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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제 목 

o 
..u.... 약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증가에 따른 영향 연구(1)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간척시설물이나 해안구조물 둥과 

같이 해수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이 활발 

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I 앞으로 염해에 의한 철근의 부식은 그 중요성 

이 더욱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무렵에는 내구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전 및 

부속 구조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 

다. 해수환경하에 건설되는 토목구조물들은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 뿐 

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재료의 내구성과 이에 따른 내구연한을 고 

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구 

성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평가I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I 아직까지 이러한 염소이온의 침투현상을 실제에 적용하였 

을 경우 실제의 측정 자료 부족 동의 이유로 신뢰성이나I 그 정확성 

둥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예측 기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배합종류에 따라 풍부한 실험 및 실측 자료의 축 

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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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및 각종 실험을 통하 

여 원전구조물의 내구 수명 평가기법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 

과 해수저항성이 우수한 고성능 콘크리트를 원전구조물에 적용함으로 

써 원전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기술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 

며， 적정 내구연한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해수의 영 

향을 받는 환경하에서 콘크리트의 합리적 사용방안 및 평가방안을 마 

련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111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을 규명하고l 해수의 

침입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합설계별 침투깊이 평가를 통하여 

해수 환경하에서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년한을 합리적으로 

예상l 산정하는 데에 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염소이온의 침투현 

상과 철근부식 발생기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염소이온 침투에 따른 

콘크리트내의 염소이온의 침투깊이 산정/ 침투 농도 결정 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수에 대한 내 

구수명 향상과 내구성 산정을 위해서 국내 원전구조물에 적용되고 있 

는 배합을 중심으로 시벤트 종류와 혼화재의 종류를 주요 실험변수로 

하여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개발 내용 및 범위는 다음과 같다. 

q 
니
 



O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 규명 

- 침투과정의 이론모델 분석 

- 해수의 직접 침투 메가니즘 규명 

- 해염입자의 대기이동에 따른 침투 메카니즘 규명 

。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 유동특성 분석실험 

-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특성실험 

。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염분침투실험 

- 해수의 침입에 따른 염분농도 및 침투깊이 평가 

- 콘크리트 재령에 따른 염분침투실험 

-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내부식성실험 

- 철근부식을 유발하는 염소이온의 농도추정 

IV. 연구개발 결과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각 지역별 해수의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구조물의 성능저하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해수의 침투메카니즘을 규명 

하였다. 그리고 각종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 

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하여 시벤트 종류와 혼화재의 종류를 

주요 변수로 하여 콘크리트의 강도특성 실험을 수행 중에 있고 해수 

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염분침투 및 철근의 부식 실험을 위하여 

같은 변수에 대하여 철근부식실험 및 염분침투실험을 수행하고 있으 

며 이러한 연구 결과는 부식실험이 지속적인 실험이므로 2차년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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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측정하여 실험 완료 후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각 지역별 해수의 특성은 시기별 l 지역별로 바 

닷물 무게당 염소이온의 양은 최소 15gjkg에서 최대 20gjkg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각 지역별로는 동해안/ 남해안에 비하여 서해안이 보다 작 

은 염분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는 2월 

과 8월의 염분량의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 

다. 

3.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지만 해 

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은 침식이 원인이 되는 불리적인 침 

해현상과 해수중의 염소이온의 침투로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 

을 일으키는 화학적 침해현상이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침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염소이온의 콘크리트 내부로의 침투는 확산현상에 의한 침 

투I 간극수에 의한 침투y 모세관력에 의한 침투 동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콘크리트가 염소이 

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지배적인 침투 메차니즘 

이 달라진다.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경우는 모세 

관 흡수가 지배적이며 해수에 직접 닿아 포화되어 있는 구조물 

의 경우에는 확산에 의한 염소이온의 침투가 지배적이다. 

5. 염소이온의 침투에 의한 철근부식과 염소이온의 침투깊이 

산정 동을 위한 실험을 시벤트 종류와 혼화재의 종류를 주요 변 

I 

니
 



수로 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 

할 예정이다. 

V. 연구개발의 활용계획 

본 연구에서 철근부식 및 염소이온 침투 시험은 장기측정이 요구되 

는 것으로 현재에 측정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실험들이 완 

료되는 시점인 2차년도 연구기간 종료시점에서 실험 결과로부터 염소 

이온의 침투깊이 산정과 철근의 부식의 상관관계를 도출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상관관계를 토대로 원자력 발전소와 해안에 

건설되어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평가하고 예측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예측 및 평가 방안이 마련되면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설 

계 단계에서 내구년한을 고려한 합리적인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또한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과 원자력 발전소 구조물 

등의 잔존내구 수명을 예측하는 데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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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1 . Title 

A study on the effects of Seawater on the Durable Life of 

Concrete Structures(I) 

11. Objectives and Necessity of the Study 

Recently, many concrete structures are being built in seawater 

environments. These structures are vulnerable to corrosion due to 

seawater aUacks. The mechanism of seawater penetration must be 

clarified to establish the durable concrete struct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plore the mechanism of 

chloride penetration and to estab1ish reasonable method to enhance 

the durabi1ity of concrete structures. 

To this end, a comprehensive experimental study on the 

corrosion of reinforcing bar has been conducted. 

111. Scope and Contents of the Study 

The final goal of this study is clarify chloride pene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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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chanism and to evaluate chloride penetration depth of concrete 

structures under seawater attack. These results will be used to 

determine durable life of concrete structures under seawater 

envìronments. 

The scope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Clarification of the mechanism of chloride penetration 

- Theoretical modeling of seawater penetration . 

- Clarification of penetration mechanism of air-born chloride 

particles 

。 Exploration of the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concrete 

exposed to sea water 

- Workability and flowability analysis 

- Strength test of hardened according to chloride ion content 

。 Chloride ion penetration test 

Evaluation of penetration depth and concentration of 

chloride ion due to seawater attack 

- Chloride penetration test according to concrete age 

- Corrosion test of hardened concrete according to concrete 

seawater 

-Estimation of chloride concentration that induce steel 

corroslOn 

。
。



IV. The Results of the Study 

In this study, the chloride ion concentration of seawater around 

our country have been analyzed and the deterioration mechanism 

of concrete structures have been also analyzed. The penetration 

mechanism of seawater into the concrete has been also studied. 

To this end, a comprehensive experimental program has been 

setup. The major test variables include the type of cement and the 

type of mineral admixture. The strength test as well as corrosion 

test have been conducted to explore the effects of chloride ion 

penetration on the properties of concrete. 

The following results have been obtained from this study. 

1. The chloride ion concentrations of seawater in coastal areas 

of our country very from 15g to is 20g depending upon 

each region. 

2. The chloride ion concentration of West sea(Yellow sea) is 

generally lower than that of East sea or South sea. The 

reasonable difference of chloride ion concentration between 

February and August is larger in South sea and Jeju island, 

comparing with other regions. 

3. The deterioration phenomena of concrete structures under 

seawater environments can be generally classified into two 

categories. One is the physical degradation due to erosion 

action of seawater and the other is the chemical degradation 

Q 
. ) 



due to corrosion of reinforcernents. 

4. The penetration rnechanisrn of chloride ion into concrete 

structures is cornbined process which consists of penetrations 

due to diffusion, pore water and capillary forces. The 

governing penetration rnechanisrn is different according to 

exposed environrnental conditions. Narnely, the capillary 

absorption is governing for partially saturated concrete 

structures and the diffusion process is governing for fully 

saturated structures under seawater. 

5. The cornprehensive experirnental prograrn is now 

undergoing to explore the penetration depth and steel 

corrosion due to chloride ion. Major test variables are types 

of cernents and rnineral adrnixtures The strength and 

corrosion characteristic are being deterrnined frorn those tests 

and the results will be reported in the second year report 

since the corrosion test inherently needs longer period. 

V . The Applications of the Results 

The corrosion rnechanisrn and the penetra tion of chloride ion 

will be through studied. These results will allow the estirnation of 

durable life of concrete structures in nuclear power plants. The 

developed theory of evaluation procedure for the corrosion can be 

efficiently used in the design of concrete structures of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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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plants and estirnation of rernaining durable 1ife of concrete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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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1절 연구배경 및 필요성 

국가경제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원자력 발전소 동 국가 기반시 

설물로서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설되는 순간부터 여러 물리적y 화학 

적 환경에 노출되고I 이러한 불리적 l 화학적 환경에 의하여 콘크리트 

는 성능저하가 시작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이상적 요구사항 

은 원래의 성능을 다하면서 목표기간동안 존재하는 것이나/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하여 손상을 받게된다. 

여러 가지 손상의 원인 중에서 콘크리트내의 철근 부식은 철근콘크 

리트 구조물의 사용성과 내구연한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주요한 것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콘크리트 구조물은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철 

근자체의 단면적 감소/ 철근 리브에 의한 부착력 감소 둥에 의하여 성 

능저하를 일으키나/ 철근 자체의 부피팽창으로 콘크리트 피복이 탈락 

되어 구조물 성능에 심각한 손상을 주게된다3)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간척시설물이나 해안구조물 뿐만 

아니라 영종도 신공항 접속교량인 영종대교I 서해고속도로상의 서해대 

교I 광안대로상의 광안대교 동과 같이 해수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앞으로 염해에 

의한 철근의 부식은 그 중요성이 더욱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무렵에는 내구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원전 및 부속 구조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합리적인 

이
 μ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환경하에 건설되는 각종 토목구조 

물들은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 뿐 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재료의 내 

구성과 이에 따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할 것이 

며 r 이를 위해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및 내구연한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까지 구조물의 내구성 및 내구년한을 합리적으로 예측하기 위 

한 노력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으며 l 많은 연구자들은 콘 

크리트 내의 철근의 부식을 주요한 변수로 하여 내구년한 예측기법을 

제안하고 있다. Clifton둥은 지금까지 연구된 내구년한 예측기법을 경 

험에 기초한 내구년한의 예측/ 유사한 재료간의 성능비교에 의한 내구 

연한 예측l 촉진 시험에 의한 내구년한의 예측/ 수학적 모텔에 의한 

내구년한의 예측/ 추계학적기법에 의한 내구년한의 예측 둥으로 분류 

하여 제시하였다4) 이 중에서 수학적 모텔에의 의한 내구년한의 예측 

기법은 주로 Fick의 확산법칙에 근거하여 염소이온의 침투현상을 수학 

적으로 기술함으로써 염소이온에 의해 유발되는 부식의 시작시점을 

예측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러나I 아직까지 이러한 염소이온의 침투현상을 실제에 적용하였 

을 경우 실제의 측정 자료 부족 등의 이유로 신뢰성이나/ 그 정확성 

동에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예측 기법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여러 배합종류에 따라 풍부한 실험 및 실측 자료의 축 

적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m 

ι
 



제 2절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을 규명하고 및 각종 실험을 통하 

여 원전구조물의 내구 수명 평가기법의 정립을 위한 기초자료의 축적 

과 해수저항성이 우수한 고성능 콘크리트를 원전구조물에 적용함으로 

써 원전구조물의 내구수명 연장기술을 도모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으 

며/ 적정 내구연한에 기초하여 우리 나라 실정에 적합하도록 해수의 

영향을 받는 환경하에서 콘크리트의 합리적 사용방안 및 평가방안을 

마련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활용하고자 

한다. 

제 3절 연구내용 및 범위 

본 연구의 최종목표는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을 규명하고l 해수의 

침입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배합설계별 침투깊이 평가를 통하여 

해수 환경하에서 설치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년한을 합리적으로 

예상l 산정하는 데에 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염소이온의 침투현 

상과 철근부식 발생기구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r 염소이온 침투에 따른 

콘크리트내의 염소이온의 침투깊이 산정/ 침투 농도 결정 둥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을 비교 분석하였고， 콘크리트 구조물의 해수에 대한 내 

구수명 향상과 내구성 산정을 위해서 국내 원전구조물에 적용되고 있 

는 배합을 중심으로 시멘트 종류와 혼화재의 종류를 주요 실험변수로 

% 

ω
 



하여 광범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의 연구개발 목표는 다음과 같다. 

。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 규명 

- 침투과정의 이론모델 분석 

- 해수의 직접 침투 메차니즘 규명 

- 해염입자의 대기이동에 따른 침투 메차니즘 규명 

。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역학적특성 

- 유동특성 분석실험 

-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특성실험 

。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염분침투실험 

- 해수의 침입에 따른 염분농도 및 침투깊이 평가 

- 콘크리트 재령에 따른 염분침투실험 

-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내부식성실험 

- 철근부식을 유발하는 염소이온의 농도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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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해수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메카니즘 

제1절 국내 각 지역별 해수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는 연안 해수의 특성 중에서 염소이온의 농도 특성을 

알아내어 이를 해수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철근부식 실험을 비롯한 

구조물의 내구성 시험 및 내구연한 산정 및 예측의 기초 자료로 활용 

하고자 한다. 

우리 나라 연안의 해수특성은 연안의 정선해양관측점에서 수섬별로 

해수의 온도/ 염분량l 용존산소량 동을 측정한 국립수산진흥원에서 발 

간한 해양조사연보1)의 자료를 토대로 정리 분석하였다. 

우리 나라 연안의 정선해양 관측 위치도는 그림 2.1과 같으며/ 본 연 

구에서는 해안선을 따라 서해안 측정점 중에서 당진 앞바다(Station 

307-3), 고군산군도 앞바다(Station 309-01), 대 흑산도 앞바다(Station 

311-04)의 세 지점을I 남해안 측정점 중에서는 맹골도 앞바다(Station 

312-02), 거 문도 앞바다(Station 204-03), 거 제 도 앞바다(Station 206-01), 

부산 앞바다(Station 207-01)의 네 지점을/ 통해안에서는 속초 앞바다 

(Station 107-01), 울진 앞바다(Station 104-04), 포항 앞바다(Station 

102-04)의 세 개 지 점 과 제 주도 앞바다(Station 203-03), 울릉도 앞바다 

(Station 105-1이의 127~ 지점에 대하여 해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표 

2.1) 

띠
 ω 



해수의 표면 수옹은 모든 측정점에서 2월경에 최저， 8월경에 최대 

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분량은 당진 앞바다의 경우 2월에 

31.687%0, 8월 에 31.733%0' 고군산도 앞바다의 경 우 2월 에 31.910%0 , 8 

월 에 31.380%0, 대 흑산도 앞바다의 경 우는 2월 에 32.370%0' 8월 에 

32.759로 나타났고， 남해 안인 맹 골도 앞바다는 2월 에 34 .288%0 , 8월 에 

28.354%0으로， 거 문도 앞바다는 2월 에 34.430%0 , 8월 에 32.340%0으로I 

거 제 도 앞바다는 2월 에 34 .550%0, 8월 에 32.350으로/ 부산 앞바다는 2 

월에 34 .550%0, 8월에 32.350%0으로 나타났으며 l 동해안의 경우 속초 

앞바다는 2월에 34.010%0' 8월에 32.480%0으로 울진 앞바다의 경우 2월 

에 34.010%0' 8월에 33.140%0으로/ 포항 앞바다의 경우 2월에 34.550%0' 

8월에 33.110%0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울릉도의 경우 2월에 34.220%0' 

8월에 33.870%0으로 나타났으며 제주도의 경우 2월에 34.730%0' 8월에 

26.070%0으로 나타났다. 표2.1에서 알 수 있듯이 서해안에 비하여 남해 

안 동해안 해수 중의 염분량이 비교적 많으며/ 제주도를 비롯한 남해 

안의 경우는 2월과 8월의 염분량의 차이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큰 차 

이를 보이고 있다. 

