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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evaluate the durability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under chloride attack from sea water and frost

damage, it is important to analyze both the micro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concrete and its diffusion resistance of concrete against

chloride ingress. In this study, a relation between micro-pore structures of concrete obtained by the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and accelerated chloride diffusivity as well as long term chloride diffusivity were studied for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GGBS) concrete. Different water-cement ratio of 40, 45, 50% and different unit cement concrete of 300, 350, 400 or 450 kg/

m
3
 of the GGBS concrete along with OPC concrete were used and freeze and thawing, and the change in diffusivity and micro-

structure were observed for both GGBS concrete and damaged GGBS concrete due to rapid freezing and thawing. 

Keywords : microstructure, durability, chloride diffusivity,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GGBS), concrete

1. 서 론

최근에는 국내에서도 콘크리트구조물의 사용수명을 예

측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예측기법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성능평가형 내구

성 설계 방법에 의해 실제 구조물의 설계단계에서부터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염해환경에서 철근의

부식은 콘크리트구조물의 주요 열화요인의 하나로서 염

화물 이온이 존재하는 콘크리트내에 산소와 수분의 침투

는 철근의 부식을 일으키며 이는 내구성 저하를 가져오

는데, 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염화물 확산계수의 산정

이 매우 중요하다. 또한 염화물 확산계수는 콘크리트의

공극시스템의 특성에 의해 의존하게 되므로 콘크리트 내

구성 평가를 위해 공극구조 형성모델을 도입하여 염화물

확산계수를 공극률의 함수로 도출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

되었다.
1,3-5)

 콘크리트구조물은 장기적인 측면에서 사용수

명(service life)을 늘릴 수 있는 고내구성을 고려한 설계

가 이루어져야 하며,
2)
 가장 대표적인 내구성 설계방법으

로 기존에 사용되던 OPC 콘크리트 보다 밀실한 고내구

성 배합으로 시공하는 것으로서 플라이애쉬나 고로슬래

그 미분말(GGBS) 또는 실리카퓸의 활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혼화재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에 유동성, 장기

강도, 수밀성 개선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염화물 이온의 침투관점에서는 공극률의 감소를 통한 확

산계수의 감소와 염화물 구속력의 증가를 통한 자유염화

물량의 감소 효과가 있다.
6) 
염화물 확산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확산계수 도출

및 시간의존성에 따른 거동변화는 실험을 통한 값을 사

용하거나 시간에 대한 지수함수형태로 모델링하여 사용

하고 있으며, 공극률의 경우는 해석적 기법으로 예측하

여 사용하고 있다. 다공질의 복합체인 콘크리트가 동결

융해 영향을 받을때는 재료구성의 다양성에 따라 손상의

정도가 다르며, 설계수명 동안 받게 되는 외부조건에 따

라 동해의 정도가 다를 수 있으며 많은 변수들이 서로

연계되어 작용하게 되며, 최근 들어서는 여러 변수들의

영향정도를 분석하여 수치해석적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

들이 국내에서도 진행되고 있다.
27,28)

이 논문에서는 수은압입법(MIP)에 의해 구해지는 공극

률 및 공극구조 특성 및 염해와 동결융해 손상이 발생

한 OPC 및 GGBS 콘크리트의 염화물 확산계수 변화를

비교 분석하여 이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이

를 위하여 기존의 문헌을 조사하여 대표적인 치환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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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하고, 기 수행되었던 내구적 재료 측면에서의 실험

과 비교하기 위하여 물시멘트비를 40%, 45%, 50%로 변

화시키고, 단위시멘트량을 300 kg/m
3
, 350 kg/m

3
, 400 kg/m

3
,

450 kg/m
3
로 변화시킨 OPC 및 GGBS 콘크리트에서의 재

령 28일과 540일의 시편에 대하여 동결융해에 의해 손

상된 콘크리트에서의 확산계수 변화를 관찰하고, 재령

28일 시편에 대해서는 MIP를 이용하여 구한 미세공극구

조 자료와 염화물 확산계수와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시편의 제작 및 실험 방법

2.1.1 시멘트

시멘트는 KS L5201을 만족하는 국산 S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화학적 조성표는 Table

1과 같다.

2.1.2 고로슬래그 미분말(GGBS)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K 제철에서 발생되는 것을 사용

하였다. 사용재료의 화학적 조성표는 Table 1과 같다.

