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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심지층 방사성폐기물 처분터  용을 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물성평가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해서는 처분장의 구조  안 성  차수능력 

향상을 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이며, 처분장 주변 환경에 

최소한의 향을 미치기 해 low-pH 시멘트의 개발  용이 필요하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에 비하여 시멘트 물질의 용을 한 련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동향에 해 분석하 다. 한 재 고 폐기물 처분후보지를 

건설하고 있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계를 바탕으로 Low-pH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련 물성을 평가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

멘트의 양을 이기 해서 약 40% 이상의 체 혼화재의 주입이 필요하다. 

혼화재로는 실리카 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을 해서는 유동화제의 

첨가가 필수 이다. 

유동화제로써는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 condensates(NS)와 

sulphonated melamine formaldehyde condensates(MS)가 추천되고 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변화 : 실험결과 LP  HP 모두 측정 기에 pH 13에 가까운 

높은 pH 값을 보 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HP의 경우 12.4의 값으로 수렴을 해가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LP의 경우에는 재령일 140일 경과 시 기 치인 pH 11 이하인 

10.95를 기록하며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측정 : LP의 경우 HP에 비해 기  장기강도가 히 

낮았다. 이는 실리카 퓸 자체의 혼합으로 강도가 하되었다기 보다는 단  소유 수량

의 증가로 W/C 비가 LP에 있어서 매우 크며, 한  시멘트량의 부족으로 인해 발

생한 결과로 단된다. 동일 W/B 조건하에서 실리카 퓸의 혼합량에 따른 강도 감 효

과를 알아보기 하여 추가 인 배합설계(LP2-10, LP2-20, LP2-30)를 하 으며,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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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본 실험조건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이 10% 이상일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오

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Shrinkage와 swelling 측정 : 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소폭의 

shrinkage가 일어났으며, High pH grout의 경우 공기 에 보 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 상이 발생하 다. 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  표면건조로 

인한 수축 상과 수분유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약간의 수축이 발생한 반면, 

High pH grout의 경우에는 낮은 W/C 조건 하에서 추가 수분유입으로 swelling이 일어

난 것으로 단된다. 시편의 무게는 공기 에서 양생시킨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

서 증가하 다. 

동  물성특성 :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는 물로 포화되었을 경우의 탄성  속

도 보다 낮게 나왔으며, 한 High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보다 더 큰 결과를 얻었다. 한편 감쇄비의 경우 HP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나 LP는 건조상태의 감쇄비가 포화상태의 감쇄비 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LP가 높은 건조수축량을 보이면서 표면에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 의 

달이 방해받기 때문인 것으로 상된다.

투수계수 측정 :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1MPa의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면서 Φ50× 

T10(mm)의 시료를 상으로 투수계수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LP의 경우가 HP에 비

해 투수계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투수계수 측정결과의 변동폭이 컷으며 

반 의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시료를 비하는 과정(에폭시 처리, vacuum grease 처

리 등)에서 재 성 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상되며 추후 보다 면 한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 :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시료에 해 XRD  XRF 원소

분석을 하 다. 실험결과 LP의 경우에는 Si 성분이 HP에 비해 히 많았으며, 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한  시멘트량의 감소로 인해 LP에는 Al

과 Ca 성분이 HP에 비해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실험 여건상 충분한 실험장치와 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면 한 실험과 극 인 해석이 

수반되지 못한 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추후 련 분야의 추가연구에 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상된다. 한편 Low-pH 시멘트의 개발에 있어 pH 감소에 따른 향, 그리

고 시멘트 강도변화에 한 이해와 모델링을 통한 측, 장기거동 특성규명, 수착  이동

의 향, 그리고 실제 처분장 건설조건에서의 사용량  규제치와 련된 세부 사항에 해 

추가 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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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Ⅰ. Project Title

The Evalu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f Low-pH Cement Grout for the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Deep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unnels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Considering the curren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research status of deep 

repository tunnel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it is inevitable to use cementitious 

materials in spite of serious concern about their long-term environmental stability. 

To minimize the environmental impacts and influences, the development of optimized 

cement is indispensable and the research on its applications and long-term 

performances are needed.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state of the technology on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deep 

repository tunnel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was analysed. 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low-pH and high-pH cement grouts were evaluated base on the grout 

recipes of ONKALO in Finland.

Ⅳ. Result of Project

Consider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stability of bentonite which acts as a buffer 

material, a low pH cement limits to pH 11 and pozzolan-type admixtures are used 

to lower the pH of cement. 

To attain this pH requirement, silica fum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dmixtures, should occupy at least 40 wt% of total dry materials in cement and the 

Ca/Si ratio should be maintained below 0.8 in cement. Additionally, selective 

super-plasticizer needs to be used because a high amount of water is demanded due 

to the use of a large amount of silica fume.

pH measurement of cement grout : At the early part of pH measurement, pH of 

both the low and the high pH grout show around 13. pH value of HP decreased with 

a time and converged to pH 12.4. In case of LP, pH decreased continuousl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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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ched to 10.95 after 140 days which still has a decreasing trend.

Compressive strength : The early and long-term compressive strength of LP is 

much lower than that of HP. This is caused from the fact that W/C ratio of LP is 

relatively larger and the amount of bonding agent is less than that of HP. Additional 

grout recipes were obtained to analyse the strength reducing effect of silica fume 

over specific quantity under the condition of same W/B ratio. Over 10% of silica 

fume in dry weight, the grout decreased rather than increased in the compressive 

strength.

Measurement of shrinkage and swelling : Low pH grout has a tendency of shrinking 

in a specimen length because of its characteristics demanding high W/C ratio. While 

high pH grout shows swelling patterns except the specimen under air dried 

condition. 

Dynamic material properties : The velocity of elastic wave in dried sample is faster 

than that in saturated one with water and wave velocity of HP is higher than one 

of LP due to the high density of HP specimen. Damping ratio of HP doesn't show 

substantial difference but damping ratio of LP is larger in dried condition than 

saturated because large drying shrinkage of LP causes microcrack at the surface of 

the specimen which retard the wave propa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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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론

재 국내의 사용후 핵연료 량은 약 10,487 tU(‘09년 6월말 기 , 한수원)에 이르고 

있으며, 고 폐기물의 장용량은 일부 원 에서 이미 포화상태이고 다른 원자로의 경우

도 조만간 10년 이내로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망된다. 더욱이 폐기물 후보부지 선정을 

한 부지조사  건설 소요시간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는 고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의 건

설이 시 한 국면에 처해있다. 근래의 ㆍ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입지선정 시 후보지 

결정만을 해서도 십수년의 시간이 소요되었음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방사성폐

기물 처분장의 건설에 있어 ・  폐기물의 경우 건설 재료의 90% 이상이 시멘트 계

열의 물질을 주재료로 활용하고 있다. 즉 ・  폐기물 처리장인 경우, 시멘트 물질은 

터 건설(시멘트 구조재, 크리트, 그라우트)은 물론 폐기물 용기(waste containers), 폐기

물 부동화(waste immobilization) 그리고 뒤채움(waste backfilling) 등의 목 으로 다양하

고 효율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고  폐기물의 경우는 처분장 건설 심도가 

 폐기물에 비해 더 깊고 일반 으로 인간생활계로의 노출가능 시간확률을 10만년 이상으

로 설정하는 장기 랜을 세우고 있기 때문에 처분장 건설을 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신 을 기해야 하는 딜 마에 있다.

일반 으로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염기성 상태를 유발하며 이는 완충재로서의 벤토나

이트의 거동은 물론 주변 암반의 물리․화학  거동에 변화를 래하며, 폐기물 처분용기

(cask) 붕괴 시 출될 수 있는 방사성핵종의 이동특성에도 상당한 향을 미치게 된다. 

한 지하수의 조성과 심지층 환경에서의 미생물의 성장조건 등에 다양한 변화를 래할 수 

있다. 하지만 시멘트 물질의 사용 없이 재의 기술로 고심도 암반조건에 방사성폐기물 처

분장과 같은 규모 지하공동 구간을 건설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지 의 기술수 으로 

볼 때 처분터 의 구조  안 성을 고려하면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안임을 

간과할 수 없다. 스웨덴의 경우 고 폐기물 처분장 건설시 사용되었던 시멘트 물질을 최

한 제거한 후 터 을 패쇄(closure)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암반 내

에 주입된 시멘트 그라우트까지 모두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최소한 모니터링 기간(보

통 100년 이상) 동안에는 터 의 구조  안 성을 해 시멘트의 사용은 필요불가결한 요

소이다. 시멘트 물질 이외의 체 물질을 개발한다하더라도 처분장에 용하기 해서는 시

멘트 만큼의 충분한 재료  이해와 장기거동 특징에 한 상당 기간의 실증이 필요하다. 따

라서 시 에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을 해서는 처분장 환경조건에 최소한의 향

을 미칠 수 있는 새로운 시멘트의 개발이 필수 이다. 재 유럽 선진국들을 포함하여 핀란

드, 스웨덴, 일본, 미국 등 많은 국가에서 low-pH 시멘트 물질에 한 활발한 연구가 수행

되고 있으며 국가 간의 연구성과 효율증 를 해 국제 공동연구가 진행 에 있다. 본 보



- 2 -

고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에 비하여 시멘트 물질의 용을 한 련 기술 선진

국들의 연구동향에 해 기술하 다. 한 재 고 폐기물 처분후보지를 건설하고 있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계를 바탕으로 Low-pH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련 물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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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Low-pH 시멘트

2.1 처분장 사용 시멘트의 기준 pH 설정

처분터  건설시 시멘트의 수화는 간극수의 pH가 12.5 이상이 되는 염기성 특징을 가

진다. 이는 주변 암반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공학  방벽에 해 잠재 인 해로운 향

을 미칠 수 있으며, 이를 고려하기 해 low-pH 시멘트 개발에 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시

멘트 물질로부터의 침출수는 알칼리 물질(Na, K, Ca 등)의 증가를 야기시키고 이는 완충재

와 주변 암반의 변화를 래할 수 있다. 처분장은 이와 같은 화학  조건변화로 인해 주변 

암반의 투수성(permeability)과 핵종의 이동/흡착 특성이 변화하게 된다. 따라서 low-pH 시

멘트의 개발은 공학  방벽의 안 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처분장 개념설계에 있어 매우 

요한 이슈가 되고 있다. 

스웨덴의 SKB(Swedish Nuclear Fuel and Waste Management Company)와 핀랜드의 

POSIVA(Nuclear Waste Management Expert; Finland)는 처분장 조건에서 시멘트 그라우

트  크리트의 최  pH 기 을 11로 정하고 있다(Bodén and Sievänen, 2006). 하지만 

이의 이론  근거는 명확하지 않으며 기능  지표(functional indicator)로써의 수치가 아니

고 임의의 정의(arbitrary definition)로 설정된 규정이다. 다만 벤토나이트와 시멘트에 주성

분으로 존재하는 규소성분의 pH에 따른 용해도 변화가 수치설정의 개략 인 가이드라인을 

제공한다. 벤토나이트(bentonite)의 주요 성분인 몬트모릴로나이트(montmorillonite)의 규소

성분은 pH 10 이하에서 용해도 변화가 거의 없이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용해도가 히 증가되는 상이 발생한다. 따라서 폐기물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트의 장

기 안 성을 해 pH의 상한선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물론 pH를 10 이하로 하면 더욱 좋

으나 시 에서 용성이 맞지 않으며, 추가 으로 혼화제의 투입이 필요하여 이들의 처분

환경 내에서의 안정성 문제가 두될 가능성이 있다. 한 과도한 pH 하는 악티나이트

(actinide) 핵종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고 철근이나 캐니스터(canister)의 부식을 가속시키는 

부정 인 향을 래할 수도 있다. 아래에 벤토나이트의 주요 성분인 몬트모릴로나이트의 

pH에 따른 용해도 반응식과 상변화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그림 2.1 참조). 

pH<10   : Na0.33Mg0.33Al1.67Si4O10(OH)2 + 2H2O ⇒

                     0.33Na+ + 0.33Mg2+ + 1.67Al3+ + 4SiO2(aq) + 6OH-   (2.1)

10<pH<13 : Na0.33Mg0.33Al1.67Si4O10(OH)2 + 4.68OH- + 2H2O ⇒

                       0.33Na+ + 0.33Mg2+ + 1.67Al(OH)4
- + 4HSiO3

-      (2.2)

pH>13    : Na0.33Mg0.33Al1.67Si4O10(OH)2 + 8.68OH- + 2H2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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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33Na++ 0.33Mg2+ + 1.67Al(OH)4
- + 4H2SiO4

2-      (2.3)

그림 2.1 Variation of Si speciation and quartz solubility with pH (Bethke, 1996)

2.2 Low-pH 시멘트 개발현황

기의 low-pH 시멘트(혹은 열 시멘트)는 과 같은 규모 토목구조물의 양생열을 

이기 한 노력으로부터 연구가 되었다. 처분장 용의 경우 캐나다의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 의해서 열 시멘트를 폐기물처분장의 충 재(plugging)로 

처음 사용한 바 있다(Gray and Shenton, 1998). 심지층 처분장 건설을 한 시멘트 그라우

트의 개발은 최근 수년간 유럽을 심으로 한 처분연구 선진국들의 주요 심사항이었다. 

Low-pH (pH≤11) 시멘트 개발의 기본 원리는 라이애시(fly ash), 고로 슬래그(blast 

furnace slag), 실리카 퓸(silica fume) 혹은 비 포졸란 계열의 실리카 우더 등과 같은 물

질의 첨가를 통해 시멘트 사용량을 이는 것이다. 시멘트의 함유량이 을수록 시멘트 내

의 Portlandite (Ca(OH)2)의 양이 감소하므로 발생하는 수화열 한 감소하게 된다. 

Low-pH 시멘트 내에는 Portlandite의 양이 으므로 pH를 12.5에서 11 이하로 유도하며, 

시멘트는 주로 CSH (calcium silicate hydrate) 젤로 이루어지게 된다. Low-pH 시멘트는 

강도증진  수리학  도도를 낮춤으로써 처분장 건설조건에 합한 성질을 가진다

(Chandler et al., 2002). 그러나 과량의 주입은 오히려 강도발  속도를 느리게 하며 결국 

최종 강도를 낮추는 경향이 있고, 양생조건에 보다 민감하게 향을 받는 경향이 있다

(Glasser, 1996). 한 low-pH 시멘트의 사용은 단  소요수량을 증가시키고 작업성을 떨어

뜨리므로 유동화제(superplasticiser)와 같은 혼화제와 고성능 감수제의 첨가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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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와 더불어 처분장 건설에 이와 같은 유기혼화제의 장기거동  핵종과의 상호작

용에 한 면 한 연구가 필요하다. 

랑스의 CEA(French Atomic Energy Commission; 원자력청)와 EDF(Electric de 

France; 력공사) 그리고 ANDRA(French National Agency for Radioactive Waste 

Management; 방사성페기물 리청)은 2003년에 다자간 공동연구 약을 체결하여 지하처

분 환경에 합한 알칼리 시멘트(low alkali cement)와 열 시멘트(low heat cement)를 

개발하고 이들의 물성분석을 수행하 다. 포틀랜드 시멘트(CEM I)와 혼화제로서 실리카 

퓸, 메타카올린, 라이애시 그리고 고로슬래그를 이용하여 low-pH 시멘트 배합을 최 화 

하 다. 실리카 퓸과 라이애시의 혼합은 라이애시의 낮은 반응성을 실리카 퓸을 이용하

여 보완하고, 반면에 라이애시는 실리카 퓸의 높은 단  소요수량을 감하고 열 발생량

을 감소시키는 상호보완  배합조건이다. 결과 으로 열(<20℃)이면서 고강도(70MPa)이

기 해 가장 합할 것으로 상되는 배합이 2성분계(binary blend)로써 포틀랜드 시멘트 

60%와 실리카 퓸 40%의 혼합 그리고 3성분계(ternary blend)로는 포틀랜드 시멘트 37.5%

와 실리카 퓸 32.5% 그리고 라이애시 30%이라는 결과를 얻었다(Cau Dit Coumes et al., 

2005). 이와 련된 콘크리트 배합정보  물성평가 결과를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1 Concrete recipes - Properties of resulting materials (Cau Dit Coumes et al., 2005)

Blend
compositio

n

Reference 1 2 3

% CEM I 37.5 60 100

% SF 32.5 40 0

% FA 30 0 0

Concrete
recipe

Cement 400 kg/㎥

Sand 0-4 710 kg/㎥

Aggregates 
4-15 1158 kg/㎥

Water 160 kg/㎥ 160 kg/㎥ 132 kg/㎥

Superplasticizer 4 kg/㎥ 6 kg/㎥ 3 kg/㎥

Concrete
properties

Slump(mm) 100 140 145

Temp. rise(℃) 14.2 20.6 23.3

Compressive
strength(MPa)

28d-water: 55.0

90d-water:69.0±3.7

90d-bag:66.6±0.7

90d-air:48.1±0.9

28d-water: 77.0

90d-water: 82.0±2.0

90d-bag: 78.4±3.0

90d-air: 67.5±0.9

28d-water: 76.0

90d-water:80.0±2.9

90d-bag:70.4±1.2

90d-air:59.1±1.1

Dimensional 
variations(㎛/m)

28d-water: 110

90d-water: 130

28d-bag: 158

90d-bag: 265

28d-air: 265

90d-air: 350

28d-water: 75

90d-water: 97

28d-bag: 130

90d-bag: 243

28d-air: 260

90d-air: 3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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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란드의 POSIVA와 스웨덴의 SKB는 2001년부터 심지층 처분조건에서의 low-pH 시멘

트에 한 사 연구를 시작하 으며, 다음 단계에서 일본의 NUMO(Nuclear Waste 

Management Organization of Japan)가 참여함으로써 low-pH 시멘트의 타당성 분석

(feasibility study)에 한 본격 인 공동연구가 시작되었다. POSIVA, SKB 그리고 NUMO

는 2003-2005 동안에 공동연구 로젝트 'Low-pH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를 

수행하여, 각기 다른 심지층 처분조건에서 최 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을 도출하

다. 세부 으로는 POSIVA의 경우 균열 직경 100㎛ 이상의 암반 리 충진용 low-pH 시

멘트 개발을 담당하 고, SKB는 100㎛ 이하의 비 시멘트 물질의 그라우트재 개발을 연구

하 다(Bodén and Sievänen 2006). 우선 으로 그라우트재의 시공상 기능목표치(functional 

requirements)를 설정하 고, 이를 바탕으로 약 200 여개의 시험배합을 도출하고 그  가

장 유력한 배합비를 선정하여 시멘트의 장기 안 성, 환경 인 수용성 그리고 물질의 내구

성 등을 조사하기 해 다양한 물성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공동연구에는 2개의 PFTs(pilot 

field test)가 포함되었다. PFT-1는 2004년에 Helsinki의 Kamppi-Kruunuhaka 다목  터

에서 그리고 PFT-2는 2005년 Onkalo의 진입터 (access tunnel)에서 수행되어 선정된 배

합의 성능을 실증하 다.