매년 발간되고 있는 해양조사연보를 분석해 보면 해수중의 염분량 

은 연도별/ 지역별/ 시기별로 약간씩 변화하고 다른 값을 나타내고 있 

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평균적으로 최소염분량 26%，。정도에서 최 

대염분량 35%，。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해수중의 염소이온 농도 

는 해수의 총 염분량에 따른 해수의 각 주요 이온의 몰수를 나타낸 

표2.2에서 그 값을 계산할 수 있으며/ 이 염분량으로 염분량에 따른 

각 이온의 농도표에서 염소이온의 몰농도를 찾아보면 최소 약 0.42 

mol에서 최대 0.56 mol 정도의 범위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는 표2.3에 나타나 있듯이 l 해수중 염소이온의 평균적인 농도(염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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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기준) 199jkg SEA WATER와 비교해 보면 최소 염분량일 때는 

염소이온 약 15gj kg SEA W A TER을 최대 염분량일 때는 염소이온 약 

20gjkg SEA W A TER을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염소이온 

15gjkg SEA WATER을 가지는 경우는 약 2.5%의 NaCl용액 속의 염 

소이온량과 같으며/ 염소이온 20gjkg SEA WATER을 가지는 경우는 

약 3.3% 의 NaCl용액 속의 염소이온량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기초로 하여 최소 염소이온 양의 2배 

의 염소이온을 가지는 5%의 NaCl용액을 모든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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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a 측정점별 수온 및 염분량 

Station 307-03 309-01 311-04 312-02 203-03 204-03 
걱rλ 디1 

당진 
고군산 대흑산 

맹골도 제주도 거문도 
(m) 군도 도 

2월중 0 2.45 3.55 3.74 9.99 13.01 10.73 

표면온도 10 2.48 3.54 3.76 10.00 13.01 70.76 

(t) 20 2.51 3.54 3.79 9.95 13.01 70.67 

8월중 0 20.66 25.38 24.39 26.12 28.78 25.95 

표면온도 10 20.22 25.03 20.56 25.46 22.54 21.15 

CC) 20 20.18 21.04 19.63 20.98 18.63 18.00 

2월중 0 31.687 31.910 32.370 34.288 34.730 34.430 
10 31.687 32.033 - 34.319 34.640 34.420 

염분량(%o) 20 31.709 32.015 32.364 34.270 34.620 34.410 

8월중 0 31.733 31.380 32.759 28.354 26.070 32.340 
10 31.735 32.235 33.078 28.848 31 .560 32.510 

염분량(%o) 20 31.746 32.405 33.120 31 .872 32.770 33.830 

표 2.1b 측정점별 수용 및 염분량 

Station 206-01 207-01 102-04 104-04 105-10 107-01 
수심 

거제도 부산 포항 울진 울릉도 소êf3:: (m) 
2월중 0 12.75 12.84 10.62 6.56 8.32 4.67 

표면온도 10 12.76 12.84 10.52 6.61 8.30 4.67 

(OC) 20 12.76 12.84 10.18 6.32 8.31 4.09 

8월중 0 25.88 27.37 21.80 22.31 24.65 19.51 I 

표면온도 10 19.21 21.80 15.32 16.85 22.93 14.65 I 

rC) 20 17.57 18.22 13.33 13.45 18.03 11.25 I 

2월중 
0 34.550 34.550 34.550 34.010 34.220 34.010 

10 34.550 34.560 34.540 34.010 34.220 34.010 
염분량(%o) 

20 34.550 34.550 34.490 34.040 34.210 34.020 

8월중 
0 32.350 32.070 33.110 33.140 33.870 32.480 

10 33.430 33.020 33.420 33.160 33.900 33.440 
염분량(%o) 

20 33.700 33.390 33.700 33.750 34.090 33.780 

- 29 -



표 2.2 해수중의 염분량에 따른 주요 이온의 볼수 

Constituent Salinity 

30.0%，。 34.8%1。 40.0%1。

cr 0.48243 0.56241 0.64997 
Na+ 0.41417 0.48284 0.55801 
MgL+ 0.04666 0.05440 0.06287 
504ι- 0.02495 0.0209 0.03362 
CaL+ 0.00909 0.01059 0.01224 
K+ 0.00902 0.01052 0.01215 
HC03- 0.00211 0.00245 0.00284 
Br- 0.00074 0.00087 0.00100 
B(OHh 0.00038 0.000와 0.00051 
SrL+ 0.00008 0.00009 0.00011 

표 2.3 해수중의 주요 이온농도 ; 염분량 35%0 기준 (gjkg Sea Water) 

Ion 
Average 

Range Reference 
value 

Chloride 19.535 
Sodium 10.76 10.72 - 10.80 Cukin and Cox(1966) 

10.79 10.76 - 10.80 Riley and Tongudai(1967) 

Magnesium 1.297 1.292 - 1.301 Cukin and Cox(1966) 
1.292 1.296 - 1.287 Riley and Tongudai(1967) 

Sulfate 2.712 2.701 - 2.724 Morris and Riley(1966) 

Calcium 0.4119 0.4098 - 0.4134 Cukin and Cox(1966) 
0.4123 0.4088 - 0.4165 Riley and Tongudai(1967) 

Potassium 0.399 0.393 - 0.405 Cukin 뻐d Cox(1966) 
Riley and Tongudai(1967) 

Bicabonate 0.145 0.137 - 0.153 Koczy(1956);Postma(1964) 
Park(1966) 

Bromide 0.0673 0.0666 - 0.0680 Morris and Riley(1966) 
Boron 0.0046 0.0043 - 0.0051 Culkin(1965) 
Strontium 0.0048 0.0074 - 0.0079 Cukin and Cox(1966) 

0.0081 0.0078 - 0.0085 Riley and Tongudai(1967) 

Fluoride 0.0013 0.0012 - 0.0017 Greenhalgh and Rilry(1963) 
Riley(19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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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및 원인 

1. 구조물의 성능저하 개념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Deterioration)은 외부적/ 내부적 영향과 툴 

리， 화학적 요인 동에 의하여 재료의 품질l 기능 동 구조물의 성능이 

시간경과에 따라 저하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구조물이 가지는 내구성 (Durability)과 

관련되어 있는 개념이다. 구조물의 내구성이라 함은 구조물이 폰재하 

는 동안 만족할 만한 수준의 신뢰성 (Reliability)과 사용성 

(Serviceability)을 유지하는 능력이다. 여기서 사용성이란 구조물의 설 

계/ 시공시에 목표한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한다. 

따라서 구조물의 내구성이라 함은 구조물이 풍화 작용/ 화학 작용/ 마 

모 또는 다른 성능저하 과정 둥에 의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성능저 

하 현상에 저항하는 능력으로 정의될 수 있다. 

기존의 콘크리트 구조물 설계에 있어 설계자들은y 대부분 재료의 

강도특성에 주의를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재에 이르러서는 구조물의 

수명예측 동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재료의 내구성에도 많은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다. 구조물의 내구성을 

고려하여 설계된 내구적인 콘크리트 구조물은 외부 환경에 노출되었 

을 때/ 원래의 형태 I 재질I 사용성 동을 유지하여 구조물에 발생하는 

성능저하에 저항력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구조물이 성능저하 현상에 

대하여 저항력을 가지기 위해서는 구조물의 설계시에 내구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최근에는 내구성이 구조물 설계에 있어서 하나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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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콘크리트 성능저하의 물리적인 원인 

균 열 

부피변화 구조하중 금한옴도노출 

1.온도 및 습도 1.과하중 및 충격 1 동결융해작용 

2.간극에서 염의 2.주기적인 하중 2.물 

결정화 압력 (피로) 

그림 2.2 콘크리트 성능저하의 물리적 원인 

그립 2.3 콘크리트 성능저하에 대한 화학작용의 분류 

% 

ι
 



2. 구조물의 성능저하 과정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I 콘크리트는 여러 가지의 내적/ 외적 요인 

에 의해서 성능저하를 일으키는데 l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재료 내에 존재하는 수분에 대한 몇 가지 성질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음은 이들 콘크리트 및 시벤트 경화체 내부에 존재하는 수분의 성 

능저하에 관련된 성질들이다. 

@ 대다수 자연재료의 생성과 파괴에 관여하는 수분은/ 콘크리트 

내구성 문제에 있어 큰 비중을 차지한다. 공극을 포함한 재료 

에서/ 수분은 성능저하의 물리적 발현에 있어 원인이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고I 또한l 여러 유해한 이온들의 수송수단이 되 

기도 한다. 

@ 공극을 포함한 재료에서/ 수분의 이동과 관련된 물리-화학적 

현상은 재료의 투수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 성능저하율은 수분내의 이온 종류와 집중도， 그리고 재료의 화 

학조성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통상 토목시설물은 수분에 노출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적어도 강 

우 둥에 의하여 수분과 접촉하게 된다. 이상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수 

분이 콘크리트의 성능저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구조물의 

내구성 및 성능저하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이 노출되어 있는 수분의 범위를 어떻게 관리 통제하 

며 콘크리트의 수밀성을 개선/ 유지하느냐는 그 내구성에 있어 대단히 

중요한 요소이다. 본 절에서는 콘크리트 성능저하의 매개체로서 수분I 

% 

ω
 



즉 물의 역할과 성능저하과정을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고/ 다음 절에서 

성능저하의 원인에 대해 유형별로 상세히 살펴보기로 한다. 

가. 콘크리트내에서의 물의 전달기구 

콘크리트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거의 모든 화학적/ 불리적 과정 

은 공통적으로 크게 두 가지 요인에 의해 지배를 받는다. 그 첫째는 

간극과 균열사이로의 물의 이동이고l 다른 하나가 이 콘크리트 내부의 

물이다. 침해적 성분을 포함한 가스나 물의 침투와 이 침해적 성분과 

물의 결합기구가 중요한 요인으로 전달효과(transport effects) 및 정도I 

속도는 콘크리트 표변의 간극구조와 균열에 의존적이고l 간극구조 

(pore structure)는 간극의 분포(pore distribution)와 간극의 총량 

(porosity)을 의 미 한다. 

간극구조l 균열분포y 균열과 간극에 물이 차 있는가의 여부가 침투 

수와 가스에 용해된 침해성분의 전달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이고/ 이 

전달의 속도는 전달기구에 따라 달라진다. 화학적인 결합기구가 침투 

수와 가스의 전달에 관련된 경우 시벤트와 골재의 화학적 성분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나. 콘크리트의 간극구조 

국부적인 환경조건에 시벤트 페이스트의 간극 구조는 결정적으로 

침투에 영향을 주는데/ 콘크리트와 같은 공극성 재료의 전달 특성은 

열려진 간극성 (open porosity)과 간극 크기의 분포에 의해 결정되어진 

다. 열려진 간극이란 가스나 물의 전달이 가능하거나 용해된 침해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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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교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결된 빈 간극을 의미하는 것으로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 20-30%를 차지하는 회복 가능한 최대 함수량 

과 상응한다. 

간극의 크기 분포는 전달속도에 영향을 미치는데/ 그 특성에 따라 

간극이 다져진 간극(compaction pores), 공기간극(air pores), 모세 간 

극(capillary pores), 또는 겔간극(gel pores)으로 구분될 수 있고/ 좀더 

일반적인 분류로는 크기에 따라 대간극(macro pores), 중간극(meso， 

capillary pores), 소간극(micro pores)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때 중간 

극과 대간극이 콘크리트의 내구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콘크리트 

의 화학적l 물리적 영향에 대한 저항성은 모세 간극의 양이 많을수록 

현저히 감소한다. 

다. 간극과 물의 상호작용 

고체의 표변에는 인접 결합성분의 부족으로 잉여에너지 (surplus of 

energy, surface energy)를 갖고/ 시멘트 경화체의 간극에서 잉여 에너 

지는 간극주위의 물분자를 간극표면으로 홉수하는 현상을 발생시킨다. 

이 물분자가 앓은 막을 구성하고/ 이 막의 두께는 간극 내부의 습윤 

정도에 따라 달라진다.(그림 2.6) 간극반경이 감소하면 간극의 비표면 

적이 증가하고I 간극체적에 대한 상대적인 홉수물의 양이 어떤 간극의 

임계반경 까지는 증가한다. 따라서 작은 반경을 갖는 간극의 경우 물 

로 모두 차있게 된다. 이 과정이 소위 모세 웅축(capillary 

condensation) 이 라는 것 이 다. 

따
 ω 



TRMPαted 19"에 

그림 2.4 콘크리트에서 물의 전달현상 

이 간극의 임계반경은 간극내부 공기의 습윤량에 의해 영향을 받으 

며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둘러싼 주위 공기 

의 상대습도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그림 2.7) 겔간극의 작은 반 

경을 갖는 간극의 양이 많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의 습도 

상태에도 높은 함수비를 갖을 수 있다. 공기의 습도가 증가할수록 큰 

간극이 물로 채워지게 되고 침투 가스의 확산을 용이하게 하는 간극 

공간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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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간극 크기의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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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결합현상을 표현하는 단순화된 간극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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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농도차에 따른 간극을 통한 확산 

라. 습윤공기의 전달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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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에 

공기의 상대습도에 따라 영향을 

- 38 -

같이 바와 언급한 앞서 

주위 



리 고 이 간극의 표면은 홉착(adsorption)에 의 한 앓은 층의 물에 의 해 

덮여져 있다. 따라서 가스나 물의 전달 및 물에 용해된 어떤 성분의 

전달도 이런 상태하에서 확산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2.6) 확산은 

농도의 차이를 평형되게 하고자 하는 경향에 의해 유발된다.(그림 2.8) 

C02는 간극벽을 구성하는 콘크리트와 반응하여 간극내의 CO2 농도 

를 낮추어 C02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확산현상을 발생시킨다. 

유사한 현상으로 철근의 부식에 의해 02 농도가 낮아짐으로 해서 02 

가 확산하는 전달이 발생한다. 

콘크리트 주위의 습도가 변하고l 건조하게 됨으로 해서 물의 증발 

과 확산이 항상 일어난다. 물에 용해된 물질(예를 들어 chloride-ions) 

의 확산은 물로 채워진 간극에서나 간극표면의 앓은 물의 막에서 발 

생하는데/ 앓은 물의 막의 두께가 작고 물로 채워진 간극의 양이 작을 

수록 물에 용해된 물질의 확산속도는 콘크리트의 함수비 감소와 더불 

어 발생한다. 

마. 강우나 일시적 흐름(rain and splash water)에 의한 전달기구 

콘크리트 표면이 비나 일시적인 흐름에 의해 젖게 되는 경우의 물 

의 전달은 매우 중요하다.(그림 2.8) 모세관 홉수에 의해 물의 침투가 

발생하고I 이 침투는 간극수압의 증대로 인해 가속화된다. 연속적인 

물의 전달은 다른 콘크리트의 표변에서 물이 공기중으로 증발하는 경 

우에 발생하게 되고l 이 물이 전달되는 현상의 정도는 증발I 모세관 

흡수/ 수압의 관계에 의하여 결정된다.(그림 2.1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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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lash waler 

/ 
/ 
/ 

그림 2.9 강우에 의한 콘크리트의 간극 

그림 2.10 표면에너지에 의한 모세힘 

물의 전달을 따라서 물에 용해된 물질(예를 들면 carbonates, 

chlorides, sulphated) 이 침 투되 고 물 이 증 발되 는 영 역 에 서 이 물 질 은 

남게 되는데 매우 높은 농도를 갖게 된다. 백화현상은 이런 영향에 의 

한 것으로서 l 이 물질들은 콘크리트의 표변에서 재 결정화한다. 콘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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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표면에서의 염의 재 결정화(salt crystallization) 자체에 의한 팽창 

력은 비교적 작은 손상요인이 되나I 이 침해적인 잔류물질의 집중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시벤트 경화체나 골재와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영향 

은 매우 심각한 손상요인이 된다. 

- 제 3절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성능저하의 유형별 분석 

1. 동결융해에 의한 성능저하 

가. 동결융해 및 발생기구 

콘크리트 구조물은 자연적인 혹은 인위적인 온도의 상승y 강하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온도가 간극수의 동결점 아래에서 그 이상으 

로/ 동결점 이상에서 그 이하로 떨어지는 온도변화가 있을 때 구조물 

성능저하의 원인이 되는 동결융해 작용(Freezing and thawing)을 받게 

된다. 

이에 대한 피해 사례는 곳곳에서 발견되는데 구조물의 부분적인 내 

구성의 저하를 유발하기도 하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구조물 전체의 

사용성에 큰 타격을 주기도 한다. 따라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결융해 

작용에 대한 파괴 사례 분석과 원인 규명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며 l 현 

재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동결융해 현상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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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wer, Helmute, Litvan, Verbeck, Landgren 둥 에 의 해 콘크 리 트 

구조물의 동결융해 작용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으며 좀 다른 측 

면에서 T.Faulker, R.Walker도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동결융해 작용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살펴보면 크게 다음 두 가지의 가설로서 그 원 

인이 설명되고 있다. 

CD Hydraulic pressure hypothesis 

(2) Frost action hypothesis 

이 두 가설을 중심으로 동결융해작용의 발생기구를 살펴보면 다음 

과 같다. 젖어있는 상태의 경화된 콘크리트가 온도가 낮아지면 시멘 

트 모르타르의 모세간극 안에 있는 간극수가 얼게 되는데 이때 약 

9.1%정도의 체적이 증가하게 된다. 간극에 따른 간극수의 상이한 빙점 

에 의해 얼지 않은 부분의 간극수가 동결부분의 수분이 소실되는 것 

에 대한 저항력으로 간극수압이 발생하고 모세관 작용으로 동결부분 

의 간극은 점진적 팽창을 한다. 또한 연속적인 간극수의 동결과 융해 

가 일어나는 경우 체적변화가 심화되고 반복되는 동결융해작용은 누 

적효과를 나타낸다. 이 작용은 주로 시멘트 경화체 (Cement paste)에서 

일어나고 콘크리트 배합시에 간극이 공기로 채워지면 이로 인해 동결 

융해작용은 점진적으로 진행된다. 이러한 손상의 누적과정은 부분적으 

로 콘크리트의 열전달율에 기인하고/ 또 부분적으로 얼지 않은 간극수 

에 용해된 알칼리성분의 점차적인 집중에 기인하며， 그리고 부분적으 

로 간극의 크기에 따른 동결점의 다양함에 기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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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 시멘트 경화체의 간극구조 

G찌 공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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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앙흑혁(업융) 

모에판 

그림 2.12 모세관의 동결팽창 

간극안의 얼음체에 표면인장력은 체적이 작을수록 크게 되며 I 동결 

은 큰 간극으로부터 시작하여 작은 간극으로 전개된다. 간극이 매우 

작은 경우의 겔 간극(Gel pores)은 -7S0 C 이상에서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 얼음결정을 이루기가 어렵기 때문에 실제로는 얼음 결정이 형성 

되지는 않으나 온도가 더 내려감에 따라 gel 상태의 간극수와 얼음체 

간의 엔트로피 (Entropy)차이로 인하여 겔 간극수(Gel water)는 얼음이 

형성된 간극으로 이동할 수 있는 에너지 장을 받게 된다. 이는 동결 

껴
 
% 



된 얼음 결정을 크게 하고 체적의 팽창을 발생시킨다. 

동결융해반응에 대한 초기의 연구는 이 간극수압가설(Hydraulic 

pressure hypothesis) 이 지 배 적 인 견 해 였 으나 이 후 Power, Helmuth 

등의 연구에 의해 이 가설이 반드시 시험결과와 일치하지 않음을 발 

견하였다. 이들 연구에 따르면 시멘트 경화체에서 동결중 간극수의 이 

동이 전적으로 동결부분의 외부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동결부분으 

로 간극사이의 물이 이동하는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또한 체적팽창 

(Dilation)이 동결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도 발견하였다. 따 

라서 원래 흙의 통상(Frost action)을 설명하기 위한 가설인 Collins의 

이론이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Collins의 이론을 적용하면 콘크리트 내부에는 두 가지 요인에 의한 

팽창압력이 존재하게 된다. 첫째는 간극수가 동결함으로써 약 9.1% 의 

체적팽창 생기며 이로 인한 팽창압력이다. 동결되지 않은 잉여의 수분 

은 간극 밖으로 밀려나가게 되는데 동결속도는 얼음체의 선단에 의해 

밀려 외부로 유출되는 간극수의 속도를 결정한다. 이때 발생되는 간 

극수압은 이 흐름에 대한 저항l 즉 잉여의 수분을 수용할 수 있는 공 

기간극(Air void)과 언공동(Freezing cavity) 사이의 투수성과 경로의 

길이에 따라 결정된다. 두 번째 힘은 상대적으로 작은 개수의 얼음결 

정체의 성장에 따른 간극수의 확산에 기인한 것이다. 

