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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neral admixtures are used to improve the quality of concrete and to develop sustainability of concrete structures.

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s (SCM), such as silica fume (SF),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GGBS) and pulverized fly ash

(PFA), are gradually recognized as useful mineral admixture for producing high performance concrete. The study on ternary blended

concrete utilizing mainly three major mineral admixtures is limited and the study on durability and chloride induced corrosion resis-

tance of ternary blended concrete is very few. This study examines the durability characteristics of the ternary blended concrete com-

posed of different amount of the SCM with ordinary Portland concrete and the study experimentally focuses on corrosion resistance

evaluation of ternary blended concrete subjected to chloride attack. In this study, 50% replacement ratio of mineral admixture to OPC

was used, while series of combination of 20~40% GGBS, 5~15% SF and 10~45% PFA binder were used for chloride corrosion resis-

tance test. This study concerned the durability properties of the ternary blended concrete including the corrosion resistance, chloride

binding, chloride transport and acid neutralization capacity. It was found that the ternary blended concrete utilizing the SCM densified

the pore structures to lower the rate of chloride transport. Also, increased chloride binding and buffering to acid were observed for

the ternary blended concrete with chlorides in c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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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대규모의 시설물로서 국가의 기

반시설을 이루며 시설물의 설치 시에는 국가의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은 사회간

접자본으로서 국가 경제적으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같은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이 재료 및 환경적 요인 등으

로 인해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안전을 보장할 수 없

을 경우, 시설물 자체의 경제적 손실은 물론 막대한 인

명과 재산의 손실을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철근콘크리

트구조물은 설계된 내구수명 동안 안전성, 사용성 및 내

구성을 확보하여야만 한다. 

콘크리트구조물은 설계시 강도측면 뿐만 아니라 장기

적인 측면에서 사용연한 (life-cycle)을 늘릴 수 있는 고

내구성을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1)
 가장 대표적

인 내구성 설계방법으로 기존에 배합된 콘크리트 보다

밀실한 고내구성 배합으로 시공하는 것으로써 플라이애

쉬나 고로슬래그미분말 또는 실리카퓸의 활용을 들수 있

다. 이는 국내의 풍부한 부존자원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공사 시 건설 초기비용을 절감하고 각종 물성 향상효과

를 얻을 수 있어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외에서 실리카퓸 (SF), 고로슬래그미분말

(GGBS) 또는 플라이애쉬 (PFA)를 단일 함유한 콘크리트

에 대한 시공 사례나 관련 연구는 많지만 고로슬래그미

분말과 실리카퓸 및 플라이애쉬를 복합 함유한 삼성분계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다. 여기서 삼성분계 콘

크리트라 함은 결합재로서 보통포틀랜드시멘트 외에 실

리카퓸과 고로슬래그미분말, 혹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고로슬래그미분말 및 플라이애쉬 또는 보통포틀랜드시멘

트와 플라이애쉬, 실리카퓸을 혼합 치환하여 배합된 콘

크리트로 정의하도록 한다.

최근 들어 삼성분계 콘크리트에 대해 수화열 저감은

물론 혼화재의 충전 효과 및 상호보완 효과로 많은 기

술적 장점을 갖는다고 일부 보고되고는 있으나 구조적

및 내구적 특성에 대한 뚜렷한 검증이 없어서 아직까지

적극적으로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고로슬래그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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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플라이애쉬, 실리카퓸을 활용한 단일 효과와 대비하

여 혼합 사용시 복합 효과로 인한 내구성 향상 효과를

구명함으로써 내구성 측면에서 삼성분계 콘크리트와 향

후 활용 가능성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또한 삼성분계 실

멘트를 활용하기 위하여 삼성분계 시멘트를 사용한 콘크

리트에 대해서 압축강도, 공기량 등의 기본 물성치 실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실험 및 산 중성화 저하 저항성

실험, 철근부식 저항성 실험, SEM, XRD 등을 사용한 미

세구조 분석 실험을 통해 염분이 함유된 삼성분계 혼합

콘크리트의 염해에 대한 염화물 침투 저항성 및 내구성

에 대한 고찰을 수행하고자 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염해 내구성

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고자, 각 시험별로 SEM, XRD, 압

축강도, 공기량, 급속 염화물 침투시험의 경우는 콘크리

트 시편을 사용하였으며, 염소이온 고정화와 산중성화 저

하 저항성 실험의 경우는 시멘트 화학적 반응만을 고려

하기 위해 시멘트페이스트를 이용하였고 부식 특성 실험

의 경우는 굵은골재의 전기 비저항 효과를 감소시키고자

모르타르 시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각 실험

의 개요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2.1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 수화물의 미세구조 관찰

미세구조 분석의 중요한 초점은 콘크리트 내 매트릭스

에서의 물리·화학적 특성 고찰 및 수화된 시멘트페이

스트 조직 변화를 관찰하는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채취

한 수화물을 SEM, XRD 등의 기기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종류별로 수화생성물과 수화조

직 특성을 관찰하여 비교하였다. 사용배합은 기본적으로

제시된 Table 2와 같다. 

