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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s a fundamental study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using Natural Inorganic 

Minerals exposed to carbonation environment, The test specimens were concrete(W/C=60%) with Natural 

Inorganic Minerals content of 0%, 10%. Accelerated carbonation and autoclave corrosion accelerated curing were 

then conducted with them.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teel in concrete with Natural Inorganic Minerals content 

of 0%, 10% was examined by corrosion form, half-cell potential, polarization resistance, corrosion area and weight 

loss after 24 hours of autoclave corrosion accelerated curing.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ed that as for steel in concrete with Natural Inorganic Minerals content of 10%, 

the corrosion resistance was more excellent than steel in concrete with Natural Inorganic Minerals content o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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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 론

  1.1 연구배경  목

  철근콘크리트는 일반 으로 내구성  경제성이 우

수한 건축 재료로서 범 한 구조물에 사용되어지고 

있 으 며  그  내 구연한 한 반 구 인  것 으 로  인 식되

어져 왔다. 그러나 사용 조건에 부 합한 설계  시

공 이  이 루 어 진  경 우  목 표  내 용 년 수 에 도 달 하 기 에 

건 한 성능을 잃고 조기 열화하게 되며 이러한 구조

물의 경 년 ㆍ 조기 열 화는  보 수 ㆍ 보 강 에 의한 유 지  

리비의 증가와 구조물의 리모델링ㆍ해체에 의한 건축

폐 기물의 발 생  등  지 구 환 경   지 역  환 경 에 미 치 는 

향 이  매 우  크다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강재부식에 

의한 경제  손실규모는 GNP의 4% 수 으로 미국에

서 는  약  7 0 0 억  달 러 에 이 르 고  있 으 며  우 리나 라 의 경

우도, 공업 주의 산업구조를 감안한다면 GNP의 

약 4～5% 수 으로 막 한 경제  손실을 래할 것

으로 상된다. 이러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요

인은 매우 다양하나 최종 으로는 철근의 부식팽창에 

의한 콘크리트의 균열발생을 거쳐 구조물의 내하성능

의 하로 귀결된다
1). 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은 100

년 이상의 장수명이 요구되어지고 있는바 염해  성화 

등의 다양한 부식 환경하에 노출된 경우에서도 목표로 하는 

장수명의 확보가 가능한 효율 이고 과학 인 내구성 향상 

기술의 개발이 실히 요구되어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포졸란 반응이 우수하며 마이크로 필

러 효과와 침상형 수화생성물의 공극충진 효과에 의해 

치 한 조직구조를 형성하는 다양한 입자크기의 천연 

무기 물계 혼화재료(이하 리메움(reMEUM) 복합 조

성물)를 혼입한 콘크리트를 상으로 성화 환경을 

시뮬 이션 한 부식 진실험을 실시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에 의한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 항성에 

하여 평가하 다. 한 성화 환경하의 부식 진실

험에서 도출한 철근의 기화학  특성값을 이용하여 

성화 환경하의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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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리메움 복합 조성물

  본 논문에서 사용한 리메움 복합 조성물은 콘크리트의 

수 성 향상에 매우 효과 인 TVP 천연 물(응회암, 화

산재, 진주암을 포함하는 천연무기 물)을 주성분으로 하

며, 규산질 미분말, 포졸란 물질, 잠재수경성 물질, 황산염

을 보조성분으로 하고, 음이온계 계면활성제  지방산염

이 혼입재로 조성된 수 화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이다. 기

존의 연구
2,3)에 의하면 본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한 

콘크리트는 일반 콘크리트에 비교하여 치 한 미세구조

를 형성하여 콘크리트 자체의 수 성 향상 효과가 우수

할 뿐만 아니라 건조수축 억제에 의한 균열 생성 감소 

효과  압축강도 향상 효과 등이 탁월한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 표1에 리메움 복합 조성물의 기본특성을 나타낸

다. 한, 그림1에 리메움 복합 조성물의 실물  확 사

진을 나타낸다.

