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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입도분포별 혼합비율에 따른 시멘트의 특성

Characteristics of Cement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Cements 

with Different Particle Size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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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멘트가 1800년대 후반에 개발되어 건축·토목 분야에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현재에 와서는 가장 보편적이고 필

수적인 건설재료로 자리매김 해왔다. 20세기에 들어서면

서 이루어진 과학기술의 혁신적인 발달은 건축·토목 분

야에서도 시공기술을 발전시켜 왔으며, 이러한 기술의 발

달은 더욱 우수한 품질의 시멘트를 요구하게 되었다. 국

내 시멘트 제조사들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러한 건설시장

의 요구조건을 만족시키고 더욱 우수한 품질의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 왔으며, 지금 이순간에도 시

멘트 품질 개선 및 시멘트 제조업의 친환경화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

시멘트의 품질을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으로는 R/M

조합원료 단계에서의 LSF, SM 등의 계수, 원부재료의 특

성, 클링커 제조단계에서의 소성로의 특성, 소성온도, 소

성상태 및 시멘트 4대 광물의 조성, C/M에서의 분쇄특

성, 석고의 종류 및 사용량, 혼합재의 종류 및 사용량 등

매우 다양하다. 또한 상기의 인자들은 시멘트의 특성에

단독으로 영향을 미칠수 도 있지만 LSF, SM 계수와 같

이 소성상태에서 시멘트 4대광물의 조성 및 분쇄능까지

복합적으로 작용할 수 있어 인자별 조건을 가지고 최종

시멘트의 품질을 예측하는데 한계가 있다.

특히 동일한 원료를 사용하여 C/K의 소성상태 및 시

멘트 4대광물의 조성까지 유사하게 관리 하더라도, 최종

적으로는 C/M에서의 분쇄공정에 따라 생산되는 분말도

에 따라 시멘트의 특성은 큰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시멘트의 분말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브레인 값은 KS L 5106 “공기 투과 장치에 의한 포

틀랜드 시멘트의 분말도 시험 방법”으로 측정되며, 일반

적으로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입자 크기가 감소하

기 때문에 초기 수화반응속도가 빨라져 응결시간이 단축

되고 초기강도가 개선되는 특성을 갖게 되며, 이와는 반

대로 분말도가 낮아질수록 입자 크기가 증가하기 때문에

반대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시

멘트 제조사들은 C/M에서의 분쇄공정에 자체적인 품질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시멘트의 품질을 관리하고 있다.

시멘트 입자크기가 시멘트의 특성에 미치는 상기의 요

인을 고려하면 시멘트의 입도분포 설계를 통하여 시멘트

의 특성을 조정 또는 개선할 수 있을 것임을 쉽게 추정

할 수 있다. 실제로 국내에서도 시멘트의 분말도의 변화

에 따른 시멘트의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

며, 플라이애쉬를 분쇄하여 제조한 고분말도 플라이애쉬

를 혼합한 시멘트, 고로수쇄슬래그 미분말의 분말도를 상

향 또는 하향시켜 제조한 혼합시멘트와 같이 혼합재의

분말도를 조정하여 시멘트의 특성을 개선하는 연구가 국

내에서도 많이 수행되어 왔다.

하지만 시멘트의 분말도를 상향하거나 하향하는 경우

전체적인 입자크기가 변동되기 때문에, 단순히 분쇄공정

에서 시멘트의 분말도를 조정하여 시멘트의 특성을 조정

또는 개선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

러한 시멘트의 제조공정을 특징을 고려하여 상이한 분말

도를 갖는 시멘트를 제조한 후 이를 혼합하여 시멘트의

특성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험방법

2.1 실험재료

시멘트 제조를 위하여 당사에서 생산된 C/K, 탈황석고

및 부원료를 사용하였으며 화학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2 시멘트 제조

시멘트의 SO3 함량이 2.3%가 되도록 화학성분 분석값

을 고려하여 C/K와 석고 및 혼합재의 비율을 조합한 다

음 30 kg 용량의 볼밀(ball mill)을 사용하여 분말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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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0, 3,700, 3,500, 3,200 cm
2
/g가 되도록 시멘트를 제조

하였다. 제조된 시멘트의 SO3 및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3 시멘트 혼합

분말도가 4,200 cm
2
/g인 시멘트에 분말도가 각 3,500 cm

2
/

g, 3,200 cm
2
/g인 시멘트를 중량기준으로 10, 20, 30, 50,

70%를 혼합하여 입도가 다른 두 시멘트를 혼합한 시멘

트를 제조하였다.

