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대한민국특허청(KR)

(12) 공개특허공보(A)

(51) 。Int. Cl.

     C04B 22/00 (2006.01)

     C04B 22/06 (2006.01)

     C04B 28/00 (2006.01)

     C04B 28/02 (2006.01)

(11) 공개번호

(43) 공개일자

10-2006-0104990

2006년10월09일

(21) 출원번호 10-2006-7006515

(22) 출원일자 2006년04월04일

번역문 제출일자 2006년04월04일

(86) 국제출원번호 PCT/JP2004/015539 (87) 국제공개번호 WO 2005/037730

국제출원일자 2004년10월14일 국제공개일자 2005년04월28일

(30) 우선권주장 JP-P-2003-00356885

JP-P-2004-00138284

2003년10월16일

2004년05월07일

일본(JP)

일본(JP)

(71) 출원인 가부시끼가이샤 도꾸야마

일본 야마구치켄 슈난시 미카게쵸 1-1

(72) 발명자 가토 히로요시

일본국 야마구치켄 슈난시 미카게초 1-1 가부시끼가이샤 도꾸야마내

히라나카 신고

일본국 야마구치켄 슈난시 미카게초 1-1 가부시끼가이샤 도꾸야마내

다가 겐지

일본국 야마구치켄 슈난시 미카게초 1-1 가부시끼가이샤 도꾸야마내

(74) 대리인 문두현

문기상

심사청구 : 있음

(54)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

요약

본 발명은 평균 입경 3㎛ 이하로 조정된 수산화칼슘 입자로 이루어지는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 및 이 응결 촉진제를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0.05∼10중량부 함유하는 시멘트 조성물을 제공한다. 상기 수산화칼슘 입자로서, 수산화칼슘의 습식

분쇄물이나, 칼슘염과 수산화알칼리의 반응에 의해서 생성하는 미세 침전물을 사용할 수 있다.

이 응결 촉진제는 높은 응결 촉진 효과를 나타내는 동시에, 시멘트 경화 후의 품질, 특히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

색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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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조성물, 응결 촉진제, 수산화칼슘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신규한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 시멘트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더 구체적으로는, 평균 입경 3㎛

이하로 조정된 수산화칼슘으로 이루어지는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 그 응결 촉진제를 함유하는 시멘트 조성물 및 그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모르타르, 콘크리트 등의 시멘트계 수경(水硬)성 조성물을 사용하는 공사에서는, 시공성의 확보, 공기의 단축, 양생 설비의

간소화 등의 관점에서, 응결 경화 시간의 제어가 요구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공기 단축, 양생 설비의 간소화, 한랭지에서

의 시공성의 확보 등을 목적으로 한 응결 촉진 효과에 대한 요구가 높아져 있고, 높은 응결 촉진 효과를 가진 응결 촉진제

의 개발이 기대되고 있다.

종래부터 제안되어 있는 대표적인 응결 촉진제로는 염화칼슘,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등의 염화물,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

륨 등의 알칼리 화합물을 들 수 있고, 높은 응결 촉진 효과가 얻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들 화합물을 사용하면, 경화체 중의 염화물량 또는 알칼리량이 증가하여 철근 부식 또는 알칼리 골재 반응이라

고 하는 경화체의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는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경화체의 내구성 확보의 관점에서 그

용도가 매우 한정되어, 실용례는 매우 적은 것이 현상이다.

현재까지, 상기의 화합물 이외에 유용한 응결 촉진제는 실용화되어 있지 않아, 높은 응결 촉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경화

후의 품질, 특히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응결 촉진제의 개발이 요망되고 있다.

한편, 시멘트계 수경성 조성물에 첨가한 경우, 상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화합물로서, 수산화칼슘을 들 수 있다.

일본 요업협회지, 제93권4호, 45∼52페이지, 1985년에는, 시멘트에 수산화칼슘을 1% 첨가하고, 테스트 밀로 분쇄하여

블레인(Blaine) 비표면적 3,200㎠/g의 시멘트를 제조함, 이 시메트를 에어젯 시브(airjet sieve)에 의해 5개의 입자군으로

나누어, 글리세린-알콜법으로 각 입자 군의 유리(遊離) CaO량을 정량함, 그 결과 입경 10㎛ 이하의 입자군에 CaO가 약

0.5% 존재함과 이 시멘트의 초기 세팅 시간(initial setting time) 및 최종 세팅 시간(final setting time)이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지 않는 경우보다 단축됨이 개시되어 있다.

