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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시멘트 제품,성형재 콘크리트 부재 및 그의 제조방법

요약

수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물을 함유하지 않지만 중합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알콜 가용성 페놀 수지 
전구물질과 같은 중합체 전구물질을 함유하는 복합재료를 포함하는 시멘트.

상기와 같이 수득된 시멘트는 높은 굴곡강도 및 개량된 내수성 및 내열성을 가진다.

시멘트 제품, 성형재 및 콘크리트 부재(2)는 모두 상기 시멘트로부터 제조된다.

대표도

명세서

[발명의 명칭]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시멘트 제품, 성형재, 콘크리트 부재 및 그의 제조방법

[도면의 간단한 설명]

제1도는 본 발명의 한 양태에 따라 제조된 콘크리트 부재의 투시도이다.

제2도는 본 발명의 한 방법에 따라 제조된, 주형이 함께있는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도이다.

제3도는 본 발명의 그외의 양태에 따라 제조된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도이다.

제4도는 본 발명의 그외의 방법에 따라 통합적으로 제조된, 고정 주형이 함께 있는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
도이다.

제5도는 본 발명의 또다른 방법에 따라 제조된, 주형이 함께 있는 콘크리트 부재의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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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면의 주요부분에 대한 부호의 설명

1 : 콘크리트 부재            2 : 콘크리트체

3 : 보강체                   4 : 주형

5 : 접합제                   6 : 고정 주형

7 : 플레이형 주형부          8 : 박스형 주형부

9 : 지지재                   10 : 콘크리트 부재

[발명의 상세한 설명]

본 발명은 물리적 강도가 더높고, 내열성 및 내수성이 더 향상된 시멘트, 그의 제품 및 성형재의 개량 및 
그의 제조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은 물리적 강도가 더높고, 내열성 및 내수성이 더 향상된 콘크리트 부재의 개량 및 그의 제조방법
에 관한 것이다.

토목공학 및 건축공학, 차량 또는 철도 운송산업, 화학산업, 기타 일반 기계산업 등과 같은 각종 분야에 
사용되는, 성형재, 접합제, 라미네이트 및 기타 재료에 사용할 수 있는 각종 유기 또는 무기 화합물이 공
지되어 있다.

수경 시멘트가 주로 토목공학 및 건축산업에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서 일반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시멘트를 25중량%이상의 물과 혼합하고 여기에 골재를 첨가하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시멘트 제품은 

비록 압축 강도가 높고 통상적으로 보강 바아를 사용하기는 하지만, 50~100kgf/cm
2
(5~10N/㎜

2
)의 낮은 굴

곡강도를 갖는다. 시멘트 제품의 굴곡강도를 개량시키기 위해서, 거기에 짧은 유리섬유 또는 탄소섬유를 

첨가한다. 하지만, 이들의 굴곡강도는 거의 400kgf/cm
2
(40N/㎜

2
)을 초과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사용된 물의 양이 적고 그안에 포함된 블로우홀의 양이 적을수록 물리적 강도가 강하다.

예를 들어, 일본국 특허 공고 제 43431/1984호에는 섬유를 포함하지 않고 고 압축압력하에서 성형되지 않
고도 굴곡강도가 매우 높은 시멘트 제품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 시멘트 제품은, 이중 롤러밀에 의해 고전
단력을 가하여 시멘트 제품내의 블로우 홀의 크기 및 비율을 제한하면서 수경 시멘트, 물 및 물 유기 중
합체를 서로 혼련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일본국 특허 공고에 개시된 시멘트 제품은 수경 시멘트를 수경 시멘트당 7~30%의 물로 혼합함으로써 
경화되기 때문에 굴곡강도가 높다. 하지만, 시멘트 제품이 개량된 굴곡강도를 갖는다하더라도 침수시켰을 
경우에는 불리하게 물리적 강도가 저하된다. 이들은 또한 침수시켰을때 팽윤되므로 내수성이 저하된다. 
물 유기 중합체를 포함하는 시멘트 제품 때문에 불리하다.

시멘트 제품의 내수성을 개량시키기 위해서, 일본국 특허 공개 제 206342/1988호에는 상술한 시멘트 제품
의  물  유기  중합체의  친수성기와  반응한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포함하는  시멘트  제품이  개시되어 
있다. 상기와 같은 이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은 혼련전 또는 혼련중에 시멘트 제품의 성분에 첨가될 수 
있다. 또한, 이들은 혼련후 및 경화전 또는 후에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과 함침될 수 있다.

하지만, 상기 재료는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이 독성이고 강한 자극성 냄새를 가지기 때문에 혼련 및 성형
중에 불리하다. 또한, 이소시아네이트 화합물을 친수성기와 반응시킴으로써 제조된 주 반응물인 우레탄 
유도체는 불리하게 낮은 내열성을 갖는다.

포름알데히드도 또한 성형재, 접합제 및 라미네이트로 사용되어 왔다.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 상기와 같
은 성형재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을 목분, 펄프, 규조토 등과 같은 충진제, 경화제, 윤활제, 착
색제  및/또는  기타  첨가제와  혼합하고,  분쇄  및  분급함으로써  수득된다.  상기  성형재의 이손성
(fragility)을 저하시키고 그의 굴곡강도를 개량시키기 위해 거기에 면섬유, 아마섬유, 유리섬유 등과 같
은 섬유 충진제를 첨가한다.

상기 성형재를 압축성형, 트랜스퍼성형 또는 사출성형에 의해 성형하여 성형품을 제조한다. 상기 성형품
의 굴곡강도는, 유리섬유 또는 아마섬유와 같은 섬유재료의 충진제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500~1000kgf/cm
2
(50~100N/㎜

2
)이다.

하지만, 상기 포름알데히드 성형재는 보강섬유 충진제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100N/㎜
2 
이상의 고 굴곡강도

를 가질 수 없다. 보강 섬유가 포름알데히드에 첨가될 경우, 성형재가 제조될때 보강섬유가 절단되며 성
형재가 성형될때 배향된다. 섬유를 절단 및 배향함으로써 성형품의 물리적 강도가 변화하게 되며 성형품
에 배향이 제공된다.

또한, 충진 섬유로 인해 성형재의 유동성이 저하되므로 불리하게도, 성형재가 주형의 모든 부분에 침투할 
수 없어서, 성형품이 매끄러운 표면을 가질 수 없다.

통상적인 콘크리트 부재는 공장 또는 작업장에 장치된 강철주형, 목재 주형 또는 FRP주형 내에 새로 혼합
된 콘크리트를 위치시킴으로써 제조되어 왔다. 고정 주형은 콘크리트 부재로 통합되고 제거될 필요가 없
기 때문에, 상기 콘크리트 부재는 유리하게는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의 고정주형을 사용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음이 주목된다. 고정주형을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로 제조할 경우, 전체 콘크리트 부재의 내구성이 향
상될 것이다. 콘크리트 부재는 그안에 보강 바아를 사용할 수 있다.

하지만, 강철 주형, 목재주형 또는 FRP 주형에 넣어진 통산적인 콘크리트는 내마모성 및 수밀성이 불량하
다. 또한, 보강 바아의 녹슬음으로 인해 내구성이 낮다. 이는, 콘크리트 건축의 불량 공정 또는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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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되는 콘크리트 재료의 불량한 경화로 인해 생성되는 그안의 미세균열 또는 벌집구조를 통해 콘크리트 
부재를 침투하는 염화물에 의해 야기된다.

콘크리트 자체의 특성은 콘크리트 재료에 섬유 또는 실리카 연무와 같은 혼합물을 첨가함으로써 개량될 
수 있지만, 그러한 전체 콘크리트 부재의 개량은 바람직하지 않게 값비싸다.

