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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콘크리트는 다양한 환경에서 사용되고 있는 건설재료이

다. 콘크리트는 취성 재료로 큰 압축강도를 가지지만 건조

수축, 수화열, 균열 등으로 인해 발생되는 균열 등에 취약하

다. 특히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은 구조물의 사용성과 

내구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이는 구조물 전체의 안정성

에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균열의 발생 억제와 보수는 중

요한 관리 요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지난 수 년 동안 많

은 연구자들은 콘크리트에 발생하는 균열에 대한 연구를 수

행하였다. 그중에서 콘크리트의 자기치유(self-healing)에 대

한 연구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졌다. 콘크리트의 자기치유에 

대한 효과와 발생원인, 측정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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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들이 제시되었다.1-23) 또한 자기치유를 연구하는 콘크리

트도 기존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에서 자기충전,9) ECC,3,4) 고강도5)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기존의 콘크리트 자기치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

로는 휨 또는 할렬 강도, 투수성능, 염화이온 침투 특성, 초음

파 속도, 균열 폭의 측정 등이 있었다.1,2) 이러한 측정 방법을 

통해 콘크리트의 자기치유 특성을 파악하고, 자기치유 능력

을 측정하였다. 많은 연구자들이 다양한 방법으로 자기치유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여러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다. 이 중

에서 초음파는 기기의 구성이 단순하고, 현재까지 광범위하

게 사용되어온 측정법으로 자기치유 효과를 측정하는 연구

에도 사용되고 있다.6-9) 또한 기존의 OPC에서 고로슬래그 

미분말, 플라이애시, 메타카올린 등을 단독 또는 다중 혼합

한 시멘트12,16) 또는 팽창재14) 등의 혼화제를 사용한 시멘트, 

박테리아10) 또는 치유물질을 함유한 캡슐,13,15) 전기화학적 

방법11) 등을 사용한 자기치유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도 있었

다. 현재까지의 자기치유 연구에서 균열이 노출되는 환경 

조건은 주로 수중과 공기 중 노출환경,17,18) 건습 반복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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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aper presents experimental results of self-healing effects of OPC-GGBFS paste with cracked and uncracked 

specimens. The self-healing of cracked specimens is processes of crack closing with re-hydration of unhydrated in crack surface. The 

OPC paste with GGBFS replacement ratios of 0%, 10%, 20% and 30% were prepared having a constant water-binder ratios of 0.5. 

The OPC-GGBFS paste specimens immersed in tap-water and sea-water. The temperature of tap and sea-water was 5°C, 15°C and 

25°C. The cracked specimens after deterioration were immersed for 60 days. The relationship between self-healing effect and 

age-effect was calculate based upon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self-healing effect was measured in ultrasonic pulse velocity 

(UPV) before and after loading. When the relative change rate of UPV is increases with the increase in GGBFS replacement ratios. 

Moreover, the self-healing effect is increased with the temperature of tap-water is increase. But the cracked specimens immersed in 

sea-water was unclear effects of different temperature. Furemore, most of the healing for OPC-GGBFS specimens immersed in 

tap-water and sea-water occurred during the first 30 days. The self-healing effect until 30 days is higher than that the age-effect. After 

30 days, self-effect and age-effect was largely decreases. SEM/EDS analysis of crack on the surface of the specimens in tap-water 

were covered with aragonite, and sea-water were covered with bru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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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19-21) 동결융해 환경,8,22) 여러 온도조건23) 등의 다양한 조

건에서 시험체에 대한 자기치유 특성을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해수환경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기

존의 자기치유 연구는 대부분 담수 환경에서 이루어졌다. 

해수 환경은 담수와 달리 다양한 미생물, 염화이온 그리고 

여러 가지 무기물질 등의 효과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러한 

성분들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그

러나 그 효과는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고, 현재에도 

계속 연구 중이다. 해수 또는 해양 환경에 건설되는 콘크리

트 구조물은 해풍, 파도, 염분 등의 많은 열화 요인에 의해 내

구성에 대한 관리와 주의가 더욱 필요하다. 해양의 개발에 

따른 다양한 구조물이 건설되고, 여기에 콘크리트가 건설재

료로 사용되는 동안 콘크리트의 해양 환경에서의 열화와 콘

크리트 구조물의 취약점 중에 하나인 균열에 대한 관리, 보

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해수에 침지된 콘크리트에 발

생된 균열과 자기치유에 대한 연구는 담수에 비해 부족하다. 

일부 연구자들은 인공해수를 제조하여 자기치유 특성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한 예24)는 있었지만, 실제 해수에 침지한 자

기치유 효과를 검토한 연구는 드물다.

본 연구는 시멘트의 일부를 슬래그로 치환한 OPC-GGBFS 시

멘트의 담수와 해수에서의 자기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이다. 