비 색상 리메움 복합 조성물의 화학조성

포졸란계 잠재수경성계 밝은 

회색

SiO2 SO3 계면활성제 지방산염

2.4 2.6 ≥40% ≥3.0% ≤3% ≤10%

      표 1. 리메움 복합 조성물의 화학조성       단 (wt.%)

a) 실물사진 b) 확 사진 

그림 1. 리메움 복합 조성물

  3. 실험개요

  성화에 한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리트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기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0%, 10% 혼입한 물결합재비(W/B) 60%의 콘크리트 시험

체를 제작한 후 성화 진양생(온도 40℃, 상 습도 

60%, CO2농도 10%)을 실시하 다. 그 후, 오토클래이  

부식 진시험을 실시, 철근의 부식형상(철근상부와 하부

의 부식양상), 자연 , 분극 항, 부식면 율, 부식감량

율을 측정함으로써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리트에 

매설된 철근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 다.

 

  3.1 실험인자  수

  표2는 실험인자  수 을 나타낸다. 표2에 의하면 물

결합재비(W/B)는 60%의 1수 , 리메움 복합 조성물 치

환율은 시멘트 량비 0%, 10%이다. 측정항목은 1) 성

화 깊이, 2) 부식형상, 3) 자연 , 4) 분극 항, 5) 부식

면 율, 6) 부식감량율이다. 표3에 콘크리트 배합표를 나

타낸다.

  3.2 사용재료

  (1)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본 실험에 사용한 시멘트는 KS L 5201 규정에 합한 

S사 제품의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 다. 

  (2) 혼화재료

  혼화재료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사용하 으며 표1에 

리메움 복합 조성물의 기본특성을 나타냈다. 

실험인자 수 

W/B (%) 60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량(%)

0, 10 

(시멘트 량에 한)

측정항목
1) 성화 깊이, 2) 부식형상, 3) 자연 , 

4) 분극 항, 5)부식면 율, 6) 부식감량율

표 2. 실험인자  수

W/B
(%)

W
(kg/m3)

C
(kg/m3)

G
(kg/m3)

S
(kg/m3)

S/A
(%)

RE
*

(kg/m3)

AE감수제

(g/m
3

)

60

185 308 970 810 46
30.8

(10%)
500

185 308 970 810 46
0

(0%)
500

* RE : 리메움 복합 조성물

표 3. 콘크리트 배합표

  3.3 성화 진시험

  그림2에 성화용 시험체의 형상을 나타낸다. 시험체는 

100×100×400mm로서 4개의 철근을 피복두께가 각각 

20mm가 되도록 평행하게 매립한 후 물결합재비(W/B) 

60%의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제작하 다. 한편 성화 

진시험은 온도 40℃, 상 습도 60%, CO2농도 10%의 조

건으로 실시하 으며 소정의 성화 진 양생 후 성

화 깊이 측정용 시험체를 단, 시료의 안쪽 면에 페놀

타 인 1% 알코올 용액을 분무하여 변색하지 않은 부분

을 성화 역으로 단하 다.

  3.4 부식 진양생

  소정의 성화 진 시험 종료 후 오토클 이  시험

장치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용기내의 조건을 200℃, 

10kgf/cm
2로 하여 24시간 동안 부식 진양생을 실시하

다. 그림3에 시험체 제작  부식 실험 경을 나타낸다.

380mm

Epoxy Resin A

A’

Placing 

Steel 

A-A’ Cross section 

20
m

m

10
0m

m

2200.00mm

20mm

100mm

400mm

그림 2. 시험체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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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험체 제작 b) 성화 진시험

c) 오토클 이  진 d) 분극 항 측정 

e) 철근의 부식양상 f) 부식면 율 측정 로그램 

그림 3. 시험체 제작  부식 실험 경 

  3.5 측정항목

  (1) 부식형상

  부식 진양생 종료 후 콘크리트 시험체로부터 철근을 

빼어내어 철근의 부식형상을 육안 찰하 다. 부식형상

을 찰함에 있어 철근을 상부와 하부로 분류하여 콘크

리트 하부의 충진 미비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매크로셀 

부식의 발생여부  정도를 악하 다. 

  (2) 자연

  부식 진양생 종료 후 콘크리트 표면에서 철근의 자연

를 측정하 다. 기 극으로는 포화황산동 극(CSE)

을 사용하 으며 시험체는 측정 일 수 에 24시간 침

지시켜 시험체의 함수 상태를 조 하 다.

