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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particle size on characteristics of cement by controlling the particle size of commercial cement.
Through a size adjustment, the cement has increasing more of particles that are less than 10 µm in size so the initial reaction time has
been shortened as a result of improvement in the early hydration reaction. Additionally, it showed a great characteristics of strength from
the early age and the initial hydration heat has been increased as well. In the upper and middle parts cements, the initial hydration reaction
rate contribution is high with the 10 µm compared to original cement. So the initial hydration reaction rate is improved and as a result,
it also showed relatively high hydration heat as well. Additionally, adiabatic temperature also showed an increase rate i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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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세기 이후 시작된 산업화는 건설 ·시공 분야에 있어서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해왔으며, 고도로 발달된 기술과 문

명은 보다 우수하고 획기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을 필요로

하게 되어, 현재에 와서는 이전 시대에서는 상상 속에서만

가능했던 초고층 구조물, 초대형 구조물이 보편화되어 있

다. 이러한 콘크리트 구조물은 이전의 구조물과는 달리 보

다 높은 강도, 보다 우수한 내구성, 보다 안정적인 품질을

요구하고 있어 기존의 시멘트 제조기술로는 시대가 요구

하는 모든 사항을 충족시키는데 점점 한계에 도달하고 있다.

시멘트 및 콘크리트의 물성 향상을 위해서는 시멘트 광

물 조성을 변화 시키는 방법, 혼합시멘트를 사용하는 방

법 및 시멘트의 입자 크기를 조정하여 분말도를 변화 시

키는 방법 등이 있다.
1-5)

일반적으로 동일 물-시멘트 비에서 평균입자 크기의 감

소는 수화율이 증가하여 초기강도 향상과 같은 초기 물

성을 향상 시킨다. 이러한 이유로 근래에 포틀랜드 시멘

트의 분말도는 증가되어 왔다. 그러나 분말도의 증가는

유동성 저하 및 수화열 발생을 증가 시키는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최근의 고성능 콘크리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물시멘트비로 장기적인 성능 발현을 위해 고분말도 시멘

트보다 분쇄시간을 줄여 에너지 절감까지 하는 저분말도

시멘트를 요구하고 있다.
6)

본 연구에서는 요구되는 물성 향상의 기초 자료를 얻

기 위하여 상용중인 시멘트의 입도가 물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해 입도조정 전 ·후 입도의 변화, 응결특

성, 강도발현 특성, 유동특성, 발열특성 및 기기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2. 실 험

2.1. 사용 재료

제트밀 분급기(GCS-16, N사, 독일)를 사용하여 국내에

서 상용화중인 OPC 제품(A 및 B)의 입도를 조정하였다.

입도조정은 시멘트 입자 크기가 일정크기 이하가 되면 배

출되고, 이상의 입자는 반복하여 재분쇄되는 과정을 거쳐

입도가 조정된 시멘트를 원급(O, 상용제품), 상급(H), 중

급(M), 하급(L)으로 구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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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응결시간 및 모르타르 압축강도

응결시험은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

르타르의 기계적 혼합방법” 및 “KS L 5108 비카침에 의

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으로 응결시간을

측정하였다. 모르타르 압축강도는 “KS L 5109 수경성 시

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합방법” 및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으

로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단 상급시멘트

의 응결은 측정하지 못하였고, 모르타르 압축강도의 물-

시멘트비는 1.0으로 측정하였다.

 

2.3. 수화열 측정

시멘트 수화발열 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미소수화열

량계(TCC-26 T사 일본, 20
o
C)로 72시간의 수화열을 측정

하였다. 수화열 측정은 물-시멘트 비를 0.5으로 측정하였

으며(단, H계열 1.0), 측정기기에서 물과 시멘트의 사용량

및 비열을 고려하여 수화발열량을 산출하기 때문에 물-시

멘트 비에 의한 영향이 없게 나타난다.