전체 콘크리트 부재는 내구성이 높은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의 고정주형을 사용할 경우 개량된 내구성을 가
질 수 있지만, 여전히 굴곡강도는 개량되지 않는다.

상기 프리케스트 콘크리트의 고정주형은 상대적으로 더 두껍고 무거우며, 이로 인해 그의 집성이 곤란해
진다. 결과적으로, 콘크리트 부재는 상대적으로 얇고 가벼울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굴곡강도가 높고;  내수성 및 내열성이 향상된 시멘트;  40N/㎜
2
 이상의 굴곡강도, 보다 높은 탄

성율 및 보다 향상된 내열성 및 내수성과 같이 보다 높은 물리적 특성을 갖는 시멘트 제품;  N/㎜
2
 이상 

및 바람직하게는 100N/㎜
2
  이상의 굴곡강도, 높은 탄성율 및 보다 향상된 내열성 및 내수성과 같이 보다 

높은 물리적 특성을 가지며 시멘트 성분을 포함하는 성형재;  굴곡강도가 높고 수밀성, 내약품성 및 내염
해성 또는 내후성과 같은 내구성이 높은 저렴한 콘크리트 부재;  및 굴곡강도가 높고 수밀성, 내약품성 
및 내염해성 또는 내후성과 같은 내구성이 높은 콘크리트 부재의 제조방법을 제공할 것이 요구된다.

따라서,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이 발생되는 중
합체 전구물질을 함유하는 시멘트를 제공한다.

중합체 전구물질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10~6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는 12~3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물질과 같은 포름알데
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수지 전구물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실질적으로 무수이며 경화반응에 의해 물이 발
생되는 중합체 전구물질, 및 첨가제를 함유하는 시멘트가 제공된다.

첨가제는 지방족 알콜 가용성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아크릴아미드와 같은 폴리아미드일 수 있다.

섬유재와 같은 충진제를 또한 본 발명의 시멘트에 첨가할 수 있다.

충진제를 첨가할 경우, 중합체 전구물질은 상술한 바와 동일한 비율로 혼합될 수 있지만, 혼합비율은 수
경 시멘트에 충진제가 포함될 경우 고정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
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함유하는 시멘트를 경화함으로써 제조된 시멘트 제품이 제공된다.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상술한 바와 동일한 비율로 혼합될 수 있으며, 첨가제 및/또는 충진제
가 첨가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
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함유하는 성형재가 제공된다.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5~10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는 7~6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
물질과 같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
비율은 알콜 용매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정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며 분말의 형태인 복합재료, 및 실질적
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성형재를 제조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는 복합재료,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열용융형태의 중합체 전구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성형재를 제조하는 방법
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며 분쇄 및 분급된 복합재료, 및 실질적
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열용융형태의 중합체 전구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성형재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는 복합재료,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알콜용액형태의 중합체 전구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성형재를 제조하는 방
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며 알콜이 증발된 후에 분쇄 및 분급된 
복합재료,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알콜용액형태의 중합체 전구물질을 
혼합함으로써 성형재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성형재 제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5~10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는 
7~6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
물질과 같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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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은 알콜 용매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정된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는 복합재료,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함유하는 성형재를 성형, 가열 및 경화함으로써 수
득된 성형품이 제공된다.

상기 양태에서, 복합재료는 분말의 형태일 수 있다. 이는 중합체 전구물질의 열용융 형태 내에 존재하거
나 또는 중합체 전구물질의 열 용융 형태일 수 있으며 분쇄 및 분급될 수 잇다.

그렇지 않을 경우, 중합체 전구물질의 알콜용액 형태 내에 존재하거나 또는 중합체 전구물질의 알콜용액 
형태일 수 있으며, 분쇄 및 분급될 수 잇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5~10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는 7~60중량
부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
물질과 같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
비율은 알콜 용매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정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 따라, 콘크리트체, 및 콘크리트체와 함께 통합적으로 제공되며 1종 이상의 수
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1종 이
상의 보강체를 함유하는 콘크리트 부재가 제공된다.

상기 양태에서, 보강체는 콘크리트체에 접합되거나 콘크리트체에 매몰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5~10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
물질과 같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비
율은 알콜 용매가 포함되지 않을 경우 고정된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보강체1종 이상을 성형하고, 보강체를 주형내에 위치시키고, 주
형내에 새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위치시키고 경화시켜, 보강체가 통합적으로 제공된 콘크리트 부재를 성형
함으로써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1종 이상의 보강체를 성형하고;  보강체의 고정주형을 집성하고; 
고정주형내에 새로  새로 혼합한 콘크리트를 위치시키고 경화하여 보강체가 통합적으로 제공된 콘크리트 
부재를 성형함으로써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본 발명의 또다른 양태에 따라, 콘크리트체를 성형하고;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1종이상의 보강체를 성형하고; 보강체를 
접합제에 의해 콘크리트체에 접합하여 콘크리트 부재를 성형함으로써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하는 방법이 
제공된다.

상기 콘크리트 부재의 제조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5~10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될 수 있다.

또한, 상기 양태에서 중합체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
물질과 같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상기 목적 및 특징은 본 발명의 구현예의 기재 및 첨부되는 도면으로 부터 명백해질 것이다.

본 발명은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및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
구물질을 함유하는 시멘트를 제공한다.

시멘트가,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을 함유하므로, 경화반
응에 의해 발생된 물은 수경 시멘트에 수화된다. 이에 의해 굴곡강도와 같은 물리적 강도가 더 높아지고 
복합 재료의 내수성 및 내열성이 더 향상된다.

본 발명에 사용된 수경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예:통상 포틀랜드 시멘트, 초기 고강도 포틀랜드 시멘
트 또는 중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예:포틀랜드 분사로 시멘트, 규소 시멘트 또는 플라이애쉬 시
멘트), 특수 시멘트(예:알루미나 시멘트 또는 오일 웰 시멘트)및 각종 석고와 같은 통상적인 시멘트일 수 
있다.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경화시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은 적절하게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전
구물질일 수 있다. 전구물질은 그후의 성형을 고려하여 용매에 의해 소정의 점도로 조절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은  바람직하게는  비휘발성  성분이  40~70%인  알콜용액의  형태인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물질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될 수 있는 알콜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시클로헥산올, 페놀, 크레졸, 에틸렌 글리콜, 트리메틸렌 글리콜 등
이다.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은 바람직하게는 비휘발성 성분이 10~30% 포함된 N-메틸-2-피롤리돈 또는 N,N-디메틸 
아세트아미드 등의 용매가 사용된 용액의 형태일 수 있다.

용액 형태의 중합체 전구물질 및 수경 시멘트는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해 중합체 전구물질 10~60중
량부의 혼합비율로 혼합된다. 바람직한 혼합비율은 중합체 전구물질이 12~30중량부이다. 수경 시멘트에 
충진제가 첨가될 경우,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은 충진제가 첨가된 수경 시멘트의 분말 성분 100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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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대한 것이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이 8중량부 미만일 경우, 이는 수경 시멘트와 양성 혼합될 수 없을 것이다. 
이는 또한 생성된 제품의 물리적 강도를 저하시킨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이 60중량부이상일 경우, 생성된 제품에 균열이 존재하며 물리적 강도는 최적
이 아니다. 따라서, 60중량부 이상의 중합체 전구물질은 비경제적임이 주목된다.