2.2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기본 역학적 특성 분석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기본 역학적 특성 시험은 압

축강도, 공기량 측정 등의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사용재

료 및 배합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2.2.1 사용재료

혼합시멘트 제조용으로 시멘트는 S사 보통포틀랜드시멘

트 (OPC)를 사용하였다. 플라이애쉬는 국내 유연탄계 화력

발전소인 B 발전소에서 발생된 것을 사용하였으며 고로슬

래그미분말의 경우는 K 제철에서, 실리카퓸의 경우는 수

입 판매업체인 S사에서 취급하는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OPC의 경우에 분말도는 3,250 ± 300 cm
2
/g, 플라이애쉬는

2,400 cm
2
/g, 고로슬래그미분말은 4,000 cm

2
/g, 실리카퓸은

150,000~300,000 cm
2
/g이며 OPC의 내부 염소이온량은 0.02%

이하였다. 사용 재료의 화학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2.2 배합

혼합시멘트의 배합에 있어서 시멘트의 사용량은 50%

로 하였고, 고로슬래그미분말 40%, 플라이애쉬 20%, 실

Table 1 Outline of experiments

Experiments Specimen & size Age of measuring (days) Internal chloride contents (% of binder) Remark

Micro

structure

SEM
Concrete,

Φ100 × 200 mm
7 - Piece collection

XRD
Concrete,

Φ100 × 200 mm
7 -

Powder

collection

Durability

Compressive

strength

Concrete,

Φ100 × 200 mm
7, 28, 56 - -

Air contents
Concrete,

Φ100 × 200 mm
7, 28, 56 -

Casting

condition

Chloride binding 

capacity

Cement paste,

100 × 100 × 200 mm
7, 28, 56

9 level

(0.1 to 3.0)

Powder 

collection

ANC
Cement paste,

100 × 100 × 200 mm

After

200days later
-

Powder 

collection

RCPT
Concrete,

Φ100 × 200 mm
56 - -

Corrosion
Corrosion

potential

Mortar,

Φ50 × 100 mm
28

10 level

(0 to 3.0)
-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various binder

CaO SiO2 Al2O3 MgO Fe2O3 SO3 K2O Na2O Mn2O3 TiO3

OPC 64.7 20.7 4.6 1.0 3.0 3.0 0.65 0.13 - -

PFA 1.7 48.7 18.8 1.0 7.7 0.64 1.9 0.4 - 0.9

GGBS 41.2 34.2 11.7 8.81 1.43 - 0.31 0.29 0.3 0.58

SF 0.31 94.9 0.23 0.04 0.07 0.17 0.56 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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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카퓸 10%를 기본 배합비로 하여 비율을 변화시키면서

각종 혼화재의 첨가량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를 측정하였

다. 물/시멘트 비는 40%로, 콘크리트 시편이 아닌 모르

타르 시편을 이용한 부식 측정 실험의 경우에 결합재대

표준사비는 1 : 2.45로 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배합은

다음 Table 3과 같다. 

2.2.3 공시체의 제작 및 시험 방법

소정의 비율로 원재료들이 충분히 혼합되도록 건비빔

한 후, 배합수를 가하여 콘크리트 믹서로 5분간 습식 혼

합하고 압축강도 측정용 원주형 공시체인 Φ100 × 200 mm

몰드에 타설하였으며, 표준양생실 (온도 20
o
C, 습도 60%)

에서 1일간 양생한 다음 20 ± 2
o
C인 수중에서 7, 28, 56

일간 양생하여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L 2405)

에 따라 측정하였다. 

2.3 삼성분계 시멘트페이스트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실험

본 연구에서는 기지값으로서 배합시 투여한 9단계 (0.1,

0.2, 0.3, 0.5, 1.0, 1.5, 2.0, 2.5, 3.0 % of binder)의 전염

화물량의 내부 염분 혼입을 통해, 각 시험체의 자유 염

화물농도를 수분추출법에 의한 전위차 적정기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 고정 염화물농도의 경우는 전염화물량

에서 실험을 통해 측정된 자유 염화물농도값을 차감하여

계산하였다. OPC, PFA, GGBS 및 SF의 비중은 각각

3.12, 2.19, 2.89 및 2.20이며, 사용한 시멘트페이스트 시

편은 골재가 염소이온과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0.4의 물/결합재 비로 사각형 몰드 (100 × 100

× 200 mm)에 양생하였다. NaCl용액으로 이루어진 혼합

수에는 결합재 단위중량당 0.1, 0.2, 0.3, 0.5, 1.0, 1.5, 2.0,

2.5, 3.0%의 염분을 삽입하였다.
2-4)

 또한 양생중 재료분리

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24시간 6 rpm의 속도로 시편을 회

전시켰다. 탈형 후, 시편을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밀봉하

고 6일간 20 ± 1
o
C에서 양생하였다. 탈형한 시편은 분말

시료내의 염분 손실을 방지하고자 105 ± 5
o
C의 건조로에

서 5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시편을 분쇄한 후 300 µm의

체로 체가름을 실시하여 분말을 채취하였다. 이후 50
o
C의

증류수에서 5분간 교반하여 수분추출 방법을 이용한 자

유 염소이온을 추출하였다. 교반 후, 용액은 30분의 대

기시간을 거쳐 필터링을 이용하여 자유 염소이온만의 용

Table 3 Ternary blended concrete mix

Binder
Content

(%)