이를 위해 담수와 해수에 침지시켜 각각의 침지 환경에서 자

기 치유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GGBFS 치환율은 지금까

지 해양환경에 시공된 GGBFS를 사용한 콘크리트 들을 조사

하여 치환율이 많은 10%, 20% 그리고 30% 치환율을 선정하였

다. 또한 해수와 담수의 침지시 온도는 해수에 직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콘크리트의 환경(구조물 위치, 수심 등)을 참고하여 

해수의 온도를 5°C, 15°C 그리고 25°C의 세 가지로 선정하였

다. 시험체의 고려조건은 다음의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 담수(Tap-water)과 해수(Sea-water)에 수중 침지

․ 5°C, 15°C 그리고 25°C의 세 가지 수중 침지 온도

․ GGBFS 치환율 0, 10, 20, 그리고 30%

각각의 고려 요소에 대해 해수와 담수에서의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치환한 시멘트의 자기치유 효과는 선행 연구에서 

여러 자기치유 측정 방법 중 초음파 속도(Ultrasonic pulse 

velocity: UPV) 측정 방법을 사용하였다. UPV 측정 방법은 비

교적 기기와 장치, 측정 방법, 계산식이 간단하고, 과거부터 

UPV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내구성 검사 방법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또한 재령에 의한 시험체의 UPV 향상 효과와 자기

치유에 의한 UPV 향상효과를 구분하고자, 균열을 발생시키

지 않은 시험체와 균열을 발생한 시험체를 동일한 조건에서 

침지하여 자기치유 효과와 재령에 의한 효과를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실험계획

본 연구에 사용된 고로슬래그 미분말(GGBFS)은 포항의 

K사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보통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는 국내 S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GGBFS와 OPC의 성분은 XRF 분석을 통해 Table 1에 나타

내었다.

자기치유 시험체를 침지할 해수는 부산시 해운대구 해변

에서 채취하였다. 해수의 구성성분은 ICP-AES (Inductively 

Coupled Plasma-Atomic Emission Spectrometry) 분석을 통해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시험체는 KS L 5109 방법의 따라 배합하였고, 페이스트

의 물-결합재 비(W/b)는 0.5이다. OPC와 GGBFS를 일부 치

환한 OPC-GGBFS 시험체의 침지 환경과 온도에 따른 자기

치유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담수(TW)와 해수(SW)를 준비

하였다. 또한 침지하는 담수와 해수의 온도를 5°C, 15°C 그

리고 25°C의 세 가지로 하여, 각각 침지된 시험체의 온도에 

따른 자기치유 특성을 측정하였다. GGBFS는 OPC 중량에 

대해 0%, 10%, 20%, 그리고 30%의 네 종류의 치환율을 선정

하였다.

초음파 측정용 몰드는 40 × 40 × 160 mm을 사용하였고, 균

열 부의 SEM 측정에도 해당 시험체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재료를 배합 후 몰드에 타설하고 온도 23 ± 2°C의 수조에 보

Table 1 The properties of GGBFS and OPC

GGBFS OPC

Chemical 

components

(%)

SiO2 35.30 21.32

Al2O3 12.58 5.61

Fe2O3 0.79 3.12

CaO 41.30 61.72

MgO 3.19 3.94

TiO2 0.70 -

MnO 0.22 -

SO3 4.75 2.51

K2O 0.63 0.79

Physical 

properties

Ig-loss (%) 0.32 2.31

Blain (m2/kg) 420 330

Density (g/mm3) 0.0028 0.00315

Table 2 Component of sea-water and tap-water (ppm)

Ca2+ K+ Mg2+ Na+ Cl- SO4
2-

Sea-water 410 ± 20 430 ± 30 1,340 ± 50 8,500 ± 110 22,100 ± 90 2,600 ± 80

Tap-water 20 ± 5 2 ± 1 3 ± 1 5 ± 2 N.D N.D

(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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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다. 24시간 후 몰드를 제거하고 온도 23 ± 2°C의 수조에 

28일까지 보관하였다. 28일 후 시험체를 해수와 담수에 침

지하여 항온항습기에 5°C, 15°C 그리고 25°C의 온도로 보관

한다. 시험체를 침지한 해수와 담수는 2주마다 한 번씩 교체

하였다.

