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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rdened cement-based materials exposed to the high temperatures of a fire are known to experience change in the pore structure as well
as microstructural changes that affect their mechanical properties and tend to reduce their durability. In this experimental investigation, hardened
Portland cement pastes were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s of 200, 400, 600, 800, and 1000°C for 60 minutes, and the resulting damage
was studied by thermogravimetry (TG), mercury intrusion porosimetry (MIP) and density measurements. These results revealed that the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is increased at temperatures greater than 400°C due to a small pore size of 3 nm and/or rehydration of the dehydrated
cement paste. However, a loss of the residual strength occurs at temperatures exceeding 500 and 600°C.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decomposition of hydrates such as portlandite and to an increase in the total poro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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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다공질의 콘크리트는 건축 및 토목 구조물의 기반이 되

는 필수불가결한 재료이다. 또한 시대적 및 사회적인 흐

름으로 인해 이러한 콘크리트는 보다 고층화 및 거대화

로 연결되고 있으며, 고성능·고강도의 콘크리트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낮은 열전도율과

비연소성인 특성을 갖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내화성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으나, 화재 시 고온에 노출되면 콘

크리트 외부로부터의 물리적·화학적인 변형으로 인하여

내구성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1)

 또한 고강

도 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화재로 인하여 표면이 심한 폭

음과 함께 박리·탈락하는 폭렬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폭렬 현상으로 콘크리트의 표면이 탈락되면 콘크리트 내

부의 철근이 고온을 받아 철근의 강도저하로 구조물의 구

조적 온전함이나 안전수준이 위태로울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 고온 하에서 콘크리트의 폭렬을 방지하기 위

하여 유기섬유의 혼입, 내화피복 등의 방법 등 다양한 방

법이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유기섬유의 혼입은 콘크리트

제조시의 유동성의 감소를 유발하는 단점이 있으며, 내화

피복재의 시공은 제조 단가의 상승과 구조물의 유효공간

을 감소시키는 단점이 있다. 

한편,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화재가 발생하는 대상이

콘크리트 구조물인 이유로 콘크리트를 대상으로 평가하

고 있다. 그 중에서도 고강도 콘크리트의 화재에 의한 폭

렬 현상의 이해 및 방지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콘

크리트의 구성요소 중 일반적으로 안정한 성질을 가지고

있는 골재를 제외하면, 가장 지배적인 부분은 시멘트 페

이스트 바인더라고 할 수 있다. 화재와 같은 고온 환경하

에서 콘크리트 바인더인 시멘트 페이스트의 미세구조 및

공극 구조는 콘크리트에 매우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2)

 화재에 의해 열화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미세구

조 및 공극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결과에 의하면, 경화

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고온의 환경에 노출되는 경우 물

리·화학적 변화를 유발한다. 특히 시멘트 페이스트의 주

요 구성 요소인 C-S-H (calcium silicate hydrate)와 portlandite

(calcium hydroxide, Ca(OH)2)는 약 150
o
C 이하, 450 ~ 5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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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 범위에서 탈수하는데, 이러한 수화물의 변화는 공

극 구조의 붕괴로 이어진다.
2-4)

 따라서, 시멘트 페이스트

에서 미세구조의 변화는 매크로 특성에 영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의 미

세구조 및 공극 구조 변화에 대한 검토를 목적으로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에 대하여 MIP, TG, under-

water weighing 분석을 실시하여 시멘트 수화물의 분해와

공극 구조의 변화 관계를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실험 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멘트는 KS L 5201에 따른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OPC)를 사용하였다. 그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1과 Table 2에 나타내었다.

2.2. 실험 방법

2.2.1. 시험체 준비

고온 환경에서 경화 시멘트의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

기 위한 시험체는 시멘트 페이스트를 대상으로 물 시멘

트 비율(W/C)은 40%로 설정하였다. 혼합된 시멘트 페이

스트는 40 × 40 × 160 mm 크기의 몰드에 주입되고, 24시

간 후 경화된 시험체는 몰드에서 분리되었다. 시험 전까

지 20
o
C 수중에서 양생되었고, 고온 환경 조건을 위한 열

처리 시험은 재령 28일 양생된 시험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열처리 시험을 위하여 시험체는 40 × 40 × 50 mm의

크기로 절단하였고, 항온기 25
o
C에서 24시간 동안 보관하

여 무게를 안정화 시킨 후 열처리 시험에 사용되었다. 열

처리된 시험체는 곧바로 무게를 측정한 후 4 ~ 5 mm의

크기로 절단하였다. 이 후 수화정지를 위하여 아세톤에

침지한 후 D-dry 방법에 의해 건조하였다.

