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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In this study, petroleum cokes ash and C12A7-based slag were used for the shrinkage reduction and strength enhancement of mortar.
The hydration  properties of shrinkage reduction agents were analysed. The flow, change of length and compressive strength were
experimented with mortar-added shrinkage reduction agents. As a result of this study, petroleum cokes ash : C12A7-based slag =
60 ~ 80% : 20 ~ 40% showed excellent results. In the case of mortar with 20% C12A7-based slag, the setting time and change of length
were similar to Ref. mortar. The flow and compressive strength were superior to Ref. mortar. In the case of mortar with a 40% C12A7-
based slag, the setting time was longer than Ref. mortar. The compressive strength of 3 days and 7 days were superior to Ref.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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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주택, 건물 및 구조물 등과 같은 대부분의 건축

현장에서는 바닥공사의 편리성으로 바닥용 모르타르를 타

설한다. 바닥용 모르타르는 시멘트, 골재 및 다양한 혼합

재와 혼화제 등을 적절히 배합하여 제조한다. 이를 건축

물 바닥에 적용할 경우, 작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더불어 문제점도 있다. 대표적 문제점은 균열이 발생한다

는 것이며, 이를 통한 박리 및 들뜸 현상 등이 있다.
1,2)

균열의 발생원인은 모르타르의 수축에 의해 발생하며,

수축은 소성수축과 건조수축으로 대분할 수 있다. 소성수

축은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수분증발이나 누수 등에 따

른 수량 감소가 주요 원인이다. 모르타르에 포함된 수분

은 시멘트의 수화반응과 블리딩 등으로 감소하게 된다.

이때 낮은 습도에서 바람이 불거나, 고온상태에서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여 블리딩 속도를 상회하면 매우 큰 수축

이 발생한다.
3)

 건조수축이란 경화한 모르타르 조직 내부

의 모세관 공극 등을 통해 잉여수가 증발하여 수축이 발

생한다. 즉 모르타르 자체의 인장응력이 인장강도를 초과

하기 때문이다.
4)

시멘트의 건조수축으로 일어나는 균열을 방지하기 위

해 칼슘계 등의 팽창제 시멘트를 첨가하여, 건조수축을

보상하는 정도로 팽창할 수 있는 팽창 시멘트를 이용하

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팽창 시

멘트는 그 제조과정이 복잡하고 가격이 높아 일반적인 콘

크리트 구조물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축량에 해당하는 만큼의 팽창력을

내부에 도입하여 수축을 보상함으로써 균열 발생의 원인

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수축저감재를 시멘트에 혼합하

여 사용하려는 기술이 시도되고 있다.
5,6)

 

등록특허 10-0303235의 수축저감재는 석유 코크스 연

소재를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외 생석회, 석고와 플라

이애쉬/슬래그 등의 혼합재는 기존에도 많이 사용되었던 원

료이다. 석유 코크스 연소재는 대략 70%의 CaSO4(무수석

고)와 30%의 CaO(생석회) 성분으로 구성된 물질로, 이들

구성 성분등은 초기 수화에 영향을 주어 팽창 및 응결 특

성등을 좌우한다. 석유 코크스 연소재에 함유되어 있는

CaSO4는 혼합수와 반응하여 이수석고 (CaSO4·2H2O)로 변

화하며, 이때 일부만이 에트링자이트 생성에 기여하게 된

다.
7)

 시멘트에 존재하는 CA계 결정은 3CaO·Al2O3 (C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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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루미네이트)이다. 시멘트에 존재하는 C3A가 석유 코크

스 연소재에 함유된 70%의 CaSO4와 반응하여 에트링자

이트 수화물을 생성한다. 아래 식 1,2 및 3에서와 같이 에

트링자이트는 무수석고뿐만 아니라 이수, 반수석고와도

반응하여 생성된다. 