2.1.3 골재

배합에 사용된 잔골재는 비중이 2.58이고, 흡수율이

1.07인 해사를 사용하였으며, 굵은골재는 최대 치수가

25 mm이고 비중은 2.61, 흡수율이 0.83인 쇄석을 사용하

였다.

2.1.4 화학 혼화제

화학혼화제는 공기량 확보를 위해 공기연행제(AE)와,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해 유동화제를 사용하였다. 유동화

제는 멜라민계를 사용하였으며, 화학적·물리적 조성은

Table 2와 같다.

2.1.5 공시체 제작

OPC와 GGBS는 Tables 3, 4와 같은 배합으로 원재료

들이 충분히 혼합되도록 건비빔한 후, 물을 가하여 콘크

리트 믹서로 1.5분간 강제 혼합 믹서에서 혼합하여 압축

강도 측정용 원주형 공시체인 100 mm × 200 mm 몰드에

타설하였으며, 표준 양생실에서 1일간 양생한 다음 20±2
o
C

인 수중에서 28일 및 540일간 양생하여 콘크리트 압축

강도(KS F 2405)를 측정하였으며, MIP 실험을 위하여

분쇄하여 모르타르 부분을 추출하였고, 공시체의 중앙부

분을 기준으로 양쪽으로 50 mm로 절단하여 동결융해 전

후 염화물 확산계수를 측정하기 위한 시편을 준비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2.2 미세공극구조 분석

 

시멘트페이스트의 공극구조는 투수성이나 이온의 확산

등 이동 특성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7)
 그러므로,

시멘트계 재료의 이동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는 이러

한 특성을 가장 잘 결정지을 수 있는 인자들을 찾아내어

미세구조를 구명해야 한다. 수은압입법(mercury instrusion

porosimetry: MIP)은 시멘트계 재료의 공극구조특성을 연

구하는데 널리 사용되어져 온 방법중의 하나로 수은을

시편에 압입하여 들어간 수은의 양으로 부피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8)
 최근 몇 년 동안 이 방법은 수화된 시멘트페

이스트, 모르타르, 콘크리트의 공극구조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되었다.

MIP는 단순한 원리를 이용하여 간단히 공극의 크기 및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OPC and GGBS

SiO2

(%)

Al2O3

(%)

CaO

(%)

Fe2O3

(%)

MgO

(%)

SO3

(%)
K2O Na2O Mn2O3 TiO3

Insol.

(%)

Specific gravity

(g/cm
3
)

Blaine

(cm
2
/g)

OPC 21.60 6.00 61.40 3.10 3.40 2.50 - - - - 0.21 3.15 3,539

GGBS 34.2 11.7 41.2 1.43 8.81 - 0.31 0.29 0.3 0.58 - - -

Table 3 Mix proportions of OPC

Specimen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GGBS S G

OPC-300-40

40

40

120 300 0 781 1158

OPC-350-40 140 350 0 743 1128

OPC-400-40 160 400 0 705 1070

OPC-450-40 180 450 0 668 1013

OPC-350-45 45 157.5 350 0 725 1100

OPC-350-50 50 175 350 0 706 1072

Table 4 Mix proportions of GGBS

Specimen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GGBS S G

GGBS-300-40

40

40

120 120 180 781 1158

GGBS-350-40 140 140 210 743 1128

GGBS-400-40 160 160 240 705 1070

GGBS-450-40 180 180 270 668 1013

GGBS-350-45 45 157.5 140 210 725 1100

GGBS-350-50 50 175 140 210 706 1072

Table 2 Material property of chemical admixture

State Color
Specific

gravity

Residue

(%)

Quantity

(B×wt %)

Water-reducing

agent
Liquid Translucency 1.19 38 0.5

AE Liquid Translucency 1.04 28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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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를 측정할 수 있다. 이때 사용되는 방정식이 식 (1)

로 표현되는 Washburn 식이며, 공극의 모양을 실린더형

모세관으로 정의하여 수은이 침투하는 공극의 크기는 적

용된 압력에 반비례 하는 것을 나타내었다.
9)

(1)

여기서 P는 수은 압입 압력(psia), γ는 수은의 표면장력

(dines/cm), θ는 고체와 수은의 접촉각(degrees), D는 공

극직경이다(µm). 또한 공극의 총 체적은 압입된 수은의

양으로 나타내어진다. 

