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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연구제목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조재의 장기성능평가(2차) 

I I. 연구의 목적 및 펼요성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은 지중 매몰 방식을 적용할 계획이며 처 

분장 운영이 끝난 후 폐쇄하게 된다. 처분장 운영중과 폐쇄시에는 운영의 편 

의성과 폐쇄의 안전성을 위하여 구조물을 설치하는데 시멘트를 주로 사용한 

다. 처분장 구조재가 처분안전성 유지에 능동적인 요소로서 설치될 경우에는 

처분장 폐쇄후에도 장기간의 성능유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시벤트 구조재 

의 장기적 건전성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하여 실제 처분장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국내의 폐기물 및 되메움재 침출수 조건하에서 시멘트의 물성변화를 

실험적으로 검증하여야 한다. 원자력법 시행령 제 233조 제 3항 제 9호는 

중 · 저준위 폐기물 매몰시설의 폐쇄시에는 과학기술처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규정을 뒷 

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술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며 그 것을 위해서는 실 

험적 검증의 선행되어야 하나， 수백년의 장기적 내구성에 대해서는 잘 알려 

져 있지도 않고 인간의 경험한계를 벗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현단계의 지식 

과 경험을 바탕으로 시멘트 콘크리트의 장기적 내구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 

인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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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내용 및 범위 

처분장 구조재를 선정하기 위한 기준 및 성능 평가 기준에 대한 국 · 내외 

적인 요건 및 연구 상황을 조사하였다. 각 국가별 평가 모댈 및 처분장 관리 

연한의 기준 설정에 대한 요건을 검토하였다.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 

시설 구조재 재료로서 기존의 시벤트 및 고성능 콘크리트의 종류 및 특징을 

알아보고 유사구조물의 재료 및 공법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내구성의 정의 및 한계에 대하 

여 조사하였으며 내구성 평가 관련 주요인자 및 모댈링 방법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감소 원인 및 크랙 생성 메카니즘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국내 지하수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모의 지하수 침지 실험을 통하여 시 

멘트와 지하수 성분이온과의 화학적 작용을 규명하였다. 실험은 130일 까지 

모의 지하수에 시멘트를 침지시켜 실험하였으며 모의 지하수 내의 양이온 

및 음이온 침출 및 침투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주요 선정 이온은 

Ca2+, Mg2+, SO42-, C1 이였다. 또한 110 - 130 일간 가혹 조건에서의 시벤트 

페이스트의 침지 실험을 통하여 가혹 조건 용액 내의 각 이온의 농도 변화 

및 압축강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장기적 내구성평가를 위한 절차를 ASTM 

에서 제시하는 방안에 기초하여 설정하였으며 본 연구에서의 실험내용과 설 

정한 절차와의 부합성을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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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건의 사항 

처분장 구조재의 장기성능평가를 위하여 먼저 구조재의 내구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본연구에서는 구조재의 기능， 내구연한 정의를 위한 조사를 

수 행 하 였 다. 열 화 언 자(Degradation Factor)와 균 열 기 준(Fracture Criteria) 

설정 예(例)를 조사하였다. 처분장 부지의 지질성 평가를 위해서는 황과 

염소 이온을 중시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처분장 구조재의 내구성 

정의와 그 연한을 결정함에 있어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방법의 설 

정이 매우 중요한 선행 연구과제임을 알 수 있었다. 

처분시설의 시벤트콘크리트 구조재의 내구성 감소원인에 대하여 조사하였 

고 증류수와 모의 지하수 중에서의 시멘트 성분침출과 지하수 성분침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수 성분중에서 시벤트의 내구성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온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Ca2+, Mg2+, Cl-, SO42 의 4가지 

이온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sol- 이온의 경 
우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온의 농도가 높아 

질수록 미세균열이 발생하여 압축강도의 직접적인 저하를 야기함을 알 수 

있었다. 

처분장의 부지환경과 처분방식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처분장 구조재 

로서 사용하는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미리 정하는 것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단점도 지니게된다. 수백년 정도의 장기적 내구연한을 제시하는 

것은 폐기물의 격리를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에 의지하겠다는 의미로서 부지 

환경에 대한 정보가 미흡한 경우에도 처분사업의 진행에 어려움이 없게 해 

줄 것이다. 시벤트 콘크리트의 내구성을 수백년으로 정하였으나 실험적으로 

증명이 어려운 경우에는 처분안전성에 대한 전반적인 의심을 피하기 어려워 

질 것이다. 비록 장기적 내구성 평가를 위한 절차를 제시하고 있지만， 아직 

까지 실험적， 이론적 증명이 부족한 만픔， 내구연한 요건을 수백년 등의 장 

기간으로 설정하는 것은 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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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Tit1e of the Study 

Long-terrn Perforrnance of Structural Component of Interrnediat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Disposal Facility.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Underground repository for interrnediate- and low-level radioactive waste 

is to be sealed and closed after operation of several decades. Structural 

components, which are generally made of cement concrete, are designed 

and accommodated in the repository for the purpose of operational 

convenience and stability after closure of the repository. Long-terrn 

perforrnance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are deemed important when 

they are placed as active elements for keeping the safety of disposal 

operation. To forecast the change of long-terrn integrity of the structural 

components, experimental verification, using in-situ or near in-situ 

conditions, is required. Presidential decree of atomic energy act of Korea, 

number 233.3.9 requires that safety features should be provided as 

Minister of Science and Technology decides when closing the repository. 

It is, therefore, 、 necessary to prepare for detailed technical criteria to 

backup the presidential decree and experimental verification on that issue 

is prerequisite. Since long-terrn durability of cement concrete, however, is 

neither well known nor experienced by men, studies to figure out the 

methods, based upon present knowledge and experience, to assess the 

long-terrn durability of cement concrete are required to be done 

beforeh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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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e and Content of the Project 

Domestic and foreign requirements with regard to the selection criteria 

and the performance criteria for structural components of disposal facility 

were surveyed. Characteristics of presently available cements were 

studied.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igh performance concrete and 

construction methods similar to disposal facility are also included in the 

study. 

Definitions of the term durability and the limit of the term were 

surveyed. Literature survey for the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durability and modeling methods to assess durability was performed. 

Deterioration and crack forming mechanisms were studied. 

Charateristics of domestic ground water were collected from KAERI data.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with synthetic ground water to study the 

reactions between cement and constituents in the ground water. 

Experiments lasted up to 130 days and penetration of cations and anions 

was investigated. Ions of importance were Ca2+, Mg2+, sol+, Cl 

Changes of ionic concentrations and compressive strength after 110 to 

130 days of soaking in synthetic ground water with accelerated 

conditions were measured. 

Based upon ASTM" s standard for accelerated testing, procedures to 

assess the durability of cement concrete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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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and Proposal for Application 

To evaluate the long-terrn perforrnance of structural materials in the 

repositorγ ， durability of that material is to be assessed first. This study 

includes, as the first part, the roles of structural materials and the 

definitions of durability. Degradation factors and fracture criteria are 

rarely seen and are thought to be set up based upon engineering 

experiences. Sulphates and chlorides were found to be important to assess 

the site suitability for repository. Defining the terrn of durabi1ity together 

with deterrnination of the time frame of durability needs beforehand 

establishment of experimental procedure to verify the time period of 

durabi1ity. 

Degradation mechanisms of cement property were identified and leaching 

of cement constituents and penetration of ground water constituents were 
2+ 2+ r." 2+ studied with experiments. Four ions Ca", r , Mg"'T, SO/', cr were found to 

affect the durability, among them sol+ was the mostcritical one. 

Compressive strength was affected directly by ionic concentration of the 

ground water. 

Deterrnining the time period of durability of cement concrete as the 

structural material for repositorγ without the knowledge of site conditions 

and disposal methods may have pros and cons. Suggesting the long-terrn 

durability of several hundred years as requirement may mean that 

isolation of waste will primarily be done by engineered barrier, which will 

enable disposal operation be possible without enough site-related 

knowledges. If the long-terrn durability can not be verified or if the 

verification is not believed to be enough, overall safety of waste disposal 

will be questioned by the public. Thus, it is recommended that enough 

studies with experiments be done before setting up the time fram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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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durability as technical requirement for licensing the disposal 

facility. 

- V 11l -



l 목 차. 

제 1 장 서 론 ........................................................................................................... 1 

제 2 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조재 관련 국내외 현황 ........... 3 

제 1 절 국 내 ......................................................... .' ................................................. 3 

제 2 절 국 외 ........................................................................................................... 4 

1. 스웨 멘 .................................................................................................................... 4 

2. 미 국 .................................................................................................................... 4 

3. 영 국 .................................................................................................................... 5 

4. 일 본 .................................................................................................................... 6 

제 3 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특성 및 성능 ........................................................... 8 

제 1 절 시 멘트와 시 멘트 콘크리 트 ....................................................................... 8 

제 2 절 시멘트의 종류， 특성 및 평가관련 시험 .............................................. 9 

1. 포틀란드(Portland Type) 시 멘트 ..................................................................... 9 

가. 일 반적 특정 ...................................................................................................... 9 

나. 화학적 특성 .................................................................................................... 10 

다. 포틀란드 시벤트의 종류 .............................................................................. 18 

2. Blast-furnace slag 시 멘트 ............................................... … ............................ 19 

3. High alumina 시 멘트 ....................................................................................... 21 

4. Masonry 시 멘 트 ................................................................................................ 22 

5. 팽 창성 시 멘트 .................................................................................................... 22 

제 3 절 시멘트 혼화제 ................................. …… ................................................. … 23 

1. 지 중벽 .................................................................................................................. 26 

2. 터 널 .................................................................................................................. 27 

3. 콘크리 트탬 .......................................................................................................... 30 

제 4 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재와 유사 구조물 ............................................. 26 

제 5 절 고성능 콘크리트(HPC : High Performance Concrete)의 

종류 및 특성 ........................................................................................... 37 

- lX -



제 6 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재의 성능시험 ................................................... 39 

제 4 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 쟁 

제 1 절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감소 ........................................................... 쟁 

1. 내구성의 정의 .................................................................................................... 42 

2.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 44 

3. 크 랙 (Crack) 생 성 메 카니 즘 ............................................................................. 47 

가. 시 멘트내 공동(cavity) 생 성 에 의 한 크 랙 ............................................. … 47 

나.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크랙 ................................................................ 47 

다. 기 타 ............................................................................. ó •••••••••••••••••••••••••••••••••••• 47 

제 2 절 지하수 성분이온과의 화학적 작용 ..................................................... 48 

1. 국내 지하수의 특성 .......................................................................................... 48 

2. 지하수성분이온 및 시멘트침출 이온간의 반응 메카니즘 ........................ 53 

3. 생성 염 의 용해도 조사 ...................................................................................... 55 

제 5 장 시멘트의 침지 실험 ................................................................................... 56 

제 1 절 화학적 변화조사 ....................................................................................... 56 

제 2 절 가혹조건 침지실험 ................................................................................. 57 

제 3 절 가혹조건 하에서 구조재의 물성적 변화 조사 ................................... 58 

제 6 장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재의 장기적 내구성 평가 ................................. 81 

제 1 절 처분시설에서의 시멘트 내구성 ............................................................. 81 

제 2 절 내구성 평가의 관련연구 ......................................................................... 83 

1. 황의 침투에 대한 내구성 평가 ...................................................................... 84 

2.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에 대한 내구성 평가 .......................................... 86 

제 3 절 장기성능 평가 예측방법 구축 ............................................................... 94 

1. 성능 요건 정의 .................................................................................................. 94 

2. 가능한 붕괴 과정의 인식 ................................................................................ 95 

3. 붕괴 징후변수 (degradation indicator) 결정 .............................................. 97 

4. 예측을 위한 가속실험에 의하여 성능변화가 유도됨을 가정 .................. 97 

- x -



5. 사전실험 .............................................................................................................. 97 

6. 본 실 험 ................................................................................................................ 98 

7. 결과 이 해 및 수학적 modeling ...................................................................... 98 

8. 예측실험을 위한 성능 기준 마련 .................................................................. 99 

9.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내구연한 예측 ............................................................ 99 

제 4 절 본 연구에서의 가혹조건 실험평가 ....................................................... 99 

제 9 장 결 론 ................................................... … ..................................................... 101 

• 참고문헌 ............................................................................................................... 102 

- Xl -



l 표 목 차. 

표 3-1. 포틀랜드 시 멘트의 조성 ............................................................................ 12 

표 3-2. 경화 포틀란드 시벤트의 화학약품에 대한 효과 .................................. 17 

표 3-3. 포틀란드 시멘트의 주요성분 .................................................................... 18 

표 3-4. 포틀란드 시멘트의 특성과 배합비 .......................................................... 18 

표 3-5. Slag 시 멘트의 종류 .................................................................................... 20 

표 3-6. High alumina 시벤트의 전형적인 산화 조성 ....................................... 21 

표 3-7. 콘크리트의 성질과 혼화제의 유익한 효과 ............................................ 24 

표 3-8. 혼화제 의 화학적 성 분 ................................................................................ 25 

표 3-9. 품질관리의 시험항목과 실시회수 ............................................................ 36 

표 3-10. 일반 콘크리트와 HPC의 특성 비교 ...................................................... 39 

표 3-11. 시멘트 콘크리트의 성능 시험방법 (콘크리트/시멘트) 요약 ........... 40 

표 4-1.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감성인자 .............................................................. μ 

표 4-2. 콘크리트 열화인자와 투수성 .................................................................... 얘 

표 4-3. 국내 지역별 암종 및 지질 ........................................................................ 49 

표 4-4. 국내 대표암종별 화학분석자료 ................................................................ 50 

표 4-5. 한국의 심층지하수 평균 특성 .................................................................. 51 

표 4-6. 생성 염 의 용해도 .......................................................................................... 55 

표 5-1. 모의지하수의 화학성분 (AECL) .............................................................. 56 

표 6-1. 점토 내 콘크리트의 공학적 내구연한 평가 .......................................... 83 

- Xll -



• 그렴 목차 • 

그림 4-1. 심 층 지 하수 채 취 지 역 .......................................................................... 53 

그림 5-1. 시벤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모의지하수 침지실험결과 (양이온) .61 

그림 5-2. 시벤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모의지하수 침지실험결과 (음이온) ... 62 

그림 5-3. 모의지하수 10배 농도에서의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 지 실 험 결 과 ......................................................................................... 63 

그림 5-4. 모의 지하수 50배 농도에서의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 지 실 험 결과 ......................................................................................... 64 

그림 5-5. 모의 지하수 100배 농도에서의 시벤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 지 실 험 결과 ......................................................................................... 65 

그림 5-6. 모의 지하수 300배 농도에서의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지실험 결과 ......................................................................................... 66 

그림 5-7. 모의 지하수 500배 농도에서의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지실험 결과 ......................................................................................... 67 

그림 5-8. 농도에 따른 이온성분의 침투 속도 (110일 침지) ........................... 68 

그림 5-9. 침지실험후 시멘트 시편의 압축 강도 (110일 침지) ....................... 69 

그림 5-10. 침지실험후 sol •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 70 

그림 5-11. 침지실험후 Cl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 71 

그림 5-12. 침지실험후 Ca2
+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 72 

그림 5-13. 침지실험후 Mg2
+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 73 

그림 5-14. 침지실험후 sol-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고배율) .................................................................................... 74 

그림 5-15. 침지실험후 cr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고배율) .................................................................................... 75 

그림 5-16. 침지실험후 ci+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고배율) .................................................... ……… ....................... 76 

그림 5-17. 침지실험후 Mg2
+ 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고배율) ............. …… ................................................................. 77 

그림 5-18. 시멘트 페이스트 내부로의 이온 침투 모식도 ................................ 78 

그림 5-19. 모의 지하수 농도 500배 침지 실험 후 시편 내의 

- Xlll -



원소분석 결과 ........................................................................................... 깨 

그림 5-20. 모의 지하수 농도 500배 침지 실험 후 시편 내의 

원소분석 결과 ......................................................................................... 80 

그림 7-1 예측실험을 위한 절차도 ......................................................................... 96 

- XIV 



론
 

서 1 장 제 

발생하며 발전소에서 원자력 로
 

주
 

중 ·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우리나라의 

장기적 

할 것이다. 

중 · 저준위 폐기물 처분은 천층처분과 

눌 수 있다. 처분은 자연조건과 안전성 

중이다. 

대로 처분작업을 수행 

이르고， 각 발전소 부지에 저장 

마련되는 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처분장이 

약 50,000 드럼에 그 누적량은 현재 

방식을 나 

하나를 

동굴처분으로 시츠느 t:.J:느 
t:J 0 -'- "L-

중
 

목표에 따라 두가지 방식 

있는 천층 처분 방식은 1980년의저준 

보완하 미비점을 

영국 

이
「
 
스
 

건
 
랑
 

조
 
프
 

구성에 따라 지질 

경향이 생겨났다. 

주로 채택하고 

위폐기물 정책법에 의한 컴팩트 

기 위한 공학적 방벽을 추가하는 

있다. 미국에서 택할 수 

천층 

처분에 이미 공학적 방벽을 설치하여 처분을 수행해 오고 있다. 스혜멘은 동 

굴처분 방식을 택하고 있다. 스혜덴 방식에서는 공학적 방벽보다는 천연적인 

지질 방벽에 처분안전을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폐쇄시에는 운영시에 사용하 

던 갱도 등을 밀봉하도록 되어 있다. 

방식에서의 공학적 방벽이나 동굴처분에서의 갱도 

I르 。
o "L-

밀봉(Sealing) 천층처분 

능력을 가져야 한다. 

외부의 지하수가 폐기물을 

주된 은 공통적으로 세가지 

것이 어렵도 

높은 pH를 유지 하여 폐 기 물로부터 용출 

한다. 셋째 : 구조적인 건전성을 

접촉하는 E /-서 O 곤 
TT'ö'::::-뇨二. 

둘째 : 화학적으로 

지연되도록 하여야 

첫째 : 낮은 

하여야 하며， 

된 핵종의 이동이 

로
 
「

유지 

부분적 꺼 짐 (Subsidence)을 방지 하고 외 부 하여 천층처분의 경우 처분부지의 

기능을 

재료가 고려되고 

있다. 시멘트 

용도에 

있 

침투방지 방벽(Intruder barrier)의 

요구된다. 

여러 가지 

콘크리트라 할 

다양하여 

가져야 하며， 동굴처분의 경우도 침투방지 기능이 

처분장의 공학적 방벽이나 밀봉을 위하여 

으나，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시멘트 

개발과 사용의 역사가 오래고 

못하도록 침입자가 쉽계 접근하지 

까‘ 
T 

:::z. 
-'-맞게 

개발과 사용의 

있다는 장점 

역 

종류도 

합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시멘트 콘크리트는 

사가 오래고 종류도 다양하여 용도에 맞게 조합하여 사용할 수 

콘크리트는 

。

T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문헌조사는 

1 
l 
A 

c 
T 문헌조사와 실험의 

이 있다. 

구
 

연
 

효ε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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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절 구조재 관련 

국내외 현황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구조재는 주로 시벤트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화되어 있다. 그 기능과 역할을 일정한 기간동안 수행하기 위해 기술적 

으로 요구하고 있는 규제요건 또는 권고사항을 국내외를 대상으로 조사하였 

다. 이를 위하여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을 건설 • 운영중인 외국의 담당기관에 

구조재의 재료 특성요건， 시공 및 감리요건 등에 관하여 자료를 의뢰하였다. 

다음에 설명하는 내용은 국내 • 외 요건중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구조재로 

서의 시벤트 콘크리트에 관한 일반사항과 규제요건으로서 본 연구와 관련한 

것을 요약한 것이다. 