3CaO·Al2O3 + 3CaSO4 (무수석고) + 32H2O 

→ 3CaO·Al2O3·3CaSO4·32H2O (1)

3CaO·Al2O3 + 3(CaSO4·2H2O) (이수석고) + 26H2O 

→ 3CaO·Al2O3·3CaSO4·32H2O (2)

3CaO·Al2O3 + 3(CaSO4·1/2H2O) (반수석고) + 61/2H2O 

→ 3CaO·Al2O3·3CaSO4·32H2O (3)

시멘트 광물은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는

3CaO·SiO2(C3S), 2CaO·SiO2(C2S), 3CaO·Al2O3(C3A) 및

4CaO·Al2O3·Fe2O3(C4AF)들이다. 이들 광물들은 28일 재령

에서 큰 폭의 수화율이 얻어지나, 이후 수화율은 상대적

으로 적은 편이다. 따라서 28일까지의 수화, 즉 28일 전

후의 수축저감율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는 것이다.
8)

 

C12A7의 경우 다양한 수화물을 생성하며, 수화열을 방

출한다. 더불어 수화물의 종류에 따라 생성시기도 달라지

는데, C2AH8은 주수 후 곧바로 생성되나, CAH10은 7시간

전후, C3AH6는 2일 후부터 생성되기 시작하고 C2ASH8은

28일 전후 생성된다.
9) 
즉 수화물의 생성시기가 매우 상이

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수화물의 생성시기가 매

우 상이하기 때문에 각각의 수화물 생성시기에 따라, 바

닥용 모르타르의 팽창정도를 일정부분 제어할 수 있으며,

더불어 바닥용 모르타르의 물성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생석회 및 무수석고 단독 또는 생석회와 무

수석고를 모두 함유한 석유 코크스 연소재 등은 주수 후

곧바로 수화가 이루어져, 수화물은 대부분 수화초기에 생

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석유 코크스 연소재를 마감미장용 모르

타르로 사용할 때 초기 수축 저감 효과뿐만 아니라 장기

적으로 수축 저감 효과를 높이고, 강도를 증가시키기 위

해 석유 코스크 연소재에 열연슬래그를 적정 배합비로 치

환하여 사용하였다. 또한 공동주택 바닥 미장의 균열 저

감 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먼저 수축저감재가 콘크리트의

기초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수화특성 및 물

성을 평가하여 그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C12A7계 슬래그로 열연슬래그를 사용하

여 모르타르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평가하였다. 열연슬래

그는 2 mm 체를 사용하여 체분리한 후, 2 mm under 분만

을 사용하였다. 최적의 수축저감재를 개발하기 위해 C12A7

계 슬래그인 열연슬래그 함량을 달리하여, 각각의 원료들

을 배합한 후 물성을 평가하였다. 

석유 코크스 연소재와 열연슬래그의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고, XRD 패턴을 Fig. 1에 나타내었다. 석

유 코크스 연소재의 주요 결정상은 CaO와 CaSO4로 구성

되어 있고, 열연슬래그는 C12A7과 MgO로 구성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실험한 수축저감재 배합비를 Table 2에 나

타내었다. 기존 석유 코크스 연소재를 사용한 수축저감재

배합비(기준 배합비-Ref.)는 연소재 15%, C12A7계 열연슬

래그 0%, 플라이애쉬 10% 및 고로슬래그 10%이다. 초기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Materials (Unit : wt%)

No. CaO Al2O3 SiO2 SO3 Fe2O3 MgO Na2O K2O Ig. loss

C12A7-based slag 43.6 33.5 4.64 1.03 2.13 10.7 0.03 0.005 -

petroleum cokes ash 53.6 1.44 4.02 23.8 0.53 0.88 0.48 0.39 14.5

fly ash 3.75 25.8 59.5 0.27 3.60 1.20 0.69 1.50 3.52

blast furnace slag 45.7 18.5 34.5 2.33 1.00 4.94 0.26 0.70 0.01

cement 63.13 5.52 20.9 1.81 3.38 2.81 0.15 0.75 1.03

Table 2. Mix Ratio of Raw Material (Unit : wt%)

No. petroleum cokes ash C12A7-based slag fly ash blast furnace slag OPC

Ref. 15 (100%) 0 (0%) 10 10 65

No.1 12 (80%) 3 (20%) 10 10 65

No.2 9 (60%) 6 (40%) 10 10 65

No.3 6 (40%) 9 (60%) 10 10 65

No.4 3 (20%) 12 (80%) 10 10 65

No.5 0 (0%) 15 (100%) 10 10 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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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조수축균열을 방지하고 시멘트 사용량 절감을 위해 플

래이애쉬를 첨가하였고, 강도 증진 및 시멘트 사용량 절

감을 위해 고로슬래그를 첨가하였다. 상기 배합비를 기준

으로, 열연슬래그를 20%, 40%, 60% 및 100%로 치환첨가

하였다. 이후 시멘트 (Ordinary Portland Cement-OPC)를

65% 첨가하여, 모르타르용 결합재 (binder)로 사용하였다.