2.4. 유동성 평가

H계열의 급결현상으로 Bingham 모델을 적용할 수 없어

항복응력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H계열은 물-시멘트

비를 1.1, M 계열은 물-시멘트 비를 0.7, O 및 L 계열은

물-시멘트 비를 0.5로 화학 혼화제 첨가 없이 1분 교반 30

초 정치 후에 회전형 레오미터(Reostress 600, H사, 독일)

FL22 Vane Rotor를 사용하여 CD (Controlled Deformation)

모드 회전속도 0.5(1/min), 측정시간 60초로 측정하였다.

2.5. 기기분석 

기기분석을 위한 페이스트 시편은 물-결합재 비를 0.5

(단, H계열 1.0)로 하고 3분간 혼련하여 제작하였다. 제작

한 페이스트 경화체를 소정의 기간 동안 항온항습기(23
o
C,

상대습도 90%)에서 양생시킨 다음 수 mm 크기로 파쇄시

켜 아세톤(acetone)과 아스피레이터를 사용하여 수화정지

시켰다. 수화정지가 끝난 페이스트 시편을 50
o
C의 건조기

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기기분석은 X선 회절 분

석(DMAX-2200H, R사, 일본)과 강열감량을 측정하였으며,

SEM (S-3200H, H사, 일본) 관찰을 통하여 수화생성물의

형태 및 분포를 비교하였다.

2.6. 모르타르 단열온도 시험

단열온도 상승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모르타르를 대

상으로 단열온도 상승시험을 실시하였다. 모르타르는 “KS

L 5109 수경성 시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기계적 혼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Cements

Cement
Chemical Composition(wt%)

Ig-Loss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Na2O K2O Total

A

O 2.17 21.58 4.78 3.28 61.40 2.75 2.04 0.17 1.34  99.51

H 3.30 20.08 5.12 2.82 61.42 3.36 2.06 0.16 0.86  99.18 

M 2.39 20.44 5.44 3.00 61.81 3.58 1.96 0.16 0.69  99.47 

L 2.33 20.50 5.49 2.94 62.06 3.40 2.07 0.16 0.58  99.53 

B

O 1.35 21.51 5.42 3.26 62.31 2.46 2.29 0.15 1.17  99.92

H 1.95 21.30 5.00 3.28 61.90 2.83 1.98 0.09 0.95  99.28 

M 1.35 21.56 5.34 3.39 62.31 2.69 2.10 0.09 1.10  99.93 

L 1.15 21.60 5.42 3.46 62.40 2.77 2.02 0.09 0.93  99.84 

Table 2. Physical Properties and Principle Mineral Composition of Cements 

Cement
Physical properties Principle Mineral Composition (wt%)

Specific Gravity Blaine (cm
2
/g) residues (44 µm) C3S C2S C3A C4AF

A

O 3.15 3,194 6.9 43.26 29.31 7.12  9.97 

H 3.21 6,755 0.0 53.06 17.62 8.80  8.57 

M 3.20 4,634 0.0 49.79 21.12 9.35  9.12 

L 3.14 3,533 0.3 49.79 21.30 9.58  8.94 

B

O 3.15 3,241 7.5 41.27 30.79 7.97 10.46 

H 3.18 6,783 0.0 46.12 26.36 7.71  9.97 

M 3.15 5,026 0.0 43.03 29.43 8.42 10.31 

L 3.14 3,287 1.4 42.68 29.81 8.52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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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방법” 및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으로 준비하였으며, 단열온도 상승시험 장

치(ACM-202L-6F, T사, 일본)로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시멘트의 입도를 조정하여 입도가 시멘트의 특성에 미

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도 및 화학조성의 변화,

응결특성, 강도발현 특성, 유동특성, 수화열 특성 및 기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사용 재료

사용한 시멘트의 화학성분 분석결과는 Table 1과 같으

며, 제트밀에 의한 입도 조정에 따라 CaO의 함량 변화는

작으나 SiO2의 변화가 크게 나타나고 있다. 상급으로 갈

수록 C3S의 함량은 많아지고 C2S의 함량은 감소하는 것이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ements.

