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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the results of experimental work on both mechanical properties and durability of concrete or mortar
incorporating silica fum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replacement of silica fume on the performance of
hardened concrete or mortar. The replacement levels of silica fume that replaced cement in this work were 0%, 5%, 10% and 15%,
respectively.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both mechanical properties and durability of concrete are greatly dependent on the
replacement levels of silica fume. As the replacement level of silica fume increased, the mechanical properties including compressive
and flexural strengths, and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were proportionally enhanced. Furthermore, it was found that silica fume had
some beneficial effects on the resistances to both chloride ions penetration and sodium sulfate attack. However, it exhibited poor
resistances to both freezing-thawing action and magnesium sulfate att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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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고기능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고성능은 필수불가결의 요소

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 장지간 교량 등과

같이 고내구성 및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콘크리트 구조

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콘크리트 배합뿐 만 아

니라 사용되는 건설재료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1)

이러한 시대적 요구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실리카퓸(silica

fume)이 고성능 콘크리트의 제조를 위하여 널리 사용되

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리카퓸은 전기아크로에서 실리콘, 페로실리콘 또는

실리콘 합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가스 중에 포함되어

있는 SiO2를 집진기로 모은 초미립자 물질이며, 고성능감

수제의 발달과 더불어 콘크리트용 혼화재료로 그 사용범

위가 점점 더 확대되어 가고 있는 추세이다.

1950년 이래 유럽, 북미 등 선진외국에서는 일찍이 실

리카퓸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특성, 유동성 및 내구성

등에 대한 연구를 국가적인 차원에서 수행해 왔으며, 만

족할 만한 연구성과도 많이 발표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산업체에서 요구하는 고성능/고강도 콘크리트의

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실리카퓸의 사용이 적극 검토되

고 있으며, 사용실적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실리카퓸은 구성성분의 90% 이상이 SiO2로 이루어진

초미립분말로써 포졸란반응에 의하여 시멘트 수화물질인

Ca(OH)2와 반응하여 C-S-H를 생성하게 되며, 이로 인하

여 콘크리트의 공극, 투수성 및 블리딩은 감소하게 되며

ITZ(interfacial transition zone)의 밀도를 증가시켜 밀실한

조직구조의 고강도 콘크리트를 형성하게 된다.
2)

 특히, 실

리카퓸을 사용한 콘크리트는 염소이온의 확산, 철근부식

및 탄산화 등과 같은 내구성능에서 우수한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3-5)

본 연구는 실리카퓸을 사용한 콘크리트(혹은 모르타르)

의 역학적 및 내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한 일환으로 수

행되었으며, 4단계의 대체율을 가진 실리카퓸 콘크리트

(혹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휨강도, 탄성계수 등 역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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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동결융행 저항성, 황산염침

식 저항성 등 내구성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다. 본 연

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하여 향후 실리카퓸을 사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강도, 사용성 및 내구성 문제 해결을

위한 기초적 데이터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개요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멘트는 ASTM C 150에 준하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이하 OPC)이며, 시멘트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성질은 다음 Table 1과 같다. 또, 실험에 사용

된 고미분말 실리카퓸(이하 SF)은 노르웨이 Elkem사의 제

품이며, SF의 화학성분 및 물리적 특성은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또, 본 실험에 사용한 SF의 대체율은 OPC 중량

에 대하여 각각 0, 5, 10 및 15%의 4단계로 나누어 콘크

리트 및 모르타르를 제조하였으며, 각각 SF-00, SF-05, SF-

10 및 SF-15 콘크리트(혹은 모르타르)로 명명하였다. 

잔골재는 강모래를 사용하였으며, 굵은골재는 부순돌을 사

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

와 같다. 또, 콘크리트 배합에서는 적절한 유동성 및 공

기량 확보를 위하여 PC계열 고성능감수제 및 AE제를 사

용하였다. 

2.2. 배합

본 실험은 SF를 사용하지 않은 기준배합(SF-00) 및 SF

를 시멘트 중량에 대하여 5, 10 및 15% 대체한 3종류

배합 등 총 4배합의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를 제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각 콘크리트의 배합특성을 나타낸

것이 Table 3이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는 0.45로 하였으며, 믹싱된 4종류 모르타르 및 콘크리

트는 제조 1일 후 탈형하여 20±3
o
C 수중에서 각각 양

생하였다.