수많은 연구에 의하면 후자의 동결융해반웅 성능저하 기구가 콘크 

리트의 동결융해에 손상에 중요한 요인으로 믿어지고 있다. 이 확산 

(Diffusion)은 삼투압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데 이 삼투압 작용은 용해 

액에서 동결되는 순수한 물에 의해 집중되는 용질의 국부적인 상승으 

로 생긴다. 콘크리트의 온도가 동결온도 이하로 떨어졌을 때 먼저 

Super cooling 의 초기단계가 일어나고 이후 비교적 큰 모세관에서 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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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결정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형상은 결국 얼지 않은 부분의 알칼 

리 함유분을 증가시키고/ 동결된 공동의 용액으로 주위의 얼지 않은 

부분의 물분자를 확산시 키 게 하는 삼투장(Osrnotic potential)을 형 성 한 

다. 얼음 결정체에 인접한 간극수의 붉음(Dilution)은 얼음의 크기를 

더욱 크게 하고(Ice accretion) 반면 얼지 않은 부분으로부터의 간극수 

의 이동은 이 부분을 수축하게 한다. 이러한 원인에 의해서 콘크리트 

의 팽창압력이 인장강도를 념었을 때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해지고 콘 

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나. 동결융해에 의한 피해결과 

콘크리트 구조물이 동결융해 작용을 받아 콘크리트의 팽창압력이 

인장강도를 넘었을 때 콘크리트에 손상이 가해지고 콘크리트 구조물 

의 성능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손상의 정도는 표면의 층 분리로부터 

시작되어 구조물 두께로 진전되는 얼음층에 의하여 콘크리트 구조물 

에 국부적인 웅력 집중을 유발하거나 구조물의 완전한 붕락까지 다양 

한 형태의 손상을 유발한다. 

100,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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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 콘크리트 포화도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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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동결융해 실험시 부피팽창과 최대골재치수의 상관관계 

다. 동결융해의 제어방안 

기후가 추운 지방일수록 동결융해에 대한 손상이 일반적이고/ 제작 

시 적절한 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더욱 심각할 수도 있다. 따 

라서 동결융해에 의한 성능저하가 발생하거나 이것이 예상되는 경우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통결융해 손상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은 여러 가지 성질에 의해 

변동되나 가장 중요한 요인은 콘크리트의 포화도(Degree of 

saturation)와 시 벤트 경 화체 의 간극구조(Pore structure of the cement 

paste)둥 이다. 그림 2.12 는 수분함유량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을 도 

시한 것으로 포화도의 어떤 한계값 이하에서는 통결융해 손상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크며 포화도의 변동에 따른 저항성의 변화가 작음을 

알 수 있다. 

대부분의 콘크리트 구조물은 사용기간동안에 최소한 얼마간 이라도 

부분적으로 건조되게 되는데 다시 물이 접하게 되었을 때 잃었던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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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수분을 단번에 흡수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동결융해환경 즉， 겨울 

이 되기 전에 건조시키는 것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적절한 대 

비를 하지 않으면 동결융해에 의한 손상이 더욱 심화된다. 

임계포화도를 구하기 위해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는 바 91.7% 이상 

의 공극이 수분으로 채워진 경우 폐수조 구조물은 동결되면 얼음체는 

가득차고 파열웅력 (Bursting stress)을 받게 되는데 페수조 구조물은 

91.7%가 여러 연구에 의하여 임계포화도로 간주된다. 그러나 다공질인 

경우는 해당되지 않고 이 임계포화도는 구조체의 크기 (The size of 

the body), 둥질성(Its homogeneity), 동결속도(Rate of freezing)에 따 

라 달라진다. 

동결된 간극으로부터 방출된 간극수의 여유공간이 얼음결정이 형성 

된 간극과 충분히 가까워야 손상을 적게 받올 수 있는데 이것이 공기 

연행 (Air entraining)의 근거이다. 만약에 경화체가 공기간극에 의해 

충분히 앓은 충을 형성하고 있다면 임계포화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마 

찬가지로 골재에서도 매우 낮은 간극성 (Porosity)과 충분히 앓은 큰 간 

극에 의해 모세관 현상이 제어된다면 임계골재의 크기는 존재하지 않 

는다.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내부의 골재는 밀폐된 용기로 간주되는데 

주위의 시벤트 경화체의 낮은 투수성으로 인하여 간극수가 충분히 빨 

리 공기간극으로 이동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보통의 골재는 0-5% 의 

간극성을 갖고 다공성은 동결융해 저항에 불리하나 반드시 이러한 골 

재의 사용이 동결손상을 일으키는 것은 아니다. 현재까지의 연구는 

일반적 골재에서 조차 명확한 골재의 간극성과 동결저항성에 관한 관 

계가 확립되어 있지는 않다. 배합 전 골재의 건조정도와 콘크리트의 

내구성관계가 그림 2.15에 나타나 었다. 그림 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포화된 골재/ 특히 큰 크기의 골재가 포화된 경우y 콘크리트가 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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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행을 받는 경우든 아니든 콘크리트의 손상을 유발한다. 반면에 배합 

시 골재가 포화되어 있지 않거나 타설이후 부분적으로 건조되고 경화 

체 안의 모세관이 불연속적이 되면 다시 포화되기가 쉽지 않고 콘크 

리트가 다시 젖게 되는 경우 세립질의 경화체가 더 큰 모세관 홉입력 

을 갖기 때문에 골재보다 시벤트 경화체가 더욱 포화되게 된다. 물은 

시벤트 경화체를 통과하여 골재에 이르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시멘트 

경화체는 더욱 손상을 입기 쉽게 되나 적절한 공기연행에 의하여 보 

호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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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배합전 골재상태와 25%중량감소를 일으키는 동결융해 횟수 

그림 2.16는 콘크리트의 홉수성에 따른 동결융해 저항성을 보여주 

고 있고 그림 2.17은 물-시멘트비 (wjc ratio)에 따른 콘크리트의 동결 

융해 저항성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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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은 내동해성 콘크리트에 대한 공기량의 추천치를 나타낸 표 

이다. 

표 2.4 내동해성 콘크리트에 대한 공기량의 추천치 

공칭 최대 골재 치수 평 균 공 기 량 (percent) \a) 

mm (in) 극심한 노출 \b) 완만한 노출\c) 

9.5 (3/8) 7.5 6 

12.5 (1/2) 7 5.5 

19 (3/4) 6 5 

38 (1 .5) 5.5 4.5 

75 (3) 4.5 3.5 

150 (6) 4 3 

(a) 현장 시공시의 합리적인 공기량 허용치는 1-1/2% 이다. 

(b) 콘크리트가 동결하기 이전에 거의 대부분 수분과 연속적으로 

접촉하거나 제빙용 염이 사용되는 경우 추운 외기에의 노출. 

(c) 콘크리트가 동결하기 이전에 단지 때때로 수분에 접촉하거나 

제빙용 염이 사용되지 않는 경우 추운 외기에의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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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콘크리트의 중성화에 의한 성능저하 

가. 콘크리트의 중성화 및 발생기 

콘크리트는 시벤트의 수화반응(Hydration)으로 인하여 결합체로서 

강도를 발현하게 되는데 이 시멘트의 수화반응에서 시벤트량의 약 % 

이 생성되는 수산화칼숨은 pH 12-13 정도의 강알칼리성을 나타내며 

이로 인해 시멘트 수화물 전체의 pH가 결정된다. 수산화칼숨은 대기 

중에 포함하고 있는약 산성의 탄산가스와(C03)와 접촉하여 다음과 같 

은 반웅에 의하여 탄산칼숨(CaC03)과 물로 변화한다. 

2(Ca0 )3Si02+6H 20 - • (Ca0 )3 (Si02)z(H 20 )3+3Ca(OH )z (2.1) 

2(Ca0 )3Si02+4H20 - • (Ca0 )3 (Si02)z(H 20 )3+3Ca(OH )z (2.2) 

Ca(OH )z+C02 -• (Ca0 )3+H20 (2.3) 

(Ca0 )3Si02+(H20 )3 - • 3CaC03+2Si02+3H20 (2.4) 

위 반응에서 탄산칼숨으로 변화한 부분의 pH가 8.5 -10 정도로 낮 

아지는 것으로 인하여 중성화(Neutralization， 탄화 Carbonation)라고 

불린다.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내부를 향하여 진행하며 콘크 

리트는 탄산가스와 반응한 중량만큼 무거워지고 치밀해 진다. 그리고 

중성화가 진행함에 따라 약간의 극히 미세한 균열이 발생하지만 문제 

가 될 정도는 아니다. 

따라서 중성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물리적 성능저하는 철근의 부식 

미
 ι
 



에 대한 성능저하이다. 중성화된 콘크리트는 내부의 철근을 둘러싼 알 

칼리성 부동태피막을 불안정하게 하여 부식의 발생을 유발하여 구조 

물의 성능저하를 일으키게 되는 것이다. 

중성화를 유발하는 CO2는 공기중의 작은 양에도 반응을 하는데 공 

기중의 CO2는 전원의 경우 0.03%, 환기되지 않은 실험실의 경우 

0.1 %, 대도시가 0.3% 이고 특별한 경우 1%까지 그 차이가 크다. 위 

식에서와 같이 Ca(Ol/) 2는 CaC03로 탄화되고 그 외의 다른 시멘트성 

분은 실리카 수화물(Hydrated silica), 알루마인 (Alurnine)으로 분해되 

고 또 페릭 옥사이드(Ferric oxide) 둥을 생성한다. 보통의 낮은 CO2 

압력에서도 칼숨화합물의 분해 (Decorn posi tion)는 일어나지만 콘크리트 

의 표면을 관통해서는 매우 천천히 일어난다. 

앞서 기술한 중성화에 의한 영향으로 철근의 부식외에 중성화는 

콘크리트의 간극성 (Porosity)과 간극의 크 기 분포(Pore size 

distribution)에 영향을 준다. 즉 콘크리트 내부의 공기 간극의 체적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특히 작은 간극이 생성된 탄산칼숨염으로 채워지 

게 된다. 이는 다른 손상원인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 중성화는 건조수축을 동반하게 되는데 콘크리트가 건조하면서 

동시에 탄화될 때 그림 2.17와 같이 건조에 의한 중량변화가 어느 시 

설에서 일정하게 평형상태가 되는데 이 때문에 중성화에 의한 중량의 

증가를 잘못 판단할 수 있다. 중성화에 의한 수축은 압축웅력하에서 

수산화칼숨 결정의 용해와 응력으로부터 자유로운 공간에 수산화칼숨 

이 침전되는 원인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국부적으로 시멘트 경화체 

의 압축성이 증가한다. 이러한 반응자체는 용해와 재침전에 관계가 없 

으므로 겔 속에 있는 수화물의 탄화는 중성화에 의한 수축에 기여하 

이
 ι 



지 않는다. 그림 2.18은 다른 상대 습도에 따라서 c02 71 체에 대한 시 

멘트 모르타르의 체적수축을 보여주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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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건조와 중성화에 의한 콘크리트의 중량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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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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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혔짧뚫 

갱상져철 및 강도생의 

앤화툴 거외 었다(약간의 

건조수혹에 외한 균엽) 

녹의 당생에 의~ 께앙압"1 

톨ξi리료 내#에 'ft생하억 

D)셰~Ù'영。l 앙생한다. 

홈E의 엇연 "1 께창한마. 

률옐이 표면까쳐 연창의어 

풍기와 수톨외 챔입 0) 격화되어 

훌빼률의.다톨 영화로 유앙시갱. 

늑훌。1 ‘.lI.~마. 

월근 엇연외 피혹훌알아 」홈혀져 

얻어지고 철은의 노훌0) 시팍월다. 

월근의 한연쩍。l 강소. 

월근외 엇연이 꺼의 없어져고 

휠근용 공기빠 홈..，..에 팩겁 

흑훌훌마. 내구성농 없홈. 

2.20 중성화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저하의 진행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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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콘크리트 중성화에 의한 피해결과 

중성화에 의하여 발생하는 불리적 성능저하는 철근의 부식에 대한 

성능저하이다. 중성화에 의하여 pH 가 감소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 

의 환경이 알칼리성에서 중성으로 변해가며 내부의 철근을 둘러싼 알 

칼리성 부동태피막을 불안정하게 하여 부식의 발생을 유발시킨다. 

중성화는 철근의 부식발생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간극성 (Porosity)과 

간극의 크기분포(Pore size distribution)에 영향을 준다. 중성화에 의해 

콘크리트 내부 공기간극의 체적을 감소시키게 되는데 특히 생성된 탄 

산칼숨염이 작은 간극을 채움으로서 다른 손상원인을 가중시키는 결 

과를 가져온다. 

또한 중성화는 건조수축을 동반하게 되므로 국부적으로 시멘트경화 

체의 압축성이 증가한다. 

그림 2.20는 중성화에 의한 콘크리트 성능저하의 진행을 보여주고 

있다. 

다. 콘크리트 중성화의 제어방안 

중성화의 속도는 콘크리트의 수분량y 주위액체의 상대습도에 따라 

다르고l 시편의 크기 또한 요인인데 이는 수산화칼숨과 탄산가스의 반 

응에 의한 생성수분이 시편내부와 외기에 Mygral equilibrium을 유지 

할 수 있을 정도만 발산되기 때문이다. 이 발산이 느리면 시편의 증 

기압이 포화상태에 이르고 시멘트 경화체 안의 탄산가스의 확산이 실 

질적으로 멈추게 된다. 중성화의 속도는 어림잡아 시간의 제곱근에 비 

례하고/ 강우둥에 의한 콘크리트의 주기적인 습윤상태가 상당한 정도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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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중성화의 진전을 늦추게 한다. 

중성화의 깊이는 물-시멘트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고y 동일한 조 

건에서 대략 물-시멘트비가 0.4일 때 깊이는 0.6일 때의 반이고I 0.8일 

때는 0.6일 때보다 50% 정도 증가한다. 여러 가지 콘크리트의 시간에 

따른 중성화의 깊이가 Smo1czyk에 의해 다음과 같이 표 2.5에 나타나 

있다. 

표 2.5 콘크리트의 강도에 따른 중성화의 깊이 

재령일수 중성화 깊이 (rnm) 

(year) 5 10 15 20 

20 MPa 1/2 2 4 7 

40 MPa 4 16 36 64 

단/ 이 결과는 건조한 상태의 콘크리트에 대한 경우이고/ 미세균열 

과 다른 외부 원인에 의한 결함에 의해 국부적으로 심화될 수도 있다. 

시멘트의 종류도 중성화 깊이에 영향을 미치는데/ 내황산염 시멘트 

(Sulphate-resisting cement)는 50% 정 도/ 포틀랜드 고로시 멘트 

(Portland blast-furnace cement)는 20% 정 도 일 반 포툴 랜 드 시 멘 트보다 

더 증가한다. 

그리고/ 플라이애쉬 (Fly ash)가 혼화재료로 사용되는 경우 더욱 증 

가한다. 경량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보다 더 투수성이 큰 경우에 

만 증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탄화의 정도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으로 

쉽게 식별할 수 있는데 Ca(O때2가 있는 부분은 분홍색을 띄지만 중 

성화된 부분은 무색이 된다. 중성화된 부분과 중성화되지 않은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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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계는 공기간극과 골재에 따라 침투정도가 다르므로 일직선을 이 

루지 않고 국부적으로 심화될 수 있다. 수분과 함수량 또한 중성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인데 중간의 습도/ 수분량에서 중성화가 증가하나I 

100% 나 25% 이하에서는 그렇지 않은데 후자의 경우는 탄산가스와 

Carbonic acid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시벤트 경화체 내부의 간극수가 

불충분하기 때문이고 반면에 전자의 경우는 간극이 물로 가득 찬 경 

우 탄산가스가 내부로 확산하는 것이 매우 느리기 때문이다. 

3.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성능저하 

가. 알칼리-골재반응 및 발생기구 

알칼리-골재반웅(Alkali -aggre ga te reaction) 이 란 콘크리트의 수산화 

알칼리를 주성분으로 하는 세공용액(알칼리 금속이온 Na+, K+ , 수산 

화이온 OH-가 용출되어 있음)이 골재중의 알칼리 반응성 광물과 반 

응하는 화학반응을 말한다. 알칼리-골재반응은 반응생성물(알칼리 실 

리카겔 Alkari silicate gel)의 생성과 홉수에 동반되는 부피팽창에 의 

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을 포함한다. 

알칼리-골재반응은 반응기구(Reaction rnechanisrn)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종류로 구분된다. 

