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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알칼리 활성 슬래그 결합재의 기 보양과 양생조건에 따른 강도발  특성을 악하고자 활성화제의 종류와 조합을 달리한 3가지 

결합재를 기 보양과 서로 다른 조건으로 양생시킨 후 강도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3가지 결합재는 기 보양 여부와 양생조건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냈으며, 이는 모르타르의 경화속도와 공극수에 이온화된 활성화제의 음이온의 역할이 지배 인 것으로 단된다. 

핵심용어 : 알칼리활성슬래그, 무시멘트, 압축강도, 양생조건

Abstract :  This study consist of research on the strength development properties of alkali activated slag(AAS) by differential 

combination of activators, initial protecting and curing conditions. 3 type of binders cured in the atmosphere, underwater and sealed 

were estimated compressive strength of 3, 7 and 28 days. Test results showed that strength development properties of binders varied 

with initial protecting and curing conditions because of ionized anions in pore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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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알칼리활성슬래그(이하 AAS)는 CO2 부하가 큰 OPC(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체할 수 있고, 산업부산물을 재활용한

다는 측면에서 환경 친화형 재료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를 콘

크리트 산업에 용하기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하

지만 AAS는 활성화제의 종류와 조합에 따라 물리 , 화학 , 

내구  특성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가 필요하

다. 본 연구에서는 AAS의 강도 발  특성  활성화제 종류

와 조합을 달리한 결합재들의 기 보양과 양생 조건에 따른 

강도 발  특성에 해 연구하 다. 

2. 실험계획

2.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알칼리제를 이용하여 

고로슬래그를 활성화 시켜 시험체(모르타)를 만들었다. 시험체

는 AAS의 계열  음이온 별 3가지로 구분하여 제작하 으며, 

시험체의 기 보양(initial protecting)과 양생 방법을 달리하여 

강도 발 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진행하 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고로슬래그는 KS F 2563에 규정되어 있

는 3종(분말도 4,204㎠/g)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비 과 염기

도는 각각 2.93과 1.81)이며, 알칼리 활성화제는 모두 분말형을 

사용하 다. 

결합재모재료 활성화제 W/B 골재율

B1

GGBS

NaOH + Na2CO3 48.5

wt%
1:2.45B2 Na2SiO3

B3 Ca(OH)2 + Na2SO4 + Na2SiF6

Table 1 Mix proportions

 시험체 제작은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

도 시험방법에 따랐으며, 모르타르 압축강도 측정용 몰드

(50×50×50㎜)를 사용하 다. 각 결합재의 시험체 1조는 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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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형 후 1일간 항온항습실에서 보양 후 탈형하여 기건, 수 , 

 양생 하 으며, 시험체 2조는 몰드 성형 후 3일 간 항온항

습실에서 보양 후 탈형하여 1조와 동일한 양생 조건으로 양생 

하 다. 기 보양은 몰드 성형 즉시 기에 노출된 시험체의 

상부에 비닐을 덮어 주는 방법으로 수행하 다.

3. 실험결과 분석  고찰

 Table 1 배합의 실험결과는 Fig. 1과 같다.

(a)  Binder B1 (b) binder B2

(c) binder B3

Fig. 1 Compressive strength of binders by initial 

protecting curing

 AAS의 종류별 기 보양에 따른 강도 발  특성을 살펴보면, 

Fig 1과 같이 NaOH와 Na2CO3조합인 B1은 기 보양과 계

없이 일정한 수 의 강도를 나타냈다. 하지만 Na2SiO3를 사용

한 B2는 양생조건과 계없이 기 보양에 따라 강도차이가 뚜

렷하게 나타났고, Ca(OH)2와 Na2SO4, Na2SiF6 조합인 B3도 동

일 양생 조건에서 기 보양에 따라 강도 차이를 보 다.

 양생 조건에 따른 각 결합재의 강도는 Fig. 2와 같이 B1은 

기 보양 여부와 마찬가지로 양생조건의 차이에서도 강도 차이

가 거의 없었으며, B2 한 기 보양 조건에서는 큰 강도 차이

가 나타났지만, 양생 조건에서는 뚜렷한 강도 차이는 없었다. 

B3는 기 보양 1일에서 수  양생이 기 양생보다 강도가 높

았으나, 기 보양 3일에서는 수  양생이 기 양생보다 강도

가 낮게 나타났다. B3의 기양생 시험체  보양 3일 시험체

의 표면은 깨끗했지만, 보양 1일 시험체의 표면은 하얗게 백화

가 발생했으며, 백화의 성분은 XRD 결과 황산염으로 나타났다. 

B2와 B3의 기 보양에 따른 강도 차이는 양생 기의 건조(탈

수) 과정에서 장기 강도 발 에 기여하는 SiO3
2-, SO4

2- 이온

이 공극수에 이온화 되어 있다가 수분의 모세  이동에 의해 

밖으로 배출 되어 강도 발 에 기여하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 

그러나 시험체를 3일간 보양하게 되면 많은 CSH의 생성으로 

내부 구조와 표면의 도가 높아지고, 공극수의 양도 어들어 

수분의 이동이 거의 없기 때문에 이온 손실로 인한 강도 하

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B3는 B2와 달리 수 에서 양생

하면 기나  양생 시험체 보다 강도가 낮아지는데, B2는 

배합 후 3일 이상이 되면, 이온들이 부분 고정화(결합에 참

여)되어 물에 의해 용출되지 않지만, B3는 아직 고정화 되지 않

았거나, 내부 구조에 흡착되어 있던 ·장기 강도 발 에 기여

하는 어떤 이온(SO4
2- 는 SiF6

2-)들이 수 에서 용출되어 강

도 발 이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4. 결론

 본 연구는 AAS 모르타르의 강도 발  특성을 악하기 해 

활성화제의 종류에 따라 결합재를 B1(NaOH+Na2CO3), 

B2(Na2SiO3), B3(Ca(OH)2+Na2SO4+Na2SiF6)로 구분하고, 양생 

조건을 기 보양과 기, 수 ,  방법으로 양생하여 실험

을 수행하 으며, 이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활성화제 NaOH와 Na2CO3의 조합인 B1 시험체의 압축강도 

발 은 기 보양과 양생 조건에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2) 반면 활성화제 Na2SiO3인 B2와 Ca(OH)2, Na2SO4, Na2SiF6

의 조합인 B3는 기 보양 여부에 따라 강도 발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경화 기에 표면 보양이 없으면 공극

수의 건조(탈수)에 의해 강도 발 에 기여하는 이온이 손실

되어 강도 발 이 낮아지는 것으로 단된다. 

3) 강도 발 에 있어서 시험체 B1과 B2는 기, 수 ,  양

생 조건에 크게 향을 받지 않지만, B3는 양생 조건에 따라 

향을 받는다. 특히 수  양생에서 강도 발 이 히 낮

아지는데, 이는 ·장기강도 발 에 기여하는 특정 이온이 

수 에서 용출되기 때문으로는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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