염화물 확산계수를 결정하는 콘크리트 공극의 영향은

매우 복잡하다.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염화물의 침

투성은 시멘트페이스트 부분의 공극의 분포, 공극들의 크

기, 그리고 연결성과 관계가 있다. 콘크리트와 모르타르

에서는 이러한 공극구조가 시멘트페이스트와는 달리 골

재의 존재에 영향을 받는다. Winslow and Liu
10)
는 순수

시멘트페이스트와 골재가 있는 페이스트의 공극구조가

매우 다르다는 것을 MIP를 사용하여 밝혀냈다. 골재-페

이스트 계면은 상당히 높은 공극률과 큰 공극을 포함하

기 때문에 공극 크기 분포에 뚜렷한 영향을 미친다. 천

이영역이 작은 공극 덩어리로 독립적으로 되었을 때 이

동률은 확연히 낮아지며 천이영역이 겹쳐지게 되면 이온

의 이동이 쉽게 되는 연결된 통로를 만들어 낸다. 이러

한 상호연결성은 소위 ‘Percolation’이라 정의되며 이동

특성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 시멘트페이스트에 있는 공

극은 0.001 µm부터 1000 µm까지의 범위를 가지는 공극

으로 구성되며 공극의 크기를 잘게 나누어 분류하여 중

간층 공극(interlay pore), 겔공극, 모세관공극 그리고 기

공으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각 공극의 크기

에 따른 정의는 연구자마다 다르게 정의되었다.
11)

 

Bentz et al.
12)

 등은 모세관 공극의 발달은 수화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한계 수화도를 기점으로 이보다

이전의 경우에는 페이스트에서의 이동현상이 모세관공극

에 의해 지배되고, 이후에는 C-S-H겔 공극에 의해 지배

되는 것을 밝혀내기도 했다. 

그 동안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MIP를 사용하여 측정

한 결과는 수은이 좁은 공극들의 연결된 통로와 공극 자

체를 채우는 양으로 계산되기 때문에 접촉각, 수은의 표

면장력 설정, 시료의 형태 및 종류, 시료의 건조기술, 적

용압력의 증가율 등에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왔다. 그

러므로 시료의 형태와 종류, 시료건조방법, 수은의 접촉

각 등을 재료에 맞게 선택할 필요가 있으며, 이렇게 해

서 얻어진 결과들이 확산이나 투수 특성에 중요한 영향

을 미치는 공극의 크기를 측정하는데 있어서는 다른 방

법으로 얻어진 결과들보다 실제와 보다 유사한 수치들을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다.
13)

 총 공극률의 경우 MIP는

공극이 너무 작아서 수은이 들어갈 수 없을 정도의 독

립적인 공극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실제적인 값에 가장

근접하다고 할 수 있다.
14)

이 실험에서는 콘크리트 시편을 분석이 가능하게 작은

조각으로 파쇄한 후, 수화정지를 위하여 아세톤에 침지

시켰다. 이후 105
o
C의 건조로에서 24시간 동안 건조시켜

시편 내부의 수분을 제거한 후 미세공극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Micromeritics Auto Pore 9505 수은압입장비를 사

용하였으며, 측정조건은 Table 5와 같다.

2.3 염화물 확산계수 측정

염해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염화물의 확산계수

를 구하는 것이 필수적인데 이것을 구하는 방법은 크게

침지실험, 정상상태 확산실험, 전기적 실험방법 등으로

나뉘어진다. 특히 신속한 확산계수 측정을 위해 많은 연

구자들이 전기적인 실험방법을 연구하였는데, 이전에는

전류를 6시간 동안 적용하여 비정상상태의 총 통과전하

량을 측정하여 염화물 이온의 콘크리트 침투저항성을 평

가하는 ASTM C 1202(RCPT) 방법이 대표적이었다.
15) 

Feldman
16,17)
등은 RCPT로 획득한 6시간 전하량과 초기

전류 및 시험시작시 측정한 콘크리트의 전도성이 선형적

인 관계가 있음을 밝혀내어 짧은 시간에 측정된 전하량

을 통해 장기적인 콘크리트의 염화물 확산계수를 예측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Sugiyama
18)
등은 콘크리트의 이동

계수가 24시간 동안 전류를 흘려 측정한 총 통과 전하

량과 선형적인 관계가 있음을 보고했다. Truc
19)
등은 양

극부 용액의 염화물 농도의 저하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상상태의 염화물 확산계수를 측정하기도 했다.