제 1 절 국 내 

국내에서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구조재와 관련하여 연구한 내 

용은 매우 드물다. 다음은 한국 원자력 연구소에서 처분환경하에서의 콘크 

리트 열화평가를 한 자료로써 콘크리트열화에 중요한 세가지 기구인 칼숨의 

용해 및 침출， 황산염의 침입， 탄산염의 침입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지를 

평가한 것이다[1] 평가모델로는 수축코아모델 및 HGC(HYDROGEOCHEM) 

모벨의 두가지를 적용하였다. 수축 코아모댈은 해석적 근사법이고 HGC모댈 

은 화학반응과 물질전달이 연계된 수치해석적인 방법이다. 평가결과는 수축 

코아모델이 HGC모델보다 더 보수적으로 나타났으며 수축코아모델이 간편 

성과 안전성 측면에서 유용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다. 콘크리트내의 칼숨 침 

출정도는 300년동안 10 cm미만이었으며 황산염은 13.5 cm이상 콘크리트내로 

침입하지 않았다. 탄산염은 콘크리트가 벤토나이트와 접촉하고 있는 경우 7 

cm이상 콘크리트내로 침투되지 않았고 지하수와 접촉해있는 경우의 침입은 

무시할수 있을 정도로 작았다. 결론적으로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의 제도적 관리기간으로 보는 300년 동안은 적어도 콘크리트의 건전성이 유 

지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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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 외 

1. 스혜멘 

스웨벤의 시멘트와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기관인 Swedish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Institute 에서 핵폐기물 심층처분장에서 콘크리트의 장기 

적 열화에 관해 조사한 바[2]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이 연구는 콘크리트의 

장기간 내구성에 관하여 콘크리트와 그 주변의 지하수가 어떻게 반응하고， 

시멘트화학반응과 골재의 형태등에 의해 어떤 영향을 받는가에 대해 다루고 

있다. 황산염침입 탄산염화 염소침입 알칼리-실리카 반웅과 용출현상 등 

을 포함한 콘크리트의 변질에 대한 기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장기간 

예측을 보면， 콘크리트의 화학적 변질은 주로 주변의 지하수의 구성요소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처분장의 폐쇄후에 지하수의 구성물들은 염류의 성분으 

로 그 특성이 변한다(스왜멘의 처분장은 장기적으로 바닷물이 침투하는 것으 

로 가정). 두가지의 모의 지하수 구성물(ALLARD와 NASK water)이 콘크리 

트와 지하수간의 화학적반응의 모댈링에 사용뒀다. 또한 이 연구는 과거의 

역사적인 재결정현상과 관련된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를 포함하고 있다. 또 

한 KBS-3 처분장의 콘크리트 열화에 관한 개념적인 모델이 소개된다. 

2. 미 국 

미국의 경우 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에서 콘크리트의 구조재로서의 요건 

- 기술적 또는 규제적 요구조건 - 은 다음과 같다. 저준위폐기물처분시설에 

서 콘크리트는 격납 처리 구조재 등으로 사용된다. 미국에서 규제하는 내용 

(10CFR61 [3])은 클래스 B와 C의 폐기물의 구조적 안전성에 대한 것이지， 특 

정 장치에 대한 것은 아니다. 클래스 B와 C 폐기물은 10CFR61.7 과 

10CFR61.56의 내용을 만족해야 한다. 

10CFR61.7은 천층처분의 개념과 처분 부지 관리에 대한 규정으로서 부지 

특성은 앞으로의 규정되지 않은 미래 적어도 500년 후에 대해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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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도록 하고 있다. class B 와 C 등급의 용기는 안전하도록 설계되어야 하 

며 모든 물리적 성질과 동질성을 300년 이상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처분 부지의 일반인의 접근에 대한 제도적 관리는 100년 

이상 하도록 요구된다. 

100년이 지나도 침입자가 받아도 될만한 위해도로 붕괴하지 않는 폐기물 

은 클래스 C로 분류한다. 이 폐기물은 침입자에 의한 지표면의 인간활동에 

의하여 폐기물의 처분상태가 방해받지 않도록 좀 더 깊은 곳에 처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깊이 처분하지 못할 경우 침입자에 대한 방벽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하였으며 이러한 방벽의 유효 연한은 500년 정도로 규정하였다. 또한 

500년의 기간이 흐른 후 잔존 방사능이 침입자와 공중에 위해도를 갖지 않 

고 안전하도록 모든 폐기물에 대한 최대 농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1 OCFR61. 56은 각종 폐기물에 대해서 최소 조건 및 처분부지 내에서의 개 

인방호， 및 폐기물의 처리를 용이하게 하도록 하기 위한 규정 및 폐기물의 

안전성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규정이다. 폐기물이 구조적 약화， 폐기물의 

추락， 붕괴 등에 의한 부지 전체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요인， 처분시설의 

고장， 지하수의 침투로 인한 고장이 없도록 충분한 안전성을 확보 해야한다. 

폐기물과 그 방호벽은 최소 300-500년간 그 물리적 성질을 유지해야 하 

는데， 그 이론적 근거는 방사성물질이 외부로 방출되었을 경우 그 방사선적 

피해정도가 공중보건(public health)에 위해를 주지 않을 정도로 낮은 준위가 

될 때까지 붕괴하는데 걸리는 시간으로 정한 것이다. 

3. 영 국 

영국의 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인 Drigg 시설에서의 콘크리트 구조재의 

장기적 성능 요건에 대하여 조사해본 결과 다음과 같음을 알 수 있었다[4] 

방사선영향평가 작업에서 Drigg에 있는 저장고에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어떠 

한 장기적 성능에 대해 평가하지 않는다. 저장고의 바닥판에 전형적인 

300mm두께의 표준철근 콘크리트와 350mm두께의 것을 사용할것으로 계획되 

어 있다. 여기에 어떤 특정한 규제요구 조건은 없다. 

영국에서 안전성평가의 경우， 콘크리트에 대한 요구사항이 없으므로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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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구조재의 장기적 안정성을 확인하는 방법이나 지하수 침투 또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에 대한 콘크리트의 역할에 대한 R&D는 수행하지 않는다. 참 

고로 저장고에 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 만큼 그라우트(grout)를 사용한다. 

그라우트는 내재된 공극을 최소화한다. 콘크리트에 대한 이론적 요구사항들 

은 주로 흐름(flow)과 bleed성질에 대한 것인데， 이는 curing시 좋은 공극침 

투와 수축의 최소화를 확신시키기 위함이다. 기계적 강도측면에서， 400 

없~m2이 요구되는데 이는 충분한 적재용량을 확신하기 위한 것이다. 

4. 일 본 

일본의 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사업 인 · 허가 심사[5]를 요약하여 처분장 

구조재 관련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일본원연산업(주)의 처분시설에 

처분되는 저준위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로부터 발생된 저준위방사성폐 

기물과 처분시설에 인수된 폐기물의 취급과정에서 발생된 오염물질 둥이며 

이들 폐기물은 주로 시멘트 역청 및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로 고형화되 

어 드럼에 저장된다. 대부분의 폐기물포장물은 시벤트 고화체이며， 처분되는 

폐기물의 양은 최대 40.000m3 (200 Q 드럼 200.000 개 상당)으로 추정된다. 

일본원연산업(주)의 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은 아오모리현 카미키타 

군 로카쇼무라 오시타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아오모리현의 북동 시모키타 반 

도의 남쪽 해발 30-60m의 경사지로서 남쪽으로는 오부치 습지대와 접하고 

있다. 처분부지는 동서로 뻗쳐있고 부지 면적은 약 340m2에 달한다. 처분지 

역은 분리된 매몰저장소 배수로 배수감시계통 및 윗덮개 토양으로 되어있 

으며 처분장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처분지역 매몰장은 8개 군에 40개의 분리된 매몰장소가 있다. 각 군에는 5 

개의 분리저장소가 있고 각 분리저장소는 고화된 방사성폐기물 1，%Om3를 저 

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잇다. 분리된 매몰저장소의 군은 동쪽에서 서쪽으 

로 평행하게 놓여질 것이다. 매몰지역은 시설개시후 10-15년 동안의 제 1단 

계 기간 동안 핵종의 방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건설된다. 부지 밑에 걸쳐 잇 

는 Takahoko 지층은 매몰저장소를 건설하기 위하여 굴착될 것이다. 각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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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매몰저장소는 내/외부 격리구조와 상부에 콘크리트 덮개가 설치될 것이며 

규모는 약 24m x 24m의 바닥과 6m의 높이로 건설된다. 분리된 매몰저장소는 

167R 의 부분으로 나누어지며 각 부분은 폐기물포장물이 꽉 채워질 때 빈공 

간이 없도록 시멘트 충전물로 채워질 것이다. 시멘트 충전물은 빈 공간을 제 

거하기 위해서 폐기물 포장물과 외부 격리벽 그리고 콘크리트 덮개 사이에 

넣어진다. 외부격리벽과 분리된 매몰저장소의 콘크리트 덮개와 시멘트 충전 

물사이에는 배수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다공성 콘크리트층이 처분지역에 있 

다. 다공성 콘크리트층을 스며드는 물을 제거하기 위해 배수관이 설치될 것 

이다. 검사볼트(Vault)는 배수상태를 감시하기 위하여 분리된 매물저장소 주 

위에 설치될 것이며 분리된 매몰저장소는 상부와 옆면이 토양으로 채워질 

것이다. 분리저장소 상부에 6m 혹은 그 이상의 두께를 갖고 근처 토양보다 

같거나 낮은 투수율을 갖는 충전토로 다져지는데 분리저장소 상부로부터 2m 

에 이르는 덮개토양의 투수율은 부지 및 Takahoko 지층을 통해 분배되는 

투수율보다 낮게 될 것이다. 처분지역은 40.960m3 즉 204.800 드럼의 고화 방 

사성폐기물을 수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다. 

일본의 경우 관리기간을 약 300년 3단계로 결정하였다. 제 1단계(매설개시 

로부터 10-15년간) 및 제 2단계(제 1단계 종료 후 30년간)에 있어서는 배수 

감시설비에 의한 배수의 감시， 외부감시구역에서의 등가선량 및 지하수내 방 

사성핵종농도를 감시하며 제 3단계(제 2단계 종료 후 270년간)에서는 일반대 

중의 부지 출입은 허가하되 방사선방어의 관점에서의 연못물 이용 금지 및 

지표면의 굴삭 등은 제한한다. 설계시 매설설비의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은 최 

소한 수십년간 동안 건전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설계하였으며 둥가 

선량 평가의 보수성을 위하여 제 2단계 초기부터 매설설비 및 폐기체에서 

방사성물질의 누출이 시작된다고 가정하여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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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특성 및 생능 

제 1 절 시멘트와 시멘트 콘크리트[6] 

시멘트와 물을 혼합한 것을 시멘트페이스트라 하고 시멘트， 잔골재와 물을 

비벼 혼합한 것을 시멘트 모르타르라고 한다. 콘크리트는 시멘트， 잔골재， 

굵은 골재와 물을 혼합하여 만든 혼합재료를 말하며 때로는 혼합제를 넣은 

것도 있다. 보통 콘크리트의 용적구성은 약 70%가 골재이고 나머지 30%가 

시멘트페이스트이다. 시멘트페이스트는 골재사이의 공극을 메우고 아직 굳 

지 않은 콘크리트에 유동성을 주고 수화한 후에는 골재를 결합하여 강도를 

나타내도록 한다. 

시멘트페이스트는 시멘트와 물로써 이루어져 있으며 콘크리트는 거기에 

크고 가는 골재를 혼입함으로써 제조된다. 시멘트페이스트는 시멘트화학이 

나 조직구조를 연구하는데 많이 사용되나 콘크리트구조연구나 실무에 있어 

서는 콘크리트가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이것은 재료로서의 최종적인 사 

용형태가 콘크리트라는 모습으로 행해지는 이상 이 성상을 파악하는 것이 

가장 간편한 수법이며 보다 거시적인 물성거동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다. 그 

러나 콘크리트를 시멘트페이스트와 골재로 이루어지는 복합재료로서 보는 

관점에서 보면 시멘트페이스트의 성질이나 골재의 성질이 콘크리트의 성질 

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며 특히 강도， 건조수축， 크 

리이프 등의 콘크리트의 주요한 물적특성은 이들의 성질에 따라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또 콘크리트의 성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시멘트 

페이스트의 조직이나 구조를 나타낸 모델을 설정하여 거기에 온도， 습도， 하 

중등의 물리적인자나 황산염 산등의 화학적 인자가가 작용할때의 성상을 검 

토하는 것은 콘크리트의 기본적 성질을 과학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된다. 

시벤트란 일반적으로 고형물의 조각이나 미립분을 한 개의 덩어리로 결합 

시킬수 있는 접착제이다. 이와 같은 정의는 수많은 재료에 해당하지만 보통 

공학적인 용도에 있어서는 석회나 마그네숨을 주성분으로 하는 석회계의 접 

착제로 한정되어 있다. 시멘트는 비수경성과 수경성 시멘트로 분류할수 있 

는데， 주로 쓰이는 수경성시벤트는 수중에서도 응결， 경화할수 있는 것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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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에서도 안정된 고체생성물을 생성한다. 특히 포틀랜드시멘트는 중요하 

며 가장 넓게 쓰이는 수경성시멘트이다. 포틀랜드시멘트는 정의 (BS 12)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얻어지는 접합재료이다"칼숨 기타 석회계재료에 필요 

에 따라서 점토질 또는 다른 실리카분， 알루미나， 산화철을 혼합하여 JL온에 

서 소성하여 생성된 크리커를 분쇄함으로써 얻어진다" 

시멘트에 적량의 물을 가하여 비비면 처음에는 풀과 같은 상태인데 시간 

이 경과함에 따라 화학작용을 일으켜서 차츰 유동성을 잃고 마침내 고결한 

다. 이것은 시멘트가 물과 작용하여 화학작용에 의하여 새로운 화합물을 만 

들기 위함이다. 이 작용을 시벤트의 수화작용이라 한다.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모르타르의 강도는 어느 정도까지 시멘트의 강도에 

비례하므로 시멘트의 강도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시멘트의 강도를 측정 

하기 위하여 시멘트만으로 공시체를 만들어 시험함이 이상적이나 제작이 불 

편하고 금이 가기 때문에 모르타르를 만들어 시험한다. 시벤트 강도 시험용 

표준사는 인장싸와 압축사가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깅F원도 주문진 천연사 

를 표준사로 사용한다. 

제 2 절 시멘트의 종류， 특성 및 평가관련 시험 

1. 포틀란드(Portland Type) 시 멘트[6] 

가. 일반적 특정 

- 공극 : 고화하는 동안 시멘트-물 혼합물의 체적이 감소한다. 교화체 

(gel) 물질의 건조 또는 결정화로 인한 수축의 결과로서 교화체 공극 

이 형성되고 모세관 공극계통은 과다한 증발로 형성된다. 교화체 공 

극의 크기는 지름이 0.0005mrn -lOmrn이며， 수화작용으로 체적 퍼센 

트는 증가한다. 시멘트반죽과 경화된 시멘트반죽의 분율은 약 20-

30% 정도이다. 모세관 공극의 크기는 10mrn이고 체적 퍼센트는 0-

40%이다. 그리고 모세관 공극은 시멘트에 혼합시키는 물의 양의 증 

n 3 



가와 수화작용에 따라 증가한다. 

- 물/시멘트 비 : 물/시벤트 비는 경화된 시멘트 혼합물의 강도와 화학 

적 저항성에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시멘트반죽의 준 

비에 있어서 물은 혼합물이 충분히 형체를 만들기 위해 필요하며 공 

극은 수용액 (aqueous)상으로 채워져 남아있다. 이러한 수용액상은 12 

이상의 pH를 갖는 수산화칼숨(Ca(OH)z)의 포화된 용해상태이다. 물 

에서 수산화칼숨의 용해도는 대략 1.1g!L 정도이다. 

- 투수능 : 물/시멘트 비가 증가함에 따라 더욱 명백하게 변하는 것은 

투수능이며 물/시멘트의 비가 0.5-0.6이상에서는 시멘트 투수능은 

급격히 증가한다. 투수능의 증가는 물의 공격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저항성에 유해하게 작용한다. 수화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수산화칼 

숨(Ca(OH)z)은 경화된 시벤트로부터 빠르게 침출된다. 침출율은 물과 

접촉하는 표면으로부터 바깥쪽으로 Ca(OH)z 확산비율에 지배된다. 수 

산화칼숨이 침출되면 시멘트의 산화칼숨(CaO)의 양이 낮아지게 되고， 

이 영향으로 수화규산염 알루인산염등이 붕괴된다. 

나. 화학적 특성 

건조한 콘크리트는 건조한 화학약품에 대해 반응하지 않는다. 그리고 용액 

중의 일부 화학약품에 대해서는 대단한 저항성이 있다. 그러나 산성비， 

Na2S04나 Mg2S04, 그리고 바닷물 등은 콘크리트를 공격할 수 있다. 수화된 

콘크리트가 화학용액의 공격을 받을 때 취화율과 정도는 물질의 농도， 용액 

의 온도와 압력에 종속적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시멘트 혼합물의 성 

능이다. 

- 황산염의 효과 

· 황산염을 포함하는 물은 경화된 시벤트 깊숙이 침투한다 . 

. Na2S04는 포틀란트 시멘트의 3CaO . AbÜ3와 반응하여 에트링가이트 

- 10 -



(3CaO . Alz03 . 3CaS04 . 3H20)를 생 성 한다. 

· 에트링가이트는 3CaO . Alz03의 부피보다 2배로서 시멘트의 균열을 초 

래한다. 

· 황산， 암모니움， 칼숨， 마그네슐 모두 시멘트의 건전성에 영향을 끼친다. 

• 따라서 S04-2의 농도가 150-1000ppm되는 용액에 노출될 경우에는 

Portland Type n 를， 1000ppm 이상될 경우에는 Type V를 사용해야한 

다. 

- 산의 효과 

• 수화시멘트는 기본적으로 염기성이며 공극수의 pH는 13정도이다. 따라 

서 pH 7이하의 산에 의해 공격받는다. 

· 지하수의 산도는 주로 C02, 유기산 또는 산성염에 좌우된다. 

• 수소이온은 시벤트의 Ca(OH)z를 이온교환에 의해 분해시킨다. 

· 산은 경화시멘트 표면의 탄산염 층을 녹여내고 더 이상의 탄산염 생성 

을 막음으로써 석회 성분의 침출을 가속시킨다. 

- 염의 효과 

• 산의 효과와 기본적으로 동일하나 훨씬 약하다 . 

. N삶~03， KN03, Ca(N03)z, Ni(N03h, Pb(N03)z등은 수화시 멘트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염화물의 효과 

• 황산염보다 덜 위협적이다 

. NH4Cl, HgC12, FeC12, AIC13의 순으로 위 험 성 이 작아진 다. 

· 염화물은 Ca(OH)2와 반응하여 용해성 CaC12를 생성한다. 

- 염기의 효과 

· 포틀란드 시멘트는 대부분의 염기 용액에 강하다 . 

. 20%이상 농도의 용액에서 Si02와 Alz03의 용해로 부식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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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랜드 시멘트는 칼숨 기타의 석회계 재료에 필요에 따라서 점토질 또 

는 다른 실리카분， 알루미나， 경화철을 혼합하여 고온에서 합성하여 생성된 

크링카를 만옮으로써 생성된다. 시벤트의 응결 시간을 조정하기 위하여 2.3% 

의 석고를 첨가한다. 따라서 포틀랜드 시멘트는 주로 CaO, Si02, Alz03 및 

Fe203로써 구성되어 있다. 4종류의 산화물을 합친 함유량은 시멘트 중량의 

거의 90%를 점하고 있으며 이들은 보통 major oxides라고 불리어 진다. 나 

머 지 10%는 MgO, Na20, Ti02, P205 및 석 고이 다. 이 들은 mmor 

constituents라고 불리 어 진다. 

