm
2
/g)를 사용하였다. 숏크리트용 액

상 급결제는 국내에서 사용중인 알루미네이트계(S사,

sodium aluminate, 제품명 LA)와 알카리프리계 급결제(S

사, alkali free, 제품명 LF)를 사용하였다.

시멘트의 화학성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입도

분포 곡선은 Fig. 1에 나타내었다. 또한 급결제의 물성은

Table 2와 같다. 

2.2. 페이스트 특성 평가

OPC와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응결특성을 비교하고,

두 가지 급결제가 시멘트의 응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하여 페이스트 응결시험을 실시하였다. 시멘트의

응결시간은 KS 규격에 준하여 표준주도 측정과 병행하였

으며, 급결제를 사용한 시멘트의 응결시간은 ASTM C

110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숏크리트용 액상 급결제의 사

용량은 제조사의 권장사용량을 참조하여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는 3, 5, 7%로 하였으며, 알카리프리계 급결제의

사용량은 5%, 7%로 하였다.

2.3. 몰탈 압축강도

OPC와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의 압축강도발현 특성

을 비교·평가하기 위하여 KS L ISO:679에 따라 몰탈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급결제를 적용한 몰탈 압축

강도 시험은, 급결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KS L 5105 및

5109에 따라 실시하였다. 급결제는 몰탈혼합이 완료된 후

투입하였으며, 혼합은 1속으로 5초 2속으로 10초간 실시

하였다.

2.4. 콘크리트 압축강도

숏크리트용 콘크리트 배합에 OPC 및 고분말 슬래그 시

멘트와 급결제를 적용하여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용 시험체는 90초간 혼합한 다음 급결제를 투입

하고 약 10초간 혼합이후 Φ75×150 mm 몰드를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콘크리트 시험체의 압축강도 측정은 급결제

투입후 12시간, 24시간, 3일, 28일이 경과한 시점에서 실

시하였다. 시험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은 Table 3과 같

으며, 굵은 골재는 13 mm(비중 2.66) 잔골재는 해사(흡수

율 0.90, 비중 2.60)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의 작업성 확

보를 위한 액상혼화제로는 나프탈렌계 고성능 감수제(고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s

Blaine

(cm
2
/g)

chemical composition(wt%)

CaO SiO2 Al2O3 Fe2O3 SO3 Na2O K2O MgO LOI

OPC 3,300 63.18 21.36 5.03 3.31 2.30 0.10 0.90 2.89 1.44

SC 5,000 57.61 23.85 8.25 2.44 2.86 0.14 0.65 3.97 0.62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Accelerators

Color Specific gravity pH Main component

Aluminates (LA) Dark yellow 1.48 13.0 Inorganic aluminium salt

Alkali free (LF) Light white 1.38 2.5~4.0 Water soluble aluminium compound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ements us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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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분 40.0%)를 사용하였다.

2.5. 분석용 시편제작 및 수화 정지 

OPC와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수화반응 특성 및 급

결제가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한 페이스트 시편은 물/시멘트 값을 0.40으로하여 3분

간 교반하여 제작하였다. 급결제의 사용량은 알루미네이

트계 급결제와 알카리프리계 급결제 모두 5%(시멘트 중

량기준)로 하였으며, 3분간 교반 후 30초간 혼합하였다.

양생이 끝난 페이스트 경화체는 아세톤으로 수화정지 시

킨 후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분석시편을 제작하였다.

2.6. 기기 분석

상기의 과정을 통하여 제작된 페이스트 시편에 대하여

X선 회절 분석(DMAX-2200H, R사, 일본), DSC 열분석

(DSC-50, S사, 일본)을 실시하였으며, 페이스트 경화체 표

면에 대한 SEM(S-3200H, H사, 일본) 관찰을 통하여 수화

생성물의 형태 및 분포를 비교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의 숏크리트 적용을 검토하기

위한 페이스트 응결시간, 압축강도, 기기분석 결과는 다

음과 같다.

3.1. 응결시간

OPC와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응결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실시한 표준주도 및 응결시간 측정결과를 Table 4

에 나타내었으며, 두 가지 종류의 급결제가 사용량 변화

에 따라 시멘트의 응결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

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응결시간의 경우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초결과 종결

이 231분, 325분으로 OPC의 213분, 295분 보다 소폭 지

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급결제를 사용한 경우의

응결시간은 급결제의 종류 및 사용량에 따라 차이를 보

이고는 있지만 전체적으로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가 빠

른 특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응결특성은 분말도가 상승하더라도 슬래그가 잠

재수경성 물질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반응속도가 느리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의

경우 슬래그의 반응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수산화

나트륨(NaOH)
5,9,10)
이 주요 성분이기 때문에 오히려 응결

시간을 단축시키며, 알카리프리계 급결제의 경우 다량의

황산염이 수화초기부터 에트링자이트 생성
8,11,12)

