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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studies the early-aged chloride binding capacity of various blended concretes 
including OPC(ordinary Portland cement), PFA(pulversied fly ash), GGBFS(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and SF(silica fume) cement paste. Cement pastes with 0.4 of a free 
water/binder ratio were cast with chloride admixed in mixing water, which ranged from 0.1 to 
3.0% by weight of cement and different replacement ratios for the PFA, GGBFS and SF were 
used. The content of chloride in each paste was measured using water extraction method after 7 
days curing. It was found that the chloride binding capacity strongly depends on binder type, 
replacement ratio and total chloride content. An increase in total chloride results in a decrease in 
the chloride binding, because of the restriction of the binding capacity of cement matrix. For the 
pastes containing maximum level of PFA(30%) and GGBFS(60%) replacement in this study, the 
chloride binding capacity was lower than those of OPC paste, and an increase in SF resulted in 
decreased chloride binding, which are ascribed to a latent hydration of pozzolanic materials and a 
fall in the pH of the pore solution, respectively. The chloride binding capacity at 7 days shows 
that the order of the resistance to chloride-induced corrosion is 30%PFA > 10%SF > 60%GGBFS > 
OPC, when chlorides are internally intruded in concrete. In addition, it is found that the binding 
behaviour of all binders are well described by both the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s.

요    지

본 연구에서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OPC: ordinary Portland cement), 라이애쉬(PFA: pulverised 
fly ash), 고로슬래그미분말(GGBFS: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실리카퓸(SF: Silica 
fume)등의 각종 결합재를 용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염소이온 고정화능력에 하여 연구하 다. 각각의 사
용 시멘트 페이스트는 40%의 물/결합재로 PFA, GGBFS  SF 혼화제의 각기 다른 치환률을 갖도록 하

으며 미리 혼합수내에 결합재 량당 0.1～0.3%의 염소이온을 배합수내에 혼입 포함시켜 배합되어 제조
되었다. 염소이온의 측정은 7일간 양생 후 수분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을 통해 염소이온 고
정화 능력이 결합재 종류  치환률에 의존하고 있음을 확인하 고, 총 염소이온량의 증가는 염소이온 고정
화능력을 제한하여 결론 으로 염소이온 고정화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보 다. 본 연구에서 최  30%의 치
환율을 가진 PFA와 60%의 치환률을 가진 GGBFS의 경우는 OPC보다 염소이온고정화 능력이 작았으며, 
SF의 치환률의 증가는 고정화를 감소시키고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는 포졸란계 재료의 잠재 수화반응 혹
은 공극수의 pH 하등의 이유로 단된다. 재령 7일에서의 염소이온의 고정화능력은 염해부식에 한 항
성으로 나타내어지며, 염분을 혼입한 경우의 고정화능력의 순서는 30%PFA > 10%SF > 60%GGBFS > 
OPC로 나타났다. 더욱이 염소이온의 고정화 거동은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으로 
잘 표 될 수 있음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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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흔히 콘크리트구조물내의 철근의 부식 항성 정도를 

나타낼 수 있는 염소이온의 고정화능력은 시멘트 페이

스트와 공극수로부터 추출된 자유염소이온이 제거된 

염소이온과의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1) 다수의 

연구들이 염소이온 고정화에 향을 끼치는 인자에 

해서 수행되고 있는데, 이에는 결합재 종류, 양이온의 

종류, 양생방법과 염소이온의 형태( ; 내부 혹은 외

부)등이 있다. 특히, 고로슬래그미분말을 보통포틀랜

드시멘트와 혼입하여 사용할 경우 에트린가이트의 생

성 증   잠재수경성 반응으로 인한 C-S-H의 증가

로 인해 고정화능력이 증가되어진다.
(2)(3)(4) 한, 

합한 양생조건에 의해 조 해진 시멘트 페이스트는 염

소이온의 고정화 능력을 증가 시키고,
(5) 이런 이유로 

인해 외부환경에서의 염소이온의 침투가 내부 환경에

서의 염분침투에 비해 고정화가 더욱 잘 일어나게 되

는 것이다.
(6) 양이온의 종류는 직 으로 염소이온 고

정화에 향을 끼치지는 않으나, 양이온에 의해 지배되는 

공극수내의 pH에 의해 염소이온 고정화에 큰 향을 

끼친다.
(7)(8) 한편, 시멘트 페이스트 내에서의 염소이온 

고정화의 거동은 기재령에서의 염소이온 고정화 

isotherm으로 잘 표 될 수 있다.
(9)