2.2.2. 열처리

시멘트 경화체의 고온 환경 조건 노출을 위하여 각 시

험체를 Fig. 1에 나타낸 조건으로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박스형 전기로를 사용하여 200, 400, 600, 800, 1,000
o
C의

조건으로 각각 열처리를 실시하였다. 각각의 시험체는 목

적된 온도까지 5
o
C/min의 가열속도로 상승하여 60분 동

안 유지한 후 노냉하였다.

2.2.3. 열분석(TG)

열분석을 위한 샘플은 D-dry 방법에 의하여 건조시킨

후 100 μm 이하로 분쇄하였다.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험

체의 열분석은 독일 NETZSCH사의 STA 229C Jupiter를

이용하여 N2 분위기에서 가열속도 5
o
C/min의 조건으로 상

온에서 1,000
o
C까지 측정하였다. TG 분석의 무게 감량 결과

를 이용하여 시멘트 주요 수화물의 Loss on Ignition (LOI)를

구할 수 있다.
5)

 시멘트 경화체 수화물의 열분해에서 일반

적으로 나타나는 500
o
C 부근에서의 portlandite의 분해에

의한 중량감소는 LOI(CH)로 표기하고, 600 ~ 800
o
C에서

나타나는 calcium carbonate의 분해에 의한 중량감소는

LOI(CC)로 표기한다. 400
o
C 이하의 온도 영역에서 분해

되는 수화물의 중량감소는 LOI(Hyd)로 나타낸다. 각각은

식 (1), (2), (3)을 이용하여 구할 수 있다.

 

   LOI(CH)(%) =

500
o
C에서의 Ca(OH)2 질량감소 ×100 (1)

1000
o
C에서의 샘플 질량

   LOI(CC)(%) =

600 ~ 800
o
C 질량감소

×100 (2)
1000

o
C에서의 샘플 질량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OPC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Na2O TiO2 MnO3 P2O5 LOI

20.63 5.39 2.91 61.58 3.67 2.17 1.04 0.04 0.34 0.14 0.11 1.04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OPC

Specific gravity Blaine (cm
2
/g)

Setting time (min) Compressive strength (N/mm
2
)

Initial Final 3d 7d 28d

3.15 3,412 239 341 23.44 29.91 37.76

Fig. 1. The heat treatment of cement p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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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I(Hyd)(%) =

 (105 ~ 1000
o
C 질량감소) − LOI(CH) − LOI(CC) (3)

TG의 결과에서 비증발성 수분의 함량을 이용하여 시멘

트 경화체의 수화율을 계산할 수 있다. 재령 t에서의 수

화율 αTG(t)는 식 (4)를 이용하여 계산할 수 있다.

(4)

여기서 Wn(∞)는 시멘트 1 g의 수화반응이 종료되는 시

점인 재령 t → ∞에서 비증발성 수분의 질량(시멘트에 대

해 g/g)을 나타내는 것으로, Bogue 식에 의하여 Wn(∞)는

0.2293 g으로 추정된다.
6)

 Wn(t)는 재령 t에서의 비증발성

수분의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TG 결과에서 145 ~ 1,000
o
C

사이에서의 중량 감소 중 CO2 방출에 의한 중량 감소인

600 ~ 800
o
C 영역의 중량 감소를 제외한 값이다. Mc는 샘

플의 초기 미수화 시멘트의 질량(g)을 나타낸다.

