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83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0, No. 3, pp. 283~290, June, 2008

무기계 침투제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장기폭로실험을 통한 염해 내구성 평가

권성준
1)
*·박상순

2)
·노병철

3)

1)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2)
한국건자재시험연구원 

3)
상지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Durability Evaluation of Inorganic-Impregnated Concrete Exposed to 

Long-Term Chloride Exposure Test

Seung-Jun Kwon,
1)* Sang-Soon Park,

2) 
and Byeong-Cheol Lho

3)

1)
Dept. of Civil and Environmental Engineering, University of California, Irvine, Irvine CA 92697, USA

2)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Materials, Seoul 137-707, Korea

3)
Dept. of Civil Engineering, Sangji University, Wonju 220-702, Korea

ABSTRACT The repair technique using surface impregnation of reactive compound is so effective for deteriorated concrete

structures that many researches are recently focused on these works. Particularly, inorganic impregnant is regarded as eco-

friendly material because there is no air-pollution during manufacturing process as well as field coating works. Furthermore,

The delamination between old concrete and impregnated surface does not occur, resulting from different materi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evaluate the durability performance of surface-impregnated concrete, durability evaluation through the long-term

exposure tests is significant, however, experiments are usually limited to the temporary and qualitative laboratorial scope. In this

study, durability characteristics for inorganic and organic/inorganic impregnated concrete specimens are evaluated through long-

term chloride exposure test. The specimens with 21 MPa and 34 MPa strength have been prepared and exposed to chloride

attack in the atmospheric, tidal, and submerged conditions. Evaluation for compressive strength, chloride penetration, and electrical

potential (half cell potential) for steel corrosion are performed for the specimens exposed for 2 years. From the results, no distinct

strength gaining is observed but the resistance to chloride penetration and steel corrosion is evaluated to be improved through

surface impregnation. The more improved resistance to chloride attack is measured in the inorganic impregnated concrete and

the results from atmospheric condition show more improved resistance to chloride attack than those from submerged and tidal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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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구조물은 사용기간의 증가에 따라 내구성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보이는데, 이러한 문제는 구조안전성

에 큰 영향을 준다. 콘크리트는 경제적이며, 내구적인 건

설재료로 사용되어 왔으며, 해수, 지하구조물 등 다양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최근들어 경제적인 보수기법을 통

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을 개선하려는 연구가 시

도되고 있는데, 이러한 보수기법 중 콘크리트 표면에 유

기 또는 무기 침투제를 도포함으로서 열화저항성능을 개

선하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3)

이러한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새로운 실리케이트 보수재료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는 주로 황화물을 기본으로 한 침투

제를 이용하여 모재 콘크리트의 공극 구조를 치밀하게

하였으며 강도와 탄성계수의 증가를 유도하였다. 그러나

이와같이 황화물 (modified sulphur)을 이용하여 에트린

자이트를 추가적으로 생성하고, 이를 통해 콘크리트의 물

성치를 개선하려는 연구는 추가적인 양생 또는 고온의 온

도를 적용해야 하므로, 광범위하게 사용되지 못하였다.
4)

그러나 최근에는 콘크리트 내부의 모세관 장력 또는 외

부 가압 등을 이용하여 반응성 물질을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시키고 추가적인 수화물의 생성을 통해 콘크리트 표

면을 경화시키는 보수기법이 개발되고 있다.
5-7)

 침투된

실리케이트계 화합물은 콘크리트 내부에 잔존하는 수산

화칼슘과 반응하여 추가적인 수화물 (CSH)을 생성하게

되고 이에 따라 공극 구조의 치밀성 또는 미세균열의 회

복이 침투층에서 발생하게 된다. 표면 침투제를 이용한

보수기법은 콘크리트 표면이 침투깊이만큼 개선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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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열화인자가 직접적으로 유입하는 것을 효과적으

로 차단한다. 적절한 시공성이 확보된다면 열화인자에 대

하여 효과적인 내구성 확보 방안으로 사용될 수 있다.
2,3)

두 번째는 개발된 침투제를 이용한 효과적인 보수 시

스템의 개발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되

는 유기계 침투제의 경우는 경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

으며 방수 또는 열화인자의 침투 제어에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모든 유기계 도료의 제조에서 볼 수 있듯이, 유

기계 침투제는 휘발성 유기화합물을 방출시키며, 이러한

재료를 콘크리트에 도포할 경우에도 많은 환경적인 문제

점이 발생하게 된다.
8-11)