2.3. 실험방법

2.3.1. 역학적 특성

물-결합재비가 0.45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휨강도 및

정탄성계수를 측정하기 위하여 원주형 및 각주형 공시체

를 각각 제조하였으며, 1일 후 탈형하여 수중에 표준양생

한 후, 소정의 재령에서 각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을 조

사하였다. 먼저, 수중에서 표준양생한 Φ10×20 cm 원주형

공시체를 대상으로 KS F 2405에 의하여 재령 3, 7, 28 및

91일에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수중에서

표준양생한 10×10×40 cm 각주형 공시체를 대상으로 KS

F 2408에 준하여 콘크리트의 휨강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콘크리트의 정탄성계수는 KS F 2438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2.3.2.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콘크리트의 통과전하량은 ASTM C 1202에 준하여 두

께 50 mm의 재령 28일 시험체를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시험체 양단에 60 V의 직류전압을 6시간 동안 통전시키

면서 시험체에 흐르는 전류를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30

분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측정된 전류로부터 시간에 대

한 전류의 적분 값을 취하여 식 (1)에 의하여 총 통과전

하량을 산정하였다.

(1)

여기서, Q=총 통과전하량(Coulomb), Ix=x분에서의 전

류값 (A)

또,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전기화학적 촉진

실험법 중 Nordiest 방법인 NT BUILD 492법
5)
에 준하여

다음 식 (2)로 산정하였다. 

(2)

Q 900 I0 2I30 2I60 … 2I330 I360+ + + + +( )=

D
RT

zFE
----------

xd α xd–

t
---------------------⋅=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OPC and SF

 Item

 Type

Chemical composition (%)  Physical properties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Ig. loss Specific gravity Blaine (cm
2
/g)

OPC 19.8 4.8 3.1 61.5 2.9 2.8 2.9 3.15 3,480

SF 91.2 1.3 0.8 0.7 0.3 - 2.3 2.20 204,700

Table 2. Properties of Fine and Coarse Aggregates

 Items

Types

Gmax

(mm)

Absorption

(%)
F.M.

Specific 

gravity

Fine aggregate <5 0.80 2.8 2.60

Coarse aggregate 25 0.78 - 2.67

Table 3. Concrete Mix Proportion

Symbol
Gmax 

(mm)

W/b

(%)

S/a

(%)

Unit weight (kg/m
3
)

W C SF S G

SF-00

25 45 42

187 416 - 694 985

SF-05 187 395 21 691 980

SF-10 187 374 42 688 976

SF-15 187 353 63 685 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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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D :비정상상태에서 염소이온 확산계수(m
2
/s), z :이온의

원자가(z=1), F:패러데이 상수, U:전압차(V), R:기체상수,

T :용액의 온도(K), L :시편의 두께(m), xd:염소이온의 침

투깊이(m), t :실험기간(s), erf : error function, cd:비색법에

의한 반응 농도 및 cd:음극셀의 염소이온 농도이다.

2.3.3. 동결융해 저항성

SF-00 및 SF-10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ASTM C 666에

준하여 동결융해 저항성 실험을 실시하였다.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하여 매 100싸

이클에서 10×20 cm 원주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압축강도

를 측정하였으며, 매 30싸이클에서 7.5×10×40 cm 각주형

콘크리트 공시체의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동결융해 반

복작용을 받기 전 공시체의 동탄성계수에 대한 소정의 사

이클에서의 동탄성계수를 식 (3)과 같이 상대동탄성계수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로 나타내었다.

(3)

여기서, =c 싸이클에서 상대동탄성계수(%), n1=c 싸

이클에서의 공명진동수(Hz) 및 n=초기 공명진동수(Hz)이다.