@ 알칼리 -실 리 차 반응(Alkari-silica reaction:ASR) 

@ 알칼리-탄산염 암 반웅(Alkari-carbonate rock reaction) 

@ 알칼리 -실 리 케 이 트 반응(Alkari -silica te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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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반응이 알칼리-실리카 반웅이므로 보통 알칼리-골재반응 

이라면 알칼리-실리카 반응을 말한다. 알칼리-실리카 반응이란 골재의 

실리카( Si02)가 콘크리트용액 중의 알칼리 금속이온(Na+ ， K+)과 반응 

하여 알칼리 규산염겔 (Alkali-silicate gel)을 만들어 물을 홉수하여 팽 

창하는 반응이다. 이 반응에서는 수산기 이온( OH-)의 존재가 필수적 

이고I 결정질 실리차의 분자구조는 실록산 브리지 (Siloxane bridge, 

-Si-O-Si)를 형성하고 있고 비 결정질 실리키는 비교적 화학적으로 느 

슨한 구조를 가진다. 두 경우 모두 물이 존재하면 표면에 유리하기 

쉬운 수소이온( H+)이 존재하여 약한 산성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들 실 

리카에 미량의 알칼리가 침투한 경우에는 표변의 실라놀(Si-O-Si)의 수 

소이온이 알칼리와 치환되어 알칼리 규산겔 (-Si-O-Na- 나 -Si-O-K-)을 

생성하고 내부로 침투한 경우 실록산 브리지가 절단되어 알칼리 규산 

겔이 형성된다. 

이러한 알칼리-골재반웅에 대한 연구는 지난 40년간 여러 가지 골 

재와 골재를 둘러싼 시벤트 경화체에 대해서 꾸준히 관찰되어 왔다. 

실 리 카의 반응구성 물은 오팔(Opal; amorphous), 옥수(Chalcedony; 

cryptocrystalline fibrous) , 트 리 디 마 이 트 (Tridymite; cryatalline) 둥 이 있 

는데 이 러 한 알칼리 이 런 반웅생 성 물질들은 Opaline, Chalcedonic, 

Cherts, Siliceous-limestone, Rhyolites, Rhyolitic tuffs, Dacite, Dacite 

tuffs, Andesite-tuffs, Phy llites 등 에 서 생 성 된 다. 

알칼리 반응성 광물을 함유한 골재를 반응성골재 (Reactive 

aggregate)라 한다. 다음 표 2.6에서는 세계 주요 지역별 알칼리 반응 

성골재의 암석종류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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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생성물을 만드는 알칼리-골재반응은 결과적으로 알칼리-실리 

카겔이 형성되고 골재경계의 변화를 초래하는데 이 겔은 극한팽창형 

태 ("ultirnate swel1ing type)로 이 는 수분을 흡수하고 체 적 을 증가시 키 

는 성향을 갖는다. 이 알칼리-실리카겔은 주위의 시멘트 경화체에 둘 

러싸여 내부압력을 유발하고 결국 시멘트 경화체의 팽창/ 균열r 탈락 

(Expansion, crack, pop-outs)을 초 래 한다. 

표 2.6 세계 주요 지역별 알칼리 반웅성골재의 암석 종류 

지 역 반응성골재의 암석종류 
안 산 암(Andesite)， 유문 암(Rhylite) ， 화산유리質 모래 (V이canic 

glass sand), 玉蘭(Chalcedony)， 은미 정 質 석 영 (Novaculite), 차트 

미 국 (Chert), 단백 석 (Opal), 규산 질 

석 회 석 (Silicious limestone), 玉觀質 차트(Chalcedonic chert), 단백 

석 質 ~þ트(Opaline chert) 
점 판암(Argilite ), 화강 암(Granite) ， 6멋 따、 岩 (Greywacke), 차트 

캐나다 (Chert), 사암(Sandstone)， 千板岩(Phyllite) ， 석 회 석 (Limestone), 도 

로마 이 트質 석 회 암(Dolomitic limestone) 
S「i 일 단백 석 質 사암(Opaline sandstone), 火打石(Flint)

영 국 차트(Chert)， 火打石 (Flint)

멘마크 火打石 (Flint), 단 백 석 -사 암(Opal-sandstone) 

인 
珪石(Quartzite), 珪石質 사암(Quartz sandstone), 현무암(Basalt)， 

도 
千板岩 (Phyllite)， 綠파岩質 사암(Chlorite sandstone) 

일 본 안산암(Andesite)， 차 :S (Chert) 
단백 석 (Opal)-오스 E 레 일 리 아r 玉體(Chalcedony)-중국I 차트 

기 타 
(Chert)-키 효 러 < 및 이 라크 

띠
 ω 



팽 창은 삼투장(Osmotic potential)을 통하여 나타난 정수압 

(Hydraulic pressure)에 기 인하며 알칼리-실리차반응에서 생성되는 고 

형물질의 팽창압력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이런 부피팽창은 콘크리 

트 구조물에 치명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겔 

의 일부분은 물간극수에 용해되어 골재의 팽창에 의해 발생한 균열에 

침전되기도 한다. 

나.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피해결과 

알칼리-골재반응의 결과로서 알칼리-실리카겔이 형성되고 골재경계 

의 변화를 가져온다. 알칼리-실리카겔은 극한팽창형태로서 수분을 홉 

수하고 체적을 증가시키는 성향을 갖는다. 팽창된 알칼리-실리카겔은 

주위의 시벤트 경화체에 둘러싸여 있으므로 내부압력을 유발하고 결 

국 시벤트 경화체의 팽창l 균열y 탈락을 초래한다. 이러한 부피팽창에 

의한 콘크리트의 손상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치명적인 성능저하를 가 

져올 수 있다. 상대적으로 부드러운 겔의 일부분은 물간극수에 용해 

되어 골재의 팽창에 의해 발생한 균열에 침전되기도 한다. 

다. 알칼리-골재반웅의 제어방안 

알칼리-골재반옹은 우선적으로 골재의 특성에 따른 반웅성 실리카 

성분에 따라 달라지고/ 또 골재업자의 크기도 반응발생속도를 좌우하 

는데 세립의 골재 (20-3011m)는 한 두달 안에 팽창되고 좀더 큰 골재 

의 경우에는 수년 이후에 팽창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는 s. 

Diamond 둥에 의하여 연구l 보고되었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매우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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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용액속의 로
 

주
 
’ 폰재와 더불어 K+)의 양이온(Na+/ 요한 알칼리 

수소이용의 보고되었는데/ 것으로 기인하는 집중에 뇨::.2.. 
n "L 수소이온의 

주기 때문이 o:l 송E드L 
。 。특성에 불리적 반응속도와 반응생성물의 Äl 극i드L 

'" 0 '-

밝혀졌다. 존재가 필수적인 것으로 수산화칼숨(Ca(OH)z)의 다.그리고 

크기와 간극성 (Porosity)에 영향을 골재의 실제반응성은 골재의 따라서 

면적이 결정된다. 알칼리의 양 있는 받고 이에 따라 반응이 일어날 수 

반 골재의 크기에 의해 면적의 결정되기 때문에 은 시멘트에 의해 

수소이온집중이 결정된다. 응면적에서의 

유용성 수분의 비증발성 경화체 내부의 시멘트 영향인자로는 다른 

투수성이고 주기적인 홉습과 건조의 환경 하에서 경화체의 

더욱 가속된다. 

과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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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반응실리카량에 따른 모르타르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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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ASTM C 289의 실험 에 의 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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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황산염 반응에 의한 성능저하 

가. 황산염 반응 및 발생기구 

콘크리트 구조물이 흙과 접하고 있는 경우 가장 일반적이고 광범위 

하게 발생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은 황산염 반응 

(Sulfate attack)에 의 한 것 이 다. 지 하수 또는 흙에 는 나트륨(Sodium) ， 

칼륨(Potassium)， 칼숨(Calcium) 및 마그네숨(Magnesium)동의 자연발 

생적인 황산염들이 존재하게 되며 특히 점토질 흙에 많은 양의 황산 

염이 함유되어 있다. 또한 토목시설물은 하수처리둥의 기능을 수행하 

므로 폐수I 오수 동을 접하게 되므로 황산염을 많이 포함한 환경에 놓 

이게 된다. 따라서 토목시설물에 발생하는 황산염에 의한 성능저하 기 

구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콘크리트가 이러한 황산염을 함유한 지하수나 흙에 접하여 황산염 

에 노출된 경우 반복된 건습과정을 통해 주위환경에 의한 상당량의 

황산염이 콘크리트에 축적된다. 콘크리트 내에 축적된 황산염의 화학 

적 반응에 의해 궁극적으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가 발생하며 다른 성 

능저하 작용에 알맞는 환경을 제공함으로서 다른 원인에 의한 콘크리 

트의 성능저하가 가속화된다. 

황산염 반웅에 의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과정은 다음의 세가지의 

주요한 과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먼저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황산염이 칼숨 알루미늄 수화물과 

반응하여 칼숨 설포 알루미 네 이 트 생 성 물(Calcium sulfoaluminate 

product), 즉， Ettringite(3CaO.Ah03.3Ca S04.31H20)를 생 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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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Ettringite의 생 성 에 관한 화학반응식 이 다. 

2(3CaO.AhOd2H20) + 3(NaS04.10H20) -• 

3CaO.Ah03.3CaS04.31H20 + 2Al(OH)3. + 6NaOH + 17H20 

. 
o 2A 
LW 

그 림 2.23 Sulfate-ettringite의 결 정 구 조 모 식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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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의 반응에 의 하여 생 성 된 Ettringite는 반응물질에 비 하여 상당히 

큰 부피를 갖으며 비교적 낮은 황산이온 집중상태에서는 3CaO.Ah03. 

CaS04.12H20의 저위 황산염으로 분해된다. 콘크리트 내에 Ettringite가 

축적되면 그 부피 팽창에 의하여 팽창응력이 발생하며 이러한 

Ettringite는 황산염 용액에 의한 콘크리트의 성능저하 및 콘크리트 팽 

창의 주요한 원인이 된다. 그림 2.23은 Sulfa te-ettringi te의 결정구조 모 

식도이다. 

두번째 과정으로는 콘크리트 내의 수산화 칼숨 (Calcium 

hydroxide ζa(OH)z)가 석 회 성 분 (Gypsum, CaS04.2H20) 에 의 해 대 체 

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의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Ca(OH)z + NaS04.12H20 --• CaS04.2H20 + 2NaOH + 8H20 (2.6) 

석회성분은 수산화 칼숨에 비하여 체적이 크므로 석회성분의 생성 

은 콘크리트 내에 팽창응력을 유발한다. 한편 석회성분이 점차로 용 

해됨으로서 콘크리트 내에는 간극이 생기게 되며 간극의 발생에 의하 

여 콘크리트의 투수성이 증가하게 된다. 그림 2.24는 Ettringite의 함량 

에 따라 체적이 증가하는 것을 도시한 것이다. 

다른 과정으로서 마그네숨을 포함한 황산염이 시멘트의 수화과정에 

있 어 발생 하는 칼숨 실 리 케 이 트 수화물(Calcium Si1icate Hydrate, 

3CaO.2Si02.nH20)과 반응하게 된다. 화학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3CaO.2Si02.3H20 + 3MgS04 + 6H20 --• (2.7) 

3(CaS04.2H20) + 3Mg(OH)z + 2Si02 

65 -



이러한 반응의 속도는 느리나 해수에 노출된 콘크리트에서는 매우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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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4 Ettringite의 함량에 따른 체적의 증가 

보통 황산염 침해의 속도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데 I 약 

0.5% 이상의 MgS04와 1% 이상의 Na2S04 농도에서 침해의 증가속도 

가 약화된다. 포화된 MgS04 용액의 침투는 낮은 물-시멘트비의 콘크 

리트에서 불과 2, 3년 만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황산염의 농도는 S04 중량의 ppm(part per million) 단위로 표현 

되는데 1000ppm 정도면 보통의 침해조건이고， 2000ppm 정도면 매우 

심한 침해조건이 된다. 만약 이것을 MgS04의 양으로 나타내면/ 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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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속에 용해될 수 있는 황산염의 양이 약 0.2, 0.5% 정도를 의미한 

다. 

황산염의 농도와 더불어 황산염이 용해된 침투수의 유입 또는 재
충 

진의 속도에 따라 침해속도가 큰 영향을 받는다. 즉 황산염 침해의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지하수의 이동에 따라 파악해야 된다. 
콘 

크리트 내부로의 지하수의 흐름이 존재하거나y 계속해서 반복적인 건 

습조건이 조성될 때 황산염 침해는 가속화된다. 

나. 황산염 반응에 의한 피해결과 

황산염 반웅의 결과로서 Ettringite가 생성되며 이에 의하여 체적팽 

창에 의한 콘크리트에 웅력이 발생한다. 팽창응력이 콘크리트의
 강도 

를 초과하면 콘크리트내에 균열이 발생하여 심한 경우에는 콘
크리트 

의 분쇄를 야기하기도 한다. 

또한 황산염이 콘크리트내에 축적됨으로서 염소이온과 같이 콘크
리 

트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파괴적인 염들의 반웅을 활성화
시켜 콘 

크리트의 성능저하가 가속화 된다. 

수산화 칼슐(Ca(OH)2)을 대체한 석회 (CaS04)성분은 체적이 팽창함 

으로서 콘크리트에 팽창응력을 유발하여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
생한다. 

또한 석회성분이 점차 용해되면 콘크리트 내부에는 공극이 생기
게 되 

고 결국에는 콘크리트의 투수성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다. 황산염 반응의 제어방안 

황산염 반응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항성에 대한 연구가 여러 연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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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Mi1ler와 Manson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포틀랜드 시멘트 내의 트라 

이칼숨 알루미네이트(Trica1cium aluminate) 함량이 콘크리트의 황산염 

반응 저항성에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5TM C150에서는 C3A의 함량이 최대 5%를 가지는 Type V 의 

내황산염 시멘트， C3A의 함량이 최대 8%를 가지는 Type 11 의 

moderate 내황산염 시벤트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포틀랜드 시멘트 

가 함유하는 알루미노페리트 (Alumino ferrite, C3AF)가 콘크리트 내 

의 황산염 반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표 2.7는 황산염에 노출된 콘 

크리트에 대한 시멘트 및 혼화재료 선정에 관한 ACI Guide 규정이다. 

표 2.7 황산염에 노출된 콘크리트에 대한 시벤트 및 혼화재료 

선정에 관한 ACI Guide 규정 

가수용성 
가수용성 S04, 물/시멘 E 비， 

폭로조건 황산염 (a) 시멘트 

토양， percent 
ppm 최대값(b) 

완만 0.00-0.10 0-150 

보통 
Type II 

(해수포함) 
0.10-0.20 150-1,500 IP (MS) 0.50 

IS (MS)(c) 

심각 0.20-2.00 1 ，500-10，어O Type V\d) 0.45 
Type V + 

매우 심각 2.00이상 10，000이상 포졸란이나 0.45 
늘{궤다1 ::I (c) 

(a) 504로서 표시된 황산염과 503로서 표시된 황산염의 관계는 

시멘트의 화학분석에서 504 x 1.2 = 504로 알려진 바와 같다. 

(b) 더 낮은 물/시멘트 비가 콘크리트 내에 매립된 철근의 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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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지하기 위해 요구 될 수도 있다. 

(c) 시험에 의해 동둥한 내황산염 특성을 줄 수 있다고 이미 알려 

진 Type 1 시멘트와 고로슬래그나 포졸란의 혼합. 

(d) 시험에 의해 동등한 내황산염 특성을 줄 수 있다고 이미 알 

려진 Type 11 시멘트와 고로슬래그나 포졸란의 혼합. 

(e) Type V 시벤트를 함유하는 콘크리트에 사용되었을 경우 내황 

산염 특성을 개선시킨다고 시험에 의해 이미 알려진 포졸란이 

나 슬래그의 사용. 

’‘ Expanslon ’.5 

1.0 

0.5 

0.0 

RC-716 
Type I 

_ . ..-...... ". / 
/ 

/ 

j ..... 

/ 
/‘ 

/ 

RC-717 
Type IP 

--‘~~~----~--~-~~--~-o ~ m ~ m ~ ~ ~ ~ ~ 

Time ØJays) 

그림 2.25 포졸란을 첨가한 포틀랜드 시벤트 (Type IP)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Type 1)의 팽창 비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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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panslon 
t5 

AC-75’ 
Type I 

AC-752 
Type IS 

tO 
l, . , 

. ,l 
• , ‘ • ,

t· 

0.5 
I 

I 
/ 

/ 

0.01 , 一‘ ... .:.J"!: ___ ,........ --1'"-_ •• .,..----.--_.-
o 60 ∞ 150 200 250 3∞ 350 ~OO ~SO 

TIme lDays) 

그림 2.26 고로 슬래그를 첨가한 포틀랜드 시벤트 (Type IS)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Type 1) 의 팽창 비율 비교 

콘크리트에 포졸란 또는 고로 슬래그를 첨가하거나 이들을 혼합한 

시벤트를 사용함으로써 콘크리트의 황산염 반응 저항성을 증진 시킬 

수 있다. 포졸란과 고로슬래그 동의 혼화재료들은 콘크리트의 수화작 

용시 발생되는 Ca(OH)2와 반웅하여 칼숨 실리케이트 수화물(Calciurn 

silicate hydrate, 3CaO.2Si02.nH20)을 생 성 함으로서 콘크리 트의 투수 

성 및 모세관 작용을 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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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철근부식에 의한 성능저하 

가. 철근부식 및 발생기구 

콘크리트의 내부에 묻힌 철근의 부식 (Corrosion of steel 

reinforcement in concrete)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와 열팽창계수 

가 거의 같으며 부착력도 우수한 철근을 콘크리트에 매립하여 콘크리 

트에 발생하는 휩웅력 l 인장웅력 둥을 철근이 부담하게 함으로서 콘크 

리트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위 콘크리트는 철근의 약 

점인 부식을 보호하는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복합재료이다. 그러나/ 

주기적 I 장기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이 부식환경에 노출된 경우 철근 

주위의 부동태피막이 파괴되고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여 철근 자체의 

성능저하와 콘크리트 피막의 탈락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구조물의 성 

능저하를 일으킨다. 특히 대규모의 토목구조물로서 간척시설물둥은 직 

접 바다에 접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염해에 따른 철근의 부식 문제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 

체적 원인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일정량 이상의 염화물 이온이 

나 산성 음이옹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 이의 작용에 의해 철근 주위의 

부동태피막이 파괴되고 철근은 부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부식하면l 철근의 단면이 손실되어 구조물의 전체 강도 

가 저하될 뿐 아니라 철근의 체적이 본래의 약 6배로 팽창하고 그 팽 

창압으로 균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균열이 발생하면 산소나 물의 二쿄二그 。1=1

이 용이하게 되어 철근의 부식이 촉진되고 결국에는 피복 콘크리트가 

1 
i 

[t 



탈락해서 구조물은 현저히 성능저하를 일으킨다. 