초음파 속도(ultrasonic pulse velocity: UPV)는 PROSEQ-CCT4

를 사용하여 각각의 측정 재령에서 해당 시험체에 대해 측정

하였으며, 1개의 시험체에 대해 좌우 측정단자를 서로 교차

해가며 측정하여 그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UPV의 값은 이

와 같은 교차 측정 방법으로 3개 시험체 평균값을 사용하였

다. 최초의 초음파는 양생 28일에서 수조에서 꺼낸 시험체 

표면의 물을 흡수천으로 닦아 제거하고 초음파를 측정

(


)한다.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인 control의 

경우 그대로 담수와 해수에 각각의 온도별로 침지한다. 자

기치유 측정 시험체는 


 측정 후 3점 휨시험을 통해 시

험체의 중앙부에 단일 균열을 발생시킨다. 균열은 시험체의 

휨시험을 통해 파괴하중을 구하고, 균열을 발생시킬 시험체

에 평균파괴하중의 90%를 재하하여 균열을 발생시켰다.9) 

균열의 크기를 확인하고 초음파를 측정(


)한다. 균열

을 발생시킨 시험체는 아크릴로 제작한 틀에 넣어 침지수의 

교체와 UPV 측정시 시험체가 움직이는 것을 방지하였다. 

Fig. 1은 3점 휨시험을 통해 시험체에 발생시킨 균열의 일부

이다. 선행 자기치유 연구에 의하면 자기치유에 영향을 주

는 여러 요인들 중에 균열 폭의 영향 대해 언급하였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UPV 측정을 통한 자기치유 

효과 확인의 본 연구 목적에 충분하다고 판단되는 범위에서 

시험체의 균열폭을 200 µm이하인 시험체들만을 선택하여 

자기치유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목적인 세 가

지 온도의 해수와 담수의 침지환경과 UPV를 사용한 자기치

유 효과의 상대적 차이와 특성을 연구하는 목적에 적합할 것

으로 판단하였다.

이후 담수와 해수에 각각의 온도별로 침지된 균열을 발생

시키지 않은 control 시험체의 침지 후 30일(


)과 60일

(


)에서 UPV를 측정하고,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에 

대해서 담수와 해수에 침지 후 30일(


 )과 60일(


 )

에서 UPV를 측정한다.

3. 결과 및 토의

3.1 초음파 속도

Table 3은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control)를 5°C, 

15°C 그리고 25°C의 세 가지 온도에서 일정기간 동안 담수

와 해수에 침지한 뒤 측정한 UPV 결과이다. control 시험체

의 경우 모든 GGBFS 치환율에서 재령이 증가하면 UPV도 

증가하였다. 이는 시간에 따른 미수화 결합재의 수화반응에 

따른 장기강도 증가현상이다.

Table 4는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를 각각의 온도별로 담

수와 해수에 침지한 다음 침지 30일과 60일에서 측정한 

UPV 값을 나타낸 것이다. 재령 28일에서 측정한 초기 UPV 

측정 후 3점 휨 시험으로 시험체에 균열을 발생시킨 후 측정

한 UPV (


)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침지 후 30

일에서 측정한 UPV30
H 값들 중 해수에 침지한 0% GGBFS 시

험체(OPC 100%)를 제외하고는 모든 시험체가 초기 


와 비슷하거나 미미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균열 발생 후 온

도가 서로 다른 담수와 해수에 침지한 모든 시험체는 UPV가 

(a) 0% GGBFS (b) 0% GGBFS (c) 10% GGBFS

(d) 20% GGBFS (e) 30% GGBFS (f) 30% GGBFS

Fig. 1 Crack of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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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양한 혼화재를 사용한 시험체에 대해 UPV를 사용한 자

기치유 효과를 연구한 선행연구자들의 결과들을 보면 Sahmaran 

et al.9)가 수행한 플라이애시(fly ash, FA)를 OPC 중량에 대해 

0, 35, 55% 치환한 대량치환 플라이애시 콘크리트(HVFA-SCC)

로 담수에 침지한 자기치유 시험 연구에서 FA 치환율이 증

가함에 따라 UPV가 감소하였다. 또한 균열 발생 후 15일과 

30일 경과 후 측정한 UPV 결과에서 UPV가 점차 증가하였

다. Zhong et al.7) 등은 UPV 측정을 통한 균열 발생 전 후의 

UPV 변화를 측정하였다. 일정기간 수중 침지 후 UPV 증가

를 통해 균열 치유 효과를 확인하였다. 선행연구결과1-3,7)들

에서 수중에 침지한 시험체들은 침지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UPV도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으며, 해수와 담수에 침지

한 본 연구의 UPV 경향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세 가지 온도에 따른 담수와 해수에 침지한 GGBFS의 치

환율이 다른 시험체의 30일과 60일에 측정한 UPV 값들의 

비율인 UPV 증가율을 통해 그 특성을 살펴보았다. 초기 측

정, 침지 30일 그리고 침지 60일에서 측정한 UPV 값을 통해 

Table 3 UPV of control specimens (un-cracked)

UPV (m/s)

Tap-water Sea-water

GGBFS

Contents

Temp. 

of water

(°C)

UPV before 

loading

(


)