공동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그 후 POSIVA는 독자 으로 추가연구를 통해 low-pH 시멘

트 그라우트(포틀랜드시멘트+실리카 퓸+ 유동화제) 배합조성을 보다 최 화하 다

(Sievänen et al. 2006). LPHTEK(Project for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low pH 

cements during 2005～2006)에서는 실험실 연구  세번째의 장실험(PFT-3, Onkalo)이 

각각 수행되어 재의 low-pH 시멘트 배합비(UF-41-14-4)를 결정하 다(Orantie and 

Kuosa, 2008). 그동안의 연구결과  최 의 배합비로 도출된 UF-41-14-4(P308B)는 실험

실  장 모두에서 가장 우수한 결과를 제공하 다. 배합 UF-41-14-4  비교 상으로 

선정되었던 UF-00-08-02과 UF-15-10-2.8 배합에 한 정보를 표 2.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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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Example of grout mixture designs to be used at Onkalo(Orantie and Kuosa, 2008)

Component[㎏/㎥]

Standard

(high pH)grout 

mix 

UF-00-08-02

Reference

(medium pH) 

grout mix 

UF-15-10-2.8

Low-pH grout 

mix UF-41-14-4

Water(all water; 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716 747 789

Ultrafin 16(sulphate resistant 

microcement)(㎏/㎥) 
8821) 6251) 3281)

Silica fume(solid content)(㎏/㎥) 0 1102) 2262)

Mighty 150(naphthalene 

sulphonate based 

superplasticizer, solid 

content)(㎏/㎥) 

73) 83) 93)

Calculated water binder 

ratio(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0.81 1.02 1.42

Calculated density(㎏/㎥) 1602 1490 1352

1) Density of cement=3150 ㎏/㎥ 

2) Density of GA slurry=1380 ㎏/㎥, solid content 50%

3) Density of Mighty=1200 ㎏/㎥, assumed solid content 40%

한 일본 역시 독자 으로 시멘트에 라이애시와 실리카 퓸을 첨가함으로써 

HFSC(Highly Flyash contained Silica fume Cement)을 개발하 다(Mihara et al., 1997; 

Owada et al., 2000). 소요의 워커빌리티(workability)를 얻기 하여 실리카 퓸의 함량을 

20%로 고정한 후 라이애시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의 함량을 

변화하면서 세부 배합설계치를 최 화 하 다. 한 CRIEPI(Central Research Institute of 

Electronic Power Industry)와 Taiheiyo consultant Co. Ltd에 의해 알칼리 시멘트가 개발

되었다. 이 외에도 캐나다, 미국 스페인 등에서도 low-pH 시멘트 개발과 련된 연구를 수

행하고 있다. 재 각국에서 연구개발 인 low-pH 시멘트 배합 후보들의 주요 성분을 정

리하여 표 2.3에 나타내었다. 

한편 개발된 시멘트가 실제 처분조건에 사용되려면 합여부를 단할 수 있는 설계 기

이 필요하다. 그라우트의 경우 어느 정도 연구가 진행되어 실험실 조건에서의 설계요구치

가 정립된 상태이다. 하지만 크리트나 충 재의 경우 세부 인 설계기  정립을 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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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진행 에 있다. 그라우트와 크리트에 한 그 동안의 도출된 기 들을 정리하면 표 

2.4와 같다. 이들을 설계디자인에 활용하기 해서는 장 시공조건의 안 율 등을 감안해

서 설정해야 할 것이다. 장의 재료상태나 작업 숙련도 그리고 시공방식  양생조건 등에 

의해 소요 목표치와 실제조건이 상이할 수 있기 때문이다.

표 2.3 Low-pH cement currently under investigation

Country Cement composition Developed materials

Canada-AECL OPC 50%-SF 50% High strength concrete

Finland-POSIV

A
OPC 60%-SF 40% Injection grout

France-ANDR

A, CEA, EDF
OPC 60%-SF 40% High strength concrete

Japan-JAEA,   

 CRIEPI,

NUMO

OPC 40%-SF 20%-FA 40%

OPC 37.5%-SF 32.5%-FA 30%

OPC 20%-SF 32.5%-BFS 47.5%

OPC 33%-BFS 13.5%-FA 13.5%-SF 40%

Shotcrete

High strength concrete

USA-ORNL OPC 40%-BFS 30%-FA 25%-SF 5%
Shotcrete

High strength concrete

Spain-IETcc-

CSIC, ENRESA

OPC 60%-SF 40%

OPC 35%-SF 35%-FA 30%
Shotcrete

Switzerland- 

NAGRA
OPC 60%-SF 40% Shotcrete

 OPC: ordinary portland cement, SF: silica fume, FA: fly ash, BFS: blast furnace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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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 Functional requirements for grout and shotcrete (grout-Kronlöf, 2005; 

shotcrete-Fernandez et al., 2005).

Grout

Property Requirement

pH ≤ 11

Penetration bmin

Penetration bcrit

Viscosity

≤ 80 ㎛

≤ 20 ㎛

≤ 50 mPa

Bleed ≤ 10%

Workability time

Shear strength

Yield value

≥ 60 min

≥ 500 Pa

≤ 5 Pa

Compressive strength ≥ 4 MPa

Shotcrete

Property Requirement

Maximum pH ≤ 11

Hydraulic conductivity K<10-10 m/s

Young's Modulus

Poisson ratio

Tensile strength

Friction angle

Cohesion

Compressive strength

< 20 GPa

0.2～0.3

1 MPa

> 37℃

2MPa

30MPa

Workability > 2h

Pumpability 500m

Peak of hydration <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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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기준 혼화재료의 선정

(1) 혼화재(실리카 퓸)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시멘트의 pH를 낮추기 해 시멘트 신 포졸란 계열의 혼화재

( 라이애시, 고로슬래그, 실리카 퓸 등)를 주입하게 된다. 캐나다와 핀란드, 스웨덴, 랑스 

그리고 스 스 등은 low-pH 시멘트를 만들기 해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실리카 퓸을 

혼합한 2성분계 배합을 선택하 으며, 미국과 일본 그리고 스페인은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와 실리카 퓸, 라이애시로 구성된 3성분계 배합을 고려하고 있다. 재  SKB와 POSIVA

는 많은 실내 실험을 비롯한 연구를 통해 고로슬래그와 라이애시의 사용가능성을 배제하

으며, 실리카 퓸의 사용을 극 고려하고 있다. 실리카 퓸의 주성분은 80% 이상이 SiO2

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

지하면서 시멘트 량 비 약 40% 정도의 실리카 퓸을 주입해야 하는 결과를 얻었다

(Kronlöf A., 2004). Hooton과 Konecny(1990)은 실리카 퓸의 사용은 화강암과 시멘트와의 

결합강도를 크게 향상시킨다는 을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을 통해 확인하

으며, 일반 그라우트에 비해 화학  항성과 수 성이 향상되고 침출(leaching) 가능성이 

감소되는 특징을 확인하 다.

그러나 실리카 퓸의 사용은 단 수량의 증가( 도 증가), 라스틱 수축균열의 발생, 실리

카 퓸의 응집(conglomeration) 그리고 응결시간의 지연 등의  문제 이 있다. 즉, 과량의 사

용은 도의 증가를 유발하여 ‘gel-blocking' 상을 래하며 이는 그라우트의 투수성을 

히 하시킬 수 있다. 실리카 퓸의 응집은 알칼리 용액과 반응할 경우 alkali-silica 

reaction(ASR)을 일으켜 팽창성 젤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는 암반 내의 추가 인 균열을 유

발할 수 있다. 한 시멘트와 실리카 사이의 수화반응 속도차이로 인해 응결지연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부가 으로 결제(accelerator)의 추가가 필요할 수 있다. 실리카 퓸이 혼

합된 low-pH 시멘트의 장단 을 요약하면 다음 표 2.5와 같다(Holt,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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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Benefits and risks of low-pH cement

Benefits Risks

․Better stability after mixing

․Greater homogeneity, due to less 

bledding and better fine particle 

dispersion

․Higher penetration into fine fissures

․Better bond to granite bedrock and 

clay deposits in fissures

․Enhanced potential for self-healing

․Higher compressive strength and 

leaching resistance

․Lower permeability & diffusion 

coefficient

․Greater resistance to chemical attack

․High shrinkage caused from high w/b 

ratio

․Gel-blocking

․Possibly higher corrosion by pH 

decrease

․Silica conglomerates leading to 

alkali-silica reaction(ASR) 

․Slow hardening by a large amount of 

silica fume

(2) 혼화제(초유동화제)

시멘트 그라우트가 암반의 미세 리를 메우기 해서는 충분히 도(viscosity)가 낮아

야 한다. 반면에 그라우트 자체의 강도유지를 해서는 그라우트의 도가 높아야 한다. 따

라서 w/c(water/cement)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면서 유동화제(superplasticizer)를 사용하

는 것이 검토되고 있다.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25%의 유동화제 첨가로 도는 낮

고 그라우트의 유동성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화제가 첨가된 

일반 인 시멘트 그라우트의 최소 물-결합재 비(water-binder; w/(c + admixtures))는 약 

0.4가 되어야 하며 최  2.0 이하가 유지되어야 한다. 그 이상의 수분함유는 재료의 분리를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때 유기계 유동화제의 사용은 주변 환경으로 침출수 유출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유기계 유동화제가 시멘트의 장기

거동에 미치는 향에 해 연구가 거의 수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유동화제로부터의 침출수

는 핵종의 지하수 내 이동을 진할 것으로 상되며, 한 유기물의 존재는 처분장조건에

서 미생물의 성장조건을 제공하는 부정 인 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련 연구의 면

한 수행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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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Viscosity versus shear rate for grout containing various amounts of 

superplasticizer (SP), with w/b=0.40 and 10% silica fume (Onofrei et al. 1992).

Onofrei et al.(1992)는 그라우트 내 시멘트 량 비 1%의 유동화제 Na-SNF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 사용이 최종 응결된 후 간극수에 유동화제의 

약 40%가 남아있음을 확인하 다. 한 Gray et al.(1998)은 실험을 통하여 유동화제의 

사용이 지하수 내의 유기물 부하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 지만, 유동화제의 사용으

로 인한 시공 장 이 유기물 부하량 증가라는 부정 인 향 보다는 우세하다는 결론을 내

렸다. 따라서 처분장 조건에서 유동화제의 선택을 해서는 신 한 고려가 필요하다.

NAGRA(스 스)-NUMO(일본)-SKB(스웨덴)-POSIVA(핀란드)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에 사용 가능성이 높은 유동화제  기타 유기 혼화제가 콘크리트 장기거동에 미치

는 향에 해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 학계에서도 Helsinki 학(핀란드)과 

Chalmers(스웨덴) 학에서 이와 병행하여 련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공동연구의 주요 

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유동화제  기타 혼화제의 벤토나이트와 구리(copper) 그리고 핵종이동에 미치는 

향

․ 각 조건별 시멘트 내 유기 혼화제의 유출(release of organic additives) 특성에 한 실

험연구

․ 유기 혼화제가 방사성 핵종의 암반 수착(sorption)에 미치는 향규명

․ 그라우  장 실증실험을 통한 실내 실험결과의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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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상 유동화제는 나 탈  계열(Sulphonated naphthalene condensates)과 멜라민 

계열(Sulphonated melamine condensates) 그리고 PC 계열(Polycarboxylates)이다. 나 탈

 계열의 유동화제는 방사성 핵종과 복합체를 형성할 확률이 낮고 반면에 멜라민 계는 

방사성 핵종과 매우 강한 복합체를 형성한다. PC 계열의 경우는 NOM(Natural Organic 

Material)의 핵종 결합능력과 유사하다는 결론을 얻었다(Snellman et al., 2007). 하지만  실

제 처분장에 어떠한 유동화제를 사용할 지에 해서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다만 그라

우트를 해서는 나 탈   멜라민 계열 의 하나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크리트를 

해서는 PC계열의 유동화제 사용이 고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3) 급결제

유동화제에 한 연구에 비해 크리트 결제에 해서는 상 으로 연구가 진행되

지 않은 실정이며 단지 일반터  시공에 따른 기 을 제시한 정도이다. Horonobe URL(일

본)에서의 실규모 실험에서 HFSC(High fly-ash content silica-fume cement)에 무기계인 

칼슘 설포알루미네이트(Calcium sulfoaluminate)의 첨가를 총 결합제(binder)의 약 10% 기

을 제시한 바 있다(Kobayashi et al., 2007). 한 Hagerbach test gallery(스 스)에서의 

low-pH 크리트 비 장실험(그림 2.3)에서는 결제가 시멘트 량의 5-8%가 바람직

하며 11%를 과할 때는 시멘트의 장기 압축강도가 히 하됨을 보고하 다(Fries et 

al, 2007).

그림 2.3 Shotcrete spraying tests with set accelerator on Opalinus clay rock in 

Hagerbach test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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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Low-pH 시멘트 현장실험 연구동향

3.1 Low-pH 시멘트의 역학적 성질

일반 으로 실리카 퓸이 시멘트와 사용될 경우에는 낮은 w/c를 유지하고 있어 매우 높은 

압축강도를 가진다. 하지만 이것은 low-pH 그라우트(실리카 퓸>40%)의 경우에는 해당되

지 않는다. 일반 으로 실리카 퓸은 미세공극충진(microfiller)의 물리  기능과 포즐란반응

(pozzolanic reaction)의 화학  기능을 통해 콘크리트의 강도 발 에 기여를 한다. Bhanja 

and Sengupta(2003)은 w/b가 0.26-0.42 일 경우 실리카 퓸 함유량이 30%까지만 강도의 증

진효과가 나타난다고 하 다(Fig. 4 참조). Al-Manaseer and Keil(1992)는 w/b가 0.4 일 때 

내황산염 시멘트에 실리카 퓸 사용량을 25%까지 증가시키면서 압축강도와의 련성을 연

구하 다. 연구결과 약 20% 이상의 실리카 퓸 사용에서 오히려 강도감소가 발생하고 실리

카 퓸의 함량이 강도발  속도와 최종 강도에 향을 미침을 확인하 다.

따라서 low-pH 시멘트의 경우 다량의 실리카 퓸을 혼합하므로 이로 인한 강도 하  조

기강도 발 속도 하를 방지하기 해 w/c 비를 이는 방법을 고려하게 되고, 이로 인한 

워커빌리티 감소를 방지하기 해 최소한의 유동화제를 사용하게 된다. 처분장조건에서 

일반 으로 시공성  강도발 을 고려하여 그라우트의 w/b 비를 약 1.0으로 하고 크리

트의 경우 0.5를 기 으로 정하는 추세이다. 한편 low-pH 시멘트 배합의 높은 w/c 비로 인

해 건조수축의 경우 일반 시멘트에 비해 상 으로 큰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건조수축

으로 인한 균열  이로 인한 외부 유해물질의 침입은 시멘트의 내구성을 떨어뜨리는 요인

이 되므로 신 을 기해야 한다. 이외에 pH/온도 변화, 유동성, 침투성, 블리딩, 침출수 실험 

등 다양한 물성측정이 low-pH 시멘트 배합선정 연구 당시 수행되었다. 강도 련 이외의 

다른 역학 인 단기 특성은 실리카 퓸이 혼합된 콘크리트의 일반 인 특성과 비슷한 경향

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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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Relationship between 28-day compressive strength and percentage 

replacement of silica fume for w/b 0.26 to 0.42 (Bhanja and Sengupta, 2003).

 

3.2 Low-pH 시멘트의 화학적 안정성

SKB-POSIVA-NAGRA-NUMO 공동연구의 일환으로 일본의 경우 NUMO와 CRIEPI는 

수화된 시멘트 물질의 침출시험(leaching alteration)  유기용제의 유출(release) 특성에 

해 실험  연구를 수행하 다. Low-pH 시멘트를 상으로 각기 다양한 유기용제를 사용

하여 유출 실험을 한 결과 침출수에서 유동화제 물질 자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다만 

구물질 보다 작은 분자량의 분해생성물( , naphthalene dimmer, melamines and M-PEG)

만이 검출되었다. 한 low-pH 시멘트는 침출변이면(leaching alteration front)의 진행에 

매우 큰 내구성을 지니며, 표면에 calcite와 smectite 층의 생성으로 담수(fresh water)나 염

수(saline water)로 부터의 보호층을 형성한다고 보고하 다(Yamamoto et al., 2007). 

부식의 경우에는 두 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Low-pH 시멘트 그라우트는 낮은 pH로 

인하여 강재의 부식을 진시킬 수 있다. 그러나 실리카 퓸의 사용은 투수성과 수리 도도

를 낮추어 지하수의 침투가 어렵게 하는 특징을 지닌다. 따라서 실리카 퓸은 부식이라는 

에서 볼 때 장단 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체 으로 low-pH 시멘트의 부식 가능성은 

장·단 이 상쇄작용을 하여 일반 시멘트 그라우트의 수 으로 평가를 한다(Holt, 2007). 따

라서 부식문제와 련하여 처분장 건설시 터 의 록볼트나 크리트 섬유와 low-pH 그라

우트의 상호작용에 해 추가 으로 정량 인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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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현장 실증연구

TSX 실험

TSX(tunnel sealing experiment)은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에서 실규모 분벽(bulkhead)의 

구조 인 기능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캐나다, 랑스, 일본 그리고 미국의 펀드를 

받아 캐나다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수행된 장실증 실험이다(그림 

3.2 참조). 이 실험은 화강암반의 지하 420m에서 AECL(Atomic Energy of Canada 

Limited)에 의해 개발된 LHHPC(Low Heat High Performance Concrete)를 사용하여 수행

되었다. TSX는 벤토나이트 70%과 모래 30%로 구성된 토분벽(clay bulkhead)와 모래채

움재(sand filler) 그리고 LHHPC인 low-pH 콘크리트로 이루어져 있으며 터 방향의 축방

향 유체흐름을 최소화하도록 디자인되었다. 실험결과 콘크리트 분벽은 지하수의 유입을 효

율 으로 제어하 으며 지하수압  히터에 의한 온도상승으로부터 구조물을 효과 으로 

지지하고 있음을 확인하 다. 본 장실증 실험을 통해 처분장 조건에서 LHHPC의 성공

인 사용 가능성을 확인하 다(Martino, 2007).

그림 3.2 Full scale application of LHHPC in TSX programme in Canada

POSIVA/SKB/NUMO의 현장실험

POSIVA/SKB/NUMO는 단열의 크기가 100㎛ 이상의 암반충진을 한 low-pH 그라우

트 기술개발을 해 2번의 장실증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은 개발된 시멘트가 장에서 

소요 워커빌리티를 가지고 있는지와 펌 와 노즐에서의 성능확인 등 실제 용성을 검증하

기 한 목 이다. 첫 번째 실험은 Helsinki 다목 터 에서 2004년 5월에 수행되었으며, 두

번째 실험은 Olkiluto Onkalo 진입터 에서 2005년 1월에 수행되었다.