Castellote
20)
등은 확산(migration)시험에서 양극부분의 전

도도와 염화물 농도 사이에 선형적 관계가 있음을 보여

줬다. 이것은 확산계수가 염화물 농도측정 없이 양극부

의 전도도를 간단히 측정 함으로써 얻어질 수 있다는 것

을 말한다.
 

한편 북유럽에서는 Tang, Nilsson 등을 중심으로 90년

대부터 촉진실험으로부터 염화물의 확산과 이동의 이론

적 관계를 연구하여 비정상상태의 촉진시험법을 개발하

였는데 최종적으로 NT Build 492 ‘전기영동에 의한 비

정상 상태의 시험에 의한 염화물 확산계수 산정방법’이

다.
21) 
이 방법은 최근 촉진시험법에 의해 염화물 확산계

수를 구할 때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국내에서도 최근

콘크리트의 염화물 확산계수를 측정하는데 사용되곤 한다.
22)

이 논문에서는 비정상상태의 염화물 이동계수를 구할

D
4γ θcos

P
------------------–=

Table 5 Conditions for measuring porosity through MIP

Contacting angle 130
o

Mercury surface tension 485 dynes/cm

Stem volume 0.392 ml

Bulb volume 5 cc

Pemetrometer constant 10.79 / pF

High pressure measurement 33,000 p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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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전기적인 실험방법인 NT Build 492에 따라 실

험을 하였으며, 이 방법은 Fig. 1과 같은 형태로 시편을

거치하여 음극 부분에는 10% NaCl 용액을 넣고, 양극

부분에는 0.3 N NaOH 용액을 넣어 염화물이 이동하도

록 하여 측정하는 방법이다.

시험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Ø100 × 200 mm 콘크리트를

제작하여 양생한 후 중앙부분에서 약 50 mm의 시편을

절취해서 진공 데시게이터에 넣고 절대압력을 10 ~ 50 m

bar(1~5 kPa)의 범위로 압력을 낮추고. 진공펌프는 계속

가동이 되는 상태로 3시간을 유지한 뒤에 Ca(OH)2 포화

용액을 시편이 잠기도록 채운다. 이후 데시게이터에 공

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진공을 유지하면서 18±2시간 동

안 용액 속에 침지한다. 이렇게 시편이 포화상태가 되도

록 전처리를 거친 후 초기에 30 V의 전압을 주고, 초기

전류를 측정한 뒤, 측정된 전류에 따라 지속적으로 인가

할 전압을 결정하고 이에 따라 적정한 시간동안 일정한

전압으로 콘크리트 시편에 전류를 흘려서 염화물 이온이

강제로 투과하도록 하였으며, 이후 시편을 절단하여 통

과한 염화물의 침투깊이를 측정하여 비정상 상태의 염화

물 확산계수를 계산하였다. 염화물 확산계수를 구하는 식

은 다음과 같다.

(2)

(3)

여기서 Dnssm는 비정상 상태에서 구한 전위차 촉진 염소

이온 확산계수(m
2
/sec), R은 기체 상수(8.314J/(K·mol)), T

는 절대온도(K), L은 시편 두께(m), z는 이온 전자가(염

화물은 z = 1), F는 패러데이 상수(9.648 × 104J/(V·mol)),

U는 전위차(V), χd는 비색법에 의한 평균 침투 깊이(m),

t는 전위차의 적용 시간(sec), C0는 음극셀의 염소이온

농도(≒2N), Cd는 비색법에 의한 반응 농도(OPC의경우

≒0.07N), erf
-1
는 오차 함수의 역함수를 나타내며, 이 연

구에서 GGBS의 경우 Cd를 0.07 N으로 가정하고 계산

하였다.