After 30 days

(


)

After 60 days

(


)

UPV before 

loading

(


)

After 30 days

(


)

After 60 days

(


)

0%

5 4000.0 4030.0 4066.1 3995.0 4010.0 4045.5

15 3995.0 4015.0 4055.8 3995.0 4025.2 4055.8

25 4000.0 4045.0 4082.1 3995.0 4020.1 4055.8

10%

5 3995.0 4045.5 4076.4 3926.0 3960.4 4005.0

15 3980.0 4035.3 4066.1 3975.0 4020.1 4050.6

25 4000.0 4050.6 4076.4 3980.0 4015.1 4056.1

20%

5 3970.2 4020.1 4045.5 3960.4 4005.0 4030.2

15 3960.4 4010.0 4035.3 3940.9 3995.0 4020.1

25 3985.1 4035.3 4055.8 3955.5 3995.0 4035.3

30%

5 3965.2 4015.1 4040.4 3940.9 4015.1 4035.3

15 3995.0 4055.8 4076.4 3970.2 4045.5 4066.1

25 4005.0 4076.4 4107.8 3940.9 3995.0 4032.8

Table 4 UPV of cracked specimens

UPV (m/s)

Tap-water Sea-water

GGBFS

Contents

Temp. 

of water

(°C)

UPV 

before 

loading

(


)

After 

loading

(


)

After 30 

days

(


 )

After 60 

days

(


 )

UPV 

before 

loading

(


)

After 

loading

(


)

After 30 

days

(


 )

After 60 

days

(


 )

0%

5 4010.1 3867.1 4010.1 4058.1 4030.3 3867.1 4012.6 4035.3

15 4061.0 3928.8 4084.3 4113.1 4010.0 3883.5 4000.0 4032.8

25 4000.0 3823.5 4038.1 4079.3 4025.2 3874.1 4002.5 4038.0

10%

5 3980.1 3871.9 3987.6 4035.3 3995.2 3860.1 4025.2 4045.5

15 3993.0 3860.2 3995.2 4015.1 3980.1 3855.7 3987.6 4010.0

25 4012.6 3841.5 4035.3 4081.7 4005.1 3869.4 4015.2 4043.0

20%

5 3960.4 3796.0 3955.5 4010.0 3972.8 3811.9 3997.7 4017.6

15 3955.5 3818.7 3977.7 4005.0 3962.9 3825.8 3982.7 4012.6

25 3965.3 3846.2 4035.3 4066.1 3972.0 3846.2 3993.0 4020.1

30%

5 3972.7 3825.5 4005.0 4048.1 3953.1 3798.3 4012.6 4020.2

15 3965.4 3821.0 4012.6 4042.8 3972.7 3830.8 4000.0 4015.1

25 3962.9 3762.7 3992.6 4027.8 3970.3 3812.0 3997.7 4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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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지 기간에 따른 상대적인 자기치유효과를 살펴보고자 각

각의 침지 기간에 따른 UPV 증가율은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Control specimens (un-cracked specimens)


  











× (1-1)


  











× (1-2)

Cracked specimens


  













× (1-3)


  



















× (1-4)

식 (1-1)은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control 시험체의 최초 

측정한 UPV (


)에 대한 침지 30일 후의 UPV 증가율

(
  

)이며, 식 (1-2)는 침지 30일에서 측정한 UPV

(


)에 대한 침지 60일에서 측정한 UPV (


)의 증가

율(
  

)이다. 또한 식 (1-3)은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

체(cracked specimens)의 균열발생 직후 측정한 UPV (


)

에 대한 침지 30일 후의 UPV 증가율(
  

)이며, 식 

(1-4)는 침지 30일(


 )에 대한 침지 60일(


 )에서 

측정한 UPV의 증가율(
  

)이다.

Fig. 2는 담수에 침지한 균열이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와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UPV 증가율을 식 (1-1)~(1-4)에 

따라 계산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2(a)의 균열을 발생

시키지 않은 시험체는 담수에 침지 후 30일까지의 UPV 증

가율(
  

)이 침지 30일에서 60일사이의 증가율

(
  

)보다 크게 나타났다. 특히, GGBFS의 치환율이 

10%에서 30%로 증가할수록 
  

와 
  

의 차

이는 확연히 나타나고 있었다. 침지 온도에 따른 UPV의 변

화 특성은 미미하여 큰 차이를 확인하기 어려웠지만, 30% 

GGBFS 치환율의 시험체는 25°C의 침지온도에서 상대적으

(a) Un-cracked specimens (control) (b) Cracked specimens

Fig. 2 Relative change rate of UPV for specimens immersed in tap water

(a) Un-cracked specimens (control) (b) Cracked specimens

Fig. 3 Relative change rate of UPV for specimens immersed in sea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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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다른 온도와 비교하여 UPV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 담