2.4 시멘트의 물성평가

분말도가 다른 시멘트의 기본 물성을 평가하고 비교하

기 위하여 분말도, 45 μm 잔사, 입도분석, 미소수화열량

계(conduction calorimeter, Tokyo Riko사의 TCC-26)를

사용하여 72시간 동안의 수화열을 측정하였으며, 시멘트

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응결시간, 몰탈 압축강도 시

험을 실시하였다.

2.5 콘크리트 배합시험

시멘트 물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기준이 되는 분말도

3,700 cm
2
/g 시멘트와 분말도 및 물성이 유사한

4,200(50%)-3,200 cm
2
/g(50%) 및 4,200(30%)-3,500 cm

2
/

g(70%)인 혼합시멘트, 분말도가 4,200 cm
2
/g인 시멘트에

대하여 콘크리트 배합시험을 실시하였다. 상기 시멘트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콘크리트 배합표는 다음의 Table

3과 같다. 콘크리트 배합시험에서는 폴리카르복실레이트

계 AE 감수제를 사용하여 공기량 및 작업성을 확보하였

다. 공기량 및 슬럼프 경시변화 측정 후 Φ100×200 mm

몰드를 사용하여 압축강도 측정용 공시체를 제작한 후

소정의 양생기간 동안 수중양생을 실시한 다음 압축강도

를 측정하였다.

2.6 XRD & SEM

물 시멘트 값이 0.40인 조건에서 약 3분간 교반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제작하였으며 제작된 시멘트 페이스

트를 6시간, 12시간, 24시간 동안 경화시켰다. 일정시간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를 수 cm 크기로 파쇄한 후 아

세톤을 사용하여 6시간 동안 수화정지 시켰다. 수화정지

를 실시한 시편을 45oC의 건조기에서 12시간 이상 건조

시켜 아세톤 잔류물을 제거하고 분석용 시편으로 사용하

였다.

시멘트별 수화반응 특성을 확인하고 비교하기 위하여

상기의 분석용 시편에 대하여 XRD 분석 및 SEM 관찰

을 실시하였다(Rigaku사의 SmartLab II 기종의 XRD를

사용하여 5~65
o
, 5

o
/min의 조건에서 X선 회절분석을 실

시하였으며, Hitachi사의 S-300H 전자주사현미경(SEM)을

사용하여 페이스트 경화체의 파단면에 대하여 미세조직

관찰을 실시하였다).

Table 1. Chemical Compositions of Materials

재료명
화학조성(wt.%)

L.O.I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SO3

C/K 22.27  5.61 3.30 64.26 2.44 0.66 0.16  0.45

탈황석고 22.11  0.89  0.53 0.21 32.88 0.54 0.09 0.08 42.22

슬래그 -0.04 30.29 16.89 0.42 44.47 3.15 0.52 0.39 -

석회석 36.34  6.00  2.15 0.66 51.81 1.91 0.51 -  0.22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the Cements

화학조성(w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SO3

4,200 cm
2
/g 21.12 5.43 3.00 59.53 2.75 0.68 0.09 2.29

3,700 cm
2
/g 21.02 5.46 3.01 59.52 2.74 0.69 0.09 2.35

3,500 cm
2
/g 21.03 5.40 2.95 59.52 2.75 0.67 0.09 2.30

3,200 cm
2
/g 20.98 5.44 3.02 59.47 2.74 0.69 0.09 2.33

Table 3. Concrete Mix Table

배합 W/B(%) S/a(%)
단위재료량 (kg/m

3
)

시멘트 물 FA 잔골재 굵은골재 AD

24 MPa 52.2 50.0 345 180 - 888 902 2.1

40 MPa 35.5 47.5 404 166 71 798 906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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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실험결과