Helsinki 다목 터 은 화강암이 일부 편재하는 편마암 암반으로써 실험은 14개의 그라우

트 주입공 천공을 통해 이루어졌다. 각각의 길이는 24m 그리고 최  주입공 간격은 3m로 

40-50bar의 그라우트 압력을 가하 다. 장실험 결과 체 으로 시험배합(S20c, S21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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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f63; 세부 배합 정보는 Sievänen et al., 2004 참조)은 모두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지 못

했다. 모든 배합에서 침투성(penetrability)은 양호하 으나 유동성(fluidity)이 매우 좋지 않

았다. 일부배합의 경우 매우 성이 컸으며, OPC-SF 기반의 배합의 경우에는 유동성은 좋

았으나 강도 발 이 더뎠다. 따라서 강도의 조기발 과 응결제의 첨가 그리고 그라우트재의 

성도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 다. Helsinki 터 에서의 실험으로 다음과 같은 가

이드라인이 도출되었다.

․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Silica 시스템에 기반을 둔 시멘트 배합설계 개발(혼화제 고로슬

래그의 사용은 황화물이 유출되므로 배제)

․ w/b 비가 소요 강도를 얻기 해 낮춰져야 됨

․ 성  침투성에 해가 되지 않는 범 에서 유동화제의 사용이 필요함

시멘트-실리카 퓸- 유동화제 시스템에 해 후속 연구를 통해 새로운 배합을 선정하고, 

이를 두 번째 장실험 Onkalo에 용하 다. 두번째 장실험 장소인 Onkalo는 편마암이 

편재된 미그마타이트 암반지역으로 실험은 터 입구 214m-240m에서 수행되었으며, 총 22

개의 주입공이 각각 26m의 길이로 서로 2.5m의 간격으로 천공되었다. 주입공의 반은 추가 

연구로 개발된 배합(Recipe P3)을 사용하여 그라우 을 하 으며 나머지 반은 Onkalo 참조 

배합설계를 사용하여 결과를 비교를 하 다(Hansen et al., 2005). 두 번째 실험결과 침투성 

 유동성이 첫 번째 실험 Helsinki 터 에서의 결과 보다는 우수하 으며 강도발   

체 인 지하수 지수효과가 개선되었다. 

Äspö & Hagerbach Test Gallery

국제공동연구인 ESDRED(Engineering Studies and Demonstration of Repository 

Designs) Module 4 “Low-pH shotcrete for rock support"의 일환으로 NAGRA는 low-pH 

크리트 배합설계에 한 연구를 하 다. 그 후 이와 련된 장실험을 Äspö(스웨덴)에

서 수행하면서(Mix 10.2; Fries et al.,, 2007) 그 배합설계를 수정·보완하여 규모 실증실험

을 계획하 다. 

규모 실증실험은 2006년 10월에 Hagerbach Test Gallery(스 스)에서 터  내부 20㎡

의 면 에 6㎥의 크리트를 습식방법으로 시공을 하면서 진행되었다(그림 3.3 참조). 사용

배합은 골재량을 지조건에 따라 수정한 Äspö 배합(Mix 10.2)을 기본으로 PC계열의 

Glenumu 51 유동화제를 사용하 고 AE제와 골재충진재는 Äspö 배합과 달리 사용을 하



- 18 -

지 않았다. 시험결과 펌   살포 시 워커빌리티와 유동성이 우수하 으며 리바운드양이 

21 wt%이었고, 결제(set accelerator)는 시멘트 량의 5～8% 그리고 w/b는 0.5 이하가 

양호한 결과를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크리트의 조기 강도는 일반 크리트 배합

(Cornejo-Malm, 1995)에 비해 떨어지지 않았으나 경화속도가 지연되는 경향을 보 다. 

그림 3.3 Large scale field test of shotcrete in Hagerbach Test Gallery

고심도 시추공 안정화 현장실험 

처분장 주변 장 조사공의 효율 인 폐쇄를 해서는 주변지반과의 안정화를 꾀할 수 

있는 시공재료의 개발이 필요하다. Claesson and Nilsson(2003)은 실리카 퓸을 주 혼화제로 

사용한 low-pH 시멘트를 이용하여 300m 깊이의 타격 시추공(percussion borehole)을 상

으로 그라우  실험을 하 다. 시멘트는 강섬유(steel fiber)를 신하여 유리섬유(glass 

fiber)가 함유된 고성능 콘크리트(ultrahigh performance concrete)를 사용하 다. 시추공

은 일부에서 무 진 구간이 혼재하고 지하수로 포화된 상태 음에도 불구하고 시멘트 그라

우 으로 효율 으로 안정화되었다. 하지만 시추공 선단의 철재 이싱이 존재하는 구간에

서는 물에 의한 심한 희석작용으로 인해 안정화를 하는데 실패하 다. 본 실험을 통해 시추

공 폐쇄에 한 요한 장 노하우를 얻는 기회 으며, 펌핑기술  골재 사이즈 변경을 

통한 수정 배합설계를 획득하 다.

JAEA: In-situ shotcreting experiment planned at Horonobe URL

일본의 JAEA(Japan Atomic Energy Agency)에 의해 개발된 HFSC(High Fly-ash 

content Silica-fume Cement)을 사용하여 재 Horonobe URL(Underground Research 

Laboratory)에서 in-situ 크리트 실험이 지하심도 140m  drift 지 에서 2008-2009년에 

진행 에 있다(그림 3.4 참조).



- 19 -

그림 3.4 Planed layout of Horonobe URL and location for shotcrete in-situ experiment

상기의 그라우트와 크리트에 한 장실증 사례 이외에도 처분장 내 plugging 건설을 

한 장실험이 수행된 바 있다. Bierzo School Mine(스페인), Short low-pH shotcrete 

plug(Äspö URL-스웨덴), Long low-pH shotcrete plug demonstrator(Grimsel URL-스

스)에서 plugging을 상으로 실험이 이루어졌다. 그림 3.5～3.7에 련 장실험 사진을 각

각 나타내었다.

그림 3.5 Low-pH shotcrete plug: Field testing at Bierzo school mine (Sp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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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 Low-pH shotcrete plug: Short plug test (ÄSPÖ URL; Sweden)

그림 3.7 Low-pH shotcrete plug: Long plug test (GRIMSEL URL; Switzerland)

3.4 국제 공동연구 현황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함에 있어 시멘트 물질의 사용과 련된 제반연구가 유럽 선

진국을 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연구의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를 해 국가 

간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표 인 국제 공동연구 로젝트는 다음과 같다.

3.4.1 EU ESDRED

1) 개요 

EU의 펀드로 유럽 9개국 13개 기 이 모여 2004년 ESDRED(Engineering Studies and 

Demonstrations of Repository Designs)을 조성하 으며, 랑스 ANDRA의 조정자

(coordinate country)로 실제 처분장 건설과 련된 실증문제를 주로 다루고 있다. 이 조직 

내에는 크게 4개의 분과가 있으며 특히 Module #4에서 시멘트 물질에 한 공동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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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1 : Buffer Construction Technologies for Horizontal Disposal 

              Concepts

‣Module #2 : Waste Canister Transfer and Emplacement Technology for

              Horizontal and Vertical Disposal Concepts

‣Module #3 : Heavy Loaded Emplacement Technology for Horizontal 

              Disposal Concepts

‣Module #4 : Low pH Cement for Shotcrete and Sealing Plug 

              Construction Technology

2) 목 (Module #4)

‣ 처분장 건설시 산업  용을 한 low-pH 시멘트 물질의 개발  실증

‣ 처분장의 러깅(plugging)과 rock support 건설을 한 low-pH 크리  기술개발

‣ Low-pH 크리트 러깅과 rock support의 Full scale 실증

3) 주요 연구동향

•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개발

• Low-pH 시멘트의 화학  장기 안 성 검증

• 시멘트 sealing plug의 설계  full scale 실증

• 고 폐기물 처분터  내에서의 크리트 타설기법 개발

• 시멘트와 완충재와의 상호작용  거동 모델링

• Low-pH 시멘트와 터  지보재와의 상호작용을 통한 안정성 검증

 

ESDRED-2005는 low-pH 시멘트 개발  물성평가에 이 맞춰져 있었으며,  

ESDRED-2007의 경우는 low-pH 시멘트의 장기거동 특성분석  장실증 용에 이 

맞춰져 있다.

3.4.2 IAEA CRP

1) 개요 

IAEA의 지원으로 Coordinated Research Project “Behaviour of Cementitious Materials 

in Long Term Storage and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CRP Code : T21025)가 수행 

에 있으며, 이에는 유럽  아시아 국가 17개국 20개 기 이 참여하고 있다. 연구기간은 

2007.06.15 ∼ 2010.06.14으로써 2007년 Russia 모스크바에서 첫 연구조정회의(research 

coordination meeting)가 이루어졌다. 주요 연구내용은 방사성폐기물 처분 시 폐기물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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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ste packaging), 부동화(immobilization), 뒤채움(backfilling)의 기술개발을 목 으로 시

멘트 물질의 사용 가능성 그리고 이들의 상호작용(containers-waste form-backfill)  장기

거동 특성규명에 이 맞추어져 있다.

2) 목

‣폐기물 장기 장  처분 그리고 이송을 한 합(package) 물질로서의 시멘트 

  물질의 장기거동 분석

‣방사성폐기물 종류별 합재료(packing material)의 규정을 통한 실증 데이터 제공

3) 주요 연구동향

• 방사성물질의 부동화(immobilization), 뒤채움(backfill) 재료로서의 시멘트 물질 검증

• 신규 시멘트 재료연구   체물질 개발

• 폐기물 종류별 공학  방벽과 합 조건 도출

• 시멘트 물질의 장기거동 실험  모니터링 기법

• 시멘트 폐기물의 처분장 조건에서의 이동특성  장기 장 폐기물 수용기  설정

• 폐기물의 장기 장  처분을 해 사용된 시멘트 물질의 장거거동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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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비 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트재 개발

기존의 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트재는 앞서 언 한 바와 같이 pH의 상승으로 지하수계  

처분장 조건에 부정 인 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하며, 암반의 리를 충 할 수 있는 최

소 균열 크기가 일반 으로 50-100㎛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지하 약 500m 이하의 심지층 

조건에서는 일반 으로 신선한 암반으로 인해 리의 개소  크기가 상 으로 매우 작

을 것으로 상된다. 따라서 시멘트 계열 이외의 새로운 그라우재의 용이 필요하다. 재 

리의 크기가 100㎛ 이하의 암반 충진을 한 다양한 그라우트재를 개발 에 있으며, 그 

 실리카 졸(sol)이 유력 사용재료로서 고려되고 있다. 실리카 졸 용에 한 실험으로는 

일본에서 모래지반 개량에 용한 바 있다(Yunekura, 1997). 최근에는 스웨덴에서 실리카 

졸 그라우트재의 물리  특성연구가 이루어졌으며(Axelsson, 2006; Butron, 2005), 재는 

이에 한 장 용 가능성에 해 실증연구가 진행 에 있다(Funehag, 2007). 

그라우트 재로서 실리카 졸은 시간 경과에 따라 단 강도가 차 증가하며, 온도가 높을

수록 그리고 습도가 낮을수록 강도 발 에 효과 이다. 한 고 알칼리 조건에서도 강도 발

에 큰 향을 받지 않고, 괴 의 큰 변형률에 해 연성 인 거동을 나타내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주변이 건조한 조건일 경우 건조수축 량이 상 으로 커지는 경향을 나타낸

다. 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트재에 비해 실리카 졸에 한 연구는 비교  국한된 나라에서만 

재 수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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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시멘트 물성평가 항목

과거에서부터 재까지 콘크리트나 다른 시멘트를 주원료로 쓰는 재료들의 열화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곧 내구성에 한 연구라 할 수 있으며, 유체의 움직

임이나 유해로울 수 있는 이온들의 확산 등에 큰 향을 미치는 이동성에 한 연구에 

을 맞추고 있다. 이러한 이동 상에 의해서 일어나는 물리/화학 인 변화들은 콘크리트나 

다른 시멘트를 주원료로 쓰는 재료들의 내구성이나 장기 거동에 지 한 향을 미친다. 따

라서 미세구조에서의 이동특성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요하다고 할 수 있다. 

재 공극의 미세 구조특성을 알아내기 해 많은 방법들이 사용되고 있다. 를 들어, 공

극의 크기에 따라서 sorption method나 MIP(Mercury Intrusion Porosimetry)등이 사용되

고 있고, 그 외에도 nitrogen sorption, 학 인 방법들 그리고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 등이 공극 구조를 알아보는 방법으로 쓰여 지고 있다. 한, 공극 구조가 아닌 

직 으로 투수계수(m
2

), 수리 도도(m/s)나 확산계수(m
2

/s)와 같은 transport properties

들을 측정하는 방법들이 있고, Capillary index(kg/m
2
√s)나 resistance coefficient(s/mm

2
)

등을 구하는 데는 Capillary water uptake test라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같은 

실험은 공극 구조에 해서 포 인 정보를 얻을 수는 있지만 공극 구조에 해서 설명하

기에는 어려움이 따른다. MIP나 nitrogen sorption같은 방법들은 간 으로 공극 구조를 

분석하는 방법들이고, electron microscopy 같은 경우에는 단면을 자르지 않는 한 3차원

인 정보를 얻을 수 없다. 그래서 최근에는 X-ray microtomography라는 기법이 개발되어 3

차원 인 정보를 얻어낼 수 있고, 다른 방법들과 응용되었을 때 더욱 정확한 정보를 얻는 

데 기여하고 있다 (Lu et al., 2006).

5.1 공극구조

다공성 매질에서의 총 공극률이란 매질의 총 부피와 공극의 부피 사이의 비이다. 즉 유효 

공극률 매질의 총 부피와 공극 에서 물이 흐를 수 있는 공간의 부피 사이의 비이다. 공극

에서의 이온들의 diffusion rate, 액체의 capillary 그리고 viscous flow등은 콘크리트의 기능  

악화에 지 한 향을 미친다. 공극률이 콘크리트의 기능 악화에 미치는 향은 매우 복잡

하다. 공극의 크기, 연결성 그리고 시간, 외부 는 내부응력에 따른 변화 그리고 공극의 분

포도 등 많은 것들이 고려되어야 한다.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나 내구성 등 물리 인 형상들

은 공극률이나 공극 분포도와 같은 공극 구조에 따라서 많은 향을 받는다. 투수계수는 

capillary pore나 gel pore 둘 모두가 향을 미친다. Gel pore는 0.5-10nm 사이의 미세한 

pore이고 capillary pore는 5에서 5000nm사이의 비교  큰 공극을 뜻한다. 다공성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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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process 정      의 Transport coefficient

Pressure induced water 

flow

유체 정역학 인 수두차에 의해 발생하는 물의 흐름. 

콘크리트에서는 물을 보 하는 구조들 아닌 경우 무

시할 수 있다. 그라우트의 경우 이는 매우 요하다.

Permeability

coefficient

Water absorption

Capillary force에 의한 물의 흡수. 콘크리트가 건조

될 경우 물에 용해되어있던 물질들이 격하게 침투

할 수 있다.

Absorptivity

coefficient

Water vapour diffusion
물이 증기로써 확산되는 상. 콘크리트나 그라우트

가 마를 경우 발생한다.

Vapour diffusivity 

coefficient

Wick action Water absorption+Water vapour diffusion -

Ion diffusion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이온의 이동. 콘크리

트가 완  포화 을 경우 요하다.

Ion diffusivity 

coefficient

Gas diffusion
농도의 차이에 따라서 발생하는 기체분자들의 이동. 

이산화탄소의 diffusion은 탄산염화작용을 일으킨다.

Gas diffusivity 

coefficient

Pressure induced gas 

flow
압력증감에 따라서 말생하는 기체의 이동.

Gas permeability 

coefficient

의 경우 capillary pore가 연속 인 연결시스템을 이루고 있어서 이 시스템을 통하여 부분

의 물이 흐른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콘크리트에 공극이 많이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이러

한 capillary pore들이 수화생성물로 막  있기 때문에 gel pore의 향 한 받는다. Gel 

pore는 콘크리트의 강도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지만, 크리 나 shrinkage등에는 향을 미

친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에 Capillary pore나 더 큰 공극은 강도나 탄성계수의 감소원

인이 된다(Kumar 와 Bhattacharjee, 2003). 공극 구조나 투수계수와 련된 많은 변수들을 

구하려면 주로 미리 건조 상태를 유지해야 하는데 이는 건조가 되면서 콘크리트의 미세 구

조가 많이 바 기 때문이다.

5.2 Transport process

콘크리트의 degradation에 향을 미치는 transport process들은 여러 가지가 있다. 이러

한 transport process들과 이 때 주로 사용하는 transport 계수는 아래의 표 5.1와 같다. 아

래에 명시된 transport process등을 측정하기 해 많은 실험방법들이 고안되었으며, 이러

한 방법들은 추후에 알아보기로 한다.

표 5.1 Transport processes and coefficients

5.3 Drying, autogenous and chemical shrinkage and swelling

Autog enous shrink ag e

Autogenous shrinkage란 시멘트 시스템의 등온 조건에서 수분이나 어떤 외부의 물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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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교환도 없는 상태(i.e. sealed curing)에서의 거시 인 부피 혹은 선형 수축 상을 말한

다. 수분의 교환이 없기 때문에 어떤 다른 shrinkage도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만약에 시

스템이 액화된 상태인 경우 chemical shrinkage와 매우 비슷하다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의 

경우 고강도 콘크리트 (> 40MPa)나 물/시멘트 비가 매우 낮은 (< 0.42) 콘크리트에서 문

제가 되는데, 이는 이런 콘크리트는 수화될 수 있는 물의 양이 그 게 많지 않기 때문이다. 

이러한 수축 상은 주로 40～100×10
-6

 정도의 strain 범  내에서 일어난다. 이러한 변형의 

경우 부피나 선형 변형 두 가지를 측정하는데, 부피 변형은 타설 하고 난 직후의 변화를 보

기 해 측정하고, 선형 변형의 경우 장기 인 입장에서 측정된다. 이러한 변형은 실험 시

료에 strain meter를 매설하여 측정하거나 는 measuring pin 아니면 sliding calliper를 사

용하기도 한다. 시료는 외부와의 수분 교환을 차단한 상태로 시험 되어야 하며 등온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Chemical shrink ag e

Chemical shrinkage란 수화된 결과물들의 부피가 cement와 water의 volume보다 작을 때 

발생하는 수축 상이며, 이는 거의 수화정도와 비례한다. 타설 된 후 몇 시간 까지는 에

서 말했듯이 autogenous shrinkage는 거의 chemical shrinkage에 기인한다. Chemical 

shrinkage는 시멘트와 물 사이의 반응에서 생긴 결과물이고, 그 양은 물/시멘트 비의 향

을 거의 받지 않는다. Chemical shrinkage의 총량은 weighing method (Baroghel 등, 2006)

에 의해 측정될 수 있다. 이 방법은 시료를 얇게 성형한 후 water bath와의 면을 20cm
2

 

정도로 놓은 후 라스크 뚜껑의 작은 구멍으로 물을 계속 공 하면서 화학반응에 의해 소

비되는 물의 양을 타설 후 10분에서 24시간까지 울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Autog enous swelling

Autogenous swelling의 경우 autogenous shrinkage와 같이 수분이나 어떤 외부의 물질

과도 교환이 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거시 인 부피 혹은 선형 팽창 상을 말한다. 이러한 

팽창 상은 높은 물/시멘트 비에서 나타나고, swelling pressure나 ettringite formation과 

같은 수화 상과 련된 많은 메커니즘과 련이 있다.

