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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Al 속용사 기방식 공법의 콘크리트 구조물 

용성에 한 실험  연구

An experimental study on the application of Cathodic Protection method 

applying Zn-Al metal spray on the RC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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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athodic Protection Method was introduced as a corrosion protection method of metals under 

the ground or sea. Since 1970, it was applied to corrosion protection method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fter 1990, this method has been used around the world, and its usability was proved. 

But this method has some problems on the aspect of construction and economy.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Cathodic Protection Method by using high durable metal spray was developed. 

First, the specimen was covered with anodic materials (Zn, Al) by using metal spray. And a 

performance of corrosion protection was confirmed by measuring corrosion current of specimen. 

Through the result of experiment, it is possible to know that Cathodic Protection Method by using 

high metal spray is good to protect to corrosion on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요  약

기방식 공법은 해양 강구조물의 방식공법으로 처음 소개되었고, 1970년 이후로는 기방식 공법

은 콘크리트 구조물에 용되기 시작하 다. 1990년 이후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 방식 공법으로

서 기방식 공법의 사용빈도수가 늘어나게 되었고, 그 유용성 한 입증이 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방식 공법에는 시공성, 경제성 측면에서의 몇 가지 문제 이 있다. 이러한 문제 을 해결하기 해 

고내구성 속용사를 이용한 양극재(Zn, Al) 형성방식을 개발하게 되었고, 이미 강구조물에 있어서는 

그 효용성이 입증되어 용 사례가 차 늘어나고 있다. 이러한 속용사 기방식 공법의 콘크리트 

구조물 내 기방식  효율을 증명하기 해 부식 진 실험을 실시하 으며, 해당 실험체의 진 단계

별 부식 류 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속용사 기방식 공법이 콘크리트 구조물의 기존 기방식 

공법과 비교하여 충분한 방식성능을 확보함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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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내부 보강철근의 부식은 콘크리트 내부의 팽창압의 발생에 의한 콘크리

트 균열로 이어져 구조물 체의 내구성 하의 가장 큰 요인 의 하나로 인식되어 왔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 내 철근의 방식 공법으로서 가장 기본 인 방법인 부식부 콘크리트 패칭공법을 비롯

하여 에폭시 피복 철근 이용, 콘크리트 내 방청제 주입 등의 공법이 개발되어 이용되어 왔지만, 이러

한 선행 공법들은 염화물과 같은 부식 요인이 철근에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어 인 입장의 공법

이기 때문에 방식 수명이나 재보수 측면에서 많은 한계성을 보여 왔다. 이에 따라 최근에는 철근 부식 

요인을 완 히 차단할 수 있는 기방식 공법을 이용한 철근의 방식공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지고 있다. 희생양극 방식을 이용한 기방식 공법은 강구조물의 방식 공법으로 처음 도입되어 사용

되다가 최근에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방식에도 차 용 범 를 넓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기방식 공법에서 가장 요한 것  하나가 희생양극이 되는 양극재의 설치방법이다. 기존의 양극재 

형성 방식은 삽입형이나  부착형태가 부분이었지만, 이는 시공성이나 경제성 면에서 많은 문제

이 발견되어 다른 양극재 형성 방식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양극재 형성 방식으로서 시공

성  경제성 면에서 유리한 상온 속용사 시스템을 채택하여 Zn-Al 속용사 기방식 공법을 개

발하고 이 공법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내 방식효과를 정량 으로 평가하기 하여 부식 진실험을 

진행하 고, 이러한 정량  평가요소를 통하여 향후 공법 용에 한 기 자료를 제공하고자 하 다.

2. 희생양극 기방식공법의 원리

희생양극법은 유 양극법 는 갈바닉 방식법이라고도 부르며, 피방식제(철근)보다 이온화 경향이 

큰 속을 연결하여 희생 으로 부식시킴으로써 피방식체를 보호하는 자연 인 방식법이다. 그림 1은 

희생양극법의 개요도이다. 콘크리트 표면에 설치된 희생양극을 단순히 철근과 연결해 놓음으로써 두 

속간의 차에 의해 류가 자연스럽게 흐르면서 자가 철근에 공 도이다. 그림 2는 희생양극식 

기방식의 분극도이다. 희생양극이 없을 때는 철근이 B 에서 양극분극되어 C 에 이르게 되고 철근

표면의 국부  음극에서 음극분극에 의해 A 에서 C 에 이르러 철근의 부식 (Ecorr, Fe)와 부식

류 도(Icorr, Fe)를 형성한다. 희생양극(Zn)을 설치하게 되면, Zn양극표면은 E 에서 양극분극되어 

D 에 이르게 되고, C 이었던 부식 는 D 까지 낮아지면서 Zn 표면에서는 강한 부식 류(Icorr, 

Zn)가 흐르는 반면, 철표면에서는 C 에서 B 으로 복극되어 부식 류가 감소하면서 방식된다.