따라서 토목시설물의 주요한 성능저하 원인의 하나인 철근부식현상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 

부에 존재하는 철근이 부식반응 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계에서는 철은 주로 산소와 결합하여 광석중의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나l 여기에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가하여 열역학적으로 불안 

정한 상태로 된 것이 금속철이다. 따라서 금속철은 그 환경중의 물/ 

공기둥과 반응하여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 가려는 특성을 갖는 

데 이를 철근의 부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부식은 건식 (Dry 

corrosion)과 습식 (Wet corrosion)으로 구별할 수 있다. 건식은 금속이 

고온에서 산소/ 유황/ 할로겐 동의 가스에 접하여 그 금속의 산화물y 

유화물y 할로겐물 동의 반응생성물을 발생시키고는 것이고r 습식은 수 

분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금속이 부식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상 

온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부식은 거의 습식이다. 

•• i ••• • ; •• • 

‘ .‘ ..:_2 ..... _-‘. . ‘ ‘ . Fe-F.'- '2.- ‘ " . ‘ .. ‘ '. \1 2 02'H20'2.--20H-: " . 
, Anodic ••• cllon .•.. • Calh。이c reaclion. . ..• 

‘ 
’ ‘ ‘ ‘ ‘ ‘ - ‘ . 

Anod. • Elecl;on t’ow . . Calhod. 
‘\'.‘，-‘ '.1서 100 In IleCI,olyle’‘‘ ~:' :γ -Corrosl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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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r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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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leClroylle - dlssolved sall’ In concrele . ‘ .. .!Þ.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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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철근부식의 양극반응과 음극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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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발생하는 부식도 습식으로 이 부식현상은
 

전기 화학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습식 부식반응을 진행시키는
 

원동력은 금속표면에 생기는 국부전지인데 철근이 부식되는 경우에는 

철근 표면상에 무수한 국부전지가 생기고 있다. 

이 국부전지의 활동이 정도에 의해 철근부식 진행정도가 결정된다. 

국부 전 지 는 아노드(양극，Anode)부분과 캐 소드(음극，Cathode)부분으로 

되어 있다. 

양극반응 Fe ---• Fe++ + 2e 

음극반응 

전체반응 

H20 + Yz 02 + 2e ---• 2(OHf 

Fe + Yz 02 + H20 …• Fe(OH)2 

(2.8) 

f'e(OHb(수산화재이 설 )-붉응 , 늑 -

1 ‘ MHaO • μOz 
f'e(OH )z (수산화채 얼 컬 ) 

1;.2OH· ←「
2e" • HlO • MOa 

월의 표연 

{결할푸푼} 흰
 

『
-
「
a}· 을

 정
 

한
 

그림 2.28 철근부식의 반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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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지l이철 

Fez, Fez' ~ (붉은 녹) 

수산화~I일철 

( 앙극 ) 

철근 

그림 2.29 철근의 부식상태 

나. 철근부식에 의한 피해결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시 소정의 응력
에 저항하도록 일정 단 

면을 가진 철근을 사용하게 된다· 철근의 부식
이 발생하면 철근자체의 

단면이 손실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철
근 단면이하의 값을 갖게 

되며 이는 철근이 저항할 수 있는 응력이 저
하되어 구조물의 전체 강 

도가 저하된다. 

또한 철근의 부식에 의하여 철근의 체적이
 본래의 약 6배로 팽창하 

고 그 팽창압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균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균열이 

발생하면 산소나 물의 공급이 용이하게 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유해 

한 화학물질동의 침투가 용이하게되며 철근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결 

국에는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함으로서 콘크
리트 구조물은 현저히 성 

능저하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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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근부식의 제어방안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부식에 관계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재료/ 조합/ 

재료 =T껴 
2- .c 포함한다. 예를 요인을 중에 다수의 동의 항목 시공I 환경 

크고 각각 둥
 

품질 시벤트/세골재I 조골재/비범수I 혼화재료의 로서 

염분은 중요한 요인이다. 중의 있고I 특히 세골재 작은 요인을 갖고 

여하으 ;ζ~ Q 
Iτ .ìL 요인을 국부전지의 작용에 직접적으로 이들 다수의 

요인 간접적 있으며 }‘ 
I 분류할 것으로 ;ζ느; 

I L. 영향을 인과 간접적으로 

많지 않다. 그만큼 비하여 요인에 간접적인 요인은 많지만 직접적 은
 

기초요인 반응과 이 기초 요인이라 한다면 국부전지의 요인을 직접적 

표시된 바와 같다. 반응은 표2.8에 의 

부식환경중에서 pH와 밀접한 관계 철근의 부식과 관계하는 철근의 

W. Whiteman과 R.Russel 있는데 알려져 

었다. 

것으로 

에 의해 밝혀지고 

는
 

있
 

갖고 E극 -E프 

관계 

국부전지의 기 초 요 인 

음극반응과 
산소 -까「‘ 1 tr3 

염분 및 
응력 

철근 미주 

양극반웅 
pH 

음이옹 품질 전류 

양극 반응 G O A g O A @ G 
n。 二-그1L R ’단L걷 。r A G G O × A × O 

표 2.8 국부전지의 반웅과 기초요인과의 

0: 관계가 큼 
o 관계 있음 
6. 관계 적음 
x 관계 없음 

π
 
ω
 



그림 2.29에서 pH와 철근의 부식과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그림 

2.29에서 볼 때 알칼리 환경에서 부식속도가 현저하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중의 철근은 수산화칼숨 주체의 알칼리 환경이기 때 

문에 수산화칼숨 용액의 pH와 부식경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러 연구자료에 의하면 통상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부식되지 않 

는 것은 시멘트의 수화에서 발생된 다량의 수산화칼슐에 의한 알칼리 

환경하에서 철근표면이 부동태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철근의 

표변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피막을 부동태피막이라 한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부동태피막은 

주로 콘크리트에 의한 중성화/ 염분 및 산 음이온( Cl-1
, B03-3 )의 존재 

및 고온도의 조건하에서 파괴된다. 

중성화의 영향에 관해서는 pH와 부동태피막의 관계로부터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염분이나 붕산의 음이온에 대한 영향은 이들의 혼입 

에 의해 철근이 부동태화 하지 않고 아노드반응이 자유로워지는 현상 

으로 이해될 수 있다. 

철근의 부식이 진행하는 것은 양극반웅과 음극반응이 동시에 행해 

지는 것이 필수이고l 부식속도는 두 반웅중 느린쪽에 의해 결정된다. 

따라서 부식의 진행을 억제하기 위하여 아노드반응I 캐소드반웅의 어 

느 한쪽의 반웅을 완전히 억제 한다면 부식의 진행은 완전히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는 콘크리트 내부를 알칼리 환경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며 콘크리 

트 중성화에 의한 염기 및 산의 음이온에 의한 철근의 부동태피막의 

파괴를 방지하여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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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 pH와 철의 부식 

혼화재료로서 포졸란(Pozzolan)은 포틀랜드 시벤트의 수화반응
시 

발생하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내에 존재하는 공극의 

pH를 감소시킨다. 이는 포졸란이 콘크리트의 철근부식에 대
한 저항 

성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졸
란은 콘크리트의 pH를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포졸란은 콘크
리트의 투수성을 감소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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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는 효과를 가져오므로 콘크리트의 투수성감소에 따른 긍정적 효과 

는 pH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의 철근부식 저항성 감소부분을 상쇄하는 

효과를 가져온다. 또한 포졸란의 적절한 사용은 그 사용함량을 조절 

함으로서 콘크리트의 투수성을 증진시키면서도 pH를 적정수준으로 유 

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6. 기타원인에 의한 성능저하 

가. 건습 현상에 의한 성능저하 

건습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으로 주요한 것은 콘 

크리트의 건조수축이다. 콘크리트의 건조수축 현상은 콘크리트가 건조 

되는 경우 수축을 하게 되고 콘크리트가 다시 젖게 되면 팽창하게 되 

는 현상이다. 이와 같은 수분의 변화로 인한 체적변화는 수경시멘트 

(Hydraulicn cement) 콘크리트에 내 재하는 특성 이 다. 

건습에 의한 피해결과로y 시벤트 경화체에서 수분량의 변화는 콘크 

리트를 수축 또는 팽창시키는 반면 수축/ 팽창량의 차이에 따른 내부 

적 구속과 골재와 철근의 구속 그리고 외부구조형태에 따른 구속에 

의하여 내부억제력이 제공되고 웅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응력에 의하 

여 콘크리트 구조물에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나. 용해성 염의 석출에 의한 성능저하 

콘크리트 구조물이 지하수 동을 함유하고 있는 지반과 접하고 있는 

콘크리트에 발생할 수 있는 성능저하현상 중의 하나는 콘크리트 시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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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경화체 내에 함유된 용해성 염의 석출(Leaching)에 의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현상이다. 알칼리염 둥이 용해되어 콘크리트 밖으로 

석출되는 경우 콘크리트 내부의 pH가 감소되고 콘크리트 내에 폰재하 

는 철근은 부식 발생이 용이한 환경에 놓이게 된다. 또한 염의 용해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에는 간극이 생기게된다. 이러한 발생기구로 인 

하여 철근의 부식 둥 콘크리트 구조물에 성능저하현상이 일어나는 것 

이다. 

용해성 염의 석출에 의한 피해결과로l 용해성이 큰 알칼리 염 

(Alkali salits), 칼숨 수화물(Calcium hydroxide)등의 용해 에 의 한 석 출 

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pH가 감소하게 되어 철근의 부식 발생이 

용이한 환경이 되며 콘크리트 내부에 간극이 발생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지하수둥에는 용해성 염들이 충분히 함유되어 있으므로 

지하수퉁이 콘크리트에 침수하는 경우 염들의 용해와 콘크리트 내의 

염의 축적이 평형을 이루게 되기도 하며 용해성 염의 석출 속도가 매 

우 느리거나 양호한 품질의 콘크리트의 사용으로 염의 석출현상이 콘 

크리트의 표변에만 한정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염의 석출에 의한 구 

조물의 완전한 성능저하현상이 발생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러나 최근 보고된 바에 의하면 칼숨을 함유한 산성 지하수에 장 

시간 노출된 콘크리트 암거가 염의 석출에 의해 파괴된 사례가 있으 

며 지속적인 지하수의 영향을 받는 구조물에 있어서는 칼숨 수화물동 

의 용해에 따른 pH의 저하로 인하여 철근의 부식이 용이하게 발생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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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충격 및 마모현상에 의한 성능저하 

토목 구조물로서 해안 방파제 구조물/ 교량이나 배수갑문 등과 같 

은 구조물은 파도， 바람 그리고 차량 동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구조물 

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충격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한다. 또한 지진에 의한 충격파에 의하여서도 성능저 

하를 일으키게 된다. 

토목 구조물로서 수리구조물에 물의 흐름과 직접적으로 접촉된 부 

분의 경우 물방울이 가지는 기포에 의한 에너지 방출로 인하여 콘크 

리트 표변에 작은 공동 및 파쇄가 생기는 마모에 따른 성능저하가 발 

생하게 된다. 또한 해수에 인접한 방파제 구조물/ 배수갑문등의 구조 

물의 경우 구조물이 해수에 접하면서 해수에 포함된 모래 r 암석성분 

등이 구조물의 표면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해수성분들이 표면에 마찰 

되면서 구조물의 표면이 파괴되어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하 

게 된다. 한편 도로 구조물 동에서는 자동차가 직접 통과하는 부분에 

서 자동차륜의 마찰에 의하여 마모가 발생하여서 구조물의 성능저하 

가 발생한다. 

충격 및 마모에 의한 피해결과로/ 충격 및 마모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은 부서지거나 작은 공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 표면 

이 부쉬짐으로써 콘크리트의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콘크 

리트 표면이 마모둥에 의하여 손상을 업을 경우 철근의 덮개가 앓아 

져 철근부식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침투하기 용이하게 되어 철근의 부 

식을 촉진하게 되며 기타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의 침투가 용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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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해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저하원인 

해안환경하에 노출되어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은 타 구조물과 구별되 

는I 해수에 의하여 직 · 간접적으로 침해를 받게 된다. 그 침해는 크게 

물리적 침해와 화학적 침해로 구분될 수 있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I 

해수에 의한 물리적인 침해현상으로는 충격 및 마모에 의한 침해를 

예로 들 수 있으며 화학적 침해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 

지 않으며 이에 대한 능동적인 대처가 비교적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화학적 침해현상으로 대표적인 것은 해수중의 염소이온의 침투 

에 따른 콘크리트 간극수내의 염소이온 농도의 증가로 인한 철근의 

부동태 피막 파괴와 이로 인한 철근의 부식을 대표적인 예로 들 수 

있다. 철근의 부식은 모든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그 성능과 

내구수명에 심각한 손실을 유발하는 현상으로 전세계적으로 철근의 

부식에 의한 구조물 유지보수 비용이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1. 철근부식에 의한 성능저하 

가. 철근부식 및 발생기구 

콘크리트의 내부에 묻힌 철근의 부식 (Corrosion of steel 

reinforcement in concrete)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 중의 하나이다. 철근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와 열팽창계수 

가 거의 같으며 부착력도 우수한 철근을 콘크리트에 매립하여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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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발생하는 휩응력/ 인장응력 둥을 철근이 부담하게 함으로서 콘크 

리트가 갖고 있는 약점을 보완하는 한편 주위 콘크리트는 철근의 약 

점인 부식을 보호하는 우수한 내구성을 가진 복합재료이다. 그러나I 

주기적/ 장기적으로 콘크리트 구조불이 부식환경에 노출된 경우 철근 

주위의 부동태피막이 파괴되고 철근의 부식이 발생하여 철근 자체의 

성능저하와 콘크리트 피막의 탈락을 유발하여 전반적인 구조물의 성 

능저하를 일으킨다. 특히 대규모의 토목구조물로서 간척시설물 둥은 

직접 바다에 접하여 설치되기 때문에 염해에 따른 철근의 부식 문제 

는 매우 심각한 것이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외부환경으로 인하여 또는 콘크리트 구조물 자 

체적 원인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부에 일정량 이상의 염화물 이온이 

나 산성 음이온이 존재하게 되는 경우y 이의 작용에 의해 철근 주위의 

부동태피막이 파괴되고 철근은 부식하기 쉬운 상태가 된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부식하면l 철근의 단면이 손실되어 구조물의 전체 강도 

가 저하될 뿐 아니라 철근의 체적이 본래의 약 6배로 팽창하고 그 팽 

창압으로 균열을 발생시키게 된다. 균열이 발생하면 산소나 물의 공급 

이 용이하게 되어 철근의 부식이 촉진되고 결국에는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해서 구조물은 현저히 성능저하를 일으킨다. 

따라서 토목시설물의 주요한 성능저하 원인의 하나인 철근부식현상 

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내 

부에 존재하는 철근이 부식반응 기구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자연계에서는 철은 주로 산소와 결합하여 광석중의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나/ 여기에 전기에너지와 열에너지를 가하여 열역학적으로 불안 

정한 상태로 된 것이 금속철이다. 따라서 금속철은 그 환경중의 물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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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등과 반응하여 원래의 안정한 상태로 되돌아가려는 특성을
 갖는 

데 이를 철근의 부식이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금속의 부식은 건식
(Dry 

corrosion)과 습식 (Wet corrosion)으로 구별할 수 있다. 건식은 금속이 

고온에서 산소/ 유황I 할로겐 등의 가스에 접하여 그 금속의 산화물I 

유화물y 할로겐물 등의 반응생성물을 발생시키는 것이고I 습식은 수분 

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금속이 부식되는 경우에 일어나는 것으로
 상온 

에서 발생하는 통상의 부식은 거의 습식이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에 발생하는 부식도 습식으로 이 부식현
상은 

전기 화학적 이론으로 설명될 수 있다. 습식 부식반응을 진행시
키는 

원동력은 금속표변에 생기는 국부전지인데 철근이 부식되는 경
우에는 

철근 표면상에 무수한 국부전지가 생기고 있다. 

이 국부전지의 활동의 정도에 의해 철근부식 진행정도가 결정된다
. 

국부전지는 아노드(양극，Anode)부분과 캐소드(음극，Cathode)부분으로 

되어 있다. 

양극반웅 

음극반응 

전체반응 

Fe ---• Fe++ + 2e 

H20 + Yz 02 + 2e ---• 2(OHf 

Fe + Yz 02 + H20 ---• Fe(OHh 

(2.9)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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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철근부식의 양극반응과 음극반응 

표연 

융득 

{걸할부운} (안청부운} 

그림 2.32 철근부식의 반응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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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화제이철 

FeZ' Fez, ./(붉은‘녹) 

( 양극 ) 

철근 

그림 2.33 철근의 부식상태 

나. 철근부식에 의한 피해결과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설계시 소정의 응력
에 저항하도록 일정 단 

변을 가진 철근을 사용하게 된다· 철근의 부식
이 발생하면 철근자체의 

단면이 손실되므로 경우에 따라서 필요한 
철근 단변이하의 값을 갖게 

되며 이는 철근이 저항할 수 있는 웅력이 저
하되어 구조물의 전체 강 

도가 저하된다. 

