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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향후 쿄토의정서 등의 국제 협약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이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될 것이다. 특

히 시멘트 제조과정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의 저감은 시

멘트 및 콘크리트 업계의 가장 중요한 현안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반해서 전 세계의 시멘트 수요량은 21세

기 초반까지 매년 2.5~5.8%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

고 있어 새로운 시멘트 관련 기술의 개발이 필요한 실정

이다.1) 이러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

지 않고 슬래그와 같은 산업 부산물과 알칼리 활성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면 천연자원 및 에너지 고갈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동시에 해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2,3) 

국내의 경우, 2000년도 이후 슬래그, 플라이 애시 및 

알칼리 활성화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콘크리트 제조 기술

이 꾸준히 연구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알칼리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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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콘크리트의 연구는 주로 재료적

인 측면 즉, 강도, 탄성계수, 건조수축 및 내구성 분야 등

에 국한되어 수행되고 있다.4-10) 그러나 알칼리 활성화제

를 사용한 무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조재료로 사용하기 위

해서는 탄성계수, 응력-변형률 관계 및 구조 부재 거동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11,12)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50 MPa급 프리캐스트 제품용 알

칼리 활성 슬래그(Alkali Activated Slag, AAS) 콘크리트

의 탄성계수 및 응력-변형률 관계를 실험적으로 구하고, 

이러한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의 휨거동을 

실험을 통해 조사하였다. 또한 실험을 통해 얻은 탄성계

수 및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하여 휨부재의 거동을 해

석적으로 평가하고 실험결과와 비교, 분석하였다.

2. 실험 계획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결합재로 밀도가 2.90 g/cm3, 분말도 4,365 

cm2/g, 염기도가 1.78인 KS 기준에 적합한 3종 고로슬래

그 미분말을 사용하였다. 잔골재로는 밀도가 2.58 g/c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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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조립율이 2,92인 강사를, 굵은 골재로는 밀도가 2.62 

g/cm3이고 최대치수가 19 mm인 쇄석을 사용하였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활성을 위하여, 순도 98%인 수산

화나트륨과 SiO2 = 28.8% 및 Na2O = 9.3%인 공업용 물유

리와 같은 두 종류의 알칼리 활성화제를 슬래그 질량대

비 Na2O = 6%와 Ms(SiO2/Na2O) = 1.0의 조건으로 첨가하

였다. 또한, AAS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폴리칼본산계 고성능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실험부재 제작에 사용한 50 MPa급 알칼리 활성 슬래

그 콘크리트의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슬럼프, 공기

량 및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가 Table 2에 정리되어 있다. 

부재 제작에 사용된 인장철근은 SD500으로 직접인장시

험 결과 평균 항복강도는 499.6 MPa이었다.

2.2 탄성계수, 응력-변형률 관계 실험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및 응력-변

형률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Φ 100 × 200 mm의 원주형 공

시체를 제작하여 Fig. 1과 같이 하중에 따른 변형률을 측

정하였다.

2.3 휨거동 부재 실험

프리캐스트용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를 사용한 

부재의 휨거동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변수를 철근비 3수

Table 1 AAS Concrete mix proportion

W/B

(%)

S/a

(%)

Unit mass (kg/m3)

Water GGBFS
Fine

Agg.

Coarse

Agg.
WG* NaOH

45 50 165 367 855 869 73 19

* WG : Waterglass

Table 2 AAS Concrete properties 

Age (days) Slump (mm) Air (%) Comp. Strength (MPa)

 1

165 3.1

5.6

 3 32.0

 7 40.6

28 55.3

Fig. 1 Test setup for modulus of elasticity

Table 3 Test variables of flexural members

ID fc′  (MPa) Tensile steel ratio Tensile steel detail

25

55.3

0.0304 D25-3EA

22 0.0232 D22-3EA

19 0.0172 D19-3EA

Fig. 2 Reinforcement details

Fig. 3 Dimensions of flexural member

Table 4 Dimensions of flexural member (unit : mm)

d a L s c z OL

250 1,125 2,600 70 100 350 2,800

Fig. 4 Test set-up for flexural 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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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균형철근비의 76, 58, 43%)으로 정하여, Table 3과 같

이 3 종류의 부재를 제작하였다. 부재의 단면은 Fig 2와 

같으며, 전단철근(D10)을 70 mm 간격으로 촘촘히 배치하

여 전단파괴를 방지하고자 하였다. 부재의 형상과 제원

이 Fig. 3과 Table 4에 정리되어 있으며, Fig. 4는 제작이 

완료된 부재와 하중 재하 장치의 모습을 나타낸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탄성계수와 응력-변형률 관계

ACI 318-0813)에서 제안한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식은 

다음과 같다.


 ′  (1)

여기서 ′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이다.

한편 Hognastad14)가 제안한 콘크리트의 응력-변형률 관

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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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 는 각각 콘크리트 응력 및 변형률이며, 는 

최대 응력에서의 변형률이다.