그러나, 상기 문헌에는, 수산화칼슘의 입도와 시멘트의 응결 시간의 관계는 아무런 개시도 없고, 상기와 같은 수산화칼슘

이 10㎛ 부근의 입경에서 시멘트의 응결을 촉진함을 나타내고 있음에 불과하다.

[발명의 개시]

따라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시멘트계 수경성 조성물에 첨가했을 때에, 높은 응결 촉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경화 후의 품질,

특히 내구성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는 응결 촉진제를 제공함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시멘트의 수화(水和) 생성물의 1종이며, 종래, 응결 촉진제로서 실용적으로 적용된 적이 없었던

수산화칼슘을 특정 입도로 조절하여 높은 응결 촉진 효과의 발현을 가능하게 한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를 제공하는 것에 있

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를 함유하는 시멘트 조성물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은 상기 시멘트용 조성물의 제조 방법을 제공하는 것에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목적 및 이점은 이하의 설명으로부터 명백해질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6-0104990

- 2 -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이점은, 제1로,

평균 입경 3㎛ 이하의 수산화칼슘 입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에 의해서 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이점은, 제2로,

시멘트 100중량부 및 본 발명의 상기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인 수산화칼슘을 0.005∼10중량부를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 조성물에 의해서 달성된다.

본 발명에 의하면,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이점은, 제3으로,

시멘트에 대하여 평균 입경 3㎛ 이하의 수산화칼슘 입자의 수(水) 슬러리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 조성물의

제조 방법에 의해서 달성된다.

[발명의 바람직한 실시 형태]

이하, 본 발명을 더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서, 응결 촉진제를 구성하는 수산화칼슘 입자는 평균 입경이 3㎛ 이하로 조정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평균

입경은 보다 적합하게는 2㎛ 이하로, 더 바람직하게는 1㎛ 이하로 조정된다. 즉, 수산화칼슘은 평균 입경을 상기 범위내로

함에 의해서 그 응결 촉진 효과가 비약적으로 향상하여, 응결 촉진제로서 실용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평균 입경 3㎛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얻기 위해서는, 분쇄 효율이 높아, 고도한 분쇄가 가능한 습식 분쇄가 추

장(推奬)된다. 구체적으로는, 볼 밀 등으로 대표되는 분쇄기를 사용하여 습식 분쇄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상기 습식 분쇄

에 사용하는 분산매로는 시멘트에 슬러리로 첨가한 경우의 반응성, 취급성을 고려하면, 물이 가장 적당하다.

또한, 상기 분쇄에서, 분쇄 효율을 높이는 동시에, 취급성이 양호한, 수산화칼슘의 농도가 20∼60 중량%의 고농도의 슬러

리를 얻기 위해서, 분쇄 시에 분산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분산제로는 수산화칼슘 입자를 분산하는 효과를 갖는 것이면, 특히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리그닌

설폰산염, 멜라민설폰산염, 나프탈렌설폰산염, 폴리카르복시산염 등을 주성분으로 하는 시멘트 분산제를 적합한 예로서

들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폴리카르복시산염이 보다 적합하다. 특히, 화합물 중에 폴리에틸렌글리콜쇄를 갖는 것은 높은 분

산성능을 갖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상기 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시멘트 분산제로서 시판되고 있는 것도 많아,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다.

또한, 미세한 수산화칼슘을 얻기 위한 적합한 방법으로서, 수(水)용매 중에서 석고를 수산화알칼리와 반응시켜, 수산화칼

슘을 미세 침전으로서 얻는 방법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반응에 의하면, 평균 입경 3㎛ 이하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공업적으

로 또한 용이하게 얻을 수 있다.