W/B

(%)

Water

(kg/m
3
)

Binder contents

(kg/m
3
)

Fine aggregates

(kg/m
3
)

Course aggregates

(kg/m
3
)

OPC 100 40 140 350 744 1,106

OPC

GGBS

SF

OPC 50

40 140

175

7333 1,100GGBS 35 122.5

SF 15 52.5

OPC 50

40 140

175

735 1,102GGBS 40 140

SF 10 35

OPC 50

40 140

175

737 1,106GGBS 45 157.5

SF 5 17.5

OPC

GGBS

PFA

OPC 50

40 140

175

727 1,091GGBS 20 70

PFA 30 105

OPC 50

40 140

175

731 1,097GGBS 30 105

PFA 20 70

OPC 50

40 140

175

736 1,103GGBS 40 140

PFA 10 35

OPC

SF

PFA

OPC 50

40 140

175

719 1,078SF 15 52.5

PFA 35 122.5

OPC 50

40 140

175

719 1,078SF 10 35

PFA 40 140

OPC 50

40 140

175

719 1,078SF 5 17.5

PFA 45 1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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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추출하였고, 추출용액은 질산은 적정법에 의한 전

위차 적정기를 사용하여 세공용액상의 자유 염소이온농

도로 각 1회씩 측정하였다.

2.4 삼성분계 시멘트페이스트의 산중성화 저하 특성

콘크리트 내 철근은 부동태 피막으로 둘러싸여 있으나

산소 및 수분의 공급이 원활한 상태에서 콘크리트내로

침투되는 염소이온 및 탄산화로 인해 부동태 피막을 파

괴시키며 종국적으로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을 일으킨

다. 한편, 철근 표면의 공식 (pitting corrosion)에 의해 발

생되는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한 수소이온의 증가는 철근

주위의 pH를 저하시키고 철근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

여 철근부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대책으로써 수산화칼슘 및 CSH gel과

같은 알칼리성 시멘트 수화물의 영향에 따른 부식 제어

방안이 논의되고 있으나, 개념적 접근만 있을 뿐 대부분

의 철근부식에 관한 연구는 시멘트 수화물의 부식 억제

능력에 대하여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부식의 진행 과정에 있어서 시멘트 수화물의 영향은

산중성화 능력 (acid neutralization capacity)실험으로 측

정할 수 있으며, 시멘트 성분에 따른 pH 감소에 대한 저

항성을 측정지표로 사용한다.
5,6)

 즉, 매트릭스 내 수화생

성물의 중성화 방지 저항성을 통해 부동태의 중성화 속

도를 지연시킬 수 있으며, 이는 삼성분계 시멘트 등 결

합재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수화 속도 및 수화생성

물을 발생시켜 중성화 저항성에 있어서 고유의 저항 능

력을 형성시킨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산중성화 능력에 따른 부식 저항성을

평가하고자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실험과 동일한 시편이

나 염분이 함유되지 않은 시멘트페이스트 시편을 재령

200일이 경과한 후 분말 형태로 분쇄한 후 5 g을 채취하

였다. 이와 동시에 50 ml의 필터링 용액으로 치환 교반하

여 질산용액의 단계별 누적 첨가 (2.5, 5, 7.5, 10, 12.5, 15,

17.5, 20, 22.5, 25, 27.5, 30, 35, 40 및 45 ml)에 따른

pH 변화를 pH meter에 의한 전위차 측정기를 통해 산중

성화 저항성으로 계산하였다.

2.5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염분 침투 특성

염소이온 확산계수 도출 및 침투깊이 측정을 위한 시편

의 배합은 강도측정용 공시체와 동일하게 수행하여 삼성분

계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특성을 평가하였다. 실험을

통한 확산계수의 추정은 Berke 등이 ASTM C 1202 시험

결과의 총 통과전하량과 농도차 확산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경험식을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확산계수를 도출하였다.
7-10)

 

2.6 삼성분계 혼합 모르타르의 부식 특성

철근부식에 대한 저항성을 파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linear polarization 방법에 의한 철근의 부식전위를 측정을

수행하였다.
11-25) 
시험시편은 [OPC]와 [90OPC + 10SF], [70OPC +

30PFA], [40OPC+60GGBS]의 경우와 [50OPC + 35GGBS +

15SF], [50OPC + 40GGBS + 10SF], [50OPC + 45GGBS + 5SF],

1[50OPC + 20GGBS + 30PFA], [50OPC + 30GGBS + 20PFA],

1[50OPC+40GGBS+10PFA], [50OPC+15SF+35PFA], [50OPC

+ 15SF + 35PFA]로 구성되며, 물/시멘트비 40%의 모르타

르 시편을 제작한 뒤 재령 28일째 부식전위 측정을 실

시하였다. 또한, 사용배합의 경우는 Table 3에 따른 굵은

골재 부분을 제외한 모르타르 배합법에 의거하여 타설을

수행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미세구조 관찰 결과

일반적으로 시멘트의 수화진행 과정에서 CSH gel의 경

우는 70~80%, Ca(OH)2 (이하 CH로 표기)는 20~25%, 칼슘

설포네이트가 5%의 비율을 차지하며, 에트린자이트의 경

우는 극미하게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1에

각종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초기재령 7일에서의 SEM

으로 관찰한 수화생성물과 그의 조직 사진을 나타내었다.