고정화 능력은 콘크리트구조물내의 철근부식에 있어

서 고정염소이온이 부식과정에 여하지 않는다는 가

설 때문에 요한 인자로 여겨진다.
(10) 따라서 높은 

고정화 능력은 더 작은 부식 험으로 설명될 수 있

다. 다수의 연구들이 부식 항성을 증가시키는 C3A의 

양이 증가할 때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이 증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11)(12)(13)

이와는 조 으로, 몇몇 연구자들이 부식 험과 염

소이온 고정화가 서로 연 성이 없다고 주장하나 염소

이온의 고정화가 일단, 부식이 개시되면, 부식진 을 

지연시키는 데에는 그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3) 

한, 염소이온의 고정화는 염소이온의 일부를 비활성 

상태로 만들어 염소이온의 이동에 향을 끼치는 것으

로도 보고되고 있다.
(14)

한 양생기간에 한 염소이온고정화능력에 한 

연구에서 일반 으로 고정화 능력이 35～56일 사이에 

상당히 증가하며, 콘크리트 배합에 따라 상당부분 의

존하고 있다고 보고되었다.(6,15,16)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내 염소이온의 이동과 

한 련이 있는 표면염소이온농도(CS)  염화물 침

투속도에 따른 기 경계조건으로서의 내부 염분혼입

에 따른 화학  고정화의 기거동을 분석하고자 보통

포틀랜드시멘트(OPC : ordinary Portland cement), 

라이애쉬(PFA: pulverised fly ash), 고로슬래그

미분말(GGBFS: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실리카퓸(SF: Silica fume)등을 혼입한 시멘

트 페이스트로 만들어진 시편에 해 재령 7일에서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을 평가하 다. 결합재에 따른 

염소이온 고정화 효과와 염소이온 고정화의 한계효과

에 해 평가하고자 4개의 결합재 항목과, 9등

(0.1～3.0% 시멘트 량당)의 내부 염분등 으로 나

어 배합을 실시하 으며,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측면에서 염소이온 고정화와 련된 기재령의 향

에 해 범 하게 분석을 수행하 다.

2. 실 험

결합재로서, OPC와 각각 3등 의 PFA(10, 20  

30%), GGBFS (20, 40  60), SF (5, 10  

15%)가 사용되었다. OPC, PFA, GGBS  SF의 

비 은 각각 3.12, 2.19, 2.89, 2.20 등이며, 사용 

결합재의 화학  성분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사용 

시멘트 페이스트 시편은 골재가 염소이온과 화학 으로 

반응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0.4의 물/결합재 비로 사

각형 몰드(100×100×200mm)에 양생하 다.
(17) NaCl

용액으로 이루어진 혼합수에는 결합재 단 량당 

0.1, 0.2, 0.3, 0.5, 1.0. 1.5, 2.0, 2.5, 3.0%의 

염분을 삽입하 다. 한 양생  재료분리를 최소화시

키기 해 24시간 6rpm의 속도로 시편을 회 시켰

다. 탈형 후, 시편을 폴리에틸  필름으로 한 후 

6일간 20±1℃에서 양생하 다.

탈형 시편은 104℃의 건조로에서 5시간동안 건조하

다. 시편은 분쇄기로 분쇄하고 분말채취용 그라인더

로 1차 분말을 포집한 이후에 300㎛의 체로서 체가름

을 실시하여 2차 분말을 포집하 다. 이후 50℃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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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SiO2 Al2O3 Fe2O3 MgO Na2O K2O Mn2O3 TiO3 Ign.*

OPC 64.7 20.7 4.6 3.0 1.0 0.13 0.65 - - 1.30

PFA 1.7 48.7 18.8 7.7 1.0 0.4 1.9 - 0.9 1.52

GGBS 41.2 34.2 11.7 1.43 8.81 0.29 0.31 0.3 0.58 1.29

SF 0.31 94.9 0.23 0.07 0.04 0.15 0.56 - - 3.5

*; 강열감량(Ignition loss)

