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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ore volume of hardened cement with waterproofing materials is lower compared to that of hardened cement without
waterproofing materials. Thus, fewer gaps will appear by means of chemical reactions between Ca

2+
 ions in hardened cement and

water, solutes, and other ions. Due to the selective permeability, the osmotic pressure of hardened cement can change due to physical
effects such as the reduction of the pore volume and the reduction in the number of pores, as well as by the electrochemical reaction
between water, solutes, other ions and Ca

2+
 ions in hardened cement. Of course, these factors do not have independent effects but

instead a combined complex effect. Accordingly, we studied changes in the osmotic pressure due to the difference in the pore structure
of hardened cement. A pore size smaller than 1 nm in hardened cement had only a slight effect on the osmotic pressure, whereas a
pore size larger than 1 nm had a direct effect on the osmot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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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다공성의 시멘트계 재료로써 미세공극을 통

하여 유해한 기체나 액체 등의 침투 확산으로 인해 염해

또는 중성화와 같은 피해에 쉽게 노출되어 있으므로 시

멘트계 재료의 방수성능과 수밀성의 향상에 대한 필요성

이 대두되고 있다. 이와 같은 방수 성능과 수밀성의 발현

을 위하여 콘크리트에 혼입하여 사용되는 방수제를 구체

방수제라 하며, 구체방수제를 사용하여 시멘트 경화체 내

부의 미세공극을 치밀하게 충전함으로써 방수성능과 수

밀성을 향상시켜 유해한 물질의 침투를 억제하여 콘크리

트의 내구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다양한 구체방수제 관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에 혼입되어 방수 성능을 나타내

는 구체방수제의 기본 메카니즘은 시멘트 자체가 경화되

면서 생성되는 Ca, Mg, Na, K ion 등의 유리 이온과의

화학적인 반응을 통하여, 콘크리트 내부공극을 충전시켜

안정화시키는 메카니즘,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촉진시켜서

겔타입 수화물이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을 조기에 충진 시

켜 치밀화시키는 메카니즘
4)

, 시멘트의 수화반응
5,6)
에 의

해서 생성되는 가용성 물질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불용

성염을 형성함으로서 외부로부터 침투되는 수분이 공극

에 잔류할 수 없도록 하는 메카니즘 등, 주로 다공질의

시멘트 경화체 중의 공극량을 최소화시키거나, 불용성 염

을 생성하는 메카니즘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이론

을 기본으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수밀성에 대한 지

표는 콘크리트 구조체의 흡수율 및/또는 투수율 등으로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방법이나, 이러한 방법은 단순하

게 콘크리트 구조체에 대한 물의 침투 또는 흡수를 기준

으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시멘트계 경화

체의 공극 특성의 변화에 대한 수밀성 메카니즘의 해석

으로는 부족하다. 

본 연구는 시멘트 경화체에 대한 삼투압과 공극을 중

심으로 구체방수제에 의한 시멘트 경화체의 방수 메카니

즘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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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구체방수제는 콘크리트 혼입용 방수

제로써, 천연무기광물을 주성분으로 하고, 규산질 미분말,

포졸란 물질 혹은 잠재수경성 물질, 분말형 복합조성물로

구성된 시판 Z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용한 구체방수

제는 산업부산물인 고로 수쇄 슬래그를 주성분으로 하며,

이산화규소(SiO2)을 주성분으로 하는 천연광물, 잠재수경

성 물질, 규산질 미분말이 사용되었다. 천연 무기광물은

SiO2의 함량이 높고 결정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인공 포

졸란 물질보다 반응성이 우수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또

한, 규산질 미분말은 미세한 입자로 인해 시멘트와 반응시

켜 시멘트의 공극을 충전하며, 수화반응을 촉진시켜 수화

초기부터 방수성을 향상시키는 기능을 갖고 있다. Table 1

은 연구에 사용한 구체방수제의 화학조성을 나타내었다.

시멘트는 D사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비중 : 3.15, 비표면

적 : 3,302 cm
2
/g)를 사용하였으며, 잔골재는 강원도 주문진

산 표준사를 사용하였다.

