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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improve concrete quality one of the most widely used chemical admixtures is polycarboxylate type superplasticizer. Unlike ligno-
sulfonate and naphthalene-sulfonate, it has high dispersion property and excellent sustainable dispersion property for cement and
concrete. Thus, polycarboxylate type superplasticizer has been widely used as a high-performance water reducing admixture together
with silica fume in high-performance concrete and other applications for the dispersion of high-strength concrete over 100 MPa.
However, even though there have been many studied on the dispersion of concrete by the structure of polycarboxylate type
superplasticizer, there have a few studied that clarified the relationships between its rheolog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properties
in the early hydration behavior of ordinary portland cement.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s between the rheological properties and
microstructure of cementitious materials with polycarboxylate type superplasticizer, this study experimented on the rheology, pore
structure, heat evolution, and consistency in early hydration as well as on the compressive strength by early dispersion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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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우리 사회는 산업구조가 다양화되고 급속한 경제

성장과 함께 생활수준이 크게 향상됨에 따라, 건설 분야에

서도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1)

 건설 현장에서는 콘

크리트 타설 시 시공성 개선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다. 100 MPa 이상의 고강도 콘크리

트는 감수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와는 달리 W/C가 낮아

굳지 않는 상태에서의 유동성 저하를 유발하며 초고층 건

축 구조물의 경우 펌프 압송 시 어려움이 있다. 이러한 단

점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고성능감수제의 사용이 불가피하다.

국내에서도 고성능감수제를 첨가한 고유동 콘크리트의

유동성과 시공성에 대한 기초물성 및 역학적 특성에 대

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2,3)

 특히 콘

크리트의 고성능화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한 고유동성 확

보 및 높은 감수율, 유동성 지속시간 유지라는 이점이 있

기 때문에 고성능감수제는 널리 사용되고 있다.
4,5)

그러나 화학혼화제들의 조성 및 화학구조의 차이에 따

라 시멘트의 분산 및 응집 상태, 응결 경화 및 경화 후

세공구조 등의 차이로 인하여 사용상에 여러 가지 문제

점이 지적되어 왔다. 최근에 이르러 고유동 콘크리트의

성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동과 변형을 함께 취급하는 유

변학적 해석이 중요시 되고 있다. 유변학적 해석이란 시

멘트 페이스트를 이용하여 지속적인 전단 속도 하에서의

전단응력을 기준으로 한 소성점도의 변화에 대한 해석을

뜻하나 이러한 평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폴리카본산계(polycarboxylate

water reducing agent :이하 PC로 표기), 리그닌계(ligno

sulfonate superplasticizer :이하 LS로 표기)와 나프탈렌계

(naphthalene sulfonate superplasticizer :이하 PNS로 표기)

의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하였으며 시멘트 페이스트의 분

산 상태를 검증하기 위해 유변학적 특성의 관계를 검토

하고, 분산특성이 경화 후 시멘트 페이스트의 세공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 실험방법

2.1. 실험계획

실험은 고성능감수제의 종류에 따른 시멘트 초기 수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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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유변학적 특성과 미세구조 변화를 중심으로 시행

하였으며 수화발열, Rheology, Porosity는 시멘트 페이스트로

실험을 행하였고, 흐름성과 압축강도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측정하였다. 시멘트 페이스트에 대한 실험항목은 Fig. 1에

나타내었으며, 시멘트 모르타르의 실험항목은 Fig. 2에 나

타내었다. 고성능감수제는 나프탈렌계, 리그닌계, 폴리카

를본산계를 사용하였으며 그 사용량은 각각 plain 대비

0.1, 0.3, 0.5, 0.7 wt%로 구분하여 첨가하였다.

2.2. 사용재료

2.2.1.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

본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는 국내 D사의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로서 2800 cm
3
/g의 비표면적을 가지며 비중이 3.15

이며 그 화학 조성 및 물리적 성질은 Table 1과 Table 2

에 나타내었다.