Table 1 Oxide composition of b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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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loride binding of (a) OPC, (b) PFA, (c) GGBFS and (d) SF pastes depending on their replacement and chloride 

content admixed in the paste

류수에서 5분간 교반하고 수분추출방법(18)을 이용하

여, 수용성 염소이온을 자유염소이온으로 가정하여 추

출하 다. 교반 후, 용액은 30분의 기시간을 거쳐 

필터링을 이용하여 자유염소이온만의 용액을 추출하

고, 추출용액은 질산은 정법에 의한 차 정기를 

사용하여 자유염소이온농도로 각 1회씩 측정되어졌다.

3. 실험결과

공극수로부터 ppm단 로 측정되어진 염소이온의 

농도는 결합재 량당 %로 다시 환하 다. 계산과

정에 있어서 분말시료의 무게를 측정하고 자유염소이

온 농도를 측정한 후 용 단 로 환산하여 이를 다시 

결합재 양에 한 용 비율로 계산하 으며 이 과정에

서 자유염소이온용액은 50㎖를 추출하 다. 따라서, 

총염소이온량에서 측정되어진 자유염소이온농도를 감

하여 고정염소이온량을 구하 다.

Fig. 1에는 재령 7일에 있어서 OPC, PFA, 

GGBFS 그리고 SF 시멘트 페이스트 시편의 총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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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loride binding capacity of (a) PFA, (b) GGBFS 

and (c) SF pastes depending on replacement and 

chloride content, compared to OPC

이온농도에 따른 고정염소이온농도의 계를 도시하

다. 모든 결합재의 경우에 있어서, 결합재에 고농도의 

염소이온들이 포함된 경우는 상 으로 총염소이온량

의 낮은 수 으로 고정화가 되고 있는 반면, 농도의 

총염소이온들은 고정화 과정이 높은 수 의 경우 제한

성으로 인해 상 으로 높은 수 의 염소이온 고정화

가 이루어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한 PFA의 치환

률의 증가에 따라 염소이온 고정화 역시 증가하고 있

음을 확인하 다. 30%의 치환률을 가진 PFA가 10 

혹은 20%의 치환률을 가진 PFA 페이스트 시편보다 

염소이온 고정화율이 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OPC에 비해서는 상 으로 약간 높게 고정화가 이

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에는 PFA, GGBFS 그리고 SF 시멘트 페

이스트의 치환률과 총염소이온농도(0.5, 1.0, 2.0  

3.0% ; 결합재 량당)에 따른 실험결과를 도시하

다.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은 총염소이온량에 따른 고정

염소이온량의 비로 나타내어졌다. 염소이온의 고정화

능력은 총염소이온의 증가에 따라 감소 추세를 나타내

었다. OPC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0.5, 1.0, 2.0 

 3.0% 총염소이온농도의 경우에 각각, 0.61, 

0.39, 0.24  0.18로 나타내어졌다.

PFA로의 체는 30%의 치환률을 가진 시편을 제

외하곤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을 증가시켰고, 3%의 총염

소이온량에서 PFA의 염소이온고정화 효과는 OPC에 

비해 더 큰 효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 하 다. 

40%의 치환률을 가진 GGBFS 시멘트 페이스트 시편

의 경우, 염소이온 고정화능력은 총염소이온농도가 

1.0, 2.0  3.0%의 경우에 0.51, 0.37  0.33으

로 각각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Fig. 1에서와 

같이 60%의 치환률을 가진 GGBFS 시편의 경우엔 

모든 수 의 총염소이온량에 하여 고정화가 높게 나

타나고 있으며, 10%와 15%의 치환률을 가진 SF 시

멘트 페이스트 시편의 경우에는 OPC보다도 낮게 염

소이온 고정화가 나타나고 있는 반면, 5%의 치환률을 

가진 SF 시편의 경우엔 OPC보다 고정화가 약간 높

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10% SF와 5% 

SF 시편의 염소이온 고정화는 거의 비슷한 수 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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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der
Freundlich isotherm Langmuir isotherm

       