상기 방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수산화알칼리와 반응시키는 석고로는, 평균 입경 0.1∼500㎛ 정도, 바람직하게는

5∼100㎛ 정도로 조정된 석고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수산화알칼리 수용액으로는 석고와의 반응성 등을 감안

하면, 0.1∼50중량%, 특히 5∼15중량%의 농도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농도의 수산화알칼리 수용액은 30∼48중

량% 정도의 농도의 수산화알칼리 수용액을 물로 희석함에 의해서 유리하게 얻을 수 있다. 상기 수산화알칼리로는 예를 들

면 수산화나트륨, 수산화칼륨이 대표적이지만, 특히, 수산화나트륨이 바람직하다.

상기 석고와 수산화알칼리를 수 중에서 반응시키는 방법으로는, 구체적으로는, 교반기가 부착된 반응조내에서 혼합하는

방법, 배관내에서 혼합기를 사용하여 혼합하는 방법, 고압 프랜저 펌프로 처리 유체를 노즐로부터 분사시켜, 고정판에 내

리치는 방법의 가압 노즐식 교반기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석고와 수산화알칼리의 비율은 석고 1몰부에 대하여, 바람직하게는 수산화알칼리가 1.0∼1.5몰부, 보다 바람직하게

는 1.0∼1.1몰부이다. 또한, 접촉 시의 온도는 10∼40℃가 적합하다. 또한, 압력은 상압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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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반응 시간은 수산화알칼리의 농도, 분쇄물의 입경에도 의하지만, 5∼60분이 적합하다. 이 반응에서는 동일한 반응액

중에서 수산화칼슘의 침전물을 생성한다.

생성한 수산화칼슘의 침전물을 회수하는 방법으로는 액상부와의 분리에, 예를 들면 로터리 스크린, 드럼 필터, 디스크 필

터, 누체(Nutsche) 필터, 필터 프레스, 스크류 프레스, 튜브 프레스 등의 여과기, 스크류 데칸터(decantor), 스크린 데칸터,

등 원심 분리기 등이 바람직하게 사용된다. 얻어진 수산화칼슘의 침전물은 충분한 세정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수산화칼슘의 미세 침전물을 얻는 방법으로는 상기의 방법 이외에, 수용매 중에서 염화 칼슘과 수산화 알칼리를 반응시키

는 방법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응결 촉진제를 구성하는 수산화칼슘 입자는, 그 미세한 입경을 실현하기 위해서, 물을 분산매로 한 슬러리의 형

태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상술한 방법으로 얻어진 수산화칼슘 입자는 이것을 건조하면 입자의 응집이 일어나,

평균 입경이 3㎛를 넘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상기 습식 분쇄하여 얻어진 슬러리, 또는 상기 반응에 의해서 얻어진 슬러리

로부터 물을 제거하여 건조하지 않고, 그대로 응결 촉진제로서 사용하는 태양이 적합하다.

또한, 본 발명에서, 상기 수산화칼슘을 상기 슬러리 형태로 사용하는 경우, 슬러리의 점성을 저감하기 위해서도, 상기 분산

제를 첨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발명의 응결 촉진제는 시멘트에 첨가하여 시멘트 조성물을 구성하지만, 그 시멘트 조성물 중의 함유량은 시멘트 100중

량부에 대하여 수산화칼슘이 0.05∼10중량부, 적합하게는 0.1∼6중량부로 되는 비율로 조정된다. 수산화칼슘의 첨가량이

0.05중량부보다 적으면, 충분한 응결 촉진 효과가 얻어지지 않고, 또한, 10중량부를 넘으면, 응결 촉진 효과가 한계에 도달

하게 되기 때문에, 경제성의 관점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본 발명에서, 응결 촉진제의 첨가 방법은 특히 제한되지 않지만, 상기 슬러리의 형태로 시멘트에 첨가하는 방법이 바람직

하다. 구체적으로는 시멘트를 물로 혼련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로 대표되는 시멘트계 수경성 조성물

을 제조할 때에 슬러리로 첨가하는 방법, 미리 제조한 시멘트계 수경성 조성물에 나중에 슬러리를 첨가하여 혼련하는 방법

등을 들 수 있다.

상기 슬러리로 첨가하는 제조 방법에서는, 미리 분산제를 첨가함에 의해서 점성을 저감한 슬러리를 사용함으로써, 보다 용

이하게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다.