  (3) 부식면 율

  부식 진양생 종료 후 시험체를 할렬 괴하여 철근을 

빼낸 후 부식면 율을 측정하 다. 부식면 율은 철근에 

생긴 부식의 형상을 투명시트를 이용하여 복사한 후 자

동 면  측정용 소 트웨어를 이용하여 부식면 율을 산

정하 다. 

  (4) 부식감량율

  철근을 구연산 암모니움 10% 수용액에 침지시켜 부식

생성물을 제거하고 자 울을 이용하여 철근의 질량을 

0.01g 단 까지 측정한 후 식(1)을 이용하여 부식감량율

을 계산하 다. 그림3에 시험체 제작  부식 실험 경

을 나타낸다.

( )
100×

−−
=Δ

Wo

WsWWo
W

  여기서, WΔ ：부식감량율 (%),  Wo ：최 의 철근질량 

(g), W ：부식생성물 제거후의  철근질량 (g), Ws ：비 부

식부의 용해량 (g) 

  4. 실험결과

  4.1 성화 깊이

  그림4에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유무에 따른 성화 

깊이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그림4 내의 부식 진양생 1차

와 2차는 각각 성화 진양생 3주과 8주에 상당하는 

성화 진 재령으로서 1차 성화 진양생이란, 리메

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는 성화가 철

근의 치에 도달되고,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10% 혼입

한 시험체의 경우 철근의 치까지 성화가 도달하지 

않은 재령에 상당한다. 한편, 2차 성화 진양생은 리

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의 성화 깊

이가 철근의 내 측면까지 도달한 시 으로서 리메움 복

합 조성물을 10% 혼입한 시험체 역시 철근의 치까지 

상당부분 성화가 진행된 시 을 의미한다. 표4에 1차 

성화 진양생과 2차 성화 진양생의 설정근거에 

하여 나타낸다.

그림4에 의하면 성화 깊이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

크리트의 혼입 유무에 계없이 성화 진양생이 경과

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한편 동일한 성화 

진양생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10% 혼입한 콘

크리트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시험체에 

비교하여 성화 깊이가 작았다. 이것은 리메움 복합 조

성물에 함유되어 있는 천연 무기 물질의 포졸란 반응

성이 인공 포졸란 반응물질 보다 우수하고, 수화 기에 

에트링가이트의 생성을 진하여 침상의 치 한 구조를 

형성함으로써 CO2의 침투경로인 공극에 한 충진성능이 

우수하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에 한 기존의 연구
4)에 의하면 리메움 복합 조

성물 콘크리트의 경우 서로 다른 입자크기의 포졸란 물

질 사용과 마이크로 필러 효과에 의하여 인공 포졸란 물

질 보다 공극의 매립성능이 우수하다고 하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림5에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유무에 

따른 성화 깊이의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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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에 따른 성화 깊이 측정결과(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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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요인

성화 도달여부

설정근거혼화재료

혼입율(0%)

혼화재료

혼입율(10%)

1차 성화

진양생
도달 미 도달

성화 도달 유무에 따른 

부식양상 검토 목

2차 성화

진양생
도달 도달

성화 된 이후의 

부식양상 검토 목

표 4. 1차 성화 진양생과 2차 성화 진양생의 설정근거 

a) 0% b) 10% c) 0% d) 10%

(A) 1차 성화 진 양생 (B) 2차 성화 진 양생

그림 5.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에 따른 재령별 성화 깊이 

측정 사진 

  4.2 부식형상

  그림6에 철근의 부식형상을 나타낸다. 그림6에 의하면 

철근의 부식량은 성화 진양생이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내 철근의 하단부에서 집 인 매크로셀 

부식이 발생하 다. 하지만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10% 

혼입한 콘크리트 내 철근의 경우는 무 혼입 콘크리트 보

다 상 으로 작은 부식이 발생하 으며 철근 하단부에

서의 집 인 부식도 거의 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

과에 근거하여 성화 환경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

물을 10% 혼입한 콘크리트 내 철근은 리메움 복합 조성

물을 혼입하지 않은 일반 콘크리트 내 철근에 비교하여 

상 으로 철근 하단부의 매크로셀 부식에 한 험성

이 으며 그것은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의 블리

딩 억제효과, 우수한 포졸란 반응성, 마이크로 필러 효과 

 침상형 수화생성물의 공극충진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a) 1차 성화 진양생 (b) 2차 성화 진양생