OPC 0.4232 0.2443 0.9680 3.7802 7.3566 0.9836

30% PFA 0.4096 0.3656 0.8965 2.8372 5.4318 0.9800

60% 

GGBFS
0.4400 0.5915 0.9599 1.0489 1.2411 0.9885

10% SF 0.3903 0.2931 0.9852 2.0311 3.8191 0.9753

* : 결정계수(Coefficient of determination)

Table 2 Coefficients for the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s 

of OPC, 30% PFA, 60% GGBFS and 10% SF pastes

시멘트 계내의 C3A와 C4AF등은 염소이온을 

3CaO․Al2O3․CaCl2․10H2O( 리델 염)와 3CaO 

․Fe2O3․CaCl2․10H2O의 형태로 각각 고정화 시

킨다. 염소이온 고정화의 형성은 각기 다른 온도상의 

도측정
(21,22)  X선 회 법(2) 등을 통해 나타낼 수 

있다. 염소이온 고정화의 특성을 표 하기 해서, 1

차  2차의 흡착과정으로 도출되어진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으로 자유염소이

온  고정염소이온량의 계에 해 측하기 해 

사용되어져 왔다.
(19,20) 그러나 이 두가지 isotherm은 

공히 isotherm에 한 향을 미치는 수화도, 습도 

 수산기이온농도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OPC, 30% PFA, 60% GGBFS  10% SF 시

멘트 페이스트의 자유염소이온과 고정염소이온의 계

는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

으로 Fig. 3에 나타내었다. 아래의 식(1),(2)에는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 식

을 나타내었다.

Langmuir isotherm:   


     (1)

Freundlich isotherm:   

       (2)

여기서, 는 고정염소이온농도, 는 자유염소이온

농도 그리고 , , , 는 상수로서 Table 2에 나타

내었다. 

이 식들은 염소이온 고정화 거동과 련하여 기존부

터 사용되어 오던 식이다.
(19, 20)

고정화 능력에 한 실험결과는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으로 각각 잘 표 될 수 있

다. Fig. 3에서와 같이 총염소이온량이 2%이상인 경

우에 한해, Freundlich isotherm이 Langmuir 

isotherm 보다 실험값의 거동을 덜 이상화하 으며, 

Langmuir isotherm의 경우 공히, OPC, 30% 

PFA  60% GGBFS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실험

값의 거동을 잘 표 하 다. 10% SF의 거동은 

Langmuir isotherm  Freundlich isotherm 모

두 실제값의 거동을 잘 표 하 다.  

4. 고찰  분석

4.1 Binding isotherm

OPC, PFA, GGBFS  SF 시멘트 페이스트를 통

해 염소이온의 고정화능력이 평가되어졌는데, PFA와 

GGBFS 시멘트 페이스트에 있어서 염소이온 고정화 능

력의 증가는 화학  성분구성상에서 높은 수 의 C3A 

함유를 통해 설명되어질 수 있지만, 30%PFA와 60% 

GGBFS의 경우엔 잠재수경성 반응으로 인한 낮은 수화

도로 인해 고정화능력이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한 포졸란계 재료와 공극수 내의 pH에 따라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이 지배된다고 할 수 있다. 를 

들어, SF의 치환률의 증가는 공극수내의 pH를 떨어뜨

린다는 연구사례가 있었고,
(23) 본 연구에서와 같이 SF

의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이 낮게 나타났다.
(2)(6) 그러나, 

5%SF의 염소이온고정화 능력은 증가되는 경향을 보

는데, 이는 시멘트계의 고정화능력에 따른 공극수의 각

기 다른 pH에 따른 향으로 사료되어진다. Glass와 

Buenfeld
(24)등은 기연구된 사례를 근거로, 수산화이온

농도의 증가가 자유염소이온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하

다. 이것은 짧은 양생기간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처럼, 염소이온고정화 능력은 결합재의 화학  구

성, 수화도와 공극수의 pH등에 향을 받는데, 이러

한 인자들은 상호 연 되어 있어서 기재령에서의 고

정화 메카니즘을 어렵게 만든다. 그러므로, 고정화거

동을 측하기 해서는 시멘트 수화시간에 따른 염소

이온의 고정화능력에 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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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loride binding behaviour described by the Langmuir and Freundlich isotherms for (a) OPC, (b) 30% PFA, (c) 60% 

GGBFS and (d) 10% SF pastes.