 

2.2.4. 수은압입법에 의한 공극률 측정(MIP)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멘트 페이스트의 공극률 측정은

미국 Micromeritics사의 Auto Pore IV 9520를 이용하여

최고 압력 60,000 psi까지 측정하였다. 공극의 측정 범위

는 직경 360 μm에서 3 nm까지 측정되었다. 분석을 위한

샘플은 열처리된 시험체를 4 ~ 5 mm 크기로 절단 후 아

세톤에 침지시켜 수화를 정지시켰다. 전체 샘플은 48 시

간 동안 D-dry 방법으로 건조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2.2.5. 수중무게 측정(아르키메데스의 원리)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이용한 수중무게의 측정은 분

쇄된 후 D-dry 과정을 거친 샘플을 사용하였다.
5)

 먼저 4시

간 동안 물에 침지시킨 후 진공상태로 포화시켰다. 그 다

음 수중에서 무게를 측정한 후 물에서 꺼내어 표면 건조하

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이 후 105
o
C, 24시간 동안 건조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부피 밀도, 진밀도, 전체 공극률, 전체

공극 부피는 다음의 식 (5), (6), (7)에 의하여 계산되었다.

(5)

(6)

(7)

여기서 ρap(g/cm
3
) : 겉보기 밀도, νap(cm

3
/g) : 겉보기

진부피, ρw(g/cm
3
) : 물의 밀도, md (g) : 105

o
C에서 24시

간 건조 후 무게, ms(g): 포화상태에서 표면 건조 후 무게,

mw(g) : 수중 무게, ρtr(g/cm
3
) : 진밀도, νtr(cm

3
/g) : 진비

부피, νtotal (cm
3
/g): 전체 공극의 부피를 나타낸다.

3. 결과 및 고찰

3.1. 잔존압축강도

3.1.1. 잔존압축강도의 저하

각 온도에 따라 열처리를 실시한 시멘트 경화체의 잔

존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

로 열처리 온도의 증가는 압축강도의 감소로 나타난다.

재령 7, 28일의 경우 열처리 온도 400
o
C까지 압축강도가

유지되었고, 이후 급격하게 감소하였다. 재령 91일의 경

우 열처리 온도 400
o
C까지 오히려 잔존압축강도가 상승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비열처리 시험체에 대한

압축강도 잔존비와 가열온도의 관계를 나타낸 Fig. 3에서

도 열처리 온도 400
o
C까지 잔존압축강도가 일정 수준 유

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잔존압축강도의 증가에

대하여 기존 연구에서는 400
o
C 이하의 온도에서 자유수

가 증발되어 발생된 수증기가 미수화 시멘트 클링커(C2S)

αTG t( )
Wn t( )

Mc Wn ∞( )⋅[ ]
-----------------------------=

ρap

1

vap

------
mdρw

ms mw–
-----------------= =

ρtr

1

vtr

-----
mdρw

md mw–
-----------------= =

Vtotal vap vtr–=

Fig. 2.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after exposure to

elevated temperature.

Fig. 3. Relation between the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ratio and exposure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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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수화 촉진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다고 한다.
7)

 또한 C-

S-H gel상의 수화물이 분해된 후 수증기 포화 상태에서 다

시 수화반응이 진행되어 C-S-H의 상이 성장함으로서 잔존

압축강도의 증진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8,9)

 열

처리 온도의 변화에 따른 열처리 온도(T)와 열처리를 실시

하지 않은 시험체에 대한 각각의 잔존압축강도 비율(Fr)

의 관계를 식 (8)을 이용하여 간단히 나타낼 수 있고, 이에

대한 잔존압축강도의 예측값과 실측값의 관계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r = −1E-06(T)
2
 + 0.0004(T)

−1
 + 1.024 (R

2
=0.880) (8)

3.1.2. 잔존압축강도와 수화율의 관계

TG의 결과에서 식 (4)를 이용하여 계산된 시멘트 경화

체의 수화율과 잔존압축강도를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

었다. 열처리 온도가 상승할수록 경화체의 수화율이 낮게

나타나고, 특히 400
o
C에서의 잔존압축강도 증진의 원인이

재수화 현상이나 미수화물의 촉진의 영향이 있다면, 400
o
C

의 열처리 온도까지 수화율이 유지될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예상과는 다르게 400
o
C의 열처리 온도에서 급격

한 수화율의 감소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제로 400
o
C 이하

의 영역에서 잔존압축강도의 유지 및 증가는 실제로 시

멘트 경화체의 수화율과는 다소 낮은 상관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따른 평가 및 해석은 향후에 면밀

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2. 공극 구조 변화

3.2.1. MIP에 의한 공극 구조

열처리 온도에 따른 시멘트 경화체의 전체 공극률은

MIP에 의하여 측정되었다(Fig. 6). 열처리 온도, 즉 노출

된 온도가 상승할수록 경화체의 전체 공극률은 증가된다.