3.1 입도분석 결과

분말도가 다른 시멘트의 입도분포를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한 입도분석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분말도가

다른 시멘트의 입도분포 측정결과 분말도가 높아질수록

미립분이 증가하고 분말도가 높아질수록 조립분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0~25 μm 범위는 분말도와 상관

없이 유사함). 특히 3,700 cm
2
 이상에서는 ~5 μm 이하의

입자가 크게 증가하며, 분말도가 낮아짐에 따라 약 25 μm

이상의 크기를 갖는 입자의 비율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3,500~3,700 cm
2
/g의 분말도 범위에서는 입

도분포가 유사하였으나 2~8 μm 범위의 입자 비율이 차

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30 kg 용량의 볼밀을 사

용하여 얻어진 결과로 C/M에서 와는 차이가 있겠지만,

시멘트의 분말도 범위에 따라 입도분포가 서로 다른 차

이를 나타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시멘트의

분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시멘트 4대광물이 동일한 분

시멘트 4대광물의 조성과 소성상태에 따라 다른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2 응결시간 및 몰탈 압축강도

시멘트의 분말도 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물성 중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the Cement with different Blaine Value.

Table 4. Comparisons of the Particle Size Distribution

입도분포(Vol.%)

~ 5.08 μm 5.09~10.64 μm 10.65~24.77 μm 24.78~42.40 μm 42.41~88.01 μm

4,200 cm
2
/g 18.06 18.65 34.78 19.32  9.18

3,700 cm
2
/g 15.31 17.05 34.97 21.46 12.62

3,500 cm
2
/g 13.98 16.50 34.57 22.32 11.20

3,200 cm
2
/g 11.66 15.54 33.54 22.48 16.40

Table 5. Test Results for Setting Time & Mortar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s

배합
분말도 응결시간 물량(%)

주도
압축강도(MPa)

 Blaine Sieve 초결 종결 mL (%) 1일 3일 7일 28일

 3,700 3,721  8.2 165 4:31 140 28.0 6 11.0 30.5 41.1 53.5

 4,200 4,231  7.8 147 3:58 139 27.8 6 13.0 33.1 42.8 54.6

 3,200 10% 4,105  6.5 150 4:09 142 28.4 7 12.8 33.4 43.1 55.0

 3,200 20% 3,989  7.7 161 4:35 142 28.4 5 12.7 32.9 43.3 56.4

 3,200 30% 3,898  8.4 170 4:31 141 28.2 5 12.1 32.1 42.7 55.1

 3,200 50% 3,705  8.3 174 4:44 143 28.6 5 11.3 31.3 43.1 54.8

 3,200 70% 3,490 10.9 171 4:47 143 28.6 6 10.6 30.5 40.8 54.0

 3,500 10% 4,143  5.9 154 4:14 142 28.4 7 12.9 33.3 43.8 56.7

 3,500 20% 4,075  6.9 157 4:27 141 28.2 6 12.5 33.1 43.9 53.4

 3,500 30% 4,023  8.0 164 4:37 140 28.0 7 12.4 33.8 44.2 55.0

 3,500 50% 3,825  8.5 168 4:34 140 28.0 6 11.4 32.4 43.4 55.1

 3,500 70% 3,696  8.9 173 4:40 139 27.8 7 10.9 31.7 42.4 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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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인 응결시간과 시멘트 품질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인

양생기간별 몰탈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시멘트 분말도를

기준으로하여 Table 5에 정리하였다.

시멘트의 분말도별, 혼합조건별 분말도 측정결과, 응결

시간, 압축강도 측정결과에서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아짐에 따라 응결시간이 단축

되고 초기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말도가

4,200 cm
2
인 시멘트와 분말도가 3,200, 3,500 cm

2
/g인 시

멘트를 혼합한 시멘트의 경우에서도 상기의 결과와 유사

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다만 분말도가 3,700 cm
2
/g인 시

멘트와 분말도가 상이한 두 시멘트를 혼합하여 3,700 cm
2
/

g의 분말도를 갖는 혼합시멘트의 시험결과에서는 응결시

간과 압축강도 발현 특성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

타내었다. 응결시간의 경우 세 가지 시멘트가 유사한 결

과를 나타내었으나 재령 7일 이후의 압축강도에서는 혼

합시멘트가 분말도가 3,700 cm
2
/g인 시멘트 보다 우수한

강도발현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3 미소수화열 측정결과

시멘트의 분말도에 따른 초기 반응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72시간 동안 측정한 미소수화열 측정결과를 다음의