여기서, [50OPC + 35GGBS + 15SF]의 경우는 전형적인 CH

를 보여주고 있으며, [50OPC + 40GGBS + 10SF]의 경우는

칼슘설포네이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50OPC + 40GGBS +

10 PFA]의 경우에는 CSH gel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Fig. 2 그림에서는 XRD 분석에 의한 [50OPC +

45GGBS + 5SF]의 수화생성물 분포를 관찰하였다. 결정

Fig. 1 SEM image of ternary blend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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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이 좋은 CH와 C3S가 다량 존재하고 있으며, 특히 27
o

의 청점 및 28
o
에서 CH와 C3S의 피크가 나타났고, 수화

물의 상대적인 세기를 비교함으로써 시편의 수화반응 변

화를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3.2 역학 특성 결과

Fig. 3은 결합재로써 시멘트를 50%로 고정하고 슬래그

의 양을 45%에서 20%로, 플라이애쉬의 양을 45%에서 10%

로, 실리카퓸의 양을 15%에서 5%로 감소시키면서 혼합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재

령 7일에서의 실험 결과 [50OPC + 40GGBS + 10SF]의 경

우가 24.1 MPa로서 강도측면에서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

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50OPC + 5SF + 45PFA]의 경우가

13.9 MPa으로 최저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령 28일의 경우에는 [50OPC + 40GGBS + 10SF]의

경우가 31.6 MPa의 최대 압축강도를 보이면서 고로슬래

그의 잠재수경성 반응이 서서히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거동은 56일에 있어서도 [50OPC + 40GGBS

+ 10SF]가 최대 강도 발현으로 나타남으로서 상대적으로

45%의 고로슬래그미분말과 5%의 실리카퓸을 혼입한 경

우보다 높은 강도를 보여주며, 이는 적정 치환율을 통한 혼

합 효과범위에서 최대 압축강도 발현을 구현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특히, 대부분의 삼성분계 혼합 콘크리트는 OPC에 비

해 초기재령의 강도측면에서 우위를 보이나, 실리카퓸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경우는 재령이 증가함에도 불구하

고 압축강도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나 실리카퓸과 플라

이애쉬를 혼입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압축강도 측면에서

OPC보다 성능이 떨어짐을 확인하였다. 

한편 Fig. 4에는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배합시 공

기량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다. 공기량의 변화를 살펴

보면 [50OPC + 40GGBS + 10SF]의 경우가 공기량 2.7%

로 나타나 배합 시 공극의 발생빈도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50OPC + 15SF + 35PFA]의 경우는 공기량 1.1%

로서 최저로 나타났는데 이에는 실리카퓸의 다량 첨가에

따른 공극밀도의 감소 효과를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3.3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결과

Fig. 5에는 단일, 이성분계, 삼성분계 혼합 시멘트페이

스트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을 비교한 그래프를 도시하

였다. 9단계 전염화물량의 내부염분 혼입에 따른 고정

염화물량은 Langmuir isotherm
3)
으로 표현하였으며, 실험

결과로부터 초기재령인 7일에서의 염소이온의 고정화 능

력은 [50OPC + 5SF + 45PFA] > [50OPC + 45GGBS+5SF] >

[50OPC + 10SF + 40PFA] > [40OPC + 60GGBS] > [90OPC

+ 10SF] > [50OPC + 30PFA + 20GGBS] > [70OPC + 30PFA]

> [OPC]로 나타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과 관련된 삼성

분계의 치환효과가 OPC나 이성분계에 비해 우수함을 확

Fig. 2 XRD result of 50OPC+45GGBS+5SF

Fig. 3 Compressive strength of ternery blended concrete

Fig. 4 Air contents of ternery blended concrete

Fig. 5 Binding capacity of ternary blende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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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 기존의 연구 결과
3-6)
로부터 양생재령에 따라 염

소이온의 고정화 능력은 일정한 비율에 따라 증가하게

되고 염화물 확산 및 침투를 지연시키는 염소이온의 고

정화 능력이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경우가 탁월하므

로 본 연구를 통해 내구수명의 측면에서 고내구성 콘크

리트 및 성능 향상 효과를 충분히 가져다 줄 수 있음을

확인이 가능하였으며, 혼화재 적용에 따른 염소이온 고

정화 효과도 구분이 가능하였다.