수에 침지한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경우(Fig. 2(b)) 침지 

30일까지의 UPV 증가율(
  

)이 침지 30일에서 60

일 사이의 증가율(
  

)보다 확연하게 크게 나타났다.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Fig. 2(b))가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

은 시험체(Fig. 2(a))보다 상대적으로 더 큰 
  

와 


  

사이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균열을 발생시

킨 시험체들의 침지 후 30일 동안 UPV 증가율이 control 시

험체 보다 크게 나타난 것은 균열로 인해 담수와 접촉하는 

면적이 증가하고, 균열면의 일부에 남아 있던 미수화 

GGBFS 또는 OPC의 재수화(re-hydration)와 자기치유 물질

의 성장(recrystalized)으로 인해 균열면 닫힘이 빨라져 상대

적으로 UPV 증가율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25) 특히 GGBFS

의 치환율이 30%인 시험체들의 UPV 변화율이 가장 크게 나

타나고 있는데, 이는 GGBFS의 치환율이 높은 만큼 미수화 

GGBFS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아서 자기치유 효과가 향상되

었기 때문이다.

Fig. 2(b)에서 침지 온도에 따른 UPV 증가율 특성을 살펴

보면, 25°C > 15°C > 5°C 순서로 UPV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시험체를 침지한 담수의 온도가 높을수록 미

수화 입자들의 재수화 효과가 향상되어 상대적으로 높은 

UPV 증가율이 나타나는 것이다. Reinhardt and Jooss23)의 연

구에서 담수의 온도가 20°C, 50°C, 80°C로 증가할수록 균열

치유 효과가 크다고 하였다. 본 연구의 온도 범위인 5°C ~ 

25°C의 온도에서도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치유 효과의 차이

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는 해수에 침지한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와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UPV 증가율을 나타낸 것이다.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의 경우(Fig. 3(a)), 20% 

GGBFS 치환율까지 침지 30일까지의 UPV 증가율(
  

)

과 침지 30일에서 60일사이의 UPV 증가율(
  

)이 큰 

차이가 없이 비슷하게 나타났다.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경우(Fig. 3(b)), 침지 30일까지의 UPV 증가율(
  

)

이 침지 30일에서 60일까지의 증가율(
  

)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증가율 경향은 담수에 침지한 균열을 발

생시킨 시험체의 UPV 증가율 특성(Fig. 2(b))과 유사하다. 

또한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경우 GGBFS의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UPV 증가율(
  

)도 증가하여, 30% 

GGBFS 치환 시험체의 UPV 증가율(
  

)이 가장 컸다.

그러나 담수에 침지한 시험체들과 달리 해수에 침지한 균

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와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 모

두 침지 해수의 온도에 따른 UPV 증가율은 온도에 따른 일

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다. 담수의 경우 침지 담수의 온도

가 높을수록 UPV 증가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해

수의 침지온도에 따른 UPV 증가율은 GGBFS 치환율, 균열 

발생 유무 등에 따른 뚜렷한 경향성을 찾기 어려웠다. 이는 

해수에 포함된 다양한 무기물질들에 의한 균열면 또는 자기

치유 물질 생성 등에 영향을 주어 UPV의 측정시 온도에 따

른 영향이 없거나 UPV 측정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원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담수와 해수에 침지된 시험체들의 UPV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GGBFS의 치환율과 침지 온도는 UPV 증가에 일정 부

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GGBFS의 치환율

에 대한 자기치유 효과를 살펴보면 GGBFS 치환율이 증가

함에 따라 UPV 증가율(
  

, 
  

)을 통해 자

기치유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OPC의 일부

를 GGBFS로 치환한 경우, OPC보다 낮은 GGBFS의 수화반

응성으로 인해 재령의 증가에 따른 자기치유 효과가 일정 부

분 지속된다.25) 이러한 결과는 Liu and Zuo26)의 GGBFS와 

FA의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자기치유 능력도 증가한다는 

연구결과와 Tittelboom et al.25)도 GGBFS의 치환이 자기치유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연구결과와 유사한 결과이다. 특히 

GGBFS의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미수화 GGBFS의 양이 상

대적으로 증가하고, 이는 균열 발생 후 균열면에 노출되는 

미수화 GGBFS와 OPC의 양도 증가하게 되므로 균열면의 

자기치유현상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서서히 발생한다.27) 또

한 온도에 따른 자기치유 효과도 앞서 언급한 Reinhardt and 

Jooss23)의 연구결과처럼 담수의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에서 UPV 증가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러나 해

수에서는 온도에 따른 명확한 경향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Fig. 2와 Fig. 3에서 담수, 해수 모두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

체에서 침지 30일까지의 UPV 증가율이 침지 30일에서 60일

까지의 UPV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를 

통해 균열이 발생한 시험체의 침지 후 30일 동안 미수화 시

멘트 또는 GGBFS의 수화 진행과 균열면의 자기치유 물질

에 생성 등에 의한 균열면의 자기치유 효과가 최대로 발생하

고, 이후에는 감소하여 자기치유 효과가 감소하는 것이다. 