필요에 따라, 중합체 전구물질 및 수경 시멘트의 복합 재료에 첨가제 또는 충진제를 혼합할 수 있다. 상
기 첨가제 또는 충진제는 에리히 형 믹서 또는 원추형 믹서와 같은 통상적인 믹서에 의해 혼합될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을 경우, 바람직하게는, 압축기능, 전단 기능 또는 스
파튤라 접융 기능이 장치된 믹서에 의해 혼합될 수 있다. 상기 믹서는 혼련기, 습식 팬 밀, 원추형 로터, 
롤러 밀, 밴버리 형 믹서등일 수 있다.

혼련된 시멘트 복합재료는 롤러 성형, 압출성형, 프레스성형 또는 주입 성형에 의해 성형된다. 다음, 시
멘트 복합 재료의 중합체 전구물질을 가열 및 경화하여 소정의 형태 및 크기를 갖는 시멘트 제품을 제조
한다.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복합재로는 100~300℃ 및 바람직하게는 150~250℃의 온도에서 가열될 
수 있다.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을 포함하는 복합 재료는 300~500℃ 및 바람직하게는 350~450℃의 온도에서 
가열될 수 있다. 복합 재료를 가열하면 중합체 전구물질이 경화되고 물이 발생되어 수경 시멘트가 수화되
어, 시멘트 제품의 물리적 강도가 더 높아진다.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은 pH7 미만의 산에서 급속 경화되지만, 상대적으로 더 오랜 시간동안 
150~250℃의 온도에서 가열할 경우 pH7 이상의 알칼리 내에서도 완전 경화될 수 있다.

상기와 같은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의 경화 반응이 하기 모델 축합 반응에 의해 주로 수행되는 것이 공지
되어 있다 :

상기와 같이 발생된 물은 가열하에 수경 시멘트를 수화시켜 시멘트 수화물을 제조한다.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을 분자간 고리탈수 반응을 통해 300℃ 이상의 온도에서 가열할 경우, 폴리아미드 전
구물질이 내열성이 우수한 불용성 및 불용융성 고체로 되는 것은 공지되어 있다.

피로메리트산 골격을 갖는 폴리암산의 분자간 고리탈수 반응에 따라 내열성이 우수한 폴리아미드를 생성
하는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의 전형적인 경화반응의 예는 하기와 같다 :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의 아미드 반응에 의해 발생된 물은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의 경화반응에 의해 발생
된 물이 시멘트 수화물을 생성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열하에 수경 시멘트를 수화시킨다.

시멘트 제품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또는 폴리아미드의 강성 3차원 가교구조에 의해 형성된 결 및 상호 포
함된 시멘트 수화물을 가지며, 이로 인해 제품의 물리적 강도가 보다 높아진다.

상술한 방법으로 제조한 시멘트의 굴곡강도는 가열에 의해 더 높아지지만, 본 발명의 일부 시멘트 제품은 
가열 경화후 침수시킴으로써 그의 물리적 강도가 더 높아짐이 발견되었다.

본 발명의 시멘트는 특히 혼련에 요구되는 물을 함유하지 않지만, 예비성형을 고려하여 소량의 물을 혼합
할 수 있다. 또한, 거기에 글리세롤, 글리세롤 트리아세테이트, 폴리에틸렌 글리콜, 푸르푸랄, 디부틸 프
탈레이트, 프탈산 무수물, 스테아르산, 로진, 폴리아미드, 폴리아크릴아미드, 폴리비닐알콜 등과같은 첨
가제를 첨가할 수 있다.

특히, 폴리아미드 , 폴리아크릴아미드 또는 폴리비닐 알콜이 시멘트 제품을 개량하기 위해 바람직한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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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이다. 첨가제는 중합체 전구물질에 바로 첨가된 다음 용해 또는 분산될 수 있지만, 또한 에탄올, 메탄
올 또는 N,N-디메틸아세트아미드와 같은 용매에 용해 또는 분산시킨 다음 중합체 전구물질에 첨가할 수 
있다.

첨가제의 혼합비율은 일반적으로 중합체 전구물질 100중량부에 대해 0.5~2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는 2~12
중량부 일 수 있다.

본 발명에 사용된 폴리아미드는 알콜-가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알콜-가용성 폴리아미드는 메톡시
메틸기로 치환된 1부분이상의 수소를 갖는 아미드 결합-CONH-또는 2차 아민으로부터 제조된 아미드 결합-
CON(R)일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에 첨가된 상기 폴리아미드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또는 폴리
아미드 전구물질이 가열하에 분자간 고리탈수 반응을 통해 반응하는 것과 동일한 방법으로 가열 및 경화 
도중에 중합체 전구물질과 반응한다.

또한, 본 발명의 시멘트 복합 재료에는 필요에 따라 혼련시 충진제를 혼합할 수 있다. 충진제의 혼합비율
은 복합 재료의 2차 성형성 및 수득된 제품의 물리적 강도를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충진제는, 통상적
인 모래, 경량 골재, 목분, 분쇄 탄산칼슘, 플라스틱 또는 불연소성제로서 사용될 수 있는 수산화 알루미
늄, 무기 안료 등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시멘트 제품의 물리적 강도를 더 개량시키기 위해 입자 크기 분포가 다중법으로 조정된 수경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블로우 홀을 조정하기 위해 가압하에서 열 프레스 경화한 시멘트 제품도 사용
할 수 있다.

수지에 대한 충진제 및/ 또는 수경 시멘트의 접합력을 개량시키기 위해, 거기에 통상적인 실란 커플링제
를 첨가할 수 있다. 상기 실란 커플링제는 -아미노프로필 트리에톡시실란, -우레이도프로필 트리에톡

시실란 또는 -그리시독시프로필 트리메톡시실란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실시예 및 일부 비교예를 하기에 기재할 것이다.

[실시예 1~3]

통상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제)또는 그의 혼합물로부터 제조된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 알콜 가용성 페놀 수
지 전구물질(상표명:Shonol, Showa Highpolymer Co. Ltd., Japan 제) 23중량부 및 글리세롤 2.3 중량부를 
모르타르 믹서내에서 6분동안 혼련한다. 상기와 같이 혼련된 혼합물을 누들(knoodle) 제조기로 사용되며 
회전율이 서로 동일한 한쌍의 롤러에 약 20회 통과시켜 두께가 1.5㎜인 시트형 스트립을 제조한다. 이를 
폭이 약 25㎜이고 길이가 75㎜인 시트형 제품으로 분할한다. 10개의 시트형제품을 150℃의 온도에서 18시
간동안 가열 및 경화하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5개의 시멘트 제품에 대해 굴곡시험을 바로 수행하고 나머지 5개의 시멘트 제품에 대해서는 20℃의 물에 
3일간 침지시킨후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은 시멘트 제품이 지지되는 지지점간의 거리를 50㎜로 
하여 JIS(일본국 공업 기준)R 5021에 준하여 수행된다. 표 1은 굴곡시험의 결과를 나타낸다. 시멘트 제품
의 굴곡강도는, 이들을 150℃에서 가열한 직후(표 1에서 "직접 시험"으로 지칭함)또는 침수시킨 직후 측
정된다.

[표 1]

[실시예 4]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제)또
는  그의  혼합물  100중량부,  알콜  가용성  페놀  수지  전구물질(상표명:Shonol,  Showa  Highpolymer  Co. 
Ltd., Japan 제) 15중량부 및 글리세롤 1.5 중량부를 벤치형 혼련기내에서 6분간 혼련한다. 상기와 같이 

혼련된 혼합물을 150kgf/cm
2
의 압력하에 주입 주형내에서 성형하여, 두께가 10㎜이고, 폭이 40㎜이며 길이

가 160㎜인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시멘트 제품을 150℃에서 18시간동안 가열 및 경화하여 시멘트 제품
을 제조한다.