3.4 산중성화 저하 특성

Table 4에는 산중성화 저하 저항성 평가를 위해 수행

된 삼성분계 혼합 시멘트페이스트의 각 배합에 따른 pH

저하 특성 결과를 도시하였다. 실험 결과를 통해 고로슬

래그미분말과 플라이애쉬를 혼합 적용한 경우가 실리카

퓸을 포함한 삼성분계 시멘트페이스트에 비해 산 중성화

저항능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에는 pH 저하에 따른 산중성화 저항성을 도시하

였다. 결과로부터 각 삼성분계 혼합 시멘트페이스트 내

에서, 시료에 산이 증가할수록 pH는 감소하였으나, 일부

구간에서는 산 증가량에 비하여 pH의 감소가 매우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산 21 mol/kg에 의한 pH의 감

소는 OPC > SF > PFA > GGBS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Fig. 6에는 단계별 질산첨가에 따른 고로슬래그미분말,

실리카퓸 및 플라이애쉬를 치환한 실험 결과도 같이 도

시하였는데, 초기 pH 12.6 이상의 범위에서 측정되었던

pH값이 질산의 첨가에 따라 산성화로 전향되면서 각각

pH 12.4, pH 12.2 및 pH 11.5에서 피크(peak)값을 가지

는 거동을 나타내고 있고, 이는 삼성분계 시멘트와 물과

의 수화작용으로 인한 수산화칼슘이 해당 pH에서 저항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서 수소이온인 H
+
이온이 질

산에 대해 저항하는 정도를 단적으로 나타내는 결과 그

래프라고 할 수 있다.

[OPC],[50OPC + 40GGBS + 10SF],[50OPC + 30GGBS + 20PFA],

[50OPC + 10SF + 40PFA],[40OPC + 60GGBS],[90OPC + 10S

F], [70OPC + 30PFA]의 각 성분에 따른 비교 그래프에서

도 산중성화 저항 능력 거동이 차이를 보이면서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종래의 [Cl : OH]비로

표현되던 임계 부식값을 [Cl : H]로도 측정이 가능함을 나

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각 결합재의 배합이

가지는 최대 pH 저하 저항성 값을 판단근거로 놓고 비교

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보이는데, OPC > [90OPC + 10SF] >

[70OPC + 30PFA] > [40OPC + 60GGBS] > [50OPC + 10SF

+ 40PFA] > [50OPC + 35GGBS + 15SF] > [50OPC + 20GGBS

+ 30PFA] > [50OPC + 40GGBS + 10SF] > [50OPC + 45GGBS

+ 5SF] > [50OPC + 30GGBS + 20PFA] > [50OPC + 40GGBS

+ 10PFA] 순으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산

중성화 저하 저항성의 결과를 내구수명의 관점에서 pH

Table 4 pH reduction test results

35GGBS + 15SF 40GGBS + 10SF 45GGBS + 5SF 20GGBS + 30PFA 30GGBS + 20PFA 40GGBS + 10PFA 10SF + 40PFA

1 12.31 12.46 12.54 12.32 12.58 12.72 12.73

2 12.19 12.32 12.47 12.23 12.46 12.56 12.56

3 11.95 12.11 12.26 12.33 12.26 12.36 12.37

4 11.72 11.83 12.07 12.17 12.04 11.96 11.96

5 11.47 11.49 11.79 11.99 11.73 11.23 11.99

6 9.76 11.08 11.48 11.71 11.36 11.55 11.81

7 10.20 10.58 11.01 11.24 10.73 11.05 11.33

8 10.07 10.15 10.56 10.77 10.01 10.63 10.64

9 9.75 9.41 9.89 10.39 9.53 10.09 9.86

10 8.78 7.52 8.56 10.00 7.33 9.12 9.57

11 7.57 5.40 9.41 7.37 4.10 4.79 8.18

12 6.18 4.35 8.68 6.39 3.95 6.22 7.72

13 3.99 4.01 7.30 4.09 3.72 4.30 3.83

14 4.01 3.78 4.54 4.05 3.61 4.07 5.12

15 3.89 3.72 3.99 3.71 3.26 3.86 3.72

Fig. 6 ANC (acid neutralization capacity) test result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 저항성 및 내구성에 대한 고찰│445

저하에 따른 부동태 피막을 파괴시키는 철근부식으로 볼

때 단일 OPC의 경우가 산 중성화 저하 저항성이 가장

크므로 부식측면에서도 부식을 지연시키는 효과가 가장

크다고 얘기할 수 있으며, 이는 앞서 기술된 고정화 능

력시험과는 상반된 결과로써 결국 철근콘크리트의 부식

저항성 및 염해 내구수명의 평가에는 내·외부 염분침

투조건, 혼화재의 치환율, 철근콘크리트 계면에서의 중성

화 저항성 등의 복합적인 요소가 연관되어 있다 하겠다. 

3.5 염분침투 특성

염소이온 확산계수 도출 및 침투깊이 측정을 위한 시

편의 배합은 강도측정용 공시체와 동일한 배합비를 적용

하여 삼성분계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 특성을 평가

하였다. 실험을 통한 확산계수의 추정은 Berke (1994) 등

이 ASTM C 1202 시험 결과의 총통과전하량과 농도차

확산시험 결과로부터 얻은 경험식 (식 (1))을 적용하여

콘크리트의 확산계수를 도출하였다. 

(1)

실험을 통해 도출된 염소이온 침투깊이 및 도출된 확

산계수를 도표화 하면 Table 5와 같다.