또한 철근의 부식에 의하여 철근의 체적이 
본래의 약 6배로 팽창하 

고 그 팽창압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에 균
열이 발생하게 된다. 균열이 

발생하면 산소나 물의 공급이 용이하게 되어
 콘크리트 구조물에 유해 

한 화학물질 퉁의 침투가 용이하게되며 철
근의 부식이 가속화되어 결 

국에는 피복 콘크리트가 탈락함으로서 콘
크리트 구조물은 현저히 성 

능저하를 일으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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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철근부식의 제어방안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부식에 관계하는 요인을 살펴보면 재료/ 조합/ 

시공/ 환경 등의 항목 중에 다수의 요인을 포함한다. 예를 들면 재료 

로서 시벤트l 세골재 l 조골재 y 비빔수/ 혼화재료의 품질 둥 각각 크고 

작은 요인을 갖고 있고I 특히 세골재 중의 염분은 중요한 요인이다. 

이들 다수의 요인을 국부전지의 작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요 

인과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간접적 요인 

은 많지만 직접적 요인은 간접적인 요인에 비하여 그만큼 많지 않다. 

직접적 요인을 기초 요인이라 한다면 국부전지의 반응과 이 기초요인 

의 반응은 표2.9에 표시 된 바와 같다. 

철근의 부식과 관계하는 철근의 부식환경 중에서 pH와 밀접한 관 

계 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 는 W. Whiteman과 R.Russel 

에 의해 밝혀지고 있다. 

그림 2.34에서 pH와 철근의 부식과의 관계를 도시하였다. 그림 

2.34에서 볼 때 알칼리 환경에서 부식속도가 현저하게 작은 것을 알 

수 있다. 콘크리트중의 철근은 수산화칼숨 주체의 알칼리 환경이기 때 

문에 수산화칼숨 용액의 pH와 부식경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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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국부전지의 반응과 기초요인과의 관계 

국부전지의 기 

음극반응과 여D 브1Lq 7 <1

양극반응 
pH 산소 -까「‘단 님: 

음이온 

양극 반응 G O A @ 

음극 반응 A G g O 

초 요 인 

철근 
응력 

품질 

O A 

× A 

미주 

전류 
온도 

G G 
x O 

G: 관계가 큼 
o 관계 있음 
6. 관계 적음 

x 관계 없음 

여러 연구자료에 의하면 통상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이 부식되지 않 

것은 시멘트의 수화에서 발생된 다량의 수산화칼숨에 의한 알칼리 

환경하에서 철근표면이 부동태화한 것을 의미한다. 이 경우에 철근의 

표면에 존재한다고 여겨지는 피막을 부동태피막이라 한다.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부식으로부터 보호하고 있는 부동태피막은 주로 콘크 

리트에 의한 중성화r 염분 및 산 음이온( Cl-1
, B03-3 )의 존재 p"1 

^ 고온 

도의 조건하에서 파괴된다. 

혼화재료로서 포졸 란(Pozzolan)은 포틀랜드 시멘트의 수화반웅시 

발생하는 수산화 이온과 반응하여 콘크리트 내에 존재하는 공극의 

pH를 감소시킨다. 이는 포졸란이 콘크리트의 철근부식에 대한 저항성 

。

E프 저하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포졸란은 콘크리트의 pH를 저 

하시키는 

L一
τ 효과를 

효과를 가져오지만 포졸란은 콘크리트의 

가져오므로 콘크리트의 투수성감소에 

E /-처으 
..，끼- 。 감소시키 

따른 긍정적 효과는 

pH 감소에 따른 콘크리트의 철근부식 저항성 감소부분을 상쇄하는 효 

과를 가져온다. 또한 포졸란의 적절한 사용은 그 사용함량을 조절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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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할 적정수준으로 pH를 증진시키면서도 E /'-서 4 ,,'ò' "'2: 

0.04 

0.03 

0.02 

0.01 

장점이 있다. 

버 
k 
갖「 

*" 

콘크리트의 

있는 

로서 

거‘ , 

2 3 4 s s o~ 
14 13 12 11 109 8 

pH 

납i 12 

pHl1 o 

-0.5 

{
악
 
원
 바
 원
 뭔
 
{K 

-0.6 

-0 .7 

4 2 -0 .8 

부식 

갱시 

2.34 pH와 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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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충격 및 마모현상에 의한 성능저하 

토목 구조물로서 해안 방파제 구조물I 교량이나 배수갑문 둥과 같 

은 구조물은 파도/ 바람 그리고 차량 등에 저항하도록 설계된 구조물 

이다. 이러한 시설물들은 충격하중에 의해 발생하는 충격파에 의하여 

성능저하가 발생한다. 또한 지진에 의한 충격파에 의하여서도 성능저 

하를 일으키게 된다. 토목 구조물로서 수리구조물에 물의 흐름과 직접 

적으로 접촉된 부분의 경우 물방울이 가지는 기포에 의한 에너지 방 

출로 인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작은 공동 및 파쇄가 생기는 마모에 따 

른 성능저하가 발생하게 된다. 또한 해수에 인접한 방파제 구조물y 배 

수갑문둥의 구조물의 경우 구조물이 해수에 접하면서 해수에 포함된 

모래/ 암석성분 퉁이 구조물의 표면에 접하게 되고 이러한 해수성분들 

이 표변에 마찰되면서 구조물의 표면이 파괴되어 구조물의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도로 구조물 둥에서는 자동차가 직접 통과하는 부분에서 자동 

차륜의 마찰에 의하여 마모가 발생하여서 구조물의 성능저하가 발생 

한다. 

충격 및 마모에 의한 피해결과로I 충격 및 마모에 의하여 콘크리트 

표면은 부스러지거나 작은 공동들이 많이 발생하게 된다. 콘크리트 표 

면이 부스러짐으로써 콘크리트의 기능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또한 

콘크리트 표면이 마모 동에 의하여 손상을 입을 경우 철근의 덮개가 

앓아져 철근부식을 발생시키는 물질이 침투하기 용이하게 되어 철근 

의 부식을 촉진하게 되며 기타 콘크리트에 유해한 물질의 침투가 용 

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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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절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 

1. 콘크리트 내에서의 염소이온의 형태 

염소이온은 대개 콘크리트 배합재료의 성분 중에 함유되어 콘크리 

E 내에 존재하거나 해수 또는 제설용 염 둥에 의해 외부환경으로부 

터 굳은 콘크리트로 침투한다. 이와 같은 경로로 콘크리트 중에 침투 

한 염소이온은 콘크리트 내에서 자유염소이온과 구속염소이온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된다. 

ν 자유 염 소 이 옹(free chloride) 

• 간극수용액 (pore solution)에 녹아있는 상태 

P 구속 염 소 이 온 (bound chloride) 

• 염소이온이 시멘트의 수화반응물질인 C3A와 반웅하여 Friedel 

염 이 라 불리 는 calcium chloroaluminate를 형 성 하여 화학적 으로 

구속된 상태 

• 염소이온이 반텔발스력 (Van der Waals Force)에 의해 간극표변 

에 홉착되어 불리적으로 구속된 상태 

• 화학적으로 홉착되어 구속된 상태 

이 두 가지 형태의 염소이옹은 화학적 평형을 만족시키면서 동시에 

존재하게 되고l 이 가운데 자유염소이온만이 철근의 활성화를 유발하 

여 부식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 

온의 양을 정확히 알더라도 구속염소이온과 자유염소이온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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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지 못하면 불충분하다. 구속염소이온과 자유염소이온의 비례상
수를 

일반적으로 구속능력 (binding capacity)이라 한다. 염소이온의 구속능 

력은 시멘트의 화학성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C3A의 

양과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 둥과 같은 혼화재의 종류와 농도
가 매우 

중요한데 I 이들은 내부 표변에서 물리적으로 염소이온을 흡착하는 것 

뿐만 아니라 화학적 반응에 의해 염소이온을 홉착하는 것에도 
큰 영 

향을 주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슬래그와 포졸란(pozzolan)의 영향 

은 논쟁의 여지가 있다. 이 물질을 함유한 시멘트는 Friedel 염을 형성 

하여 염소이온을 화학적으로 구속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C3A의 양을 감소시키는 반면I 표면력에 의한 홉착으로 염소이온을 구 

속하는 CSH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역할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실험연구도 서로 상반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6) 

그림 2.35는 구속된 염소이온의 농도를 총 염소이온의 농도에 대해 

나타낸 것이다. 낮은 총 염소이온농도에서는 대다수의 염소이온
이 구 

속되지만 농도가 증가하면 구속염소이온의 농도는 한계치에 
이르게 

된다. 그림 2.8에서 이 한계치 역시 시멘트의 종류와 성분에 좌우됨을 

알 수 있다. 

한편/ 염소이온 구속정도는 염소이온의 형태에 따라서도 달라진
다. 

Arya와 Newmann
7)은 실험을 통해 NaCl 형태로 염소이온을 1% 증가 

시키면 간극수용액에서의 자유염소이용의 농도가 12,000 ppm정도이지 

만， CaCh, HCl, MgCh의 형태로 같은 양의 염소이온을 첨가할 경우에 

는 7,000 -7,500 ppm정도의 값을 갖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양이온이 

콘크리트의 pH를 변화시킴으로써 염소이온의 구속능력에 영향
을 미치 

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 있다. 그들은 또한 자유염소이온과 구속염
소이 

온의 농도사이에 선형적 비례관계가 존재함을 보였다(표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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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서로 다른 콘크리트의 구속염소이온과 총 염소이온의 관계 4) 

표 2.10 자유염소이온과 총 염소이온의 농도4) 

염소이옹의 형태 
염소이옹의 농도， 자유염소이옹과 

kg/m3 총염소이온의 관계 

해수 18.5 Cf = 0.55 X Ct 

NaCl 20.0 Cf = 0.55XCt 

CaClz 20.0 Cf = 0.35XC t 

MgClz 20.0 Cf = 0.50x Ct 

- 92 -



2. 부식임계농도 

염소이온에 의한 철근의 활성화는 염소이온이 임계치 이상일 때만
 

발 생 한다. 이 임 계 치 를 부 식 임 계 농 도(critical chloride concentration) 라 

한다. 이 농도는 주어진 콘크리트의 종류나 노출환경에 대해 
일정한 

값이 아니라 많은 변수에 따라 달라진다.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간극
수 

용액의 성분이다. Haussrnann은 pH를 아는 알칼리용액에 철
근을 침 

지한 실험에서 부동태피막의 파괴는 자유염소이온농도와 수산화
이옹 

과의 비에 따라 달라진다는 사실을 밝혀냈고I 그 값은 cr/OH-늑 0.6 

정도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콘크리트 중에 매설된 철근의
 경 

우는 철근 주위에 인접해 있는 시멘트 수화물의 보호작용으로
 인해 

이 보다 더 큰 값을 가진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 Larnbert와 

page9
) 둥은 실제 콘크리트 속에 매설된 철근의 활성화 경향을 전기화 

학적인 방법으로 관찰하여 cr/OH-가 3이상일 때 부식정도가
 급격히 

증가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반된 결과에도
 불구하 

고 부식임계농도가 콘크리트 간극수의 알칼리도에 지배된다는
 사실은 

분명하다. 

한편/ 부식임계농도는 또한 시벤트 종류와 양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는 이 두 변수가 자유염소이온의 농도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
니라 

수산화이온의 농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포졸란을 첨가한
 배합 

의 경우는 수산화이온의 농도를 감소시키기 때문에 pH가 감소
하게 되 

어 상대적으로 낮은 염소이온 농도에서도 철근의 활성화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부식발생 염소이온의 농도는 CaCh와 NaCl둥과 같은 
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이 역시 각 염의 양이온에 따라 구속
능력 

(binding capacity) 이 달라지 기 때 문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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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sie10)는 실제구조물에 대한 조사자료를 토대로 대략 C3A함량이 

8%미만인 시벤트의 경우 0.4%(시멘트 중량비)， C3A함량이 8%
이상인 

시멘트의 경우 1.0%(시멘트 중량비)를 부식이 발생하는 총 염소량
으로 

규정하였다. 이에 대해서도 많은 상이한 연구결과9)가 제시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를 부식이 활성화되는 기준으로 선택하여 부식발생
시점 

의 예측에 적용하고 있다. 

3. 염소이온의 전달기구 

염소이온의 침투는 콘크리트 내에서의 자유염소이온의 확산 

( diffusion)과 염소이온이 녹아있는 간극수의 침투(permeation)현상I 간 

극표면의 모세관력에 의한 간극수의 모세관흡수(capillary suction)동 

서로 다른 전달기구에 의해 표현되는 매우 복잡한 현상이다. 이들
 개 

별적인 전달기구들은 노출환경과 콘크리트 요소의 수분량
(moisture 

content)에 의존하면서 동시에 작용하게 된다. 

ν 간극수의 전 달(transport of pore water) 

일반적으로 간극수의 전달은 아래 두 가지의 전달기구에 의해 설
명 

할 수 있다. 이는 간극수가 염소이온을 포함하고 있을 때만 의
미가 있 

는 것이며 I 간극수에 의한 염소이온의 전달은 convective flow가 된다. 

@ 간극수의 침 투(permeation of pore water)현상 

압력수두에 의해 유발되는 유체의 흐름으로 낮은 염소이온농도
에서 

는 그 영향이 매우 작다. 

@ 모세관흡수(capillary suction)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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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세간극(capillary pores)에서 작용하는 표면장력 (surface tension)에 

의한 유체의 이동으로/ 특히 건습이 반복될 때 가장 중요한 전달
요인 

이 된다. 

p 염소이온의 확산 

간극수의 침 투나 모세 관흡수현상에 의 한 convective flow와는 달리 

확산 (diffusion)현상은 농도차/ 즉 농도경사(concentration gradient)에 

의해 유발된다. 이러한 이온 또는 분자의 확산은 Fick의 법칙에
 의해 

설명되어진다. 자유이옹이나 분자의 임의의 운동에 의한 질량의 
이동 

은 높은 농도를 가진 지역에서 낮은 농도를 가진 지역으로
의 /‘→응 E 

τC~으-0 

(net flow)이며/ 이렇게 확산하는 물질의 flux는 농도경사에 비례하는 

데/ 이를 일반적으로 Fick의 제 1법칙이라 한다. 

r 

ι
 
-’ 

따
 

D I 
J (2 .10) 

여기서， J는 확산물질의 flux, C는 확산물질의 농도， x는 확산거리이 

다. 이는 다시 질량보존의 법칙에 따라 다음과 같이 표현되는데/ 
이것 

이 Fick의 제 2법칙이 된다11) 

뽑 =꿨 =옳(D뽕) (2.11) 

여기서， t는 확산시간， D는 확산계수이고l 이는 length2
/ time의 단위 

를 갖는다. 

ζ
 니
 

n 3 



고체의 경우I 확산계수 D는 주어진 물질을 이동시키는 능력을 나타 

내는 고체 고유의 물성인데 l 이는 일반적으로 많은 인자에 영향을 받 

는다. 확산하는 자유이용이나 분자의 농도분포(local concentration)에 

따라서 확산계수는 큰 영향을 받으며/ 비균질고체 (inhomogeneous 

solid)인 경우에는 깊이에 따라서도 달라진다. 또한I 콘크리트와 같이 

시간에 따라 물성이 달라지는 물질의 경우에는 시간 역시 중요
한 영 

향인자가 되며/ 대부분의 경우 온도에도 강한 영향을 받는다. 따
라서 I 

확산계수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변수의 함수로 표현된다5) 

D = f( c, x，t， η (2.12) 

여 기 서 c 국 부 적 농도(local concentration) 

x = 확산거리 

t = 확산시간 

T = 온도 

P혼합전달기구 

이상에서 각기 다른 전달기구에 기초하여 염소이온의 침투현상
에 

대해 설명하였다. 각각의 전달기구들은 경계조건이나 콘크리트
 요소의 

수분상태와 그 분포 둥에 따라 다르게 작용할 수 었다. 순수한 
염소이 

온이 용해된 간극수의 침투와 염소이온의 확산은 단지 모세관력
이 존 

재하지 않는 포화된 콘크리트에 대해서만 성립된다. 그러나l 만약 건 

조 또는 부분포화된 콘크리트가 염수에 노출되면 모세관흡수는
 지배 

적인 전달기구가 된다. 단r 압력수두가 매우 작다면/ 확산과 간극수의 

침투의 동시작용에 의해서 염소이온이 모세관력이 없는 좁은 간
극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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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침투될 수 있다. 연속적으로 해수에 침지된 콘크리트를 제외
한다 

면 이와 같은 염소이온의 혼합전달기구가 대부분의 경우 가장 유
효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혼합전달기구를 이론적으로 다루려면 각
각의 

전달변수와 전달력을 고려하여 중첩시켜야 한다. 

전달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특히 콘크리
트 

내 수분의 분포가 중요한데， 이는 수분의 양이 전달계수에 대해서
 가 

장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변수이기 때문이다. 수분의 농도경사는
 수분 

의 이동을 유발하고 따라서 염소이온을 이동시킨다. 

4. 염소이온 침투와 철근 부식에 관한 연구자료 분석 

가. 콘크리트의 양생온도와 염소이온의 침투28) 

Detwieler, Kjellsen과 Gjφrv의 연구서는 물-시벤트(wfc)비 0.40, 

0.50, 0.58의 세 가지 배합에 대하여 양생온도 5 0C, 20 oC, 50 oC 에서 양 

생한 각 시편에 대하여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불-시 벤트 비 가 0.40, 0.50일 때 는 양생 온도 20
0

C 일 때 의 확산계 수가 

각각 5 mmolf1fday, 9 mmolf1fday로 가장 작게 나타났으며， 5
0C 일 

때 는 각각 7 mmolf1f day, 17mmolf1f day로 20 0C 일 때 의 값보다 약 

간 크지만 50
0

C 일 때의 각각의 확산계수 12 mmolf1f day, 34 

mmolf1fday보다 작은 값을 나타내고 있다. 물-시벤트비 0.58일 때는 

양생온도 5 0C, 20
0

C 일 때는 확산계수가 14 mmolf1f day, 16 

mmol/1fday으로 비슷한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50
0

C 일 때의 확산계 

수는 25 mmolf1fday로 나타났다. 