상기 중 5개의 시멘트 제품에 대해 바로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은 시멘트 제품이 지지된 지지점 

사이의 거리를 100㎜로 하여 JIS 5021에 준하여 수행된다. 수득된 굴곡강도는 529kgf/cm
2
이다.

[실시예 5]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한다. 알루미나 시멘트 100중량부, 알콜 가용성 페놀 수지 전구물질 
20중량부 및 글리세롤 1.8중량부를 벤치형 혼련기내에서 6분간 혼련한다. 상기와 같이 혼련된 혼합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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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공 압출 성형기로 성형하여 두께가 15㎜이고, 폭이 20㎜이며 길이가 160㎜인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시멘트  제품을  경화하여  실시예  4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수득된  굴곡강도는 

551kgf/cm
2
이다.

[실시예 6~10]

충진제로서 메톡시메틸기로 치환된 아미드 결합의 수소를 약 30% 함유하는 N-메톡시메틸-폴리아미드(상표
명:Toresin, Teikoku Chemical Industries Co., Ltd., Japan제)를 사용하고 에탄올을 추가로 사용하며, 
혼합비율을 표 2에 나타낸대로 고정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3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시멘트 제품에 대해 실시예 1~3과 동일한 방법으로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시험결과를 
표 2에 나타낸다.

[표 2]

[실시예 11~13]

충진제로서,  실시예 6~10의  N-메톡시메틸-폴리아미드(상표명:Toresin,  Teikoku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 제)에 추가하여 폴리아크릴 아미드(상표명:Acoflock N100S, Mitsui Sianamiddo Co., Ltd., 
Japan 제) 또는 폴리비닐알콜(상표명:Gosenol, Nippon Gose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 제)
을 추가로 사용하고 그의 혼합비율을 표 3에 나타낸 대로 고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1~3에서와 동일
한 방법으로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시멘트 제품에 대해, 시멘트 제품이 지지된 지지점간의 거리가 50
㎜가 되도록하여 JIS  R 5021에 준하여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시험결과를 표 3에 나타낸다.

[표 3]

[실시예 14]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
제)100중량부 및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상표명:U-varnish A, Ube Kosan Co., Ltd., Japan제)20 중량부를 
혼련하고 실시예 1~3과 동일한 방법으로 성형한다. 상기와 같이 혼련된 혼합물을 120℃에서 1시간동안, 
150℃에서 20분 동안, 200℃에서 20분 동안, 250℃에서 20분 동안 및 최종적으로 350℃에서 1시간동안 가
열 및 경화하여 시멘트 제품을 제조한다.

시멘트 제품에 대해 바로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은 시멘트 제품이 지지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

㎜로 하여 JIS  R 5021에 준하여 수행된다. 수득된 굴곡강도는 402kgf/cm
2
이다.

[실시예 15~18]

실시예 6 및 9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수득된 시멘트 제품을 200℃에서 18시간동안 또는 300℃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한다.

시멘트 제품에 대해 실시예 1~3과 동일한 방법으로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시험에서, 시멘트 제품의 굴곡
강도를 가열전, 가열후 및 침수후에 측정하여 이들을 비교한다. 시험결과를 표 4에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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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비교예 1 및 2]

두께가 약 4㎜이고 굴곡강도가 높은 특정 일본국 회사에서 시판되는 시멘트 제품을 9조각으로 나누고, 그
중 3조각에 대해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시멘트 제품의 내열성을 측정하기 위해, 나머지 3조각을 각각, 200℃에서 18시간 동안 및 300℃에서 6시
간동안 가열한 다음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은 시멘트 제품이 지지된 지지점간의 거리를 50㎜로 하여 JIS  R 5021에 준하여 수행한다. 굴곡
시험의 결과를 표 5에 나타낸다.

[표 5]

본 발명의 실시예 1~18의 시멘트 제품은 비교예 1 및 2의 시멘트 제품과 비교하여 굴곡강도가 더 높고 내
열성 및 내수성이 더 양호하다.

본 발명은 또한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실질적으로 무수이고 경화반응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중합체 
전구물질, 및 필요에 따라 첨가제 및/또는 충진제를 함유하는 성형재를 제공한다. 성형재에는 실질적으로 
물이 첨가되지 않는다.

본 발명의 성형재는 보강 섬유를 충진하지 않더라도 50N/㎜
2
 이상 및 일부 실시예에서는 100N/㎜

2 
이상의 

굴곡강도를 갖는다.

성형재는, 열 용융형태로 복합재료를 혼합한 다음 이를 분쇄 및 분급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형재는 중합체 전구물질의 알콜용액의 형태로 복합재료를 혼합한 다음, 알콜을 증발
시키거나 증발시키지 않고 분쇄 빛 분급함으로써 제조될 수 있다.

사용된 중합체 전구물질은 바람직하제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이지만,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은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물질, 또
는 실질직으로 무수이고 가열 및 경화에 의해 물을 발생시킨다. 이는 전구물질이 잡재적으로 물을 포함함
을 의미한다. 본 발명에서, "실질적으로 무수"는 중합체 전구물질의 수분 함량이 수경 시멘트의 중량에 
대해 5% 미만, 바람직하게는 4% 미만 및 가장 바람직하게는 2% 미만임을 의미한다. 수분 함량은 칼-피셔
법으로  측정할  수  있다(Analytical  Chemistry  Manual  issued  by  Association  of  Japan  Analytical 
Chemistry in 1971, p 31및 32). 중합체 전구물질의 수분함량이 5%를 초과할 경우 수경 시멘트는 성형재
를 제조 또는 저장하는 도중에 경화 또는 풍화되어, 성형품의 물리적 강도가 저하된다.

본 발명의 성형재에 사용되는 수경 시멘트는, 상술한 본 발명의 시멘트 복합재료에 사용되는 것과 동일할 
수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 특수 시멘트 및 각종 석고와 같은 통상적인 시멘트일 수 있다.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수경 시멘트는 시판품을 사용할 수 있으며, 다중법으로 입자
분포를 조정하거나 입자형태를 둥글게하여 성형재의 물리적 강도 또는 유동성을 개량시킨다.

본 발명의 성형재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은 성형품의 성형가공성 및 그외의 특성에 따라 수경 
시멘트와 혼합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에 대
해 5~10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는 7~60중량부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이 5중량부 미
만일 경우, 상기 성분의 혼합조건 및 성형재의 유동성이 저하되며 제조된 성형품에 결함이 생긴다. 100중
량부 이상일 경우, 성형품에는 불리하게 균열이 발견되며 물리적 강도가 최적이 아니다. 포름알데히드 수
지 전구물질의 혼합비율은 알콜을 포함하지 않을 경우 고정된다.

본 발명의 성형재에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아크릴과 같은 산 아미드 결합을 갖
는 중합체 첨가제를 혼합하여 성형품의 특성을 개량시킨다.

일반적으로, 첨가제의 혼합비율은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 100중량부에 대해 0.5~3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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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2~20중량부일 수 있다. 0.5중량부 미만을 경우, 성형품의 특성이 개량되지 않는다. 또한 30 중량부 이
상일 경우, 성형품의 특성이 경제적으로 증가하지 않는다.

