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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deterioration degrees of concrete were investigated at laboratory under seawater attack and cycling

freeze-thaw, which are major durability performance deterioration factors of concrete. Deteriorations of mixed concrete using Port-

land & blended cement were examined by instrumental analysis of changes in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and com-

pressive strength. After 520 cycles of freeze-thaw,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mixed with normal Portland and LHC over 75% showed relatively low resistance of approximately 44% of those values of SRC.

Concrete replaced with 50% fine powder of blast furnace slag showed the most excellent freeze-thaw resistance among the tested

blended cement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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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국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해안/항만 및 해안매립지 등 해양환경하에서의 대형 구

조물 신설과 산업단지의 조성은 필요불가결하다. 특히 이

러한 해안환경에 놓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여러 가지 물

리적 혹은 화학적인 요인으로 인하여 내구성이 크게 저

하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원인분석 및 대책 방안에 대

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요인으로는

동결융해, 철근부식, 탄산화 및 화학적 침식작용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이들 요인들에 대한 각각의 연구는

국내·외적으로 많이 수행되고 있으나, 두 가지 이상의

복합적인 요인에 의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원인분석 및

메커니즘 규명에 관한 연구는 그다지 많지 않다.
1,2)

한편, 해양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는 해상의 파력, 조력 및 동결융해작용 등 물리적 요인

에 의한 것과 해수 중의 염소이온, 나트륨이온, 황산염

이온, 마그네슘이온 등의 염류들이 시멘트 수화물과 반

응하여 생긴 반응생성물에 의한 화학적 요인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특히, 한랭지역의 해양환경에 노출된 콘

크리트 구조물은 동결융해작용 뿐만 아니라 해수침식에

의한 성능저하도 발생하기 때문에 2종류의 침식요인에

대하여 모두 고려할 필요가 있다.
3-12)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작용 및 해

수침식에 의한 복합적인 성능저하 정도를 평가할 목적으

로 담수와 해수를 배합수로 사용하여 제조한 6종류의 시

멘트 콘크리트 공시체를 대상으로 동결융해 저항성을 평

가하였다.

또한 동결융해작용과 해수침식에 의한 복합열화를 입

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발현특성을 알아보기 위

하여 매 100 싸이클마다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동일 재

령동안 수중양생한 콘크리트 시편의 압축강도 결과와 비

교, 분석하였으며, XRD, SEM 및 EDXA 등 기기분석을

통하여 복합열화의 원인을 분석하였다.

2. 실험개요

2.1 사용재료

2.1.1 시멘트 및 광물질혼화재

이 연구에서는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이하 OPC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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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함), 4종 저열포틀랜드시멘트(low heat portland cement

이하 LHC로 약함) 및 5종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sulphate resistance portland cement 이하 SRC로 약함)

와 같이 3종류의 포틀랜드시멘트와 고로슬래그미분말(이

하 SG로 약함), 플라이애쉬(이하 FA로 약함) 및 실리카

퓸(이하 SF로 약함)과 같이 3종류의 광물질혼화재를 사

용하였다. 각각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2.1.2 골재

잔골재는 밀도 2.60(g/cm
3
), 조립률 2.8인 강모래를 사

용하였으며,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25 mm인 경기도 광주

퇴촌산 부순돌을 사용하였다.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1.3 화학혼화제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저감과 연행공기를 발생시키기 위

하여 밀도 1.09 ± 0.02의 리그닌계 AE감수제를 사용하였다.

2.1.4 배합수

콘크리트 제조에 사용된 배합수는 담수 및 인공해수

(이하 해수로 약함)를 사용하였으며, 해수는 ASTM D

1141에 준하여 Table 3과 같이 제조하였다.

2.2 콘크리트 배합 및 제작

이 연구에 사용된 배합은 총 12배합으로서 Table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3종류의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여 배

합수를 담수와 해수로 구분하여 제조한 6배합과 여러 종

류의 광물질혼화재를 각각 혼입률별로 보통포틀랜드시멘

트와 대체하여 담수와 해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6배합이

다. 콘크리트 공시체는 압축강도 및 동결융해 저항성 평

가용으로 구분하여 제조하였으며 각각의 형상 및 크기는

φ100 × 200 mm (cylinder), 75 × 100 × 400 mm (prism)이다.