Thermal deformation

Thermal deformation이란 열  향에 의해 발생하는 변형을 말하는데, 수화반응의 발열

성 반응 후에 뒤따르는 냉각 상에 의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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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g enous deformation

Autogenous deformation이란 완벽하게 외부와 수분 교환이 단 된 상태에서의 변화로써 

autogenous swelling, autogenous shrinkage 그리고 thermal deformation의 합으로 나타난

다. 시멘트 시스템이 경화된 후 건조될 때까지의 변형은 Nordtest method (NT Build 366 

1991)에 의해 측정 될 수 있다. Autogenous shrinkage는 모르타르를 40 × 40 ×160 mm
3

의 

몰드에 넣은 후 탈형 해서 이를 20 ± 2°C의 온도와 65 ± 5 %의 상 습도에서 보 하고 이

때의 수축량을 재면 되고, autogenous swelling은 이 게 경화된 mortar를 물에 양생시키면

서 물을 흡수하여 발생하는 팽창량을 재는 것이다.

5.4 수리전도도 / 투수계수

그라우트의 투수계수는 매우 요한 인자이다. 투수성이 더 좋은 그라우트 일수록 더 많

은 양의 수산화칼슘이 용해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그 기능이 열화된다. 한 수리 도

도 역시 그라우트의 열화에 지 한 향을 미친다.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하기 해 투

수계수는 가장 요한 인자 에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액체의 흐름은 Darcy's law를 따른

다. 

 

∇                                  (5.1) 

이 때 k는 투수계수(m
2

) 이고 η은 액체의 dynamic viscosity(Pa・s)이다.

투수계수의 SI단 는 m
2

으로써 이는 1m
3

의 부피를 가지고 1Pa・s의 성을 가진 액체가 

1Pa의 압력차에서 1m
2

의 평면을 1m 투과하는데 1 가 걸릴 때를 말한다. 이는 

1.01325×10
12

 darcy와 같은 양이고 1darcy는 1μm
2

와 거의 비슷하다. 암반의 경우 10
-15

 - 

10
-12

 m
2

의 투수계수를 가지고 콘크리트의 경우 10
-18

 - 10
-15

 m
2

의 투수계수를 가진다. 

Darcy의 법칙에서의 ∇는 종종 ∆로 체되기도 하고 이 때 수리 도도의 단 인 m/s를 

사용하는데 1m/s는 10
7

m
2

와 같다고 할 수 있다(Kw(m/s)=10
7

k(m
2

). 수리 도도란 물이 층류

이고 20°C의 기온에서 흐를 때 단 수두차로 인해서 단 면 당 발생하는 유량이다 

(ASTM D 5084-03). 일반 으로 투수계수를 측정하는 실험의 경우 물의 압력은 비교  낮

거나(< 0.5MPa) 높은 압력(≒ 2.7MPa)에서 수행된다. 하지만 매우 높은 압력(5～10 MPa)

하에서 실험할 경우도 있다. 하지만 무 높은 압력은 시멘트 시스템 내의 공극 구조를 변

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지양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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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antie, K. et al., 2008은 원통형의 시료 (φ 54mm / T 30mm 와 φ 100mm / T 55mm, 

7EA)를 구 한 후 10MPa까지의 압력 하에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을 수행하는데 

20MPa의 강도를 가진 시료의 경우 5MPa의 압력 하에서 46시간, 그리고 5MPa의 강도를 

가진 시료의 경우 9.5 MPa의 압력 하에서 1시간이 소요되었다. 이 때 용해물질의 포함 유

무, 시료 크기, 그리고 압력의 차이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강도 콘크리트

의 경우 통과시키는 물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수리 도도는 증가하 고, 고강도의 경우 통과

시키는 물의 부피가 증가할수록 수리 도도는 약간 감소하 다. 시료의 크기가 증가할수록 

강도 콘크리트의 수리 도도는 약간 증가하 고, 고강도의 경우 수리 도도는 약간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 물에 가하는 압력의 차이에 따라서는 수리 도도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Ganjian 등이 2006년에 행한 실험(시료의 강도가 5～20MPa 사이로 변화시킬 

때)의 결과와 비교해 봤을 때 수리 도도의 범 는 5MPa의 강도를 가진 모르타르에 

de-ionized water를 통과시켰을 때는 3×10
-9

m/s 이고, 15MPa 강도를 가진 모르타르에 합성

용액을 통과시켰을 때 10×10
-10

-6×10
-9

 m/s, 한 20MPa의 강도를 가진 모르타르에서는 

9×10
-11

-6×10
-9 

m/s 의 범 를 가졌다. 이때 수리 도도의 범 는 같은 양생일의 시료와 동

일 장치를 사용하 을 때에도 그 결과의 변동폭이 매우 크다는 이 주목할 만하다. 이 때 

포화도의 향도 있으므로 각각의 시료는 미리 AASHTO T 277에 의해 포화되어 있어야 

한다. 

Hooton 과 Wakeley의 1989년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water/binder ratio가 0.65로 유지

된 상태로 배합에서 fly ash의 비율을 0%에서 40%까지 높여주면서 수리 도도 한 변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Fly ash가 0%일 때 수리 도도는 6.6×10
-13

m/s 고 25%일 때 

2.2×10
-13

m/s 그리고 마지막으로 Fly ash가 40%일 때 4.7×10
-13

m/s 다. Onofrei의 1992년

에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w/b 를 0.4에서 0.8로 변화시키면서 실리카퓸을 첨가하 을 때 수

리 도도는 w/b의 향은 거의 받지 않으나 실리카퓸의 향으로 소폭 감소하는 결과를 얻

었다. ASTM D 5084-03의 주요 내용은 15에서 30°C 사이의 온도에서 물로 포화된 시료의 

수리 도도의 측정이다. 이 때 Darcy의 법칙에 따르는 것을 제로 하여 hydraulic system

을 여섯 가지(A～F)로 나 고 시료는 최소 25mm의 높이 그리고 최소 25mm의 직경을 가

진다. 이 여섯 가지 hydraulic system은 공기를 포함하지 않으며 이 모든 것은 10
-6 

m/s 이

하의 수리 도도를 측정하는 데 합한 조건이다. 만약 수리 도도가 10
-11

 m/s 이하로 떨

어진다면 ASTM D 5084-03의 조건들을 용하기 부 합하다. 수리 도도가 와 같이 매

우 낮을 경우 시료의 길이를 이거나 시료의 단면 을 높이고, 더 높은 수두차이를 사용하

고 성이 약한 액체를 사용하는 것도 합한 안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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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Capillary water uptake test

"Capillary water uptake test"는 콘크리트나 다른 물질들의 얇은 조각(보통 25mm의 두께

와 1dm
2

의 단면을 가진 3개의 조각)들을 기건조 시킨 후 (보통 50°C에서) 물에 (100cm
2

의 면, 3mm의 깊이) 담군 후 물의 증발을 완벽히 차단한 상태로 시료의 무게변화를 약 

14일간에 걸쳐서 측정하는 실험이다. 이 실험을 행하고 나서 시료는 15MPa의 압력으로 완

히 포화시킨 후 다시 105°C에서 “일정 무게”로 다시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 

방법은 재 VTT에서 실험 되고 있는 방법과 일치하며, Fagerlund에 의해 1977년에 제안

된 방법이다. 이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는 인자들은 시멘트 페이스트의 공극률과 공기 공극

률 그리고 capillary water uptake를 정의 할 수 있는 capillary index (kg/m
2
√s), 

resistance coefficient (s/mm2)나 saturation의 기울기 등이 있다. Nick point에 한 설명은 

그림 5.1에 나타내었다. Capillary index k1은 다음과 식 5.2 와 같이 구할 수 있다. 한 

Resistance coefficient m은 식 5.3과 같이 구할 수 있다. 포화도는 nick point 과 후로 나뉜

다. 포화도에 한 식은 5.4와 5.5에 나타내었다.

                                  (5.2)


                                 (5.3)

   
                                   (5.4)

   
                                   (5.5)

여기서 d는 시료의 두께(mm)이고, wa1은 기 물 함유량, wnp는 nick point에서의 물 함

유량 그리고 tnp는 nick point가 나타나는 시간이다. Pca는 capillary porosity (1/m
3

)이고, Sca

는 포화도, 그리고 c1,b1,c2,b2는 상수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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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Capillary uptake curve, 시간에 따른 포화도(Scap, square root scale; Nick 

point 에는 공극이 capillary pore와 gel pore로 이루어져 있으나 nick point를 지난 후 

air pore로만 이루어짐).

Vesikari와 Kuosa가 1999년에 행한 물/시멘트비가 0.37과 0.58 사이의 기포혼입콘크리트

의 "capillary uptake test"를 통한 공극률 측정 결과들은 그림 5.2와 5.3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gel porosity와 capillary porosity가 각각 20-58 l/m
3

, 45-144  l/m
3

 그리고 total 

porosity가 95-178 l/m
3

 사이의 범 에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물/시멘트 비에 따라서 

공극률은 많은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같은 시멘트  첨가제, 골재를 사용하고 

동일 재령일에서는 큰 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 물/시멘트 비에 따른 공극률 변화(Vesikari와 Kuosa, 1999, Kuosa,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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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물/시멘트 비에 따른 공극률 변화(Vesikari와 Kuosa,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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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MIP)

콘크리트 시멘트 페이스트의 공극 구조의 특성을 알아보기 해서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이하 MIP)라는 방법이 사용되고 있다. MIP는 시료를 챔버에 넣은 후 챔버의 

공기를 빼고 mercury를 시료에 압력을 서서히 가하면서 주입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시

멘트나 콘크리트의 공극률이나 공극분포도를 구하는데 가장 많이 쓰이는 방법  하나이다

(Kumar와 Bhattacharjee, 2004, 2003b). 이 실험으로 얻어진 결과들은 수은의 contact angle

이나 수은 표면장력, 시료형태나 종류, 시료 건조방법 그리고 압력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많은 향을 받는다. 수은이 다른 액체로 차있는 공극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시료는 

항상 건조 상태여야 하므로 시료 건조방법에 해 명확히 정의해 놓고 실험을 수행하는 것

이 요하다. 

서로 연결되지 않은 공기로 차있는 microcrack이나 void들은 수은을 통과시킬 수 없으므

로 이러한 공극이 있을 경우 실험 결과에 오차가 발생 할 수 있다. 압력이 증가할수록 수은

은 시료의 표면으로 흡수된다. 만약에 pore system이 연결되어 있다면 시료를 가장 빨리 통

과할 수 있는 압력이 존재한다. 만약에 pore system이 연결되어 있지 않다면 수은은 공극을 

이루고 있는 벽들을 통과하여 지나갈 것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공극률 곡선을 그리다

보면 가장 큰 압력과 가장 작은 pore size가 만나는 이 존재하는데 이 이 바로 시료의 

total porosity이다. 하지만 이 게 구한 total porosity도 다른 방법들로 측정한 값들과는 약

간의 차이가 있다. MIP로 구한 값들은 만약에 pore가 무 작고 수은으로 통과하기 힘들다

면 실제 값 보다 더 작은 값을 나타낼 것이다. 이때 만약에 수은이 pore를 뚫고 지나갈 수 

있다면 실제 porosity와 비슷한 값을 나타낼 것이다. Critical pore size란 연결되어있는 많은 

공극들 에 가장 빈번하게 존재하는 pore size이다. 이는  공극률 곡선에서 가장 가

른 기울기로 나타나는 부분이다. Critical pore size는 물질의 투과율에 콘 향을 미치며 이 

변수로 물/시멘트 비나 온도의 향으로 공극 구조가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Aligizaki, 

2006). 비교  은 양의 수은이 침투 할 수 있는 pore size가 있고, 한 많은 양의 수은이 

침투할 수 있는 pore size가 있는데 이 경계를 threshold diameter라고 부른다. 시료의 양생

기간이 길어지거나 물/시멘트 비가 낮아지고 혹은 배합에 실리카 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threshold diameter는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투수계수 한 porosity보다는 이 

threshold diameter에 의한 향을 더 많이 받는다. 

다음은 HUT(Helsinki University of Technology)에서 MIP 실험을 수행한 결과들이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pressure unit은 두가지이며, 하나는 0.15-1bar 사이의 pressure로 

40000에서 7500nm 사이의 pore radius를 측정할 수 있는 low-pressure unit이고, 다른 하나

는 1-1990bar 사이의 압력으로 7500-3.7nm 사이의 압력을 측정할 수 있는 high-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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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이다. Pressure와 pore radius 사이의 계는 Washburn equation에 의해 나타낼 수 있

다. 이 때 표면장력은 480 mN/m
2

이고 각은 141.3 °C 다. 사용된 시료는 10×15×15mm
3

의 크기를 가지고 있었으며 실험을 수행하기  진공상태에서 2～4주 동안 건조되었다. 그

림 5.4와 5.5는 HUT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5.6)

여기서, P는 압력(bar), r은 pore radius(nm), γ는 수은의 표면 장력(mN/m
2

), 그리고 ω은 

수은과 시료 사이의 각 (°)이다.

그림 5.4 수행된 실험의 공극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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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물/dry matter에 따른 Total MIP pore volumes 

5.7 Thin section microscopy

Thin section은 시멘트 페이스트 혹은 콘크리트 시료를 에폭시를 사용하여 glass에 붙인 

후, cover glass로 덮은 것을 말한다. 이 때 시료는 25μm의 두께로 성형되어야 한다. 결정질

로 된 재료의 경우 평범한 백열등으로 찰 할 수 없다. 그러나 polarized light microscopy

로 이러한 단 을 극복할 수 있으며 재료의 특정 인 변수들을 알아낼 수 있다. 콘크리트나 

시멘트 페이스트는 다공성 물질이기 때문에 형 물과 섞은 에폭시가 그 사이로 침투 할 수 

있다. 에폭시가 공극이나 크랙사이에 자리를 잡으면 공극은 형  빛의 에폭시로 가득 차 있

기 때문에 공극구조를 자세히 찰 할 수 있다. 한 시멘트 물/바인더 비의 국부  분포와 

같은 페이스트의 균질성에 한 찰도 가능하다. 수화되지 않은 시멘트 입자들이나 실리카 

등도 찰이 가능하다. 에폭시와 닿기 에 시료는 알코올이나 건조 chamber에서 약 1일 

동안 30～40°C의 온도로 건조되어야 한다. 이러한 건조과정에서 micro-cracking이 발생할 

수 있다. 형  빛 에폭시의 밝기는 capillary porosity나 물 시멘트 비에 한 정보를 제공하

기도 한다. 해상도와 optical microscopy의 확  한계에 따라서 보통 시멘트 페이스트의 미

세 구조는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y)으로 찰 된다. 그림 5.7은 다음과 같은 과

정을 통해 본 시멘트 페이스트나 콘크리트의 미세 구조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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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o vC o v
그림 5.6 Thin section의 비과정

그림 5.7 시멘트 페이스트와 콘크리트의 thin section microscopy(Orantie, K. et al., 

2008)

5.8 Material property들과 실험 결과들의 상관관계

1 )  투 수 계 수 ,  공 극  구 조  그리 고  강 도

경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입자들은 아주 작은 면 으로만 서로 연결되어 있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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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물은 흡착되어 있고, 그 물은 매우 성이 높지만 페이스트 안에서

의 물의 흐름에 여한다. 시멘트 페이스트의 투수계수는 단지 공극률과 공극의 부피와 

련된 함수가 아니고, 공극의 크기, 분포, 모양과 상호 연결성 등과도 련이 있다. 페이스트 

안에서의 공극의 수는 암석과 비교할 때 더 많지만 그 크기에서 암석의 공극이 훨씬 더 크

기 때문에 투수계수도 암석의 경우가 더 크다. 같은 이유에서 물은 gel pore보다는 capillary 

pore를 통해 더 잘 흐르는 경향을 나타낸다. 즉 시멘트 페이스트는 capillary porosity의 

향을 더 많이 받는다는 것이다. 페이스트의 투수계수는 수화가 진행 될수록 감소하며 수화 

단계가 동일한 두 개의 페이스트의 경우, 시멘트의 양이 더 많을수록 즉 물/시멘트 비가 낮

을수록 투수계수가 더 작다. 물/시멘트 비가 만약에 0.7에서 0.3으로 어들면 투수계수는 

1000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찬가지로 물/시멘트 비가 둘 다 0.7일 경우 양

생시간이 7일과 1년 일 때 1000배 정도 차이가 난다. 콘크리트의 경우 물/시멘트 비가 약 

0.75 일 때 수리 도도는 약 10
-10 

m/s 정도이고 물/시멘트 비가 0.45일 경우의 수리 도도

는 10
-11

~10
-12 

m/s 정도 된다. 물/시멘트 비가 약 0.4 정도 될 때 capillary pore들은 분할되

기 때문에 물/시멘트 비가 0.4 후일 때 수리 도도는 상당히 큰 차이를 보인다. 이같은 

에서 볼 때 일반 으로 강도가 낮을수록 투수계수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시멘트 페

이스트를 건조시킬 경우 shrinkage가 발생하여 capillary pore 사이에 있는 gel pore들을 

괴시키면서 물의 흐름을 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투수계수가 더 높아 진다고 할 수 있다. 

2)  공 극 률 ,  물/시멘트 비  그리 고  강 도

Powers에 의해서 1962년도에 행해진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 페이스트의 공극률은 물/시

멘트 비와 degree of hydration의 함수로 나타난다. 

                           (5.7)

여기서 Pi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공극률 (m
3

/m
3

), α는 degree of hydration 그리고 w/c는 

물/시멘트 비이다.

Feret의 법칙은 압축강도를 배합되어있는 재료의 양과 련시키는 식으로, 이 법칙은 압

축강도가 페이스트에서의 시멘트의 비율과 련이 있음을 나타낸다.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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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S는 압축강도, K는 상수이고, c, e, a는 각각 시멘트, 물, 공기의 총부피이다.

압축강도는 한 재료의 공극률과도 깊은 계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에 

해서 행해진 연구는 그 게 많지 않다. Kumar와 Bhattacharjee에 의해서 2003에 행해진 연

구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의 계를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계들은 콘크리트

에 용하긴 힘들다. 그 이유는 콘크리트는 시멘트 페이스트보다 공극 분포나 그 조성에 있

어서 훨씬 더 복잡하기 때문이고, 콘크리트에서 이같은 계를 용하려면 apparent 

porosity, 공극 분포도, 콘크리트시료 내에서의 시멘트량, 골재 종류와 양생기간 등을 고려

해야 한다.

․    (linear relationship)

․ 
  (power exponent relationship)

․ 
  and  (exponential relationship)

여기서, σ는 porosity p일 때의 압축강도, σ0는 porosity가 0일 때의 압축강도, p0s는 압축

강도가 0일 때의 porosity 그리고 K는 실험상수이다. 

Fagerlund가 2000년도에 행한 연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계를 제안한다.