전체 공극률은 400
o
C까지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데, 이는 TG의 결과와 같이 모세관 공극 중에 포

함된 수분과 결합력이 약한 수화물의 분해로 수분이 증

발하면서 공극의 양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400 ~ 600
o
C 사이에서 급격한 공극률의 증가가 나타나는

데, 이는 portlandite가 분해되는 것에 기인한다. Portlandite

는 다른 결정에 비하여 비교적 큰 결정이라고 할 수 있

는데, 이러한 portlandite의 분해는 공극률의 큰 증가로 나

타난다.
10)

시멘트 경화체에서 공극의 크기는 Metha and Monteiro

에 의하여 겔 공극(< 4.5 nm), 메조 공극(4.5 ~ 50 nm), 중

간 크기의 모세관 공극(50 ~ 100 nm), 큰 크기의 모세관

공극(> 100 nm)로 분류 할 수 있다.
11)

 이러한 공극의 분

류를 이용하여 MIP에 의하여 측정된 결과를 통해 고온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 분포를 Fig. 7과 같이 나타

Fig. 4. Predicted versus measured for 28-day compressive

strength model.
Fig. 6. Change of porosity of cement paste samples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determined by MIP.

Fig. 5. Evolution of degree of hydration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from TG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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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 일반적으로 공극의 분포는 대부분 메조 공극과

모세관 공극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시멘트 경화체가

고온에 노출되면 4.5 nm 이하의 겔 공극은 열처리 온도

400
o
C에서 대부분 붕괴되어 더 큰 크기의 공극으로 나타

난다. 이는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겔 공극을 가지는 C-

S-H의 수화물이 낮은 온도에서 분해되면서 완전히 소멸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2.2. 수중무게 측정에 의한 공극 구조

수은압입법에 의하여 측정되는 공극률 측정은 수은의

주입 압력에 따라 측정되는 것으로 측정 가능한 공극의

크기에 한계가 있다. 본 실험에서 MIP의 측정 결과는 최

고 압력 60,000 psi까지 측정한 결과로 측정 가능한 공극

의 최소 지름이 약 3 nm이다. 반면 아르키메데스의 원리

를 이용하여 측정한 공극률의 경우 그보다 더 작은 크기

의 공극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수중무게 측정에 의한 전

체 공극 부피(Vtotal)와 MIP 측정에 의한 전체 공극 부피

(VHg)를 이용하여 3 nm 이하의 공극 부피(V(d < 3 nm))는

식 (9)에 의하여 계산되었고, 이에 대한 결과는 Fig. 8에

나타내었다.

V(d < 3 nm) = Vtotal − VHg (9)

시멘트 경화체는 열처리 온도 400
o
C까지 3 nm 이하의

미세 겔 공극이 붕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 경화체에서의 공극은 압축강도와 높은 상관관계

를 나타내고 있으며, 공극의 분포는 압축강도 추정에 있

어 중요한 지표가 된다. 즉 공극의 붕괴로 인한 공극의

거대화는 잔존압축강도의 저하로 나타난다. 그러나 측정

된 3 nm 이하의 겔 공극 붕괴는 잔존압축강도의 저하로

나타나지 않았고, 이는 아주 미세한 겔 공극의 존재는 시

멘트 경화체의 압축강도에 크게 기여하지 않는 것으로 판

단된다.

3.2.3. 잔존압축강도와 프랙탈차원(fractal dimension)

프랙탈은 언제나 부분이 전체를 닮는 자기유사성(self-

similarity)과 순환성(recursiveness)을 특징으로 갖는 기하

학적인 형상을 일컫는다. Aono 등
5)
은 건습반복 작용을

통하여, C-S-H의 나노구조모델을 제시하였으며, 그 결과

건조 및 습도의 변화에 의해 C-S-H의 실리케이트 체인이

중합하고, 층상에 배위하는 것과 동시에 수십 나노미터

정도의 공극이 변화하는 것을 보고했다. 이러한 프랙탈

Fig. 7. Pore volume distribution of paste samples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measured by MIP with pore classification from

Metha and Monteiro. (a) Pore volume and (b) pore volume fraction.