Table 6 및 Fig. 2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전도형 열량

계를 사용하여 측정한 72시간 동안의 미소수화열 측정

결과에서는 분말도가 증가함에 따라 72시간 동안의 누

적 수화열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입도분포

측정결과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분말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의 초기 수화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미립분이 증가

하기 때문에 72시간 동안의 미소수화열이 증가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분말도가 3,700 cm
2
/g인 시멘트와 이와 유사한 분말도

를 갖는 혼합시멘트의 경우 72시간 동안의 누적 수화열

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물과 접촉 직후에는

미립분의 영향으로 소폭 높은 수화열을 보이고 있으며,

10~18시간 구간에서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분말도가 유사하더라도 입자 크기별 시멘트 입자의

분포가 달라지면 초기 수화반응 단계에서부터 차이를 나

타낼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4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

분말도가 4,200, 3,700 cm
2
/g인 시멘트와 분말도가

3,700 cm
2
/인 혼합시멘트가 콘크리트의 작업성, 강도발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설계기준 강도

가 24 MPa, 40 MPa인 콘크리트 배합시험을 실시한 결과

를 다음의 Table 7에 나타내었다.

일반 콘크리트 배합(24 MPa) 시험결과 슬럼프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분말도가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의 공기량이 소폭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데, 이는 고분말도 시멘트 및 혼합시멘트의 미립분에 의

한 영향으로 판단 된다.

고강도 콘크리트 배합(40 MPa)에서는 분말도가 증가함

에 따라 경시변화 폭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유사한 분말도 조건이라 하더라도 혼합시멘트의 경시변

화 폭이 소폭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재령별 압축강도 측정결과에서는 분말도가 높을수록

초기강도가 증가하였으며, 유사한 분말도 조건임에도 불

구하고 혼합시멘트의 초기강도 및 장기강도가 상대적으

로 높은 수준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재령 28

일 에서는 혼합시멘트의 압축강도가 분말도 4,200 cm
2
인

시멘트를 사용한 배합보다 우수한 강도를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혼합시멘트의 넓은 입도분포로 인하여 초

기 수화반응성 개선과 함께 중장기 재령에서도 수화반응

이 꾸준히 지속되면서 강도발현 특성이 개선되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Table 6. Hydration Heat Revolutions of the Cement for 72 Hours

배합 4,200 3,700 3,500 3,200 3,200 50% 3,500 70%

발열량(J/g·h) 279.5 254.6 246.6 239.1 252.6 254.3

Fig. 2. Test Results of Heat Evolutions for Cement with different Blaine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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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 찰

4.1 분말도와 초기 반응성의 관계

시멘트 분말도와 초기 반응성의 관계를 검토하기 위하

여 시멘트 분말도별, 혼합시멘트에 대하여 입도분석, 미

소수화열, 응결시간 및 압축강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분말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멘트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고 조립분 역시 감소

하는 결과를 보였다.

시멘트는 입자크기에 따라 수화반응이 일어나는 계면

즉, 물과 시멘트 입자의 접촉면이 달라져 수화반응 속도

가 달라지기 때문에 시멘트의 물성 및 품질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분말도가 높은 시멘트와 낮은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면 유사한 분말도를 갖는 시멘

트와 비교하여 입도분포가 넓어지게 되어 초기 물성 및

중장기 성능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유사한 분말도를 갖는 시멘트와 혼합시멘트의 입도분포

를 비교하면 혼합시멘트의 입도분포가 넓은 것으로 나타

났으며, 미소수화열은 유사함에도 응결시간 및 강도발현

특성에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분말도의 차이

및 혼합비율을 변화시켜 초기 반응속도를 조절하여 시멘

트의 특성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다.