식 (1)과 (2)를 이용하여 예측한 탄성계수(), 최대 응

력에서의 변형률()이 실험값과 함께 Table 5에 정리되

어 있다. 실험값과 예측값을 비교해 보면 약 10% 오차를 

나타냈는데, 이는 슬래그의 밀도가 시멘트의 밀도보다 

다소 작기 때문에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단위

질량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또한 응력-변형률 

관계를 나타낸 Fig. 5에서 동일한 응력에서 예측값보다 

실험값이 다소 큰 변형률을 나타냈다. 

3.2 부재의 휨거동

3.2.1 균열, 철근 항복 및 극한 하중

휨 파괴 실험 결과로부터 구한 균열 하중, 인장 철근의 

항복하중 및 극한하중이 Table 6에 정리되어 있다. 실험

결과 모든 부재에서 휨파괴가 발생했으며, 인장 철근비

가 클수록 하중저항 능력이 더 우수하였다. 또한 철근 항

복하중과 극한하중의 비는 1.15~1.41 정도로 나타났다. 

반면 부재 제작에 동일한 압축강도를 갖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모든 부재에서 균

열하중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3.2.2 하중-처짐 관계

부재의 하중-처짐 관계를 나타낸 Fig. 6을 보면, 모든 

부재는 하중과 처짐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단계를 

지나 인장철근이 항복한 이후 곡선의 기울기가 급격히 변

Table 5 Test and prediction of modulus of elasticity

fc′  (MPa) Ec (MPa) 


Test
55.3

31,465 0.00285

Predicted model 34,951 0.00320

Fig. 5 Stress-strain relationship of test and prediction

Table 6 Crack, yield and ultimate load of members

ID

Crack 

load

(kN)

Yield Ultimate
Ultimate

/yield Failure

patternload

(kN)

displ.

(mm)

load

(kN)

displ.

(mm)
load displ.

25 20.6 272.5 13.82 313.4 20.90 1.15 1.51 flexure

22 24.4 171.9 10.37 242.3 27.05 1.41 2.61 flexure

19 22.4 137.1 10.53 168.0 31.81 1.23 3.02 flexure

Fig. 6 Load-displacement according to steel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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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였다. 특히 인장철근비가 증가할수록 하중과 처짐의 

선형 구간이 증가하였으며, 최대하중 이후 하중-처짐 곡

선이 급격히 하강하는 취성적 파괴양상을 나타냈다. 따

라서 알칼리 활성 콘크리트를 이용한 철근 콘크리트 부

재의 거동 역시 일반 콘크리트 부재의 거동과 유사하게 

철근비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연성은 연성지수(ductility 

index)로 정량화할 수 있으며, 변형 특성 중에서 구조물

의 처짐, 회전각, 또는 곡률을 이용하여 표현할 수 있다
15). 본 연구에서는 식 (3)과 같이 처짐에 근거하여 연성지

수를 정의하여 각 부재의 연성 특성을 고찰하였다.

  
  (3)

여기서, 는 부재의 연성지수이고 와 는 각각 부

재의 극한하중과 항복하중에서의 처짐이다.

실험에서 얻어진 부재의 연성지수를 Table 6에 나타내

었다. 고강도 콘크리트의 연성지수에 관한 기존 연구에

서는 고강도 콘크리트의 취성파괴를 방지하기 위한 최소 

연성지수로서 4.0 이상의 값을 제안하고 있다.16) 실험결

과에 의하면, 모든 부재에서 연성지수가 4.0 보다 작았으

며, 철근비가 작아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실험의 경우 철근비가 가장 작은 부재가 균형철근비의 

43% 수준으로 일반적인 휨부재보다는 철근이 다소 많이 

배치된 점을 감안하면, 철근비가 더 작은 실제 구조물에

서는 연성지수를 4.0 이상 확보하여 취성파괴를 방지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3.2.3 하중-철근 변형률 관계

부재의 하중-철근 변형률 관계를 나타내는 Fig. 7을 보

면, 균열 하중보다 작은 하중상태에서는 변형률이 매우 

작게 나타났으며 균열 하중 이후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변형이 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인장철근 항복 이

후에는 변형률이 크게 증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3.2.4 하중-콘크리트 변형률 관계

부재의 하중-콘크리트 변형률 관계를 Fig. 8에 나타내었

다. 모든 부재들에서 콘크리트 극한변형률이 0.0030~0.0033

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해 약간 작거

나 유사한 수준으로, 이러한 경향은 Table 5의 최대 응력

에서의 변형률()의 실험값이 일반 콘크리트의 예측모델

을 이용한 예측값보다 작은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4. 변형률 적합조건에 의한 해석

4.1 사용 재료의 모델

본 연구에서는 RC 부재의 비선형 휨거동 해석기법을 

제안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모델은 식 (2)의 Hognestad가 

제안한 비선형 모델을 사용하였으며, 철근 모델은 Bilinear 

Model을 사용하여 철근 항복 후에는 철근의 탄성계수를 

무시하였다.