Table 5의 실험 결과로부터 삼성분계 혼합 콘크리트는

OPC 콘크리트보다 총 통과전하량이 훨씬 낮으므로 염소

이온 침투성이 매우 낮음을 알 수 있다. 특히 [50OPC +

30GGBS + 20PFA]의 총통과전하량의 경우는 OPC 콘크

리트의 경우에 비해 Berke의 확산계수 경험식에 의해 산

출한 확산계수 측면에서 2.69배 이상 확산 감소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였으며, 이는 고로슬래그미분말과 플

라이애쉬의 혼화재 치환률이 염해 환경하 염소이온의 침

투를 격감시키는 영향인자가 되며 삼성분계 혼합콘크리

트의 부식저항성 측면에서도 유용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염소이온 확산계수 값만을 놓고 비교한다면,

[OPC + GGBS + PFA] > [OPC + SF + PFA] > [OPC + GGBS + SF]

의 순으로 총 통과 전하량에 따른 확산계수 저감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염소이온의 확산 및

침투조건에서는 GGBS와 PFA의 배합이 성능면에서 가

장 적절한 배합이라고 할 수 있으며, 최적 치환률 측면에

서는 [50OPC + 30GGBS + 20PFA]의 범위에서 적절한 배합

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실혐 결과를 통해 보여 지듯이 삼성분계 혼합콘

크리트를 사용한 재령 56일의 각 시편의 총 통과전하량

은 3,000 쿨롬 미만으로 OPC에 비해 전 배합에 걸쳐 염

소이온 침투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후 염해대

책의 일환으로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를 사용한 콘크리

D 0.0103 10
12–

Q
total

( )0.84
   m

2
/s( )××=

Table 5 ASTM C 1202 test results

Specimen
Chloride penetration depth (mm) Total passed charges

(Coulomb)

Diffusion coefficient

(10
-12

m
2
/s)1 2 3 4 Avg.

OPC 27.17 25.15 24.15 23.09 24.89 3617 10.04

50OPC

35GGBS

15SF

1.83 1.65 1.74 1.84 1.77 3071 8.75

50OPC

40GGBS

10SF

23.13 19.97 19.05 20.75 20.73 2876 8.28

50OPC

45GGBS

5SF

15.4 14.1 13.75 14.21 14.37 1435 4.61

50OPC

20GGBS

30PFA

18.7 18.6 16.6 19.1 18.25 1494 4.7

50OPC

30GGBS

20PFA

17.9 17.0 17.3 16.9 17.28 1114 3.73

50OPC

40GGBS

10PFA

16.7 15.1 16.9 17.0 16.43 1852 5.72

50OPC

15SF

35PFA

17.4 17.2 17.1 17.3 17.25 1319 4.30

50OPC

10SF

40PFA

14.3 15.3 16.2 17.3 15.78 2040 6.20

50OPC

5SF

45PFA

16.1 16.2 16.8 17.1 16.55 1777 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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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6 부식저항성 평가

본 연구에서는 삼성분계 혼합모르타르 시편에 10단계의

내부염분 (0, 0.1, 0.2, 0.3, 0.5, 1.0, 1.5, 2.0, 2.5, 3.0%

of binder) 혼입에 따른 부식 임계염화물량 도출을 위한

철근부식 촉진실험을 수행하였다. 사용 모르타르 시편은

직경 50 mm, 높이 100 mm의 원형 공시체 시편을 사용

하였으며, 삽입된 원형철근의 경우는 부식전위 측정을 위

한 면적을 동일하게 하고자 상부 20 mm, 하부 10 mm의

표면 코팅을 수행하여 선형분극저항 측정법에 의한 전위

측정면적을 동일화 하였다. 

Fig. 7의 실험 결과로부터, 고로슬래그미분말의 경우가

철근부식전류 및 부식전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특히 부식전류의 경우,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입하더라도 염분량이 0.5% 이하인 경우에는 그 영향

이 미미하나, 그 이상의 경우에는 부식전류가 결합재에

의해 크게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로슬래그미분말

이 모르타르 시편 내에서 공극 구조를 더욱 치밀하게 함

으로써, 같은 양의 염분이 있다 하더라도 산소 및 물의

철근에 대한 접근성을 제한함으로써 음극반응이 덜 일어

나게 한 결과라 하겠다. 부식전류는 음극 및 양극반응

둘 중 하나라도 반응성이 적으면 작은 값을 나타내게 되

므로,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할 경우에는 제한된 음극

반응으로 하여 부식의 활성도를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그러나 염분량이 작을 경우에는 양극에서의 반

응 또한 극히 일부만 일어나기 때문에 결합재로 인한 음

극반응 저하가 부식전류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이로 인해 고로슬래그미분말을 사용한

모르타르에서는 같은 염분량이 혼입되었다 할지라도, 실

제로 철근부식을 일으키는 염소이온량 즉, 자유 염화물

량의 감소를 기대할 수 있다. 이는 양극반응의 활성도가

감소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는 부식전류

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 할 수 있겠다. 한편, 철근부식

개시 시의 염화물량 즉, 전염화물량으로 표현된 부식임

계염화물량을 결합재에 따라 정의하기 위해서는 부식개

시 때의 부식전류밀도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실시된 문헌고찰에 의해 자연전위 상태에