2.2.2. 고성능 감수제

본 실험에서는 기존 시판품인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

였으며 이에 따른 물리적 성질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계 미립자는 입

자 표면의 자유 에너지를 감소시키려고 하므로 응집하려

는 경향이 크다. 고성능 감수제인 LS와 PNS는 시멘트계

입자에 흡착하여 입자의 표면에 음(−)전하의 전기 이중충

을 발생시키므로 인접하는 입자 상호간에 정전기적 반발

Fig. 1. Flow chart of cement paste.

Fig. 2. Flow chart of cement mortar.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OPC

Comp.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wt% 20.63 5.39 2.91 61.58 3.67 2.17

Comp. K2O Na2O TiO2 Mn2O3 P2O5 Ig.. Loss

wt% 1.04 0.04 0.34 0.15 0.11 1.04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OPC

Sp. Gr
Blain

(cm
2
/g)

Setting time

(min)

Compressive strength

(kgf/cm
2
)

Initial Final 3d 7d 28d

3.15 3,412 239 341 239 305 385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Superplasticizer

LS PNS PC

Specific Gravity at 20
o
C (g/ml) 1.18 1.18 1.05

Solid Content(%) 35.1 36.5 20.2

Water Reducing Content(%) 15.0 19.5 20.8

Bleeding Ratios(%) 54.0 54.6 54.0

pH value at 20
o
C 7.2 7.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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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제다전위)이 작용하여 시멘트 입자가 분산되고 재응집

을 방지한다. 그러나 폴리카본산계의 분산 성능은 DLVO

이론에 의한 정전기적 반발력 외에 고분자 흡착층의 상

호 작용에 의한 입체 반발력(입체장해작용)이 동시에 작

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 사용한 LS와 PNS

는 정전기적인 반발력이 작용하는 감수제이며 PC는 정전

기적 반발력과 입체장해작용이 동시에 작용한다고 할 수

있다.

2.3. 실험방법

2.3.1.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혼합

Fig. 3은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혼합 방법을 나

타내었다. 시멘트 페이스트의 혼합은 W/C=0.35로 설정하

였으며 5분간 실시하였다. 또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혼합

방법은 수경성 시멘트 반죽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

방법(KS L 5109)에 의거 혼합하였으며, 모르타르의 물성

평가를 위해 W/C=0.485, 모래/시멘트 비(이하 S/C로 표

기)=2.45로 계량 후 혼합하였다. 

2.3.2.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2.3.2.1 유변학적 특성

레올로지 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W/C=0.35로 시멘트 페

이스트를 제작하였다. 원통형 회전 점도계(Rotovisco RT-

2, Hakke Co., Germany)를 사용하여 0~150 s-1(120 sec),

20±3
o
C를 기준으로 측정하였다. 

2.3.2.2. 흐름성

W/C=0.485의 시멘트 모르타르를 대상으로 흐름성을 측

정하였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KS L

5105)의 규격을 만족하는 흐름 시험기(flow table)를 이용

하여 상단의 틀을 2층으로 구분하여 혼합된 재료를 채우

고 각 층을 15회 다짐한 후 15회의 자유낙하를 실시하였

다. 총 4회 측정하였으며, 평균값을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

름성으로 산출하였다. 

2.3.2.3. 수화발열

고성능감수제가 초기 수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

하기 위해 W/C=0.35로 시멘트 페이스트를 혼합 후 단열

식 수화발열 발생용기와 컴퓨터에 연결된 10점식 데이터

로거(Ucam-60b, Kyowa Co., Japan)를 사용하여 1초 간격

으로 수화발열을 측정하였다.