표 3-1. 포틀랜드 시멘트의 조성 

산화물 조성(중량%) 

CaO 60-67 

Si02 17-25 

Alz03 3-8 

Fe203 0.5-6.0 

MgO 0.1-5.5 

Na2+K20 0.5-1.3 

Ti02 0.1 -0.4 

P205 0.1 -0.2 

S03 1-3 

포틀랜드 시멘트의 조성은 매년 서서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석회분이 

증가하고 실리카분이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것이 눈에 띈다. 시멘트의 조성 

은 시멘트의 종류나 사용되는 원료의 조성에 의존하고 있다. 오늘날의 포틀 

랜드 시멘트의 조성은 대략 위의 표에 나타낸 범위 내에 있다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최근의 대부분의 시멘트는 석회분이 많아 포틀랜드시멘트에서는 석회분이 

65%를 넘는 범위에 있다. 시멘트의 석회분이 포틀랜드 시멘트의 조성범위내 

에는 있지만 65%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설명하는 이유로써 경화가 늦 

어진다. 알루미나분이나 산화철은 용제로서 작용하여 시벤트의 경성온도를 

저하시킨다. 이들 산화물의 하한치는 다른 요구보다 오히려 고온숙성에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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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장해(障害)를 피할 필요성으로부터 주로 정하여진다. 백색 포툴랜드시멘 

트는 산화철이 대단히 적은(0.5%정도) 것이 특정이다. 그 때문에 포툴랜드시 

멘트의 알루미나분으로서는 적은 영역에 있다. 알루미나분과 산화철의 최대 

치는 시멘트의 응결속도를 조정하는 의미로부터 결정된다. SiO?JRZ03비가 

1.5이하의 시벤트에서는 이미 석고의 첨가에 의한 조정이 불가능할 정도로 

빨라진다. 이것은 SiOνRZ03비의 저하가 특히 알루미나분의 증가에 기인하는 

경우이다. 이상을 정리하면 최근의 대부분의 시멘트조성은 C3S-CzS-C3A 삼 

각형내의 포틀랜드시벤트 조성범위에 들어간다. 한편 옛날 시멘트의 조성은 

CzS-C3A -ClzA7 혹은 CzS-ClzA7-CA 삼각형 내 에 포함되 어 있다. 

시멘트는 몇 개의 미분쇄된 광물로부터 만들어지는 이성분 물질이며 크링 

카공정을 거쳐 제조된다. 이들 광물은 화학적 또는 기계적인 수단에 의하여 

분리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따라서 시멘트크 

링카중의 이러한 광물의 화학조성이나 그 함유량의 확인에는 약간의 어려움 

이 있었다. 고온상태에 있어서 상평형에 관한 연구는 그 점에 있어서 대단히 

유용하며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종류의 연구에서 통상 사용되 

는 방법은 quench method로 알려져 었다. 

임의의 조성을 가진 혼합물을 준비하여 각 성분간의 화학반응이 완료할 

때까지 가열한다. 그 후 평형상태가 얻어졌다고 인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장시 

간 생성물의 일부를 어느 일정온도로 가열한다. 평형상태에 달하면 시료를 

재빨리 수중 또는 수은중에서 냉각시킨다. 급냉에 의해 평형상태가 동결되어 

급냉된 시료중의 광물은 굴절율이나 기타 광학적 상태로서 확인된다. 여러 

가지 혼합비율로써 여러 가지 온도에서 시험하여 급냉시료에 존재하고 있는 

광물을 계통적으로 구함으로써 그 계의 phase diagram이 얻어진다. 

포틀랜드 시멘트의 산화물에 관한 평형도가 확립되면 시멘트광물을 동정 

(同定)하는 것도 가능하며 시멘트의 조성을 아는 것도 가능하다. 이 점에 관 

하여 가장 중요시되고 있는 것은 CaO-SiOz-AlZ03계이다 CzS가 둥글고 

줄무늬가 있으며 밝은 색을 하고 있는 것에 비하여 C3S는 각이 져있으며 어 

두운 회색을 나타내고 있다. 그 사이를 백색의 페라이트상(C4AF)이나 각이 

진 C3A가 메우고 있다. 외형이나 색으로 다른 상을 구분하는 것이 가능하므 

로 광학적 수법을 이용하여 시멘트크링카의 화합물조성을 결정하는 것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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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게 되었다. 

앞에서 시벤트성분의 조성은 단지 산화물로써 구성되어 있다고 표현되었 

다. 그러나 그와는 달리 규산염 또는 알루미노규산염으로써 다시 표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C2S는 2개의 분할된 산화물의 결합체로서 2CaO.Si02로 쓸 

수 있으며 혹은 orthosilicic acid H4Si04의 칼슐염으로서도 표현할 수 있다. 

어느 표현도 규산의 올바른 구조를 표현하고 있다고는 할 수 없다. 규산분자 

는 산소원자가 두 규소원자의 사이를 연결한 규소-산소의 긴 연결로써 이루 

어져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이 연쇄는 때로는 무한정하게 늘어나는 경 

우도 있다. 분자중의 금속원자는 한쪽만 규소원자와 연결된 산소원자와 결합 

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또 알루미늄 원자가 규소원자와 바뀌어지는 경우도 

었다. 

규소-산소계의 물질은 고체상태로만 존재한다. 즉 규산은 물에 녹아서 양 

이온이나 음이온를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미 기술한 바와 같이 두 표현 

법 모두 규산의 구조를 올바르게 표현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산화물수의 합 

으로써 규산을 표현하는 것이 가장 편리한 화학성분의 표현법이다. 

시벤트의 웅결을 지연시키거나 촉진시키는 재료는 석고 이외에도 많다. 이 

들은 각각 ‘지연제’ 및 ‘촉진제’로서 부리어진다. 지연제나 촉진제의 효과는 

응결시간에만 한정이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경우 시멘트의 수화도에도 영향 

을 미친다. 즉 지연제 및 촉진제는 각각 수화속도를 감소시키거나 증대시키 

는 것이 일반적이다. 지연제나 촉진제는 통상 시멘트의 CsA의 수화에 영향 

을 미침으로써 작용한다. 석고를 함유하지 않는 시멘트가 그속한 웅결을 일 

으키는 것은 CsA의 거의 순작적인 웅결에 의한 것이다. 이와 같은 시벤트에 

있어서는 알루미나가 용액속으로 이동하여 실리카와 결합하여 석탄분이 적 

은 겔을 생성함으로써 혼합물이 굳어진다. 석고가 존재하면 에트링가이트가 

생성하여 CsA 입자를 둘려싼다. 이 막이 형성됨으로써 C3A의 수화가 지연되 

어 규산칼숨의 수화가 시작될 때까지 응결을 늦춘다. 

얄루미나의 용해도를 감소시켜도 똑같이 응결이 지연된다. 용해도가 저하 

되면 석회분이 적은 겔의 생성이 억제되어 그 결과 시멘트에 석고가 함유되 

지 않는 경우에도 응결이 지연된다. 예를 들면 알칼리금속 산화물이 적은 시 

멘트는 석회가 그와 같은 시멘트의 응결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알카리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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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용액에서는 석회의 용해도가 증가하며 석회농도가 높은 용액에서는 

석회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그 때문에 알루미나의 용해도가 증가한다. 따라서 

알칼리금속 산화물이 많은 시벤트에서는 석회가 응결을 지연시키기는 않는 

다. 

지연제로서도 촉진제로서도 작용하는 혼화제가 었다. 시멘트에 CaClz를 첨 

가하면 설퍼알루미네이트의 복염(複體)이 생성한다. CaClz첨가량이 1%이하에 

서는 알루미나의 용해도는 낮으며 CaClz7r 거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 

라서 CaClz의 첨가량이 적은 경우에는 지연제로서 작용하며 CaClz의 첨가랴 

이 많아지면 알루미나의 용해도는 증가되며 따라서 CaClz는 촉진제로서 작 

용하게 된다. 즉 용해도의 증가에 따른 촉진효과가 복염의 침전에 의해 일어 

나는 지연효과보다도 탁월하게 된다. 

강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을 논할 경우 ooc 로부터 100
0

C 까지 범위의 온 

도(즉 물의 어느점 이상 끓는점 이하의 온도)와 100
0

C 를 넘는 온도와를 구 

분할 필요가 있다. 지금부터의 논의는 낮은 쪽의 온도에 한정되어 있으며 이 

번위에서 페이스트를 수증기에 노출시키면 대기압하에서의 영향이 된다. 또 

한 페이스트는 수증기에 노출되든지 또는 온수속에 침적시키든지의 어느 쪽 

이라는 전제에 서서 논하고 있으며 페이스트가 건조하여 버리는 조건을 피 

하여 수화도가 온도에 의해서만 지배되도록 한 것이다. 

90
0

C까지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시벤트의 수화속도가 증가됨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속도의 증가는 주로 수화이 초기단계에서 명확히 나타나나 최종적 

인 수화도는 온도에 의해 아주 조금밖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동수화도의 차 

가 재령과 함께 감소하고는 있지만 80
0

C 에서 양생한 페이스트의 수화도가 

약간 높은 값을 보이고 있다. 

온도가 최종적인 수화도에 한정된 영향외에는 미치지 않으므로 페이스트 

의 W/C비가 동일하면 양생온도에 관계없이 기본적으로 동일한 정도의 종국 

강도가 얻어질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와같은 경우는 생기지 

않고 양생온도가 낮으면 통상강도는 높게 된다. 수화도가 증가되어 있음에 

도 불구하고 온도에서 수화한 페이스트의 강도는 특히 휩강도에 있어서 낮 

은 값을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같은 성상은 온도의 영향이 2가지 

의 상반하는 인자를 포함하고 었으며 최종강도가 어느 시점에 있어서 지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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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한쪽의 인자에 의존하게 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콘크리트에 있어서도 이것과 동일한 영향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일반 

적으로 재령 7일까지를 초기재령， 재령 28일을 넘으면 장기재령이라고 부른 

다. 여기에서는 50
0

C까지의 온도 즉 극심한 기후조건하에서 예상되는 최대온 

도이하로 제한하여 논하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 온도범위내에서 단지 2시 

간만 양생을 하더라도 장기재령의 강도에 고온에 의한 불리한 영향이 확인 

되고 있으며 또 강도저하가 25%까지 기록된 적도 있다. 이러한 바람직하지 

않는 영향은 콘크리트내의 시멘트 양이 증가함에 따라서 증대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온도의 영향에 관한 정확한 성상(性狀) 

에 대해서는 완전히는 아해되지 못하고 있고 유효한 데이터사이에는 서로 

모순되는 것도 있다. 5-46 oC 의 온도범위내에서 양생온도의 상승에 따라 콘 

크리트의 강도가 서서히 저하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 온도는 보통 포틀 

랜드시벤트를 사용한 콘크리트에서는 13 oC 이며 조강시멘트를 사용한 콘크 

리트에서는 5
0

C 이었다. 다른 연구에서는 최적온도가 20-40 oC 의 온도범위내 

에서 존재한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가장 낮은 강도를 나타내는 한계온도라 

고 하는 것이 20-50의 온도범위에서 관측되었는 보고도 있다. 

결과가 서로 모순되는 성상을 나타내는 것은 이 문제의 복합성을 의미하 

고 있으며 강도에 미치는 온도의 영향이 몇가지 인자에 의한 결과라는 것을 

나타낸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다면 콘크리트의 강도가 시벤트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하는 것을 고려하면 시멘트의 조성이나 혹은 시멘트의 

비표면적도 온도가 강도에 미치는 효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은 타당하다. 

경화된 포트란트 시멘트의 화학적 약품에 대한 효과는 다음의 표와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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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경화 포틀란드 시멘트의 화학약품에 대한 효과 

Chemical Effect on cement 

Acids 

Hyclrochloric, nitric, sulphurous Disintegration 

Acetic, carbonic Slow disintegration 

Humic Little or no disintegration 

Natural acidic waters Surface disintegration 

Salts and alkalis 

Carbonates 

sodium 

of ammonia, potass1Um’ ‘ ? 

l'~one 

Chlorides of calcium, potassium, 

sodium, strontium 

None unless concrete is 

wet with chloride solution 

Chlorides of ammonia, copper, iron, 

magnes1Um, mercury, zmc 
Slow disintegration 

Hydroxides of ammonia, 

potassium, sodium 

calcium. 
’ None 

Nitrates of ammonia Disintegration 

Nitrates of calcium, potassium, sodium None 

Sulphates of aluminium, ammonia, 

calcium, cobalt, 

copper, iron, magnesium, manganese, Disintegration 

nickel, 

potassium, sodium 

[
/ 

1 
l i 



다. 포틀란드 시 멘트의 종류 

포틀란드 시멘트는 아래의 표와 같이 4가지 주요 성분으로 이루어져 있다. 

표 3-3. 포틀란드 시멘트의 주요성분 

Compound Oxide Composition Abbreviation 

Tricalcium Silicate 3CaO. Si02 C3S 

Dicalcium Silicate 2CaO. Si02 C2S 

Tricalcium Aluminate 3CaO. A1203 C3A 

Tetracalcium Aluminoferrite 4CaO . Alz03 . Fez03 C<tAF 

포틀란드 시멘트는 위의 4가지 성분 배합비에 따라 특성이 다르게 되며 5 

가지 형태의 간략한 특성과 배합비는 다음의 표와 같다. 

표 3-4. 포틀란드 시멘트의 특성과 배합비 

Type 특성 C3S 

1 Normal 45 

II Modified 44 

III High Early Strength 53 

1V Low Heat 20 

V Sulphate Resistant 38 

Type 1 은 일반적인 포틀란드 시벤트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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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S 

27 

31 

19 

52 

43 

뇨::..Q.. 
n 'l-

C3A C4AF 

11 8 

7 13 

10 7 

6 14 

4 8 

유용성과 낮은 비용 때문 



에 가장 널리 사용된다. Type 1 은 특별한 성질이 요구되지 않는 곳， 흙이나 

물로부터 황산염 공격에 노출되지 않는 곳， 시벤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열이 

생성되는 곳에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Type II 는 변형 포툴란드 시멘트로서 type 1 보다 수화작용의 생성열이 

낮으며 황산염 공격에 향상된 저항성을 갖는다. 그리고 황산농도가 보통보다 

높은 지하수안에서 사용된다. 

Type m는 높은 초기 강도 시 멘트(조강시 멘트)로서 높은 삼칼숨알루미 네 

이트와 삼칼슐실리케이트를 함유함으로서 강도를 빠르게 나타내도록 개발하 

였다. 그러나 이러한 높은 초기강도는 높은 열방출율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대 량의 시 멘트 구조물 혼합에 사용하지 않는다. 

Type N 시멘트는 대량의 시멘트 구조물을 위해 사용되는 낮은 수화열시 

멘트이다. 이런 시멘트에서 낮은 열방출율은 높은 이칼숨 실리케이트함량 과 

낮은 삼칼숨 실리케이트와 삼칼숨 알루미네이트 때문이다. 

Type V 시벤트는 낮은 삼칼숨 알루미네이트 농도의 결과로서 황산염 저항 

성이 있으며 높은 알칼리를 함유하는 흙 그리고 물과 같이 심각한 황산염 

작용에 노출된 구조물에 사용된다. 

2. Blast-fumace slag 시 멘 트 

철강산업의 부산물인 Blast-fumace slag는 철강석의 성분과 석회석의 혼 

합물이다. 기본 성분은 포틀란드 시멘트와 동일한 산화물들이지만 혼합비가 

다르다. Slag를 사용하는 비율은 나라마다 다르며， 서부 유럽에서 많이 사용 

한다 Slag는 수화속도가 매우 느리지만 Ca(OHh, CaS04, 등을 섞으면 활성 

화한다. 어떤 활성재를 섞고 slag의 함량이 얼만큼인가에 따라 lime, slag 시 

멘트， 포틀 란드 blast-fumace slag 시 멘트， Supersulphated slag 시 멘트 등으 

로 나눈다. Slag 시멘트의 장점은 저수화열 이외에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투수율과 공극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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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틀란드 시멘트에 비해 공극율은 높으나 투수율이 낮으며， 그 이유는 미 

세공극이 많기 때문이다. 낮은 투수율은 동해방지에 기여하며 이옹확산을 

늦추고 염화물이나 황산염 존재시에도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 화학적 불용성 

공극수가 포틀란드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수산기를 음이온으로 가지고 있 

으나 높은 pH와 낮은 산화도를 유지시키는 황이 녹아있다. 

류
 

7 초
 
。

(가) 포틀란드 blast-fumace 시멘트 : 활성화를 위한 석회는 포틀란드 시 

멘트의 수화작용에 의해 가장 손쉽게 제공된다. 다음의 표는 포틀란드 

blast-fumace 시멘트에서 slag 함량변화가 크게 허용됨을 보여주고 있다. 

표 3-5. Slag 시멘E 의 종류 

Description Activatior 
Percentage 

Comments 
slag 

Lime slag cement CH 70 Obsolete 

Portland blast-furnace 
CH 20-85 

CH from Portland cement 
slag cement hydration 

Supersulphated cement CS 80-85 
Sma11 amount of Portland 

cement added 

이 시멘트들은 미국에서는 잘 사용되지 않지만 유럽에서는 널리 사용되 

고 있다. Type IS 시멘트에 대한 ASTM C595-79는 25-65% slag를 포 

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혼합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영국 기준(BS) 

146:1973은 65%까지 허 용한다. 그런 데 BS 4246:1974에 서 는 slag 함량을 

50-90%로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slag의 함량에 따라 시벤트의 특성이 

매우 다양하게 변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높은 slag 함량을 가지는 slag 시 

멘트는 type 1 포틀란드 시멘트보다 좋은 황산염 저항성을 가지고 있다. 

이는 아마도 낮은 수산화칼숨함량을 갖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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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upersulpated slag 시 멘트 Slag가 CaS04의 형 태 로서 황산칼숨 염 

그리고 석회의 적은 양 또는 포틀란드 시멘트와 함께 활성화될 때 그 생 

성물은 supersulphated 시멘트로 알려져있다. 이것은 엄격하게 말하자면 

변형 포툴란드 시멘트라고 할 수 있으나 수화작용 생성물과 비슷한 형태 

이다. Supersulphated slag 시멘트는 대부분의 포틀란드 blast-fumace 

slag 시멘트 보다 낮은 수화열을 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황산염에 좋 

은 저항성을 가지고 었다. 이 저항성은 낮은 CH 함량과 알루미나의 대부 

분이 ettringite로 결합하여 남아있기 때문이다. 

3. High alumina 시 멘트 

High alumina 시멘트는 융해 또는 알루미늄 혼합물， 칼숨 혼합물의 소결， 

그리고 정제된 분말로서 생성된 제분에의해 얻는다. High alumina 시멘트 

제조에 사용되는 광물은 석회석과 보오크사이트이다. 다음의 표는 high 

alumina 시멘트의 산화 조성의 전형적인 값들이다. 

표 3-6. High alumina 시벤트의 전형적인 산화 조성 

Content 
Oxide 

(%) 

Si02 3-8 

Alz03 37-41 

CaO 36-40 

Fez03 9-10 

FeO 5-6 

Ti02 1.5-2 

MgO 1 

Insoluble residue 1 

이
 μ
 



- 화학적 특성 

(가) 황산염 효과 High alumina 시벤트는 황산염 침입에 저항하기 위해 

처음으로 개발되었으며 이 저항성은 수화된 high alumina 시멘트에서 

Ca(OH)z의 부재와 수화작용동안 형성된 내부 알루미나 교화체의 영향 때 

문이라고 추정된다. 

(나) 산효과 High alumina 시 멘트는 자유 carbonic산의 존재 로 산을 내 

는 물에 저항적이다. 그런 산을 내는 물에 high alumina 시벤트의 저항성 

증가의 원인은 불확실하다. 그러나 보다 민감한 석회 복합물을 둘러싸는 

알루미나 교화체의 존재는 중요한 것이다. 