Fig. 2. SEM photographs of cements.

Fig. 3. Setting times of A and B cements.

Fig. 4. Mortar compressive strengths of 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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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고, 분말도와 비중이 커지는 것을 나타냈다(Table 2).

입도분포 곡선은 Fig. 1에 나타내었고, Fig. 2에는 입도 조

정된 시멘트 입자의 SEM 사진을 보였다.

3.2. 응결시간

시멘트의 응결특성은 콘크리트 타설시 안정적인 성형

시간을 확보하고, 초기강도 발현을 큰 영향을 주기 때문

에 시멘트의 성능을 평가하는데 있어 중요한 인자이다.
7-9)

입도조정 시멘트의 응결시간을 비교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응결시간 측정결과 중급시멘트가 상대적으로

빠른 특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중급 시멘

트가 원급 시멘트 및 하급 시멘트와 비교하여 초기 수화

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10 µm 이하 입자의 함량이 상

대적으로 높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11)

3.3. 압축강도

원급 시멘트 및 상급, 중급, 하급 시멘트의 모르타르 압

축강도 측정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전체적으로 검토한 결과 중급 시멘

트가 가장 높은 수준의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나타내었다.

Fig. 5. Hydration heat of cements.

Fig. 6. Relationship of between relative blaine value and hydration heat.

Fig. 7. Yield strengths of cements using A and B 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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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급의 경우 압축강도 시험체를 제작하기 위한 물/시멘트

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낮은 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모르타르 압축강도 시험결과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특징은 중급시멘트는 3~7일에서 이미 원급 시멘트의 28

일 강도에 도달하거나 보다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중급시멘트의 경우 크기가 10 µm

이하인 입자의 비율이 원급 및 하급 시멘트보다 높기 때

에 초기수화반응 속도가 향상되어 초기재령에서부터 높

Fig. 8. Ignition-loss of A and B cements.

Fig. 9.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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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수준의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

3.4. 수화열

수화열 측정결과 상급이 가장 높은 수화발열량을 나타

내었으며, 원급 또는 하급이 가장 낮은 수화발열량을 나

타내었다(Fig. 5).

A시리즈와 B시리즈의 원급, 상급, 중급, 하급 시멘트의

누적 수화열과 각 시멘트의 분말도를 원급 기준으로 상

대 수화열과 상대분말도의 관계를 보면 Fig. 6과 같은 선

형관계가 나타난다. 수화열 측정 결과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분말도가 높을수록 높은 수화열이 발생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시멘트 중 입경이 10 µm 이내인 입자들이 수화초기의

수화열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예상되며, 입경

이 10 µm 이내인 입자의 비율을 조절함으로써 시멘트의

초기수화열 발생량을 일정 수준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5. 유동성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Bingham 모델로 항복응력을 측정

하려면 일정한 shear rate까지 상승 후 하락할 때의 곡선

에 피팅하여 분석하기 때문에, 본 실험의 시료와 같이 급

속한 반응에 의해 유동특성이 변화되는 시료는 분석이 불

가능하다. 그래서 본 논문에서는 CD모드로 측정하여 항

복 응력 값을 구하였다. 

Fig. 7은 입도 조정한 시멘트의 측정 결과로 항복응력

값은 전반적으로 입경이 작고 입도분포가 좁은 순인

H>M>L>O로 나타나고 있다. 

3.6. 기기분석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를 50
o
C에서 24시간 건조시킨

다음 950
o
C에서 30분간 온도를 유지한 다음 상온까지 냉

각시켜 무게를 측정하여 강열감량을 측정하였다. 