2.3.4. 황산염침식 저항성

물-결합재비 0.45 및 잔골재-결합재비 2.0으로써 동일하

며, SF의 대체율(0, 5, 10 및 15%)이 상이한 4종류 모르

타르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모르타르 공시체를 1주일 동

안 표준양생한 후, 황산염용액에 약 1년 동안 침지하였으

며, 침지재령별 압축강도를 KS L 5105에 의하여 측정함

으로써 모르타르의 황산염침식 저항성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두 종류 황산염용액(5% Na2SO4 및 5%

MgSO4)에 침지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황산

염 환경별 저항성을 상호 비교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SF의 대체율을 달리한 4종류 콘크리트의 재령별 강도

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정리하여 Fig. 1 및 2에 나

타내었다. Fig. 1은 SF 콘크리트의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

타낸 것으로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에 대한 SF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특히, SF를 대체한 콘크리트의

높은 초기 압축강도 발현 특성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는 SF의 사용에 따른 충진효과, 포졸란 효과, ITZ영역

의 밀실효과 등에 기인한 탓으로 판단되며, Wild 등
2)
의

연구와도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뿐만 아니라, 재령 91일

에서도 SF를 대체하지 않은 SF-00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가 53.6 MPa인 반면, SF를 5~15% 대체한 콘크리트는 약

67~74 MPa의 높은 압축강도 값을 나타냄으로써, SF의 장

기강도 발현 효과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는 4종류 콘크리트의 재령 7일 및 28일의 휨강도

를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재령 7일

및 28일에서 SF-15 콘크리트의 휨강도 발현이 가장 우수

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SF-05 및 SF-10 콘크리트는

서로 유사한 강도발현 특성을 나타내었다. 또, 재령이 증

가함에 따라 SF를 대체한 콘크리트의 휨강도 발현이

control(SF-00) 콘크리트에 비하여 우수하게 나타났다. 예

를 들어, 재령 28일에서 SF를 대체한 콘크리트의 휨강도

는 약 6.7~7.5 MPa 정도인 반면, SF-00 콘크리트는 약

5.4 MPa의 휨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본 연구에서 고찰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와 휨강도

E
U 2–

L
----------- a, 2

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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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1

2cd

c0

-------–⎝ ⎠
⎛ ⎞⋅= =

Ed c,   ( ) n1 n⁄( )2 100×=

Ed c,

Fig. 1.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incorporating SF.

Fig. 2. Flexural strength of concrete incorporating S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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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이 Fig. 3이다. 각 콘크리트의 휨강

도 및 압축강도는 다른 연구자들이 제시한 것과 마찬가지

로 식 (4)와 같이 지수함수의 관계(R
2
=0.90)를 나타내었다.

7,8)

(4)

여기서, fc=콘크리트의 압축강도(MPa), ff=콘크리트의

휨강도(MPa)이다.

본 연구에서는 SF 사용유무에 따른 정탄성계수와 압축

강도와의 관계를 고찰하기 위하여 SF-00 및 SF-10 콘크

리트의 정탄성계수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ACI 318

code의 제안식
9)
과 비교하였다. ACI 318 code에서는 콘크

리트의 탄성계수와 압축강도와의 관계를 다음 식 (5)와

같이 제안하고 있다. 

 (5)

여기서, Ec=콘크리트의 정탄성계수(GPa), fc=콘크리트

의 압축강도(MPa)이다. 

SF-00 및 SF-10 콘크리트의 정탄성계수 측정 및 예측

결과를 Figs. 4 및 5에 각각 나타내었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SF의 유무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의 정탄성계수

측정결과는 ACI의 제안식을 비교적 잘 따르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는 Mazloom 등
10)
이 보고한

연구내용과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3.2.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SF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에 대한

연구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었으며, 이들은 공

통적으로 고강도 영역에서 SF콘크리트의 우수한 염해저

항성을 주장하였다.
11,12)

 특히, Shekarchi 등
12)
은 염해환경

에서 고내구성 콘크리트를 위한 SF의 최적 대체율을 7.5

~10%로 제안하였으며, SF의 대체율이 증가할수록 반드

시 염해저항성 및 강도발현이 반드시 비례적으로 증가하

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ASTM C 1202 실험법에 준하여 측정한 재령 28일 콘크

리트의 총통과전하량을 나타낸 것이 Fig. 6이다. 콘크리트

의 총통과전하량은 콘크리트 배합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났

으며, SF의 대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총통과전하량은 작게

나타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SF-00의 경우 ASTM C 1202

에서 제안한 평가기준의 ‘moderate’영역인 2754coulomb을

나타낸 반면, SF를 대체한 SF-05, SF-10 및 SF-15는 모두

‘Very low’영역인 1000 coulomb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한편, NT BUILD 492법
6)
에 의한 콘크리트의 확산계수

를 재령별로 나타낸 것이 Fig. 7이다. 콘크리트의 확산계

수는 재령의 증가와 더불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SF-00 콘크리트의 확산계수가 재령에 관계없이 SF 사

용 콘크리트에 비하여 다소 큰 확산계수 값을 나타내었

다. 특히, SF-15 콘크리트의 확산계수는 SF-00 콘크리트

ff 0.158 fc( )0.913=

Ec 4.7 fc=
Fig. 3. Relationship between compressive strength and flexural

strength.