(다) 알칼리 용액의 효과 : 부식성 알칼리의 희석된 용액 조차도 알루미나 

교화체를 용해시킴으로서 대단히 활력적으로 high alumina 시멘트에 침투 

한다. High alumina 시멘트가 바닷물에 아주 잘 견딘다고 해도 바닷물은 

혼합에 사용되지는 않는다. 

4. Masonry 시 멘트 

Masonry 시벤트는 포툴란드 시멘트와 소석회， Ca(OH)z，를 섞은 것으로서 

물이 있을 때 소석회에 의해서 높은 알칼리성을 유지하게 되고 급속 경화한 

다. 이 시멘트의 압축 강도는 포틀란드 시멘트에 비해서 크게 떨어져서 하중 

이 큰 구조물에 사용하기에 적합치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붕산이나 

유기폐액을 고화하는 데에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5. 팽창성 시멘트 

껑
 



포틀란드 시멘트의 단점중의 하나는 건조시에 수축이 심하고， 수축시에 전 

체 혹은 부분적으로 장력 균열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수축균열은 콘크 

리트의 건전성을 떨어뜨리므로 설계시에 이를 고려한 여유를 두어야 한다 

한편 양생시에 포틀란드 시멘트의 부피 팽창은 매우 작다. 만약 경화되는 중 

에 부피 팽창이 생긴다면 건조시에 발생하는 수축과 상쇄하는 효과가 될 것 

이다. 팽창성 시멘트는 수십년전부터 개발되어 왔으며 상용생산은 1960년대 

시작되었다. 그러나 연생산량은 50만톤에 불과하다. ASTM(845-76T)가 팽창 

성 시멘트의 시방을 다루고 있다. 

제 3 절 시벤트 혼화제 

다른 물질 

적용할 수 

물，골재，시멘트와는 

사용해서 품질관리에 

표는 다양한 혼화제들과 향상된 

반응성이 있는 화학물질들을 나타 

시멘트 혼화제는 시벤트 배합시 

이다. 혼화제란 미리 정해진 양으로 

있도록 특정하게 구성한 화학제이다. 다음의 

콘크리트의 여러 성질과 주요 혼화제에서 

느
」
 으E
 

되
 
랴
。
 

샘
 소 

잃
 

낸 것이다. 



표 3-7. 콘크리트의 성질과 혼화제의 유익한 효과 

Property 

W orkability 

Set control 

Strength 

Durability 

Special concrete properties 
(superplastic, waterproof) 

Type of admixture 

Water reducers 

Air entraining agents 

Inert mineral powder 

Pozzolans 

Polymer latexes 

Set accelerators 

Set retarders 

Water reducers 

Pozzolans 

Polymer latexes 

Set retarders 

Air entraining agents 

Pozzolans 

Water reducers 

Corrosion inhibitors 

Water repellent admixtures 

Polymer latexes 

Slags 

Expansive ad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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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of admixture 

Chemical 

Air entraining 

Mineral 

Mineral 

Misce11ianeous 

Chemical 

Chemica1 

Chemical 

Minera1 

Miscellaneous 

Chemica1 

Air entraining 

Mineral 

Chemical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scellaneous 

Mineral 

Miscellaneous 



표 3-8. 혼화제의 화학적 성분 

Type of 
admixture 

Accelerators 

Ingredients 

Retarders 

Ca1cium fonnate , ca1cium chloride, barium chloride, 
aluminates, soluble nitrites, triethanolamine, sodium and 

potassium hydroxides 

Lignosulphonic acid and salts, hydroxycarboxylic acid and 
salts, unrefined ca1cium linosulphonate, wood resin 
derivative, phosphates, stearate, alkaline aluminates 

Water reducers Nonnal Lingnosulphonic acid and salts, 
hudroxycarboxylic acid and s떠ts ， 

hydroxycarboxylic polymer, refined calcium 
lignosulphonate, sodium lignosulphonate 

Accelerating Calcium fonnate and surfactant, calcium 
chloride and surfactant, calcium chloride and 

lignosulphonate, calcium chloride and 
hydroxycarboxylic acid, polyhydroxy 

compound, triethanolamine 

Retarding Lignosilphonic acid and salts, 
hydroxycarboxylic acid and salts, 

polyhydroxylic acid and phosphate, 
hydroxycarboxylic polymer, polyhydroxy 

compound, phosphate, surfatant 

Air entraining 
agents 

Neutralized wood resin, resin and polymer, stearic acid, 
lignosulphonate, surfactant, animal and vegetable fat, alkyl 

solphonate, hydroxycarborxylic acid, solphonated 
hydrocarbons, naphthalene solphonates, solphonated lignin 

Superplasticizers Sulphonated melamine-fonnaldehyde condensate, 
solphonated naphthalene-fonnaldehyde condensate, modified 

lignosolphonate, melamine-fonnaldehyde, naphthalene 
sulphonate 

Waterproofing Lignosulphonate, stearate, sulphonatea carbohydrate, 
agents silicones and metal soap, melamine-fonnaldehyde resin, 

colloidal silica, organic ester, inorganic silicates, calcium 
lignosulphonate 

따
 ω 



제 4 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재와 유사 구조물 

본 절에서는 방사성폐기물처분장과 유사한 구조물의 재료선정， 시공관리에 

관한 기술기준을 알아보고 각종 건전성 시험방법을 조사함으로써 처분장 건 

설시 준용할 수 있는 사항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지중벽 

- 지중벽공법은 유럽에서 발안된 것이고 동공법의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 

으며， 1920년에 독일에서 최초로 시도되었다. 그후， 기술적으로 개발되어 

1950년경부터 실용화되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에 도시내 건축공사의 

증대와， 여기에 수반하는 소음， 진동을 주로하는 건설공해나， 건축물의 거대 

화에 수반하는 대규모적인 지하굴착에 대한 공법으로서， 종래의 시이트파일 

공법 또는 리이드파일 가로널말뚝공법으로 바꿔지고， 가설흙막이벽， 차수벽 

으로서 사용되어 발전되었다. 최근에는 시공기술의 진전에 수반하여， 당초의 

단순한 가설 흙막이벽으로서의 이용에서， 지하구조물의 지하외벽， 기초 등의 

영구 구조물의 구조체로서 많이 이용되고 있다. 

- 기능 : 

(가) 가설 흙막이벽 

(나) 건물 본체에 가해지는 흙， 수압부담 

(다) 건물 본체의 수평력 부담(내진벽으로서 사용) 

(라) 건물 본체의 지지말뚝 

- 용도 : 지중벽은 가설 흙막이벽 건물본체에 가해지는 흙 · 수압 부담 지 

하벽， 기초말뚝으로서 사용되고 각각의 용도에서 설계시 사용되는 토압， 측 

압， 웅력계산식과 값들은 건축학회편『건축기초구조설계규준·동해설』에서 

제안하는 방법과 값들을 사용한다. 그리고 부재의 산정시 전단력에 대한 산 

정은[J"철근콘크리트 구조계산규준16조 (보 및 기둥 전단보강)J 에 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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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외 휩모멘트에 대한 단면산정은， 철근콘크리트구조계산규준14조(보)에 의 

한다. 

- 재료 :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재료는 건축학회표준시방서 또는 토목학회 표 

준시방서에 준한다. 

(가) 시멘트 : 통상은 보통 포틀랜드시벤트를 사용한다. 

(나) 세골재와 조골재 : 세골재는 보통 뱃가모래가 사용된다. 조골재는 뱃 

가자갈 또는 캔돌이 사용되고 있다. 세골재 조골재로서 필요한 조건은， 

(i) 강하고， 내구적인 석재이다. 

(ii) 청정하고， 먼지， 흙， 염류， 유기물 등을 포함하지 않는다. 

( iii ) 입자형， 크기， 대소입자 혼합의 정도가 적당하다. 

2. 터 널 

- 시공공법 : 전단면적공법， 상부반단면선진공법， 저설도갱 선진상부 반단면 

공법， 측벽도갱 선진상부 반단면공법. 

- 형상 : 소요의 내공의 내공단면을 포함하고， 도로， 철도터널 등에서는 건축 

한계 외로 적당한 여유를 예상하고， 또한 복공두께， 토압 등의 하중에 유효 

하게 견디는 형상으로 하여야 한다. 더욱 토압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형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 하중 : 터널의 복공이나 지보공에 작용하는 하중에는， 토압， 수압， 지진하 

중 등이 있다. 설계에 있어서 고려하는 하중은 외측에서 가해지는 토압이 주 

이다. 토압의 양상은 극히 다양하며 정성적 정량적으로 확인되지않는 면이 

많다. 암석의 역할이나 풍화상태， 파쇠정도， 지층 또는 역할의 주행경사， 지 

하수의 상태등， 터널 단면의 형상， 크기， 흙막이의 크기， 시공방식， 시공상태 

등의 상유에 따라 토압은 여러 가지가 었다. 따라서 지보공이나 복공에 작 

- 27 -



용하는 토압은 각각의 터널에 있어서 기술자가 이것을 판정하여야 한다. 일 

반적으로 터널의 토압이론계산에는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갱구 및 토사터널 王
복토가 얄은경우(Coulomb토압식， Bierbaumer식) 

복토가 깊은 경우(Kommerell식) 

암석터널 王
Terzaghi식 

시공실례에서의 추정 

- 설계권 두께 : 복공설계권 두께는， 터널폭， 지질， 수압， 복공재료， 시공법 

등을 고려하여 정할 필요가 있다. 특히 토압에 대하여는 확실하지 않은 점이 

많고， 또 복공과 지보공이 어떻게 분담하는가 불명확한 점이 많다. 아직 합 

리적인 복공설계법은 확립되지 않았다. 강아지지보공을 사용한 복공설계권 

두께는， 토목학회제정의 『터널 표준시방서』 의 값으로 하고있다. 

- 재료 : 복공재로는 터널의 사용목적에 적합한 것이고 양질로 내구성이 우 

수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재료로서는 현재 거의 제자리 붓기의 무근 콘크 

리트를 사용하고， 갱구 또는 지질이 나쁜 곳에서는 철근 콘크리트를 사용 하 

는 것이 통상이고， 내구성， 작업성의 증가， 경제성 등에서 프라이애쉬 등의 

혼합재를 혼입시킨다. 골재는 터널공사에 있어서 굴착한 암석을 현장부근에 

서 파쇠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골재로서의 내구성， 품질등， 또 

제조계획에 대하여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 복공 콘크리트의 시공관리 : 터널의 복공은 토압 등의 하중에 견디고， 균 

열， 변형 등을 일으키지 않도록 내구적인 것이라야 한다. 터널이 사용개시된 

경우， 복공의 개수는 곤란하고， 장차 개수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따라서， 복 

공설계는 충분히 고려하여 정하고， 시공에 있어서， 복공콘크리트의 품질관리， 

관두께의 관리를 하여야 한다. 이들의 관리는， 복공콘크리트의 타설전， 타설 

중， 타설후에 있어서， 필요에 따라서 실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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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복공콘크리트의 타설전의 시공관리 : 복공콘크리트의 타설전에 소요 

권 두께가 확보되어 있는가 확인하여야 한다. 아치부， 측벽부 각각 1타설 

마다 2단면 이상의 검사를 하는 것이다. 검사시， 설계권 두께 내에 부분적 

인 돌출은 설계권두께의 30%이내를 허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나) 복공콘크리트의 품질관리 : 타설중 콘크리트의 품질관리를 위해， 콘 

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을 하여야 한다. 재령 28일을 표준하여， 복공콘크리 

트의 조기강도를 확인하기 위해 재령 3일 또는 7일의 압축강도시험을 할 

필요가 있다. 시료는 타설현장에서 채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슬럼프 

실험은 타설중의 콘크리트품질을 직접확인할 수 있으므로， 많이 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 

(다) 복공콘크리트 타설후의 시공관리 : 복공콘크리트 타설전의 검사에 의 

해， 소요 권두께가 확인되어 있더라도， 아치크라운부분이 콘크리트로 확실 

히 채워지지 않을때가 있고 그것에 의해 권두께 부족이 생기기 쉽다. 아 

치크라운 부분이 충분히 채워져 있으면， 구석 구석 채워져있다고 생각된 

다. 따라서， 특히 아치크라운 부분의 권두께의 검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 

다. 아치크라운 부분은 터널연장 20m에 1개소， 이밖의 아치부분은 100m 

에 1개소， 측벽부분은 40m에 1개소를 표준으로 하고 있다. 검사방법은 착 

암기에 의해 구멍지름 32mm 이상의 검사구멍을 착공하고， 권두께 및 복 

공배면의 공극 등에 대하여 검사한다. 검사결과， 권두께가 부족한 경우는 

그 부근을 착공하여 부족범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권두께부족에 대해 

서는 지산， 복공강도， 권두께 부족량 등을 고려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 

다. 대책방법으로서는 복공배면에의 주입， 또는 복공의 개축 등이 있다. 

- 누수처리 : 터널의누수는 콘크리트타설중 품질저하를 시킬 염려가 있고， 

복공후에 내구성의 저하， 전기설비의 기능저하， 한냉지에서의 고드름이나 빙 

결문제 등의 폐해가 많다. 따라서 터널의 누수를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우선 복공콘크리트를 수밀한 것으로 하여야한다. 

여기서는 적절한 배합을 결정하고 균질의 콘크리트시공이 필요하다. 복공전 

에 누수를 막기위해 방수공을 설치하여야한다. 용수가 전면에 있을 경우 방 

수시이트(짧은철판， 비닐시이트 등)를 설치하고， 측벽하부로 유도하고， 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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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치콘크리트의 타설이음 아치콘크리트와 측 또 집수할 필요가 있다.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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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콘크리트댐 

중에 

개요 : 콘크리트댐은 단면치수가 대단히 크다. 이른바 매시브한 구조물이 

다. 콘크리트댐가운데 아치댐 및 중공중력냄은 중력댐보다 약간 단면이 앓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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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댐콘크리트에 요구되는 품질 : 콘크리트범은 강물을 막는 구조물이므로 그 

거대한 수압을 장기간에 걸쳐서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것이라야 한다.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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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대하여 

는 내구성 및 수밀성이 크고 소요의 강도 및 단위중량을 갖고， 품질의 오차 

가 적은 것이라야 한다」 고 정하고， 또 동 해설에 있어서 r균열발생의 

려가 적은 것이라야 할 필요가 있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들의 성질 가운 

염 

품질에 콘크리트의 『댐콘크리트표준시방서』 는 러므로 

데 강도 및 단위중량은 설계상의 값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 뱀의 외부콘크 

리트는 기상작용에 직접 노출되므로 특히 내구성이 강한 것이 요구된다. 

외부콘크리트가운데에서도 상류면의 수면하에 있는 콘크리트는， 특히 

수밀성이 필요된다. 댐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외부콘크리트의 물과 시멘트비 

관하여 내구성을 기준으로하여 정하는 경우 기상작용이 심한 곳에서는 

65%이하로 하고， 수밀성에 준해서 정하는 경우 60%이하를 표준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의 

시에 

까지의 

것은 

대량의 재료를 

또 

강한 

에 

것이다. 동 

양생에 이르기 

품질의 오차가 적 

댐콘크리트의 경우에는 

품질자체가 변동되기 쉽 

뱀의 경험등에서 정해진 

것일 것과 반죽에서 

전제로 한 것이다. 

것이다. 그러나 

재료의 

이미 세워진 

배합이 적절한 

행해질 것을 

요구되는 

사용할 경우 

ql 
;’<값은 기상조건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이 성의 있게 

콘크리트에 

장기간에 

모
 

。

;프 

걸쳐 

분리가 일어 골재의 최대회수가 크고 단위시벤트량이 적으므로 시공중에 

쉽기 때문에 균일한 품질의 콘크리트를 

고 

나기 만드는데 특히 주의 할 필요가 

내구성이 현저하게 저 

배합에 대해 말한다면 

ql 
;’<있다. 콘크리트에 온도균열이 생기면， 댐의 

하된다는 것은 말할 나위도 없다. 콘크리트의 재료 

까‘ plλ4 
1 "2.。

ql 

^ 
발열이 적은 시멘트를 사용하면 단위시벤트량을 줄인다. 시멘트의 일부를 포 

대치하는 것도 균열의 발생을 막는 유효한 방법이다. 이밖에， 외기 

온도， 블록의 크기， 타설속도， 인공냉각방법등도 온도균열의 발생에 관계하므 

이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절한 온도규정 

졸란으로 

로， 온도균열을 막기 위해서는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다. 

- 기본제원의 설정 : 콘크리트의 타설계획의 기본이 되는 제원으로 

록나눔 1리모트높이 및 타설속도의 3가지가 있다. 이들의 제원은 

온도상승에 밀접한 관계를 지니는 것으로， 그 설정에 있어서는 온도 규정계 

획의 검토가 필요하다. 그밖에도 랩의 구조， 기초지반의 상황， 시공설비능력， 

B -2. 뱀의 

콘크리트의 

이
 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처리비，이음그라우트공사비 등
 

사업계획에서 요구되는 공사의 

또， 이들의 제원은 거푸집비， 수평타설이음의 

에 커다란 영항을 미치는 것이다. 

c 。

숫r투i 살
 
나
 

(가) 블록나눔 : 댐에는 콘크리트의 수축에 의한 균열을 막기 위해 

적으로 가로이음을 설치하지만， 높은 중력댐에는 다시 세로이음을 설치할 

경우도 있고， 댐은 이들의 이음에 의해 블록으로 나눠 시공된다. 가로이음 

의 간격은 온도규정방법 게이트의 폭 타설설비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정 

리하지만 통상 15-20m정도로 하는 예가 많다. 이것은 거푸집비용 및 이 

음그라우트의 공사비에 영향을 준다. 세로이음의 위치 및 경사는， 댐설계 

능력 등을 고려해서 정한다. 

일반 

상의 사항， 옹도규정 계획， 시공설비의 

(나) 1리프트의 높이 1리프트의 높이는， 온도규정계획， 거푸집 

공비， 수평이음의 처리회수 등에 관계를 갖는 것이다. 통상， 1.5m로 하는 

예가 많으나， 대규모의 랩에서는 2.0m로 하고 있는 예도 있고， 미국에서는 

2.4m(8피트)로 할 경우도 있다. 또 암반 또는 장기간 멈추어었던 콘크리트 

상에 타설할 경우에는， 구속의 비율이 큰 것을 고려하여， 급격한 온도물매 

가 생기지 않도록 반리프트로 2-4회 타셜하는 것이 통례이다. 

'01 
^ 조

 
구
 

블록윗면에서의 열발생 

균열이 생길 염려가 많아 

1.5-2.0m리프트의 경우 5일이상 

하고， 평균타설속도의 제한을 정할 

빠르면， 

많아져서 

(다) 타설속도 : 블록의 타설속도가 너무 

이 적어지고， 콘크리트의 온도상승이 

진다. 따라서， 연속된 리프트타설간격은 

O.75- 1.0m리프트의 경우 3일 이상으로 

필요가 있다. 

크 

단위중량을 갖고， 품질의 착오가 적고， 또는 균열발생의 

요구된다. 이와 같은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선 재 

수밀성이 '01 
^ 내구성 선정 : 범콘크리트로서는 콘크리트재료와 배합의 

고， 소요의 강도 및 

염려가 적은 것이 

것， 비빔에서 양생에 이르기까 

온도규정이 적절하게 실시되는등 

적절한 배합을 선정할 

행해질 것 그밖의 

η
 ι
 

q 
니
 

것일 것， 

성의있게 

적당한 

작업이 

료가 

지의 



시공전반에 걸친 주의가 필요하지만 본항에서는 이들가운데， 재료와 배합선 

정에 대해 기술한다. 뱀콘크리트표준시방서는 「재료는 사용하기전에 시험을 

해야한다」 라고 규정하고， 또 배합을 선정할 경우에도 여러 가지 시험을 실 

시할 것을 정하고 있다. 범은 높은 안전성이 요구되는 극히 중요한 구조물이 

므로， 사용에 앞서 재료 및 배합의 적부를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콘크리트 

댐은 대량의 재료를 필요로하므로 소요의 품질을 갖는 재료를 타설공정에 

따라서 원활하게 공급할 수 있는가 아닌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특히 골재의 

채취지를 선정할 경우 및 프라이애쉬를 사용할 경우에는， 품질 면뿐아니라， 

공급량에 대하여도 충분히 확인해둘 필요가 있다. 