본 발명에서, 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면, 특히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면, JIS R 5210「포틀랜드 시

멘트」에 규정되어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JIS R 5211「고로(高爐) 시멘트」에 규정되어 있는 고로 시멘트, JIS R

5212「실리카 시멘트」에 규정되어 있는 실리카 시멘트, JIS R 5213「플라이 애시 시멘트」에 규정되어 있는 플라이 애

시 시멘트(fly ash cement) 등을 사용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포틀랜드 시멘트가 보다 적합하게 사용된다. 또한, 상기 시멘트는 블레인 값이 2000∼5000㎠/g인 것이 적합

하게 사용된다.

또한, 상기 포틀랜드 시멘트는 3CaO·SiO2 함유량이 50중량% 이상, 보다 적합하게는 60중량% 이상의 것인 것이 응결 촉

진 효과뿐만 아니라 초기 재령(材齡)에서 높은 강도 발현성을 발휘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바람직하다. 또한, 3CaO·SiO2

함유량의 상한은 75중량%가 일반적이다.

일반적으로는, 상기 3CaO·SiO2 함유량이 50중량% 이상, 60중량% 미만인 경우에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가, 3CaO·SiO2

함유량이 60중량% 이상인 경우에는 조강(早强) 포틀랜드 시멘트가 적합하게 사용된다.

본 발명의 응결 촉진제는 다량의 칼슘 알루미네이트류 등의 알루미늄 화합물과 병용하면, 응결 촉진 효과를 저해시킬 우려

가 있기 때문에, 그 알루미늄 화합물의 존재량은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5중량부 이하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단, 시멘트 조성으로서 함유되어 있는 칼슘 알루미네이트 등의 각종 알루미늄 화합물은 여기서 말하는 알루미늄 화합물의

존재량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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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응결 촉진제는 본 발명의 효과를 현저하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멘트 분산제, 공기량 조정제, 방청제

(corrosion inhibitor), 분리 저감제, 증점제, 수축 저감제, 팽창재, 평균 입경 3㎛를 넘는 수산화칼슘, 응결 촉진제, 석고,

고로 슬래그, 플라이 애시, 실라카 퓸, 석회석 미분말, 광물질 미분말 등의 공지의 혼화 재료와 동시에 사용해도 상관없다.

이상과 같이, 본 발명의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는 우수한 응결 촉진 효과를 갖는 동시에, 경화 후의 시멘트 경화체의 내구성

에 악영향을 미치는 성분을 함유하지 않기 때문에, 용도를 한정하지 않고, 시멘트 페이스트,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등의 시

멘트계 수경성 조성물의 응결 촉진제로서 범용적으로 사용가능한 것이며, 그 공업적 가치는 매우 높은 것이다.

실시예

이하, 실시예에 의하여 본 발명의 구성 및 효과를 설명하지만, 본 발명은 이들 실시예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1)평균 입경의 평가 방법

분산 매체로서 에탄올을 사용하고, 레이저 회절식 입도 분포 측정기를 사용하여 수산화칼슘의 입도 분포를 측정하여, 측정

결과로부터 체적 평균 지름을 산출하여, 이것을 평균 입경으로 하였다.

(2) 응결 시간의 평가 방법

응결 촉진제를 첨가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을, JIS R 5201「시멘트의 물리 시험 방법」에 규정된 방법에 의해 측

정하였다. 수산화칼슘은 시멘트의 내할(內割) 첨가로 하였다.

실시예 1∼3

물을 분산매로 한 습식 분쇄에 의해 얻어진, 평균 입경 2.5, 1.3 및 0.5㎛의 수산화칼슘 입자의 각각을, 슬러리의 형태로,

각각 시멘트의 내할로 3.1중량%로 되도록, 시멘트 및 이온 교환수와 혼련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얻고, 그 응결 시간을 측

정하였다. 또한, 시멘트는 시판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비교예 1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지 않고, 다른 조건은 실시예 1과 동일하게 시멘트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1

에 나타낸다.

비교예 2∼5

평균 입경 62.0, 23.5, 6.5 및 3.8㎛의 수산화칼슘을 사용하고, 다른 조건은 실시예 1과 동일하게 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얻고, 그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1에 나타낸다.