2.2. 시료배합 및 특성분석

구체방수제의 표준 사용량은 시멘트 모르타르나 콘크

리트 배합에서 Ordinary portland cement(이하 “OPC”라

함)에 대해 5 ± 1 wt%를 사용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구체방수제를 5 wt% 첨가하는 것으로 실

험을 진행하였다. 또한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에서 구체방

수제 첨가 시의 유동화제에 의한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

여 시중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유동화제를 혼합하여

물성을 비교하였으며, 유동화제를 넣지 않고 구체 방수제

만 혼입한 경우(이하 “NS”라 함), 구체 방수제와 나프탈

렌계 유동화제를 혼입한 경우(이하 “N”이라 함)와 구체

방수제와 폴리카르본산계 유동화제를 혼입한 경우(이하

“P”라 함)로 구분하였다. 유동화제의 혼합량은 OPC에 대

하여 각 타입별 1 wt%로 하였으며, 모르타르 배합 종류

에 대한 설명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특성분석을 위해 흐름성, 압축강도, 삼투압 및 공극율

을 측정하였다. 투수율 및 삼투압 특성은 경화체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경화체

의 pore diameter, cumulative pore volume을 측정하였고,

삼투압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삼투압 측정은 농도가 다른 상태에서 압력 확산에 대

한 압력의 변화로 측정할 수 있다. Fig. 1은 세공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한 삼투압 측정 장치의 모식도

이며, 실험 장치에서 모르타르 시험체를 SIDE 1과 SIDE 2

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 서로 다른 용액을 배치하면 모르

타르 시험체를 통해 이온 평형을 위한 이온과 수분의 이

동이 발생하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압력센서를 이용하

여 이온 평형에 의한 압력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험체는

모르타르로 높이 10 mm, 직경 120 mm의 원형 몰드를 제

작하였으며, 20 ± 3
o
C에서 28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여 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Waterproofing Materials

Chemical composition (wt%)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ZrO2

46.500 6.160 1.420 35.500 1.660 0.000 0.893 2.470 0.019 

Cl P2O5 TiO2 MnO NiO CuO ZnO SrO BaO

0.042 0.092 0.358 0.173 0.008 0.106 4.580 0.063 0.060 

Table 2. Formulations of Mortar Test

Type Water/Cement Sand/Cement

Plain

0.5 3

　Cement 100 wt%

Without superplasticizer (NS) Cement 95 wt% + Waterproofing materials 5 wt%

With naphthalene (N)
Cement 95 wt% +

(Water proofing materials + Naphthalene superplasticizer) 5 wt%

With polycarboxylate (P)
Cement 95 wt% +

(Water proofing materials + Polycarboxylate superplasticizer) 5 wt%

Fig. 1. Schematic of osmotic dev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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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하여 시험체 내부 기포의 제거,

삼투압 측정 기간의 단축 및 압력확산과 삼투압의 발생

성상을 파악하였다.시험체를 기준으로 용기 한쪽에는 증

류수를 넣고, 다른 한쪽에는 2 mol/l의 NaCl 용액을 넣었

다. NaCl 용액은 밀폐공간으로 되어있어 내부압력이 상

승하게 되는데, 이때의 압력변화를 압력센서를 통하여 측

정하였다. 삼투압 발생에 있어 시험체의 미세공극으로 인

한 압력손실을 줄이기 위해 사전 전처리를 통하여 시험

체를 포화 상태로 만들고자 SIDE 1, 2 양측에 증류수를

넣고 수압(200 kPa)을 1일 가하였다. 전처리가 완료된 1일

후에 SIDE 2측의 증류수를 NaCl 용액으로 대체하여 다

시 동일한 압력을 1일 가하였다. 그 후 압력을 제거하여

SIDE 1측에 새로운 증류수를 넣고 삼투압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구체방수제의 분석 결과

구체방수제의 엑스선회절 분석결과를 Fig. 2에 나타내

었으며, 실리카와 3CaO·SiO2와 스테아릭 염으로 구성되

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구체방수제의 구성 성분 및

성분비율을 확인하기 위하여 엑스선회절 분석을 하였다.

구체방수제는 고로 슬래그, 실리카 흄과 스테아린산 아연

및 기타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3.2. 모르타르 실험 결과

3.2.1. 흐름성

흐름성 측정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Plain의 흐름 값은 121 mm로 나타났으며, 구체방수제만

혼입한 NS의 경우는 118 mm로 plain보다는 다소 낮은 값

으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방수제의 구성 성분인 실리카

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일반적으로 실리카 흄은 평

균 입경이 10 nm 정도로써 시멘트 입자 사이의 공극을 충

진해 줌으로써 시멘트 재료의 압축강도 증진에는 효과적

이나 상대적으로 유동성을 저하시키게 되는 특성이 있다.