첨가제는 바람직하게는 혼합되기 전에 미세 분쇄된다. 알콜을 이용하여 혼합할 경우, 폴리아미드는 알콜 
가용성인 것이 바람직하다. 상기 알콜 가용성 폴리아미드는, 메톡시메틸기로 치환된 1 부분이상의 수소를 
갖는 아미드 결합-CONH-또는 2차 아민으로부터 제조된 아미드 결합-CON(R)-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성형재에는 상술한 폴리아미드 이외에도, 통상적인 윤활제, 실란 커플링제 또는 착색제와 같은 
그외의 첨가제를 혼합할 수 있다. 윤활제는 글리세롤, 글리세롤 트리아세테이트, 프탈산 무수물, 푸르푸
랄, 알킬 페놀, 스테아르산 아연,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로진 등일 수 있다. 실란 커플링제는 -아미노

프로필 트리에톡시실란, -우레이도프로필 트리에톡시실란 또는 -그리시독시프로필 트리에톡시실란일 

수 있다. 착색제는 아닐린 블랙, 카본 블랙 또는 산화 티타늄과 같은 유기 또는 무기 안료일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의 성형재는 충진제와 혼합될 수 있다. 그러한 충진제는 목분, 펄프, 코튼플락, 석분, 분쇄 
탄산칼슘, 수산화 알루미늄, 모래, 경량골재, 유리섬유, 탄소섬유 등과 같은 통상적인 것일 수 있다. 중
합체 전구물질의 혼합비율는 충진제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한다.

이제, 본 발명의 성형재의 제조방법을 기재할 것이다.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 수경 시멘트 및 첨가제를 상기 성분들이 균일하게 분산되도록 혼합하여 본 발명
의 성형재를 제조한다. 이들은 모르타르믹서, 혼련기, 혼합기 또는 롤러기와 같은 통상적인 혼합기에 의
해 혼합될 수 있다. 적절한 혼합기는 바람직하게는 하기 기재한 성분의 혼합비율에 따라 선택될 수 있다.

제1혼합계에서는 분말 형태의 성분을 혼련기, 모르타르 믹서 또는 혼합기와 같은 통상적인 냉각혼합기에 
의해 실온에서 혼합할 수 있다. 상기 성분들이 분산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상기 성분들은 
메탄올과 또는 에탄올 같은 소량의 용매에 미세 분쇄 또는 분산될 수 있다. 분말 형태의 혼합물을 필요에 
따라 건조시켜 성형재를 수득할 수 있다.

제2혼합계에서는 용융형태의 성분들을 밴버리 형 믹서, 혼련기 또는 열 롤러기와 같은 통상적인 가열 혼
합기에 의해 가열 혼합하여, 이를 증기히터 또는 전기 히터로 가열한다. 성분이 가열되는 온도는, 포름알
데히드 전구물질은 완전히 용융되지만 이를 메틸렌으로 변환시키는 반응은 유의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고
정된다. 일반적으로, 바람직한 온도는 80~150℃이다. 150℃를 초과할 경우, 성분들이 완전히 혼합되기 전
에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이 지나치게 경화된다.

성분을 가열 혼합함으로써 수득한 혼합물을 건조, 분쇄 및 분급하여 성형재를 제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
우, 성분들을 가열혼합함으로써 수득된 혼합물은, 성형품 제조시의 성형법 및/ 또는 제품형태 때문에 분
쇄 및 분급하지 않고 성형재로서 사용된다.

제3혼합계에서는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의 알콜용액의 형태인 성분을 혼련기, 밴버리형 믹서, 모르타르 
믹서 또는 2-롤러기와 같은 통상적인 혼합기로 혼합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상기 혼합은 실온에서 수행되지만, 성분이 알콜에 완전히 분산되었을 경우 알콜의 증발을 강
화시키기 위해 알콜을 그의 비등점 부근으로 가열하면서 수행될 수 있다.

성형재에 사용된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은 알콜 가용성이며 알콜용액중에서 사용된다. 사용된 알콜의 양
은 성분들의 분산효과 및 성형재의 성형가공성을 고려하여 결정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20~80%의 비휘
발성 성분을 갖는 알콜용액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성형재에 사용될 수 있는 알콜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시클로헥산올, 페놀, 크
레졸, 에틸렌 글리콜, 트리메틸렌 글리콜 등일 수 있다.

성분들을 혼합함으로써 수득된 혼합물을 필요에 따라 건조시켜 알콜을 증발시키고, 분쇄 및 분급하여 성
형재를 제조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성분들을 혼합하여 수득한 혼합물은, 성형품제조시의 성형법 및/또
는 제품 형태 때문에 분쇄 및 분급하지 않고 성형재로서 사용된다.

상기와 같이 수득된 성형재는 압축성형, 트랜스퍼성형, 사출성형, 압출성형, 유입성형(주입성형)등에 의
해 성형될수 있으며 성형 도중 또는 후에 가열하여 성형품을 제조할 수 있다. 가열온도는 100~300℃ 일수 
있으며 바람직하게는 150~250℃이다. 가열함으로써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이 경화되며 물이 발생하
여, 수경 시멘트가 탈수되어 보다 높은 물리적 강도를 수득하게 된다. 이러한 보다 높은 물리적 강도는 
발생된 소량의 물에 의해 야기된, 수지와 가교결합한 알루미늄 이온에서 기인한다.

상술했듯이,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이 중합체 전구물질로서 사용되지만, 폴리아미드 전구물질도 중
합체 전구물질로서 사용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본 발명에 의해 제조된 성형품을 각종 용도에 응용할 수 있다. 이들은 선체, 배부품, 팔레트 등과 같은 
운송 분야, 계기상, 절연부품, IC봉인제, 파라볼라안테나, 인쇄 회로판, 사무자동화 기기용 플로어 등과 
같은 전자 및 전기분야, 콘크리트 보강재, 콘크리트 주형, 초강력 복합재료 주형과 같은 복합재료 주형, 
포장재, 타일, 물탱크, 지붕재(지붕타일, 지붕 슬레이트 및 기타), 내부 또는 외부 벽재, 천정재, 칸막이 
벽재, 도로용관, 캡슐하우스, 경량 맨홀, 부엌 카운터 또는 세척 스탠드와 같은 인조 대리석 제품과 같은 
토목공학 또는 건축분야, 탱크, 파이프, 파이프 덮개 등과 같은 화학공업 분야, 및 전동장치 등과 같은 
일반 기계 분야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성형재의 일부 실시예 및 하나의 비교예를 하기에 기재할 것이다.

[실시예 19 및 20]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제), 
페놀수지 전구물질(상표명:Shonol BRG-558, Showa Highpolymer Co., Ltd., Japan제), 헥사메틸렌 테트라
민, 스테아르산 아연, 푸르푸랄 및 착색제(상표명:BAYERTITAN, Bayer Japan Co., Ltd., Japan제)를 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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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110℃로 가열된 고무용 롤러밀로 혼합한다. 롤러의 회전율을 1:1.3으로 고정시키다. 칼-피셔법으
로 측정한 페놀 수지 전구물질의 수분 함량은 0.1%이다.

롤러밀의 롤러상에 감긴 반죽 혼합물을 롤러에서 제거하고 스테인레스스틸 모르타르내에서 분쇄하여 성형

재를 제조한다. 성형재를, 120℃에서 유지시킨 다이내에 충진시키고 10N/㎜
2 
하에서 압축성형한다. 그후, 

다이온도를 180℃로 상승시키고 이온도에서 6시간동안 유지시켜, 두께가 약 3㎜인 시트형 성형품을 제조
한다.

시트형 성형품을 폭이 15㎜이고 길이가 80㎜인 10개의 조각으로 나눈다. 그중 5조각에 대해 바로 굴곡시
험을 수행하고, 나머지 5조각은 20℃의 물에 7일간 침지시킨 후에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은 조각
이 지지되는 지지점간의 거리를 60㎜로 하여 양분점 부하법에 의해 수행된다. 굴곡 탄성율은, 시험편 중
앙에서의 굴곡율을 측정함으로써 결정된다.

실시예 19 및 20의 조성을 표 6a에 나타내며 시험결과는 표 6b에 나타낸다.