2.3 실험방법

2.3.1 동결융해 저항성

동결융해 저항성 평가 실험은 KS F 2456의 B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온도측정용 중심공시체의 온도가

4
o
C에서 −18

o
C를 거쳐 다시 4

o
C에 도달하는 과정을 1 싸

이클로 하여 총 300싸이클을 진행하였으며, 매 30 싸이

클마다 콘크리트 공시체의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300

싸이클 이후 파괴가 일어나지 않은 공시체에 대하여 520

싸이클 까지 측정하였다. 동결융해 반복작용을 받기 전

공시체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소정의 싸이클에서의 동탄

성계수를 식 (1)과 같이 상대동탄성계수로 나타내었다.
5)

(1)Ed c,

%( ) n1/n( )2 10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and mineral admixtures

Chemical composition OPC LHC SRC SG FA SF

Silicon dioxide (%) 20.2 25.7 22.7 31.7 57.6 91.2

Aluminium oxide (%) 5.8 3.2 3.7 14.5 25.5 1.3

ferric oxide (%) 3.0 3.2 3.5 0.7 6.1 0.8

Calcium oxide (%) 63.3 62.5 63.1 41.7 3.4 0.7

Magnesium oxide (%) 3.4 2.1 3.2 5.4 0.9 0.3

Sulfur trioxide (%) 2.1 2.1 1.8 2.1 - -

Loss on ignition (%) 1.2 0.6 1.6 2.6 4.3 2.3

Density 3.15 3.23 3.17 2.92 2.92 2.2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s

 Items

Types

Gmax

(mm)

Specific 

gravity

Absorption 

(%)
FM

Fine agg. - 2.60 0.80 2.80

Coarse agg. 25 2.67 0.78 7.13

Table 3 Composition of artificial seawater (g/l) 

NaCl MgCl2 Na2SO4 CaCl2 KCl

25.43 5.20 4.09 1.16 0.69

Table 4 Mix proportions of concrete

Symbols
Mixing 

water

Gmax

(mm)

Slump

(mm)

Air content

(%)
W/B

S/a

(%)

Unit mass (kg/m
3
)

W C S G SG FA SF

OPC TW
*

25 150 ± 15 4.5 ± 1 0.45 42 187 416 695 985 - - -

LHC T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416 698 990 - - -

SRC T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416 695 986 - - -

SG50 T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208 689 977 208 - -

FA20 T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333 686 972 - 83 -

SF10 T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374 689 977 - - 42

SG40FA30 T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125 676 959 166 125 -

OPC-SW SW
**

25 150 ± 15 4.5 ± 1 0.45 42 187 416 699 991 - - -

LHC-SW S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416 702 995 - - -

SRC-SW S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416 699 992 - - -

SG50-SW S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208 693 983 208 - -

SF10-SW SW 25 150 ± 15 4.5 ± 1 0.45 42 187 374 629 982 - - 42

*TW = tap water, **SW =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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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Ed,c = c 싸이클에서 상대동탄성계수 (%)

n1  = c 싸이클에서의 공명진동수 (Hz)

n  =초기 공명진동수 (Hz)

2.3.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φ100 ×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 1일 후 탈형

하여 13일동안 표준양생을 실시한 후 동결융해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매 100 싸이클마다 KS F 2405에 준하여 압

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동결융해 반복작용에 의한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비는 식 (2)와 같이 계산하였다.

압축강도비 = (%) (2)

여기서, 

Cf :동결융해를 받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Cw :동일 재령동안 담수에 양생한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MPa)

2.3.3 기기분석

1) X-ray 회절분석

동결융해 반복작용을 받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모르타르

부분을 채취한 후 분말법으로 X-ray 회절분석을 실시하였

다. 이때, 측정조건은 CuKa(Nikel filter) : 36 kV, 20 mA,

scanning speed : 2°/min., 2θ: 5~40
o
로 하였다.

2) SEM 및 EDS분석

동결융해 작용을 받은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부위를 채

취한 후 XL30ESEM(P사)을 이용하여 적당한 배율로 확

대촬영을 실시하였으며, EDS 분석은 EDAX Falcon

Energy System 60SEM을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시멘트 종류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성 평가

동결융해 작용을 받은 포틀랜드 및 혼합시멘트계 콘크

리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소요의 동결융해 싸이클

마다 동탄성계수를 측정한 후, 상대동탄성계수로써 나타

낸 것이 각각 Figs. 1 및 2이다.