석유 코크스 연소재와 열연슬래그 함량을 달리한 결합

재의 수화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수화물을 제조하였다. 결

합재 대비 혼합수비 (Water/Binder)는 30%로 고정혼합하

였으며, 3일, 7일 및 28일 동안 22
o
C 조건으로 수중양생

하였다. 수화물의 수화특성은 X-선 회절분석기 (D5005D,

Siemens社, 독일)를 이용한 결정상 분석, 열분석기 (DTG-

60H, Shimatzu社, 일본)를 이용한 열분석, 주사전자현미경

(SM-300, 탑콘社, 일본)을 이용한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각각의 배합비로 제조된 수축저감재를 시멘트, 모래 및

혼합수와 혼합하였다. 이때 결합재 (수축저감재 +시멘트)를

100%로 고정한 후, 결합재 함량 기준 모래 264%, 혼합수

62%를 혼합하였다. 혼합이 종료된 수축저감 모르타르는

KS L 5201에 따라 플로우, 응결 및 압축강도 등을 측정하

였다. 모르타르 길이변화율을 평가하기 위해 40 × 40 ×

160 mm의 시편을 제조하여 기건 양생하였으며, 3일, 5일, 7

일, 14일, 28일 및 35일 재령에서 길이변화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결합재 수화특성

3.1.1. 결정상 분석

3일, 7일 수중 양생한 수축저감시멘트(결합재) 수화물의

결정상 분석을 위하여 XRD 패턴을 분석하였으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XRD 패턴에서와 같이, 배합비와 재령을 고려한 모든

수화물의 주결정상은 Ca(OH)2이었다. 열연슬래그가 첨가

된 결합재는 Ca(OH)2 이외에 미수화 C12A7도 관찰되었으

며, C12A7 피크는 열연슬래그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

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열연슬래그 40% 첨가 3일 재령 수화물 (Fig. 2(b) 좌)에

서 Fredrick M. Lea, A. J. Majumdar 등이 주장한 C2AH8

수화물 피크를 확인하였다. 아래 수화반응식은 기존 연구

자들이 주장한 CA계 수화물들을 나타낸 것이다.
9,10)

CA + 10H → CAH10 (4)

2CAH10 → C2AH8 + AH3 + 9H (5)

3C2AH8 → 2C3AH6 + AH3 + 9H (6)

C12A7 → C2AH8 (Hexagonal) → CAH10 (Cubic) (7)

C2AH8 + SiO2 (+ H2O) → C2ASH8 (8)

7일 재령 수화물에서는 다수의 에트링자이트 피크와

C12A7계 수화물인 CAH10 및 C2AH8 등도 관찰되었다. 더

불어 준안정상인 CAH10 및 C2AH8 수화물이 결합재 중의

SiO2 성분과 반응하여 안정상인 C2ASH8로, 더불어 CAH10

및 C2AH8 수화물 중 일부가 C3AH6 수화물로 변태된 것

을 확인하였다. 상기의 C12A7계 수화물은 열연슬래그 100%

첨가 조건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이들 수화물은 기존 발표

와도 일치하는 것이다. 열연슬래그 40%와 100% 첨가 수

화물에서는 7일 수화시에도, 수화되지 않고 남아 있는 미

반응 C12A7도 확인할 수 있었다.

상기와 같이, C12A7계 결정의 C2AH8 및 C2ASH8로의

수화물 전이는 압축강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러므로 C12A7계 결정의 적절한 수화제어가

병행되어, 압축강도 상승, 수축저감 등의 효과가 동반되

어야 할 것이다.

3.1.2. 미세구조 관찰

3일 및 7일 재령 수화물의 미세구조 관찰 결과를 Fig. 3에

Fig. 1. XRD patterns of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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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내었다. Fig. 3(a)에서와 같이, Ref. 수화물의 3일과 7

일 재령 모두에서 에트링자이트와 판상의 Ca(OH)2가 관

찰되었다. XRD 분석 결과와 동일하게 미세구조 관찰에

서도 에트링자이트가 존재하였으나, 결정크기가 열연슬래

그 첨가시보다 매우 작게 성장하였다. 이는 에트링자이트

생성시, 석고와 반응할 수 있는 CA계 광물함량이 상대적

으로 적기 때문으로 사료되었다.