(가) 골재 : 댐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골재는 하천에 퇴적한 자갈을 체가름 

하여 사용하는 천연골재와， 원석산에서 채취한 원석을 파쇄해서 사용하는 

인공골재의 2종류로 대별된다. 천연골재는 조사가 용이하고 골재플랜트가 

체가름을 주체한 것으로 끝나므로 설비비 운전비 모두 비교적 싸며 자연 

의 마모， 분급 등의 작용에 의해 일반적으로 재질이나 입형이 좋은 이점 

이 있는 반면， 퇴적부분에 따라 재질이나 입도가 균일하지 않으며 전체적 

으로 한쪽으로 입도조정을 필요로 할 경우가 있고 일반적으로 채취지 부 

근에 민가가 있는 경우가 많고， 공해문제가 생기기 쉬운 등의 문제가 었 

다. 콘크리트체적이 큰 댐에서는， 댐사이트의 근처에 충분한 퇴적량을 갖 

는 채취지를 얻을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인공골재를 사용하고 있는 

예가 많다. 댐사이트의 근처에 적당한 원석산이 얻어질 경우에는， 합리적 

인 원석채취 • 운반계획 및 골재플랜트계획을 세우므로써， 질적으로나 양 

적으로도 확실하게 골재를 제조할 수 있다. 그러나 암석의 종류 또는 파 

쇄기의 종류에 따라서는 짧은 골재나 가느다란 골재가 만들어질 경우가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골재의 최대치수를 크게하면 일반적으로 단위수 

량 및 단위시멘트량이 줄고 온도상승도 적어진다. 그러나 최대치수가 너 

무 크면 기기의 마모가 커지고 다짐작업이 곤란해지며 큰치수의 조골재 

가 분리되기 쉬운 등의 문제가 생기므로 실제상 한계가 있다. 

우리나라의 큰 댐에서는 여러댐의 골재최대치수를 180mm로 하고 짧은 

아치댐에서는 l00mm 비교적 낮은 중공중력랩에서는 80mm를 채용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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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있지만， 대부분의 댐은 최대치수를 150mrn로 하고 있다. 조골재는 운 

반， 저장 등의 사이에 분리가 새기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 통상， 

조골재는 최대치수 150mrn의 경우 150 - 80mrn, 80 - 40mrn, 40 - 20mrn, 2 

0-5mrn의 4종류와， 최대치수 80mrn의 경우 80 - 40mrn, 40 - 20mrn, 20-

5mrn의 3종류로 분급하고 세골재는 5mrn이하의 1종으로 하여 저장 · 개 

량을 실시하는 예가 많다. 세골재는 운반저장 등에 분리하는 경향은 적고， 

오히려 저장병에 있어서의 블리딩효과에 의해 입도는 평균화할 경향이 

있다. 그러나， 세골재의 입도는 콘크리트의 작업성 및 공기량에 큰영향을 

미치므로， 제조에 있어서 입도의 변동을 줄이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세골 

재의 물끊기가 불충분하면 표면수량의 변동이 크고 콘크리트의 단위수량 

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일이 곤란해진다. 표면수량의 보정에 1%의 오차가 

있으면， 통상의 댐콘크리트의 경우 단위수량이 5kg/m3정도 달라지고， 이 

것은， 물시멘트비의 값으로는 2-3%, 슬럼프로는 3cm정도의 변화에 해당 

한다. 세골재의 표면수량의 보정을 실용상 충분한 정도로 쉽게 하기 위해 

서는 세골재의 성질이나 정장상태에따라 다르지만 보통， 표면수량의 6% 

정도이하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시멘트성재료 : 댐콘크리트용의 시벤트는， 수화열이 낮은 것과 장기 

재령에 걸쳐 강도가 증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한편 그다지 조기강도 

가 크지않는 것은 한냉시의 시공 및 거푸집해체시에 불편이 생긴다. 이와 

같은 것에서， 통상， 중용열포틀란드시멘트， 프라이애쉬시멘트， 또는 고로시 

멘트가 사용되고 있다. 중용열시멘트 및 플라이매쉬시멘트는 일반적으로 

생산량이 한정되어 있으므로 대규모적인 랩에서는 중용열시멘트 또는 여 

기에 프라이애쉬를 현장에서 혼합해 사용하는 예가 많고， 비교적 소규모 

의 댐에서는， 보통포오틀랜드시멘트에 프라이애쉬를 현장에서 섞든지， 플 

라이애쉬시멘트를 사용할 경우가 많다. 양질의 플라이애쉬는 우수한 포졸 

란이며， 20-30%정도의 대치류로 사용하면 단위수량의 감소， 블리딩의 감 

소， 장기강도의 증진， 수밀성증가， 수화열의 감소등의 효과가 었다. 그러나 

그 품질의 양부 및 균일성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한 다음 사용할 필요가 

있다. 몇가지의 댐에서는， 사전에 프라이애쉬페스트를 만든 다음 믹사기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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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입하는 방법을 채용하고， 균일성면에서 좋은 결과를 얻고 있다. 시벤트 

및 플라이애쉬의 저장 운반에 있어서는 장기간 저장하던지 습기를 받던 

지 하여 풍화하는 일이 없도록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다) 혼화제 : 댐콘크리트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 

어있지만， AE제와 감수제를 병용하는 예도 많다. 양질의 AE제 또는 감수 

제를 적절하게 사용하면， 작업성의 개선， 단위수량의 감소， 동결융해에대 

한 내구성 및 수밀성의 향상 등 많은 이익이 얻어진다. 현재 시판되고 있 

는 AE제 및 감수제의 종류는 대단히 많고， 그 성능도 여러 가지가 있다. 

또， AE제 및 감수제의 효과는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방법 등에 의 

해 달라진다. 따라서 AE제 및 감수제의 선택에 있어 토목학회의 규격에 

적합한가를 조사하는 동시에 사용실적이 적은 것은 물론， 실적이 많은 것 

에 대해서도 시험을 실시하여 그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라) 배합 : 댐콘크리트배합은 소정의 강도， 단위중량， 내구성， 수밀성을 

갖고， 경화시에 옹도상승이 적고， 또한 작업에 적합한 범위내에서 단위수 

량을 줄이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단위시멘트량을 많이 하면， 일반적으 

로， 콘크리트의 강도， 단위중량， 내구성 및 수밀성이 커진다. 그러나， 이것 

을 필요 이상으로 크게 하는 것은 단순히 비경제적일 뿐 아니라， 콘크리 

트의 온도상승을 늘이고， 균열발생의 경향이 농후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중력댐이나 두꺼운 아치댐에서는 높은 내구성이 요구되는 외부 

콘크리트 및 국부적 집중응력이 생기는 기초암반부근의 내부콘크리트는 

물시벤트비가 적고， 단위시멘트량을 부배합으로 하고， 내부콘크리트는 소 

요의 강도를 갖는 범위에서 단위시멘트량을 빈배합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 

이다. 

- 콘크리트의 품질관리 : 소요의 품질을 갖는 균등질한 콘크리트를 만들기 

위해 콘크리트재료， 기계설비， 작업 등을 관리할 필요가 었다. 품질관리를 위 

한 시험과 그 실시회수는 통상 다음의 표에 표시한 그대로이다. 품질관리 

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는 대표적인 자료중에서 채취도록 특히 주의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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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9. 품질관리의 시험항목과 실시회수 

파숨\ 시험항목 실시회수 

시멘트* 균일성 1회/500-1때ot 

혼화재* 균일성 1회/300-5OOt 

혼화제* 균일성 1회/5-20t 

비중， 홉수 1회/주 -2-3회/월 

세골재 입도 1회/시간-2회/일 
재료 

표면수 1회/일 -4회/일 

비중， 홉수 2회/월 -1회/주 

조골재 업도 2회/월 -1회/일 

표면수 1회/일 -1회/2시 간 

계량장치 계량기시험 1회/월 

슬럼프 1회/200m::S -500m::S 

콘크리 E 공기량 1회/200m::S -500mj 

압축강도 1회/리프E -1회/블록 

* 공장 내에서의 품질관리시험회수를 표시한다. 

콘크리트의 변동에 가장 영향이 큰 것은 일반적으로 세골재의 표면수 및 

입도이므로， 이들의 관리는 특히 엄중하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 품질관리를 

목적으로 할 경우의 압축강도시험은 통상재령 28일 또는 14일로 실시한다. 

관리도는 일반적으로 효-R관리도가 사용된다. 콘크리트가 소요의 품질을 

갖고 있는가의 판정은， 일반적으로 재령91일에 있어서의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로 실시된다. 콘크리트의 품질검사는 냄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에 따 

라 실시한다. 

36 -



제 5 절 고성능 콘크리트(HPC High Perforrnance Concrete)의 종류 및 

특성 [7] 

Smeaton, Vicat 와 Apsdin이 현대적 콘크리트를 만들었고 이후 Lambot와 

Coignet 그리고 Hennebique가 강화 콘크리트를 건물에 처음 적용하였다. 콘 

크리트의 강도와 내구성 향상을 위하여 물의 사용을 억제하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다. 물은 콘크리트의 구성 및 설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나 물의 

함량을 줄여 공학적 성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한 관점이 되어왔다. 반면 

에 압축혼합을 통하여 한 덩어리의 바위 같은 구조로 콘크리트를 재구성하 

여 강도와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연구 역시 진행되었다. 

이러한 방법은 높은 기능성을 지닌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방법으로 자리 

잡았다. 여기에는 두가지 방식이 있는데 이들은 물리 • 화학적으로 다르다. 

이 두 방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시멘트 입자의 응결 방지 

시멘트 입자의 웅결을 막기 위하여 유기물이 사용된다. 이러한 유기물에는 

forrnaldehyde와 sulphonate melamine의 축합물과 forrnaldehyde와 

naphthalene sulphonate의 축합물이 있다. 이 유기물들은 물속의 시멘트 입 

자들을 원래의 입자 크기(대부분 5-50μm)로 회복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 

한 결과로 시멘트 배합에 필요한 물의 양을 줄일 수 있다. 

2. 입자 크기 범위의 확장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시벤트 입자 크기의 범위를 늘리는 것은 미세한 크 

기의 화학적으로 반응성을 지닌 물질을 이용한다. 이러한 물질에는 silica 

fume과 ca1careous filler 등이 있다. 이러한 첨가물들은 시멘트 입자 사이의 

미세공극을 메워줌으로서 콘크리트의 압축성을 향상시키며 동시에 초기 혼 

합체의 유동성을 향상시킨다. 또한 콘크리트 타설시 물의 양을 줄일 수 있 

연
 



다. 

이렇게 하여 제조된 HPC의 일반적인 특정은 다음과 같다. 

- 부식성과 물에 내수성이 우수 

- 압축성이 우수 

- 동해/융해 주기에 대한 저항성이 ò A 
TT 

- 공극률이 작다 

- 균열 및 수축이 작다 

콘크리트는 공극성 재질을 지니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은 공극의 크기와 

결합 방식 및 입자간 결합의 비연속성과 수화 결정에 따라 결정된다. 공극은 

유체의 이동을 가능하게 하고 이는 콘크리트의 팽창， 균열 및 부식과 관계된 

다. HPC와 VHPC(Very High Perfonnance Concrete)는 일반적인 콘크리트 

보다 우수한 내화학성을 갖는다. 

3. 미 세 구조 및 거 시 구조 

Si1ica fume을 첨가하지 않은 65MPa의 HPC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작은 모 

세 공극을 갖는다. 그러나 수화된 조직은 같은 형태로 되며 Silica fume을 

첨가한 105MPa의 VHPC(Very High Perfonnance Concrete)의 구조는 완전 

히 균일하며 비결정체이다. Silica Fume의 입자는 균일하게 시멘트 입자사이 

에 분포하며 수화물 생성의 근원이 된다. 모세 공극은 매우 줄어들며 비연속 

적으로 존재한다. Silica Fume의 입자는 메움재의 역할 및 포졸란 반웅 밀도 

를 높이는 역할을 하며 과도 물분자를 흡수한다. 또한 HPC는 압축강도의 증 

가뿐 아니라 인장 및 비틀림 강도에서 우수한 성질을 갖는다. 일반 콘크리트 

와 HPC를 비교한 자료를 다음 표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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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0. 일반 콘크리트와 HPC의 특성 비교 

일반 콘크리 E HPC 

압축강도(28day) 45 - 47 MPa 65 - 70 MPa 

permeability, air 3-14E-18 m~ 0.1 -0.8E-18 mι 

Porosity 13.6 % 12.1 % 

Modulus 32,000 MPa 36ρ00 MPa 

Basic creep 
19.2 13.5 

c.um!MPa, at 2month) 
Desiccation creep 

{J.lm!MPa. at 2month) 
26.7 0.5 

'-----

HPC는 일반 콘크리트 보다 압축강도에서 약 50%, 투기성이 수십배 정도 

좋은 것을 알 수 있고 양생시의 크리프 발생이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서 

시공 직후의 성능에서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제 6 절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재의 성능시험 

콘크리트와 시멘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한 실험방법을 요약하면 다음의 

표와 같다. 규격화된 실험방법에는 미국의 ASTM(American Society for 

Testing Materials) , 일본의 JIS (Japanese Industrial Standards)와 한국의 

KS(Korean Standards)등이 었다. 여 기 에 소개 한 평 가시 험 방법 은 시 험 시 료 

의 시험항목에 대한 현재 값만을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장기적 내구성 평 

가를 위해서는 이 값들을 토대로 예측하거나 새로운 시험 방법을 적용해야 

한다. 

n 3 끼
 『μ
 



표 3-11. 시벤트 콘크리트의 성능 시험방법 (콘크리트/시벤트) 요약 

시험내용 세부내용 
콘크리 E 콘크리트 콘크리트 시멘트몰탈 시멘트몰탈 

(JIS) (ASTM) (KS) (ASTM) (KS) 

압축강도 
]IS A1132, C39, 

KS F2405 C109, 349 KS L5105 
All08 016. 873) 

휩강도 
]IS A1132, 

C293, C78 
KS F2407, 

C잃8 
역학시험 All06 2408 

인장강도 ]IS A1113 C496 KS F2423 KS L5104 

전단시험 비규준화 

부착강도시험 비규준화 

동결융해시험 C666 KS F2456 C560 

감량시험 C418 
내구성 화학저항성 

시험 
C267 C114 

중성화시험 

열전도율시험 
]IS A1412, 

A1413 
C186 

열확산율시험 -

비열시험 
열적성질 

열팽창계수 
C531 

시험 

단열온도상승 

시험 

물리적성질 
투수시험 비규준화 

건조수축 ]IS A1129 C157 KS F2424 C596 

배합추정 
시멘트협회콘크 

리트전문위원회 
시험 

제안시험방법 

보링코어절취 

강도시험 
한 보에 의한 ]IS All07 

강도시험 

비파괴시험 ]IS A1127 

균열조사 

건축물 ]ISS 5 
재하시험 

토목구조물 

동적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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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C39 Compressive strength of cylindrical concrete specimens 

C293 Flexural strength of concrete( using simple beam with center-point 

loading) 

C496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 cylindrical concrete specimens 

C803 Penetration resistance of hardened concrete (투과시 험 ) 

C512 Creep of concrete in compression 

C531 Linear shrinkage and 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of 

chemical-resistant mortars, grouts, monolithic surfacings, and 

polymer concretes 

C157 Length change of hardened hydraulic-cement mortar and concrete 

C109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2-in. cube 

specimens) 

C349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using portions 

of prisms broken in flexure) 

C348 Flexural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C114 Chemical anlysis of hydraulic cement 

C186 Heat of hydration of hydraulic cement 

C596 Drγing shrinkage of mortar containing Portland cement 

• KS 

F2405 Testing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molded concrete 

cylinders 

F2407 Testing method for flexural strength of concrete 

F2408 Testing method for flexural strength of concrete 

F2423 Testing method for splitting tensile strength ofmolded concrete 

cylinders 

F2456 Testing method for resistance of concrete to rapid freezing and 

thawing 

F2424 Testing method for length change of mortar and concrete 

L5015 Testing method for compressiv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L5014 Testing method for tensile strength of hydraulic cement mor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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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제 1 절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감소 

1. 내구성의 정의 

내구성이란 대부분의 건설 재료가 가져야할 주요 특성이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내구성 (Durability)란 “ 견딜 수 있는 성능 : 잦은 사용이나 험한 조 

건에도 불구하고 오래 견디는 능력 " the quality of being durable 

ability to last in spite of frequent use or hard wear" 이 라 한다. 

건설 재료에 위와 같은 정의를 적용하기에 어려운 점을 어떤 재료도 무한 

히 견딜 수는 없으며 어떤 조건에서는 오래 견디는 재료가 다른 환경에서는 

얼마 버티지 못할 수 있다는 데에 있다. 따라서 내구성이라는 것은 어떤 재 

료의 절대적 특성을 나타낸다기 보다는 조건에 따라 바뀔 수 있는 인간의 

인식의 틀을 보여주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만약에 어떤 건설재료를 선택하는 기준이 내구성이라면 그 기준은 정량적 

으로 제시되어야 할 것 이다. 

ASTM의 E-6 위 원 회 (Cornmittee on Perforrnance of Building 

Construction)가 제시한 표준에 나타나 있는 내구성과 내구성에 관련한 개념 

인 기능력 (Serviceability)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 ASTM E-241-77 (Recornmended Practice for Increasing Durability ...... ) 

설계수명 기간 동안 구조물 또는 구조물의 일부가 안전하게 기능을 수행 

할 수 있는 능력(정상적인 유지， 보수를 수행하는 가정) the safe 

perforrnance of structure of a structure or a potion of a structure for the 

designed life expectancy (Note because the forces of nature, coupled 

with some man-induced conditions of exposure, may cause progressive 

deteriorations, these recornmendations do not preclude the need for norrnal 

maintenanc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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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TM 632 

기능성을 유 또는 건축물 등이 특정한 기간 동안 건축， 제품， 부품， 조립체 

지 하는 능력 ( the capability of maintaining the serviceability of a product, 

component, assembly or construction over a specified time ) 

* ASTM 632 

Serviceability 건축제품， 부품 또는 건축물이 설계와 건설된 목적에 따라 

발휘하는 product, component, ( the capability of a building 려
「
 

느
 
( )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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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ich for function(s) the perform to constructìon 

designed and constructed ) 

or assembly 

발 /셔 느二s1.ö 0 ~2. 재료와 부품이 특정기간 동안 기대한 만름 

필수적이다. 전통적으로 사용해 

적용할 때에는 지난 경험으로부터 

어떤 설계자에게는 

것이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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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질 수가 없다. 그 것은 지하의 환경이 지상의 환경과 다르고 변화의 예측 

에 대한 신뢰도가 낮기 때문이며 또한 일반적인 건축물에서의 내구연한과는 

달리 장기간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내구성을 특히 장기적인 내구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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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가지 

실험실에서의 

않는다. 둘째， 조건이 바뀔 

성질이 약간 다를 때의 

예측하기 위한 방법이 필요하다. 