4.2 시멘트 계내의 염소이온

고정염소이온량을 측정하는 종합 인 방법은 재까

지도 정설이 없는 상태이다. 재에도 시멘트계내의 

고정화되어지는 염소이온을 측정하는 방법은 없지만, 

자유염소이온은 추출이 가능하고 총염소이온량에서 자

유염소이온량을 차감하여 그것을 고정염소이온으로 고

려하고 있다. 자유염소이온량의 결정에 있어서 수분추

출방법과 공극압력주입방법을 주로 사용한다. 공극압

력주입방법은 고압하의 시멘트 페이스트로부터 공극수

를 추출하는 방법을 말하지만, 이 방법은 고압에 의한 

고정염소이온의 일부 침출로 인해 자유염소이온량이 

상 으로 과 평가된다는 단 을 가지고 있다.
[25] 

자유염소이온은 콘크리트 혹은 시멘트내의 공극수의 

가열을 통해 추출할 수 있다.(26) 염소이온농도의 측정

은 차 정법 혹은 염소이온 민감도 분석을 통해 

측정할 수 있다. 공극압력주입방법과 비교하여, 수분

추출법을 통한 공극수의 염소이온은 측정시료의 분말

도, 혼합수의 양, 온도, 교반방식  추출시간에 상당

히 의존하는 경향을 보인다.
(27) 그러므로, 시멘트 페

이스트 내의 고정/자유 염소이온농도에 한 측정 방

식에 한 확신  더욱 정교하고 정확한 조사가 필수

으로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재령 7일에서의 염소이온 고정화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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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낮은 수 의 수화도  포졸란계 재료의 잠재 수경

성 반응으로 인해 아주 낮게 평가되었다. 그러므로, 

주어진 총염소이온농도에 비해 증가된 자유염소이온농

도로 인해 시멘트계와 한 철근의 부식 험성이 상

으로 높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의 연구자들은 실험상의 편의성  신속한 결과도출을 

해 콘크리트 혹은 모르터 시편에 강제 으로 염소이

온을 주입시켜 이를 외부에서의 염분침투와 같다고 가

정하여 연구를 수행하 다.
(16) 그러나 내부염분주입의 

경우 양생 에 수산화물을 포함한 수화 생성물과 염소

이온의 완충역할로 인해 실제 으로 내부염분주입으로 

인한 실험이 외부에서의 염분침투에 비해 더 높은 부

식률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29) 따라서 낮은 

농도의 염소이온을 함유한 내부혼입시험의 경우가 낮

은 수화도를 가진 외부환경에서의 염소이온 침투의 경

우보다 부식이 더 잘 일어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

로, 내부 염소이온 혼입에 의한 경우가 철근부식을 다

소 과 평가한다고 할 수 있으며, 최근 연구의 경우는 

내부혼입시험의 경우가 외부침투시험에 비해 2～3배 

가량 부식 험성이 높다고 보고되어지고 있다.
(30) 그

러므로, 기재령에서 염소이온 고정화능력의 감소는 

내부염소이온을 사용한 부식실험과의 연계성으로 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4.3 콘크리트 구조물로의 염소이온 침투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은 콘크리트 구조물내의 염해부

식에 있어서 상당한 함축성을 시사한다. 일반 으로 

총염소이온량의 측면에서 부식임계염소이온농도를 시

멘트 량의 0.4%로 가정하고 있는데,
(31) 이는 오로

지 자유염소이온만이 부식과정에 참여한다고 하여 가

정된 값이다.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염소이온 고정

화능력값(고정염소이온농도/총염소이온농도)이 OPC, 

PFA, GGBFS 그리고 SF의 경우에 0.51, 0.70/ 

0.84, 0.48/0.60, 0.51/0.75으로 각각 나타나 총염

소이온농도를 기 으로 0.4%보다 은범 에서 임계

부식염소이온량이 결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기존 염해부식의 에서 C3A량과 염소이온