Fig. 4.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of SF-00 concrete.

Fig. 5. Static modulus of elasticity of SF-10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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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전재령에서 약 1 order 정도 작은 확산계수 값

을 나타냄으로써 염소이온의 침투저항성이 가장 우수하

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콘크리트의 총통과전하량 및 염소이온 확

산계수를 측정한 결과, SF를 대체한 콘크리트는 공극량

감소, 2차 C-S-H의 증가, ITZ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염소

이온 침투저항성이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

라서, 향후, 염해환경에 콘크리트 구조물을 축조할 경우,

철근부식 개시시기 연장 측면에서 SF를 사용한 콘크리트

는 우수한 내구성능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을 고려한 SF의 최적 대체

율에 대하여 보다 면밀한 실험을 수행할 필요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3.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은 콘크리트의 연행 공기량

및 연행공기의 간격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연행 공기가 연

속적으로 콘크리트에 분포됨에 따라 동해시 발생하는 팽창

압은 완화되어 동결융해 저항성이 향상된다.
13,14)

 콘크리트

의 동결융해 저항성은 평가방법에 따라 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저항성을 정확히 반영하는 평가방법의 선

정이 매우 중요하다. 현재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을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이며, 규준화된 평가방법은 ASTM C

666법으로써, 최소 강도를 확보한 콘크리트의 상대동탄성

계수를 측정함으로써 동결융해 저항성을 평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동결융해 작용을 받은 콘크리트의 내구

성에 대한 SF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ASTM C666에

준하여 SF-00 및 SF-10 콘크리트의 동결융해 저항성을 측

정하였다. 콘크리트의 성능은 소정의 싸이클(압축강도 :매

100싸이클, 동탄성계수 :매 30싸이클)에서 압축강도 및 상

대동탄성계수를 측정하므로써 평가되었으며, 그 결과를

Fig. 8 및 Fig. 9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8은 SF 사용 유무에 따라 동결융해 작용을 받은 콘크

리트의 압축강도 변화를 도식화 한 것이다. 동결융해 환경

에 노출 전(0 사이클) 압축강도가 유사한 두 콘크리트는 동

결융해 싸이클이 증가함 따라 압축강도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남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F를 사용한 SF-10 콘크리트

는 동결융해 사이클의 증가와 더불어 SF를 사용하지 않은

SF-00 콘크리트에 비하여 매우 큰 압축강도 감소 경향을 나

타내었다. 특히, 200 및 300사이클에서 SF-00 콘크리트는

34.2 MPa 및 30.6 MPa의 압축강도를 나타낸 반면, SF-10 콘

크리트는 200싸이클에서 12.6 MPa의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

었으며, 300싸이클에서는 심한 동해작용으로 인하여 공시체

가 파괴되어 더 이상 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없었다. 

Fig. 9는 매 30사이클마다 측정한 콘크리트의 상대동탄

Fig. 6. Total charge passed of concrete.

Fig. 7. Diffusion coefficient of concrete.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subjected to freezing-

thawing 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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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SF-00 콘크리트는 300사이클까

지 상대동탄성계수가 비교적 안정적인 경향을 보였으며,

300싸이클에서 약 90.3%의 값을 나타낸 반면, SF-10 콘

크리트는 동일 싸이클에서 약 67.5%의 비교적 낮은 상대

동탄성계수 값을 보임으로써, 동결융해저항성이 매우 떨

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SF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동결융해저항성이

감소하는 이유는 SF 혼합에 따라 콘크리트의 평균 공극크

기가 감소함으로써 동해과정시 콘크리트의 조직구조가 팽

창압을 크게 받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5,16)

 그러나, Hooton
14)

은 SF 콘크리트의 우수한 동결융해 저항성을 보고하기도

하였다. 

