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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염화물량 산정을 위한 건축마감재별 비래염분 부착율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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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or durability design to protect against chloride-induced corrosion, it is important to estimate the amount of 

chlorides on the surface. However, it is difficult to estimate the airborne chlorides, a boundary condition, due to the 

difference between the amount of chlorides attached to a surface of an actual structure and that in the air. 

Therefore, in this study the attachment rate analysis of airborne chlorides was evaluated for 13 types of finish 

materials. As a result, despite differences in the amount of airborne chlorides according to the finishing type, it was 

found that 60 percent of airborne chlorides were attached to mortar, 30 percent were attached to steel, and 25 

percent were attached to tiles compared with the amount of chlorides in the a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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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염화물이온으로 구성된 비래염분은, 철근콘크리트 보강철근 및 강구조물의 표면을 부식하는 원인1)2)3)으로 알려져 있다. 이에 건식거즈 

포집기를 이용하여 환경부하 정량화를 추구하고 있으나 건축마감재의 다양성으로 인해 실제 구조물에 부착되는 양이 상이하여 표면염화물

량 산정에 어려움이 많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축마감재별로 촉진 비래염분 부착실험을 실시, 각 건축마감재별로 비래염분의 부착특성

을 평가하였다. 

2. 실험방법

2.1 건축마감재 선정

실험에 사용된 건축마감재로 모르타르는 Smooth, Normal, Rough로 제작하였으며, 도포용 마감재로는 유성 및 수성 페인트를 선정하였

다. 강재는 마감별 5종(무도장, 우레탄도장, 불소도장, 광명단도장, 스테인레스)을 선정하였으며, 타일의 경우 무유, 시유, 연마타일을 실험

에 사용하였다. 표 1.에 실험에 사용된 건축마감재별 기호를 나타내었다. 

2.2 촉진 비래염분 부착

강재마감별로 일정한 양의 비래염분을 부착시키기 위해,  LAB실험의 일환으로 촉진 비래염분 시뮬레이터를 제작4), 이를 실험에 사용하

였다. 시뮬레이터의 가동시간에 따라 각 시편에 부착되는 비래염분의 양을 조절하였다. 시뮬레이터는 급기팬, 저수조, 시편거치대, 기포장치

로 구성되어 있다. 본 실험에서는 시뮬레이터를 실내에 설치하여 온도 22℃, 상대습도 40%로 일정하게 유지하였으며, 아울러 기포장치에서 

일정한 비래염분량이 발생되도록 조절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그림 1.은 건축마감재별 비래염분의 부착율 및 표면거칠기를 나타낸 그래프이다. 건식거즈를 통해 포집된 비래염분량을 대기 중의 비래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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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량의 지표로 하여 각 건축마감재별 부착율을 산정하였다. 재료의 종류 및 마감방식마다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모르타르는 대기 중 

비래염분량에 비해 약 60%, 강재는 30%, 타일은 25% 가량 부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건축마감재별 기호

재료 및 마감재 기호

건식거즈 G

Mortar

Smooth면 M-S

Normal면 M-N

Rough면 M-R

S-유성 M-S-O

S-수성 M-S-W

Steel Plate

무도장 S-N

우레탄 S-U

광명단 S-R

불소 S-F

스테인레스 S-S

Tile

무유타일 T-U

시유타일 T-G

연마타일 T-P

그림 1. 건축마감재별 비래염분의 부착율

4. 결 론

건식거즈의 부착율을 기준으로 각 건축마감재별 비래염분 부착율을 산정하였다. 부착율의 편차는 재료의 종류 및 마감 방식에 따라 표면거

칠기의 차이로 달라지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특히 모르타르의 경우, 도포마감이 무도포에 비해 부착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염해를 방지하

기 위해서는 반드시 마감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감사의 글

본 연구는 국토교통부지원 건설교통기술지역 특성화사업인 플로팅 구조물의 건전도 평가기술/상부구조물 접합부 해석 및 설계기술/최적 

유지관리시스템개발(14CRTI-B056900-05)의 연구비 지원에 의해 수행되었습니다.

참 고 문 헌

1. 이승철, 해안지역 철근콘크리트 건축물의 비래염분 침투특성, 부경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7

2. 배수호, 부식촉진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중 철근의 부식 임계 염화물량 평가, 대한토목학회논문집, 제27권제 5A호, 2007

3. 김인태, 부식촉진실험을 이용한 강교용 무도장 강재의 부식내구성 평가, 한국강구조학회논문집, 제19권 제1호, 2007

4. 박동천, 후풍의 영향을 배제한 다방향 비래염분 포집기 개발과 비래염분 포집에 관한 연구, 제11권 제6호,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