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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닌산 부식 억제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및 부식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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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methods have been introduced to protect the corrosion of embedded steel in RC structure. One of the meth-

ods that restrain corrosion of steel is corrosion inhibitor. The technology that delayed the progress of corrosion is developed recently

by converting active rust to passive rust. However, the performance for concrete structure is not fully examined because this cor-

rosion inhibitor is developed for normal metal product. In this study, the application of corrosion inhibitor that use tannin acid is

investigated by concrete specimen. According to the results, tannin acid corrosion inhibitor does not occur reduction of workability

and strength in concrete. When corrosion inhibitor is added more than 4% per cement weight, the penetration depth of chloride

decrease about 10%. Also, corrosion resistance of concrete is improved because tannin acid corrosion inhibitor has an effect on

converting the rust of steel into stable state. It is showed in special that the addition more than 6% is effective in corrosion resistance.

Keywords : corrosion, corrosion inhibitor, tannin acid, rust, corrosion resistance 

1. 서 론

RC 구조물에 있어 매립된 철근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

한 대책으로는 피복콘크리트의 품질 향상을 통한 염화물

침투를 억제시키는 방법
1-3)
과 철근의 방식처리를 통한 방

법,
4-6)

 부식을 억제시키는 혼화제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방법 중 부식억제제는 염화물 구속이나 콘크리트

의 공극 개선, 부동태 피막을 강화하는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7-11) 
최근 탄닌산을 이용한 발청 철근의 부식

을 전환하는 새로운 기법이 소개되었으며, 이는 발청된

녹을 부동태의 녹으로 전환하여 안정화시켜 부식의 진행

을 억제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그러나 이 부식억제제의 경우 일반적인 금속 제품에

대한 방식 성능을 목적으로 개발되어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성능검토가 선행되지 않은 현재의 상황에서 적용하

는 것은 콘크리트의 높은 알칼리 환경이나 수화 생성물

과의 화학적 반응으로 인한 내구성 감소의 원인으로 작

용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

닌산 부식억제제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적용성 및 최적

사용량을 검증하기 위하여, 탄닌산의 적용에 따른 장·

단기‚ 강도 특성과 시공성을 알아보고, 염분의 침투 저

항성, 안정화 효과 및 부식억제성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2. 탄닌산 부식억제제의 메커니즘 및 특성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청제 (corrosion inhibitor)는 KS

F 2561 에서는 “콘크리트 내의 철근이 사용 재료에 함

유되는 염화물에 의해 부식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혼화 재료”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부식 반

응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따라 양극억제제 (anodic

inhibitor), 음극억제제 (cathodic inhibitor)로 구분하고 있다.

기존 아질산계열 부식억제제의 경우, 부식반응에서

Fe2O3로 녹을 변환시켜 방청성을 가진다. 그러나 이 반

응 과정에서 아질산 이온이 소모됨으로 인하여 일정 수

준의 염화물 이온에 대한 부식 저항성을 발휘한다. 이에

비해 본 연구에서 사용된 탄닌산 부식억제제는 철근의

산화를 방지하는 억제제이다. 즉, 개발한 탄닌산 부식 억

제제는 유럽에서 개발된 “rust transformer”에 착안하여 염

화물 이온에 의해 매립된 철근이 부식할 경우, 탄닌산이

발청된 녹을 안정화 상태로 변환시키는 매개체 역활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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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닌산 부식억제제 (TN)는 탄닌산과 아질산 등의 무기

염계를 혼입하여 구성하였으며, 다기능성을 목적으로 개

발한 PTN은 위의 부식억제제에 일정비율의 폴리머 (P)

를 혼입하여 구성하였다. 또한 PCTN은 탄닌산 (TN)에

폴리카르본산 (PC)을 혼합하여 감수성 기능을 발휘하도

록 계획하였다.

 

3. 실험 개요 및 방법

3.1 실험 변수

 

탄닌산을 함유한 부식억제제의 개발을 위하여 본 연구

에서는 우선 기초적인 물성 실험과 부식저항성, 염화물

침투 저항성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탄닌산 부식억제제를

시멘트 중량당 0%, 2%, 4%, 6%로 첨가함에 따른 Table

1과 같은 실험을 실시하였다.