건설재료의 장기적 내구성 예측실험에 대한 

다음과 같은 단점이 있다. 첫째， 

위한 방법이 제시되지 

법을 모른다. 셋째， 실험 물질의 

통적으로 

연결하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보다 일반적인 방법을 제시하기위한 위원 

만들어졌으며， 새로운 방법을 권고하고 있다. 이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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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모든 

회가 ASTM 내에 



본 보고서의 제 7장에서 다루게 된다. 

한편 내구성과 함께 쓰이는 단어로서 건전성 (integrity)를 들 수 있다. 건전 

성이란 “ 원래 그대로의 완전한 상태 ”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어떠한 능력을 

오래동안 유지한다는 내구성과는 다른 뜻을 가지고 있다. 

2.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산성수 및 황산염용액 및 해수의 작용으로 콘크리트는 화학적 침식을 받 

게된다. 또한 화재， 동결 마모와 같은 물리적 현상도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손상의 정도는 한편으로는 개개의 작용인자에 의존 

하고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는 콘크리트 자체의 품질에도 관련되어 있다. 여 

기서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감성(減成) 인자들은 다음 표와 같다. 

표 4-1. 내구성에 영향을 주는 감성인자 

1. 기후 언자 

(1) 복사 및 방사 : 태양， 원자력， 열 

(2) 온도 

(3) 물 : 얼음， 눈， 비， 고여있는 물， 습도 

(4) 공기 구성 성분 

(5) 대기 오염 

2. 생물학적 인자 : 미생물， 곰팡이， 박테리아 

3. 응력 인자 : 일시적 ·주기적 응력 

4. 상반 인자 : 물리적， 화학적 

5. 사용 인자 : 시설 설계， 설치 및 보수 

석회 시멘트를 사용한 고대 건축물의 연구에 의하면[7] 석회시멘트의 거동 

에 영향을 미친 인자들은 현대의 매우 다른 환경에 처한 시멘트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와는 다르다고 한다. 따라서 장기간의 성능유지를 주요 쟁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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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처분장의 구조재에 대해서도 지하수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할 것 

인지를 예측하는 것도 중요할 것이다. 

처분장내 시벤트 콘크리트의 변성과 관련한 이유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 내부변화 (예: 결정화 알칼리-혼합재 반응) 

- 지하수를 통한 환경과의 반응 

- 습기/건조 또는 동결/융해의 반복에 의한 물리적 변화 

- 철골재의 부식 

- 미생물의 활동 

- 방사선 효과 

위의 이유중에서도 지하수와의 반응과 철골재의 부식을 시벤트 콘크리트 

열화의 대표적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의 관점에서 콘크리트의 밀도는 특히 중요한 것이며 또 

때로는 콘크리트 구성요소의 특성도 중요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말하여 콘크 

리트의 내구성은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향상된다. 그러나 요구된 내구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콘크리트를 고밀도화하는 것만으로는 반드시 충분하다고는 

말할 수 없으며 특수한 재료의 사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다. 예 

를 들면 황산염을 함유하는 토양에서의 사용을 위한 콘크리트에는 내황산염 

시멘트를 사용하며， 마모를 받는 콘크리트에는 경질의 골재를 사용한다. 강 

한 산성액체나 황산염농도가 높은 토양에 콘크리트가 노출되는 경우와 같은 

대단히 가혹한 조건하에서는 설사 특수한 재료를 사용하거나 콘크리트를 고 

밀도화한다고 할 지라도 요구되는 내구성을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지도 모른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는 콘크리트가 직접 물질과 

접하지 않도록 적당한 코팅재로써 콘크리트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 위에서 

열거한 개개 언자들의 작용에 의하여 콘크리트가 손상을 받는다. 그러나 실 

제의 콘크리트는 둘 이상 인자의 복합적인 손상을 받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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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환경에서는 여러 인자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미국 원자력위원회의 보고서 [8]에 의하면 액체와 화학물질이 시멘트 콘크 

리트를 이동하는 것이 콘크리트 열화의 주요한 인자이며 콘크리트의 투수성 

이 부식성 물질의 이동을 제한하고 콘크리트 구성물의 용출을 조절하는 데 

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대부분의 콘크리트 열화기구가 직접적으로 투수성과 

관련이 있으며， 크랙은 투수성을 대폭 증가시킨다. 다음의 표는 콘크리트 열 

화 현상과 투수성의 관계를 보여준다. 

표 4-2. 콘크리트 열화인자와 투수성 

투수성에 영향을 받는 현상 투수성에 영향을 주는 현상 

Sulfate & Chloride Attack Stress Cracking 

Reinforcement Corrosion Shrinkage Cracking 

Leaching of Cement 
Thermal Cracking 

Constituent 

Acid Attack Miscellaneous Cracking 

Carbonation Alkali - Aggregate Reaction 

Free-Thaw damage 

Biodegra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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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크랙 (Crack) 생성 메카니즘 

가. 시멘트내 공동(cavity) 생성에 의한 크랙 

시멘트 구조물 내로 지하수 등이 스며들어 시멘트의 구성성분인 Ca2+등을 용 

해시키면 시벤트 구조물 내에 공동을 형성하게 된다. 이와같이 생성된 공동 

은 그 자체로서 구조물의 강도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던 결정 

생성에 의한 균열 등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나.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크래 

온도 및 습도가 변화하게 되면 온도 및 습도의 구배가 형성되고 이 구배 

에 따라 부피 변화율이 변하게 됨으로써 결국은 구조물의 균열이 야기된다. 

그러나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구조물은 앞서의 화학작용에 비하여 온도 

및 습도 변화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기타 

이밖에 과부하에 의한 크랙 및 극한 조건에 의한 크랙도 균열의 원인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기후조건 및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구조물의 

특성을 감안할 때 그다지 심각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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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하수 성분이온과의 화학적 작용 

1. 국내 지하수의 특성 

처분장에 사용된 시벤트콘크리트 구조물은 처분장 주변의 지하수와 접촉 

하게 된다. 시벤트구조재의 장기간 건전성은 지하수와의 접촉에서 시벤트 성 

분의 침출이 얼마만큼 더디게 일어나는가 그리고 지하수 성분이 시멘트에 

얼마나 느리게 침투하는가 하는 화학적 작용의 속도에 달려있다. 물론 지하 

수는 시멘트 이외에도 폐기물 또는 뒷채움재와의 반웅에 의해서 성분이 변 

화하게 되지만 우선 시벤트 건전성 평가를 위해 지하수 자체의 성분을 알아 

야 한다. 본절에서는 국내의 지하수 특성을 살펴보고 시멘트-지하수 사이의 

반응 그리고 지하수의 이온 농도 측정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원자력환경관리센터 (NEMAC)에서는 수년간에 걸쳐 지하수의 특성과 조성 

을 조사하여왔다. 시추를 통한 시료 채취이외에 지하수로 얻기 쉬운 광산지 

역， 온천지역도 포함하고 있으며 대상 암종은 편마암， 화강암， 화산암등이다. 

최근(93년 -96년) 조사한 지역은 제3땅굴， 영천， 청양， 청원， 초정리， 유성등 

이다. 다음의 표는 시추공과 터널을 통해 채집한 물시료를 분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표에서 보면 지하수 성분의 비율은 암종이 동일한 경우에 

도 매우 다양한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국내에서의 대표적인 지하수 조성을 

도출하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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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국내 지역별 암종 및 지질 

지역 암종 및 지질 시료채취시기 심도 비고 

제3땅굴 화강암 93.6 100-150m 터널지하 

청양지역 편마암(경기편마암류) 94.2 
200m이하 시추공 

l00-l50m 터널지하 

영천지역 화강암(백악기) 95.2 200-400m 터널지하 

진로석수(청원지역) 편암(옥천계) 96.7 200m이하 시추공 

초정리지역 화강암(함석회암) 96.7 150-200m 시추공 

청송지역 화산암 + 화강암 96.3 150-200m 
시추공 

spnng 

가야생수(속리산) 화강암(쥬라기) 96.2 200m이하 시추공 

U-l ,2 여천지역 화산암， 화강암 96.3 200m 터널지하 

유성온천지역 화강암(쥬라기) 96.11 200-400m 시추공 

무학생수 편마암류 
96.7 2어m내외 시추공 

(지리산，산청지역) (소백산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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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4. 국내 대표암종별 화학분석자료 

여‘J 쳐 ~ 청양 청원 속리산 산청 &:처 。

pH 7.84 9.20 7.64 7.79 8.1 6.67 

Eh -18.4 -123 -48 102 

Cond. 188.7 207 245 226.0 453 

Na 11.0 42.0 6.1 12.0 7.6 19.3 

K 0.28 1.5 1.8 0.4 1.5 1.6 

Ca 16.7 4.6 40.0 21.2 15 64.8 

Mg 2.41 1.5 4.5 0.8 2.8 7.0 

S04 21.8 6.2 11.9 9.8 2.3 3.7 

Cl 3.92 3.8 5.6 2.9 2.1 4.2 

HC03 56.2 118.6 124.2 81.6 62 258.5 

F 0.5 

NÜ:3 0.1 0.1 5.0 0.04 1.6 1.83 

Si02 28 .1 12.2 6.8 25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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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한국의 섬층지하수 평균 특성 [10] 

Average of Cretaceous Tertiary Average of 
Cretaceous I Precambrian Jurassic Cretaceous 

Korean Sedimentar Sedimentar Sedimentar 
GraniteOO) Granite(8) Granite( 10) 

gramtes y RockOO) y Rock(4} y Rocks 
Tuff(6) 

pH 8.94 8.27 9.07 8.66 8.70 7.88 8.74 8.90 

EC 

(μS!cm 311.80 232.72 327.20 290.24 404.4 6146 2045 302.0 

TDS 244.00 165.00 242.10 206.34 245.7 3055 1048 22.16 

K 0.95 2.04 2.22 1.80 0.93 13.83 4.61 0.66 

Na 80.41 28.71 55.10 49.26 59.42 990 325.3 55.43 

Ca 7.63 16.27 18.54 14.60 23.04 90.18 42.22 16.58 

Mg 0.44 2.73 0.53 1.55 1.77 29.31 9.64 0.94 

F- 9.94 3.60 4.87 5.60 4.33 4.29 4.32 1.89 

Cl- 49.40 20.59 57.56 37.90 16.34 1314 387.1 41.64 

S042- 4.86 9.42 25.24 12.38 61.42 407.0 160.1 38.60 

HC03- 114.87 80.58 38.84 78.62 104.5 287.9 156.9 83.01 

C032- 12.11 20.18 16.00 16.96 9.81 7.01 5.02 

free 
1.71 6.86 2.67 4.40 2.06 6.72 3.39 0.72 

C02-

H2S 0.01 0.14 0.08 0.09 0.12 0.31 0.18 

Si02 17.36 25.72 24.51 23.2 21.82 29.60 24.04 18.37 

Fe 0.03 0.07 0.04 0.05 0.05 0.1 0.06 0.03 

Mn 0.01 0.07 0.02 0.04 0.01 0.07 0.03 0.01 

Li 0.04 0.03 0.07 0.04 1.48 1.09 1.37 0.38 

Sr 0.19 0.2 0.29 0.22 0.64 2.84 1.27 0.2 

Cu 0.01 0.01 0.01 

Pb 

Zn 0.06 0.1 0.07 0.08 0.13 0.13 0.13 0.08 

( ): 시료 숫자 

더
 이
 



시료 채취 및 분석 

- 지하수 시료채취지점은 다음 그림에 있음 

- 시료는 지하 500-700m 깊이의 대수층으로부터 수온의 변화가 없을 

때까지 양수하여 안정화시킨후에 채취 

- HC03, C03, 전기전도도(EC)는 현지에서 측정 

- 주성분원소(Na， K, Mg, Ca, F , C1, N02, N03, P04, S04)의 분석은 이 

온크로마토그래피 

- 미량원소(Mn， Li, Sr, Cu, Pb, Zn)의 분석은 원자흡광분석기 

- 음이온 분석을 위한 지하수시료는 0.45μm여과지로 보유물제거후 맹 

동보관 및 운반 

- 양이온 분석을 위한 지하수시료는 HN03로 산처리후 맹동보관 및 운 

반 

이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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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J ÅÅÅ Tertiary Sedimentary rocks 

그림 4-1. 심층 지하수 채취 지역 

2. 지하수성분이온 및 시멘트침출 이온간의 반응 메카니즘 

지하수에 포함되어 있는 각 성분 이온 간의 반응 중 시멘트 구조재에 영 

향을 미칠 수 있는 반응 메카니즘을 규명하였다. 시멘트로 부터 침출되는 

이온과 지하수 속에 원래 포함되어 있는 이온들 간에 침전을 일으키는 반응 

들의 메카니즘은 아래와 같다. 침전 반웅의 역과정은 용해반응으로서 시벤 

m 

ω
 



트 중의 Ca2+성분이 침출하는 반응을 나타내며， 시멘트 내부로 침투한 지하 

수 (pore water)가 침전반응을 하여 결정화가 일어남을 나타내고 있다. 시 

멘트와 지하수 성분 간의 가능한 반응들 중 침전 생성 반응들을 요약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Ca2+ + CO32- --> CaCO3 (ppt) 

Ca2+ + 2(HC03f + CaO + H20 --> 2CaC03 (ppt) + 2H20 

Ca2+ + sol- + Na2C03 --> CaC03 (ppt) + 2Na+ + sol
Ca2+ + 2Cr + Na2C03 --> CaC03 (ppt) + 2Na+ + 2Cr 

Ca2+ + 2N03- + Na2C03 --> CaC03 (ppt) + 2Na+ + N03-

Ca2+ + sol- --> CaS04 (ppt) 

Ca2+ + 2Cr --> CaClz (ppt) 

Ca2+ + 20H- --> Ca(OH)z (ppt) 

Ca2+ + col- --> CaC03 (ppt) 

Mg2+ + 2(HC03f + CaO + H20 --> CaC03 (Ppt) + Mg2+ + col 
Mg2+ + col- --> MgC03 (ppt) 

Mg2+ + sol- --> MgS04 (ppt) 

Mg2+ + 2Cr --> MgClz (ppt) 

Mg2+ + 20H- --> Mg(OH)z (ppt) 

시멘트 콘크리트 구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이온은 Mg++ 와 S04 로 

알려져 있다. 특히 S04-- 는 Ca++와 함께 다음과 같이 시멘트 콘크리트를 공 

격한다. 

3CaO . Alz03 .6H20 + CaS04 + 6H20 = 3CaO . Alz03(CaS04) . 12H20 

(Monosulphate) 

Monosulphate + 2CaS04 + 2H20 =sCaO . Alz03 . 3( CaS04) . 3H20 

(Ettringite) 

이러한 반응은 심각한 부피 증가를 가져와서 크래이 생성된다. Mg++ 이온 

-54 



은 칼숨을 가진 물질을 공격해서 고체인 Mg(OH)z를 만드는데 이것은 

Ca(OH)z 보다 훨씬 용해도가 낮아서 콘크리트의 바인더 인 칼숨을 녹아나가 

게 하여 강도를 약화시 킨다. 

3. 생성염의 용해도 조사 

위 반응에서 생성된 염들은 그 용해도 이상의 농도에서 침전을 이루게 되 

므로 각 생성염의 용해도는 침전 혹은 침출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자료가 

된다. 일반적으로 시멘트와 지하수가 접촉하여 생성되는 각 생성염의 용해 

도를 조사하여 보면 아래와 같다. 

표 4-6. 생성염의 용해도 

무기화합물 분자식 
용해도 

mg!L CaC03, ooC 

탄산수소칼숨 Ca(HC03h 1,620 

탄산칼숨 CaC03 15 

염화칼숨 CaClz 336,000 

황산칼슐 CaS04 1,290 

수산화칼습 Ca(OH )z 2.390 

탄산수소마그네슐 Mg (HC03)z 37,100 

탄산마그네숨 MgC03 101 

염화마그네슐 MgClz 362,000 

수산화마그네숨 Mg(OH)z 17 

황산마그네숨 MgS04 170,000 

탄산수소나트륨 NaHC03 38,700 

탄산나트륨 NazC03 61 ,400 

염화나트륨 NaCl 225,000 

수산화나트륨 NaOH 370，에O 

황산나트륨 Na2S04 33,600 

띠
 ω 



제 5 장 시멘트의 침지 질험 

제 1 절 화학적 변화조사 

시멘트의 구성물질은 기본적으로 오랜 기간에 걸쳐 보았을 때 불안정하다. 

시간에 따라 재결정화와 주변환경과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시멘트의 성질은 

변화할 것이다. 저장고에 쓰일 콘크리트는 매몰되기전 대기가스의 접촉， 특 

히 표면을 탄화시키는 COz와의 접촉에 의해 변화한다. 그후 콘크리트의 붕 

괴는 콘크리트의 조성과 평형화하려는 지하수의 조성에 의해 지배되어진다. 

그러므로 지하수와 콘크리트의 조성은 변화할 것이다. 이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모의 지하수를 제조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를 장시간 침지시켜 

시간에 따른 이온성분의 변화를 측정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모의 지하수를 제조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지실험 

을 수행하였고 시간에 대한 이온 농도 변화를 추적하여 시멘트 성분의 침출 

및 지하수 성분 이온의 침투에 대한 속도론적 고찰을 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용액은 처분장이 화강암층에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화강암층에 존재하는 대 

표적인 모의 지하수를 만들어 사용하였다. 대표적인 화학성분과 그 제조방법 

은 캐나다 AECL에서 제시한 방법을 참조하였다. 제조된 모의 지하수의 화 

학성분은 아래 표에 주어진 바와 같다. 

표 5-1. 모의 지 하수의 화학성 분 (AECL) 

화학성분 농도 (ppm) 

Na 8.28 

K 3.6 

Mg 3.888 

Ca 13.056 

Cl 4.97 

804 8.64 

N03 0.62 

F 0.19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시편 제조를 위하여 시벤트는 시중에서 판매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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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천마표 성신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혼화재로서 고성능 감수제인 

Naphthalene sulfonate를 사용하였다. 시벤트에 대한 물의 질량비율을 0.4로 

하고， 혼화재는 시멘트양의 0.08%의 비율로 혼합하여 반죽한 후에 직경 3cm 

의 plastic 병에 일정량(60g)을 넣어 밀봉하여 20
0

C 에서 양생하였다. 6일간 

양생 후 탈형하여 제조된 모의 지하수에 침지하였고 7일마다 침지용액 중 

일정량을 취하여 Ion chromatography를 사용하여 음이온과 양이옹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지하수 이온농도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를 양이온과 음이온으 

로 구분하여 그림 5-1과 5-2에 나타내었다. 양이온의 경우 Na+이온과 Ca2+ 

이온은 cement paste 경화체로부터 침출되어 시간에 따라 그 농도가 증가하 

였고 Mg2+ 이온의 경우 모의 지하수 중의 이온이 cement paste로 침투하여 

들어갔음을 알 수 있다. 음이옹의 경우 cr 과 sol-는 지속적으로 감소하였 
다. 이 두 성분의 농도의 감소는 두 성분이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내로 확 

산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또한 sol- 이온이 Cl 이온에 비하여 초기에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sol 이온의 침투속도가 더 빠른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두 성분 모두 약 60일 이후 농도가 평형화 되는 경향을 보였 

다.F 와 N03- 경우 초기 농도를 거의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시멘트의 주성 

분 및 침투 및 침출 거동을 고려할 때 침지 실험에 있어서 고려하여야 할 

이 온들은 Ca2+, Mg2+, sol-, Cl 이 온 등이 다 

제 2 절 가혹조건 침지실험 

핵폐기물은 저준위 핵폐기물의 경우 100-200년이 지나야 방사능 위험성 

이 사라진다. 지중매몰의 경우 시멘트의 붕괴시 유출된 방사능으로 인한 피 

해를 막기위하여 장기간에 따른 저장고의 안전성을 알아보아야 한다. 이를 

위하여 장기간에 따른 이온농도변화를 알아야하는데 실제적으로 실험이 불 

가능 하므로 long term test에 대한 간접적인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 

로서 실제 지하수 용액내의 이온 농도보다 훨씬 높은 농도의 용액을 제조하 

여 침지실험을 수행하였다. 모의 지하수 성분 중 화학반응과 직접적으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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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에 대하여 농도를 모의 

지하수 농도의 10. 50. 100. 300. 500배로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 침지 

실험을 약 110 - 130일 간 수행하였다. 