Fig. 1은 3종류 포틀랜드시멘트계 콘크리트의 520 싸

이클까지의 상대동탄성계수를 나타낸 것으로써, 싸이클

수가 증가함에 따라 각각 상이한 실험 결과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특히, SRC 콘크리트의 경우, 200 싸이클 이

후의 상대동탄성계수가 나머지 2종류 콘크리트보다 현

저하게 떨어지기 시작하여, 520 싸이클에서는 상대동탄

성계수가 약 44%의 낮은 결과 값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OPC 및 LHC 콘크리트의 경우 520 싸이클까지

75% 이상의 상대동탄성계수를 나타냄으로써 SRC 콘크리

트보다 동결융해저항성이 우수하게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한편 광물질 혼화재를 사용한 혼합시멘트계 콘크리트

의 동결융해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520 싸이클까지

의 상대동탄성계수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 Fig. 2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G50 콘크리트의 상대동

탄성계수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고로슬래그미

분말과 플라이애쉬를 혼합한 3성분계 혼합시멘트인

SG40FA30 콘크리트는 60 싸이클 이후 급속하게 저하되

어 120 싸이클에서 상대동탄성계수가 56%로 나타났으며

그 이후 공시체의 파괴로 인하여 더 이상 측정이 불가

능하였다. 이는 3성분계 혼합시멘트의 압축강도가 동결

융해 반복작용을 받기 전에 다른 공시체의 압축강도보다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A20 및 SF10 콘크리트는 270 싸이클 이후 상대동탄

성계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 이유

는 광물질혼화재를 혼합함에 따라 콘크리트 중의 공극크

기가 작아짐에 따라 동해시 팽창압을 크게 받았기 때문

으로 판단되며, Sabir
6)
의 연구 결과와도 잘 일치하였다. 

다음은 해수침식을 받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동결융해 저

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3종류의 포틀랜드시멘트계 콘크

리트의 상대 동탄성계수를 정리하여 나타낸 것이 Fig. 3이다.

이 그림에서 인공해수를 혼합수로 사용한 콘크리트의

Cf

Cw

------- 100× Fig. 1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of Portland

cement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Fig. 2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of blended

cement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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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담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에 비하여 동결

융해 반복 싸이클에 관계없이 상대동탄성계수가 상대적

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한냉지역에서 해수 침식을 받은 콘크리트는 일반

적인 한냉지역에서보다 성능저하가 빨리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수에 존재하는 유해이온과 시멘트 수화물의 반

응으로 생성된 여러 가지 반응생성물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조직이 침식을 받았기 때문으로 사료되며, 동결융해

반복작용과 해수침식에 의한 복합작용으로 성능저하가

더욱 촉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해수를 혼합수로 사

용하여 제조한 LHC 콘크리트의 경우 동결융해 반복 작

용을 300 싸이클 진행하였을 때 상대동탄성계수가 급격

히 떨어져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었다. 

한편 Fig. 4는 SG50 및 SF10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

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상대동탄성계수를 측정하여 나

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SG50 콘크리트의 경우 혼합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SF10 콘크리트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한 결

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SG50 콘크리트의 경우 해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상대동탄성계수가 담수를

사용한 것보다 오히려 크게 나타났으며 이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한 콘크리트에서 해수를 배합수로 사용한

경우 해수중의 염분에 의한 고로슬래그의 반응 촉진에

의한 결과로 사료된다. 반면 SF10 콘크리트의 경우는 혼

합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200 싸이클 정도에서 상대 동

탄성계수가 급격히 저하되었으며 해수침식의 유무에 따

라 각각 300 및 480 싸이클 이후에 공시체가 파괴되어

더 이상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특히 해수를 사용한 SF10 콘크리트의 경우 300 싸이

클에서 약 40% 정도의 상대동탄성계수를 나타냄으로서

한냉지 해양 환경하에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수중의 마그네슘이온과 반응으로 생성된 M-S-H gel이

콘크리트의 성능저하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동결융해 반복작용에 따른 압축강도 특성

포틀랜드 및 광물질혼화재의 종류에 따라 해수침식 및

동결융해 물리적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Figs. 5 및 6은

담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반복작용

으로 100 싸이클마다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압축강도 감

Fig. 3 Relative dynamic modulus of portland cement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Fig. 4 Relative dynamic modulus of blended cement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Fig. 5 Compressive strength ratio of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portland cement)