2.3.3. 경화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2.3.3.1. Porosity

W/C=0.35로 시멘트 페이스트를 제작 후 재령 28일까

지 온도 20±3
o
C, 상대습도 90% 이상으로 양생하였다. 양

생 후 시편을 5~10 mm로 일정하게 부순 후 아세톤으로

수화 정지하였다. 측정 시 시편의 아세톤을 완전건조 하

기 위해 100±5
o
C에서 3시간 동안 건조 후 기공도 측정기

(Poremaster-33, Quantachrome co., USA)로 측정하였으며,

압력조건은 저압영역 0~50 psi, 고압영역 50~33000 psi까지

측정하였으며, 총 세공량과 세공경 분포를 측정하였다. 

2.3.3.2. 압축강도

압축강도 측정은 W/C=0.485, S/C=2.45로 시멘트 모르

타르를 제작 후 수경성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KS

F 5105)에 의거하여 20±3
o
C로 유지하였으며 양생 후 3

일, 7일, 14일 및 28일에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3.1.1. 유변학적 특성

W/C=0.35로 각각의 고성능감수제를 시멘트 대비

0.1~0.7 wt% 첨가하여 소성점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소

성점도란 전단속도가 감소할 때 발생하는 전단응력의 기

울기이다. 일반적인 고성능감수제는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시멘트 페이스트의 점도가 저하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

는 전단 담화(shear-thining)로 분류할 수 있는데 이는 정

상 전단 흐름에서 전단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도가 감

소하는 것이다. 

페이스트의 유동곡선의 측정을 통하여 전단속도와 전

단응력 하에서의 소성점도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plain은 W/C=0.35에서 소성점도 1.35Pa·s였으며, 세 가지

고성능감수제 모두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plain 대비 소성

점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고성능감수제의

Fig. 3. Procedure of mortar mix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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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량 증가 시 기울기가 감소하였으며, 소성점도도 감소

하였다. 기울기가 감소한다는 것은 페이스트의 유동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하여 시멘트 입자와 입자 사이가 멀

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각각의 고성능감수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기울기를

보면 PC가 기울기가 가장 높고 PNS, LS순으로 기울기가

낮은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소성점도 0.4Pa · s를 기

준으로 할 때 PC는 0.3 wt%, PNS는 0.5 wt% 그리고 LS

는 0.7 wt%를 첨가 시 동일한 소성점성을 나타내는데, 동

일한 분산성능을 나타내기 위해서 PC, PNS, LS순으로 첨

가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기울기가 높을수

록 시멘트의 분산성능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는 고성능감수제의 일반적인 성질이며, 콘크리트의 작업

성 및 시공성의 척도가 되는 중요한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3.1.2. 흐름성 측정결과 

Fig. 5에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름성 측정 결과를 나타

내었다. 각각의 고성능감수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흐름

성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흐름성이 크다는 것

은 시멘트의 분산성이 우수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PC 0.3 wt% 첨가 시의 흐름성은 180 mm로 적은 첨가량

에서도 높은 흐름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LS는 0.3 wt% 이

하 첨가시 153.5 mm로 plain 대비 뚜렷한 흐름성 증진 효

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0.5 wt%, 0.7 wt% 첨가시에

는 165 mm, 178 mm로 우수한 흐름성을 나타내었다. PNS

는 0.3 wt% 첨가시 plain 대비 높은 흐름성을 나타내었으

며, 0.5 wt% 이상 첨가시 178 mm로 PC 0.3 wt% 첨가한

경우와 비슷한 흐름성을 나타내었다.

흐름성의 증가 추세를 보면 PC와 LS는 선형적으로 흐

름성이 증가하는 반면, PNS는 첨가량 0.5 wt% 이상에서

는 기울기가 다소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시멘

트 입자 사이의 분산 성능이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고성

능감수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입자와 입자 사이의 거

리가 멀어진다고 판단된다.