그림 1 희생양극법의 원리 그림 2 희생양극법 분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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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Zn-Al 속용사 기방식 공법 실험

3.1 실험체 형상  실험방법

실험체 형상은 100×100×180mm 크기를 기 으로 피복두께에 따라 약간의 변화가 있는 형태로 구성

되었다. 실험변수는 피복두께, 양극재 형태, 염분혼입량 등으로 하 고, 측정항목은 부식 류 도와 부

식면 율로 하 다. 부식 진은 염수침지 2일, 건조 2일을 1 Cycle로 하여 습윤, 건조 반복 진방법을 

이용하 다. 각 Cycle별로 자연 와 부식 류 도를 측정하 고, 부식 진행 간 일부 실험체를 괴

하여 실제 부식여부를 확인하 다.

표 1 실험체 일람

실험체명 피복두께 양극재 형태 염분혼입량

N15 15cm 없음 1.2㎏/㎥

MS15 15cm 속용사 1.2㎏/㎥

MS30 30cm 속용사 1.2㎏/㎥

MP30 30cm 속 1.2㎏/㎥

MS40-C0 40cm 속용사 0㎏/㎥

MS40-C1 40cm 속용사 0.3㎏/㎥

MS40-C2 40cm 속용사 1.2㎏/㎥ 그림 3 실험체 형상

4. 결과  고찰

4.1 변수별 방식 류 도 확인

아래 그림 4는 피복두께  양극재의 종류에 따른 방식 류 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피복두께가 가

장 작은 MS15실험체의 경우가 체 으로 가장 높은 방식 류 도를 보 다. 이는 피복두께가 작을

수록 콘크리트 항을 게 받기 때문에 류가 그만큼 잘 흐를 수 있는 원리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보인다. 반 로 양극재의 종류가 알루미늄 으로 되어있는 MP30실험체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방식

류 도를 보 다. 즉, 속용사 기방식 공법이 용된 MS15, MS30실험체의 경우가 속  형태

의 MP30실험체보다 높은 방식 류 도를 확보함으로써, 속용사 기방식 공법이 철근 방식 공법으

로서의 좋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일반 으로 기방식에서 요구하는 유효방식 

류량인 20㎃/㎡에도 체 으로 상회하는 값을 보이고 있으므로 충분한 방식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림 4 피복두께  양극재의 종류에 따른 방식 류 도의 변화 그림 5 염분 혼입량에 따른 방식 류 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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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는 콘크리트 내 염분 혼입량에 따른 방식 류 도의 변화를 나타낸다. 그림에서와 같이 염분 

혼입량이 가장 많은 MS40-C2의 경우가 가장 높은 방식 류 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염분 혼입량이 

많아질수록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부식속도는 빨라지게 되고 이에 필요한 방식 류의 양이 많아지게 

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보여진다. 마찬가지의 이유로 MS40-C0와 MS40-C1의 경우는 순차 으로 

그림과 같은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는 속용사 기방식 공법이 해양구조물과 같은 염해의 험이 

있는 구조물의 경우에 좀 더 큰 효과를 기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해 주는 결과이다.

4.2 부식면 율 검토

 실험체 N15와 MS15의 경우는 부식 진 5 Cycle 단 로 괴하여 실제 부식량을 육안으로 확인하

다. 무처리 실험체의 경우 5, 10 Cycle에서 부식이 차 진행되어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지만, 

속용사 실험체의 경우 5, 10 Cycle의 경우에 모두 부식된 부분을 찾아보기 어려웠다. 그림 6은 해당 

실험체의 부식면 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N15(무처리) 5 Cycle (5.72%부식) N15(무처리) 10 Cycle (11.3%부식) MS15( 속용사) 5 Cycle (0%부식) MS15( 속용사) 10 Cycle (0%부식)

그림 6 실험체 내 철근 부식 상황

5. 결 론

속용사 기방식 공법의 콘크리트 구조물 용성에 한 향요인을 분석하기 하여 실험체를 

제작하고 부식 진 실험을 진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속용사 기방식 공법을 용한 실험체의 경우 모두 유효 방식 류량인 20㎃/㎡를 상회하는 값

을 보여 충분한 방식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피복두께가 작은 실험체의 경우가 부식가능성이 더 크고, 따라서 방식 류 도가 더 크게 측정이 

되었다.

3) 염분 혼입량이 큰 실험체의 경우가 은 실험체의 경우보다 큰 방식 류 도를 보 다. 이를 통해 

속용사 기방식 공법이 염분에 크게 노출되어있는 해양구조물과 같은 형태의 구조물의 철근 방

식에 효과 인 공법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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