Fig. 6 Compressive strength ratio of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mineral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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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율을 나타낸 것이며, 초기 동결융해 시험전의 콘크리

트 강도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3종류의 포틀랜드시멘트계 콘

크리트의 경우 동결융해 반복작용 싸이클이 증가함에 따

라 전반적으로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LHC 콘크리트의 경우 300 싸이클의 동결융해

반복작용에도 불구하고 초기 압축강도의 약 91%의 압축

강도를 발현하는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Fig. 6은 광물질혼화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콘크

리트를 동결융해 반복작용 300 싸이클까지 수행하면서

매 100 싸이클마다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동결융해 반복

작용을 받기 전인 초기 압축강도에 대한 감소율을 정리

한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혼합시멘트의 경우에도 포

틀랜드시멘트계 콘크리트와 같이 동결융해 반복 작용 싸

이클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감소폭의 차이는 있지만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혼합시멘트계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감소는 실리카 퓸을 사용한 콘크리트에서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났다. SF10 콘크리트의 경우 동결융해 반복

100 싸이클에서부터 급격하게 압축강도가 감소하여 200

싸이클에서는 초기 압축강도의 약 30% 정도의 강도를

발현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0 싸이클에서는 공시체

의 파괴로 인하여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3성분계 혼합시

멘트 콘크리트의 경우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Table 5에서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 압축강도가 약

15 MPa 정도로 매우 낮은 탓으로 100 싸이클 이후 성능

저하가 심하여 압축강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감소추세를 알아보기 위하

여 선형 회귀분석하여 나타낸 것이 Figs. 7~10이다.

Fig. 7은 해수침식 유무에 따라 동결융해 반복작용을

받은 OPC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해수침식을 받은 OPC 콘크리트는 동결융

해 반복작용 싸이클에 관계없이 동결융해 작용만을 받은

콘크리트에 비하여 압축강도가 작게 나타났으며 싸이클

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는 선형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한편 해수침식 및 동결융해를 동시에 받은 LHC 및

SRC 콘크리트의 싸이클별 압축강도 결과를 동결융해 작

용만을 받은 콘크리트의 결과와 비교하여 나타낸 것이

Figs. 8 및 9이다. Fig. 8에서 알 수 있듯이 OPC 콘크리

트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동결융해 반복 싸이클이 증가할

수록 압축강도는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러

나 압축강도 감소비율은 담수를 사용한 경우보다 해수를

사용하여 제조한 콘크리트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SRC 콘크리트를 사용한 경

Table 5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s at 14 days (MPa)

OPC LHC SRC SG50 FA20 SF10 SG40FA30

40.2 31.5 33.0 30.0 34.1 41.4 14.8

Fig. 7 Compressive strength loss of OPC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Fig. 8 Compressive strength loss of LHC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Fig. 9 Compressive strength loss of SRC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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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수 침식과

동결융해 반복작용을 동시에 받은 SRC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가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해수 침식과 동결융해 반복작용에 의한 복합열화를 받

은 혼합시멘트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반복 싸이클에 따른

압축강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 Fig. 10이다.

이 그림에서 혼합시멘트계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특성

은 포틀랜드시멘트계 콘크리트와 마찬가지로 동결융해

반복 싸이클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가 저하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압축강도 감소율은 광물질혼화재의 종

류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특히 SF10 콘크리

트의 경우 배합수의 종류에 관계없이 동결융해 반복 싸

이클이 증가할수록 급격하게 감소하여 200 싸이클 이후

에는 공시체가 파괴되어 압축강도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상대동탄성계수 결과와도 동일하다.

반면 SG50 콘크리트의 경우 압축강도 감소율이 완만하

여 동결융해 저항성 및 해수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양

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냉지역 및 해양 환경하에

서는 실리카퓸을 사용함에 있어 초기 양생에 대한 충분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해수침식과 동결융해를 받은 콘크리트의 미세구조

분석

3.3.1 XRD 분석

300 싸이클의 동결융해 작용을 받은 콘크리트를 대상

으로 콘크리트의 표면부분을 채취한 후, 분말법으로써 X

회절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측정 결과를 Figs. 11 및

12에 나타내었다.