Fig. 3에서와 같이 연소재와 열연슬래그가 동시에 첨가

된 No. 2 수화물은 3일과 7일 재령 모두에서 다량의 에트

링자이트가 관찰되었으며, C3AH6 및 CAH10 등의 CA계

수화물도 존재하였다. 시멘트 중의 CaO, 열연슬래그의

C12A7과 혼합수가 반응하여 C2AH8 생성, C12A7과 CaSO4

와의 반응으로 에트링자이트가 생성된 것이다. 

열연슬래그만 첨가된 3일 재령 수화물 (No. 5)에서는

CAH10과 C2AH8이 존재하였으며, 7일 수화물에서도 유사

한 수화물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7일 수화물에서는 3일에

서 관찰되지 않았던 에트링자이트도 관찰되었다. 열연슬

래그의 주결정인 C12A7은 급격히 수화하며, 이때 C2AH8

과 CAH10 등의 수화물이 에트링자이트보다 빨리 생성된

다. 이들 수화물은 C12A7 입자 표면을 덮어 새로운 수화

층을 형성하며, 이 수화층은 C12A7 입자 내부와의 이온이

동을 방해하게 된다. 이로 인해 C12A7 입자로부터 Ca
2+

,

Fig. 2. XRD patterns of hydrate with different modulu (Left:3days, Right:7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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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
3+

 이온이 녹아나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

다. 그러므로 3일 재령에서는 에트링자이트 생성을 위한

Ca
2+

, Al
3+

 이온이 부족하지만, 7일 재령에서는 3일 재령

보다 많은 양의 이온이 용출되어 에트링자이트 생성이 가

능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상기와 같이 7일 재령에서의 에

트링자이트 생성 또는 생성량 증가는 수축저감시멘트의

압축강도 향상 및 수축저감을 위해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3.2. 모르타르 배합조건별 물성

3.2.1. 응결

Table 2의 배합비로 제조된 모르타르의 응결 측정을 위

하여 비카트 (Vicat) 침을 사용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3

에 나타내었다. 연소재를 사용한 Ref.의 초결은 7시간 10

분이었으며, 종결은 8시간 40분이었다. 열연슬래그를 20%

첨가한 No.1의 응결은 초결 7시간 10분, 종결 8시간 30분

으로 Ref.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40% 첨가

한 No.2의 초결은 8시간 10분으로 Ref.보다 1시간 길어졌

으며, 종결은 9시간 20분으로 40분이 증가하였다. 더불어

열연슬래그 60%, 80% 및 전량 첨가시, 열연슬래그 함량

증가에 따라 응결이 점차 길어지는 현상 (열연슬래그 전

량 대체시, 초결은 2시간 50분, 종결은 2시간 10분)이 관

찰되었다. 응결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는 연소재와 열연슬

래그의 반응으로 좀 더 많은 에트링자이트가 생성되어 시

멘트 수화를 방해하기 때문이다. 더불어 연소재 첨가량

감소에 따라 수화 초기에 급격한 발열반응을 하는 CaO

성분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특히 열연슬래그의 주결정인

C12A7은 혼합수 투입 후 바로 수화 반응하며, 이때 C12A7

결정입자 주위에 에트링자이트, C2AH8과 CAH10 등의 수

화물을 생성한다. 열연슬래그만을 사용할 경우, 시멘트 사

이의 C12A7은 수화하여 C2AH8과 CAH10 수화물로 변화한

다. 주수 후 이들 수화물들이 급격히 생성되어 C12A7 입

자 표면을 덮게 되며, 이 수화물 층은 C12A7 입자가 물

에 접촉하는 것을 차단하고, 이로 인해 C12A7이 녹아나

오는 속도가 상대적으로 늦어지게 된다. 그러나 비정질

C12A7인 경우, 상대적으로 결정질보다 수화가 용이하게

진행된다.
10,11)