이 연구 결과를 보면I 상대적으로 낮은 물-시멘트비에서 양생온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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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의 확산계수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게 나타났으며 철
근의 부 

식을 유발하는 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양생온도
는 철 

근부식에 영향을 주는 아주 중요한 변수임을 알 수 있다. 

나. 콘크리트 내 철근의 초기 부식에 대한 연구29) 

Mohammad의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한 후 실험실
에서 

흔히 사용하는 수중 표준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부동태 피막을 형
성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었다. 

다. 혼화재가 염소이옹 침투에 미치는 영향 

고로슬래그의 사용은 화학저항성을 다소 개선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즉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는 수화시에 다량의 수산화칼숨
을 방출 

하는 C3A, C3S 그리고 유산염 둥을 다량 함유하고 있지만 고로슬래그 

분말을 사용하면 이들 광물들이 그 치환율에 따라 희석되므로 방
출되 

는 수산화칼숨은 슬래그로부터 용출되는 실리케이트나 알루미네
이트 

를 모세관 공극중에서 포졸란 반응을 일으켜 일부가 소모되므로
 치밀 

한 조직구조를 형성하고 투수성을 감소시키므로 염류의 침투
작용을 

억제한다. 

Geiseler, Kollo, Lang의 연구32)에 따르면 물-시 멘트비 0.60에 서 콘 

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고로슬래그/시멘트 비가 20%정도
까지 

는 거의 차이가 없으며 40% 정도에서는 거의 1/6정도로 감소하며 그 

사이는 선형적으로 감소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여기에서 고로슬래
그/ 

시멘트 비 40%는 시멘트를 고로슬래그로 30% 대체한 정도의 비율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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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변수에서 사용한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은 이 연구에 근거
한 것 

있다. 

플라이애쉬는 황산염 저항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
한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의 구속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그리고 플라이애쉬를 혼입한 경우 초기재령에서는 콘크리트의
 투 

수성올 다소 증가하나 6개월 정도 경과한 후에는 플라이애쉬를
 혼입 

하지 않은 보통 콘크리트에 비하여 매우 우수한 내투수성을 갖
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실리카홈은 비표면적이 아주 적어서 콘크리트의 내부 조직을 치밀
 

하게 충진해 주어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투수성을 증가시키며 혼
입량 

에 따라 중성화 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om 

Lorentz, Catherine French는 공기량 5% , 8%와 실리카흉 0% , 7.5%, 

10%를 변수로 한 연구에서 공기량에 따라서는 철근의 부식에 
명확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I 실리카홈의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억제에 효 

과는 혼입량이 7.5%일 때 가장 효과적이라고 보고하고 있다31) 

라. 콘크리트내의 염소이온 농도 결정에 관한 연구7)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의 형태는 시멘트나 혼화재의 C3A성분과 

결합하여 프리텔염으로 존재하는 구속된 염소이옹과 간극수내에 
존재 

하는 자유염소이온의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고 었다. 이 중에
서 구속 

된 염소이온인 프리텔염은 안정상태의 물질로 콘크리트 내의 철
근의 

부식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중성화 등에 의하여 프리텔
염이 

분해될 경우 염소이온이 풀려나게 되어 철근의 부식에 영향을
 는

 
주
 
’ 

자유염소이온이 된다. 자유염소이온은 콘크리트의 간극수내에 존
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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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철근이 부동태피막을 형성하고 부동태피막을 유지할 수 있는
 환경 

에서도 철근 표면의 국부적인 부식을 일으키며I 부식이 진행됨에 따라 

양극에서는 pH의 감소로 이로 인하여 부동태피막이 파괴되고 
철근의 

부식을 더울 촉진하게 된다. 

따라서/ 콘크리트 내의 자유염소 이온의 농도를 알아내는 것이 
철 

근의 부식 시작점을 결정하고/ 구조물의 수명예측 및 유지관리
에 더 

효율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콘크리트 내의 자유염소이온을 결
정하는 

방법은 콘크리트 내의 간극수를 짜낼 수 있는 장치를 이용하여 
간극 

수를 뽑아낸 다음 그 간극수의 염소이온의 농도를 직접 측정하
는 것 

이 현재까지의 유일한 방법이며/ 이 방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뿐 

만 아니라 콘크리트가 건조상태에서는 간극수를 뽑아낼 수 없어
서 기 

존 구조물들에 적용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보다 간단하게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자유염소이온
/ 구 

속된 염소이용)의 농도를 결정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 

며 y 그 중 한가지 방법이 콘크리트내의 전염분량에 대한 일정한
 비로 

나타낼 수 있는 방법이다. 

간극수를 추출하지 않고 자유염소이온의 농도를 결정하기 위한
 방 

법으로는 콘크리트 파편을 일정한 입자 크기 이하로 빵아서 48시간 

또는 72시간 동안 증류수에 담그는 방법 I 5분 끓이고 55분 동안 방치 

하는 방법 r 증류수에 넣어 6시간 동안 저어주는 방법 둥으로의 여러 

가지 방안들에 대한 연구들이 수행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적절한
 방안 

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외국의 염화물량의 제한 규정은 표2.11과 같으며 I BS 8110의 총 염 

화물량은 철근부식을 일으키는 콘크리트 중의 총 염소이온의 
임계농 

도를 0.80% - 1.0% 정도로 보고하고 있는 많은 연구 결과에 안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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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을 고려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표 2.11 염화물량의 제한 규정 34) 

;와N 
Threshold Chloride, 

percent by cement weight 

Free Total 

( water-soluble) (acid-soluble) 

ACI 201 0.10 - 0.15* 

ACI202 0.20 

BS 8110 0.40 

* 0.10 moist environment exposec! to chloride 
0.15 moist environment not exposec! to chloride 

우리 나라에서는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함유량의 한도를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 염 

화물 이온량은 비빌 때 콘크리트 중의 전 염화물 이온량을 0.30kgjm
3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상황에 따라서 염화물 이온량 허용 상
한치를 

0.60kgjm3으로 조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전 염화물량 0.30kgjm
3은 단 

위시멘트량 300kgjm
3일 경우 시멘트 중량비 0.1% 에 해당하는 양이 

되고I 전 염화물량 0.60kgjm
3은 단위시벤트량 300kgjm

3일 경우 시멘 

트 중량비 0.2%에 해당하는 양이 된다. 이는 외국의 염화물량의 
제한 

규정이 사용 시멘트량에 대한 중량비로 주어진 데에 반하여 우리 
나 

라는 단위시땐트량에 관계없이 콘크리트의 단위체적당 시멘트량
으로 

제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 변수에 초기 염화물이 없으며/ 자유염소이온
의 

양을 결정하는 데에 현실적 제약을 고려하여 철근 부식을 유발
하는 

염소이온의 농도를 콘크리트 중의 총염소이온의 양으로 접근
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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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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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특성실험 

제1절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실험 

해수의 영향을 고려하면서 해수 또는 인공해수를 사용하지 않은
 것 

은 2.4.1절에서 언급하였듯이 염소이온의 형태에 따라서 간극수내
의 

자유염소 이온의 농도가 다르다는 Arya와 Newmann
7)의 실험 결과를 

고려하여 그 중에서 자유염소이온의 농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는 

염화나트륨 중의 염소이온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변수는 현재에 원전구조물에 사용되고 있는 배합(제5종 시벤트 

사용)을 기준으로 하여 시멘트를 제1종 시멘트로 대체한 경우y 제 1종 

시멘트에 플라이애쉬 30% 혼입한 경우 그리고 제 1종 시멘트에 고로슬 

래그 30% 혼입한 경우의 네 가지를 변수로 하여 각 실험을 수행하였 

으며 I 각 변수별 배합은 표3.1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멘트는 제1종 시벤트는 국내 S사 제품을/ 제 

5종 시멘트는 국내 S사의 제품을 사용하였고 혼화재는 분말도
 4,670 

cm2jg의 고로슬래그와 분말도 4,250 cm2 j g의 하동산 플라이애쉬를 사 

용하였으며 각각의 화학조성은 표3.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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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각 변수별 배합표 

시멘 E 혼화재 (kg/m:') 걷 ~ 굵은골재 잔골재 SP 
비고 

실험변수 
(kg/m3) (kg/m3) (kg/m3) (kg/m3) (%) 

FA BS 

N1 430 170 972 705 0.5 

N1-F 301 129 170 972 705 0.5 

N1-B 301 129 170 972 705 0.5 

N5 430 170 972 705 0.5 --

표 3.2a 제5종시 멘트의 화학조성 

Si02 Ab03 Fe203 CaO MgO Na20 K20 S03 F-CaO Ig-loss 
Blaine 

<Cm2jg) 

22.37 3.87 4.67 62.77 2.54 0.09 0.54 1.75 0.57 1.40 3.260 

표 3.2b 플라이애쉬의 화학조성 

Si02 Ab03 Fe203 CaO MgO Na20 K20 S03 F-CaO Ig-loss 
Blaine 

<Cm2jg) 

61.75 23.97 4.81 3.41 0.82 0.50 1.11 0.66 2.97 4.250 

표 3.2c 고로슬래그의 화학조성 

Si02 Ab03 Fe203 CaO MgO Na20 K20 S03 F-CaO Ig-loss Bl떠n/ge) j 

(cm2jg 

32.9 42.2 
15.06 0.87 6.43 0.31 0.48 1.55 0.13 4.670 

L~ 」←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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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동특성 분석 실험 

콘크리트의 조기강도를 발현을 위해서 사용한 초창기 혼화제의 
주 

성분은 염소이온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염소이
온이 

콘크리트 내의 철근의 부식 촉진을 가져온다는 여러 연구 결과
에 따 

라 현재에는 혼화제에 염화불 성분을 엄격히 규제하고 었다. 
그리고 

혼화제가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시 

험 방법 을 규정 하고 었다.(ASTM G 109) 

본 연구에서의 모든 변수는 배합시에 염소이옹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 변수 즉 콘크리트의 배합재료(시멘트， 골재/ 배합수I 혼화재/ 혼화제 

등)에 염화물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 각각의
 배합 

에 대하여 목표슬럼프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2.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특성 실험 

본 연구에서는 해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변수별로 콘크리트를 시험시편을 제작후 14
일간 

양생포를 덮고 물을 뿌리는 습윤양생한 후 강도를 측정하고I 5% 염화 

나트륨(NaCl) 용액에 침지한 시편과 침지하지 않은 시편에 대하여 누
 

적 재령이 28일 I 56일 I 6월 I 1년 I 2년의 재령에 대하여 그 강도를 측정 

하였다. 시편은 φ10x20cm 원형공시체를 사용하였으며/ 강도실
험은 

KS F 2405에 의거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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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해수의 영향을 받는 굳은 콘크리트의 

염분침투 실험 

1.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내부식성 실험 

본 연구에서는 해수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굳은 콘크리트의 특
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각 변수별로 그림 3.1과 같이 시험시편을 제작 후 14 

일간 양생포를 덮고 물을 뿌리는 습윤양생한 후 건조로에서 30분간 

건조하여 측면을 에폭시로 실링하고 윗면에 아크릴로 풀(pool)을 만들 

고 콘크리트와의 연결 부분은 실리콘으로 실링한 후 염화나트
륨 5% 

용액을 7일간 채우고， 7일간 대기중에서 건조하는 주기로 실험
을 수행 

하였다. 측정은 Anode와 Cathode의 전류량과 Anode의 자연
전위를 

실험시작 시점에서 측정하여 초기값으로 사용하였으며， 7일간
 침지후 

용액을 제거하고 전류량과 자연전위를 측정하였다. 

자연전위의 측정은 ASTM C 876에 의거하여 황산동 전극을 사용하 

여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Anode와 Cathode사이에 100Q 의 저
항을 연 

결하고 저항사이의 전압을 미세전류-전압측정기로 측정하여 전류
량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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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얀짜l 

• 
•• 

그림 3.1 철근 부식 실험 개요도 

사진 3.1 철근부식시험 철근고정 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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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2 철근부식시험 시편(타설전) 

사진 3.3 철근부식시험 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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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3.5 철근부식시험 시편 배치장면 

2. 해수의 침입에 따른 염분농도 및 침투깊이 평가 

본 실험에서는 염소이온의 침투깊이 산정의 실험 자료를 확보하
고 

자 그림 3.2와 같이 무근 실험시편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의 폭로실험을 

수행하였으며 I 3.2.1절의 실험에서 자연전위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철 

근의 부식확률 90% 이상이 되는 전위값이 -270rnV가 되었을 때 
실험시 

편을 각 깊이별로 잘라내어 깊이별 총염분량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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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aC1 

sealedl 115 cn 

1.... 15 cm 

그림 3.2 염분침투실험 개요도 

사진 3.6 염분침투시험실험 시편 

염소이온의 농도는 시편의 표변에서 lcm, 2cm, 3cm, 4cm의 깊이별 

로 전염분량을 측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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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확산계수의 측정실험 

염소이온의 확산계수를 실측자료로 측정하는 것은 너무 많은 
시간 

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유사한 재료를 사용한 실제 구조물에 대
한 염 

소이온 측정자료가 폰재하는 한정된 경우 외에는 적용이 거의 불
가능 

하다. 이러한 어려움은 실험적인 방법으로 어느 정도 극복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재까지 제안된 여러 가지 실험적 방법 가운데
 비교 

적 소요시간이 짧고 간단한 전위차에 의한 염소이온 투과시험법을
 적 

용하여 확산계수를 측정하였다. 

T.Zhang과 O.E.GjØrv 둥에 의해 제안된 전기적 방법은 기본적으로 

투수성 평가에 사용되는 염소이온 투과시험 (ASTM 1202-91, 그림 3.3)과 

동일한 실험방법이다. 이들의 연구에 따르면 염소이온 투과시험
법에서 

의 전위차에 의한 염소이온의 이동이 온도， 전위차와 농도차의 
함수로 

나타나기 때문에 확산계수 Dc는 아래 식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
다. 

요OOkT ~ 깅ι Dc β。
u êeo L1ψ C얘o dT 

여 기 서 / 더 o Bolzrnan 상수 (1.38 X 10.16 ergs/K) 

T: 절대온도(K) 

L: 시편의 두께 (crn) 

V : NaOH용액이 담긴 셀의 부피 (crn3) 

Co : NaCl의 농도(rn이/ l) 

Ao : 시 편의 면적 (crn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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é 이온의 원자가 

eo : 전자의 전하량(4.8 X 10-10 e.s.u) 

J ψ: 전위차(Volt) 

dC/dt : 염소이온의 농도증가율(molj 1/ sec) 

위 식으로부터 일정온도와 일정전위차로 염소이온 투과시험을 수행
 

한다면 양극셀(anode cell)에서의 염소이온의 농도증가율(dC/ dt)을 제 

외한 모든 변수가 일정한 값을 가지게 됨을 알 수 있다. 즉， 

dC D = ß. a . .... J':: 
dt 

여기서 I ß = ßI。맺맺 : 상수항 
c "0 

a = -lLE- : 실험조건변수 
4ψ CoA。

(3.2) 

따라서 양극셀에서의 염소이용농도의 변화율을 측정함으로써 확
산 

계수를 계산할 수 있다. 이 실험은 정상상태 (steady-state)의 실험이므 

로 이로부터 결정되는 확산계수는 이온의 구속을 고려하지 않은
 확산 

계수가 된다는 점을 주지해야 한다. 농도의 측정은 실험 도중
에 양극 

셀에서 계속해서 시료를 채취하기 힘들기 때문에 매우 까다로운 작 

업이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로 전류를 측정하여 이로부터
 투 

과농도를 간접적으로 구함으로써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는 염소이온외에 다른 종류의 음이온(OH-동)이 염소이온의 농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작게 함유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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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해진다. 

Power Source 

3%Na( 

(a) 시험장치도 

r-~\ 

Ej 

Solution container 

(b) Diffusion Cell 

그림 3.3 염소이온 투과시 험 (ASTM 120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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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특성 실험 결과 및 서
 「

부
 』

제 1절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실험 결과 

1. 유동특성 분석 실험 결과 

콘크리트의 조기강도를 발현을 위해서 사용한 초창기 흔화제의 
주 

성분은 염소이온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염소이
온이 

콘크리트 내의 철근의 부식 촉진을 가져온다는 여러 연구 결과
에 따 

라 현재에는 혼화제에 염화물 성분을 엄격히 규제하고 었다. 
그리고 

혼화제가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정도에 대한
 시 

험 방법을 규정하고 있다.(ASTM G 109) 

본 연구에서의 모든 변수는 배합시에 염소이온이 포함되어 있지 
않 

은 변수 즉 콘크리트의 배합재료(시벤트I 골재/ 배합수/ 혼화재y 혼화제 

둥)에 염화물이 없는 경우에 대하여 수행하는 것이므로l 각각의 배합 

에 대하여 슬럼프를 확인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었다. 

N1 배합의 경우 슬럼프는 5cm, N1-F 배합의 경우 슬럼프는 4cm, 

N1-S 배합의 경우 슬럼프는 6cm, N5 배합의 경우 슬럼프는 8cm가 나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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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 특성 실험결과 

현재 제작된 공시체로부터 재령별 강도특성 실험을 수행하고 있
으 

며 아직 재령이 되지 않아 재령 14일 I 28일 I 6개월 I 1년 I 2년 단위로 

강도시험을 수행할 예정이다. 