Fig. 11은 해수침식 유무에 따른 OPC 콘크리트 분말

의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써, 해수 침식을

받지 않은 콘크리트에서는 동결융해 반복 작용으로 인한

쏘마싸이트(thaumasite)피크가 주로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해수침식을 받은 콘크리트의 경우, 해수

중 SO4
2−

 및 Cl
-
 이온의 영향으로 인하여 석고(gypsum)

및 프리델 염분(Friedel's salt)의 피크가 검출되었다.

한편 SG50 콘크리트의 표면부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 Fig. 12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

듯이 SG50 콘크리트는 해수침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XRD

분석 결과가 아주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해수침식이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합한 콘크리트

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작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3.2 SEM & EDAX분석

해수침식을 받은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부분에 대한 반

응생성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SEM 이미지 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반응생성물에 대한 성분분석을 EDXA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13은 해수침식으로 인하여 성능저하된 SG50 콘크

리트의 SEM 이미지를 촬영한 것으로서 ○ 및 □ 부분

에 대한 EDXA 분석 결과를를 통하여 각각의 반응생성

물은 프리델 염분과 쏘마싸이트로 판단되었다.

Fig. 10 Compressive strength loss of blended cement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Fig. 11 XRD patterns of OPC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

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300 cycles) ((a)

freeze-thaw, (b) F & T + seawater attack)

Fig. 12 XRD patterns of SG50 concretes subjected to freeze-

thaw action and seawater attack (300 cycles) ((a)

freeze-thaw, (b) F & T + seawater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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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1) 3종류 포틀랜드시멘트계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

성을 평가한 결과, OPC 및 LHC 콘크리트는 520

싸이클에서 75% 이상의 상대동탄성계수가 나타남

으로써 동결융해 저항성이 우수한 반면, SRC 콘크

리트는 약 44%의 결과를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낮

은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한편 혼합시멘트계 콘크

리트의 경우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입한 것이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2) 해수침식을 받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동결융해 저항

성을 평가한 결과, LHC 콘크리트는 300 싸이클 이

후 다른 포틀랜드시멘트들에 비해 급격한 저하 현

상을 나타내었으며, 혼합시멘트 중에서는 실리카퓸

을 혼합한 콘크리트가 해수침식에 의한 성능저하로

인하여 동결융해 저항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3) 동결융해 반복작용에 따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특

성을 평가한 결과, 동결융해 반복작용 싸이클이 증

가함에 따라 모든 공시체의 압축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LHC의 경우 초기 압축강도의 약

90% 이상의 압축강도를 발현하여 상대적으로 우수

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4) 동결융해작용과 해수침식에 의한 복합열화를 입은

콘크리트 공시체의 기기분석 결과, OPC 경우 동결

융해 작용에 의한 쏘마싸이트 피크와 해수침식에

의한 석고 및 프리델 염분 피크가 주로 검출되었으

며, SG50 콘크리트는 해수침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사한 XRD 분석 결과를 나타냄으로써 해수침식에

의한 성능저하가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입한 콘크

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에 미치는 영향은 다소 미

미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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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는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요인인 해수침식 및 동결융해 반복작용을 받은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정

도를 실험적으로 고찰하기 위하여 포틀랜드 및 혼합시멘트를 사용하여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조한 후 상대동탄성계수,

압축강도 변화 및 기기분석을 통하여 성능저하 원인을 구명하였다. 동결융해 520싸이클까지의 결과 보통포틀랜드 및 저

열포틀랜드시멘트는 75% 이상의 상대동탄성계수와 압축강도가 내황산염포틀랜드시멘트 약 44%의 값을 나타내어 상대

적으로 낮은 저항성을 나타내었으며, 고로슬래그미분말을 50% 대체하여 사용한 콘크리트가 혼합시멘트계 콘크리트 중

가장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을 나타내었다. 혼합시멘트계 콘크리트의 해수침식 유·무에 따라 비교한 결과, 고로슬래

그미분말 콘크리트의 잠재수경성 촉진으로 동결융해 저항성이 우수하였으나, 실리카퓸을 혼합한 콘크리트는 해수침식

에 의한 성능저하가 발생하여 동결융해 저항성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해수침식 및 동결융해 작용을 받은 보

통포틀랜드 콘크리트는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쏘마싸이트 피크와 해수침식에 의한 석고 및 프리델 염분 피크가 주로

검출되고,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혼합한 콘크리트는 해수침식의 유·무에 상관없이 좋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핵심용어 :동결융해, 해수침식, 상대동탄성계수, 복합열화, 내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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