3.2 시험체 배합 및 제작

염화물 침투 저항성과 압축강도 실험을 위하여 φ100 ×

200 mm의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였으며, 부식 저항성

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에서는 D25의 철근을 매립하여

피복두께 20 mm을 가지는 150 × 150 × 100 mm의 직육면

체 콘크리트 시험체를 Fig. 1과 같이 제작하여 3%의 염

화나트륨 용액에 반복 건습하였다. Table 2는 시험체 제

작에 사용된 기준 배합표이다. 이때, 기준 배합에 대하

여 부식억제제가 첨가될 경우 단위수량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이는 부식억제제가 수분을 다량으로 함유하

고 있으므로, 강도 및 시공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

문이다. TN, PTN, PCTN의 경우 고형성분을 제외한 수

분의 함유량은 각각 67%, 57%, 53%이었다.

3.3 실험 방법

3.3.1 응결 시험 및 압축강도

탄닌산 부식억제제의 함유에 따른 응결시간과 압축강

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응결 시험의 경우 KS F 2436 관

입 저항침에 의한 콘크리트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압축강도는 KS F 2405에 따라 각 변수당

3개의 시험체를 측정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3.3.2 염화물 침투 저항성

염소이온 확산시험은 Fig. 2와 같이 Tang과 Nilsson이

제안한 전기촉진시험방법
6)
을 참조하여 0.3 M의 NaOH 수

용액 속의 전극을 양극으로, 3%의 NaCl 수용액 속의 전

극을 음극으로 하여 30 V의 전압을 가하여 실험하였다.

침투깊이는 0.1 N의 질산은 용액을 분무하여 측정하였다. 

염화물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은 위의 전기-화

학적 촉진 실험과 함께 3% NaCl용액에 7개월 반복 건

습 실험이 수행되었다. 단기 실험과 장기 실험은 각각 3

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염화물 저항성이 검토되었다. 

RCPT 실험은 시험체를 28일 수중양생 한 후, 실험이

실시되었으며, 장기 침지 실험의 경우 또한 28일 양생

후 7일 간격으로 염화물 용액에 반복 건습 시켰다.

Table 1 Test variable

Variable Definition Material condition Test items

Tannin acid

Normal 0%

Workability, Setting property, Strength,

Chloride penetration, Corrosion resistance

TN-2 Tannin acid 2%

TN-4 Tannin acid 4%

TN-6 Tannin acid 6%

Rebar coating TN Tannin acid Corrosion resistance

Multifunction
PCTN PC + Tannin acid Workability

PTN Polymer + Tannin acid Strength, Chloride penetration

Table 2 Mix proportion

G
max

 

(mm)
Air (%)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S G

25 5 60 46 172.5 288 815 1,030

Fig. 1 Test specimen Fig. 2 RCP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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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부식저항성

철근의 분극저항 측정은 Fig. 3과 같이 미국 C사의 분

극저항 측정 장비를 사용하였다. 기준 전극은 포화유산

동 전극이며, 보조 전극 및 분극 면적을 한정시키기 위

하여 guard electrode를 두었으며, 철근과 전극들은 액상

의 세제로 적신 스펀지를 통하여 전기적으로 접촉하였다.

철근의 분극 면적은 보조 전극의 단면을 수직으로 투영

시켜, 이에 해당되는 부분을 철근 표면적으로 계산하였다. 

3.3.4 공극구조 분석

탄닌산을 콘크리트 배합시 첨가하였을 경우, 공극의 변

화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고자 공극 (기포)에 대한 분석

을 실시하였다. 기포분석은 10 µm~6 mm 사이 크기의 기

포에 대한 측정이 가능한 화상기포분석 장치를 사용하였

으며, Fig. 4는 기포분석 장치와 해당 S/W를 보여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탄닌산 함유 부식억제제의 시공성 검토

Figs. 5와 6은 콘크리트 배합시 탄닌산을 첨가한 부식

억제제 (TN)를 시멘트 중량당 2%, 4%, 6% 첨가함에 따

라 시공성의 저하가 발생하는지를 검토하기 위하여 슬럼

프와 공기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탄닌산 부식억제제의 경

우, 수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단위수량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였다. 결과에 따르면, 탄닌산 부식억제제

첨가율에 따라 슬럼프 및 공기량의 변화가 크지 않은 것

으로 판단된다.