  
′                                   (5.9)

                                 (5.10)

여기서 f0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강도(MPa), f0'는 gel pore를 포함한 cement gel의 강도, 

X는 gel-space ratio (gel volume/ (gel volume+capillary pore volume), P는 total porosity, 

k는 상수(2.5<k<3인데 주로 3을 사용)이다. 

이와 더불어 Fagerlund는 f0를 380MPa, f0‘를 175MPa로 가정하고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식을 제안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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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1)

  
                  (5.12)

3)  실 리 카  퓸 이  압 축 강 도 에  미 치 는  향

지난 25년여 동안 실리카 퓸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에 한 연구는 계속 되

었다. 이  Holt가 2007년에 발표한 연구에 언 된 실리카퓸이 콘크리트 강도에 미치는 

향들을 요약해보면 다음과 같다. 

∙ Filler effect (실리카 퓸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조 하게 만들어 다.)

∙ 실리카 퓸이 들어간 시멘트 페이스트는 filler effect로 인해 수화반응이 진된다.

∙ CH와의 pozzolanic activity/reaction

∙ OPC가 더 작은 입경 가진 실리카 퓸으로 체 되면서 packing density가 증가한다.

∙ 공극이 더 작아진다. 

다른 연구(Wild 외, 1995)에서는 실리카 퓸을 포함한 콘크리트와 OPC만 있는 콘크리트의 

시멘트 수화 상과 pozzolanic activity와의 계를 정리해놨다. 이 연구에 따르면:

∙ 20°C에서 양생할 때 실리카 퓸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상 강도(같은 양생 기간과 같은 

양생 온도를 가진 실리카 퓸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강도와 reference mix의 강도 사이의 비)

는 기 21일 동안 격히 증가한다. 21일이 지나면 실리카 퓸이 binder의 12～20%인 콘크

리트의 상 강도는 감소하며, 실리카 퓸이 binder의 24～28%인 콘크리트의 상 강도는 증

가한다. 실리카 퓸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lime-fume reaction을 종결시키는 CSF 입자 주

의 막이 발생하는 시간은 늘어나기 때문이다.

∙ 실리카 퓸의 용도는 Ca(OH) crystal이 CSF와의 반응에서 소비되어서 매우 조 한 

interfacial zone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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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강 도  ,  공 극 률  그리 고  leaching

Carde와 Francois는 1999년에 행한 연구에서 leaching test 후에 발생하는 강도와 공극률

의 증감에 해서 알아보았다. Degradation 양을 평균 강도의 감소, 공극률 증가와 비교하

다. 이들은 Calcium hydroxide의 기량에 의해 mechanical performance가 정해진다고 

주장하 다. 한 물/시멘트 비가 0.5인 실리카 퓸을 넣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와 물/시멘

트 비가 0.45이고 시멘트양의 30%가 실리카 퓸으로 체 된 시멘트 페이스트에서 압축강도

의 감소로 인해서 공극률이 변하는 것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이 페이스트는 φ 110 × 

T 220의 원통형 시료로 만들어졌고 타설 24시간 후부터 27일 동안 20 ± 2°C에서 양생 되었

다. 실리카 퓸을 포함한 시멘트 페이스트는 pozzolanic reaction을 종결시키기 해 75일간 

양생 되었다. 실험을 수행한 결과는 그림 2.8에 나타나 있다.

그림 5.8 압축강도의 감소로 인해 일어나는 공극률 변화 (Carde와 Francois, 1999)

5)  물/시멘트 비 ,  양 생 시간  그리 고  MIP 결 과 들

Cook과 Hover는 1999년 행한 연구에서 물/시멘트 비와 양생기간 그리고 MIP 결과들 사

이의 상 계에 해 조사하 으며, 그 결과는 아래 그림 5.9와 같다.

그림 5.9 물/시멘트 비, 양생 기간 그리고 porosity(MIP) 사이의 계(Cook과 Hover,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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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투 수 계 수 와  MIP critical pore radius

Halamickova와 Detwiler는 1995년에 투수 계수와 critical pore radius가 power-law 계

(계수: 3.35)에 있다고 발표하 으며, 이들은 coefficient of diffusion과 critical pore radius 

사이에 선형 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하 다. 투수 계수와 critical pore radius 사이의 계

는 그림 5.10에 나타내었다.

그림 5.10 Critical radius와 투수계수 사이의 계(Halamickova와 Detwiler, 1995)

7 )  Pore volume,  투 수 계 수 ,  강 도 ,  leaching

Saito와 Deguchi는 2000년에 물/시멘트 비가 0.32에서 0.6 사이의 범 를 가진 모르타르

에 leaching 실험을 수행하 다. 시료의 pore volume은 시멘트 수화로 인해서 감소했다. 

MIP로 측정한 공극 분포도는 공극이 3nm에서 60μm 사이에 있음을 보여줬다. 투수계수는 

leaching의 결과로 10～100배 정도 증가하 고, 압축강도는 20～60%정도 감소하 다. 압축

강도와 pore volume(PV)/시멘트 페이스트 volume(Vp) 사이의 계는 그림 5.11 (a)와 같

고, 투수계수(Kw)/시멘트 페이스트 volume과 pore volume/시멘트 페이스트 volume 사이

의 계는 그림 5.11 (b)와 같다. 결과에 따르면 압축강도는 pore volume이 증가할수록 감

소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화물이 용해되면서 cement hydrate structure가 porous 

structure로 변하기 때문에 강도가 감소함을 나타낸다. 한 log 투수계수/ 시멘트 페이스트 

volume은 pore volume/시멘트 페이스트 volume에 따라서 비례 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

다. 이로 인하여 시멘트의 수화물은 공극률을 증가시키고 결과 으로 투수계수 한 증가함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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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압축강도와 pore volume 사이의 계

8 )  Leaching  그리 고  강 도

Leaching으로 인해 시멘트 페이스트 내의 하 을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의 부피가 감소하

고 이로 인하여 강도는 감소한다. Fagerlund의 2000년도에 행한 연구에 따르면 leaching과 

강도 감소사이의 계는 식 5.13으로 나타나고, leaching 후의 계는 식 5.14와 같다. 그

림 5.13은 leaching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강도 변화에 해서 다른 연구자들이 연구한 결과

들이다.

  
                         (5.13)

  
                            (5.14)

여기서, Df는 강도 감소(Pa), fi는 leaching 의 시멘트 페이스트의 기 강도(Pa), DX는 

leaching으로 발생하는 하 을 감당하는 부분의 부피, Xi는 leaching 의 하 을 감당하는 

부분의 부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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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 leaching으로 인한 강도 변화 (여러 연구들)

9)  S hrink ag e( autog enous,  chemical,  drying ) 와  물/시멘트 비

Baroghel-Bouny 외 2006는 물/시멘트 비가 0.25～0.6 사이일 때 물/시멘트 비가 chemical 

shrinkage, volumetric 그리고 longitudinal deformation, drying shrinkage 그리고 그 외 수

화과정이나 pore structure와 련된 변수들(MIP porosity나 공극 분포도)과 어떤 계에 

있는지에 해서 조사하 다. 그림 5.14에서는 20°C의 다양한 물/시멘트 비 조건에서 양생

기간에 따라 longitudinal deformation을 측정하 다. Autogenous deformation에 향을 주

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다. Chemical shrinkage 그리고 crystal growing에 따른 chemical 

swelling, self-desiccation shrinkage 그리고 장기간으로 보았을 때 matrix creep이나 

hygral stress 한 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5.15는 drying shrinkage의 변화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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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Autogenous deformation vs. age (Baroghel-Bouny 등, 2006)

그림 5.14 Drying shrinkage 측정 (Baroghel-Bouny 등,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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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장. Low-pH 시멘트 배합설계 및 시료성형

그동안의 많은 실내실험과 장실증 실험을 통하여 최 의 배합비로 도출된 

UF-41-14-4(P308B)을 선정하여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 다. pH에 따른 성능비교를 하

여 High pH 그라우트 배합비 UF-00-08-02를 조군으로 선정하 다. 배합 UF-41-14-4 

 비교 상으로 선정되었던 UF-00-08-02 배합에 한 정보를 표 6.1에 나타내었다. 가능

한 동일 성능  성질의 국산 재료를 사용하려고 노력하 으며, 국내에 없는 재료에 한하여 

수입을 통해 시료를 제작하 다.

표 6.1 Example of grout mixture designs to be used at Onkalo(Orantie and Kuosa, 2008)

Component[㎏/㎥]

Standard

(high pH)grout 

mix UF-00-08-02

Reference

(medium pH) grout 

mix UF-15-10-2.8

Low-pH grout mix 

UF-41-14-4

Water(all water; 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716 747 789

Ultrafin 16(sulphate resistant 

microcement)(㎏/㎥) 
882

1) 6251) 3281)

Silica fume(solid content)(㎏/㎥) 0 1102) 2262)

Mighty 150(naphthalene 

sulphonate based superplasticizer, 

solid content)(㎏/㎥) 

7
3) 83) 93)

Calculated water binder ratio(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0.81 1.02 1.42

Calculated density(㎏/㎥) 1602 1490 1352

1) Density of cement=3,150 ㎏/㎥ 

2) Density of GA slurry=1,380 ㎏/㎥, solid content 50%

3) Density of Mighty=1,200 ㎏/㎥, assumed solid content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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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land Posiva

Additional

(Medium pH) grout 

mix(UF-15-14-2.8)

Additional (Low pH) 

grout mix(UF-41-09-4)

Water(all water; 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kg/㎥)
805 709

Ultrafin16(Sulphate resistant microcement) 

(kg/㎥)
483

1) 4551)

Silica fume(solid content)(kg/㎥) 852) 3132)

Mighty 150(naphthalene sulphonate based 

superplasticizer, solid content)(kg/㎥)
6

3) 123)

Calculated water binder ratio(incl. 

superplasticizer water and silica slurry 

water)

1.42 0.92

Calculated density(kg/㎥) 1379 1489

1) Density of cement =3,150kg/㎥

2) Density of GA slurry =1,380kg/㎥, solid content 50%

3) Density of Mighty =1,200kg/㎥, assumed solid content 40%

6.1 배합설계 사용재료

(1) 시멘트

암반 리를 충진하기 해서는 보통 시멘트의 입경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므로 본 실험에

서는 마이크로 시멘트를 사용하여 그라우트를 제조하 다( 용 마이셈 8000). 시멘트의 분

말도는 8,250 cm2/g이며 평균 입경이 4-6μm 그리고 D90<13μm에 해당되는 특징을 지닌다.

실험에 사용된 마이크로 시멘트의 기타 화학성분  물리성능에 해서는 아래의 표 6.2

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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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2 시멘트의 기타 화학성분  물리성능

화학성분

SiO2(%) 27.8

Al2O3+Fe2O3(%) 12.9

CaO + MgO (%) 56.1

Na2O+K2O(%) 0.6

SO3(%) 2.1
 

물리성능

비 2.95

분말도 (cm2/g) 8250

응결 (길모아) WC (%) 30.5

결 (min) 260

종결 (h:min) 9:30

Flow (%) 108.5

압축강도 (kgf/cm2) WC (%) 51.5

1일 103

3일 295

7일 427

28일 548

입경 (μm) 최 입경 ≤ 20

D90 ≤ 13

평균입경 4~ 6

입도분포

 

주입재 특성 

W/C (%) 물(kg) 시멘트(kg) 비고
200 172 86 200 L 기준

-    A액 (물유리희석액) : 규산소다 3호 100   L + 물 100   L

-    B액 (시멘트 탁액)

주입재 : A액과 B액을 1:1(부피비)로 교반

겔타임 (sec) 65

도 (cps) 4

블리딩율 (30분후,   %) 10

호모-겔 압축강도   (kgf/cm2) 1일 4.1

3일 14.2

7일 26.1

28일 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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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골재

골재 채취장소에 따라 강자갈, 강모래, 육지자갈, 육지모래, 산자갈, 산모래, 바닷모래 등

이 있고, 품질에도 특징이 있는데 모두 천연골재로서 취 되고 있다. 크기에 의한 분류로서

는 5㎜ 체의 크기를 경계로 잔골재와 굵은골재로 구분하지만 일반 으로 다음과 같이 규정

하고 있다.

• 잔골재 : 5㎜ 체를 량으로 85% 이상 통과한 골재

• 굵은골재 : 5㎜ 체 크기에서 량으로 85% 이상 남는 골재

한 굵은 골재의 크기는 최 치수로 나타나지만 이것은 “체가름 시험을 했을 때 량으

로 90% 이상 통과한 체 에서 최소 체의  크기로 나타낸다”라고 규정한다. 비 에 의

한 구분에 해서는 명확한 수치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강자갈과 쇄석의 비 이 2.6 후이

기 때문에 이들을 보통골재라 하고, 이것보다 무거운 것을 량 골재, 2.0 이하의 것을 경량 

골재라고 하고 있다. 한 펄라이트와 같이 특별히 가변운 골재는 경량 골재라고 한다(한

국콘크리트학회, 2007).

1) 잔골재

잔골재란 10㎜ 체를 부 통과하고, 5㎜ 체를 량비로 85% 이상 통과하고 0.08㎜ 체에 

거의 다 남는 골재 는 5㎜ 체를 다 통과하고 0.08㎜ 체에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품질이 

좋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해서는 표 3.2.4의 입도의 범  내에 있고 한 조립률이 2.3~3.1

인 잔골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굵은 골재

굵은골재란 5㎜ 체에 량비로 85% 남는 골재 는 5㎜체에 다 남는 골재를 말한다. 굵

은 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의 워커빌리티에 미치는 향이 잔골재의 입도보다 크지는 않지

만, 잔골재와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골재가 당히 혼합되어 있는 것이 좋다.

본 실험에서는 주로 시멘트 그라우트재의 물성특징에 해 을 맞추어 조사하 다. 하

지만 부수 으로 low-pH 크리트의 시료성형  역학  특성에 해 간단히 살펴보았으

며, 이를 해 아래의 표와 같은 배합표를 참조하여 샘 을 제작하 다. 이에 사용된 골재

는 최  10mm 이하의 비반응성 강자갈을 사용하 으며, 잔골재에 해서는 체가름 시험을 

통해 균등 계수 (Cu)와 곡률 계수(Cg) 등과 같은 입경특성을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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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3 Low-pH shotcrete recipe and fresh concrete test results(Phase 1)(Fries, T., et al., 

2007)

표 6.4 Low-pH 크리트에 사용된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결과

Sieve

No.

Opening

(mm)

Weight

(g)

Percentage

(%)
Percentage

Percent

finer(%)
Parameters Values

4 4.5 6.11 0.3055 0.31 99.70 D50 0.59 mm

10 2 296.62 14.831 15.14 84.86 D60 0.79 mm

16 1.18 232.18 11.609 26.75 73.25 D90 1.17 mm

30 0.6 461.8 23.09 49.84 50.16 D10 0.22 mm

40 0.425 263.47 13.1735 63.01 36.99 D30 0.36 mm

60 0.25 470.81 23.5405 86.55 13.45 Cu 3.59

100 0.15 206.32 10.316 96.87 3.13 Cg 0.746

200 0.075 44.27 2.2135 99.08 0.92

pan 0 18.42 0.921 100 0

　 　 2000 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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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Low-pH 크리트에 사용된 잔골재의 입경가 곡선

표 6.5 Low-pH 크리트에 사용된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결과

Sieve

No.

Opening

(mm)

Weight

(g)

Percentage

(%)
Percentage

Percent

finer(%)
Parameters Values

4 4.5 73.62 1.25 1.25 98.75 D50 0.62 mm

10 2 817.74 13.94 15.19 84.81 D60 0.83 mm

16 1.18 683.77 11.65 26.85 73.15 D90 1.17 mm

30 0.6 1440.43 24.55 51.40 48.60 D10 0.26 mm

40 0.425 829.42 14.14 65.53 34.47 D30 0.39 mm

60 0.25 1547.27 26.37 91.91 8.09 Cu 3.19

100 0.15 372.74 6.35 98.26 1.74 Cg 0.705

200 0.075 80.71 1.37 99.64 0.36

pan 0 21.39 0.36 100 0

　 　 5867.09 10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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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Low-pH 크리트에 사용된 잔골재의 입경가 곡선

(3) 실리카 퓸

실리카 퓸은(부피의 10%정도만이 고체입자) 무 가벼워서 공기 에 떠다니므로 물과 

섞어서 슬러리(slurry)형태로 만들거나 사일로에서 일정시간 보 하여 작은 알갱이 모양을 

만들어 취 한다. 실리카 퓸은 부분이지만 정확한 화학  구성은 생산 실리콘의 종류에 

따라서 정해진다. 실리카 퓸은 입자의 크기가 0.1 μm 정도로 시멘트입자 크기보다 몇 백 배 

작다. 이 게 작은 입자는 큰 표면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크다. 실리카 퓸은 포졸란반응

을 일으킨다. 즉, 라이애쉬처럼 Ca(OH2)와 반응하지만, 포틀랜드시멘트의 수화작용에도 

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시멘트의 일부와 치되거나 혹은 그냥 더 첨가해서 사용할 수도 

있다. 시멘트계 재료가 실리카퓸을 포함하고 있으면 최종 으로 수화된 시멘트풀은 조직이 

더 치 해지게 된다. 공극율이 어들어 침투성은 감소하고, 결과 으로 강도와 내구성은 

크게 향상된다. 한 실리카퓸은 골재와 시멘트풀사이의 부착을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강도

에 한 요한 지표가 된다. 표면 이 크기 때문에 시멘트보다 더 많은 물과 결합하게 되

므로 유효 물-시멘트비는 더 낮아지게 된다. 따라서 실리카 퓸이 사용될 때는 작업성을 유

지하기 해서 일반 으로 고성능감수제가 첨가된다. 

크리트 콘크리트는 사용되는 시멘트 자체보다는 시멘트에 혼합되는 결제(ex, 알루미

네이트)가 문제가 된다. 실리카 퓸은 크게 3가지 종류가 있으며 첫째로 Undensify(분말형), 

둘째는 Densify(과립형), 셋째 Slurry형(슬러리형) 이다. 일반 으로 크리트나 그라우트에

는 특히 그라우트용으로는 940U를 사용하며 콘크리트용(토목, 건축)으로는 920U를 사용한

다. 그라우트용으로는 slurry type을 사용하면 좋지만 량 수입해야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는 부피와 무게가 히 나가므로 운반비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므로 분말형을 사용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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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and physical requirements

SiO2(%) >   90

H2O(moisturecontentwhenpacked,%) <   1.0

Loss   on Ignition, LOI (%) <   3.0

Retained   on 45 micron sieve (%) <   1.5

 

Physical   properties

Particle   size and shape
Size Average   particle diameter ≈ 0.15 μm

Shape Smooth,   glassy, spherical

Specific   surface area (m
2

/kg) 15000 ~ 30000 m
2

/kg

Specific   gravity 2.2   (Cement ≈ 3.1)

Bulk   density (kg/m
3) 150   ~ 350 kg/m3

Color Light   ~ dark grey

Crystallinity Amorphous,   non-crystalline state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e)

것이 좋다. 그라우트에 과립형의 실리카 퓸을 사용할 경우에는 시멘트와 잘 섞이지 않고 물

에도 잘 녹지 않으므로 피해야 한다. 일반 으로 콘크리트용으로 사용할 때 과립형의 실리

카 퓸을 사용한다. 과립형이 아닌 분말형의 실리카 퓸을 사용할 경우에는 믹싱 시간을 두 

배로 해주는 것이 좋다( , 2min->4min). 왜냐하면 믹싱되면서 과립형은 골재로 인해 분쇄

되어 혼합되지만 그라우트와 같이 골재가 존재하지 않는 타입은 건믹싱(dry mixing)을 잘 

해주어야만 골고루 입자가 시멘트와 혼합되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이다.