[표 6a]

[표 6b]

[실시예 21]

스테인레스  스틸  모르타르내에서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제)  및  페놀수지 전구물질(상표명:Shonol  BKM-2260,  Showa  Highpolymer 
Co., Ltd., Japan제)을 분쇄하고, 거기에 분말형태의 스테아르산 아연을 모르타르 믹서내에서 4분간 첨가
하여 성형재를 제조한다. 칼-피셔법으로 측정한 페놀 수지 전구물질의 수분 함량은 4.5%이다. 성형재를 
성형하여 실시예 19 및 20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시험편을 제조한다.

실시예 21의 조성을 표Ⅵ-Ⅰ에 나타내며 시험결과는 표Ⅵ-Ⅱ에 나타낸다.

[실시예 22~25]

통상  포틀랜드  시멘트,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제), 페놀수지 전구물질(상표명:Shonol BRS-330, Showa Highpolymer Co., Ltd., 
Japan제, 비휘발성 성분을 60.6% 함유하며 수분함량이 1.3%이다), 메톡시메틸기로 치환된 1부분 이상의 
수소를  갖는  아미드  결합-CONH-를  포함하는  폴리아미드(상표명:Toresin,  Teikoku  Chemical  Industries 
Co., Ltd., Japan제)를 모르타르 믹서내에서 2분간 배합 및 예비 혼합한다. 다음, 롤러 1쌍의 회전율이 
1:1.2인 고무용 롤러밀내에서 4분간 혼합한다.

롤러밀의 롤러상에 감긴 반죽 혼합물을 롤러로부터 제거하여 두께가 약 2㎜인 시트형 성형재를 제조한다. 

시트형 성형재를 6N/㎜
2
의 압축응력하에 80℃의 다이내에서 압축성형하고 200℃에서 15시간동안 가열하여 

시트형 성형품을 제조한다.

시트형 성형품을 폭이 25㎜이고 길이가 100㎜인 10개의 조각으로 나누고, 이에 대해 실시예 19 및 20에서
와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다. 

실시예 19 및 20의 조성은 표 7a에 나타내며, 시험결과는 표 7b에 나타낸다. 시험편에 대해 Ⅹ-선 회절을 
수행하였으며 시멘트수화물에서는 피크가 발견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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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a]

[표 7b]

[실시예 26~29]

실시예 23의 성분에 추가하여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로서 알콜용액의 형태인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Mitsui Toatsu Chemicals, Inc., Japan 제, 비휘발성 성분 74.6%를 함유하며 수분 함량이 4.3%이다) 및 
첨가제로서 폴리아크릴아미드를 표 8a에 나타낸 조성으로 혼합한다. 성분들을 벤치형 혼련기내에서 2분간 
예비 혼합한 후, 이를 롤러 1쌍의 회전율이 1:1.2인 고무용 롤러밀내에서 4분간 혼합한다.

롤러밀의 롤러상에 감긴 반죽 혼합물을 롤러에서 제거하여 두께가 약 3㎜인 시트형 성형재를 제조한다. 
시트형 성형재를 두께가 약 1.5㎜가 될때까지 회전율이 1:1인 롤 밀을 통해 수회 압연하고 200℃에서 15
시간동안 가열하여 시트형 성형품을 제조한다. 시트형 성형품을 폭이 25㎜이고 길이가 100㎜인 10개의 조
각으로 분할하여 이에 대해 실시예 19 및 20과 동일한 시험을 수행한다.

실시예 26~29의 조성은 표 8a에 나타내며 시험결과는 표 8b에 나타낸다.

[표 8a]

[표 8b]

[실시예 30 및 비교예 3]

실시예 27의 성형품을 300℃에서 6시간 동안 가열하고 굴곡시험을 수행하여 내열성을 측정한다. 비교예로
서, 특정 일본국 회사에서 시판하며 굴곡강도가 높은 두께 약 4㎜의 성형품을 폭이 25㎜이고 길이가 75㎜
인 조각으로 분할하여 동일한 온도에서 동일한 시간 동안 가열하여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표 9는 시험의 굴곡강도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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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실시예 19~30의 성형품이 비교예 3의 성형품과 비교하여 높은 굴곡강도 및 탄성율을 가지며, 보다 양호한 
내열성 및 내수성을 가지는 것이 주목된다.

본 발명은 또한 콘크리트체, 및 콘크리트체의 표면상에 또는 콘크리트체 내에 처리된 보강체를 갖는 콘크
리트 부재를 제공한다. 보강체는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 실질적으로 무수이며 경화반응에 의해 수분을 
발생시키는 포름알데히드 전구물질 또는 폴리아미드 전구물질과  같은 중합체 전구물질, 및 필요에 따라 
첨가제 및/또는 충진제를 함유한다.

보강체는 매몰법 또는 고정 주형법과 같은 각종 방법에 의해 콘크리트체상 또는 내에 처리될수 있으며, 
이는 상세히 설명될 것이다.

본 발명의 보강체에 사용되는 수경 시멘트는, 실시예 1~30과 관련하여 기재된 본 발명의 시멘트 복합재료 
또는 성형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할 수 있는 포틀랜드 시멘트, 혼합 시멘트, 특수 시멘트 및 각종 석고와 
같은 통상적인 시멘트일 수 있다.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사용할 수 있다.

중합체 전구물질은 바람직하게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이지만, 폴리아미드 전구물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보강체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은, 실질적으로 수분을 함유하지 않지만 가열 
및 경화에 의해 물을 발생시키는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소 수지 전구물질일 
수 있다.

본 발명의 보강체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은 알콜 가용성이며 알콜 용액중에서 사용된다. 
본 발명의 보강체에 사용되는 알콜은 메탄올, 에탄올, 프로판올, 부탄올, 시클로헥산올, 페놀, 크레졸, 
에틸렌 글리콜, 트리메틸렌 글리콜등 일수 있다.

본 발명의 보강체에 사용되는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은 보강체의 성형가공성 및 기타 특성에 따라 
수경 시멘트와 혼합된다. 일반적으로,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의 혼합 비율은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
당 5~100중량부(알콜 제외)일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의 혼합 비율이 5중량부 미만일 경우, 
성분들의 혼합조건은 악화될 것이며 보강체는 결함을 갖는다. 100중량부 이상일 경우, 보강체는 불리하게
는 균열이 생기며 물리적 강도가 최적이 아니다.

본 발명의 보강체에 바람직하게는 예를 들어 폴리아미드 또는 폴리아크릴과 같은 산 아미드 결합을 갖는 
중합체인 첨가제를 혼합하여 보강체의 특성을 개량시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첨가제의 혼합비율은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100중량부당 0.5~30중량부 및 바람직하게
는 2~20중량부일 수 있다. 0.5중량부 미만일 경우 보강체의 특성이 전혀 개량되지 않는 반면, 30중량부 
이상일 경우에는 보강체의 특성이 경제적으로 개량되지 않는다(실시예 1~30과 관련하여 기재된 본 발명의 
시멘트 및 성형품과 동일한 양태임).

본 발명의 보강체에는 상술한 폴리아미드에 추가하여, 통상적인 윤활제, 실란 커플링제 또는 착색제와 같
은 그외의 첨가제를 혼합할 수 있다. 윤활제는 글리세롤, 글리세롤 트리아세테이트, 프탈산 무수물, 푸르
푸랄, 알킬 페놀, 스테아르산 아연, 스테아르산 마그네슘, 로진 등일 수 있다. 실란 커플링제는 -아미

노프로필 트리에톡시실란, -우레이도프로필 트리에톡시실란 또는 -그리시독시프로필 트리메톡시실란일 

수 있다. 착색제는 아닐린 블랙, 카본 블랙 또는 산화 티타늄과 같은 유기 또는 무기 안료로 제조될 수 
있다. 상기 첨가제들은 실시예 1~30과 관련하여 본 발명의 시멘트 및 성형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하다.