상기와 같은 수화 메커니즘에 의해 모르타르 응결은 길

어지게 되는 것이다. 대부분의 바닥용 모르타르 작업시간

은 710시간 전후이며, 이는 계절적 요인을 고려하여 조정

하기도 한다. 즉 모르타르의 응결시간이 짧아지는 하절기

와 응결시간이 길어지는 동절기에는, 동일한 작업시간

(710시간 전후)을 확보하기 위해 수축저감재 또는 수축저

감 모르타르의 성분 조정을 통해 모르타르 응결시간을 제

어해야 한다. 따라서 응결시간이 짧아지는 하절기에는 열

연슬래그 함량을 증대시켜야 하며, 응결시간이 길어지는

동절기에는 열연슬래그 함량을 적게 해야, 응결시간을 일

Fig. 3. SEM images of hydrate with different modulu (Left :

3days, Right : 7days).

Fig. 4. Effect of C12A7 slag ratio on the flow value of mortar.

Table 3. Setting Time of Cement Mortar

No.
Initial setting time 

(hr:min)

Final setting time 

(hr:min)

Ref. 7 : 10 8 : 40

No.1 7 : 10 8 : 30

No.2 8 : 10 9 : 20

No.3 8 : 50 9 : 40

No.4 9 : 30 10 : 10

No.5 10 : 00 10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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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게 유지할 수 있다. 

3.2.2. 플로우 

바닥용 모르타르는 펌핑 장비로 타설하므로 충분한 작

업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모르타르 작업성 평가를 위한

대표적 방법으로 플로우 측정 방법이 있으며, 이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와 같이 Ref.의 플로우는

227 mm이었으며, No. 1 230 mm 및 No. 2 225 mm이었다.

No. 3, 4 및 5는 모두 222 mm로 동등한 수준이었다. No. 1

에서 상향된 플로우는 점차 감소하며, 이후 일정하게 유

지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열연슬래그가 적정량 첨가될

경우, 연소재의 CaSO4와 반응하여 에트링자이트를 생성,

수화를 지연시켜 작업성을 좋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열연슬래그 함량 증가에 따라, 에트링자이트 효과보다는

주수 후 C12A7의 급격한 수화로, 초기 플로우 값이 소폭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3.2.3. 길이변화율

수축저감재 종류 및 함량에 따른 모르타르의 수축저감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길이변화율 그래프를 Fig. 5에 나

타내었다. 길이 측정용 모르타르 시편은 탈형 후 길이를

측정하였으며, 이후 20 ± 2
o
C 조건의 실험실에서 35일 동

안 기중 양생하였다. 양생기간 중 3일, 5일, 7일, 14일, 28

일 및 35일까지 길이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이들 값과 탈형

후 길이와의 차이로 길이변화율을 계산하였다 (식 9 참조). 

양생일 경과에 따라, 모든 모르타르에서 길이 수축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14일 이후에는 수축율이 크게 감

소하였으며, 28일 및 35일과 큰 차이가 나지 않았다. 초기 3

일 양생 조건에서는 모르타르별 길이변화율 차이가 크지 않

았으나, 양생일이 증가함에 따라 길이변화율 차이는 점차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Ref., No. 1 및 No. 2는 유사한

길이변화율을 나타내었으며, No. 3, No. 4 및 No. 5도 유사

한 길이변화율을 나타내었다. 즉 열연슬래그 함량이 60%

미만인 모르타르에서, 또한 60% 이상인 모르타르에서 유

사한 길이변화율을 나타낸 것이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길

이변화율만을 고려할 경우, No. 3, No. 4 및 No. 5가 양

호하나, 여러 물성도 동시에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

한 특성은 열연슬래그의 수화물과도 상관성이 있으리라

판단되었다. 즉 3일 및 7일은 열연슬래그의 C12A7과 연소

재의 무수석고가 반응하여 에트링자이트가 생성되며, 생

성량도 수축저감에 효과적일 것이다. 14일 대기 방치 이

후, 큰 폭의 수축저감 효과는 C12A7계 수화물, 즉 저밀도

결정인 C2ASH8과 더불어 AH3 (Al(OH)3) 겔 생성량 증가

에 따른 효과라고 판단되었다. 