이는 선행 연구결과들에서 균열 발생 후 자기치유 효과는 침

지 초기 또는 침지 후 약 30일 전후의 기간 동안 가장 활발히 

일어난다는 연구들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27-29)

자기치유의 경우, 시험체의 재령 증가에 의한 UPV 증가

효과와 자기치유에 의한 UPV 효과를 구분하기 어렵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동일한 배합의 시험체를 균열을 발생시

키지 않은 시험체(uncracked specimens)과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cracked specimens)으로 구분하여 동일한 조건에서 

침지하여 서로의 UPV를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재령에 의

한 효과와 자기치유에 의한 효과를 구별하는 시도를 하였다. 

침지 30일과 60일에서 재령효과를 고려한 자기치유 효과의 

차이(


, 


)는 다음 식을 통해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control (uncracked)과 균열을 발생시킨(cracked) 시험체

의 UPV 차이를 계산하였다.




 cracked
  

uncracked
  

(1-5)




 cracked
  

uncracked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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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수에 침지한 시험체들의 비교는 식 (1-1)과 식 (1-4)에 

의해 계산된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30일 침지 후 UPV 

변화율(
  

)에서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

의 30일 침지 후 UPV 변화율(
  

)의 차이를 식 (1-5)

로 계산하였다. 또한 침지 60일에서 균열 시험체와 control 

시험체의 UPV 차이는 식 (1-6)으로 계산하였다. 해수에 침

지한 시험체도 동일한 방법으로 식 (1-5)와 (1-6)에 의해 계

산하였다. 식 (1-5)와 식 (1-6)의 계산 값의 차이가 양수(+)인 

경우는 재령에 의한 UPV 증가보다 자기치유에 의한 UPV 

증가가 UPV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쳤다는 의미이다. 반대

로 값의 차이가 음수(-)인 경우는 자기치유 효과보다 재령에 

의한 효과가 UPV 향상에 더 큰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Fig. 4와 Fig. 5은 식 (1-5)와 (1-6)에 의해 계산된 재령효과

를 고려한 자기치유 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담수에 침지한 

시험체는 침지 30일에서의 자기치유효과와 재령효과의 차

이비교는 Fig. 4(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의 값이 양수

(+) 값들로 자기치유에 의한 UPV 증가가 재령효과에 의한 

UPV 증가보다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침지온도가 높을수록 동일한 GGBFS 치환율에서 


도 

높게 나타났다. 또한 GGBFS의 치환율이 1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가 증가하고 있었다. 이는 GGBFS의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GGBFS의 늦은 수화반응이 균열면

의 자기치유에 일정 부분 영향을 주어 UPV가 증가하였다. 

침지 60일에서의 


는 Fig. 4(b)에 나타난 것처럼 침지 

30일보다(Fig. 4(a)) 낮은, “0”에 근접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

으며 일부 침지온도와 GGBFS 치환율에서는 음수(-)값을 나

타내었다. 이는 침지 30일 이후부터 침지 60일까지 자기치

유 효과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들의 경우 침지 30일에서의 


는 담수에서와 마찬가지로 양(+)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침지 온도에 대한 영향은 5℃에 침지한 시험체들의 자기치

유 효과에 의한 UPV 증가가 가장 켰고, 그다음이 25°C와 

15°C순서였다. 이는 온도가 높을수록 자기치유 효과에 의한 

UPV 증가율이 향상되는 담수의 경향과는 다소 다른 특성인

다. 침지 60일에서 측정한 


는 0% GGBFS의 15°C 침

지 시험체와 20% GGBFS 치환한 15°C 시험체를 제외하고

는 모두 음수(-)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는 침지 30일부터 

60일까지 자기치유 효과는 거의 미미해지고 재령에 의한 효

(a) after 30 days (


) (b) after 60 days (


)

Fig. 4 The relative change rate of UPV for specimens immersed in tap water

(a) after 30 days (


) (b) after 60 days (


)

Fig. 5 The relative change rate of UPV for specimens immersed in sea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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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UPV 증가의 주요 요인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의 경우 자기치유는 침지 30일까지 가장 활발

히 발생하고 이후에는 자기치유 효과가 급격히 약화되는 것

으로 판단된다. 담수와 해수의 이러한 차이는 해수 중에 함

유되어 있는 다양한 물질들에 의해 침지 30일까지 자기치유 

효과가 촉진되지만 이후에는 그 효과가 감소되는 것으로 판

단된다. 침지 30일 이후에 자기치유 효과의 감소는 다양한 

원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균열면의 미수화 입자들의 재수

화, 반응생성물질 그리고 침전물 등이 균열면을 덮어 해수 

또는 담수와의 접촉면적이 줄어 새로운 반응생성물질이나 재

수화 등이 생성되는 것이 방해받기 때문으로 생각할 수 있다.