2.4 동결융해 시험

 

콘크리트 내 공극을 차지하고 있는 물은 동결할 때에

최대 9%의 체적팽창이 발생하고 시멘트페이스트 내부에

서는 공극의 벽으로 팽창이 이동된다. 이 체적 팽창률을

완화하는데 필요한 공기로 가득 찬 공극이 존재하지 않

을 경우 큰 압력이 발생한다.
23)

 이것이 열화와 동결융해

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온도가 떨어지면 우선 큰 공극

중의 물이 동결하게 되며 이어서 작은 공극 중의 물이

동결되며 이 과정에서는 큰 공극 중에 생긴 얼음 결정

에 의해 팽창이 구속된다. 이 팽창을 완화하는 만큼의

자유 공극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큰 정수압이 공극

의 벽에 작용하여 발생한 응력이 인장강도에 도달했을

때에 균열이 발생한다. 이러한 팽창압의 반복 작용으로

결국에는 콘크리트 표면이 파괴, 또는 박락에 이르게 된

다. 이 공극에 작용하는 정수압은 콘크리트가 냉각되는

속도, 함수량 및 콘크리트 중의 기포와 기포의 간격에

따라 다르다.
24)

물의 동결로 발생하는 팽창량 이상의 공기로 가득 찬

공간이 있고 기포와 기포의 간격이 작으면 미동결수의

이동에 따른 압력이 발생하기 어려우므로 콘크리트를 동

결에 의한 피해로부터 보호하게 된다. 반대로 큰 기포가

떨어져 존재하는 경우에는 이동수가 기포에 도달하기 전

에 압력이 콘크리트의 균열을 발생시킬 정도로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이유로 AE제 등에 의한 연행공기(entrained

air)는 갇힌공기(entrapped air)에 비해서 동결융해의 방지

에 유효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세공크

기에 따라 동결온도가 달라지는데, Fig. 2는 콘크리트 내

의 공극반경과 동결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온도가 저하하는 경우에 0
o
C 부근의 온도에서 모세관

중의 물이 동결하며, 세공내의 수분은 온도의 저하에 따

라 큰 세공지름에서 점차적으로 동결해 간다. 이 때 시멘

트 경화체중에는 세공지름의 크기에 따라 과냉각 상태를

포함하여, 동결한 부분과 미동결의 부분이 존재하게 된다.

실험은 KS F 2456에 의해 기중동결 수중융해 방법에

따라 Table 6의 조건으로 동결융해를 실시하였다.

D
nssm

RT

zFE
----------

x
d

α x
d

–

t
------------------------⋅=

E
U 2–

L
------------- α, 2

RT

zFE
---------- erf

 1–
1

2C
d

C
o

---------–⋅= =

Fig. 1 NT Build 492 migration test set-up Fig. 2 Relationship between freezing point and pore radius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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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18
o
C까지의 기중동결 조건으로 실험

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공극지름은 약 5 nm인 수준까지

동결융해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3. 실험 결과 검토 및 분석

3.1 공극률, 압축강도 및 염화물 확산계수 평가

재령 28일 및 540일에 측정한 실험 결과를 정리하여

보면 Tables 7 및 8과 같다. Fig. 3은 재령 28일에서 단

위시멘트량 350 kg에 물시멘트비가 40%, 45%, 50%로

변화되는 OPC 및 GGBS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공극률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OPC와 GGBS 모두 강도가 감소할수록 공극률이 감소

하며, 선형으로 회귀분석할 경우 GGBS 보다는 OPC가

더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다. 

재령 28일과 재령 540일 된 시험편에 대해 염화물 확

산계수를 측정한 결과를 Figs. 4 및 5에 나타내었다.

GGBS의 염화물 확산계수가 같은 재령, 같은 물시멘트

Table 7 Test result(28 days) 

Specimen

Comp.

strength

(MPa)

Migration

coefficient

(×10
-12

m
2
/s)

Porosity

(%)

Capillary

pore vol.

(%)

Critical

pore dia.

(nm)

Specimen

Comp.

strength

(MPa)

Migration

coefficient

(×10
-12

m
2
/s)

Porosity

(%)

Capillary

pore vol.

(%)

Critical

pore dia.

(nm)

OPC-300-40 41.39 13.72 11.99 8.17 14.47 GGBS-300-40 45.76 5.50 10.09 6.27 38.21

OPC-350-40 35.46 13.12 11.15 7.98 13.00 GGBS-350-40 44.87 5.02 12.56 9.08 14.87

OPC-400-40 34.61 13.00 14.40 9.04 11.56 GGBS-400-40 34.11 5.22 12.78 9.61 10.75

OPC-450-40 36.49 12.72 18.25 11.96 26.00 GGBS-450-40 38.68 7.21 14.49 10.04 58.94

OPC-350-45 25.00 16.04 15.94 10.00 42.75 GGBS-350-45 28.24 7.70 14.10 10.49 68.81

OPC-350-50 19.99 18.68 17.13 10.18 56.50 GGBS-350-50 22.79 7.08 17.69 7.89 78.41

Table 8 Test result(540 days) 

Specimen

Migration

coefficient

(×10
-12

m
2
/s)

Porosity

(%)

Capillary

pore vol.