4.2 RC 부재의 비선형 휨거동 해석기법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RC 부재의 비선형 휨

거동을 평가하기 위하여 변형률 적합조건 방법을 이용한 

비선형 해석기법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콘크리트 압축

연단의 변형률을 초기단계에서 파괴단계까지 증가시키면

Fig. 7 Load-steel strain according to steel ratio

Fig. 8 Load-concrete strain according to steel ratio

Fig. 9 Strain compatibility of section for analysis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보의 휨거동 평가� 315

서, 각 단계별로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응력, 휨강도, 곡률 

및 처짐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단면 내의 변형률 분포 즉, 단면 상연 및 하연의 변형

은 Fig. 9와 같이 곡률 및 중립축 깊이를 이용하여 결정

할 수 있다. 단계별로 곡률을 증가시키고 중립축의 위

치를 가정하여 단면 내의 변형률의 분포를 산정하며, 

이때 곡률은 부재의 단위 길이 당 기울기의 변화로 단

면에서의 변형률 경사와 동일하다고 가정한다. 변형률 

적합조건에 의한 보 단면 상연 및 하연의 변형률은 식 

(4)와 같다.

     (4a)

    (4b)

 

변형률 분포를 결정한 후, 콘크리트 및 철근의 응력-변

형률 관계로 부터 응력을 계산한다. 단면의 응력을 산정

한 후 단면력을 산정할 수 있으며, 이때 단면력의 합은 

식 (5)와 같은 평형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5a)






  + 




   = 0  (5b) 

여기서, 

, 


 및 


, 


는 각각 콘크리트가 부담하는 

압축력, 인장력 및 철근이 부담하는 압축력, 인장력이고 

는 콘크리트 응력, 는 철근 응력이다.

평형상태를 만족시키는 단면 내 응력 분포에 근거하여 

단면력, 즉 모멘트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다. 

  = 




   + 




    (6)

식 (6)에서 구해진 모멘트 M과 곡률 은 식 (7)과 같

은 관계를 이용하여 지간길이가 L인 부재에 작용하는 하

중 P와 지간 중앙에서의 처짐 으로 치환할 수 있다.

  sin
  × (7)

    cos   

  

4.3 실험결과와 해석결과의 비교분석

4.3.1 하중 - 처짐 관계

하중-처짐 관계의 실험결과와 해석결과를 나타내는 

Fig. 10을 보면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

여 제안된 해석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철근비가 큰 25 mm 부재의 경우,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실험부재가 다소 취성 거동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4.3.2 하중 - 변형률 관계

하중-철근 변형률, 하중-콘크리트 변형률 관계의 실험

결과와 해석 결과를 각각 Fig. 11과 12에 나타내었다. 그

림에서 알 수 있듯이 해석결과가 실험결과와 비교적 잘 

Fig. 10 Load-displacement of analysis and test

Fig. 11 Load-tensile steel strain of analysis and test

Fig. 12 Load-compressive concrete strain of analysis and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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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치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이 적절한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22 mm 부재의 하중-철근 변형률 실험결과, 해석

결과보다 작은 하중에서 철근이 항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9, 22 mm 부재의 하중-콘크리트 변형률 그래프에

서 동일한 하중에서 예측값과 비교하여 실험에서 상대적

으로 큰 변형을 보였다. 이는 3.1에서 분석한 것과 같이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경우 일반 콘크리트의 

탄성계수 및 응력-변형률 모델과 다소 차이를 보이기 때

문으로 사료되며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에 적합한 탄성계수 및 응력-변형

률 모델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5. 결    론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를 사용한 철근 콘크리트 

보의 휨거동을 실험 및 해석적으로 평가하여 얻은 결론

은 다음과 같다.

1)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최대 

응력에서의 변형률은 일반 콘크리트와 비교하여 다

소 작았다. 이는 슬래그의 밀도가 시멘트의 밀도보

다 작아서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이 작아지는 이유로 

추정된다. 향후 탄성계수 및 응력-변형률 관계에 대

한 적절한 모델의 제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2) 휨부재 실험 결과, 철근 항복하중과 극한하중의 비

는 1.15~1.41 정도로 나타났으며, 인장 철근비가 클

수록 하중저항 능력이 더 우수하였다.

3)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응력-

변형률 관계를 이용한 비선형 휨거동 해석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얻은 해석결

과와 실험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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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시멘트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 슬래그와 같은 산업 부산물과 알칼리 활성화제를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면 천연자

원 및 에너지 고갈 문제와 이산화탄소 배출에 의한 환경오염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까지 알칼리 활성화제를

사용한 무시멘트 콘크리트의 연구는 주로 재료적인 분야에 대해서만 수행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무시멘트 콘크리트를

구조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구조 부재 거동 등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논문에서는 50 MPa급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크

리트를 사용한 철근콘크리트 보부 재 3개를 제작하여 휨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를 검증하기 위하여 알칼리 활성 슬래그 콘

크리트의 탄성계수와 응력-변형률 관계를 이용한 비선형 해석 모델을 제안하였으며, 제안된 해석 모델을 이용하여 해석을 수행

한 결과, 해석결과와 실험결과가 비교적 잘 일치하여 제안된 해석 모델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무시멘트 콘크리트, 알칼리 활성화제, 휨거동, 변형률 적합조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