(A)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율 : 0%

(c) 1차 성화 진양생 (d) 2차 성화 진양생

(B)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율 : 10%

그림 6. 철근의 부식형상

  4.3 자연  

  그림7에 성화 진양생 1차, 2차의 자연  측정결

과를 나타낸다. 자연 는 각 4개 철근에서 측정한 자연

의 평균값이다. 그림7에 의하면 자연 는 성화 

진양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한, 성화 진양

생의 상이에 계없이 자연 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의 경우가 보통 콘크리트 내 철근에 비교하여 

상 으로 +방향으로 높은 결과를 얻었다. 재 성화 

환경 하에서의 자연  측정결과에 근거하여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발생 유무를 단 가능한 기 은 존재하

지 않는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자연  측정결과를 부

식발생 여부를 단하는 근거가 아닌 단지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와 보통 콘크리트 내 철근의 자연 를 

상 으로 비교하는 목 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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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자연 의 측정결과

  4.4 분극 항

  그림8에 성화 진양생 1차, 2차의 분극 항 측정결

과를 나타낸다. 분극 항은 철근의 부식속도로 변환 가능

한 기화학  특성값으로 분극 항의 역수는 부식속도

를 의미한다. 따라서 분극 항을 측정하여 역수를 취함으

로써 부식속도를 산출 가능하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

구에서도 보통 콘크리트와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분극 항을 측정함으로써 동일한 부

식환경하에서의 보통 콘크리트와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속도를 상 으로 비

교하 다. 그림8에 의하면 분극 항은 성화 진양생이 

증가할수록 감소하 다. 이것은 성화 진양생이 진행

됨에 따라 철근주 의 콘크리트까지 성화가 진 되어 

철근이 부식하기 쉬운 환경이 제공되었기 때문으로 사료

된다. 한, 성화 진양생의 상이에 계없이 분극

항은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의 경우가 보통 콘크

리트 내 철근에 비교하여 상 으로 높았다. 이것은 동

일한 성화 진양생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

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속도가 보통 콘크리트 내 철

근의 부식속도에 비교하여 작은 것을 의미하며, 이러한 

이유로서 1)철근주  콘크리트의 성화 발생 유무 즉, 

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의 성화 속도가 보통 콘

크리트의 성화 속도보다 작음으로써 1차 성화 진

양생에 해서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는 성화가 철근

의 치까지 도달한 반면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

리트의 경우는 성화가 철근의 치까지 도달하지 않았

기 때문인 것과 2)리메움 복합 조성물 콘크리트의 블리딩 

억제효과와 수화반응의 마이크로 필러효과에 의한 공극

충진 효과를 생각할 수 있다. 실제 으로 본 실험체를 할

렬 괴하여 성화의 도달여부를 확인한 결과 1차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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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진양생의 경우는 본 연구에서 의도한 바와 같이 

성화는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만이 철근의 치까지 도달

되었으며, 2차 성화 진양생의 경우는 리메움 복합 조

성물 혼입 유무에 계없이 양쪽 모두 철근의 치까지 

성화가 진행되었음이 확인되었다. 

  한편, 표5는 성화 환경하에서의 철근의 분극 항을 

나타낸다. 표5에 나타낸 분극 항은 2차 성화 진양생 

시 에서 측정된 분극 항을 나타낸 것으로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유무에 따른 성화 환경하에서의 철근의 

분극 항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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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분극 항의 측정결과

실 험 요 인 분극 항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율 0% 2.36×10 kΩㆍcm
2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율 10% 4.54×10 kΩㆍcm
2

표 5. 성화 환경하에서의 철근의 분극 항

  4.5 부식면 율  부식감량율

  그림9와 그림10에 성화 진양생 1차, 2차의 부식면

율  부식감량율의 측정결과를 나타낸다. 그림9와 그

림10에 의하면 보통 콘크리트의 경우 성화 진양생이 

증가할수록 부식면 율  부식감량율이 크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리트의 

경우는 그와 같은 속한 증가 상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성화 진양생의 상이에 계없이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면 율  부식감

량율은 보통 콘크리트 내 철근에 비교하여 상 으로 

작은 부식면 율  부식감량율이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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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부식감량율의 측정결과

  5. 성화 환경하의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한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항성

  

  성화 환경하의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한 철근콘

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기 하여 「4.4 분

극 항」에서 성화 환경하의 철근의 분극 항을 산출

하 으며 산출된 분극 항값을 Faraday법칙에 용하여 

성화 환경하의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유무에 따른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속도를 산출하 다.