[표 1]

Ca(OH)2의 평균 입경(㎛)  응결 시간 (h : m)

 시발  종결

 실시예 1  2.5  1:25  1:50

 실시예 2  1.3  1:20  1:45

 실시예 3  0.5  1:10  1:40

 비교예 1  -  2:10  3:30

 비교예 2  62.0  2:00  2:45

 비교예 3  23.5  1:55  2:40

 비교예 4  6.5  1:55  2:30

 비교예 5  3.8  1:45  2:15

실시예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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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분산매로 한 습식 분쇄에 의해서 얻어진 평균 입경 0.5㎛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슬러리의 형태로, 시멘트의 내할로 각

각 2.0 및 4.0중량%로 되도록 시멘트에 대하여 첨가한 것 외에는 실시예 1과 동일한 조건으로 시멘트 페이스트를 얻고, 그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Ca(OH)2의 첨가량

(중량%)

 응결 시간 (h : m)

 시발  종결

 실시예 4  2.0  1:20  1:50

 실시예 5  4.0  1:05  1:35

실시예 6∼8

물을 분산매로 한 습식 분쇄에 의해서 얻어진, 평균 입경 0.2㎛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폴리카르복시산계 시멘트 분산제를

수산화칼슘의 9.0중량%로 되도록 첨가한 슬러리의 형태로, 시멘트의 내할로 0.9, 1.8, 3.2중량%로 되도록, 시멘트 및 이

온 교환수와 혼련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얻고, 그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멘트는 시판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3에 나타낸다.

[표 3]

Ca(OH)2의 첨가량

(중량%)

 응결 시간 (h : m)

 시발  종결

 실시예 6  0.9  1:25  1:55

 실시예 7  1.8  1:20  1:45

 실시예 8  3.2  1:05  1:25

실시예 9

물을 분산매로 한 습식 분쇄에 의하여 얻어진, 평균 입경 0.5㎛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슬러리의 형태로, 시멘트의 내할로

3.1중량%로 되도록, 시멘트 및 이온 교환수와 혼련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를 얻고, 그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또한, 시멘

트는 저열 포틀랜드 시멘트(2CaO·SiO2 함유량 62중량%)를 사용하였다.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비교예 6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지 않고, 다른 조건은 실시예 9와 동일하게 시멘트 페이스트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표 4]

Ca(OH)2의 첨가량

(중량%)

 응결 시간 (h : m)

 시발  종결

 실시예 9  3.1  1:45  2:50

 비교예 6  -  3:40  6:15

실시예 10

시멘트를 시판의 고로 시멘트 B종으로 하고, 다른 조건은 실시예 9와 동일하게 시멘트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

다. 결과를 표 5에 나타낸다.

비교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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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슘을 첨가하지 않고, 다른 조건은 실시예 10과 동일하게 시멘트 페이스트의 응결 시간을 측정하였다. 결과를 표 5

에 나타낸다.

[표 5]

Ca(OH)2의 첨가량

(중량%)

 응결 시간 (h : m)

 시발  종결

 실시예 10  3.1  1:30  2:10

 비교예 7  -  3:05  4:50

실시예 11∼12

시판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물을 분산매로 한 습식 분쇄에 의하여 얻어진 평균 입경 0.4㎛의 수산

화칼슘 입자를, 슬러리의 형태로 1.0 및 3.1중량부 첨가하고, 물, 시멘트, 수산화칼슘, 잔골재(fine aggregate), 굵은 골재

(coarse aggregate) 및 AE 감수(減水)제 표준형을 표 6에 나타내는 비율로 배합한 콘크리트 조성물의 응결 시간을 측정

하였다. 콘크리트의 배합 조건은 슬램프:18.0±2.5cm, 공기량:4.5±1.5%로 하였다. 응결 시간은 JIS A 1147 「콘크리트

의 응결 시간 시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험 온도는 5℃로 하였다. 결과를 표 7에 나타낸다.

비교예 8

수산화칼슘을 첨가하지 않고, 다른 조건은 실시예 11과 동일하게 콘크리트의 응결 시간 및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다. 배합

을 표 6에, 결과를 표 7에 나타낸다.