4.2 기기분석 결과

1) X선 회설분석 결과

시멘트별 초기수화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양생시간이

6시간, 12시간인 페이스트 경화체를 대상으로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다음의 Fig. 3에 나타내

었다.

6시간 양생시편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시

편에서 이수석고의 피크가 뚜렷하게 관찰되어 초기 수화

단계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약 9
o
(2θ 기준)에서 에트링자

이트 피크가 관찰되고 있으나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약 18
o
와 34

o
 부근에서 나타나는 수

산화칼슘(Ca(OH)2)의 피크는 시멘트의 분말도에 따라 피

크의 세기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수산화칼

슘은 C2S와 C3S의 수화반응 과정을 통하여 생성되는 수

화물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결과는, 분말도가 증가함에 따

라 이들 칼슘실리케이트 상의 반응이 더욱 빠르게 진행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12시간 양생시편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서는 모든 시

편에서 이수석고 피크가 거의 사라져 가고 있으며 시멘

트 4대광물의 피크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수

화반응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수산화칼슘 피크의 경우 6시간 양생시편과 비교하여

Table 7. Test Results of the Concrete Mixtures for Workability & Strength

비고 배합수
Slump (mm) Air (%) 압축강도(MPa)

 초기 60분 초기 60분 1일 3일 7일 28일

24 MPa

 3,700 -100 190 180 5.2 4.3  6.6 16.0 23.1 30.6

 4,200 -100 190 175 4.1 3.3  8.8 18.7 26.0 32.0

 3,200 50% -140 185 175 5.0 4.2  8.4 18.8 23.5 32.2

 3,500 70% -140 185 180 4.7 3.9  8.6 19.4 24.3 35.0

40 MPa

 3,700 -100 610 520 3.1 2.1 16.5 33.1 40.6 51.1

 4,200 -150 590 460 3.2 2.5 20.7 35.0 44.8 53.3

 3,200 50% -120 600 470 3.5 2.3 18.3 33.2 43.8 54.2

 3,500 70% -110 590 480 3.6 2.9 18.9 33.9 45.1 54.0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hardened cement pastes cured for 6, 12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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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크의 세기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34
o
 피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2S와 C3S의 반응이 지속

되면서 수산화칼슘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X선 분석결과는 이수석고의 소모 및 에트

링자이트의 생성은 시멘트의 분말도에 시멘트의 응결시

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C3A의 수화가 6시간 이전부터

시작되어 12시간에 상당부분 진행되고 있으며, 12시간

이후에는 경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

로 앞서 살펴본 응결시간 측정결과와 콘크리트 초기강도

발현 특성을 설명 할 수 있다.

2) SEM 관찰결과

페이스트 경화체 분석시편의 파단면을 전자주사현미경

을 사용하여 관찰한 결과 12시간 양생 및 24시간 양생

결과에서 시멘트별로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12시간 양생시편에서는 분말도가 낮은 3,200과 3,500 cm
2
/

g 시멘트의 경우 초기 수화상태로 특정 수화생성물이 잘

관찰되지 않았으나, 분말도가 높아짐에 따라 CSH상, 에

트링자이트로 예상되는 침상의 수화물과 함께 C2S 및

C3S의 수화반응을 통하여 생성되는 판상의 수산화칼슘

결정이 관찰되었다. 분말도가 유사한 3,700 cm
2
/g 시멘트

와 혼합시멘트를 비교하면, 유사한 분말도임에도 불구하

고 혼합시멘트에서 상기의 수화생성물들이 보다 많이 관

찰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특히 4,200 cm
2
/g 시멘트의 사

용비율이 높은 혼합시멘트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욱 뚜렷

하게 나타났다.