  5.1 CO2의 확산ㆍ침투속도

  일반 으로 콘크리트내의 CO2의 침투속도는 식(2)와 

같이 시간의 평방근으로 나타낼 수 있다. 한 식(2)를 

결정하는 속도계수 A는 식(3)과 같다. 표6에 의하면 계수

A는 1)콘크리트종류, 2)시멘트종류, 3)물시멘트비, 4)온도 

 습도 등에 따라 좌우되며 본 연구에서는 일본건축학

회의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설계시공지침(안)ㆍ동해

설
5)에 제안되어있는 방법으로 계수A를 결정하고 시간에 

한 성화 깊이를 산정하 다. 표6에 성화 속도식의 

계수A를 결정하는 변수의 값을 나타낸다. 본 논문에서는 

표6에서 나타낸 각 변수의 값을 이용하여 성화 속도를 

산출하 다. 

                      tAC =                   (식2)

   A=α1ㆍα2ㆍα3ㆍβ1ㆍβ2ㆍβ3         (식3)

  여기서, C: 성화 깊이(cm), A: 성화 속도계수, t:시간

(year) 

변수 내용 용값

α1 콘크리트의 종류에 의한 계수 보통콘크리트 => 1

α2 시멘트의 종류에 의한 계수 보통콘크리트 => 1

α3 물결합재비에 의한 계수 W/B=0.6 => 0.22

β1 온도에 의한 계수 연평균기온15.9℃ => 1

β2 습도에 의한 계수 연평균습도63% => 1

β3 이산화탄소 농도에 의한 계수 이산화탄소농도0.05% => 1

표 6. 계수 A를 결정하는 변수의 용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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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부식면 율의 측정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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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2 강재의 부식속도

  본 논문에서는 콘크리트 의 강재의 부식속도를 산출

하기 해서 성화 환경하에서의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와 무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분극

항을 측정하 다. 이 게 측정된 분극 항을 식(4)의 

Faraday 법칙을 이용하여 부식속도로 변환하 으며 이를 

시간에 하여 분함으로써 각 재령에서의  부식량

을 산출하 다.

  
 


            (식4)

  여기서, Vcorr:부식속도(g/cm
2/sec), G:부식감량(g/cm2), 

M:Fe의 원자량(=55.8), F:Faraday상수(=96500, C/mol), 

Icorr:부식 류 도(A/cm
2), K:비례정수(V), R:분극 항(Ω

ㆍcm2)이다.

  5.3 부식과정의 계산조건

  (1) 강재의 부식형태는 마이크로셀 부식형태로서 아노

드 반응에 지배되는 것으로 한다. 즉, 강재의 표면

에 도달되는 산소는 부식반응에 필요한 충분한 양

이고, 산소 확산속도에 지배되는 캐소드 지배는 발

생하지 않는다.

  (2) 강재의 부식속도는 성화의 발생 유무에 따라 다

르며 각 부식환경의 부식속도는 표5의 분극 항을 

이용하여 산출한다.

W/C (%) 60

CO2 속도결정계수 (A) 0.378

철근의 직경 (mm) 19

피복두께 (mm) 20 30

표 7. 수명 측에 사용되는 조건

  5.4 성화의 침투속도

  그림11에「5.1 CO2의 확산ㆍ침투속도」에 근거하여 산

출한 성화 속도 계산 결과를 나타낸다. 그림11에 의하

면 성화 속도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시간 t의 제곱

근에 비례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11의 결과에 의하면 

피복두께 20mm와 30mm의 치에 성화가 도달되는 시

간은 각각 28년과 63년이었다. 본 결과에 의하면「5.1 

CO2의 확산ㆍ침투속도」에 근거하여 성화속도를 산정

할 경우 피복두께 20mm까지 성화가 도달되는 시간은 

28년으로 최근 100년 이상의 장수명이 요구되고 있는 

실을 고려할 때 비교  단기간에 성화가 철근의 치

까지 도달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피복두께가 30mm

로 커짐으로서 성화 도달 시간이 63년으로 크게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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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성화 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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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피복두께별 성화 도달 시간 