고성능감수제가 시멘트에 작용하는 기구에 대해서는 흡

착, 착염생성, 핵생성억제 등의 여러 가설이 있다. 그 중

가장 유력하다고 판단되는 흡착설을 기준으로 생각하여

보면 고성능감수제가 시멘트 표면에 흡착하여서 시멘트

간의 상호작용을 통해 유동성을 나타나게 된다. 고성능

감수제의 종류에 따라 그 작용기구가 상이한데, 리그닌계

및 나프탈렌계는 정전기적 반발력, 폴리카르본산계는 입

체장애효과로 알려져 있다. 이때 시멘트 표면에 고성능감

수제가 흡착하면서 시멘트 수화반응을 억제하는 현상이

병행되어 나타난다. 즉, 고성능감수제의 음이온이 시멘트

의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표면의 칼슘 양이온에 결합

하여 흡착하게 되는데 각 고성능 감수제에 따라서 음이

온의 종류 및 형태, 개수 등의 차이에 따라서 흡착하는

형태가 달라지고 그에 따라 분산성능도 차이가 나게 된

다. 폴리카르본산계의 경우 음이온의 카르복실기가 칼슘

양이온과 결합하는데 카르복실기의 단위질량당 개수가 증

가함에 따라 많은 수의 칼슘양이온과 결합하여 수화반응

이 지연되게 된다.

3.1.3. 수화발열

최근 콘크리트의 고강도화 및 고내구화가 진행되고 있

는 것과 더불어 고성능감수제의 사용량이 증가하는 추세

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발현

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다량의 고성능감수제

가 첨가된 콘크리트를 상정하여 각각의 고성능감수제가

초기 수화반응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검토를 하였다.

시멘트의 수화는 초기에 시멘트와 물이 반응하여 에너

지가 낮은 안정한 상태에 이르는데 이 수화 초기의 과정

은 발열반응이다. 또한 수화발열 특성은 시멘트의 응결 ·

Fig. 4. Results of plastic viscosity on cement pastes at w/c =

0.35.

Fig. 5. Results of flow test on cement mortars at w/c = 0.485, s/

c=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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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화특성을 나타내는데 전체 수화발열량과 발열 속도는

각각의 반응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사용할 수 있다. 일

반적인 시멘트의 초기 수화 반응에서의 수화발열 특성은

Fig. 6과 같다. T1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 발열

곡선을 나타내며, T2는 고성능감수제 첨가시의 수화 발열

곡선이다.

수화 발열 곡선에서 최고온도 도달시간은 수화지연 및

촉진과 상관관계가 있으며, 시멘트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할 경우는 일반 시멘트의 수

화 발열 곡선보다 최고온도 도달시간이 지연되는 특성이

있다. 이는 고성능감수제에 의해 시멘트 입자 표면에 고

성능감수제 중의 친수기가 흡착되어 물과의 접촉을 방해,

수화를 지연시키기 때문이다. 

Fig. 7에 각각의 고성능감수제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최

고 수화온도 도달시간의 차이(∆T)를 나타내었다. 모든 타

입이 plain 대비 지연되었으며, 동일하게 0.1 wt% 첨가하

였을 경우 plain 대비 PNS는 30분정도 수화시간이 늦어

졌으며, PC는 60분, LS는 120분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또한 PC와 PNS는 첨가량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완

만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LS는 첨가량 0.5 wt% 이상에

서 최고온도 도달시간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소성점도

0.4 Pa·s를 기준으로 각 고성능감수제 타입별 최고 수화

온도 도달시간을 비교하였을 때 PC는 1시간 30분, PNS

는 2시간 30분, LS는 7시간 30분 정도 지연되었다. 

따라서 PC가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나타냈고 LS의 경

우는 고-액 계면에서의 전기이중층에 의해 분산성을 나타

내는바 전기이중층의 크기가 클수록 이온의 재결합이 방

해를 받음으로 인하여 다량 사용시 불경화 현상이나 과

도한 지연으로 콘크리트 타설시 공사기간의 지연, 콘크리

트 경화불량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바람

직하지 못하다 할 수 있다. 

3.2. 경화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

3.2.1. 공극율

굳지 않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흐름성 측정결과와 유변

학적 특성을 토대로 동일한 유동성에서의 기공도를 측정

하였다. 