(%)

Critical pore

dia. (nm)
Specimen

Migration

coefficient

(×10
-12

m
2
/s)

Porosity

(%)

Capillary

pore vol.

(%)

Critical pore 

dia. (nm)

OPC-300-40 11.85 3.41 1.68 66.25 GGBS-300-40 5.29 - - -

OPC-350-40 11.12 - - - GGBS-350-40 4.85 7.94 5.77 36.46

OPC-400-40 10.99 9.71 6.19 35.81 GGBS-400-40 5.91 10.29 6.81 7.86

OPC-450-40 11.27 7.86 4.27 24.27 GGBS-450-40 6.21 15.04 11.27 18.10

OPC-350-45 12.52 7.63 4.13 2.20 GGBS-350-45 4.11 10.29 7.29 7.90

OPC-350-50 13.24 4.39 2.47 21.39 GGBS-350-50 1.84 10.50 6.81 46.86

Table 6 Freezing and thawing cycle

Test method
Min.

temp.

Max.

temp.

Thawing time

(1 cycle)
1 cycle

A

Water freezing

and water

thawing
−18± 2

o
C 4 ± 2

o
C

More than 

25%
2~4

hours

B

Air freezing

and water

thawing

More than 

20%

Fig. 3 Compressive strength vs. Porosity (28 days)

Fig. 4 Effect of binder on migr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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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인 경우 OPC보다 약 55%~60% 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물시멘트비 40%에 바인더 400 kg/m
3
인 경

우의 GGBS의 확산계수가 13.3% 증가한 경우를 제외하

면 기존의 연구 결과와 같이 재령이 오래 될수록 염화

물 확산계수가 저하되고 있는데, 물시멘트비가 40%로 고

정되어 있고 바인더가 증가하는 경우 재령 540일에서 28

일의 경우보다 OPC는 평균적으로 13.9%의 감소를 보이

고 있으며, GGBS의 경우에는 평균적으로 1.9%의 감소

를 보이고 있어, GGBS가 상대적으로 작은 감소를 보이

고 있다. 또한 같은 물시멘트비의 경우 OPC는 바인더가

300 kg/m
3
에서 450 kg/m

3
로 증가함에 따라 28일 재령에

서는 7.2% 감소하고, 540일의 경우에는 4.9% 감소하였

으나, GGBS의 경우는 반대로 바인더의 증가에 따라 28

일 재령에서는 31.2% 증가하고, 450일의 경우에는 17.5%

확산계수가 증가하고 있다. 

바인더가 350 kg/m
3
인 경우 재령 28일의 확산계수는

OPC와 GGBS 모두 물시멘트비가 높을수록 높게 나타나

고 있지만, 재령 540일의 확산계수는 물시멘트비가 증가

함에 따라 GGBS는 감소하고 있다. 재령에 따른 감소율

을 보면 OPC의 경우에는 물시멘트비 50%에서 28일 재

령에 비해서 29.1%가 감소하였고, GGBS의 경우에는

74% 감소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슬래그 미분말이

충분히 수화하여 조직이 치밀해졌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2 동결융해 시편의 염화물 확산계수 평가

동결융해 60cycle, 120cycle 시점에서의 염화물 확산계

수를 측정하여 동결융해에 따른 확산계수의 변화를 Fig. 6

에 도시하였다. 재령 28일의 경우는 OPC나 GGBS의 경

Fig. 5 Effect of W/B on migration coefficient

Fig. 6 Effect of freezing and thawing cycles on chloride migration coe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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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동결융해 사이클에 따라서 확산계수의 증가가 나타나

지 않고 오히려 약간 감소하고 있으나 540일 양생한 경

우에는 확산계수의 증가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또한

조직이 치밀해진 재령 540일의 OPC의 경우 120cycle 시

점의 확산계수는 1~1.5배 증가하였으나, GGBS의 경우에

는 2~6배 증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수화가 완전히 진행

된 뒤에 동결융해의 영향으로 확산계수의 증가가 커진다

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급속 동결융해를 받아서 실

제보다 가혹한 환경이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3.3 염화물 확산계수 및 공극구조의 평가 

