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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compare chloride attack resistibility of light weight aggregate 

concrete to chloride attack resistibility of normal concrete and confirm the utility. As a result,  

light weight aggregate concrete's chloride attack resistibility is lower than normal concrete's 

chloride attack resistibility.

요  약

  본 연구는 다공성 인공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와 보통 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염해에 한  

 항성을 비교하고, 그 실용성을 확인하는데 목 을 두었다. 그 결과, 인공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염해  

 항성은 보통 콘크리트의 염해 항성 보다 낮음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장 화, 고층화 되어가고 있는 의 구조물들은 그 크기에 비례하여 자 도 커지면서 최근에는  

   자  감소를 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보통  

   콘크리트와 인공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염해 항성에 해 비교를 하고 실용성을 확인하고자 한다.

2. 실험 내용  방법

 2.1 실험 내용

  본 연구에서는 물-결합재비를 30, 35%로 하 고 실리카흄의 혼입률은 5, 10%로 하여 보통       

   콘크리트와 인공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구하 다. 배합표는 표 1과 같고 보통   

   콘크리트는 N으로 표기하고 인공경량골재 콘크리트는 L로 표기하 다.

 2.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노르웨이의 NT BUILD 492에 하여 시험을 하 다. 28일간 기건양생 한 두께        

   ± 의 공시체를 3시간 동안 진공시킨 후,   


용액에 하루 동안 침지시키는 것으   

   로 처리를 하고 10~20V의 압을 24시간 가인한 후, 단된 시료에 질산은을 분무하여 염소이   

   온 침투 깊이를 측정하고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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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W/B

(%)

S/a

(%)

SF 

(%)

Unit weight(kg/㎥) AD

(%)W C S G

L30

30

40

0 165 550 647 695

0.7L30SF5 5 164 518 647 695

L30SF10 10 162 486 647 695

L35

35

0 179 510 646 694

0.5L35SF5 5 177 480 647 695

L35SF10 10 175 451 646 694

N30

30

0 165 550 647 971

1.0N30SF5 5 164 518 647 970

N30SF10 10 162 487 646 969

N35

35

0 179 510 646 969

0.8N35SF5 5 177 480 647 970

N35SF10 10 175 451 646 969 그 림 2 .  실리카 흄  혼 입 률 에 따 른 확 산 계 수  

그 림 1 .  배 합 별 염소 이 온  확 산 계 수

 

                   표1. 콘크리트 배합

3. 실험 결과  고찰

   그림1은 배합별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1을 보면 N30SF10가 확산계수 값이   

    5.97×10
-12㎡/s로 가장 낮게 나왔고 L35는 14.25×10-12㎡/s로 가장 높게 나왔다. 체 으로 보통   

    콘크리트 배합의 확산계수 값들이 경량골재 콘크리트 배합의 확산계수 값들보다 낮게 나옴을 알  

    수 있다. 골재의 종류에 따른 배합별 확산계수 값들을 비교했을 때, N35SF10과 L35SF10의 경우 약  

     44%로 가장 큰 차이를 보 고, N30과 L30의 경우 약 16%로 가장 낮은 차이를 보 다.  

   실리카흄 혼입률에 따른 확산계수는 그림 2에 나타내었다. 실리카흄의 혼입률이 높을수록 확산  

    계수 값이 낮음을 알 수 있고, 특히 N30은 실리카흄을 10% 치환 했을 때, 확산계수 값이 43.6%  

    낮아지는 큰 효과를 보 다. 반면, L35는 5.1% 낮아지는데 불과해 혼화재의 혼입이 큰 효과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인공경량골재가 다공질의 재료로서 큰 공극률을 갖기 때문에 염소이온  

    의 침투 시 골재내의 공극이 통로 역할을 하여 확산속도를 빠르게 한 원인이라고 단되어 진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경량골재 콘크리트와 보통 콘크리트의 염해 항성에 해 비교를 하 다.

    (1) 물-결합재비가 낮고 실리카흄의 혼입률이 높을수록 염해 항성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경우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염해 항성이 낮음을 확인 하 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경량골재 콘크리트의 염해 항성 증진에 한 연구가 필요  

    하다고 단되어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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