또한, 본 발명의 보강체는 실시예 1~30의 시멘트 및 성형재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목분, 펄크, 코튼플락, 
석분, 분쇄 탄산칼슘, 수산화알루미늄, 모래, 경량 골재, 유리 섬유, 탄산 섬유 등과 같은 통상적인 충진
제와 혼합될 수 있다.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 수경 시멘트 및 필요에 따라 첨가제 및/또는 충진제를 모르타르 믹서, 혼합
기, 혼련기 또는 열 롤러기내에서 분말, 페이스트 또는 시트의 형태로 혼합한다.

다음, 이들을 소정의 현태로 성형하고 가열 및 경화한다. 혼합물을 건조, 분쇄 및 분급하여 보강체용 재
료를 제조하여, 이를 압축성형, 압출성형 또는 사출 성형에 의해 성형할 수 있다. 가열온도는 100~300℃ 
및 바람직하게는 150~250℃일 수 있다.

본 발명의 콘크리트 부재 제조방법을 첨부되는 도면을 참고로 하여 기재할 것이다.

제1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본 발명의 한 양태에 따라 제조된 콘크리트 부재(1)은 콘크리트체(2), 및 콘
크리트체(2)의 양 표면상에 통합적으로 고정된 2개의 보강체(3)으로 구성된다. 오직 1개의 보강제품(3) 
만이 콘크리트체(2)의 한 표면상에 고정될 수 있음이 주목되어야 한다. 보강체 또는 보강체류는 상술한 
바와 같은 구조물이다.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강체(3)는 주형(4)의 내부 기저부상에 위치시킬 수 있으며, 새로 혼합된 콘
크리트는 주형(4)에 위치시키고 경화시켜, 보강체(3)와 통합적으로 결합된 보강체(2)를 제조할 수 있다.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보강체(3)는 접합제(5)에 의해, 새로 혼합된 콘크리트가 위치한 주형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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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 성형된 콘크리트체(2)의 표면에 접합될 수 있다.

제4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콘크리트체(2)는 새로 혼합된 콘크리트가 위치한 고정주형(6)내에서 성형될 수 
있다. 고정주형(6)는 목재 또는 금속재의 플레이트형 주형부 및 보강체(3)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는 보강체의 박스형 주형부로 구성된다.

콘크리트체(2)를 제조한 후, 콘크리트체(2)에서 플레이트형 주형부만을 제거한다. 보강체의 박스형 주형
부(8)을 경화된 콘크리트체(2)상에 통합적으로 고정시킨다. 플레이트형 주형부(7)상의 박스형 주형부(8)
을 지지하기 위해, 박스형 주형부(8)이 압력으로 인해 고정주형(6)에 위치한 새로 혼합된 콘크리트로부터 
낙하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하는 지지부재(9)가 제공될 수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제5도에 나타낸 바와같이 보강제품(3)을 주형(4)에 위치시켜 나타내지 않은 스페이서
에 의해 보강제품(3)과 주형(4)의 내부 기저부의 간격을 띄운다. 따라서, 콘크리트체(2)가, 통합적으로 
처리된 보강체(3)를 가지는 것이 주목된다.

본 발명의 콘크리트 부재에 사용되는 보강체는 표면 처리를 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바람직하게는 콘크리
트체가 위치할 그의 표면상에 조도를 부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콘크리트체가 고정되는 그의 표면상에 에폭시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등의 접
합제를 함유할 수 있으며, 새로 혼합된 콘크리트를 위치시키기 전에 라텍스 또는 유제의 형태인 스티렌-
부타디엔 공중합체, 아크릴로니트릴-부타디엔 공중합체, 에틸렌-비닐 아세테이트 공중합체 등을 피복함으
로써 그의 표면상에 피복층을 형성시킬 수 있다.

놓여질 새로 혼합된 콘크리트는 통상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고강도 콘크리트, 수지 콘크리트 또는 그
의 모르타르 일 수 있지만, 특정 콘크리트로 제한되지 않는다.

또한, 본 발명의 콘크리트 부재는 본 발명의 보강체와 함께 처리된 통상적인 보강 바아를 가질 수 있다.

본 발명의 콘크리트 부재의 일부 실시예를 하기에 기재할 것이다.

[실시예 31]

알루미나  시멘트(상표명:DENKA  Alumina  Cement  No.  1,  Denki  Kagaku  Kogyo  Kabushiki  Kaisya, Japan
제)100중량부,  페놀수지  전구물질(상표명:Shonol  BRS-330,  비휘발성  성분을  60.6%  함유,  Showa 

Highpolymer Co., Ltd., Japan제) 21.6중량부, 메톡시메틸기로 치환된 아미드 결합의 수소를 30% 함유하
는 N-메톡시메틸 폴리아미드(상표명:Toresin, Teikoku Chemical Industries Ltd., Japan제) 1.4중량부 및 
글리세롤 2.3중량부를 모르타르 믹서내에서 2분간 배합 및 예비 혼합한다.

다음, 이들을 회전율이 1:1.3인 고무용 롤러밀내에서 4분동안 혼합한다. 롤러밀의 롤러상에 감긴 반죽 혼
합물을 롤러로부터 제거한다.

다음, 회전율이 1:1인 롤러기를 통해 수회 통과시키고 개질시켜 두께가 2㎜인 시트형 제품을 제조하고, 
이를 200℃에서 18시간 동안 가열하여 보강 제품을 제조한다.

제2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께가 2㎜이고 폭이 40㎜이며 길이가 160㎜인 보강체를 두께가 40㎜이고 폭
이 40㎜이며 길이가 160㎜인 강철 주형의 내부 기저부에 위치시킨 후, 표 10에 나타낸 새로 혼합한 통상 
콘크리트를 강철 주형에 위치시킨다.

콘크리트를 넣은지 24시간이 경과했을때, 콘크리트 부재를 65℃의 증기대기내에서 4시간동안 방호시켜 완
전한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한다.

제조한지 7일된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JIS 5201에 준하여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의 결과로,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는 17.7N/㎜
2
이고, 이는 동일한 조건상에서 제조된 통상 콘

크리트만으로 제조된 통상적인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인 9.5N/㎜
2
의 약 1.9배임이 밝혀졌다.

[표 10]

* 입자직경이 5㎜미만인 분쇄 모래

* 입자직경이 5∼10㎜인 분쇄 석분

[실시예 32]

크기가 40㎜×40㎜×160㎜이고 표 10에 나타낸 조성을 갖는 통상 콘크리트를 성형하고 65℃의 증기대기내
에서 4시간동안 방호 및 경화한다. 7일 경과후의 통상 콘크리트는 제3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에폭시 수지 
접합제에 의해 그의 기저부에 접합된 실시예 31의 보강체를 함유하여 콘크리트 부재가 제조된다. 접합제
를 경화시킨 후,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JIS 5021에 준하여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의 결과로서,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는 16.4N/㎜
2
이며, 이는 동일한 조건상에서 제조된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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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만으로 제조된 통상적인 콘크리트부재의 굴곡강도인 9.5N/㎜
2
의 약 1.7배임이 밝혀졌다.