계 되 는 성 분 인 Ca2+, Mg2+, C1-, SO42 의 4가지 

모의 지하수 농도의 10배와 50배로 침지실험을 한 결과 4가지 이온성분 

모두 대체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5-3 - 그림 5-7) 100배 이상 

인 경우 이온성분의 시편으로의 침투나 용출되는 양이 용액의 농도에 비해 

너무 작기 때문에 거의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그 절대량으로 

볼 때 침투속도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다. 모든 경우 가혹조건 하에서 양이 

때문에 

인한 

온 및 음이온의 cement paste로의 침투가 일어났으며， 그림 5-8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농도가 높아질수록 침투되는 양이 많아지며 침투속도 또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모든 이온의 경우 대체적으로 모든 농도의 용액에 

서 침지 시간의 증가에 따라 안정적인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Ca2+ 이 

온의 경우 특히 500 배 농도의 침지 실험에서 상당히 불안정한 추세를 보이 

있다. 이는 ci+ 이온이 CaS04나 CaClz와 같은 침전을 이루기 
장시간 침지 실험한 시료의 경우 용액 중에 침전의 발생으로 

오차가 파생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와 같은 침전이 시멘트 페이스트 

부에서 일어나 경우 앞서 소개한 바와 같이 crack 생성의 

고 

내
 
용
 

작
 표

 
으
 

언
 

원
 

도
 

노
 
깅
 

고
 

할 수 있다. 

제 3 절 가혹조건 하에서 구조재의 물성적 변화 조사 

보기 위하여 

같은 조건으로 시편을 제조하여 각 이온의 농도가 다른 용액에 110일 간 침 

지한 후 이온 농도 변화에 따른 cement paste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압 

살펴 영향을 미치는 침투가 cement paste의 강도에 이온의 

축강도 측정을 위하여 일본의 SHIMAU corporation의 UDH-100를 이용하였 

다. 측정용 시편은 원통모양으로 편섬에 의한 측정오차를 줄이기 위해 

양쪽면을 수평하게 갈아준다음 장치위에 위에 올려놓고 윗부분에 하중을 걸 

먼저 

높은 하중을 걸어주다 시멘트 시편이 순간적으로 쪼깨지게 되 

분산되어 그 이상의 하중이 걸리지 않는다. 이 때 가장 높은 하중 

값을 읽고 이를 시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압축강도를 계산하였다. 이 때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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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 높이가 일정하지 않을 경우 보정계수로서 보정하여 준다. 시
편의 높이 

와 지름의 변화에 대한 보정계수는 아래 표와 같다. 

표 5-2. 압축강도 보정계수 

높이/직경의 비 

보정계수 

그림 5-9에서 보는 바와 같이 네 가지 이온 모두 그 농도가 증
가할 경우 

침출 실험 후 압축강도가 이온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 

다. 전체적인 압축강도의 변화는 침지실험 전과 비교할 때 1/2 이하로 감소 

하였다. 모의지하수 농도의 100배 정도에서 침지실험을 한 경우 압
축강도의 

감소가 현저히 일어났으며 특히 sol 의 경우 모의 지하수 농도의 50배 용 

액에서 이미 압축강도의 감소가 두드러졌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농도의 증 

가에 따른 효과가 그다지 현저하게 일어나지는 않았다. 따라서 시
멘트 구조 

재의 경우 가급적 이온농도가 큰 지하수 환경을 피하여야 하며 특히 soi

의 농도에 유의하여야 하며 내황성 시벤트의 사용이 요구된다. 

압축강도 측정실험이 끝난 후 각 시편의 구조 및 이온의 침투깊
이를 전자 

현미경 및 EDX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5-10 - 5-13에 각 이온의 

모의지하수 농도 대비 10배에서 500배까지의 용액에서 110일 침지한 시편의 

단면의 전자현미경 사진을 수록하였다. 약 1.000배 정도의 배율에서는 모든 

시편의 경우 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압축강도 실험
에서 분명히 

1/2 이하로 줄어든 점을 감안하여 구조 상의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다시 확대하여 5，000배로 확대한 결과 그림 5-14 - 5-17에서 보인 바와 같 

이 microcrack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 microcrack이 이온
 농도의 

증가에 따라 점차 심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압축강도 실험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대략 100배 정도의 농도에서 microcrack이 심화되고 이
로 인하여 

이 부근에서 압축강도의 급격한 감소가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sol- 의 경우 10배 정도에서부터 microcrack이 생기기 시작하여 압축강도의 

감소현상이 심각하게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어 이에 대한 처분장 
주변환경이 

나 시멘트의 재료 선정에서 유의하여야 한다. 

m 
j 



한편 침지실험 중 시멘트 페이스트 내부로 이온이 침투하여 들어가는 거 

동을 조사하기 위하여 EDX를 이용한 원소 분석을 하였다. 그림 5-18에 모 

식적으로 나타낸 바와 같이 지름 3cm의 원통형 시편에서 바깥 쪽으로부터 

안쪽으로 침투하여 들어간다고 가정하여 원통의 가장 바깥 부분， 원통의 중 

심 부분， 그리고 바깥과 중심의 가운데 부분 등 3가지 위치에 대하여 원소분 

석을 실시하였다. EDX에 의하면 거의 모든 원소의 분석이 가능하지만 본 

연구의 주관심 이온인 Ca, Mg, Cl, 0 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그림 5-19 

에 나타낸 바와 같이 원소 0가 침지 전과 비교하여 S042
- 이온의 침투로 인 

하여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위치에 따른 큰 변화는 보이지 않았 

다. 즉 sol 이온이 충분히 침투하여 위치에 따른 차이점을 발견하기가 어 
렵고 전체적으로 균일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원소 Ca의 경우 침 

지 전에 비하여 침지 후 가 다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시멘트 페 

이스트의 주성분인 Ca이 녹아 나왔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나 침지실 

험에서 침지용액 중의 Ca이온의 농도가 감소한 것은 이 결과와 상충되는 것 

인데， 그 이유는 용액 중의 고농도 Ca 이온이 침전에 의하여 제거되고 다시 

시벤트 페이스트로부터 Ca 이온이 용출되었음을 나타낸다. Ca 이온의 농도 

가 높은 경우 실제로 용액 중에 흰색 침전이 생김을 확인하였고 이는 CaS04 

나 CaCb 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하여 그림 5-7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 이옹의 분석 결과가 매우 진폭이 큰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Cl과 

Mg 이온의 경우 그림 5-20에서 보인 바와 같이 침투에 의하여 침지 실험 

전보다 원소의 양이 증가하였고 예상한대로 시편의 바깥쪽 부분의 농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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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모의 지하수 침지실험결과(음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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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5-3 모의 지하수 10배 농도에서의 시멘트 페이스트 경화체의 침지실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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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 침지실험후 s%l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고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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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
 



모의 지하수 농도 x 1 모의 지하수 농도 x 10 

모의 지하수 농도 x 50 모의 지하수 농도 x 100 

모의 지하수 농도 x 300 모의 지하수 농도 x 500 

그림 5-16 침지실험후 Ca2+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고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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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7 침지실험후 Mg2+이온의 농도에 따른 시편의 내부구조 (고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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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시멘트 콘크라트 구조재의 장기적 내구생 평가 

제 1 절 처분시설에서의 시멘트 내구성 

중 · 저준위 폐기물은 방사성 농도가 낮은 대신 많은 양이 발생되며
， 반감 

기가 긴 핵종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으므로 지하에 묻어 생태계와
 격리시키 

는 방법을 일반적으로 사용한다. 따라서 육지처분은 천층처분， 심
층처분 및 

동굴처분은 3가지로 대별되는데 어떤 처분방식을 적용하든지 수용 

(Containment) , 분산(Dispersion) ， 제 한( Confinement) 및 격 리 (Isolation)의 상 

호 이율배반적인 개념이 처분관리의 장기적인 목적과 관계하고 있
다. 

수용의 개념에는 폐기물을 지정된 경계 내에 보관한다는 의미를
 포함하며， 

분산의 경우에는 방사성유출물을 신속한 확산과 희석을 통하여 주
변환경 및 

인간생활에 무시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자연환경
으로 서서히 

방출한다는 개념이다. 현재 대부분의 처분 전략은 수용을 위한 
인공방벽과 

분산을 위한 천연 방벽의 요소로 상호 보완적으로 구성되어있다.
 또한 처분 

후 인간에 의한 처분시설의 적극적 관리감시 노력이 필요한가의
 여부에 따 

라 제한 및 격리의 두가지 개념이 적용되고 있다 제한은 처분시
설 내에 방 

사성폐기물의 적극적 관리와 중대한 건강상 장애를 야기할 수 있
는 환경으 

로의 누출을 방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미하며， 상기 목
적을 효과적 

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관리 감시 및 불의의 침입에 대
비한 제도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 

반면에 격리는 개인이나 기관에 의한 개입의 기회가 없으며， 어떤
 의미에 

서는 수동적인 관리개념의 적용을 의미한다. 제도적 관리기간의 
관점에서 볼 

때， 폐기물의 처분에 있어서 얼마간의 적극적인 제한을 적용하며 
그 기간이 

경과 후에는 격리관점을 수용하게 된다. 

방사성폐기물의 육지처분시스템은 다음 세 가지 주요 구성요소로
 이루어 

져 있다. 즉， 지질환경， 처분시설， 폐기물의 특성이다. 지질환경이
라 함은 처 

분시설이 위치한 지층뿐만 아니라， 처분시설 주위의 지하매절도
 포함된다. 

이러한 지질환경은 지하수가 처분된 폐기물에 접근하는 것을 제
한하고 일단 

지하수가 폐기물과 접촉하여 침출된 방사성핵종의 생태계로의 이동
을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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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거나 방지한다. 처분시설은 폐기물을 처분하는 지하구조물 및 이 구조물 

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설치된 공학적 방벽을 말하며 인위적 및 자연 

적 영향으로부터 폐기물을 최대한으로 격리시킬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한다. 

폐기물의 특성은 폐기물 자체 및 포장용기 등을 총칭하며 폐기물을 물리적 

으로 보호하고 방사성물질의 침출성 및 분산성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여기서 방벽이란 폐기물과 생활권의 사이에 폐기물이 포함하고 있는 방사성 

핵종의 이동이나 이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물질을 말하며， 금속용기 및 콘크 

리트 등의 인공적으로 설계하여 배치하는 물체를 인공방벽이라고 한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스템 구성요소로서의 처분시설의 요구사항은 다음과 

같다. 

· 처분시설은 시설의 건설로 인해 지질환경의 폐기물 격리능력에 악영 

향을 미치지 않게 설계되어야 한다. 

· 처분시설의 폐기물 취급 저장 및 처분설비는 폐쇄시까지 그 기능을 

유지하여야 한다. 

· 처분시설을 방사성 핵종의 누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폐쇄하여야 한 

다. 

· 처분시설은 시설의 운영 중 시설 및 폐기물의 거동을 확인하고 필요 

시 보완조치를 할 수 있도록 적절한 감시가 가능하게 설계， 건설되어 

야 한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폐쇄 후 감시 기간을 300년 전 

후로 보고 있다. 이 기간 동안 처분시설의 구조물들은 방사선 안전을 위하여 

각각의 기능을 유지해야 한다. 처분시설에 있어서 콘크리트는 처분시설의 주 

요 구조물인 동시에 물리 · 화학적 방벽의 기능을 제공한다. 처분시설에서의 

콘크리트의 역할은 장기간 및 단기간의 역할로 나눌 수 있다. 단기간의 역할 

은 물리적인 방벽의 기능으로서 균열방지 및 투수성 감소에 있으며 장기간 

의 역할은 화학적 방벽으로서 방사성핵종의 이동 지연에 있다. 

이와 같은 역할로 인하여 처분장에서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평가되어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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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구성 평가에 앞서 콘크리트의 물리 · 화학적 내구성이 각각 어느 정도 

유지하여야 하는가를 정의하여야 할 것이다. 처분장에서의 콘크리트의 장기 

내구성 평가를 위한 영국의 연구결과[11]를 보면 점토내의 황과 부식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구연한을 약 1000년으로 평가하였다. 여기서 내구연한을 결정 

하는 실패기준은 1m의 두께를 가진 콘크리트가 하중지지 능력의 절반을 상 

실하는 때로 놓고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표 6-1. 점토 내 콘크리트의 공학적 내구연한 평가 

감성 인자 
내구연한(Yr) 

비고 
최소 적정 최대 

180 400 800 일반시멘E 
황 

내황시멘E 700 2500 

900 균열 
-닙「 꺼 「、1

비균열 3000 
'--- L-____ _ ______ '---- 」←←→→

일본의 경우 제 1단계(매설개시로부터 10-15년간)종료 후 제 2단계(제 1 

단계 종료 후 30년간)초기부터 매설설비로 부터의 방사성핵종이 누출한다고 

가정하고 있으며 2단계 종료후 270년간(1단계 종료 후 300년간)까지를 관리 

기간으로 보고 있다. 일본의 경우를 보면 약 40-45년간은 콘크리트가 물리적 

방벽기능을 유지한다고 보고 있으며 이와 같은 콘크리트의 내구성은 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가능한 것이다. 이후 콘크리트의 주요 역할은 화학적 방벽으 

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는 물 

리 · 화학적 측면에서의 콘크리트의 역할 및 내구성의 한계를 규정해야 하며 

현재 가능한 콘크리트 기술 역시 평가하여야 한다 

제 2 절 내구성 평가의 관련연구 

시멘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관련 연구는 대부분 특정한 부지 조건에 

대해서 평가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가 어렵다. 연구의 분야는 크게 역사적으 

로 오랜 건축물에 사용된 시멘트의 변화에 대한 연구[12] 투수능 등의 세부적 

인 특성 변화에 대한 연구[13] 그리고 좋은 특성을 배가시키기 위한 고성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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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개발 연구[14] 등의 세가지로 나눌 수 있다.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중에서 중요한 두가지는 황산염 

의 침투에 의한 콘크리트의 크랙 발생과 콘크리트 내부의 철재료가 염소이 

온의 공격을 받아 부식되고 부식에 의한 부피 증가로 인하여 콘크리트 균열 

이 발생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다음의 예는 두가지 중요한 열화기구를 실험 

과 모벨링을 통하여 내구성을 예측할 수 있도록 연구한 내용을 요약한 것이 

다. 

1. 황의 침투에 대한 내구성 평가 

점토층에서의 폐기물 처분장의 장기 성능 평가를 위하여 영국에서 사전조 

사[11]가 이루어졌다. 이 연구에서는 실험실 및 현장에서의 콘크리트에 대한 

평가자료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냈다. 

이 연구에서는 43년간 점토층에 묻혀있던 콘크리트 샘플을 분석하고 콘 

크리트의 공학적 내구연한을 약 1000년으로 추정하였으며 pH가 1백만년동안 

10.5 이상을 유지한다고 평가하였다. 연구는 주로 황에 의한 부식정도를 측 

정하는 내황 능력 평가로 이루어졌으며 황의 함유 농도 증가를 통한 실험실 

에서의 가속 실험이 이루어졌다. 평가에 사용한 식은 다음과 같다. 

Xs (cm) = 0.55 CA(%) ([Mg]+[S04]) t(y) 

Xs 황의 침투로 내구성이 저하된 깊이 

CA : W/o of 3CaOAb03 

t : year 

-----(1) 

또한 콘크리트의 감성(減成)과정을 모델링하였다. 먼저 화학반응의 확산 

평가 모델로서 다음 식을 통하여 반응 구역을 평가할 수 있다. 

X2/t 二 2Di CO/CE -----(2) 

여기서 각 인자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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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반응 구역의 두께 

Di : 고유확산계수 

c 수용액내 농도 

CE : 반응한 황의 농도 

팽창실험을 통하여 반응한 황의 농도는 변형율과 비례관계를 갖음을 알 

수 있었다. 이를 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é= 더 CE 

여기서 

é strain(변형 율) 

ß : 실험 상수 

CE : 반응한 황의 농도 

-----(3) 

특정 한계 상황에서 요구하는 콘크리트의 기계적 한계 결정을 위하여 다 

음과 같은 식을 통하여 응력을 평가할 수 있다. 

o- =Eé/(1-lJ) 

여기서 

0-: stress(응력 ) 

E : young ’ s modulus 

é strain(변형 률) 

lJ p01SS0n ’s ratio 

-----(4) 

같은 조건하에서의 콘크리트 내 균열이 콘크리트의 임계두께까지 진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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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그 균열거리 (XspaH)를 결정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X spall = 2 a r (1- v )/{E( ß CE)2} -----(5) 

임계두께까지 균열이 진행하는 시간(tsp머\)은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tspall = X 2
spall CE /(2Dico) -----(6) 

그리고 이 두 식을 통하여 감성율(R)을 구할 수 었다. 

R = Xspall / tspall -----(7) 

= E ß 2 Co CE Di / { α r (1-v)} 

여기서 사용한 인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α roughness factor for fracture path 

β linear strain caused by one mole of sulphate reacted 

in 1 m3 

r fracture surface energy of concrete 

2.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에 대한 내구성 평가[15] 

콘크리트 내 철의 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식셀(Corrosion ce1l)에서의 

부식 흐름 밀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전위 방정식과 콘크리트의 

부식 저항성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고려되어야 

한다. 

모세수， 산소와 염소이온의 이동에 대한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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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콘크리트 내 염소이온의 고착 과정 및 염소이온의 한계량으로 인한 철 

의 변화의 모댈 

- 콘크리트내 공극을 통한 수산화이온의 이동 모댈 

- 철과 산소에 의한 양극 전위 및 음극전위의 평가 

- 산소 농도의 변화에 따른 극성 변화의 평가 

먼저 모세수의 이동율은 확산의 개념으로 말할 수 있다. 

Iψc. 'ÿ' μ 

Jw : Diffusion flux 

c* 특정 재료의 투수계수 

μ : Gibbs' 자유에너지 

----- (8) 

콘크리트 내 물의 함량에 대한 연속방정식은 다음 식과 같다. 

ac “ at =- 'ÿ' • J w ----- (9) 

모세수에 의한 확산계수는 다음 식과 같이 습도(H)와 시간(t) 함수로 나타 

낼 수 있다. 

Dw(H, ” = Dwl (H, M ao+ 1- ao 
1-H 1 + ( 1 J. :: ) 

1- Hc 

----- (10) 

콘크리트가 수화과정을 거치면 공극이 줄어들게 된다. 이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식으로 간단히 표현할 수 있다. 