Fig. 8. Comparison of specific volume of pore and solid in paste samples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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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를 표현하기 위해 MIP, 질소 및 수증기 흡착법이 주

로 이용된다. 프랙탈차원은 1, 2, 3차원의 정수 차원이 아

닌 소수 차원을 나타내는 것으로 공극 구조에서의 프랙

탈 차원은 공극 형태의 복잡함을 나타내는 지표(degree of

convolution)가 되며, 공극률, 비표면적과의 관련성이 높다.

또한 수증기 흡착법에 의한 측정결과의 의하면 일반적인

20
o
C 건조 및 수중 양생한 경우의 프랙탈 차원은 약

2.48 ~ 2.65가 된다.

본 논문에서의 프랙탈차원은 MIP 분석에 의하여 계산

되었다. Fig. 9에 열처리 온도에 따른 잔존압축강도와 프

랙탈차원의 변화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시멘트가 수화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프랙탈차원의 값은

높아지는데, 이는 수화 반응에 의하여 수화물이 성장하면

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공극의 형태가 복잡해지는 것이다.

열처리를 실시한 시멘트 경화체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프

랙탈차원이 감소하는데, 프랙탈차원의 감소는 잔존압축강

도의 감소로 나타났다. 이것은 고온에 노출된 시멘트 경

화체는 공극의 크기가 증가하고, 복잡한 형태의 공극이

단순화되면서 압축강도의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

미한다. 따라서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 구조에 있어 공극

의 크기가 잔존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과 함께 공

극의 형태 또한 잔존압축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

로 판단된다.

3.3. TG 분석 결과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의 TG 분석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고온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적인 시

멘트 경화체의 경우 세 번의 중량 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첫 번째 중량 감소는 100 ~ 450
o
C에서 나

타나는데, 이는 재료 중에 물리적 결합수의 증발과

200 ~ 450
o
C 사이에서 모세관 공극수의 증발에 의해 나타

나게 된다.
12)

 이것은 대부분 초기 수분의 증발이 주도한

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나타나는 450 ~ 500
o
C의 중

량 감소는 portlandite 및 C-S-H의 분해에 의하여 발생되

는데, 이는 결정수의 증발로 인한 것이다. 세 번째로 750
o
C

부근에서 calcium carbonate가 CaO와 CO2로 분해되면서

중량 감소가 발생된다. 식 (1), (2), (3)을 이용하여 시험체

의 중량감소율을 계산하였고, 이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400
o
C에서 열처리된 시험체의 경우 LOI(Hyd)의 감소가

뚜렷하게 확인된다. 

시멘트 경화체는 400
o
C까지 급격하게 LOI(Hyd)가 감소

하는데, 이는 주로 결합수 및 모세관 공극 중에 포함된

수분의 증발이 중량 감소를 지배한다. 여기에서 LOI(Hyd)

로 표시된 Ig-loss의 량이 10.42 > 8.19 > 3.04의 순으로 감

소하지만, LOI(CH), LOI(CC)의 변화는 없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400 ~ 600
o
C 범위에서는 LOI(Hyd)와 LOI(CH)가

중량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것은 모세

관 공극 중에 부분적으로 남아 있는 공극수의 탈락과

portlandite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600
o
C 이상에

Fig. 9. Relation between the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and fractal dimension.

Fig. 10. TG curves of cement paste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Fig. 11. Loss on ignition of paste samples exposed to elevated

temperature. 



54 강승민
 
· 나승현

 
· 김경남

 
· 송명신

한국세라믹학회지

서는 모세관 공극수의 탈락은 미미하고 LOI(CH)와

LOI(CC)가 중량 감소를 주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주로 portlandite, C-S-H 및 calcium carbonate 등의

결정수의 분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결정수의

증발은 열처리 온도 600
o
C 이상에서부터 진행되는 것으

로 판단된다. portlandite 및 C-S-H의 분해는 600
o
C 이후

부터 1,000
o
C까지 꾸준하게 나타났다.