본 실험에는 실리카 퓸 Elkem Microsilica 940 U(ndensified)가 사용되었으며 이는 SiO2 

함유량이 90% 이상의 비결정질 혼화재로써 비표면 이 15,000～30,000 ㎡/kg이고, 평균 입

경이 0.15 μm 이하인 특징을 지닌다. 물리ㆍ화학  세부 특성에 해 아래의 표에 나타내었

다.

표 6.6 Elkem Microsilica 940 U(ndens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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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초유동화제

유동화제에는 멜라민 계열과 나 탈  계열 두가지가 있다.  국내에는 주로 부분이 

나 탈  계열의 유동화제를 사용하고 있다. 멜라민 계열의 유동화제는 온도에 덜 민감

한데 비해 비용상으로 나 탈  계열보다 비싼편이며, 나 탈  계열의 유동화제는 온도

에 민감하며 가격면에서 렴한 편이다. 하지만 나 탈  유동화제는 온도가 떨어지면 유

동성 한 하되는 단 이 있다. 나 탈  계열은 감수효과가 약 13～15% 정도이지만 PC 

계열(polycarboxylate)은 약 21～25%까지 감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유동화제는 참조 배합표와 동일한 나 탈  계열로써 나 탈  설폰

산 포르말린 축합물을 주성분으로 하며 높은 분산작용으로 단  수량을 plain 콘크리트 보

다 폭 감소시키는 특징을 지닌다(ROADCON-SP). 비 은 1.02±0.02(20℃)인 암갈색의 액

체로 pH는 7±1(20℃)이다. 참고로 low-pH 크리트 시료를 성형할 때에는 PC계열의 폴리

에틸 리콜 술폰산 에테르형을 주성분으로 하는 유동화제를 사용하 다

(ROADCON-PEMA-SP1000).

6.2 시멘트 시료성형

실험실에서의 시멘트 배합을 통한 시료성형은 장 배합과는 상이한 결과를 얻을 수 있

다. 일단 mixer의 성능과 재료 상태 그리고 배합 총량에 따라 큰 향을 받기 때문이다. 

한 장배합 시 시공성은 요한 라메타가 된다. 본 실험은 미콘 회사  특수 시멘트 

제조회사 연구 의 기술자문을 통해 시료를 성형하 다. 시멘트 재료를 혼합할 경우에는 다

음과 같은 mixing 순서가 추천되고 있다.

1) 골재를 혼합

2) 시멘트와 실리카 퓸의 혼합

3) 골재와 시멘트와의 건믹싱

4) 물과 유동화제의 혼합

5) 유동화제가 혼합된 물을 시멘트에 부은 다음 혼합

부가 으로 배합설계표 상의 데이타는 일반 으로 골재의 표건상태 량을 의미하므로 

실험실에 보 된 재료를 사용하여 동일 용을 하면 완 건조에 가까운 시료를 사용하게 

되므로 일반 으로 물이 부족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골재를 실험실에서 보 할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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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증발이 되지 않도록 폐를 하여 보 을 하는 것이 요하다. 부득이 한 경우에는 붐무

기를 이용하여 일정량으로 표건상태를 맞추어  필요가 있다. 한 실험실에서 믹싱을 할 

경우에는 장의 믹서에 비해 에 지  효율이 떨어지므로 유동화제에 의한 workability 

증가가 제 로 발 되지 못하는 경향을 보인다(믹싱효율 하). 한 로 동일 재료  배합

을 사용하여 실험실에서 잘 비벼지지 않았던 조건이 장에서는 강제식 믹서에 의해 원활

히 배합된 가 종종 발생하 다. 따라서 신뢰성 있는 결과비교를 해서는 시료성형 조건

에 주의를 기우릴 필요가 있다. 

특수 시멘트 제조회사 방문을 통한 시험배합  기본 물성시험 사진을 아래의 그림에 나

타내었다. 장에서 이루어진 슬럼  측정치는 약 14cm 정도의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림 6.3 업체 장에서의 크리트 슬럼  측정(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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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 업체 장에서의 크리트 슬럼  측정(2)

그림 6.5 실험실에서의 크리트 동일 시험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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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몰타르 믹서

큐브몰드 시료 성형

양생(항온수조)

그림 6.6 시멘트 그라우트 몰드 성형을 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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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그라우트의 경우 5x5x5cm 큐  몰드를 이용하여 샘 을 제작하 으며, 크리트

의 경우 골재가 포함되므로 강제식 믹서를 이용하여 10x20cm(원주형)와 5x5x5cm(육면체

형) 그리고 5x10cm(원주형) 3가지 형태로 제작하 다. 

그라우트 (5X5cm)                    크리트(10X20cm)

그림 6.7 Low  High-pH 시멘트 콘크리트 양생

6.3 굳은 콘크리트 pH 측정

굳은 콘크리트의 pH 측정과 련하여 standard로 정형화된 측정방법은 아직 없다. 하지

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을 해 사용된 시멘트의 pH 측정은 매우 요한 측정 항목 의 하

나이다. 따라서 지 까지 발표된 연구에서 pH 측정방법은 다소 차이가 발생하 다. pH 측

정에 한 여러 가지 방법들은 다음과 같다.

1 )  pH measurement of ex tracted solution

Crushing press를 이용하여 경화된 콘크리트를 빻고, 빻아진 콘크리트를 Compression 

cylinder (Φ 30mm, H 72.5mm) 에 단단히 고정시킨 후 Pore fluid expression device의 피스

톤에 2.8MPa/s의 속도로 천천히 550MPa까지 압력을 가하여 완 히 빻는다. 2.8MPa/s의 

속도로 압력을 가하는 이유는 더 많은 추출수를 얻기 함이다. 이 때 fluid drain에 연결된 

syringe를 이용하여 가스를 서서히 빼주면서 추출수를 천천히 모은 후 모아진 5～10mL의 

추출수를 test tube에 부은 후 pH를 측정한다. 그러나 많이 경화된 콘크리트 시료의 경우 

추출수를 얻기 힘들기 때문에 expression 에 deionized water를 미리 뿌려주기도 한다. 

Pore fluid expression device의 개략도는 그림 6.8에 나타내었다. 

 



- 57 -

 
그림 6.8 Sketch of pore fluid expression device

 
다른 논문의 경우, 고압을 가하여 시멘트 간극수를 추출하기 해 약 125g의 시료가 필요

하며, 시료무게의 15%에 해당하는 물을 가한다. 쇄된 시멘트를 아래 그림의 실린더에 주

입하고, 목표압( : 70ton)까지 증가시켜 추출한다. 추출작업은 배수 으로 더 이상의 물이 

배출되지 않을 때까지 지속한다. 아래의 그림은 간극수를 가압하기 한 장치를 보여 다.

◉ 추출된 간극수로부터 pH를 측정하는 방법

① 추출된 유체를 상으로 한 직 인 pH 측정

② Titration of the concentraton of OH- of the aqueous pahse. This concentration had 

to be corrected considering the amount of pore water in the paste, and the dilution made 

when adding the 15% of water



- 58 -

그림 6.9 A device used in pressing pore fluid from crushed cement paste samples

2)  pH measurement of suspension ( solvent and powdered concrete)

Crushing press를 이용하여 경화된 콘크리트를 빻고, 이를 grinding machine을 이용하여 

20  동안 grinding 한 후 우더형태로 만든다. 이 때 생성된 우더 15g과 증류수 15g 

(1:1의 량비)을 cell mixer를 이용하여 35rpm의 속도로 15분 동안 혼합해 다. 혼합 후 

10mL 정도를 test tube에 부은 후 pH를 측정한다. 이 때 증류수에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

는 CO2의 향을 없애기 해 증류수를 끓여서 사용하기도 한다. 같은 이유로 

N2atmosphere에서 decarbonated water를 사용하여 pH를 측정하기도 한다. 보통 low-pH 

콘크리트를 제작할 때는 많은 양의 mineral이 들어가므로 이 때 mineral의 수화를 충분히 

고려하여 양생 90일 후 이상의 specimen 들을 pH 측정에 사용하기도 한다. 콘크리트의 경

우 100% 포화되어 있는 상태여야 하고, 양생은 21±2°C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이와 같은 방

법을 이용하 을 때 pH에 향을 미치는 요소들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Solvent / Solid 비율

Concrete powder의 비율을 높일수록 pH는 높아진다. 이는 concrete powder가 많아질수

록 더 많은 우더 면 이 증류수에 닿음으로써 우더에 포함되어있는 수산화 이온이 

더 많이 용해되기 때문이다. 

 - 입자의 fineness

Fineness가 증가할수록 (입자가 가늘어질수록) pH는 증가한다. 이는 입자가 가늘어질수

록 표면 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더 많은 수산화 이온이 수소 이온과 반응하여 pH가 증

가하기 때문이다. 

 - 입자를 증류수와 혼합하는 시간

입자가 증류수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더 많은 콘크리트 입자들이 물과 반응하므

로 pH는 증가한다. 한 입자를 증류수와 혼합해지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와 같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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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로 pH가 증가한다.

 
 다른 문헌의 경우, 시멘트 샘 이 우더가 되도록 그라인드 한다(particle size < 75㎛). 

약 10g의 무게가 되도록 시료를 비하고 동일 무게의 deinonized water를 가한다(사용된 

물의 단  량은 1로 가정). 따라서 획득된 샘 의 solid/liquid(S/L) 계는 1/1(무게비)이 

된다. 이 혼합물을 약 3분간 믹싱한 후, 극을 사용하여 pH를 측정한다. 측정 과정 동안에

는 계속 으로 어주는 상태에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하며 CO2의 향을 배제하기 하여 

N2 가스를 주입하여 다.

 

3)  pH strip ( paper)

시료를 가루낸 후 deionized water나 distilled water와 섞은 용액에 strip을 넣은 후 그 색

깔 변화를 Reference color들과 비교하여 pH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행하기 간

단하고 쉬우나, 육안으로 색깔의 변화를 보기 때문에 부정확한 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4 )  pH pencil

표면에 표시를 한 후 그 를 물로 신 후 15  동안 색깔의 변화를 살피고 그 색깔 변

화를 Reference color들과 비교하여 pH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실행하기 간단하고 

그리고 매우 시간이 짧게 걸린다는 장 이 있으나 pH strip과 마찬가지로 육안으로 색깔을 

찰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5)  콘 크 리 트 표 면  pH 측 정 용 pH meter

콘크리트 표면이나 용액의 pH를 측정할 때 사용되는 pH meter로써 콘크리트 표면의 경

우 표면에 물을 몇 방울 떨어뜨리고 그 pH를 측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콘크리트 표면에 

물을 떨어뜨린다고 해서 콘크리트가 제 로 물에 녹지는 않으므로 콘크리트의 pH를 측정

하기엔 부 합하다고 할 수 있다.

 

6 )  S tandard methods for pH measurement of hardened concrete

AS TM C 25 “Standard Test Methods for Chemical Analysis of Limestone, Quicklime, 

and Hydrated Lime" -  10g의 시료를 200mL의 deionized water와 섞고 30분 동안 섞어  

뒤, 30분 동안 그 로 둔다. 그 후 용액 (시료 + deionized water)의 pH를 pH meter로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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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AS TM F  7 1 0, "Standard Practice for Preparing Floors to Receive Resilient Flooring" 

- 콘크리트 면에 distilled water나 deionized water를 몇 방울 떨어뜨린다. 콘크리트 면에 

닿은 물의 면 이 약 25mm (1in.)의 지름을 가져야 한다. 그런 후 시간이 약 60 ± 5  정도

가 지난 후 pH strip을 pH를 측정한다.

 

ICRI Guideline N o.  037 4 0, "Guideline for Inorganic Repair Material Data Sheet 

Protocol" - 90μm의 지름을 가진 체 (No. 170)를 통과 할 수 있을 만큼 시료를 가늘게 빻는

다. 그리고 빻아진 시료 가루 10g을 90g의 distilled water나 deionized water와 섞는다. 

Settling이 완료 된 후 pH를 pH paper나 pH meter로 측정한다.

 

7 )  물붓기에  의 한 pH 측 정 방법

가장 리 사용되는 방법  하나이며, Φ5×10㎝의 시험체를 정 재령동안 양생한 후 상

부에서 30㎖의 증류수를 산포하여 하부에서 흘러내린 증류수의 pH를 KS 0011에 따라 측정

하는 방법이다. 그리고 Φ10×20㎝의 경우 60㎖의 증류수를 산포한다.

8 )  페 이 스 트 분쇄 에  의 한 pH 측 정 방법

다공질 콘크리트의 배합시에 따로 페이스트만을 채취하여 얇은 상을 만든 후(골재를 

코 하고 있는 페이스트 두께로 만들어야 하는데 거의 불가능함) 양생조건에 맞게 양생시

킨다. 그 후에 측정 재령별로 굳은 상을 일정량 떼어내어 분쇄한 후 약 5~10g : 200㎖의 

비율로 혼합하여 pH를 측정한다.

9)  고 상   반 고 상  폐기물에  한 pH 측 정 시험

폐기물 리법에 규정된 수소이온농도(pH) 측정방법이며 먼  시료를 폐기물 리법의 용

출시험에 하여 약 10g을 채취, 분쇄하여 증류수 25㎖와 혼합한다. 이 용액을 원심분리기

를 이용하여 분당 3,000 회 수 이상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이 탁액의 pH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1 0)  물 속 에  담 그기에  의 한 pH 측 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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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의 산도측정법과 같이 시험체를 증류수(비율 5~10g : 200㎖ 정도)에 1시간 동안 담그어 

둔 후 pH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와 같이 경화된 콘크리트의 pH를 측정하는 방법들을 규정하는 Standard들이 존재한

다. 하지만 ASTM C 25의 경우 Limestone, Quicklime 그리고 hydrated lime의 화학  분석

을 한 방법이라 콘크리트에 용하기는 힘들다. 한 ASTM F 710의 경우 표면에 물을 

떨어뜨리는 방법인데, 이 경우 25mm의 지름을 가진 원을 만드는 것이 힘들고, 한 pH 

strip을 이용하여 pH를 측정하는 방법이라, 정확한 pH를 알기기에는 한계가 있다. 한 이 

방법의 경우 콘크리트 면에 물을 떨어뜨리는 방법이므로, 콘크리트의 특성이 그 로 반 될 

수 있을 만큼 입자가 섞여있는 용액이라고 보기엔 힘들다. ASTM C 25와 ICRI Guideline 

No. 03740은 시료를 가루를 내서 deionized water와 섞어  후 그 용액의 pH를 측정하는 

면에서 비슷한 방법이긴 하나, 그 비율, 섞는 방법 등에 있어서 차이 이 있어 규격화된 pH 

측정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필요한 실정이다. 물붓기에 의한 pH 측정과 물 속에 담그기에 

의한 pH 측정법은 기존의 발표된 여러 연구에 의하면 그 측정값의 차이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페이스트 분쇄에 의한 pH 측정은  그 시료의 얇은 상을 따로 제작한다

는 것이 실제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 고상  반고상 폐기물에 한 pH 측정시험은 콘크리

트에 정확한 pH 측정값을 얻어내기가 힘들다(페이스트에 의해 pH가 측정되어져야 하는데 

시험용 시료의 분쇄시에 페이스트 뿐 아니라 골재도 같이 혼입됨). 

결론 으로 본 실험조건에서 최 의 조건은 그라우트 몰드의 경우 증류수 10ml  가루

로된 시멘트 10g을 1:1로 stirrer로 3분간 혼합한 후 마이크로 필터(입경 0.22um)를 이용하

여 필터링을 한 후 일반 pH meter로 주기 으로 측정을 한다. 이때 최소 측정기간은 90일 

이상이 필요하며, 이는 콘크리트 내의 portlandite가 완 히 수화하는데 장시간의 시간이 필

요하기 때문이다. 한편 골재가 포함된 크리트의 경우에는 가루로 만드는 방법이 아닌 물

붓기나 물에 담그기에 의한 pH 측정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pH 측정용 콘크

리트 시료 속의 골재에 의해 pH가 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증류수는 이론상 pH 값이 7을 나타내게 된다. 하지만 실제 3차 증류수까지 만들어도 pH 

7은 잘 나오지 않는다. 보편 으로 증류수는 약산성의 특성을 보이며 pH 5.6～5.7을 나타낸

다. 공기 에는 CO2가 존재하며 CO2가 물에 녹아들어가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반응을 통해 

산성을 띄게 된다.

CO2 + H20 -> H2CO3

H2CO3 -> H+ + HCO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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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기 항도는 18Mohm 이상)를 이용해서 pH를 측정하시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러한 순수의 경우 pH meter가 정확히 calibration이 되어 있다면 pH 값은 7을 나타낸다. 