Fig. 7은 다기능성 탄닌산 부식억제제 개발을 위한 연

구의 결과물로써, 탄닌산에 폴리카르본산을 첨가한 경우,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시공성 결과를 나타낸다. Fig. 5의

탄닌산만을 첨가하였을 경우에서는 시공성의 변화가 관

찰되지 않은 반면, PCTN의 경우 물-시멘트비에 상관없

이 혼입량이 증가할수록 시공성이 개선되는 것을 보였다.

따라서 탄닌산과 폴리카르본산을 동시에 사용하여도 상

호 간섭 없이 보완 효과가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탄닌산 함유 부식억제제의 응결 특성

 

탄닌산 함유시 초기 콘크리트 수화반응에 영향을 미치

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응결시험을 실시하였다. Fig. 8은

다양한 수준의 탄닌산 부식억제제 (TN)를 혼입하였을 경

우의 응결 시험에 대한 결과를 나타낸다. 실시한 결과에Fig. 4 Air void analysis equipment

Fig. 3 Polarization resistance test

Fig. 5 Slump value (TN series)

Fig. 6 Air content (TN series)

Fig. 7 Slump change (PCTN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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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르면, 초결부터 종결까지의 소요 시간은 6~7시간 사이

로 비슷하나, 탄닌산 부식억제제를 첨가한 시험체의 초

결이 보통 콘크리트에 비해 2시간 정도 늦어짐을 보였

다. 이러한 결과는 탄닌산이 초기 수화반응을 지연시키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3 압축강도 

 

Fig. 9는 재령 7, 28, 56일에서의 탄닌산 부식억제제의

첨가에 따른 압축강도 결과로써, 초결 발생 시간에는 영

향을 주지만, 탄닌산 부식억제제를 첨가해도 거의 일정

한 강도를 보였으며, 강도발현에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

음을 알 수 있었다.

Fig. 10은 탄닌산에 폴리머를 함유함으로써 탄닌산에

의한 부식 저항성 향상뿐만 아니라 폴리머에 의한 효과

를 검토하기 위하여 시험체를 제작, 측정한 압축강도의

결과를 나타낸다. 결과에 따르면, PTN 부식 억제제를 4%

첨가 하였을 경우 기준 콘크리트 (normal)에 비해 약 15%

이상 강도가 높게 나타남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폴리

머가 함유됨에 따라 콘크리트의 내부 공극을 밀실하게

채워주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탄닌

산 부식억제제는 다른 기능성 혼화제와의 병용사용이 가

능하며 보완적인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4.4 염화물 침투 저항성

염화물 저항성은 두가지 방법을 통하여 평가되었는데,

염화물 용액에 반복 건습하는 방법과 전기-화학적 촉진

시험 (RCPT)이다. Fig. 11은 탄닌산 부식억제제를 혼입

한 후, 약 7개월 가량 염화물 용액에 반복 건습하여 각

재령에 따라 0.1 N의 질산은 용액을 이용, 침투 깊이를

측정한 결과이다. 탄닌산을 2% 첨가한 경우 (TN-2) 기

준 콘크리트와 유사한 염화물 침투 깊이를 보인 반면,

4% 이상 첨가한 경우 (TN-4,TN-6)에는 약 10%의 염화

물 침투 저항성이 향상하는 결과를 보였다.

Fig. 12는 탄닌산 (TN) 및 탄닌산-폴리머 (PTN)의 염

화물에 대한 전기-화학적 촉진 실험의 결과를 보인다. 이

결과는 시험체를 28일 수중양생 후 시험을 수행한 결과

이다. 폴리머를 첨가한 경우가 기준 콘크리트와 탄닌산

만을 첨가한 경우보다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을 채워줌으

로써 염화물의 침투가 적게 발생한다. PTN-4 경우가 염

화물 저항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Fig. 8 Setting time (TN series)

Fig. 9 Compressive strength (TN series)

Fig. 10 Compressive strength (PTN series)

Fig. 11 Resistance of chloride penetration (long-term test)