서의 철근의 표준부식전위는 275 mV vs. SHE로 정의되

며, 본 연구에서는 275 mV의 corrosion potential값에 의

거하여 부식임계염화물량을 산정하였다.
26-29)

 Fig.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식임계전위시의 염분량은 임계전위값

을 기준으로 한 수직 방향의 접선 그리기를 통해 쉽게

계산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는 곧 부식임계염화물량으로

정의 되었고, 계산에 의한 각 결합재별 부식임계염화물

량을 Table 6에 나타내었다. 결과적으로 10단계의 내부

염분혼입을 통한 삼성분계 혼합모르타르 시편의 부식임

계치 값은 [90OPC + 10SF] > [OPC] > [40OPC + 60GGBS] >

[70OPC + 30PFA] > [50OPC + 40GGBS + 10PFA] > [50OPC +

45GGBS + 5SF] > [50OPC + 40GGBS + 10SF]>[50OPC + 5SF

+ 45PFA]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 7 Linear polarization test res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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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염해내구성능 평가

본 연구를 통해 도출된 삼성분계 혼합 콘크리트의 내

구성능을 요약하여 도표화 하면 Table 7과 같다. 

미세구조 측면에서 SEM 및 XRD로 측정된 수화생성

물의 경우는 정량적 판단기준이 모호하므로, OPC 및 기

타 이성분계 혹은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경우에 있어

서 수화반응의 생성물로 거론되는 CSH gel 및 CH, CS

와 에트린자이트 등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특히, 삼성분

계의 경우 수화반응과 각 결합재의 치환적용에 따른 혼

합효과에 의해 결합재의 입자형태가 OPC에 비해 조밀

하며 상대적으로 날카로운 형상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콘크리트를 구성하고 있는 시멘트 매트

릭스 내에서 충전 효과에 따른 고내구성 콘크리트의 역

할로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고 할 수 있겠다. 한편, 내

구특성 측면에서 있어서 재령 7, 28, 56일에 따른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의 경우에 삼성분계 콘크리트 배합에 따

른 압축강도는 OPC에 비해 전반적으로 우위이거나 비

슷한 양상을 보였으나, 실리카퓸과 플라이애쉬를 치환 혼

합하여 사용한 경우는 OPC보다 강도가 저하되어 고강

도 측면에서의 적용성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시 공기량 실험 결과를 통해서 OPC 콘크

리트와 삼성분계 콘크리트의 공극 충전성에 대해 평가한

결과 [50OPC+40GGBS+10SF]와 [50OPC+30GGBS+ 20PFA]

를 적용한 결과를 제외하고는 모두 OPC보다 공기량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고내구성 측면에서 활용성이 우수하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염소이온의 고정화측면에서는 삼성분계 시멘트

페이스트의 전 배합에 대해서 OPC보다 염소이온 고정

화 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시멘트와 결합재의 화

학적 반응에 따른 자유염소이온의 공급을 지연시켜 부식

저항성이 탁월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에 반해 부식

개시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로써 제안된 산중성화 저

항능력의 실험 결과로부터 pH의 저하에 따른 산중성화

저하 저항성은 OPC가 다른 이성분계 또는 삼성분계 배

합에 비해 우수함을 나타나 고정화 능력 실험과는 대조

됨을 알 수 있었다. 

한편, 급속 염화물침투 실험을 통해 측정된 염소이온

확산계수 측정에서, 전 배합에 걸쳐 OPC보다 총통과전

하량 및 확산속도가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에는

염소이온 고정화와도 일정 부분 상관관계가 존재하리라

는 것을 추론이 가능하다.

부식 전위 및 임계 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한 부식저항성

측정 실험에서는 선형분극법에 의해 부식전류 및 부식

전위값을 계산하였으며, 표준수소환원전위의 기준값 275 mV

Table 7 Durability assessment of ternary blended concrete

Binder

Micro structure Durability character Corrosion character

SEM XRD
Compressive

strength

Air

content

Chloride binding

capacity
ANC RCPT

Corrosion

potential
CTL

OPC C
1)

C C C C C C C C

60OPC+40GGBS - - - - ↑ ↓ - ↑ ↓

70OPC+30PFA - - - - ↑ ↓ - ↑ ↓

90OPC+10SF - - - - ↓ ↓ - ↓ ↑

50OPC+35GGBS+15SF - - ↑ ↓ ↑ ↓ ↓ ↑ ↓

50OPC+40GGBS+10SF - - ↑ ↑ ↑ ↓ ↓ ↑ ↓

50OPC+45GGBS+5SF - -  ↑2) ↓ ↑ ↓ ↓ ↑ ↓

50OPC+20GGBS+30PFA - - ↑ ↓ ↑ ↓ ↓ ↑ -

50OPC+30GGBS+20PFA - - ↑ ↑ ↑ ↓ ↓ ↑ -

50OPC+40GGBS+10PFA - - ↓ ↓ ↑ ↓ ↓ ↑ ↓

50OPC+15SF+35PFA - -  ↓3) ↓ ↑ ↓ ↓ ↑ -

50OPC+10SF+40PFA - - ↓ ↓ ↑ ↓ ↓ ↑ -

50OPC+5SF+45PFA - - ↓ ↓ ↑ ↓ ↓ ↑ ↓

Note
1)
 Control specimen, Note

2)
: Higher than OPC, Note

3)
: Lower than OPC

Table 6 Chloride threshold level of ternary blended concrete

Specimens CTL (%, binder)