일반적으로 염화물의 확산은 콘크리트 조직의 공극을

통한 이동으로 알려져 있으며, 공극 중에서도 모세관 공

극과 이러한 모세관 공극의 연결성이 콘크리트 내의 물

질이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특성이라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공극구조 자료들 중에서도 한계공극지름(threshold

diameter of pores)은 내부 연결공극의 가장 큰 요소라고

확인되어지고 있다.
26)

 이 논문에서 한계공극지름은 MIP

결과의 공극지름과 수은압입량 곡선이나 곡선의 최대값

으로 구하였으며, 모세관 공극량은 10 nm~1,000 nm 범위

에 해당되는 크기의 공극량을 구하였다
7)
(Fig. 7).

Fig. 8은 한계공극지름과 염화물 확산계수의 관계를 나

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OPC의 경우와 GGBS의 경우 한

계공극지름은 비슷하지만 염화물 확산계수는 3배 정도

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각각의 경우에 있어서는 회귀

분석 결과 염화물 확산계수와 한계공극지름이 분명한 상

관관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확산계수의 차이는 GGBS를 60% 치환한 경우

에 염화물 이온의 구속효과 등의 차이에 기인하며, 이외

에도 각 공극들의 연결성에 차이가 있어 OPC의 경우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9에 나타내고

있는 모세관 공극과 염화물 확산계수의 관계에 있어서도

OPC와 GGBS 혼합 콘크리트의 염화물 확산계수는 뚜렷

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나 모세관 공극과 확산계수의 회

기분석 결과 상관관계가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고로슬래그 미분말 60%를 혼합한 GGBS 콘크리트와

OPC 콘크리트의 시편에 대하여 KS F 2456 방법에 따라

Fig. 7 Cumulative intruded pore volume of Hg curves measured from MIP(28 days curing)

Fig. 8 Migration coefficient vs. threshold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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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결융해 0, 60, 120, 180 cycle 이후 염화물 확산계수를

NT Build 492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콘크리트의 모르타

르 부분만을 추출하여 MIP 방법으로 공극구조를 측정하

였다. 이 연구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재령 28일에 측정한 콘크리트의 강도가 감소할수록

그에 따른 공극률 역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으며, 실험값에 따른 회귀분석결과 GGBS 보다

OPC가 더욱 높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

였다.

2) 재령에 따른 확산계수는 물시멘트비 40%의 경우에

서는 OPC의 확산계수 저하율이, 50%에서는 GGBS

의 확산계수 저하율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이는 슬

래그 분말의 충분한 수화 반응에 따라 매트릭스내

의 내부 조직을 치밀화한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초기재령에서, OPC나 GGBS의 경우 동결융해 사이

클에 따른 확산계수는 오히려 약간 감소하는 경향

을 보인반면, 540일의 장기재령 이후에서 확산계수

의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 수화가 완전히 진행된 이

후에 동결융해에 따른 확산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하

였다.

4) OPC와 GGBS의 한계공극지름 값은 비슷한 경향을

가지고 있으나 동해된 시편의 염화물 확산계수는

GGBS의 경우가 OPC에 비해 3배 이상 차이를 나

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결합재 혼입에 따른 충진효

과 및 염해 침투 저항성을 향상시키고 있음을 확인

하였다. 

5) 염화물 확산계수와 한계공극지름이 분명한 상관관

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모세관 공극

과 확산계수의 상관관계가 한계공극지름과의 관계

보다 상대적으로 약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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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바닷물에 의한 염해와 동결융해 환경에 노출된 철근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

트의 미세구조적 특성 및 염화물 침투성에 대한 콘크리트의 확산 저항성을 동시에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

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GGBS)을 혼합한 콘크리트에 대하여 수은압입법(MIP)에 의해 얻어진 콘크리트의 미세공극 구

조와 장기 및 단기 재령의 염화물 확산성과의 상관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물시멘트비는 40, 45, 50%로 변화시키고,

단위시멘트량을 300, 350, 400, 450 kg/m
3
으로 변화시킨 OPC 및 GGBS 콘크리트 시편에 대하여 동결융해에 의해 손상

된 GGBS 콘크리트에서의 확산성과 미세구조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핵심용어 : 미세구조, 내구성, 염화물 확산성, 고로슬래그 미분말(GGBS), 콘크리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