Fig. 12 Resistance of chloride penetration (accelerating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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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부식 저항성

Fig. 13은 탄닌산 부식억제제를 첨가한 콘크리트에서

의 부식 저항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한 실험 결과이

다. 탄닌산을 첨가함에 따라 부식전류 속도가 감소하며,

특히 6% 탄닌산을 함유한 경우 부식 저항성이 높은 것

으로 나타났다. Fig. 14는 탄닌산을 배합에 첨가하는 것

이 아니라, 건전한 상태의 철근에 도포하여 매립한 경우

의 부식 저항성을 나타낸다. 탄닌산을 도포한 경우도, 부

식 저항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Fig. 13과 비교해 볼 때, 타설시 혼입한 2%의 경우와

부식 저항성이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6%에 비해서

는 부식 저항성이 더 낮게 나타났다. 또한, 측정된 시험

체에 대하여 매립된 철근을 육안 관찰한 결과, Fig. 15와

같이 6%에서는 부식이 많이 발생하지 않았으며, 검은 녹

으로의 전환이 발생함을 보였다. 2%나 4%에서도 부식

생성물이 검은 녹의 상태로 변환함을 보여 안정화 효과

가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탄닌산을 콘크리트 제작

시 첨가할 경우에 매립된 철근의 녹 안정화를 통하여 부

식 저항성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4.6 기포 측정 결과

탄닌산을 혼입한 콘크리트가 콘크리트 내부의 미세구

조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화상 기포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기포를 측정한 결과를 Fig. 16에 나타

내었다. 결과를 살펴보면 탄닌산 (TN)을 혼입하더라도

콘크리트 내부의 기포 변화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폴리머를 혼입한 경우는 1 mm 정도의

큰 공극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영

향은 압축강도 및 염화물 저항성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

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탄닌산을 이용한 부식억제제의 적용성

을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닌산 부식억제제는 응결시간을 다소 지연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콘크리트에 있어 시공성 및 압축

강도의 저하를 발생시키지는 않았다. 

부식억제제가 시멘트 중량당 4% 이상 첨가될 경우, 염

화물에 대한 저항성이 10% 정도 증가하였다. 특히, 폴리

머가 4% 첨가된 경우가 가장 좋은 염화물 저항성을 보

였다. 또한 탄닌산 부식억제제는 녹을 안정한 상태로 변

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부식 저항성이 향상되었

다. 특히, 6%의 첨가가 가장 효과적인 부식 저항성을 보

였다. 탄닌산의 적용 방법에 있어서는 철근에 도포하는

것보다 콘크리트 배합에 혼입하는 것이 성능이나 방법

면에서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다기능성을 목적으로

첨가한 폴리머나 폴리카르본산계 부식억제제도 탄닌산과

의 상호 작용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고 복합성능을 발휘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탄

닌산의 부식억제제의 경우 기존의 부식억제제가 소모성

인 단점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코팅철근에 비해 경제적

Fig. 13 Corrosion current with TN (pre-mixed)

Fig. 14 Corrosion current with TN (coating)

Fig. 15 Photo of corroded steel (6 months) Fig. 16 Distribution of air vo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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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성능이 우수하여 충분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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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RC 구조물에서 매립된 철근의 부식을 억제하기 위하여 많은 방법들이 소개되어 왔다. 철근의 부식을 억제

하는 방법 중 하나가 부식억제제이다. 최근 탄닌산을 이용하여 활성태의 녹을 부동태의 녹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부식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그러나 이 부식억제제가 일반적인 금속 제품에 대한 방식을 위하여 개발되었기

때문에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성능이 검토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닌산을 이용한 부식억제제의 적용성

을 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탄닌산 부식억제제는 콘크리트에 있어 시공성 및 압축

강도의 저하를 발생시키지 않았다. 부식억제제가 시멘트 중량당 4% 이상 첨가될 경우, 염화물 침투깊이가 10% 정도 감

소하였다. 또한, 탄닌산 부식억제제는 녹을 안정한 상태로 변환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어, 부식 저항성이 향상된다. 특

히, 6% 이상의 첨가가 부식 저항성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부식, 부식억제제, 탄닌산, 녹, 부식저항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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