을 촉진

하여 응결시간을 단축시키기 때문에 상반되는 결과를 나

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압축강도

OPC와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으며, 또한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3,

5, 7%)와 알카리프리 급결제(5, 7%)가 몰탈 및 콘크리트

의 압축강도 발현특성에 미치는 영향성을 평가하기 위하

여, 12시간, 1일, 28일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Fig. 2 및

Fig. 3에 나타내었다.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재령 7일까지는

OP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재령 28일

에서는 66.4 MPa로 OPC의 59.7 MPa를 크게 상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급결제를 사용한 몰탈 압축강도에서는 OPC의 경우 전

체적으로 급결제 사용으로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나, 알카리프리계 급결제는 장기재령에서의 강도저

Table 3. Concrete Mixing Table

W/C S/A
Unit Weight (kg/m

3
)

C W S G PNS
1)

39.6 63.0 480 190 1,018 612 4.80
1)

High Range Water Reduction Agent based on Naphthalene

compounds

Table 4. Test Results of Setting Time

OPC HSC

Blaine (cm
2
/g) 3,200 5,000

W/C ratios 0.278 0.280

consistency (mm) 5.0 5.0

initial setting time (min) 213 231

final setting time (min) 295 325

Table 5. Test results of Setting Time (min:sec. initial/final)

OPC HSC

Blaine (cm
2
/g) 3,200 5,000

Aluminates 3% 5:40/45:55 3:25/38:10

Aluminates 5% 4:20/30:15 3:05/24:40

Aluminates 7% 3:25/22:50 2:30/12:50

Alkali free 5% 14:10/135:00 8:20/112:00

Alkali free 7% 2:45/53:30 2:35/45:30

※ Cement paste prepared by W/C ratios 0.30

Table 6. Test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MPa)

Blaine (cm
2
/g) 3 days 7 days 28 days

OPC 3,200 32.0 44.3 59.7

SC 5,000 26.4 40.1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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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가 알루미네이트계보다 적어 무첨가 시편과 유사한 수

준을 나타내었다.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경우 강도수준

이 상대적으로 높아 무첨가 OPC와 비교하여 재령 28일

에서의 강도 저하 폭이 감소하거나 오히려 높은 강도(LF

7%)를 나타내는 특징을 보였다.

콘크리트의 경우 몰탈과 비교하여 응결이 늦고 초기강

Fig. 2. Influences of accelerator dosage on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Fig. 3. Influences of accelerator dosage on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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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발현이 낮아 급결제의 영향성이 보다 크게 나타나는

특성으로 몰탈 압축강도 측정결과와는 큰 차이를 나타내

었다. 콘크리트 압축강도 측정결과에서는 재령초기의 경

우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의 강도가 보다 우수하였으며,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hardened cement paste specimens cured for 1 and 28 days.

Fig. 5. DSC curves of hardened cement paste specimens cured for 1 and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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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령 28일에서의 강도저하 폭도 감소하는 특징을 나타내

었다. 

특히 급결제를 사용한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경우,

OPC 무첨가 시편의 재령 28일 강도와 비교하여 알루미

네이트계 급결제를 7% 사용한 시편에서만 소폭의 강도

저하가 나타났을 뿐 알루미네이트 3%, 알카리프리 5%,

7%를 사용한 시편에서는 오히려 높은 수준의 강도를 나

타내었다. 급결제를 사용한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강도

발현 특성으로 판단할 때, 숏크리트 적용시 기존의 OPC

를 사용하는 경우보다 초기강도 확보 및 장기강도 확보

에 있어서 보다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는 수화초기에 칼슘

실리케이트 광물상(C2S, C3S)와 반응하여 응결을 촉진하

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이러한 반응기구는 장기강도에 가

장 큰 기여를 하는 CSH상의 생성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장기강도를 감소시키게 된다.
8)

 하지만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의 경우 분말도 상승에 따른 반응성 향상과, 급결

제 중의 수산화나트륨(NaOH)성분이 슬래그의 반응을 촉

진하여 CSH상의 생성을 앞당김
10)
으로써 장기강도 저하

를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카리프리 급결제의 경우 수화초기에 다량의 황산염

을 공급하여 에트링자이트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응결 및

초기강도를 확보하고, 칼슘실리케이트상(C2S, C3S)의 수

화반응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장기강도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예상된다.