24시간 양생시편에서는 이와 같은 경향이 더욱 명확해

져 수화생성물의 분포뿐만 아니라 미세조직의 치밀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나타내었다. 분말도가 4,200 cm
2
/g인

시멘트가 수화생성물의 분포가 가장 많았으며 미세조직

의 치밀성도 가장 우수하게 나타났다. 유사한 분말도를

갖는 3,700 cm
2
/g 시멘트와 혼합시멘트를 비교해보면 혼

합시멘트를 사용한 시편의 미세조직이 유사하거나 더욱

Fig. 4. SEM Photographs of the Hardened Cement Past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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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밀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기 수화단계에서의 수화물의 생성 촉진과 미세조직

의 치밀화를 통하여 혼합시멘트가 유사한 분말도인 조건

임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의 초기 강도 증진에 효과적인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혼합시멘

트에 사용된 고분말도(4,200 cm
2
/g) 시멘트의 미립분에 의

한 효과로 판단된다. 시멘트 중의 미립분은 동일한 중량

의 조립분과 비교하여 단위 중량당 비표면적이 증가시키

는 효과를 가져온다. 이러한 비표면적의 증가는 물과 접

촉하여 수화반응이 진행되는 반응계면의 증가를 가져오

기 때문에 시멘트의 초기 수화반응성을 향상시키게 된다.

또한 수화반응이 진행되는 계면의 증가는 수화생성물의

넓고 균질한 분포와 미세한 형성을 촉진하여, 시멘트 경

화체의 미세조직을 더욱 치밀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하

여 내구성 향상에 기여하게 된다.

4.3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에서는 유사한 분말도 조건에

서 혼합시멘트의 경시변화 폭이 소폭 증가하였으며 강도

발현 특성이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시멘트의 강

도발현 특성이 개선되는 것은 X선 회절분석 결과 및

SEM 관찰 결과에서 검토한 바와 같이 시멘트 미립분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수화단계에서 수화생성물의 분포가

넓어지고 미세하게 형성되어 시멘트 경화체 내부조직의

치밀화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몰탈 압축강도 시험결과와 콘크리트 배합시험 결과에

있어서 단일 분말도로 제조한 시멘트와 상이한 분말도를

갖는 시멘트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시멘트가 강도발현

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차이점은 몰

탈 경화체와 콘크리트 경화체가 갖는 공기량의 차이 때

문에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로 공기량이 일

정 범위에서 제어되는 콘크리트 경화체와는 달리, 몰탈

의 경우 기본적으로 공기량이 10% 내외로 높고 경우에

따라서는 10% 이상의 공기량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혼

합시멘트 중의 미립자에 의한 초기 수화생성물의 넓은

분포와 미세한 형성에 의한 치밀화 효과가 크게 반감되

기 때문에, 초기 재령에서의 강도 증진효과가 크게 나타

나지 못하고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분말도를 달리한 시멘트에 대하여 미소수화열, 응결시

간, 몰탈압축강도, 콘크리트 배합시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시멘트의 분말도가

높아짐에 따라 시멘트 입자의 크기가 감소하며, 초기 수

화반응을 촉진시켜 응결시간을 단축시키고 초기강도 발

현 특성을 개선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멘트의 분말

도가 높아짐에 따라 약 5 μm 이내의 크기를 갖는 시멘

트 입자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러한 미립자는 수화초기에

반응이 일어나는 물과의 접촉면을 증가시켜 반응속도를

향상시키게 된다.

하지만 시멘트의 분말도를 상향시키면 시멘트 입자 크

기가 전체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과도한 응결시간의 단

축, 작업성 감소, 중장기 강도의 손실 등을 가져올 수 있

고, 시멘트 생산성을 현저히 감소시키기 때문에 제조원

가의 상승요인이 될 수 있어 시멘트 제조사 입장에서는

시멘트의 성능과 생산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조

절하여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 시멘트 고분말도 시멘트의

장점을 살리면서 단점을 보완함과 동시에 생산성 저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상이한 분말도를 갖는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자 하였다. 고분말 시멘트와 저분말 시멘트를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시멘트는 유사한 수준의 분말도를 갖는 시멘

트와 비교하여 입도분포가 넓게 분포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초기 수화반응에 큰 영향을 미치는 미립

분을 증가시켜 초기물성을 개선함과 동시에, 넓은 입도

분포를 가지고 있어 중장기 물성을 유지하거나 개선시켜

주는데도 효과적이다.

비록 본 연구가 아직은 실험실 조건에서 제한적인 부

분에 대한 검토만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향후 더 많

은 연구와 검토가 필요하지만, 분말도가 다른 시멘트를

혼합하여 시멘트를 제조하는 경우 시멘트의 특성을 개선

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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