고정화능력의 계에 한 연구로서 Hussain등
(11)은 

시멘트내의 C3A량이 시멘트 량당 2.43～14%로 

증가함에 따라 임계염소이온농도가 각각 2.43～1%로 

증가한다고 주장하 다. 임계염소이온농도와 C3A량의 

계는 11.2%의 C3A를 가진 OPC의 경우 임계염소

이온농도가 1%인 반면, 1.41%의 C3A를 가진 내황

산염시멘트가 임계염소이온 농도가 더 낮은 결과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다.
(12) 한, 높은 자유염소이온농도로 인

해 내황산염시멘트를 사용한 콘크리트가 OPC 콘크리트

에 비해 부식률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13) 그러나 높

은 염소이온의 고정화가 항상 높은 임계염소이온농도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Hansson과 Sorenson
(32)이 수행

했던 임계염소이온농도의 분석을 통해 부식 험성과 염

소이온의 고정화가 련이 없다는 보고도 있었다. 

Breit 와 Schiessl
(33)의 경우 OPC와 SRPC 콘크리

트가 시멘트 단 량비로 0.2～0.4%의 범  내에서 

서로 유사하다고 주장하 으며, 부식 지표에 있어서 

염소이온의 고정화보다 철근-콘크리트 계면에서의 공

극량이 더욱 부식에 향을 끼친다고 주장하 다.
(34) 

이러한 사례들을 통해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이 부식 험

성과는 다소 개연성이 떨어진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이는 아마도 부식개시과정상의 고정염소이온의 참여에 

기인한 결과로 얘기할 수 있다.
(35)

PFA와 GGBFS가 확산계수를 감소시켜 콘크리트

내 염소이온의 이동에 큰 향을 끼친다는 것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 PFA와 GGBFS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이동의 감소는 공극구조의 재분배에 기인하며,
(36) 염

소이온의 고정화능력을 증가시킨다.(2,37～41) 측모델

에 있어서는 주어진 확산계수내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총염소이온이 증가함에 따라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이 증

가한다고 보고하 다.
(14) 콘크리트 표면에서 덮개까지

의 거리가 증가함에 따라, 연속 인 총염소이온의 형

성에 기인한 고정화효과로 인해 표면염소이온농도가 

증가하 다. 염소이온확산계수의 감소는 염해부식의 

에서 표면염소이온농도를 증가시키는 지표가 된다

는 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염소이온 고정화능력의 

최 화를 통해 염소이온의 이동을 지연시키는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철근부식을 단하는 지표로서의 역할

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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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기재령에서의 화학  구속에 따른 염소이온고정

화는 결합재 종류  시멘트내의 염소이온농도에 

크게 의존하 다. 혼합된 시멘트 페이스트내의 염

소이온농도의 증가는 높은 농도에서 시멘트 페이

스트내의 고정화능력 하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

을 보 다. 한 PFA와 GGBFS의 경우는 치환

률에 따라 염소이온고정화능력이 증가하 으나, 일

부는 잠재수경성반응에 기인한 기재령에서의 포

졸란 반응의 비활성화로 인해 염소이온고정화능력

이 감소하 다. SF의 경우에 있어서 염소이온고정

화능력의 감소는 공극수내의 pH의 하에 따른 

결과로 설명된다. 

2) 기재령에서의 체 결합재의 염소이온의 고정화

는 총염소이온량으로 OPC, 30% PFA, 60% 

GGBS, 10% SF의 경우에 0.26, 0.40, 0.32 

 0.37로 나타나 결합재 량당 0.4% 미만이었

으며, 이는 시멘트계의 수화반응의 지속진행  염

해에 한 완충효과의 부족, 공극수내의 pH와 고

정화된 수화물이 시멘트계내에서 비활성화 된 것에 

기인한 연구결과로 단된다. 

3) 내재염분 혼입에 따른 기재령에서의 염소이온의 

고정화능력측정에 따른 염해 열화 항성의 순서

는 30%PFA > 10%SF > 60%GGBFS > OPC의 

순서로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여 결합재의 향

으로 인한 기 화학  고정화 특성을 확인하 다. 

4) Langmuir isotherm과 Freundlich isotherm의 

용을 통해 염소이온의 고정화 거동이 잘 서술되

었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염소이온고정화 거동을 

측하기 해서는 수화도  pH의 하에 따른 

고정화능력에 한 지속 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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