D wl ( t ,) = D 씨 o(H씨[1+풋]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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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Wl ,O: 상수 

μ : 수화 평형 기간(day) 

H : 1 

콘크리트 내 산소의 이동은 다음과 같은 확산방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O.D=- Dov C。
m / , , ‘ 

、

여기서 Co : 산소농도 

Do : 콘크리트 내 산소의 확산계수 

이 식을 풀어 콘크리트 내 산소의 이동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은 식이 된 

다. 

a Cn 
7J」L - (a Dω vlnH. v) C o= Do v 2 C o 폐

 

/ 
l 
l ‘ 
、

a 흡수작용에 관한 상수 (0.95 < H <1) 

이외에 염소이온의 이동에 있어 염소이온의 농도는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ac •’ ~ a~ el k r ( k d C e - C ct) ----- (14) 

모세수의 이동에 있어서 물에 잠겨 있는 콘크리트 조각에서의 습도가 반 

경방향으로만 변화한다고 가정하면， H = H(r,t) , 초기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H = H sl for t= t 0 = 1, R n 드 r~Rn+deon ----- (15) 

----- (16) H=l forr= R n+ d∞ ， t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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ðH 
검; = O for r= Rn , t > to ---- (17) 

여기서 Rst : 철 (Steel)의 둘레 

dcom: 콘크리트 덮개의 두께 

철의 보호막이 손상되기 전의 산소 농도는 반경방향으로 변화한다. Co = 

Co (r,t), 그러므로 초기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C O=5é for t= to= 30 , R n~r드 Rn+ d con (18) 

CO=éC õcn for r= Rst+ d con , to<t< t ρ (submerged zone) (19) 

CO=éC 0 for r= Rst+ d con , to<t< t p (splash zone) (20) 

ðC 。
7칸 =0 for r= Rsto to<t< t p (21) 

여기서 s: 모세 공극 

t p : 보호막 손상 시간 

철의 보호막이 손상된 후의 산소 농도는 축방향 및 반경방향으로 변화한 

다. Co = Co (r,z,t) , 그러므로 전극에서의 반응율은 산소이동율(splash zone) 

과 비교할 수 있다. 여기서 초기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 Ln L A 
CO= Co(r, z) for t= t p , Rst~r~ Rn+ d con ，-τ~~z~-고효 (22) 

cathode: Dn브작 k "，(J욕따 
or or for r= R η ， t > t p (23) 

anode D a CO l o aφ 
~ ~---

o ðr π 4 U ðr for r= R n, t > t p (24) 

(25) C 0 = é C gon for r= R n + d con , t > t p 

A 
-

L 
-2 = z 

아
 

뼈 z팎， t > t p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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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Lc : Cathode의 길이 

LA anode의 길 이 

k:3 : Cathode 반웅 상수 

kt : anode 반웅 상수 

전극에서의 반웅율은 산소의 이동에 비교하여 매우 높다. 이때의 초기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C 0 = C 0 ( r) for t= t p • R n ~ rS. R n + d con (27) 

CO=êC ft for r= Rn+ d con • t) t p (28) 

C 0 = 0 for r= R n • t ) t p (29) 

염소 농도의 변화가 반경방향으로만 이루어진다면， Cc = Cc(r ,t), 이때의 

초기 및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Cc=O for t= t o=30. Rst~ rS. Rst+ d con (30) 

C c= C 암 for r= Rn+ d con • to~t~ t p (submerged zone) (31) 

C O= C~. t for r= Rst+ d con • to<t< t p (splash zone) (32) 

a Cn 
7낭 =0 for r= Rst. to<t< t p (33) 

C cI =O for t= to. Rst~r르 Rst+ d coη (34) 

Cathode와 인접한 전극간의 전위차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φc= φ ;- φ C”’= 0.512 + 0.0148 ---- (35) 

또한 anode와 인접한 전극간의 전위차는 다음과 같이 결정할 수 있다. 

A φ A φ a- φ ~n = - 0.409 + 0.0296 log( C F/ C ~) -----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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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φ g : 철근의 전위 상수(Cathode) 

φ 설 : 철근의 전위 상수(anode) 

φ $n : 콘크리트의 전위 (Cathode) 

φ 싫 : 콘크리 트의 전위 (anode) 

CF : Fe(OH)z의 농도 

CF를 5.7 x 1011 CwiJ- 가정하면 위 식은 다음과 같이 된다. 

A φ A φ 깡- φ ~m - 0.409 + 0.0296 log (5.7) x 10-11 

초기조건 및 경계조건은 아래와 같다. 

φ=0 

φ=0 

aφ 

àr 

for O~건 t p , R n 드 Y드 d con’램으 드 Z 드운효 

for r= R n+ d coη ， t > t p 

for r= R n + d con , t > t p 

φ= φ m- V φ C= -0.512 - 0.0148 log( Col C w) 

φ= φ m- V φ A= 0.409 - 0.0296 log(5. 7) x 1O-1l 
for r= R n , t > t p 

aφ n 

àz for z=괄 없d z램￡， t > tp 

----- (37) 

----- (38) 

----- (39) 

----- (40) 

----- (41) 

----- (42) 

----- (43) 

이상과 같이 서술한 식과 경계조건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은 부식 지배 방 

정식을 얻을 수 있다. 

흐표 = V. [D ψ (t)v H]- k 1 k 2 [1- k1 (l -m)t] "야(l -m) 
àt 

à C r , __ . ___ , _ _ _? _ à C r ’ 
~ à~ c - (a D wàlnH. à) C c= D c à ι Cc-7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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àC •’ ~ ã/ = k r( k d C c- C C/) ---- (44c) 

àC 
7난-(a Dw얘H. v) C o= Do D 2 C o; t < t þ ---- (44d) 

-- (44e-g) A Y 

4 , . 、, / 4 
l 
• 

àC 7f-(a DuYlnH ?) Co= DC ? 2 Co 

D a CO I 6 aφ -------- -- - --_.-o àt - /l; 3 v àr 

D a Co 1 o aφ ------- -o àt π 4 U àr 

cathod 

aηode， 

-- (44h,i) cathod φ=-0.512 - 0.0148 log( CO/ C w) 

H : H= &l Hs(t) Ns( 서 

φ=0; 

----- (45) 

ê c 첼1 C C.s (t) N s (샤 ----- (46) 

C cl= &l C cl s(t) Ns( 서 

Cc :::::: 

----- (47) 

ê o= 효:1 C o. s (t) N s (r); t < t þ 

C cl ~ 

----- (48) 

ê o= 뚫1 C o. s (t) L s ( r , z); t > t þ 

C o ~ 

----- (49) 

----- (50) 

C o ~ 

φ : 6= $l φ s (t) L s ( r , z) 

콘크리트가 물에 잠겨 있을 경우 cathode로의 산소의 제한된 접근으로 인 

농도의 극화가 발생한다. 만약 cathode 표면에서의 산소의 농도가 0이 

이동율은 최대가 될 것이다. 이는 제한된 확산 흐름 밀도와 관 

계되는데 이는 다음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하여 

라면 산소의 

----- (44) . à Cn 
i t.r=zF Do ( ~ :l'τι) 

ur r= RM 

부식흐름농도를 anode에서의 통하여 이력을 산소농도 분해된 정상상태의 

구하면 다음과 같다. 

-----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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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장기성능 평가 예측방법 구축 

1OCFR61 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의 시설이 300년 -500년 이상 

그 물리적특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이러한 규정을 적용 

해야 한다면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구조재로서의 콘크리트에 대한 

장기적 건전성의 평가는 500년 이상의 기간이 필요하므로 현실적으로 가능 

한 수준에서 장기간의 평가로 외삽이 가능한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이에 따 

라 본 연 구 에 서 는 ASTM E632-82 (Standard Practice for Developing 

Accelerated Tests to Aid Prediction of the Service Life of Building 

Components and Materia1s) 에 근거하여 그림 7-1에 나타낸 장기적 건전성 

평가방병을 구축하였다. 

이 방법은 건축 재료의 사용 가능 기간을 예측하기 위하여 수행할 가속화 

실험에서 밟아야 할 단계들을 제시하고 있다. 이 방법은 정량적인 방법이 아 

니라 다분히 정성적이며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이 방법의 적용은 

다음과 같은 어려운 점을 내포하고 있다. 첫번째로 시멘트 구조재의 붕괴 

메카니즘이 워낙 다양하고 그 메카니즘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아직 되어 있 

지 않다는 점이며 두 번째로는 시멘트 구조재의 붕괴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가 너무 많고 이를 정량화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점이다. 또한 각 구조재의 

형태나 주변 조건들이 워낙 차이가 많이 나서 일반화가 어렵고 실험실적으 

로 얻어진 결과를 현장에 적용하는데에도 많은 문제점이 었다. 따라서 이들 

모두를 고려하는 표준화된 방법이 각 상황별로 요구된다. 이 방법에 대하여 

각 단계별로 자세히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성능 요건 정의 

보통 사용조건에서 구조재로서 갖추어야 하는 성능 요구치에 대하여 확실 

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 성능에는 구조재의 용도 및 구조에 따라 다양한 항 

목들이 있으나 보통 구조재의 붕괴로 인한 강도의 약화 및 구조재의 변형 

등이 대표적인 성능항목으로 설정되어 있다. 사용함에 따라 구조재의 성 

능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보통 사용조건에서 허용되는 구조재의 최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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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능 값에 대한 정의가 우선 이루어져야만 구조재의 내구성 평가에 대한 다 

음 단계의 시험이 가능하다. 

2. 가능한 붕괴 과정의 인식 

구조재의 붕괴는 화학반응 등의 화학적작용， 기계적인 하중， 구성성분의 

증발， 부식， 수축， 팽윤， 미생물 성장 등 아주 다양한 원인들에 의하여 초래 

된다. 따라서 각 구조재의 붕괴 원인 및 그 붕괴 메카니즘에 대한 인식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하여 가능한 한 많은 수의 붕괴 원인 및 메카 

니즘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특히 구조재의 설치 환경이나 특성 등을 고 

려하여 중요한 메카니즘에 대한 확실한 이해가 선결되어야 한다. 

m 

밍
 



성능 요구치를 정의함 

가능한 붕괴 과정을 확인함 

붕괴를 나타내는 징후를 결정함 

예측을 위한 가속실험에 의하여 

결과 이해 및 수학적 modeling 

예측실험을 위한 성능 기준 마련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내구연한을 예측 

그림 7-1 예측실험을 위한 절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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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붕괴 징 후 변수 (degradation indicator) 결 정 

각 붕괴 원인 및 메카니즘 별로 구조재의 붕괴에 대한 징후의 인식이 필 

요하다. 붕괴에 대한 정량적인 척도의 마련을 위하여 구조재 붕괴에 대한 

정량적인 변화량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변화에는 측정이 요구되는 변화 

와 육안으로 확인되는 변화가 있는데， 측정이 요구되는 변화에는 압축강도， 

인장강도， 피로강도， 휩강도， 일정한 지속적 하중에 의한 변화로 정의되는 

creep, 열적 성질， dimension의 변화， 수분흡수도 등이 있으며， 육안으로 확인 

되는 변화에는 붕괴， 편상화 (f1하이ng) 균열 (crack) , 미생물의 성장 등이 있 

다. 이러한 여러 가지 변화 중에서 구조재의 설치환경이나 특성에 따라 붕 

괴의 정도 및 진행상황을 가장 적절히 나타낼 수 있는 징후를 나타내는 변 

화량을 정량화 하여야 한다. 

4. 예측을 위한 가속실험에 의하여 성능변화가 유도됨을 가정 

보통 사용 조건에서는 구조재의 성능변화 및 붕괴속도가 매우 느리기 때 

문에 이를 단기간에 확인하기 위한 가속화 실험 (accelerated tests)이 요구 

되는데， 구조재의 설치환경이나 특성에 따라 가속실험에 의한 구조재의 붕괴 

를 초래할 수 있는 붕괴 원인 빛 이로 인한 붕괴현상의 징후들을 설정하여 

야 하며， 이와 같은 가속실험에서 구조재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 및 조건들이 실제로 성능 저하나 붕괴를 유도한다는 가설설정이 요구 

된다. 

5. 사전실험 

본 실험을 수행하기 전에 앞서 설정한 구조재의 붕괴를 촉진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자 및 조건들이 실제로 성능 저하나 붕괴를 가속화 하여 성능감 

소 및 붕괴의 징후를 나타내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따라서 

사전실험에서는 가속화 실험의 타당성을 증명하는 단계로서 가속실험 시 설 

정되는 가속 조건 및 이로 인하여 나타나는 징후들이 본 실험에서 채택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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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붕괴의 초기 단계 메카니즘 및 영향인자
를 이해 

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본 실험 수행에 있어서 가속실험을 
위한 가 

혹조건의 설정 시 가혹조건의 범위를 정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하는 역 

할도 한다. 

6. 본 실험 

본 실험의 목적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실제 사용조건에서 구조
재의 내 

구성 예측이다. 따라서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실험과 사전실험에서 얻어진 

정보에 입각한 가속실험의 결과를 비교하여 이들 간에 어떤 관
계가 있는지 

또한 가속실험의 결과를 어떻게 실제사용조건 실험에 적용하는지
를 결정하 

는 단계이다. 사전실험에서 정하여진 가혹조건 상태에서 가속실험
을 수행할 

경우의 붕괴 메카니즘과 실제사용조건에서의 장기실험에서이 붕괴
 메카니즘 

을 우선 비교하여야 한다. 그래야만 두 실험 간에 상호 연관성이 
확보되며 

가속실험에 의한 결과를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내구성 예측에 사
용할 수 있 

기 때문이다. 동일한 붕괴 메카니즘인 것을 확인한 연후에 실제사용조건에 

서의 구조재 붕괴의 징후 및 붕괴정도와 가속실험에서의 그것들
을 비교하면 

단기간의 가혹조건에서의 붕괴와 장기간의 실제사용조건에서의 
붕괴 간에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고 가혹조건의 정도가 실제사용조건에서의 
결과 보다 

얼마나 가속화 효과가 있는지 계산할 수가 있다. 

7. 결과 이 해 및 수학적 modeling 

본 실험에서 얻어진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장기실험결과와 가혹조건
에서의 

가속실험 결과를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동일한 붕괴 메카니즘에 
의한 붕괴 

현상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그리고 동일한 붕괴 징후 변수를 측정
하여 이 

를 비교함으로써 가혹조건에서의 실험에 의한 가속언자(K)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K 二 RAT /R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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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RAT는 가속실험에서의 붕괴징후 변수의 변화율 RLT는 실
제사용조 

건 하의 장기실험에서의 붕괴징후 변수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가혹
조건에서 

의 실험과 실제사용조건 하의 장기실험에서의 결과를 비교하여 
가속인자를 

구하고 속도론적 입장에서 가혹조건과 시간과의 상관관계를 
수학적으로 

modeling한다. 

8. 예측실험을 위한 성능 기준 마련 

실제 사용조건 하의 장기실험 결과를 예측하기 위한 가혹조건 
하에서의 

가속실험 조건 및 실험방법을 일반화한다. 즉 가혹조건과 실제사용
조건 간 

의 가속인자(K)에 근거한 수학적 modeling 식을 근거로 하여 가혹조건에서 

만의 단기 실험결과를 가지고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장기성능을 
평가할 수 

있는 일반적 가속실험 방법을 각 붕괴 메카니즘 별로 구축한다. 

9. 실제 사용조건에서의 내구연한 예측 

이상에서 구축된 실험방법을 이용하여 미지의 시료에 대한 가속
실험 자료 

로부터 그 시료의 장기적 내구성 평가를 각 원인 및 붕괴 메카니
즘 별로 수 

행한다. 

제 4 절 본 연구에서의 가혹조건 실험평가 

본 연구에서 수행한 가혹조건 실험은 대체적으로 ASTM E632-82에서 제 

안한 방법대로 수행하였다. 우선 붕괴 메카니즘으로써 본 연구에
서 설정한 

것은 가장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화학적작용， 특히 콘크리
크 구조재와 

주변의 지하수와의 상호작용에 의한 화학적 작용으로 정하였다. 일
반적으로 

콘크리트 구조재의 경우 골재와 시멘트의 배합 비율에 따른 강도의
 편차가 

심하므로 특정 배합조건을 정하기 보다는 골재를 섞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 

트에 대한 실험이 그 적용성 면에서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
에 시멘 

트 페이스트의 화학적 작용에 대한 연구로 제한 하였다. 

- 99 -



또한 가속실험을 위하여 설정한 가혹조건인 고농도 용액에서의 
시벤트의 

붕괴 가속화가 확인되었고 붕괴 징후변수(degradation indicator)로서 이옹의 

침투 및 침출에 의한 침지용액의 농도변화 그리고 압축강도의 감소
를 설정 

하였다. 또한 가혹조건의 설정에 있어서는 지질환경 변화에 따른
 이온농도 

의 증가를 고려하고 또한 단기적으로 합축강도의 심각한 감소를 
초래할 수 

있도록 최고 농도를 모의 지하수 농도의 500배로 설정하였다. 이
상의 예비 

실험을 마치고 본 실험에 들어가서 실제사용조건 하의 장기실험으
로 모의 

지하수에 침지하여 이온의 침투 및 침출 정도 압축강도의 변화를
 조사하였 

고， 또한 가속실험으로 모의 지하수 농도의 500배까지 농도를 높여
 이옹의 

침투 및 침출 정도 압축강도의 변화를 조사하였다. 

실제 사용조건 하의 장기실험 및 기혹조건에서의 가속실험을 수행
하여 결 

과를 얻어내어 지하수의 조성 변화에 따른 시멘트 페이스트의 
내구성 감소 

가 확인되었고 침투거동 및 초기 붕괴 메카니즘에 대한 결과， 그
리고 노도의 

증가에 따른 침투의 가속화 및 압축강도의 감소도 확인되었다. 
이 자료들을 

근거로 가속실험 결과로부터 미지의 시료의 화학적 작용에 의한
 내구성 감 

소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실제사용조건
 하의 장기 

실험 즉 모의지하수 침지실험의 기간이 다소 짧아 가혹조건에 의
한 가속실 

험에서의 압축강도 감소에 미치지 못하여 정확한 가속인자의 계산이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실험 상의 문제로 고농도 용액에서 침지 시간 별로
 압축강 

도의 변화를 측정하지 못하여 가속인자의 계산이 더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 

나 본 연구에서는 화학적 작용은 물론 기타 다른 인자들에 의한 붕
괴 현상 

의 가속화 실험의 방법을 구체적으로 정립하였다는데 큰 의의가 있
으며 몇 

가지 보충실험을 수행한다면 정확한 장기 내구성 평가를 위한 구체
적 방법 

의 제시에는 전혀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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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결 론 

처분장 구조재의 장기성능평가를 위하여 먼저 구조재의 내구성을 평가 

하여야 한다. 처분안전성 목표에서부터 역으로 처분장 조건을 설정하여 구 

조재의 기능 및 내구 연한을 정의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연구에서는 

자료/문헌 조사에 의하여 구조재의 기능 내구연한 정의를 위한 조사를 수 

행하였다. 열화인자(Degradation Factor)와 균열기준(Fracture Criteria) 설 

정에 대하여 영국의 예(例)를 조사하였다. 처분장 지하수 환경 조건 설정 

을 위하여 국내 지하수 조성을 조사하였다. 처분장 부지의 지질성 평가를 

위해서는 황과 염소 이온을 중시할 필요가 있다. 처분장 구조재의 내구성 

을 미국과 같이 수백년으로 정의할 경우 그 것을 증명하기 위한 실험방법 

의 설정이 매우 큰 연구과제 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구조재의 내구성을 

장기적으로 정하는 것은 일단 처분장의 부지조건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 

서 처분의 안전성을 어떠한 경우에도 보장하겠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의미 

가 있다고 판단되나 현실적 보장이 확실시 될 경우에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처분시설의 시벤트콘크리트 구조재의 내구성 감소원인에 대하여 조사하였 

고 증류수와 모의 지하수 중에서의 시멘트 성분침출과 지하수 성분침투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지하수 성분중에서 시멘트의 내구성 감소에 큰 

영향을 미치는 이온의 종류를 확인하였다. Ca2+, Mg2+ , C1- , SO42 의 4가지 

이온이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하였으며， 특히 sol- 이온의 경 
우 내구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자현미경과 

EDX 실험을 통하여 각 이온 성분들이 시멘트 페이스트 시편내부로 침투하 

였으며 이온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microcrack 이 발생하여 압축강도의 직접 

적인 저하를 야기하였다. ASTM에서 제시한 장기 내구성 예측 가속화 실험 

방법을 설정하여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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