[실시예 33]

제4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두께가 2㎜이고 폭이 40㎜이며 길이가 160㎜인 실시예 31의 보강체로 제조된 
박스형 주형부는 강철판상의 지지재에 의해 지지시키고 그의 말단을 합판에 의해 분할하여 고정주형을 제
조한다. 상기 고정주형내에 표  10의 통상모르타르를 위치시키고, 이를 65℃의 증기대기내에서 24시간동
안 방호시켜, 통합적으로 결합된 보강체를 갖는 두께 15㎜, 폭 40㎜ 및 길이 160㎜인 콘크리트 부재를 제
조한다. 7일 경과후의 콘크리트 부재에 대해 JIS 5201에 준하여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의 결과로서,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는 45.4N/㎜
2
이며, 이는 동일한 조건상에서 제조된 통상 

모르타르만으로 제조된 통상적인 부재의 굴곡강도인 13.6N/㎜
2
의 약 3.3배임이 밝혀졌다.

[실시예 34]

위치되는 재료로서, 통상 콘크리트 대신에 경량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32에서와 동
일한 방법으로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 및 시험한다.

굴곡시험의 결과로서,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는 17.8N/㎜
2
이며, 이는 동일한 조건상에서 제조된 경량 

모르타르만으로 제조된 통상적인 부재의 굴곡 강도인 3.6N/㎜
2
의 약 4.9배임이 밝혀졌다. 실시예 34의 콘

크리트 부재의 비중은 1.69이며, 이는 상기 콘크리트 부재가 가벼움을 의미한다.

[실시예 35]

제5도에 나타낸 강철 주형내에 보강체를 위치시키는 것을 제외하고 실시예 3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콘
크리트 부재를 제조한다. 보강체는 가열전에 그안에서 직경이 10㎜(피치:20㎜)인 원형 기구부를 제조한 
후 가열함으로써 제조된다. 보강체는 두께 15㎜, 폭 200㎜ 및 길이 200㎜인 강철 주형내에서 나타내지 않
은 스페이서에 의해 지지된다.

강철 주형내에 표 10의 통상 모르타르를 위치시키고, 24시간이 경과했을때 이를 65℃의 증기대기내에서 4
시간동안 방호시켜 완전한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한다. 이로부터 7일후 콘크리트 부재를 폭 40㎜ 및 길이 
200㎜인 조각으로 절단하여 JIS 5201에 준하여 굴곡시험을 수행한다.

굴곡시험의 결과로서,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는 19.7N/㎜
2
이며, 이는 동일한 조건상에서 제조된 모르타

르만으로 제조된 통상적인 콘크리트 부재의 굴곡강도인 13.6N/㎜
2
의 약 1.5배임이 밝혀졌다.

[실시예 36]

두께 40㎜, 폭 40㎜ 및 길이 160㎜인 콘크리트 부재를 실시예 31에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다. 보강
체를 80℃에서 건조시킨 후, 보강체의 표면을 제외하고 콘크리트 부재의 표면을 에폭시수지로 피복한다. 
상기와 같이 수득된 콘크리트 부재를 1개월간 침수시킨 후, 수분 흡수율을 측정한다. 다음, 이를 5% 염산
용액에 침지시켜 부식 상태를 관찰한다.본 발명의 보강체를 함유하지 않는 통상적인 콘크리트 부재를 동
일한 방법으로 시험한다.

시험결과로서, 실시예 36의 콘크리트 부재의 수분 흡수율은 0.5%이며 5% 염산용액에 침지시킨 후에 표면
의 부식은 관찰되지 않았다. 한편, 동일한 조건상에서 제조된 콘크리트만으로 제조된 통상적인 콘크리트 
부재의 수분 흡수율은 3.4%이며 통상적인 부재의 페이스트는 5% 염산용액에 침지시킨 후에 부식되었다. 
통상적인 콘크리트 부재는 거친 표면을 갖는다.

실시예 31~36으로부터 알수 있듯이, 본 발명의 콘크리트 부재는 굴곡강도가 높으며, 결과적으로 단면적이 
감소되며 경량이 수득된다. 거기에 추가하여, 이는 수밀성, 내약품성 및 내후성 또는 내염해성과 같은 내
구성을 갖는다.

본 발명의 콘크리트 부재는, 벽각, 기둥, 대들보, 바닥재, 외벽재, 내부 사상재료와 같은 건설 분야용 재
료, 운하, 교량, 포장재, 터널, 탱크 및 난간타이와 같은 토목공학 분야용 재료, 공작기계용 기재, 프레
스 다이등과 같은 기계분야용 재료에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일부 구현예를 첨부되는 도면을 참고 및 참고하지 않고 기재 및 예시했지만, 당해분야의 전문
가는 이들이 예로서 존재하며 본 발명의 범위 및 요지에서 벗어나지 않는한 각종 변화 및 변경이 될 수 
있음을 이해할 것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1종 이상의 수경 시멘트를 함유하며, 중합체 전구물질이 실질적으로 물을 함유하지 않지만 경화반응에 의
해 물을 발생시킴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2 

제1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이 상기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10-60 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3 

제2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이 상기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12-3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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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4 

제1 내지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이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5 

제4항에 있어서, 상기 포름알데히드 수지 전구물질이 페놀 수지 전구물질, 멜라민 수지 전구물질 또는 요
소 수지 전구물질중 1종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6 

제1 내지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이 폴리이미드 전구물질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7 

제1 내지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첨가제를 추가로 함유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8 

제1 내지 3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충진제를 추가로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9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첨가제가 폴리아미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10 

제9항에 있어서, 상기 폴리아미드가 지방산 알콜 가용성 폴리아미드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
멘트.

청구항 11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첨가제가 폴리아크릴아미드 또는 폴리비닐알콜임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12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첨가제가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 100중량부당 0.5-2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됨을 특징
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13 

제7항에 있어서, 상기 첨가제가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 100중량부당 2-12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됨을 특징으
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14 

제1항의 시멘트를 경화함으로써 제조됨을 특징으로 하는 복합재료 함유 시멘트.

청구항 15 

제1항의 시멘트 복합재료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16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이 상기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5-10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17 

제15항에 있어서,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이 상기 수경 시멘트 100중량부당 7-60중량부의 비율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18 

제15 내지 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재료가 분말 형태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19 

제15 내지 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재료가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의 열용융형태로 혼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20 

제19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재료가 분쇄 및 분급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21 

제15 내지 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복합재료가 상기 중합체 전구물질의 알콜용액의 형태로 혼
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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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2 

제21항에 있어서, 상기 알콜이 증발된 상기 복합재료가 분쇄 및 분급됨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23 

제15 내지 17항중 어느 한 항에 있어서, 상기 첨가제가 산-아미드 결합을 갖는 중합체임을 특징으로 하는 
성형재.

청구항 24 

복합재료를 혼합하는 단계, 및 경화반응에 의해 수분을 발생시키면서 복합재료를 경화하는 단계로 구성됨
을 특징으로 하는 제15항의 성형재의 제조방법.

청구항 25 

제15항의 성형재를 성형, 가열 및 경화함으로써 수득된 성형품.

청구항 26 

콘크리트체(2), 및 제1항의 시멘트를 함유하며 상기 콘크리트체와 통합적으로 제공되는 1종 이상의 보강
체(3)를 함유함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재.

청구항 27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체가 상기 콘크리트체에 접합됨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재.

청구항 28 

제26항에 있어서, 상기 보강체가 상기 콘크리트체내에 제공됨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재.

청구항 29 

제1항의 시멘트를 함유하는 1종 이상의 보강체를 제조하는 단계;  상기 보강체를 주형내에 위치시키는 단
계(4; 5);  및 상기 주형내에 새로 혼합된 콘크리트를 위치시키고 경화시켜 콘크리트 부재를 제조하는 단
계로 구성됨을 특징으로 하는 콘크리트 부재의 제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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