Palin et al.24)은 GGBFS-OPC 혼합 시멘트 모르타르의 자

기치유 실험에서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의 균열치유 속도가 

담수 침지 시험체보다 더 빠르다고 하였다. 그 원인으로 해

수 속에 포함된 다양한 이온들이 자기치유에 긍정적인 효과

를 나타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에서 살펴

볼 때 담수보다는 해수에서의 UPV 증가율이 향상되는 결과

를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해수에서의 자기치유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3.2 SEM

Fig. 6는 침지 60일에 균열이 발생된 시료들의 균열부를 

SEM 관찰한 것이다. 해수에 침지했던 시험체의 균열부와 

표면에는 밝은 흰색의 침전물이 생성되어 있었다. 특이 이 

침전물은 균열을 따라 두꺼운 띠를 형성하고 있었다(Fig. 6 

(a)~(d)). EDS 분석을 통해 균열을 따라 침전된 물질(Fig. 6(a)

의 “a”)과 균열 주위의 침전물(Fig. 6(b)의 “b”와 Fig. 6(e)의 

“c”)을 분석해 보았다. Fig.7은 Fig. 6에서 나타난 침전물질들

에 대한 EDS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7(a)와 (b)는 

(a) 0% GGBFS, SW, 5°C (b) 10% GGBFS, SW, 15°C (c) 20% GGBFS, SW, 25°C (d) 30% GGBFS, SW, 15°C

(e) 0% GGBFS, TW, 15°C (f) 10% GGBFS, TW, 25°C (g) 20% GGBFS, TW, 15°C (h) 10% GGBFS, TW, 5°C

Fig. 6 SEM image of crack specimens

Element Wt% At%

OK 31.94 54.54

MgK 36.58 41.10

AuM 31.48 04.37

Element Wt% At%

OK 38.08 58.24

 MgK 36.02 36.25

AuM 21.17 02.63

CaK 04.73 02.89

Element Wt% At%

CK 03.69 11.66

OK 18.69 44.38

SiK 01.05 01.42

AuM 39.81 07.68

CaK 36.77 34.86

(a) Crack on specimens of immersed

in SW (point “a”)

(b) Surface on specimens of immersed

in  SW (point “b”)

(c) Surface on specimens of immersed

in TW (point “c”)

Fig. 7 EDS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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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a)의 “a”지점과 Fig. 6(b)의 “b” 지점에 대한 EDS 분석 

결과이다. 침전물은 해수 중에 포함되어 있던 Mg에 의한 

brucite (Mg(OH)2)였다. 시험체 표면과 균열을 따라 형성된 

brucite에 의해 균열의 자기치유가 담수의 자기치유보다 상

대적으로 늦게 된다. 이는 30일 이후 급격한 UPV 증가율의 

감소(Fig. 3(b))와 자기치유 효과의 감소(Fig. 5(b))를 나타낸

다. 그러나 담수에 침지한 균열 시험체의 경우 균열이 선명

하게 관찰된다(Fig. 6(e)~(h)). 해수에 침지된 시험체와 같이 

균열면 일부와 표면에 많은 침전물이 확인되었다. 이 침전

물에 대해 Fig. 6(e)의 “c” 지점에서 생성물질에 대한 EDS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Fig. 7(c)에 나타난 바와 같이 calcium 

carbonate (CaCO3)였다. Fig. 6(h)는 담수에 침지한 시험체의 

균열면을 확대한 것으로 균열부 주위에 calcium carbonate 

(CaCO3)가 생성되어 균열폭이 좁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담수 중에 용해되어 있던 CO2에 의한 것으로, 담수와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의 표면에 침전된 물질에 대한 Palin et 

al.24)의 연구결과에서도 유사한 침전물의 결과를 언급하였

다. 그는 담수(fresh-water)에 침지한 시험체에서는 aragonite

를,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에서는 magnesium 침전물을 관찰

하였다. 선행 연구에서 Conjeaud30)와 Buenfeld and Newman31) 

등이 해수에 침지된 시험체 표면에 생성된 물질에 대한 언급

을 하였다. 그들은 이러한 표면 침전물이 해수 중의 magnesium 

ions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 해수에 침지한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UPV 증가율 등이 침지 해수의 온도에 따른 경향성이 없었던 

것은 균열면을 따라 생성된 brucite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표

면에 발생된 균열의 일부 또는 전부를 brucite가 생성되어 마

치 균열이 치유되어 균열이 닫힌 것처럼 UPV 값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표면의 균열을 따라 brucite가 생성됨

으로 인해 침지 후 일정 기간 이후에는 균열 내부에 원활한 

해수의 흐름과 자기치유 물질 결정화작용 등을 저해하여 상

대적으로 낮은 자기치유효과를 유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brucite의 생성은 해수 중의 무기염류인 magnesium의 

영향으로 brucite의 생성으로 인해 침지해수의 온도에 따른 

UPV 특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없었다.