결론적으로, 동결융해 작용을 받는 환경에 SF 콘크리트

를 사용할 경우, 초기 압축강도가 확보된 경우일지라도

콘크리트 배합, 연행 공기량 등에 따라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저항성이 달라지기 때문에 내구성 설계시 세심한 주

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3.4. 모르타르의 황산염침식 저항성

콘크리트구조물이 지하수, 산성토양 등과 같이 황산염이

온(SO4
2-

)이 포함된 환경에 노출될 경우, 황산염이온은 콘

크리트 중의 수화물과 반응하여 여러 유해물질을 생성하

게 되며, 생성된 반응물질의 생성속도 및 농도에 따라 콘

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은 심각하게 저하되기도 한다.
17,18)

특히, SF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황산염침식 저항성은 황

산염의 종류에 따라 성능저하 정도가 크게 달라지게 되

며, 주된 반응생성물도 변화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19)

 본

연구에서는 황산염의 종류 및 SF의 대체율을 변수로 하

여 모르타르의 황산염침식 저항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Figs. 10 및 11은 양이온이 상이한 2종류 황산염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1년까지 침지재령별로 측정

하여 각각 나타낸 것이다. 5% 황산나트륨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측정한 것이 Fig. 10으로써, SF의

사용유무에 따라 침지재령별 압축강도 경향이 다르게 나타

났다. 다시 말해서, SF-00 모르타르의 침지재령 6개월의 압

축강도가 49.7 MPa인 반면, SF-5, SF-10 및 SF-15 모르타르

는 약 66~70 MPa의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다. 또한, 침

지재령 12개월에서도 SF 사용 모르타르는 57 MPa 이상의

압축강도가 나타난 반면, SF-00 모르타르는 침지전 압축강

도(39.7 MPa)보다 낮은 32.1 MPa의 값을 나타내었다. 이상

의 실험결과로부터, 황산나트륨환경에서 SF를 사용한 모르

타르는 우수한 황산염침식 저항성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11은 5%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

Fig. 9. Relative dynamic modulus of elasticity of concrete

subjected to freezing-thawing cycles.

Fig. 10.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exposed to 5% sodium

sulfate solution.

Fig. 11.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exposed to 5%

magnesium sulf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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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의 압축강도 결과를 도시한 것으로써, Fig. 10의 황산나

트륨 침식에 의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경향과는 매우 다

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해서, SF의 대체율

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 감소가 더욱 크게 나타났다. 특

히, SF-15 모르타르는 침지재령 6개월에서 침지전과 비교

하여 오히려 압축강도가 감소하였으며, 압축강도 감소 현

상은 침지재령 12개월에서 더욱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SF-

00 모르타르의 침지재령 12개월에서 압축강도가 42.0 MPa

인 반면, SF-15 모르타르는 26.9 MPa의 낮은 압축강도가 나

타내었다. 이와 같이 SF 사용 모르타르가 황산마그네슘 환

경에서 심한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난 이유는 SF의 포졸란

반응에 의하여 생성된 2차 C-S-H가 Mg
2+ 
이온과 반응하여

비시멘트질 물질인 M-C-S-H로 변환되었기 때문에 페이스

트의 강성이 떨어진 탓으로 판단된다.
20)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실리카퓸을 사용한 콘크리트(혹은 모르

타르)의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능을 실험적으로 고찰하였

으며, 실리카퓸 대체율에 따라 콘크리트의 성능이 상이하

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콘크리트의 강도 및 탄성

계수 등 역학적 특성은 실리카퓸의 충진효과, 포졸란 효

과, ITZ영역의 밀실효과 등으로 인하여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뿐 만 아니라,

본 연구범위에서는 콘크리트의 탄성계수는 ACI 318 code

의 제안식을 비교적 잘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콘크리트의 염해저항성은 실리카퓸 사용으로 인하

여 크게 개선되는 효과를 나타내므로써, 해양환경용 콘크

리트구조물용 재료로써 실리카퓸의 효능성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그러나, 실리카흄 콘크리트는 과도하게 작은

공극분포로 인한 팽창압 증가 때문에 동결융해 저항성은

보통콘크리트에 비하여 오히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모르타르의 황산염침식 저항성을 실험적으로 고

찰한 결과, 황산나트륨 환경에서는 실리카퓸을 사용한 모

르타르의 저항성이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황

산마그네슘 환경에서는 반대 경향이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실리카퓸을 콘크리트용 재료로 사용할 경

우, 콘크리트 배합, 환경조건 등에 대하여 세심하게 주의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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