Fig. 8은 수은의 누적 부피에 따른 미세기공을 측정한 결과

이며, 경화 후 페이스트의 총 세공부피는 PC가 0.1248 cc/g로

가장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며, LS는 0.1645 cc/g로 plain

보다 0.02 cc/g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9는 수은의 침입부피에 따른 기공도를 나타내었는

데, PC는 4.72%로 기공도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PNS와 LS 타입은 대체적으로 plain과 약간 작은 수

준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인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기공도는 5~10% 이

내이며, PC는 이보다 작은 기공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

타났다. 

고성능감수제의 종류에 따라서 분산성능이 우수함에 따

Fig. 6. Example for the hydration progress on cement pastes

(T1=plain, T2=addition of superplasticizer).

Fig. 7. Heat of hydration versus time of additional super-

plasticizer on cement pastes at w/c = 0.35.

Fig. 8. Result of porosity on cement pastes at w/c = 0.35

(28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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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세기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성능감수제

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여러 가지 분산 메카니즘에 의

하여 굳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

며, 경화 후의 세공구조 또한 고성능감수제 첨가량과 종

류에 따른 상관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고성능감수제를 첨가하지 않았을 때에는 분산성이 낮

기 때문에 시멘트 입자와 입자 사이의 구속수가 다량 존

재한다. 고성능 감수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분산성이 우수

함으로서 구속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산

성이 우수할수록 입자간의 최밀 충전으로 인한 세공의 직

경이 감소하고 이와 같은 현상으로 인해 경화 후 페이스

트의 압축강도나 내구성에 기공의 크기가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일한 유동특성과 세공구조와는 일치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각각의 고성능감수제들의 화

학구조 및 유동성 상실 후의 수화지연과 메카니즘의 차

이로 판단되며 추후에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2.2. 압축강도

Fig. 10에 동일한 유동성을 기준으로 한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성능감수제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강도 발현은 plain 대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

령 28일 강도 기준으로 판단해 볼때 경우 PC가 36 MPa

로 가장 우수하였으며, plain 대비 10% 이상의 강도 상승

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NS는 35.6 MPa로 plain 대비

7.5% 이상 강도가 상승하였다. 그리고 LS는 34 MPa로

plain 대비 2.5%로 PC, PNS보다는 강도 상승률이 낮게 낮

게 나타났다. 

유변학적 특성 결과와 압축강도 결과를 비교하여 보면,

소성점도가 낮을수록 분산성이 우수하며, 분산성이 우수

할수록 압축강도 발현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

트 입자의 분산력이 뛰어날수록 입자간의 결합으로 인으

로 인하여 압축강도 발현이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PC와 PNS와 비교하여 LS의 경우는 동일한 흐름성에

서 수화가 지연되었는데, 이것으로 보아 수화지연 시간이

너무 길어지면 수화의 방해를 받으므로 압축강도 발현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PC, PNS 및 LS 등의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한 시멘트 페

이스트 분산과 세공구조에 대해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성능감수제 첨가 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소성점

도가 감소하였으며, 첨가량 변화에 따른 소성점도는 선형

관계를 가지며 그 기울기를 보면 검토한 고성능감수제 중

에서 PC의 경우의 기울기가 가장 높아, 분산성능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동일한 소성점도에서 고성능감수제 종류별 최고 수

화온도 도달시간 차이(T)는 PC, PNS, LS순으로 지연되어,

PC가 가장 효율적인 성능을 나타내었고 LS와 같이 과도

한 수화지연은 수화성상에도 악영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시멘트 입자의 분산상태와 세공구조는 상관관계가

있으며, 고성능감수제 첨가 시 총 세공량이 감소하였고,

PC는 다른 고성능감수제에 비해 분산력이 증가하여 시멘

트 입자의 최밀 충전 및 미세 기공이 많이 분포하였으며,

따라서 압축강도 발현이 우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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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sult of porosity on cement pastes at w/c = 0.35.
Fig. 10. Result of compressive strength on cement mortars (w/c

= 0.485, s/c=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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