물론 이 물도 시간이 지나면 pH는 낮아진다. 따라서 굳은 콘크리트의 pH를 측정할 경우에

는 보다 정확한 값을 확인하기 해서는 비활성 가스를 이용하여 purging하면서 측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시료 보 을 해서도 폐된 래스틱 백에 보 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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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성요소 HP LP LP2 LP2-10 LP2-20 LP2-30

물 ( 유동화제 포함) 716 789 709 709 709 709

시멘트 ( 용 마이셈   8000) 882 328 455 691 614 538

실리카 퓸   (Microsilica 940U) 0 226 313 77 154 230

유동화제 (ROADCON-SP) 7 9 12 12 12 12

Water-Binder   ratio 0.81 1.42 0.92 0.92 0.92 0.92

제 7장. 시멘트 물성평가 결과

7.1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측정 결과

시편은 표 1과 같이 제작되었다.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특성을 비교하기 

해 HP, LP를 제작하 다. 한 LP에서 Silica fume의 혼합비가 pH에 어떠한 향을 미치

는지 알아보기 해 새로운 배합으로 low-pH 시멘트의 도와 water/binder의 비율을 고

정한 상태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을 달리 하여 (Silica fume/ Binder ratio: 10, 20, 30, 40%) 

네 가지를 더 제작하 다. 먼  경화된 grout를 빻아서 입자크기가 < 75μm인 가루로 만들

고 그  10g을 채취하여 10g의 증류수와 3분 동안 섞어  후, 45μm의 membrane filter를 

통해 filtering 해 다. 그 후 걸러진 용액의 pH를 일반 pH 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표 7.1 시편 배합비 (단 : kg/m
3

)

 

양생기간에 따른 pH 측정결과를 그림 7.1, 그림 7.2에 나타내었다. 그림 7.1은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양생기간에 따른 pH를 비교한 것으로, 측정 기에는 서로 비슷

한 값(pH 13)을 보이나 20～30일의 양생기간이 지난 후 High pH grout의 pH는 거의 12.5

정도로 수렴하는 반면에 Low pH grout의 pH는 꾸 히 떨어져 Low pH grout 규정 시 사

용되는 설정기 인 11이하로(10.95)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LP의 경우 시멘트

의 양을 여서 시멘트 내의 Portlandite(Ca(OH)2)의 양을 이고, 인만큼 실리카 퓸의 양

을 늘림으로써 Ca/Si 비를 낮게 하여 pH를 낮추는 원리를 이용한다. 일반 으로 pH가 11이

하로 되기 해서는 Ca/Si 비가 0.8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그림 2는 Silica fume 함량에 따른 Low pH grout의 pH 측정 결과이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동일한 water/binder 비 조건 하에서 Silica fume 함량이 늘어날수록 pH 측정 결과

는 더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양생기간이 100일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아직 pH 11 후반으로 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멘트의 수화에 120일 이상의 장시

간이 필요로 하며, 앞의 그림 1에서 100일 이상의 양생 기간 동안 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다시피 pH는 추가 으로 더 내려가는 경향을 보일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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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비교

 

그림 7.2 Silica fume 혼합량에 따른 pH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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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특성 비교

우선 시멘트 그라우트의 몰드 성형을 하여 2가지 타입의 샘 을 제작하 다. 하나는 큐

형(5x5x5cm)이고 다른 하나는 원주형 몰드(5x10cm)로써, 규 형은 압축강도  pH 측정

을 해 사용할 목 으로 제작하 으며 원주형은 시멘트 그라우트의 장기거동을 평가하기 

한 creep 시험에 사용할 목 으로 제작하 다. 따라서 creep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들의 

재령강도를 큐 몰드로 간 으로 평가하고 creep 변형 하 조건을 설정하기 해 두 타

입의 압축강도를 비교하 다(보유장비로는 5x10cm 시료에 해 압축강도 실험을 수행할 

수 없음). 이 때 실험에 사용된 배합표는 7.1장의 표.7.1과 동일하다. 실험결과 몰드 형태에 

따라 압축강도 차이는 크지 않았다. 이론 으로는 큐  몰드가 더 크게 나와야 하지만 본 

조건에서는 28일 강도가 29.6MPa(원주형)과 31.6MPa(큐 형)으로 거의 비슷한 결과를 얻

었다. 따라서 이후 creep 시험에는 본 정보를 바탕으로 기에 압축강도의 30% 그리고 

60%의 하 을 재하 하고자 한다.

그림 7.3 시멘트 그라우트 28일 강도 원주형 몰드 vs. 큐 형 몰드

큐 몰드 시멘트 그라우트의 7일  28일 압축강도 결과는 아래 그림 XXXX와 같다. 실

험결과 실리카 퓸이 혼합된 low-pH 시멘트의 강도가 일반 high-pH 시멘트에 비해 히 

낮은 결과가 나왔다. 한 실리카 퓸을 혼합한 몰드의 경우 7일에서 28일로 재령일이 증가

하면서 high-pH에 비해 강도증진 효과가 미비한 결과를 얻었다. 일반 으로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증가하고 빠른 수화작용으로 인해 

조기강도  장기강도가 증진된다는 결과와는 치되는 상이 발생하 다.

우선 LP(Low-pH 그라우트)와 HP(High-pH 그라우트) 사이의 격한 강도차이는 pH 변

화에 의한 향이라기 보다는 결합재 비(water/binder)에 따른 상으로 단된다. 실리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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퓸은 분말도가 매우 크기 때문에 단소 소요 수량이 그만큼 크므로 LP의 W/C비는 1.42로 

0.81의 HP 보다 훨씬 많은 물을 필요로 한다. 한 일반 으로 강도발 을 한 실리카 퓸

의 권장 혼합량은 량 비 약 15%로 본 실험에 사용된 40%의 양은 오히려 강도를 감

시킬 확률이 높다. 즉  시멘트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압축강도가 낮으며 강도발  속도 

한 느린 것으로 상된다(앞의 3.1장 참조). 하지만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장 용 

28일 압축강도 기 이 4MPa임을 감안할 때, 본 실험결과는 설계기 에는 충족되는 결과임

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7.4 Low  Hig-pH 그라우트 7일, 28일 압축강도 비교

따라서 신뢰성있는 압축강도 비교를 하여 결합재 비를 동일(0.92)하게 유지한 후 추가 

배합설계를 수행하 다(Silica fume/ Binder ratio: 10, 20, 30, 40%; LP2). 그림 7.5는 silica 

fume 혼합비가 일정량 이상 많아질수록 건조 도가 감소하고 그로 인해 압축강도가 더 작

아진다는 것을 나타낸다. Low pH grout와 Low pH 2 grout의 비교에 있어서는 Low pH 2 

grout가 water-binder ratio의 향으로 인해 압축강도가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7.5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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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5 Silica fume 배합비에 따른 압축강도 측정 결과(water/binder=0.92)

7.3 시멘트 그라우트의 배합별 shrinkage / swelling 결과 비교

 일반 으로 w/c가 높을수록 건조수축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Low-pH의 경우 

일반시멘트에 비해 물/시멘트 비가 높고 실리카 퓸의 양이 상당히 많아 건조 수축량이 크게 

발생할 것으로 상되므로 이에 한 고려가 필요하다. grout의 shrinkage와 swelling을 측

정하기 해 시편을 40×40×160 (mm)의 prism 형태로 아래 그림과 같이 stainless steel 재

질로 제작하 다(ASTM, KSF). 시편은 각각 3개씩 제작되어 한 set는 20°C의 물속에서 보

되고, 한 set는 plastic bag에 담겨져 65%의 상 습도를 유지하며 20°C의 물속에서 보

되고, 한 set는 공기 에 보 되었다.  한편 Low pH grout의 기강도는 매우 약하여 시편

을 제작시 탈형하는 과정에서 실패하여 시료성형에 실패하 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공기 

 건조의 경우에는 High pH grout 시편만 보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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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P1 LP2 HP1 HP2 HP3

물   ( 유동화제 포함) 789 716

시멘트 ( 용 마이셈   8000) 328 882

실리카 퓸   (Microsilica 940U) 226 0

유동화제   (PNS ROADCON-SP) 9 7

Water-Binder   ratio 1.02 0.81

보 방법

PB, 수  

65% RH, 

20°C T.

수  20°C

PB, 수  

65% RH, 

20°C T.

수  20°C 공기 

그림 7.6 건조수축  자기수축 측정을 한 몰드제작; 40⨯40⨯160(mm)

그림 7.7 건조수축  자기수축 측정

표 7.2 시편 배합비 (단 : kg/m3)  보 방법

* PB: Plastic Bag, RH: Relative Humidity 그리고 T: Temperature

 
Shrinkage  시료 무게변화 측정결과를 그림 7.8부터 그림7.13에 나타내었다. 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shrinkage가 일어났고, High pH grout의 경우 공기 에 보

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이 일어났다. 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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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히 일어나 수축이 일어난 반면, High pH grout의 경우에는 시편에 수분의 추가유입으

로 swelling이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비록 공기  건조 LP3의 시료는 없지만 다른 시료

의 결과를 바탕으로 상할 때, LP3는 HP3 보다 훨씬 큰 건조 수축량을 보일 것으로 단

된다. 한편 공기 에 놓아둔 시편의 경우 격하게 shrinkage가 일어나서 시편 표면에 미

세균열이 히 발생하 다. 

시편의 무게는 공기 에서 양생시킨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증가하 다. 다른 모

든 시편의 경우 수분이 유입하여 무게가 증가하 지만 공기 에서 양생시킨 시편의 경우 

수분의 유입이 없고 수화로 인해 물이 증발만 하기 때문에 무게가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 

재 실험 데이터를 이용하여 련 논문을 작성 에 있다.

  

그림 7.8 시편의 양생기간에 따른 Accumulated shrinkage 변화

 

그림 7.9 시편의 양생기간에 따른 Weight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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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0 Low pH 1 과 High pH 1의 

shrinkage 측정결과

그림 7.11 Low pH 2 와 High pH 2의 

shrinkage 측정결과

그림 7.12 Low pH grout (1,2)의 

shrinkage 측정 결과

그림 7.13 High pH grout (1,2,3)의 

shrinkage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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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시멘트 그라우트의 동적 물성특성 비교

처분장의 건설재료로서 내구성을 평가 하기 해 많은 요소들이 고려되어야 하지만 그 

 stiffness, 즉 탄성계수( 률, 단계수 등등)는 간과할 수 없는 요한 인자이다. 한 이

러한 탄성계수들과 깊은 계를 가지는 것이 탄성  속도이다. 이와 련하여 FFRC (Free 

Free Resonant Column) 실험을 통하여 High pH grout와 Low pH grout의 탄성  속도를 

구하고, 포화도에 따른 변화를 찰함으로써 시멘트 내에서 공극률과 공극내의 시스템이 탄

성  속도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실험을 수행하 다. 시편의 배합은 표 7.3 과 같이 실

행하 다. 

표 7.3 시편 배합 (단 : kg/m3)

 High pH Low pH 1 Low pH 2

물 ( 유동화제 포함) 716 789 709

시멘트 ( 용 마이셈   8000) 882 328 455

실리카 퓸   (Microsilica 940U) 0 226 313

유동화제 (PNS ROADCON-SP) 7 8 12

Water-Binder   ratio 0.81 1.02 0.92

 

그림7.14 FFRC 실험장치  실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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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5 동 물성 측정을 한 FFRC 실험 set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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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6 Time domain 신호의 시 그림 7.17 Frequency domain 신호의 시

실험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 다. 직경 50mm, 높이 100mm인 시편을 제작하여 그

림 1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실에 매달아 양 끝단을 free-free 조건으로 만든 후에 한 끝단엔 

신호를 감지할 수 있는 가속도계를 부착하고 반 쪽 끝단을 작은 망치로 가격하는 것이다. 

그 신호를 오실로스코 를 이용하여 그림 7.16과 같은 time domain 신호로 수신한 후, 

MathCad를 사용하여 그 신호를 FFT(Fast Fourier Transform)을 이용하여 그림 7.17과 같

이 frequency domain 신호로 변환한다. 이 때 peak 인 frequency를 first mode resonant 

frequency라 그러며 이를 first mode의 wavelength 즉 시편의 높이의 2배 (왕복거리)와 곱

해주면 Vrod를 구할 수 있다. Vrod를 구하면 식 7.1∼7.3을 사용하여 VP,VS,E,M,G등을 구할 

수 있다. 한 Time domain 신호에서 amplitude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하여 감쇠비를 구할 

수 있다. 탄성  속도 Vrod,VP,VS와 탄성계수 E, M, G 사이의 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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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1) Vrod 와 E (7.2) VP와 E, M (7.3) VS와 E, G

Parameter 
  HP  LP1  LP2

S at.  Dry S at  Dry  S at.   Dry 

Rod   wave velocity,
VR[m/s] 2707.3 2064 1793.3 1387.3 1975.6 1303.8

Young’s modulus, E 
[GPa]

11.93 6.73 4.43 2.27 5.8 2.38

P-wave velocity,
VP[m/s] 3026.4 2307.2 2145.2 1659.6 2292.2 1512.7

S-wave velocity,
VS[m/s]

1698.7 1295.1 1103.7 853.4 1225.2 808.6

Constraint modulus,
M [GPa] 14.9 8.43 6.3 3.3 7.8 3.2

Shear modulus,
G [GPa]

4.67 2.63 1.63 0.87 2.22 0.92

 

아래 그림과 표에서 볼 수 있듯이,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보다 포화 을 때의 탄

성  속도가 더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 High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보다 더 크다. High pH 시편의 감쇠비는 포화도에 따라 별 차이가 

없으나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 을 때의 감쇠비가 포화되어있을 때의 감쇠비보다 훨씬 

크다. 이는 Low pH 시편의 경우 건조되면서 수화반응이 활발히 일어나면서 공극 내의 수

분이 소비되고 한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 의 달이 잘 되지 않기 때문으로 

단된다.

 

그림 7.18 Grout의 포화도에 따른 탄성  속도 변화(FFRC)

표 7.4 Grout의 FFRC 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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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ping ratio 0.023 0.027 0.023 0.044 0.025 0.053

Poisson’s ratio, ν 0.27 0.32 0.3

porosity 0.03 0.13 0.064

* HP : High pH, LP1 : Low pH 1, LP2: Low pH2 시편

표 7.5 Shotcrete의 FFRC 실험 결과

Type
Vrod

[m/s]
ν

M

[Gpa]

Density

[ρ,kg/m3]

Vp

[m/s]

E

[Gpa]

G

[Gpa]

Vs

[m/s]

Damp 

ratio

Dry
High pH 3316.3 0.25 23.5 2132.5 3632.9 28.2 11.3 2297.6 0.015 

Low pH 2132.0 3.00 7.1 1570.9 674.2 0.7 0.1 238.4 0.022 

Sat.
High pH 2293.0 0.25 11.7 2225.4 2511.9 14.0 5.6 1588.6 0.013 

Low pH 1116.5 3.00 2.1 1648.4 353.1 0.2 0.0 124.8 0.317 

*M: Constrained modulus, E: Dynamic elastic modulus, G: Dynamic shear modulus, ν: Poisson's ratio

포화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

포화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와 공극률은 High pH, Low pH 2 그리고 Low pH 1 순이

다. 탄성 는 입자, 물, 공기로 구성된 시스템 내에서 주로 입자 사이로 되기 때문에, 공

극률이 작을수록 탄성  속도는 더 크게 나타난다.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

포화된 시료에 먼  FFRC 실험을 수행한 이후 이를 건조 시킨 후 다시 실험을 수행하

다. 이 때 탄성  속도는 High pH, Low pH 1, Low pH 2 순으로 나타났다. High pH 시편

의 경우 포화된 상태에서와 같이 여 히 가장 큰 탄성  속도를 보 으나, Low pH 1과 

Low pH 2 시편 사이의 순서가 바 었다. 이는 건조를 시키면서 Low pH 2 시료에서 많은 

수화반응이 일어나서 표면과 내부에 미세 균열들이 많이 발생하여서 이로 인해 Low pH 1 

시편보다 탄성  속도가 더 많이 감소하 기 때문이다.

 
포화도에 따른 탄성  속도

 실험결과를 보면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가 포화 되었을 때와 비교했을 때 훨씬 

작은 값을 보임을 알 수 있다. 이는 탄성 는 주로 입자 사이로 되지만, 입자가 아닌 부

분 (공극) 내에서는 탄성 의 가 공기가 아니라 물을 통해 주로 이루어 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극 내에 물이 더 많을수록 탄성  속도는 증가한다. 

 즉 실리카 퓸을 넣지 않고 시멘트로만 배합을 한 그라우트에서 탄성 속도, 탄성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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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등히 높게 나오고, 포화도에 따라서 감쇠비가 으며, 공극률이 낮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한 Low pH 시편은 두 가지 배합으로 나 어 비교하 으며, Low pH2 시편에서

의 탄성  속도가 포화도에 따라서 더욱 많이 차이남을 알 수 있었다. 

 

7.5 시멘트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

 일반 으로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1*10-12～1*10-13 m/s 이다. 따라서 일반 인 soil 샘

에 용하는 변수 나 정수  법으로는 측정이 되지 않기 때문에 가압방식을 사용하게 

된다. 시멘트의 투수계수를 측정하기 하여 실험장치를 아래 그림과 같이 셋업하 다. 사

용가스로는 헬륨가스를 사용하 으며, 추후 온도의 향을 고려하기 하여 항온 챔버를 구

축하 다. 수 상을 방지하기 하여 몰드 당 4개의 고무패킹을 사용하 으며, 이음새를 

에폭시 처리하고 vacuum grease를 사용하 다. 시편은 Φ50, T10(mm)의 크기로 성형한 후, 

1MPa의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여 투과시킴으로써 투수계수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투수계

수 값의 변동폭이 컸으며 실험결과의 재 성에 보다 을 두어 보다 면 한 실험이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림7.19 투수계수 시험장치

  

그림7.20 사용몰드  측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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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igh pH cement의 경우 투수계수 : 1.02x10-11 m/sec

• Low pH cement의 경우 투수계수 : 4.32x10-13 m/sec

그림 7.21 시멘트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 유량 vs. 시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건설의 2단계 과정에서 폴리머 콘크리트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 폴리머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를 측정하 다. 재료는 골재가 포함된 폴

리머 콘크리트와 무골재 콘크리트 으며, 실험결과 4일간 1MPa의 수압으로 투수 상이 발

생하지 않았다. 재 계속 monitoring 에 있으며, 다른 시료에 해서도 추가실험을 할 

정이다. 

폴리머 콘크리트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매우 치 하다고는 하나 무 리 암석 보다 더 

투수계수가 낮을 수는 없을 것이므로, 투수 상이 발생하지 않은 이유는 본 시스템이 안

상의 이유로 1MPa 이상으로 올리지 못하기 때문으로 단된다. ASTM에서는 압을 약 

5MPa 그리고 시료 두께를 5cm 정도를 추천하고 있다. 시스템의 안 상 1MPa 이상을 가압

하지 못하고, 5cm의 시료 두께가 매우 두꺼워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1cm로 인 몰드를 

사용하 다. 따라서 가압의 한계로 인해 투수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며 추가 으로 

1주일 정도 더 monitoring 하여 수량을 확인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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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2 폴리머 콘크리트; 골재 : 무골재

7.6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XRD, XRF)

원소분석 비교를 해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몰드에 해 XRD(지자연)  XRF(카이스

트) 분석을 하 다. 실험결과 XRF는 reseanable한 결과를 보인 반면에 XRD는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나왔다. Low에 실리카 퓸을 혼합하는 등 추가 혼화제가 들어갔음에도 불구

하고 검출된 원소는 오히려 더 고 상되는 주요 원소가 검출이 되지 않았다. 이는 암석 

물 주의 XRD 분석에 문성을 가지다 보니 콘크리트에 한 정보 부족으로 나온 결과

로 단된다. 문헌을 통한 상 생성물에 한 정보에도 불구하고 검출에는 한계가 있었다. 

XRF의 원소분석 결과 LP의 경우에는 Si 성분이 HP에 비해 히 많았으며, 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한  시멘트량의 감소로 인해 LP에는 Al과 Ca 성분

이 HP에 비해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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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3 Low-pH 그라우트 XRD 분석결과

그림 7.24 High-pH 그라우트 XRD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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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5 Low-pH 그라우트 XRF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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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26 High-pH 그라우트 XRF 분석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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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장. 결 론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에 비하여 시멘트 물질의 용을 한 련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동향에 해 분석하 다. 특히 처분터  건설과 련된 용기술에 을 맞추었으며 

련국들의 주요 연구성과와 물성측정 방법에 해 간단히 언 하 다. 재까지 Low-pH 

시멘트 제조 련 연구성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시멘트의 pH를 11 이하로 하기 해서는 Ca/Si의 비를 0.8 이하로 유지하여야 하며, 시

멘트의 양을 이기 해서 약 40% 이상의 체 혼화재의 주입이 필요하다. 