  5.5 철근의 부식속도

  그림13에 성화 환경하에서의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한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속도를 나타낸다. 본 장

에서는 철근의 부식속도를 시간에 따라 되는 부식량

으로 표 하 다. 상술한 바와 같이 철근의 부식속도는 

Faraday법칙에 의하여 부식량으로 산출 가능하고 시간에 

따라 되는 부식량을 상호비교 함으로서 각 부식환경

하에 하여 방식성능의 상  비교가 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량과 리메움 복합 조성물 무 혼입 콘

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량을 상호 비교함으로써 동일

한 부식환경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

크리트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 다. 그림13에 의하면 철

근의 부식량은 부식환경의 상이에 계없이 시간의 

경과와 함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한 동일한 부

식환경하에서는 피복두께가 감소할수록 부식량의 증

가가 뚜렷하 다. 한편, 부식환경  피복두께의 상이에 

계없이 동일한 부식환경하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

물 10%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량은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량에 비교하여 작았다. 이것은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분극 항이 리메움 복합 

조성물 무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분극 항 보다 컸던 

「4.4 분극 항」의 실험결과와 상통하는 결과이다. 결론

으로 그림13에 의하면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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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에 비교하여 성화 환경하에서 콘크리트 내 철근을 

보호하는 방식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따라서 

성화 환경에 건설되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정량(10% 정도) 혼입할 경우, 리메움 복

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비교하여 상

으로 부식 항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 된다. 한 본 연

구에서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리트와 무 혼입 

콘크리트의 CO2의 침투속도를 동일하다고 가정하고 각각

의 침투속도를 산정하고 동일한 부식환경에 하여 

부식량을 산정하 으나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할 경

우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비

교하여 CO2의 침투속도가 작아져 실질 으로 리메움 복

합 조성물을 혼입하는 것에 의해서 단순히 분극 항이 

커짐으로 인한 부식속도의 감효과 뿐만 아니라 부식인

자의 침투 항성이 우수한 것에 의한 부가 인 내구성 

향상도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0.0

0.5

1.0

1.5

2.0

0 25 50 75 100

Service life (years)

To
ta

l r
us

t（
g/

cm
2 ）

a) 피복두께 = 20mm

0.0

0.5

1.0

1.5

2.0

0 25 50 75 100

Service life (years)

To
ta

l r
us

t（
g/

cm
2 ）

b) 피복두께 = 30mm

그림 13. 성화 환경하의 부식속도

6. 결 론

  본 논문에서는 성화에 한 리메움 복합 조성물 철

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기 하여, 리

메움 복합 조성물을 0%, 10% 혼입한 물시멘트비 60%의 

콘크리트 시험체를 제작한 후 성화 진양생을 실시하

다. 그 후, 철근의 부식형상(철근상부와 하부의 부식양

상), 자연 , 분극 항, 부식면 율, 부식감량율을 측정

함으로서 리메움 복합 조성물 혼입 콘크리트에 매설된 

철근의 부식 항성을 평가하 다. 그 결과 이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10% 혼입한 콘크리트는 리메움 

복합 조성물 무 혼입 콘크리트에 비교하여 성화 억

제 효과가 있다. 

2.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10% 혼입한 콘크리트 내 철근

의 경우 그다지 큰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철근 하

단부에서의 매크로셀 부식도 거의 찰되지 않았다.

3. 성화 진양생의 상이에 계없이 분극 항은 리메

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크리트의 경우가 무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에 비교하여 상 으로 높았다. 이

것은 동일한 성화 환경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

물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속도가 무 혼입 콘크

리트 내 철근의 부식속도보다 작은 것을 의미한다.

4. 부식환경  피복두께의 상이에 계없이 동일한 성

화 환경하에 하여 리메움 복합 조성물 10% 혼입 콘

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량은 리메움 복합 조성물 

무 혼입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량에 비교하여 

상 으로 작았다.

6.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10% 혼입할 경우 리메움 복합 

조성물 무 혼입 콘크리트에 비교하여 CO2의 침투속도

가 억제될 뿐만 아니라 동일한 부식환경 하에서의 

기화학  부식반응 한 작아져 장기 인 내구성이 향

상되는 결과를 얻었다. 따라서 리메움 복합 조성물을 

정량 혼입함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연한 

증  효과도 기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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