3.3. 기기분석

알루미네이트계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의 기기분석 결

과에서는 칼슘알루미늄 수화물(X선 회절분석의 2θ기준

10~12°, DSC 분석의 약 140
o
C 피크)이 상대적으로 발달

해있으며, 알카리프리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의 기기분석

결과에서는 에트링자이트(X선 회절분석 2θ기준 9°, DSC

분석의 약 92
o
C 피크)가 발달해 있어 급결제가 이들 수

화물의 생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있다. 재

령별 페이스트 경화체의 파단면에 대한 SEM 관찰결과에

서도 알루미네이트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판상 수화물이 다량 관찰되고 있으며, 알카리프리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에서는 잘 발달된 침상의 에트링자

이트 상이 다량 존재하며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를 뒷받침 하고 있다.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의 경우 상기의 특징이 보다 명

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시멘트의 분말도가

상승함에 따라 반응성이 향상
2,13,14)

되어 더욱 두드러지게

관찰되는 것이다. 특히 DSC 결과에서는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 1일 측정결과가 OPC 시편의 1일 보다는 28일 측

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있어, OPC와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반응의 진행이 빠르다는 것을 증명해주고 있다.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 X선 회절분석 및 DSC 분석결과

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모노설페이트(X선 회절분

석의 2θ기준 10°, DSC 분석의 약 140~160
o
C 피크)의 피

크가 OPC 보다 명확하게 나타나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

Fig. 6. SEM photographs of hardened cement paste specimens cured for 1 and 28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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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슬래그 시멘트가 가지는 수화반응의 특징에 기인한 것

으로 분말도가 상승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SEM 관찰결과에서도 OPC와 비교하여 보다 뚜렷

한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알루미네이트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에서는 판상 수화물이 다량 분포하고 있으며, 알카리

프리 급결제를 사용한 시편에서는 재령 28일 에서도 잘

발달된 에트링자이트 결정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에트링자이트는 시멘트 수화초기에 황산염

이 충분한 조건에서 C3A의 수화반응을 통하여 생성된

다. 하지만 시멘트 중에 포함된 황산염이 부족하기 때

문에 C3A가 반응을 지속함에 따라 모노설페이트 또는

C3A·Ca(OH)2·12H2O 생성되며, 이미 생성된 에트링자이

트도 이들 수화물로 상전이 된다. 

알카리프리 급결제는 용해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황산

알루미늄(무수물의 경우 32.6 g, 20
o
C)을 주성분이기 때문

에 C3A가 반응하여 에트링자이트를 생성하는데 큰 기여

를 함과 동시에 에트링자이트가 모노설페이트 등으로 상

전이 되는 것을 억제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상기의 결

과를 나타내는 것이다.

X선 회절분석, DSC 분석, SEM 관찰을 통하여 OPC와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에 대한 급결제의 영향성을 비교하

면, OPC와 비교하여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에서 급결제의

영향성이 더 큰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슬

래그 시멘트에 대한 급결제의 영향과 함께 분말도 상승

으로 슬래그 시멘트의 반응성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슬래그 시멘트의 경우 OPC와 비교하여 콘

크리트의 작업성이 우수하지만,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고분

말도 슬래그 시멘트의 경우 분말도 상승에 의한 작업성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에, 요구되는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

해서는 고성능 감수제(혹은 고성능 AE 감수제)의 사용량

이 OPC와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록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가 OPC와 비교하여 작업

성이 떨어지며 이를 보완해야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지

만,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를 사용함에 따라 초기 강도

및 장기강도가 개선되고 급결제의 효율성이 향상되는 장

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숏크리트용 특수시멘트로 적용하

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숏크리트는 타설환경의 변화폭이 일반 콘크리트와 비

교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크며, 실내시험과 현장에서 얻어

지는 결과 사이에 차이점이 매우 크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숏크리트 품질과 성능을 판단함에 있어 주요

성능인 리바운드 발생량, 타설시간, 타설후 안정성 확보

등의 성능은 실내 시험에서는 확인하기 곤란하다는 문제

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가 숏크리트 적용시 급결제의 효율성을 향상시키

며, 초기강도 및 장기강도 측면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음

을 확인하였지만, 다양한 시공조건하에서 수차례에 걸친

현장 적용을 통하여 콘크리트 배합, 급결제의 종류에 따

른 특성, 급결제 사용량에 따른 특성과 함께 본 연구에서

발견하지 못하였지만 시공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문제

점을 체계적으로 검증하고 해결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현재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중인

숏크리트(shotcrete)에 고분말도 슬래그 시멘트(5,000 cm
2
/

g)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한 기초 특성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수행된 페이스트 응결시험(급결

제 적용 포함), 페이스트 기기분석(X선 회절분석, DSC 열

분석, SEM 관찰), 압축강도 시험(급결제 적용 포함, 몰탈

및 콘크리트) 결과로부터 얻은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

과 같다.

1)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는 OPC와 비교하여 응결이 다

소 지연되지만 급결제를 사용하는 경우 오히려 응결시간

이 단축되어, 급결제의 영향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고분말 슬래그 시멘트는 OPC와 비교하여 초기강도

가 우수하고 급결제에 의한 장기강도 저하가 크게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알루미네이트 급결제는 칼슘알루미네이트 수화물의

생성을 촉진하며, 수산화나트륨 성분이 슬래그의 반응성

을 향상시켜 강도 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예상된다.

4) 알카리프리 급결제는 다량의 황산염을 공급하여 초

기수화과정에서 에트링자이트의 생성을 촉진하며, 장기재

령에서도 에트링자이트의 상전이를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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