동일한 배합에서 유동화제를 사용한 N 타입, P 타입은 모

두 plain보다는 우수한 흐름성을 나타내었다. 

3.2.2. 압축강도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압축강도

발현 특성에서, 구체방수제만 사용한 NS 타입의 경우 plain

대비 100% 이상의 압축강도가 발현됨을 알 수 있다. 이

는 구체방수제에 대한 규준인 KS F 4926에 의한 압축강

도비 기준치인 plain 대비 95% 이상을 충분히 만족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본 구체방수제와 유동화제를 같

이 사용하였을 경우, N 타입, P 타입 모두 plain 대비

100% 이상의 압축강도비가 발현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3.2.3. 삼투압 및 공극율 측정 결과

시멘트 경화체는 다공성 재료로써 용매는 통과 시킬 수

있지만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는 반투막의 역할을 하게

된다. 시멘트 재료에 구체방수제를 혼입하였을 경우, 구

체방수제에 의해 시멘트 경화체 내부의 수화물의 생성량

은 차이가 있을 것이며, 수화 생성물의 생성은 경화체 내

부의 공극 구조나 량과 상관관계가 있다 할 수 있다. 

수밀성 시멘트 경화체의 삼투압은 일반 시멘트 경화체

와 비교하여 수밀성 구조에 의해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시멘트 모르타르의 선택투과막적 성질로 인한 압

력의 발생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배합조건에 따라 다르며,

물/시멘트 비와 잔골재 량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 이것을

선택투과막적 성질 측면에서 보면, 시멘트 경화체를 일종

의 막으로 가정할 때 막 내부의 공극을 통과하는 물질에

Fig. 2. XRD results of waterproofing materials. 

Table 3. Results of Flow Test 

Type Flow [25 cycle blow][mm]

Plain 121

NS 118

N 140

P 155

Table 4.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Type 3 days 7 days 28 days

Plain
MPa 24.3 30.4 37.6

% 100.0 100.0 100.0

NS
MPa 24.7 30.5 39.6

% 101.7 100.4 105.1

N
MPa 24.5 29.1 37.8

% 100.8 95.5 100.3

P
MPa 24.5 30.7 40.4

% 100.9 100.9 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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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하여 공극의 크기 및 공극의 량에 의한 저항과 같은 물

리적인 영향에 의한 삼투압의 발생과 시멘트 중의 Ca
2+

이온에 의해 양성을 띄는 시멘트 경화체 내부의 공극 표

면과 외부에서 침투 및 확산해 이동하는 이온과의 전기

화학적인 작용에 의한 결정의 생성으로 공극 부피의 감

소에 의한 삼투압의 발생 등이 시멘트 경화체의 전체 삼

투압과 관계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물론 이들은 단독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실제로는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

게 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삼투압 발생에 의한 시멘

트 경화체의 수밀성을 검토한다는 관점에서, 시멘트 경화

체 세공구조의 차이에 의한 삼투압의 변화로 수밀성을 해

석하고자 하였다.

Fig. 3은 삼투압 측정 결과이다. Plain은 지속적으로 압

력이 저하됨을 알 수 있다. 이는 세공 구조내로 지속적으

로 물이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구체방수제가 혼입된

NS 타입의 경우 초기에는 plain보다 물의 이동이 빠르게

진행되나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압력이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는 구체방수제에 의해 시멘트 구조 내부

에서 수밀성 결정이 생성되어 물의 이동이 방해를 받으

면서 압력이 상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구체방수제

에 의해 생성되는 결정에 의해 시멘트 경화체 공극이 채

워지면서 물의 이동이 자유스럽지 못하게 되고, 따라서

압력이 상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유동화제를 혼

입한 경우 초기부터 압력의 발생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유동화제에 의해 시멘트 경화체가 치밀해져 수분의 이동

이 자유스럽지 못하기 때문에 실험 초기부터 강한 압력

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공극율 측정결과를 Fig. 4(a), (b), (c)에 나타내었다. 유동

화제 첨가 타입은 P 타입에 대해서만 검토하였다. Fig. 4(a)

는 공극 크기가 1 nm 이하의 부피이며, Fig. 4(b)는 공극

크기가 1 nm ~ 10 nm 범위의 공극부피, Fig. 4(c)는 공극

크기가 10 nm 이상인 공극부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a)