3.4. 고온 환경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 구조 변화

기구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서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 모세관

공극은 수화물인 C-S-H에 의해 점차 채워지면서 모세관

공극은 감소되고 겔 공극은 점점 증가된다. 수화가 거의

종료된 경화체에서는 수화물인 C-S-H 50%, portlandite

25%이고, 나머지 25%가 공극이다. 포틀랜드 시멘트가 완

전히 수화하였을 때의 수분은 결합수가 25%, 겔 공극에

함유된 물이 15%, 합계 40%이다. 모세관 공극 속에 존재

하는 물은 건조에 의하여 쉽게 제거 될 수 있지만 겔 공

극의 물은 제올라이트 수와 같은 형태로써, 겔과 약한 결

합력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낮은 온도 영역에서 쉽

게 증발하지 않는다. 그러나 400
o
C 이하의 온도에 노출되

면 경화체에서는 시멘트 입자와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

분, 즉 건조에 의해 쉽게 증발할 수 있는 수분의 분리 단

계와 수화가 진행되지 못한 수분, 즉 C-S-H 생성을 위한

초기단계의 약한 결합에 의해 결합된 수분이 다시 재분

리 되면서 증발이 진행되는 단계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

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공극의 크기가 커지거나 공

극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Fig. 6에서

와 같이 시멘트 경화체에서 약 5%의 공극률 증가로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시멘트 경화체의 물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잔존압축강도의 결과에서

열처리 온도 400
o
C까지 강도가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

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것은 기존 연구에 의하면 미수

화 클링커(C2S)가 일정 온도까지에서는 증발하는 수증기

에 의하여 미수화 성분의 수화반응이 일부 수화 촉진되

거나 분해된 C-S-H의 부분적인 재수화에 의한 상 변형

또는 성장에 의한 영향일 수 있다. 즉, 400
o
C까지는 수분

의 증발과 더불어 부분적인 재수화가 일부 반복적으로 진

행되어 공극율은 증가할 수 있으나, 압축강도의 저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C-S-H의 상

변형은 수열합성법을 이용한 tobermorite의 생성과 같이

고온하에서 C-S-H 상의 변형으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결정 구조의 생성은 높은 온도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를 더욱 수밀한 구조로 만들 수 있다고 판단된다.

Fig. 12에는 Jennings의 콜로이드 모델에 의하여 C-S-H가

분해되는 모식도를 나타내었다.
13)

 400 ~ 600
o
C에서는 그

림과 같이 겔 공극수가 모두 증발된 C-S-H 겔 수화물이

분해되면서 β-C2S 입자로 변한다. 이로인한 전체적인 체

적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또한 비교적 크기가 큰

portlandite의 분해가 급격이 일어나는데, 이에 따라 시멘

트 경화체의 급격한 공극률 증가로 나타난다. Zhang et

al.에 연구에 의하면 시멘트 경화체가 800 ~ 1,000
o
C의 온

도에 노출되면 C-S-H의 분해로 생성된 작은 크기의 β-

C2S 입자는 보다 큰 크기의 β-C2S 입자로 합쳐진다고 한

다.
2)

 이러한 현상에 의하여 공극의 크기는 100 nm 이상

으로 커지면서 전체 공극률에서 약간의 증가를 나타낸다.

또한 공극의 크기 증가와 함께 공극의 형태 변화가 수반

되면서 압축강도의 급격한 저하와 같은 경화체의 물성 저

하로 나타난다.

Fig. 12. The schematic of C-S-H at elevated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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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화재와 같은 고온에 노출된 시멘트 경화체의 공극 특

성에 대하여 시험체의 잔존압축강도, TG, MIP 분석을 실

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400
o
C의 온도까지 열처리된 시멘트 경화체에서 C-

S-H의 겔 수화물은 분해되면서 수분이 증발하지만 잔존

압축강도는 유지되거나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수증기 발생에 의한 재수화나 미수화물의 촉진

현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열처리 온도 400 ~ 600
o
C에서는 비교적 크기가 큰

portlandite의 분해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C-S-H의 분해

로 인하여 β-C2S가 생성된다. 열처리 온도가 600
o
C 이상

으로 상승하면 β-C2S는 입자의 성장 과정을 거치면서 전

체 공극률 및 공극의 크기 증가와 함께 공극의 형태 변

화가 수반되어 시멘트 경화체의 압축강도 저하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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