[표 6]

 
물 분체

비(%)

 단위량(kg/㎥)

 물  시멘트  수산화칼슘  잔골재  굵은골재  AE 감수제

 실시예 11
 50

 164  324.7  3.3  833  990  0.82

 실시예 12  164  318.1  9.9  831  990  0.82

 비교예 8  50  164  328  -  834  990  0.82

[표 7]

 응결 시간(h:m)

 시발  종결

 실시예 11  13:50  19:35

 실시예 12  11:55  16:35

 비교예 8  16:50  25:55

실시예 13

시판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평균 입경 0.45㎛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5.3중량부 첨가하고, 물, 시멘

트, 수산화칼슘 입자, 잔골재, 굵은골재 및 시판의 폴리카르복시산계 고성능 AE 감수제를 표 8에 나타내는 비율로 배합한

콘크리트 조성물의 압축 강도를 측정하였다. 콘크리트의 배합 조건은 슬램프:8.0±2.5cm, 공기량:3.0±1.0%로 하였다. 압

축 강도는 JIS A 1108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 방법」에 의해 측정하였다. 시험 온도는 20℃로 하였다. 결과를 표 9

에 나타낸다.

실시예 14

수산화칼슘 입자의 첨가량을 7.9중량부로 한 것 외에는, 실시예 13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9에 나타낸다.

실시예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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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칼슘 입자의 평균 입경을 1.6㎛로 한 것 외에는, 실시예 13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9에 나타낸다.

실시예 16

시판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평균 입경 0.18㎛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5.7중량부 첨가하고, 물, 시멘

트, 수산화칼슘, 잔골재, 굵은골재 및 시판의 폴리카르복시산계 고성능 AE 감수제를 표 8에 나타내는 비율로 배합한 콘크

리트 조성물을 제조하여, 실시예 13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9에 나타낸다.

비교예 9

시판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고, 물, 시멘트, 잔골재, 굵은골재 및 시판의 폴리카르복시산계 고성능 AE 감수제를

표 8에 나타내는 비율로 배합한 콘크리트 조성물을 제조하여, 실시예 13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9에 나타

낸다.

비교예 10

시판의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하여, 평균 입경 12.0㎛의 수산화칼슘 입자를 5.3중량부 첨가하고, 물, 시멘

트, 수산화칼슘, 잔골재, 굵은골재 및 시판의 폴리카르복시산계 고성능 AE 감수제를 표 8에 나타내는 비율로 배합한 콘크

리트 조성물을 제조하여, 실시예 13과 동일한 시험을 실시하였다. 결과를 표 9에 나타낸다.

[표 8]

 
 물 시멘트 비

(%)

 단위량(kg/㎥)

 물  시멘트  수산화칼슘  잔골재  굵은골재
고성능 AE

감수제

 실시예 13

40

 152  380  20  747  1080  2.28

 실시예 14  152  380  30  742  1073  2.47

 실시예 15  152  380  20  747  1080  2.28

 실시예 16  35.7  150  420  24  735  1063  2.94

 비교예 9
 40

 152  380  -  757  1094  1.90

 비교예 10  152  380  20  747  1080  2.09

[표 9]

 압축 강도 (N/㎟)

 재령

 1일  3일  7일

 실시예 13  42.9  64.2  71.9

 실시예 14  45.7  66.8  73.8

 실시예 15  41.0  62.0  70.2

 실시예 16  33.5  59.7  66.8

 비교예 9  26.8  53.1  60.7

 비교예 10  29.3  55.9  62.4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평균 입경 3㎛ 이하의 수산화칼슘 입자로 이루어지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

청구항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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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있어서, 슬러리 형태인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

청구항 3.

시멘트 100중량부 및 제1항 또는 제2항에 기재된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인 수산화칼슘을 0.05∼10중량부 함유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 조성물.

청구항 4.

시멘트에 대하여 평균 입경 3㎛ 이하의 수산화칼슘 입자의 수(水)슬러리를 첨가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시멘트 조성물의

제조 방법.

청구항 5.

평균 입경 3㎛ 이하의 수산화칼슘 입자의 시멘트용 응결 촉진제로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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