제 2절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염분침투 실험결과 

1.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내부식성 실험결과 

현재 부식시험 시편을 14일 양생한 후 측면 네 면을 실리콘으로
 실 

링을 하고l 윗면에 10cm x 15cm x 10cm의 아크릴 
n: 。
22 만들어 실리콘 

으로 틈이 없도록 고정시킨 NaCl 5% 용액을 채워 부식실험을 수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는 2차년도 보고서 에 수록할 예 정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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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부식실험장면 

2. 해수의 침입에 따른 염분농도 및 침투깊이 평가결과 

현재 염분침투 실험 시편을 14일 양생한 후 측면 네 면을 실리콘
으 

로 실링을 하고I 윗면에 
n: 。
등를돋[" 만들어 실리콘으로 틈이 없도록 고정시 

킨 NaCl 5% 용액을 채워 염분침투 실험을 부식실험과 동일한 환경하 

에서 동일한 사이클로 수행 중에 있으며 이 시편은 철근의 부
식이 

95%이상 일어나는 확률을 가진 자연전위 -270rnV가 되었을 때에
 시편 

을 슬라이스를 내어 각 깊이별 염분량을 측정할 계획이며 이는 2
차년 

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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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2 염분침투실험장면 

3. 확산계수의 측정 실험결과 

콘크리트의 확산 계수는 실험 시작 시점과 재령별로 전기적 방
법에 

의한 염소이온 투과시험을 통하여 전류량을 측정할 예정이며 그
 값에 

서 3장에서 설명한 방법에 의하여 확산계수를 결정할 예정이며 
이 결 

과는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 할 예정이다. 

- 117 -



저15장 결론 및 향후 연구내용 

제1절 제 1차년도 결론 

본 연구에서는 우리 나라 각 지역별 해수의 특성을 분석하였
으며 

구조물의 성능저하 메카니즘을 분석하고 해수의 침투메카니즘을
 규명 

하였다. 그리고 각종 연구 자료 분석을 통하여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 

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규명을 위하여 시멘트 종류(제1종 시멘트/ 제5 

종 시멘트)와 혼화재(플라이애쉬 l 고로슬래그)의 종류를 주요 변수로 

하여 콘크리트의 강도특성 실험을 수행 중에 있고 해수의 영
향을 받 

는 콘크리트의 염분침투 및 철근의 부식 실험을 위하여 같은 변
수에 

대하여 철근부식실험 및 염분침투실험을 수행하고 있으며 이러한
 연 

구 결과는 부식실험이 지속적인 실험이므로 2차년도에 실험 완료
 후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 할 예정이다. 

현재까지 도출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우리 나라의 각 지역별 해수의 특성은 시기별l 지역별로 바 

닷물 무게당 염소이온의 양은 최소 15gjkg에서 최대 20gjkg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2. 각 지역별로는 동해안/ 남해안에 비하여 서해안이 보다 낮 

은 염분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해안과 제주도는 2월 

과 8월의 염분량의 차이가 타 지역에 비하여 큰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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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구조물의 성능저하는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일어나지만 해 

수에 노출되어 있는 구조물은 침식이 원인이 되는 물리적인 침 

해현상과 해수중의 염소이온의 침투로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
 

을 일으키는 화학적 침해현상이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대표적인 

침해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4. 염소이온의 콘크리트 내부로의 침투는 확산현상에 의한 침 

투/ 간극수에 의한 침투， 모세관력에 의한 침투 둥의 여러 가지 

작용에 의하여 일어나는 복합적인 현상으로 콘크리트가 염소이 

온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 따라 지배적인 침투 메차니
즘 

이 달라진다. 콘크리트가 부분적으로 포화되어 있는 경우는 모
세 

관 흡수가 지배적이며 해수에 직접 닿아 포화되어 있는 구조물
 

의 경우에는 확산에 의한 염소이온의 침투가 지배적이다. 

5. 염소이온의 침투에 의한 철근부식과 염소이온의 침투깊이 

산정 동을 위한 실험을 시벤트 종류와 혼화재의 종류를 주요 변 

수로 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그 결과는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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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제 2차년도 및 향후연구내용 

본 연구의 1차년도는 5개월의 짧은 기간에 수행된 연구로서 계속되
 

는 제2차년도에는 염소이온 침투메카니즘의 해석방법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제 1차년도에 수행하고 있는 각종 장기 부식 측정 실험을 2차 

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 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연구내용은 다음
과 같 

다. 

O 해수의 침투 메카니즘의 해석 방법에 대한 연구 

- 염소이온 침투 메카니즘의 해석적 접근 

O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1차년도의 연속측정) 

-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강도특성실험 

O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의 염분침투실험 (1차년도의 연속측정) 

- 해수의 침입에 따른 염분농도 및 침투깊이 평가 

- 해수의 침입에 따른 굳은 콘크리트의 내부식성실험 

。 해수의 영향을 받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평가 방안 연구 

- 해수 영향에 따른 수명 평가방안 연구 

- 120 -



참고문헌 

1. 해양조사연보l 국립수산진흥원I 제 45권， 1996. 

2. 콘크리트 표준시 방서/ 건설부， 1996. 

3. 오병환 외， 고품질 시공을 위한 고내구성 콘크리트의 개발 및 실 

용화 연구/ 건설교통부， 1996. 

4. Clifton, J. R., lIPredicting the Remaining Service Life of 

Concrete,'’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NISTIR 

4712, Nov., 1991. 

5. Schießl, P., lICorrosion of Steel in Concrete,'’ Report of Rilem 

Report Technical Committee 60-CSζ Chapman & Hall, London, 

1988. 

6. Kdroff, J., Hilsdorf, H. K., lIPerformance Creteria for Concrete 

Durability,'’ Rilem report 12, E & FN Spon, London, 1995. 

7. Arya, c., Newmann, J. B., lIAssessment of Four Methods of 

Determining the Free Chloride Content of Concrete,lI Materials and 

Structures, Resaerch and Testing (Rilem, paris), v.23, 1990, 

pp .319-330. 

8. Hausssmann, D. A., lISteel Corrosion in Concrete,lI Materials 

Protection, 1967, pp.19-23. 

9. Lambert, P., Page, C. L., lIInvestigations of Reinforcement 

Corrosion. 2. Electrochemical Monitoring of Steel in 

Chloride-Contaminated Concrete,'’ Materials and Structures, Rilem, 

Paris, v.23, 1991, pp.351-358. 

- 121 -



10. Vassie, P. R. W., "Reinforcement Corrosion and the Durability 

of Concrete Bridges,'’ Proc. Inst. Civil Engineers, Part1. v.76, 1984, 

pp.351-358 

11. Ficher, H. B., List, E. J., "Mixing in inland and Coastal Waters,'’ 

Accademic Press, London, 1979. 

12. Tuutti, K., "Corrosion of Steel in Concrete,'’ Swedish Cement 

and Cocrete Rsearch institute, Stockolm, 1982. 

13. Browne, R. D., "Performance of Corrosion in Marine 

Environment," Journal of American Concrete Instiute, 1975, p.169. 

14. Maage, M., Helland, S., Carlsen, J. E., "Service Life Prediction 

of High Strength Concrete in the Shore Approach,'’ 4th international 

Symposium on Utilization on High-StrengthjHigh-performance 

concrete, Paris, 1996. 

15. Bear, J., "Dynamics of Fluids in Porous Media," American 

Elsevier, Environmental Science Series, New York, N. Y., 1972. 

16. Bazant, Z. P., "Physical Model for Steel Corrosion in Concrete 

Sea Structures-Theory," ASCE, ST6, Jun., 1979, pp.1137-1153. 

17. Bazant, Z. P., "Physical Model for Steel Corrosion in Concrete 

Sea Structures-Application," ASCE, ST6, Jun., 1979, pp.1155-1165. 

18. Bazant, Z. P., Thonguthai, W.," Pore Pressure and Drying of 

Concrete at High Temperature,'’ ASCE, EM5, Oct., 1978, 

pp.1059-1179. 

19. Feldman, R. F., Sereda, P. J., " A Model of Hydrated Portland 

Cement Paste as Induced from Sorption-length Change and 

Mechanical Properties," Rilem, Paris, Bulletin, No.6 1968, pp.509-519. 

122 -



20. 5aetta, A. V., 5cotta, R. V., Viataliani, R. V., "Ana너sis of 

Chloride Diffusion into Partial1y 5aturated Concrete," ACI Material 

Journal, 5ep.-Oct., 1993, pp .441-451. 

21. Berks, N. 5., Hicks, M. c., "Predicting Chloride Profiles in 

Concrete,'’ Corrosion, Mar., 1994, pp.234-239. 

22. Page, C. 1., 5hort, N. R .. , Tarras, A. E., "Diffusiorr of Chloride 

Ions in Hardened Cement Past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ll, No.3, pp.395-406. 

23. Cook, R. D., '’Concepts and Apllications of Finite Element 

Analyis," 3rd Ed., John Wiley & 5on, 1989. 

24. Huyakorn, P. 5., Nikuha, K., "501ution of Transient Transport 

Equation Using an Upstream Finite Element 5cheme," App l. Math. 

Model1ing, v.3, Feb., 1979, pp.7-17. 

25. Zhang, T., Gjtþrv, O. E., ’ An Electrochemical Method For 

Accelerated Testing of Chloride Diffusivity in Concret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24, No.8, 1994, pp.1534-1548. 

26. John P. Broomfield, "Corrosion of 5teel in Concrete; Undestang, 

investigation and repair," E & FN 5PON, First Edition, 1997. 

27. Arya, c., Newmann, J. B., "Assessment of Four Methods of 

Determining the Free Chloride Content of Concrete," Materials and 

5tructures, Resaerch and Testing (Ri1em, paris), v.23, 1990, 

pp.319-330. 

28. Rachel J. Detwiler, Knut O. Kjellsen, Odd E. Gj~rv， "Resitance 

to Chloride Intrusion of Concrete Cured at Different Temperatures,'’ 

ACI Materials Journal, Vo1.88, No.1, Jan.-Feb., 1991. pp.19-24. 

- 123 -



29. Mohammad Shamin Khan, "Corrosion State of Reinforcing Steel 

in Concrete at Early Ages," ACI Materials Journal, Vo1.88, No.1, 

Jan.-Feb., 1991. pp.37-40. 

30. Tom Lorentz, Cartherine Freech, "Corrosion of Reinforcing Steel 

in Concrete: Effects of 

31. Materials, Mix Composiotion, and Cracking," ACI Materials 

Journal, Vo1.92, No.2, Mar.-Apr., 1995. pp.181-190. 

32. J. Geiseler, H. Kol1o, E. Lang, "Influence of Blast Furnace 

Cements on Durabi1ity of Concrete Structures," ACI Materials 

Journal, Vo1.92, No.3, May.-Jun., 1995. pp.252-257. 

33. M. N. Haque, O. A.Kayyali, "Aspects of Chloride Ion 

Determination in Concrete," ACI Materials Journal, Vo1.92, No .5, 

Sep.-Oct., 1995. pp .532-541. 

34. Syed Ehtesham, Ahmad S. AI-Gahta, Rasheeduzzafar, "Chloride 

Threshold for Corrosion of Reinforcement in Concrete,'’ ACI 

Materials Journal, Vo1.99, No.6, Nov.-Dec., 1996. pp .534-538. 

35. Mônica Prezzi, Pilippe Geyskens, Paulo J.M. Moterio, 

"Reliabi1ity Approach to Service Life Prediction of Concrete Exposed 

to Marine Environments,'’ ACI Materials Journal, Vo1.93, No.6, 

Nov.-Dec., 1996. pp. 

36. Mogue Maage, Steiner Helland, Ervin Poulsen, cþ ystein 

Veunesland, Ian Erik Carlsen, " Service Life Prediction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Exposed to Marine Environment," ACI 

Materials Journal, Vo1.93, No.6, Nov.-Dec., 1996. pp.602-608. 

37. Alfarabi Sharif, F.L. Loughlin, A.K. Azad, C.M. Navaz, 

124 -



"Determination of the Effective Chloride Diffusion Coefficient in 

Concrete via a Gas Diffusion Techique," ACI Materials Journal, 

Vo1.94, No.3, May.-Jun., 1997. pp .227-233. 

38. C. L. Page, N. R. 5hort, A. El Tarras, "Diffusion of Chloride 

Ions Hardened Cement Pastes,'’ Cem. and Con. Research, v.ll, 1981. 

pp.395-406. 

39. H. G. Midgley, J. M. Illston, "The Penetration of Chlorides into 

Hardened Cement Pastes,'’ Cem and Con Research, v.14, 1984. 

pp.546-558. 

40. C. Arya, N. R. Buenfeld, J. B. Newman, "Assessment of 5imple 

Methods of Determining the Free Chloride Ion Content of Cement 

Paste," Cem. and Con. Research, v.17, 1987. pp.907-918. 

41. Annual Books of A5TM, A5TM G109 5tandard Test Method 

for Determining the Effects od Chemical Admixtures on the 

Corrosion of Embedded 5teel Reinforcement in Concrete Exposed to 

Chloride Environments, 1992. 

42. Oh, Byung Hwan, Chung, W.K., Chang, 5.Y., Lee, K.J., 

"Characteristics and Application of High Durability Concrete,'’ ACI 

5Pl72, ACI, 1997. pp.871-898. 

43. Oh, Byung Hwan, Yun Ku Cho, 500 Won Cha, Myung Gyu 

Lee, "A New Method on the Prediction of Corrosion Resistance of 

Reinforced Concrete 5tructures Using Accelerated Potentiometric 

Corrosion Test Method,'’ High Performance Concrete Design and 

Materials and Recent Advances in Concrete Technology, 

5upplementary Papers, ACI International Conference, Kuala 

125 -



Lumpur, Malaysia, 1997. pp.317-334. 

44. Oh, Byung Hwan, Bong 5uk Chang, 500 Won Cha, Won Ki 

Chung, "An Experimental 5tudy on the Properties of 

High-Performance Concrete," High Performance Concrete Design 

and Materials and Recent Advances in Concrete Technology, 

5upplementary Papers, ACI lnternational Conference, Kuala 

Lumpur, Malaysia, 1997. pp.335-342. 

45. Joseph F. Lamond, "Design for Durability." Concrete 

lnternational, Nov., 1997. pp.34-36 

46. 오 병환l 정 원기y 차 수원， 장 봉석 r “콘크리트의 투수성 측정 및 

초저투수성 콘크리트의 개발 연구끼 콘크리트학회 논문집/ 제 8권 제 5 

호， 1996년 10월I pp.189-200. 

47. 오 병환/ 조 윤구/ 차 수원/ 정 원기 l “전위차 부식촉진법을 이용 

한 철근콘크리트의 내부식성 예측을 위한 새로운 기법 연구끼
 콘크리 

트학회 논문집/ 제8권 제5호， 1996년 10월， pp.201-209. 

48. 오 병환， 차 수원I 조 윤구/ “콘크리트 투수 및 부식촉진 실험기법 

연구끼 대한토목학회 학술 발표회 논문집 1권， 1995년 10월， pp. 

376-379. 

49. 오 병환I 차 수원/ 조 윤구I 정 원기"전위차 부식촉진법을 이용 

한 철근콘크리트의 내부식성 예측을 위한 실험 연구”， 콘크리트
학회 

봄 학술발표회 논문집 제8권 1호， 1996년 5월， pp.71-76. 

50. 오 병환I 정 원기/ 조 윤구/ 차 수원"전위차 부식촉진법을 이용 

한 철근콘크리트의 내부식성 예측을 위한 새로운 기법 연구끼 
대한토 

목학회 학술발표회 논문집 1권， 1996년 11월， pp .541-544. 

- 126 -



서지정보양식 

수행기관보고서변호 위탁기관보고서번호 표준보고서번호 주제코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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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300 단어 내외) I 

최근 들어 원자력 발전소는 물론 간척시설물이나 해안구조물 
등 해수환경에 직접 

노출되는 대형 콘크리트 구조물의 건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고 있어 y 앞으로 염해에 

의한 철근의 부식은 그 중요성이 더욱 더 크게 대두될 것이다.
 또한 국내의 원자력 

발전을 시작한 무렵에는 내구성에 대한 합리적 고려가 이루어
지지 않아서 원전 및 부 

속 구조물의 내구연한에 대한 합리적인 접근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해수환경하에 

건설되는 토목구조물들은 구조물의 구조적 거동 뿐 만 아니라 
철근 콘크리트 재료의 

내구성과 이에 따른 내구연한을 고려하여 설계 및 시공되어야 할
 것이며 I 이를 위해 

서는 구조물의 내구성/ 내구연한 및 잔존 내구수명 둥을 합리적으
로 평가，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조물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주요 원인
이 되는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의 메차니즘을 규명하였고/ 실제 현장에서 사용하
고 있는 배합을 기초로 

하여 시멘트 종류와 혼화재 종류를 주요 변수로 하여 강도 실험I 철근 부식실험 및 염소 

이온 침투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들 실험은 장기간의 측정기간이 필
요하므로 실험 결과는 

2차년도 보고서에 수록할 예정이다. 

주제명키워드 

철근부식， 염소이온 침투/ 자연전위/ 성능저하， 콘크리트 구조물/ 해
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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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ly, large sca1e concrete structures such as nuclear power plants and offshore 

structures are active1y being bui1t in this country. These structures are subject to heavy 

attack due to seawater environment. 

A reasonab1e consideration for corrosion has not been paid to the structures in the 

past decades due to insufficient research data and guide1ines. The durability is emerging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in the design and construction of concrete 

structures.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herefore, to exp10re the corrosion mechanism 

and penetration mechanism of ch10ride ion, and to establish the eva1uation procedure of 

durability life of concrete structures. A comprehensive experimenta1 program has been 

set up and severe the types and amount of cement and minera1 ad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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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ported in the second-year report since the corrosion tests need long tim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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