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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sis on properties of water absorption and chloride penetration 

according to moisture content in cement mortar.

요  약

본 연구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함수 상태에 따라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수분거동인 물흡수량, 물흡

수속도  침투깊이 특성을 고찰하는데 그 목 이 있다.

 

1. 서   론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하시키는 열화 상은 주로 수분(물)을 매개로 한 물질이동에 많은 향을 

받으며, 이러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내부로의 수분거동은 크게 물흡수량, 물흡수속도  침투깊이

로 표 할 수 있다. 

2. 사용재료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로는 국내 S사의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와 KS L 5100에서 규정된 주문진 

표 사를 사용하 으며, 모르타르의 배합비  압축강도는 표 1과 같다. 물흡수량  염화물 침투깊이 

시험은 KS F 4926에 규정된 방법을 용하여 그림 1  2와 같이 하여 시간경과에 따라 물흡수량 변

화를 측정하고, 질산은 수용액을 이용한 발색차로 염화물 침투깊이를 측정하 다.   

표 1. 배합비  사용재료

배합비
W/C

(%)
시멘트 잔골재

압축강도

(MPa)

1 : 3

(질량비)
50 OPC

주문진 

표준사
24.6

그림 1. 물흡수 시험  그림 2. 염화물 침투 깊이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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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고찰

 3.1 물흡수계수

그림 3은 시멘트 모르타르의 상하 타설 방향인 윗면과 아래면의 부 별 시간경과(h0.5;√t)에 따른 

물흡수량을 나타낸 그래 이다. 반 으로 윗면의 경우가 아래면의 경우보다 흡수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험체 제작시 아래면의 경우 다짐이 양호하고 실한 반면 윗면은 블리딩 상 등에 

의해 모세  공극이 큼에 따른 것으로 단된다. 

물흡수 속도를 나타내는 물흡수계수의 경우 윗면은 0.0493으로 나타났으며 아래면은 0.0654로 나타

나 아래면이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술한 것과 같이 블리딩 상에 의해 아래면의 경우 

쪽 부 의 모세  공극이 큼에 따라 지속 으로 물흡수가 발생하여 나타난 결과로 단된다. 한 

물흡수계수 평가시 기 1시간 이내에서 물흡수 속도가 매우 빠르며 24시간 이후에는 물흡수 속도가 

느려지는 것으로 나타나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흡수계수 평가를 한 측정의 시간 범 는 1시간 경과 

후부터 24시간 이내에서 평가하는 것이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3.2 염화물 침투 깊이

그림 4는 시멘트 모르타르의 함수 상태인 기 건조 시험체과 표면건조내부포수 시험체의 시간경과

(h0.5;√t)에 따른 염화물의 침투깊이를 나타낸 그래 이다. 반 으로 기건 시험체가 표건 시험체 보

다 염화물 침투깊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표건 시험체의 경우 시험체 내부에 수분이 포화되어 

있어 염화물(NaCl) 수용액이 흡수(확산)가 지연되어 나타난 것으로 단된다. 

염화물 침투깊이 속도를 나타내는 침투속도계수는 기건시험체의 경우 0.3768, 표건시험체는 0.3652

로 나타나 표면건조내부포수상태 시험체의 경우가 약간 느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 시간경과에 따른 물흡수량 그림 4. 시간경과에 따른 염화물 침투 깊이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수압을 거의 받지 않는 조건하에서 시멘트 모르타르의 함수 상태에 따라 물흡수계수 

 염화물 침투계수 특성을 고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물흡수량  물흡수속도는 모르타르 타설면  블리딩 상에 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함수 상태에 따른 염화물 침투깊이는 기건 상태가 표건 상태보다 침투깊이가 크고, 침투속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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