혼화재로는 실리카 퓸의 사용을 고려하고 있으며 이의 사용을 해서는 유동화제의 

첨가가 필수 이다. 

유동화제로써는 sulphonated naphthalene formaldehyde condensates(NS)와 

sulphonated melamine formaldehyde condensates(MS)가 추천되고 있다

재 고 폐기물 처분후보지를 건설하고 있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계를 바탕으로 Low-pH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 으며, 련 물

성을 평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변화 : 경화된 콘크리트의 pH 측정과 련하여 표 화된 방법이 

재 없으므로 문헌분석을 바탕으로  실험조건에 합한 측정방법을 채택하 다. 굳

은 grout 시료를 빻아서 입자크기가 < 75μm인 가루로 만들고 그  10g을 채취하여 

10g의 증류수와 3분 동안 섞어  후, 45μm의 membrane filter를 통해 filtering을 하여 

일반 pH meter를 이용하여 pH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LP  HP 모두 측정 기에 

pH 13에 가까운 높은 pH 값을 보 으며, 시간 경과에 따라 HP의 경우 12.4의 값으로 

수렴을 해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반면에 LP의 경우에는 재령일 140일 경과 시 기

치인 pH 11 이하인 10.95를 기록하며 지속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측정 : LP의 경우 HP에 비해 기  장기강도가 히 

낮았다. 이는 일반 으로 실리카 퓸을 혼합한 콘크리트의 경우 강도가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증가하고 빠른 수화작용으로 인해 조기강도  장기강도가 증진된다는 결과와는 

치되는 상이다. 이는 실리카 퓸 자체의 혼합으로 강도가 하되었다기 보다는 단  

소유 수량의 증가로 W/C 비가 LP에 있어서 매우 크며, 한  시멘트량의 부족으

로 인해 발생한 결과로 단된다. 하지만 Low-pH 시멘트 그라우트의 장 용 28일 

압축강도 기 이 4MPa임을 감안할 때, 본 실험결과는 설계기 에는 충족되는 결과임

을 유추할 수 있다. 동일 W/B 조건하에서 실리카 퓸의 혼합량에 따른 강도 감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추가 인 배합설계(LP2-10, LP2-20, LP2-30)를 하 으며,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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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조건에서 실리카 퓸 혼합량이 10% 이상일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오히려 

감소되는 결과를 얻었다.

Shrinkage와 swelling 측정 : 그라우트의 자가수축  터  설치조건을 반 하여 수 , 

상 습도 65%, 공기 으로 각각 양생하면서 수축/팽창량과 무게변화를 측정하 다.  

Low pH grout의 경우 경과 일수에 따라 소폭의 shrinkage가 일어났으며, High pH 

grout의 경우 공기 에 보 한 시편을 제외하고는 모두 swelling 상이 발생하 다. 

이는 Low pH grout의 경우 수화반응  표면건조로 인한 수축 상과 수분유입이 어느 

정도 균형을 이루어 약간의 수축이 발생한 반면, High pH grout의 경우에는 낮은 W/C 

조건 하에서 추가 수분유입으로 swelling이 일어난 것으로 단된다. 시편의 무게는 공

기 에서 양생시킨 시편을 제외한 모든 시편에서 증가하 다. 

동  물성특성 : 시멘트 그라우트의 동 물성을 비교평가하기 하여 FFRC 기법을 이

용하여 탄성  속도  동탄성 계수 그리고 감쇄비 등을 포화정도에 따라 특정하 다. 

건조된 상태에서의 탄성  속도는 물로 포화되었을 경우의 탄성  속도 보다 낮게 나

왔으며, 한 High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가 Low pH 시편에서의 탄성  속도보

다 더 큰 결과를 얻었다. 한편 감쇄비의 경우 HP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LP는 

건조상태의 감쇄비가 포화상태의 감쇄비 보다 훨씬 큰 값을 나타내었다. 이는 LP가 높

은 건조수축량을 보이면서 표면에 미세균열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성 의 달이 방해

받기 때문인 것으로 상된다.

투수계수 측정 :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1MPa의 압력으로 물을 가압하면서 Φ50× 

T10(mm)의 시료를 상으로 투수계수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LP의 경우가 HP에 비

해 투수계수가 낮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투수계수 측정결과의 변동폭이 컷으며 

반 의 결과도 나타났다. 이는 시료를 비하는 과정(에폭시 처리, 그리스 등)에서 재

성 확보가 부족했던 것으로 상되며 추후 보다 면 한 실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단된다.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 : 66일 재령의 그라우트 시료에 해 XRD  XRF 원소

분석을 하 다. 실험결과 LP의 경우에는 Si 성분이 HP에 비해 히 많았으며, 이는 

실리카 퓸의 혼합으로 나타난 결과이다. 한  시멘트량의 감소로 인해 LP에는 Al

과 Ca 성분이 HP에 비해 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고 방사성폐기물 처분과 련하여 시멘트 물질의 용을 해 련기술의 기술동향을 

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함으로써 기본 인 물성을 측정하 다. 실험 

여건상 충분한 실험장치와 인력을 확보하여 보다 면 한 실험과 극 인 해석이 수반되지 

못한 이 아쉬움으로 남지만, 이는 추후 련 분야의 추가연구에 기 연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 으로 Low-pH 시멘트의 재료  합성, 그리고 강도발 , 블리딩, 



- 83 -

유출특성, 도 등 단기거동에 련된 사항은 잘 알려진데 비해 시멘트 물질의 장기거동 특

히 100년 이상의 안정성에 한 정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한 Low-pH 시멘트의 개

발에 있어 pH 감소에 따른 향, 그리고 시멘트 강도변화에 한 이해와 모델링을 통한 

측, 장기거동 특성규명, 수착  이동의 향, 그리고 실제 처분장 건설조건에서의 사용량 

 규제치와 련된 세부 사항에 해 추가 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84 -

참고문헌

1. Al-Manaseer, A.A., Keil, L.D., 1992,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grout containing 

silica fume and sperplasticizer, ACI, Materials Journal, pp.154-160.

2. Axelsson, M., 2006, Strength criteria on grouting agents for hard rock, Laboratory 

studies performed on gelling liquids and cementitious grouts, Licentiate Thesis. pp. 

24-42.

3. Bethke, C.M., 1996, Geochemical reaction modeling, Oxford university press, pp.46.

4. Bhanja, S., Sengupta, B., 2003, Optimum Silica Fume Content and its Mode of Action 

on Concrete, ACI Material Journal, Vol.100, No.5, pp.407-412.

5. Bodén, A., Sievänen, U., 2006, Low-pH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 Posiva 

Working Report 2005-24,  pp.13-16, Olkiluoto, Finland.

6. Butrón, C., 2005, Mechanical behaviour of silica sol., Laboratory studies under 

controlled stress conditions during the first five months of hardening process. 

Master Thesi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Sweden, pp.19-37

7. Cau Dit Coumes, C., Codina, M., Bourbon, X., Leclercq, S., Courtois, S., 2005, 

Formulating a low-alkalinity, high-resistance and low-heat concrete for radioactive 

waste repositories, ESDRED, Proceedings of the 2nd Low-pH workshop, Madrid June 

15-16, pp.77-90.

8. Chandler, N.A., Martino, J.B., and Dixon, D.A, 2002, The tunnel sealing experiment. 

Sixth International Workshop on Design and Construction of Final Repositories, 

Backfilling in Radioactive Waste Disposal, Brussels, Belgium.

9. Claesson L-Ǻ, Nilsson G, 2003, Drilling of a flushing water well, HFM01, and two 

groundwater monitoring wells, HFM02 and HFM03 at drill site DS1. Forsmark site 

investigation. P-03-30, Svensk Kärnbränslehantering AB. Stockholm.

10. Fernandez, L., Alonso, M.C., Garcia, J.L., Hidalgo, A., 2005, Shotcrete development 

for low-pH cements, ESDRED, Proceedings of the 2nd Low-pH workshop, Madrid 

June 15-16, pp. 161-171.

11. Fries, T., Weber, H., Wetzig, V., 2007, Low pH shotcrete field tests on Opalinus 

clay samples, ESDRED, Proceedings of the 2nd Low-pH workshop, Madrid June 

15-16, pp.107-115.

12. Funehag, J., 2007, Grouting of fractured rock with silica sol.: Grouting design based 

on penetration length. Doctoral Thesis, Chalmers University of Technology, 

Departmen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Division of GeoEngineering, 

Geology, Göteborg, pp.36-59.

13. Glasser, F.P., 1996, Properties of cement waste composites. Waste Management 

vol. 16, pp.159-168. 



- 85 -

14. Gray, M.N., and Shenton, B.S., 1998, Design and development of low-heat, high 

performance reactive powder concrete. International Symposium on High 

Performance and Reactive Powder Concretes, Sherbrooke, Canada., pp.37-43.

15. Hansen, J., Lyytinen, T., Sievänen, U., Kronlöf, A., 2005, Low-pH grouting cement 

testing at the laboratory and in the field, 2nd low-pH workshop, Madrid, June 

15-16, Enresa, SKB and the ESDRED-Project, pp.111-121.

16. Holt E., 2007, Durability of low-pH Injection grout. A literature survey, Posiva 

Working Report 2007-57, Posiva Oy, Olkiluoto, Finland, pp.21-53.

17. Hooton, R.D., Konecny, L,. 1990, Permeability of grouted fractures in granite. 

Concrete International, pp.48-56.

18. Kobayashi, Y., Yamada, T., Matsui, H., Nakayama, M., Mihara, M., Naito, M., Yui, 

M., 2007, Development of low-alkali cement for application in a JAEA URL, R&D 

on low-pH cement for a geological repository, 3rd workshop, Paris June 13-14, 

pp.98-106.

19. Kronlöf, A., 2004.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Low pH Cementitious grout 

for large fracture: Testing technical performance of materials, Posiva working 

report 2004-45, pp.171.

20. Kronlöf, A., 2005,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Low-pH injection grout for 

larger fratures: Testing effect of superplasticizer on technical performance. Posiva 

Oy, Olkiluoto, Finland. Working Report 2005-08, pp.5-7.

21. Martino, J.B., 2007, Low-heat high-performance concrete used in a full-scale 

tunnel seal, AECL, ESDRED, Proceedings of the 3rd Low-pH workshop, Paris June 

13-14, pp.89-97.

22. Mihara, M., Iriya, K., Neyama, A., Ito, M., 1997, Experimental and Modelling Studies 

on the Interaction between Cement Paste with Silica Fume and Distrilled Water, 

Radioactive Wasted Research, Vol.3, No.2, pp.71-80.

23. Onofrei, M., Malcolm, G., Coons, W., Alcorn, S, 1992, High performance 

cement-based grouts for use in a nuclear waste disposal facility, Waste 

Management, vol. 12, pp.133-154.

24. Orantie, K., Kuosa, H., 2008, Durability 2007 Injection Grout 

Investigation-Bacground Description, Posiva Working Report, 2008-54, pp.45-72.

25. Owada, H., Mihara, M., Iriya, K., Matsui, J., 2000, An Investig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for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Mechanic Properties of Low Alkalinity 

Cementitious Materials-Japan Nuclear Cycle Development Institute, JNC TN8400 

99-057.

26. Sievänen, U., Raivio, P., Vuorinen, U., Hansen, J., Norokallio J., Syrjänen, P., 2006, 

Optimization of technical properties of low-pH cementitious injection grout: 



- 86 -

Laboratory tests and pilot field test 3. Posiva Oy, Olkiluoto, Finland, Working 

Report 2006-85, pp.10-19.

27. Sievänen, U., Syrjänen P., Ranta-aho, S., 2004, Injection grout for deep 

repositories-Low pH cementitious grout for larger fractures: Sub-project 3: Field 

testing in Finland pilot tests, pp.17-36.

28. Snellman, M., Ervanne, H., Holgersson, S., Imoto, H., Yamamoto, T., 2007, 

Superplasticizers and other organic cement/concrete admixtures-Long-term safety 

aspects, ESDRED, Proceedings of the 3rd Low-pH workshop, Paris June 13-14, pp. 

9-19.

29. Yamamoto, T., Imoto, H., Ueda, H., Hironaga, M., 2007, Leaching alter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and release of organic additives-Study by NUMO and CRIEP, 

ESDRED, Proceedings of the 3rd Low-pH workshop, Paris June 13-14, pp.52-61.

30. Yunekura, R., 1997, The developing process and the new concepts of chemical 

grout in Japan, Proceedings of the 2nd Internation Conference on Ground 

Improvement Geosystems, Tokyo, 1996, pp.889-901.

31. Lu, S., Landis, E.N. & Keane, D.T. X-ray microtomographic studies of pore 

sturcture and permeability in Portland cement concrete, Material and Structure, 

2006, vol.39, pp.611-620.

32. Kumar, R. & Bhattacharjee, B., Porosity, pore size distribution and in situ strength 

of concret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2003, vol.33, pp.155-164.

33. Ganjian, E., Claisse, P., Tyrer, M. & Atkinosn, A., Factors affecting measurement of 

hydraulic conductivity in low-strength cementitious materials,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2006, vol.36, pp.2109-2114.



                        서   지   정  보  양   식     

 수행기 보고서번호  탁기 보고서번호   표 보고서번호   INIS 주제코드

 KAERI/TR-3950/2009

     제목 / 부제 

심지층 방사성폐기물 처분터널 적용을 위한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물성평가

연구책임자  부서명

(AR,TR 등의 경우 주 자)
김진섭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연 구 자  부 서 명

김규원, 권상기, 조원진 (방사성폐기물기술개발부)

출  지 발행기 한국원자력연구소 발행년 2009년 11월

페 이 지 86p. 도  표  있음( ○ ),    없음(   )  크  기 A4

참고사항  

비 여부  공개( ○ ), 외비(   ), __ 비 보고서종류  기술보고서

연구 탁기  계약번호

록 (15-20 내외)

방사성폐기물의 심지층 처분과 관련하여 현재의 건설기술 및 연구수준을 감안할 

때 처분터널의 건설시 시멘트 물질의 사용은 피할 수 없는 선택일 것이다. 하지만 

방사성폐기물 처분의 초장기적인 설계 개념을 고려할 때, 최소한의 환경적 안정성를 

감안하면 Low-pH 시멘트의 개발이 매우 중요한 사안이 된다. Low-pH 시멘트의 

규정은 완충재로서의 벤토나이트의 물리·화학적 안정성을 고려하여 pH≤11로 설정하고 

있으며, pH 저하를 위해 포졸란 계열의 혼화재를 사용하였다. 처분장 조건 및 pH 

제한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전체 건조중량의 약 40% 이상을 실리카 퓸으로 

대체하고 Ca/Si 비를 0.8 이하로 유지해야하며, 높은 단위수량 요구에 대해 선택적인 

초유동화제의 주입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 본 보고서에는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계에 

대비하여 시멘트 물질의 적용을 위한 관련 기술 선진국들의 연구동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또한 현재 고준위폐기물 처분후보지를 건설하고 있는 POSIVA의 Low-pH 

시멘트 그라우트 배합설계를 바탕으로 Low-pH 및 High-pH 시멘트 그라우트 시료를 

제작하여 관련 물성을 평가하였다. 주요 물성평가 항목으로는 pH 변화측정, 압축강도, 

건조수축량, 동적 물성특성, 투수계수 변화 그리고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 등이 

포함되었다. 

주제명키워드

(10단어내외) 
Low-pH 시멘트, 그라우팅, Ca/Si 비, 실리카 퓸,

초유동화제, w/c 비



BIBLIOGRAPHIC   INFORMATION  SHEET     

Performing Org.
Report No.

Sponsoring Org.
Report No.

Stamdard Report 
No.  INIS Subject Code

KAERI/TR-3950/2009 

Title / Subtitle The Evaluation of Material Properties of Low-pH Cement 

Grout for the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Deep Radioactive Waste Repository Tunnels 

Project Manager 
and  Department
(or Main Author)

Jin-Seop Kim(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Researcher and 
Department

S. Kwon, Won-Jin Cho(Radioactive Waste Technology 

Development Division)

Publication
Place Daejon Publisher Korea Atomic Energy 

Research Institute
Publication 

 Date 2009. 11.

Page 86p. Ill. & Tab. Yes(○),  No (  )  Size    A4

Note  

Classified Open(○),  Restricted(   ),
 ___ Class Document Report Type  Technical Report

Sponsoring Org. Contract No.

Abstract (15-20 

Lines)

Considering the current construction technology and research status of deep repository 
tunnel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it is inevitable to use cementitious materials in spite 
of serious concern about their long-term environmental stability. Thus, it is an emerging task 
to develop low pH cementitious materials. This study reviews the state of the technology on 
low pH cements developed in Sweden, Switzerland, France, and Japan as well as in Finland 
which is constructing a real deep repository site for high-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Considering the physical and chemical stability of bentonite which acts as a buffer material, 
a low pH cement limits to pH 11 and pozzolan-type admixtures are used to lower the pH 
of cement. To attain this pH requirement, silica fume, which is one of the most promising 
admixtures, should occupy at least 40 wt% of total dry materials in cement and the Ca/Si 
ratio should be maintained below 0.8 in cement. Additionally, selective super-plasticizer 
needs to be used because a high amount of water is demanded from the use of a large 
amount of silica fume. In this report, the state of the technology on application of 
cementitious materials to deep repository tunnels for radioactive waste disposal was 
analysed. And the material properties of low-pH and high-pH cement grouts were evaluated 
base on the grout recipes of ONKALO in Finland.

Subject Keywords

(About 10 words)
Low-pH cement, Grout, Ca/Si ratio, Silica fume,

Superplasticizer, w/c ratio


	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    차
	1. 서 론
	2. Low-pH 시멘트
	2.1 처분장 사용 시멘트의 기준 pH 설정
	2.2 Low-pH 시멘트 개발현황
	2.3 기준 혼화재료의 설정

	3. Low-pH 시멘트 현장실험 연구동향
	3.1 Low-pH 시멘트의 역학적 성질
	3.2 Low-pH 시멘트의 화학적 안정성
	3.3 현장 실증연구
	3.4 국제 공동연구현황

	4. 비 시멘트 계열의 그라우트재 개발
	5. 시멘트 물성평가 항목
	5.1 공극구조
	5.2 Transport process
	5.3 Drying, autogenous and chemical shrinkage and swelling
	5.4 수리전도도 / 투수계수
	5.5 Capillary water uptake test
	5.6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MIP)
	5.7 Thin section microscopy
	5.8 Material property들과 실험 결과들의 상관관계

	6. Low-pH 시멘트 배합설계 및 시료성형
	6.1 배합설계 사용재료
	6.2 시멘트 시료성형
	6.3 굳은 콘크리트 pH 측정

	7. 시멘트 물성평가 결과
	7.1 시멘트 그라우트의 pH 측정 결과
	7.2 시멘트 그라우트의 압축강도 특성 비교
	7.3 시멘트 그라우트의 배합별 shrinkage / swelling 결과 비교
	7.4 시멘트 그라우트의 동적 물성특성 비교
	7.5 시멘트 그라우트의 투수계수 측정
	7.6 시멘트 그라우트의 원소분석(XRD, XRF)

	8. 결 론
	참고문헌
	서지정보양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