시멘트가 완전히 수화하는데 필요한 요구수량을 23%로

가정한 다음 강열감량 측정결과로부터 얻어진 결합수량

을 대입하여 시멘트의 수화반응 정도를 비교하고자 하였

다. 이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합수량은

시멘트의 반응 정도를 판단 할 수 있는 척도로 사용 될

수 있다.
12)

A 시멘트와 B 시멘트의 결합수량을 0.23으로 나눈 값

을 비교 검토한 결과, 전체적으로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결합수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살펴본 압

축강도 측정결과와 유사한 경향성을 나타내어 강열감량

측정결과와 압축강도 측정결과 사이에 밀접한 상관관계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X선 회절분석은 가속전압 40 kV, 40 mA의 조건에서

5~65
o
(2θ 기준)의 범위에서 4

o
/min의 속도로 측정하였다. A

시멘트에서 원급, 상급, 중급, 하급 시멘트의 재령 1, 3, 7,

28일 X선 회절분석결과를 정리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X선 회절분석결과 A 시멘트는 모두 생성되는 수화물

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았으며 피크의 상대크기 및 형태

에 있어서 다소 차이를 보이는 정도였다. 특히 가장 큰

Fig. 10. SEM photographs of cements (3 days).

Fig. 11. SEM photographs of cements (28 days).

Fig. 12. ∆T of cements using A and B ce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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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를 나타낸 부분은 약 9~12
o
 범위에 존재하는 피크들

로써 분말도가 상승함에 따라 이들 피크가 보다 뚜렷하

게 관찰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 피크는 에트링자이

트(2θ 기준 9
o
), 모노설페이트(2θ 기준 10

o
), 칼슘알루미네

트 수화물(2θ 기준 10~11
o
)로 예상되어지며, 이들 수화물

은 모두 피분쇄성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간극상질 광물상

의 수화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시멘트의 분말도가 상승하면 시멘트 입자가 보다 미세

해지기 때문에 최초의 수화반응이 일어나는 시멘트 입자

와 물과의 계면이 증가하게 되어 수화반응 속도가 상대

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수화생성물이 넓게 분포하면서,

생성되는 수화생성물의 결정이 미세해지는 특징을 가지

게 된다.
13)

A 원급 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분석시편에 대하여

재령 3일에 SEM 관찰을 실시한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

었다. 또한 A 시멘트 시리즈 중 원급 및 중급 시멘트를

사용하여 제작한 분석시편에 대하여, 재령 28일에 SEM

관찰을 실시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SEM 관찰

결과 예상되어진 바와 같이 상급 시멘트 및 중급 시멘트

의 경우 시멘트 입자가 상대적으로 미세하며, 수화생성물

이 넓게 분포하면서 결정이 미세하게 형성되는 특성을 확

인할 수 있었다.

3.7. 단열온도상승시험

단열온도 상승 시험결과(Fig. 12)로부터 ∆T 값을 비교

한 결과, 분말도가 증가한 중급 시멘트는 A 시리즈 및 B

시리즈 모두 원급시멘트 보다 ∆T 값이 높은 경향성을 나

타내었다. 그러나 하급의 경우 수화열 시험결과에서와 마

찬가지로 A 시리즈 시멘트에서는 하급시리즈가 보다 높

은 ∆T 값을 나타내었고, B 시리즈 시멘트에서는 원급보

다 낮은 ∆T 값을 나타내어 수화열 시험 결과와 비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상용중인 시멘트의 입도를 조정하여 입

도가 시멘트의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입

도조정 전 ·후 입도의 변화, 응결특성, 강도발현 특성, 유

동특성, 발열특성 및 기기분석 등을 실시하여 다음과 같

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입도조정에 따라서 상급으로 갈수록 시멘트의 10 µm

이하 입자 비율이 높아져 분말도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

내고, C3S 함량은 증가하고 C2S함량은 감소하였다.

2) 중급시멘트는 초기의 수화반응이 향상되어 응결시간

이 단축되고, 초기재령에서부터 우수한 강도발현 특성을

보이고, 항복응력은 입경이 작고 입도분포가 좁은 순인

H>M>L>O로 나타났다.

3) 발열특성은 상급 및 중급 시멘트는 초기수화반응이

향상되기 때문에 발생하는 수화열 역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단열온도 상승폭 역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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