에서 보면, 구체 방수제가 혼입된 NS, P 타입모두 공극

크기 분포가 1 nm 이하에서는 공극 부피가 plain보다 많

은 것을 알 수 있으며, Fig. 4(b)에서 보면, NS 타입은 공

극 크기가 1 nm ~ 10 nm 범위에서는 plain보다 공극 부피

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Fig. 4(c)에서는 공극 크기가

10 nm 이상인 경우 NS 타입의 공극 부피가 plain 보다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삼투압 결과와 비

교한다면, 1 nm 이하의 공극 크기는 선택투과막의 특성을

Fig. 3. The changes of osmotic pressure with time for different

mortar formulation. 

Fig. 4. Cumulative ratios of pore volume for pore size of (a)

under 1nm, (b) 1 ~ 10 nm, and (c) over 10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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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는 시멘트 경화체의 삼투압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은

미미하고, 공극크기가 1 nm 이상의 공극 부피에 의해 삼

투압 특성이 발현된다고 할 수 있다. 이것으로 NS 타입

이 삼투압 측정 초기에 나타난 물의 이동이 plain보다 용

이하게 진행된 것임을 설명할 수 있다. 한편 유동화제가

첨가된 P 타입의 경우 plain 대비 1 nm 이하의 공극 크기

를 가지고 있는 공극의 부피는 plain보다 크나, 공극 크기

1 nm 이상의 공극부피가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상기의 삼투압 측정 결과와 잘 일치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으며, 구체 방수재의 사용에 의해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구조의 치밀화 및 공극 량의 감소에 의해 수밀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다. 

Fig. 5 및 6에 수밀성과 공극율 및 공극부피 감소에 따

른 삼투압의 증가에 대한 모식도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

찰 사진을 나타내었다. Fig. 5에서 보면 시멘트 경화체 내

부로의 물이나 이온의 침투 및 확산 또는 구체 방수제 성

분에 의하여 시멘트 경화체 내부에 결정성 염이 생성되

고 생성된 결정성 염은 시멘트 경화체 공극 내부를 충진

하게 된다. 결정성 염에 의해 충진된 시멘트 경화체의 공

극부피는 감소하게 될 것이며, 감소된 공극부피에 의해

삼투압은 상승하게 될 것이다. 

Fig. 6는 구체 방수제 성분 중의 재료인 지방산 염이 시

멘트 경화체 내에서 분해되어 공극부피를 감소시킨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지방산 또는 지방산 염은

구형의 형태를 갖고 있으며 알칼리 조건에서는 지방산 또

는 지방산 염은 섬유상으로 분해된다. 시멘트 재료는 pH

13 이상의 알칼리성 재료로써 지방산 및 지방산 염이 시

멘트 재료와 혼합되었을 경우에는 섬유상의 재료로 분해

되는 것이 용이하다. 시멘트 재료 내부에서 분해된 지방

산 또는 지방산 염은 시멘트 중의 free-CaO와 반응하여

부분적으로는 지방산 칼슘 염의 형태로 존재하거나, 일부

는 섬유상의 지방산 또는 지방산 염의 형태로 잔존하게

된다. 이들의 존재는 경화된 시멘트 재료의 pore 부피의

감소 또는 pore 크기의 축소 등으로 나타날 수 있다. 

4. 결  론

시멘트 경화체의 방수 메카니즘에 대한 공극율과 삼투

압과의 관계를 검토한 결과, 시멘트 재료의 방수 성능은

경화체의 공극의 부피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특히 경

화체의 공극의 부피가 클수록 시멘트 경화체 내부로의 수

분이 이동이 용이하게 되어 삼투압은 적어지며, 공극의

Fig. 5. Scheme of reduction of porosity and increase of osmosis

pressure.

Fig. 6. Microstructure of plain cement paste and cement paste with water proofing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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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피가 적을수록 삼투압은 커진다. 따라서 삼투압이 클수

록 수밀성능은 향상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 경

화체 내부의 공극의 크기가 1 nm 이하의 공극은 시멘트

경화체의 방수 성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

되며, 방수성능에 대한 공극의 크기는 10 nm 이상의 pore

가 적을수록 방수성능이 우수해진다고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동일한 공극의 량이 존재한다 하더

라도 공극의 크기를 1 nm 이하로 제어할 수 있다면 방수

기능이 향상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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