4. 결    론

해수(sea-water)와 담수(tap-water), 5°C, 15°C 그리고 25°C

의 침지온도, GGBFS 치환율 0%, 10%, 20% 그리고 30%에서 

UPV 측정을 통한 자기치유 측정과 재령효과를 고려한 자기

치유 효과에 대한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해수와 담수에 침지한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

와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 모두 침지 후 30일과 60일

에 측정한 UPV가 증가하였다. 이는 담수와 해수 중에 

침지된 균열이 발생한 시험체의 자기치유효과를 UPV 

측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2) GGBFS 치환율이 0%에서 30%로 증가함에 따라 침지 

30일과 60일에서 UPV 증가율이 증가하고 있었다. 이

는 GGBFS의 치환은 자기치유효과 향상과 침지기간

의 증가에도 유효한 자기치유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선행연구결과들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자기치유 효과를 높이고 침지기간이 길어지는 환경을 

고려할 때 GGBFS의 치환이 자기치유효과 증대에 효

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3) 담수의 경우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자기치유효과

는 침지 온도가 25°C > 15°C > 5°C 순서로 높은 침지 온

도에서 UPV 증가율도 높아 자기치유효과가 향상되었

다. 그러나 해수의 경우 SEM 관찰을 통해 시험체 표면

의 균열을 따라 생성된 brucite 등의 영향으로 침지 온

도에 따른 UPV 특성이 명확하지 않았다.

4) 균열 발생 후 담수와 해수 모두 침지 30일까지의 UPV 

증가율이 침지 30일에서 60일까지의 UPV 증가율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균열 발생 후 침지 30

일까지의 기간 동안 자기치유효과가 가장 활발하다. 

또한 침지 30일까지는 UPC 증가는 자기치유효과가 재

령의 증가에 의한 효과보다 큰 영향을 미치고 30일 이

후 에는 자기치유 효과와 재령의 효과 모두 급격히 감

소하거나 재령에 의한 UPV 증가 효과가 자기치유에 

의한 효과보다 미소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UPV 측정방법으로 재령효과를 고려

한 자기치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고, GGBFS의 치환율, 담

수와 해수, 침지온도 등에 따른 자기치유 효과를 측정하였

다. 연구 범위 내에서 재령효과와 자기치유효과를 비교할 

때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는 침지 30일까지의 충분히 적절

한 조건을 마련한다면 자기지유 효과를 향상시켜 균열치유

에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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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OPC-GGBFS 페이스트 시험체에 균열을 발생시키지 않은 시험체와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의 자기치유

효과에 대한 실험결과이다. 균열이 발생된 시험체의 자기치유는 균열면의 미수화 입자들의 재수화로 인한 균열면 닫힘 현상이

다. OPC 페이스트에 GGBFS를 0%, 10%, 20% 그리고 30% 치환하고 물-결합재 비는 0.5로 일정하게 하였다. OPC-GGBFS 시험체

를 담수(tap-water)와 해수(sea-water)에 침지하였다. 담수와 해수의 온도는 5°C, 15°C 그리고 25°C이다. 균열을 발생시킨 시험체는 

균열발생 후 60까지 침지하였다.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자기치유 효과(self-effect)와 재령효과(age-effect) 사이의 관계를 계산하였

다. 자기치유 효과는 균열발생 전후의 초음파속도(UPV) 측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GGBFS 치환율이 증가하면 UPV 증가율이 증가

하였다. 더구나, 침지한 담수의 온도가 증가할수록 자기치유 효과도 향상되었다. 그러나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는 온도와의 관계

가 명확하지 않았다. 담수와 해수에 침지한 OPC-GGBFS 시험체의 가장 높은 자기치유 효과는 침지 30일 동안 발생하였다. 침지

30일까지는 자기치유효과가 높았다. 30일 이후에는 자기치유 효과와 재령 효과가 모두 크게 감소하였다. SEM/EDS 분석을 통해

담수에 침지한 시험체의 균열에는 aragonite가, 해수에 침지한 시험체의 균열부에는 brucite가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GGFBS, 자기치유, 해수, 초음파 속도, bruci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