연소재를 사용한 Ref.의 길이변화율은 3일 −0.011%, 35일

−0.094%이었으며, 열연슬래그만을 사용한 No.6은 3일

−0.009%, 35일 −0.084%이었다. 이때 길이변화율의 차이

(No.6-Ref.)는 3일 -0.002%, 35일 -0.01%이었다. 즉 양생기

간이 길어짐에 따라 열연슬래그를 사용한 시편에서 수축

율이 더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열연슬래그의 수화특성

(수화물 종류, 생성시간 등)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되었

다. 35일 양생 후의 최저 수축율은 No. 4 −0.083%이며,

이는 Ref.보다 12% 정도 감소한 값이다. 즉 열연슬래그

첨가 모르타르의 수축율은 Ref.보다 낮으며, 따라서 열연

슬래그가 수축율 저감에 일정부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3.2.4. 압축강도

열연슬래그를 첨가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그래프를

Fig. 6에 나타내었다. 3일 압축강도는 No. 3, 즉 열연슬래

그를 60% 첨가한 모르타르에서 가장 높은 값 (12.9 MPa)

을, Ref. (7.9 MPa)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7일 압

(양생일별 길이 −탈형후길이 ) mm
×100 (9)

160 mm

Fig. 5. Length change of mortars containing different percen-

tage of C12A7-based Slag.
Fig. 6.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s containing different

percentage of C12A7-based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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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강도는 No. 2, 즉 열연슬래그를 40% 첨가한 모르타르

에서 가장 높은 값 (19.4 MPa)을, Ref. (14.2 MPa)는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28일 압축강도는 Ref.

(32.0 MPa)에서 가장 높은 값을, No. 3와 No. 4 (29.9 MPa)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즉 초기 3일과 7일은 열

연슬래그를 일부 첨가한 모르타르에서, 28일은 연소재만을

사용한 Ref.에서 좀 더 우수한 압축강도 특성을 발현하

였다. 

상기에서와 같이 열연슬래그를 첨가할 경우, Ref.보다

3일과 7일 압축강도는 높고, 28일은 낮아지는 특성이 발

현되었다. 이는 열연슬래그에 함유된 C12A7과 무수석고와

의 반응 및 J. Majumdar 등이 주장한 다양한 C12A7계 수

화물 때문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9)

 본 연구에서 도출된 초

기 압축강도 상승은 C12A7과 무수석고가 반응하여 에트

링자이트를 생성했기 때문이다. 더불어 C12A7계 수화물인

육방정계의 C2AH8 생성도 강도 상승에 기여했기 때문이

다. 그러나 양생일 증가와 함께, 입방정계 C3AH6 수화물

이 증가하여 28일 강도 증진율은 둔화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8일까지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이

후 재령의 강도값은 아직 도출되지 않았다. J. Majumdar

등이 보고한 결과를 토대로 28일 이후 강도 증진율을 추

정할 경우, Ref. 보다 높은 강도 증진율을 나타내리라 사

료되었다.
9)

 이는 7일 전후 생성된 C2ASH8등의 영향으로

사료되었다.

4. 결  론

시멘트 수화반응이 종료될 때까지 시멘트 수화반응에

계속 기여할 수 있는, 즉 시멘트 수화 기간 동안 계속해

서 팽창에 기여할 수 있는 C12A7계 광물인 산업폐기물 (열

연슬래그)을 바닥용 모르타르 수축저감재로 사용 (수축저

감재 및 모르타르 등)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기존 연소재를 대체하여 열연슬래그 사용 시, 열연슬래

그 20 ~ 40% 대체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물성을 발현하였

다. 20% 대체 시에는 Ref. 모르타르와 유사한 응결 및

길이변화 특성을 나타내었으며, 플로우와 초기 (3, 7일)

압축강도 값은 Ref.보다 양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40%

대체 시에는 응결이 약간 길어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초기 압축강도와 길이변화율은 좀 더 우수한 결과가 도

출되었다.

상기의 결과로부터, C12A7계 슬래그로 기존 연소재를

일부 대체할 경우에도 동일 수준 이상의 물성이 발현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시멘트 수화 초기에는 석유 코크스

연소재의 CaO의 수화 및 CaSO4와 열연슬래그의 C12A7이

반응하여 에트링자이트를 형성함으로 수축 저감 효과를

가져왔다. 또한 C12A7이 C2AH8 및 C2ASH8 등으로의 수

화물 전이는 강도 상승에 기여하였다.

그러므로 기존 석유 코크스 연소재와 C12A7계 슬래그

혼합물이 수축저감재와 이를 적용한 바닥용 모르타르로

사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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