O P C 1.65

70OPC+30PFA 0.5

40OPC+60GGBS 0.8

90OPC+10SF 2.2

50OPC+35GGBS+15SF 0.2

50OPC+40GGBS+10SF 0.1

50OPC+45GGBS+5SF 0.175

50OPC+20GGBS+30PFA -

50OPC+30GGBS+20PFA -

50OPC+40GGBS+10PFA 0.25

50OPC+15SF+35PFA -

50OPC+10SF+40PFA -

50OPC+5SF+45PFA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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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임계부식전위 기준으로 삼성분계 모르타르의 각 배합

에 따른 임계염화물량값을 구한 결과, 삼성분계 전배합

에 걸쳐 OPC보다 낮은 임계염화물량값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부식임계염화물량 분석을 통한 삼

성분계 혼합모르타르의 부식저항성은 OPC에 비해 낮으

며, 따라서 부식개시 측면만을 놓고 본다면 삼성분계 혼

합콘크리트의 활용성은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의 염분농도 조건에서는 부식 개시 후 염소이온의

고정화 혹은 확산계수의 감소에 따른 부식지연성이 확보

되므로, 침투저항성 측면에서 장기 내구성 증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를 50%의 치환

율로 고정한 후, 고로슬래그미분말의 경우는 20~40%, 실

리카퓸의 경우는 5~15%, 플라이애쉬의 경우는 10~45%

로 치환한 경우의 삼성분계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저항

성 및 염해 내구특성에 대한 고찰로서 혼화재의 복합사

용으로 인한 삼성분계 콘크리트의 내구성 증진 효과와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공기량 측면에서 OPC를 사용한 콘크리트보

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삼성분계 혼

합콘크리트는 OPC에 고로슬래그미분말, 플라이애

쉬 및 실리카퓸 등을 혼입한 콘크리트로, 광물질 혼

화재의 협동작용으로 포졸란반응이 활발하고, 또한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가 OPC보다 분말도가 높으

므로 미세공극 충전 효과가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실리카퓸 및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경우는 압축강도 측면에서 OPC보다 낮은 값을 가

지는 것으로 나타나 조기강도 발현을 요하는 고강

도콘크리트의 제조 측면에서는 배제해야 할 배합으

로 분석되었다.

2) 염소이온의 고정화 측면에서는 삼성분계 시멘트페

이스트의 전 배합에 대해서 OPC보다 염소이온 고

정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염해

에 따른 자유 염소이온의 공급을 지연시키게 되어

부식저항성이 우수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3) 부식개시 시기를 측정하는 새로운 지표로써 제안된

산중성화 저항능력의 실험 결과로부터 pH의 저하

에 따른 산중성화 저하 저항성은 OPC가 다른 이

및 삼성분계 배합에 비해 우수함을 나타나 고정화

능력 실험과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4) 삼성분계 혼합 콘크리트는 OPC 콘크리트보다 총

통과전하량이 훨씬 낮으므로 염소이온 침투성이 매

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삼성분계 혼합콘크

리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재령 56일 이후의 총 통

과전하량 역시 3,000 쿨롬 미만으로 염소이온 침투

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금후 염해대책의 일

환으로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를 사용한 콘크리트

의 활용을 제안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5) 전기화학적 철근부식 촉진 시험의 경우,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OPC를 사용한

콘크리트보다 자연전위가 높게 나타나 철근부식 저

항성 측면에서는 저조하나 고농도의 염분농도 조건

에서는 확산계수감소에 따른 부식지연성을 확보하

여 내구성 증대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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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혼화재를 사용한 혼합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품질을 개선시키며 지속가능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설에도 기

여하고 있다. 실리카퓸 (SF), 고로슬래그미분말 (GGBS), 플라이애쉬 (PFA) 등의 시멘트계 결합재는 고성능콘크리트의

혼화재로서 인식이 증가되고 있으나,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며, 특히 염해에 의한 부식저

항성 측면에서의 연구는 상당히 취약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의 경우를 50%의 치환율로 고정한

후 고로슬래그미분말의 경우는 20~40%, 실리카퓸의 경우에는 5~15%, 플라이애쉬의 경우는 10~45%로 치환한 경우의

각종 배합에 의한 염해부식저항성에 관한 실험연구를 수행하였다.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의 염해부식저항성을 평가한

본 연구에서는, 수행 실험으로서 부식 저항성 실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실험, 급속 염화물 촉진 실험, 산중성화 저항

능력 실험 등을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로서, 삼성분계 콘크리트는 미세구조를 치밀화 하여 염소이온의 이동을 지연시키

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염분을 함유한 삼성분계 혼합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및 산중성화 저항 능력

이 크게 개선되고 있음을 확인하여 염해에 대한 부식 저항성이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핵심용어 :삼성분계 콘크리트, 내구성, 염화물 이동, 염화물 투수, 콘크리트 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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