 이러한 환경적인 문제점 이외에

도, 콘크리트 구체는 공극을 가지고 있는 무기계이므로

장기적인 열화환경에 노출시, 구콘크리트와 표면 침투제

간의 박리가 발생하여 표면침투층 들뜸과 같은 시공불량

현상을 보이기도 한다.
5,6,11-13)

 콘크리트 표면의 공극은 균

열과 함께 유해인자의 주된 침투경로가 되며, 공극률의

감소를 통하여 많은 내구적인 문제점이 개선된다. 콘크리

트에 혼화재료를 혼입함으로서 공극률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 염화물 침투 저항성, 투수성 등의 내구성능이 개선

되고 있음을 기존의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14-16)

표면침투제를 도포한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는 주로 기초

물성실험, 내화학적 실험, 내구성 실험 등 최근들어 다

양하게 수행되고 있지만, 장기적인 노출 실험을 통하여

염해에 대한 내구성능을 평가한 연구는 매우 희박하다. 

본 연구에서는 유무기계 및 무기계 침투제를 도포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하여 염해 저항성에 대한 장기폭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그에 따른 내구적 저항성을 평가하

였다. 표면침투제를 도포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하여 2년

경과 후의 장기 압축강도 평가, 염화물 침투깊이 평가, 철

근부식 자연전위에 대한 평가가 본 논문에서 수행되었다.

2. 표면 침투제를 도포한 콘크리트의 성능 개선

2.1 무기계 표면 침투제의 특징 및 구성

2.1.1 무기계 표면 침투제

일반적인 표면 침투제는 소수성 물질을 용매에 포함시

키는 형태로서, 수분 함량이 많은 콘크리트 표면에 브러

쉬 또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도포되면, 상호접착력이 약

해지고 표면 침투제가 침투되는 과정에서 용매가 증발되

어, 침투가 저하되는 단점이 있다.
12,13)

 본 논문에서 사용

한 무기계 표면 침투제는 이러한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콘크리트 표면에 소수성 물질과 화학적 결합이 가능한

친수성의 물질을 동시에 포함하고, 액상의 표면장력을 낮

추는 계면활성제를 추가로 첨가된 형태이다.

2.1.2 무기계 표면 침투제의 구성

1)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에틸실리케이트
12,13)

친수성 물질인 에틸실리케이트 (부분적으로 가수분해

되어 조절된 에틸실리케이트 단량체)를 기본으로 사용한

다. 에틸실리케이트 [Si(OC2H5)4]는 물에 의하여 완전히

가수분해 되면, 콘크리트의 주성분이 실리카 (SiO2)가 생

성되지만, 본 침투제에서는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되어, 친

수성기 [(OC2H5)4-nSi(OH)n]를 하나 이상 포함하게 된다.

특히 수산화칼슘은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에틸실리케이

트와 반응하여, 칼슘유기계 실리케이트 염을 형성하게 되

고, 이때 형성된 칼륨실리케이트 염은 콘크리트 페이스

트 구조안으로 유입되어 미세공극을 충전하게 된다.

2) 소수성 실리콘 화합물의 선택

기존의 연구
12,13)
에 의하면 무기계 침투제는 실리콘 화

합물 (소수성인 실란, 올리고머 실록산, 저분자량의 폴리

실록산)을 필요로 한다. 실리콘 화합물은 부분적으로 가

수분해된 에틸실리케이트와의 칼슘실리케이트 염의 생성

을 일부 억제하고 콘크리트 표면상에서 에틸실리케이트

와 반응하여 소수성을 제공한다. 따라서 표면상에서 형

성된 소수성은 콘크리트 내부로 수분의 침투를 억제하는

반면, 표면 침투제가 모세공극 및 계면사이에 미세균열

속으로 깊이 침투하도록 한다. 올리고머 실록산을 사용했

을 경우의 분자식은 Fig. 1 (a)에 나타냈으며, 저분자량의

폴리실록산을 사용했을 경우는 Fig. 1 (b)에 나타내었다.
12)

3) 화합물 생성기구
12,13)

앞에서 언급한 실리콘 화합물 중, 실란과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에틸실리케이트와의 반응을 살펴보면 Fig. 2

와 같다. 먼저 실란 (①)은 물 (②)과 반응하여 소수성의

R
1
을 제외하고 Si-OH로 가수분해된 실란 화합물이 제조

되고 (③) 실란화합물과 부분적으로 가수분해된 에틸실

리케이트 (④)가 반응하여, 소수성이 부여된 화합물 (⑤)

를 얻을 수 있다. 또한 가수분해된 실란 화합물 (⑥)은

수화된 콘크리트 생성물인 실리케이트 (⑦)와 반응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소수성이 부여된 화합물 (⑧)을 얻을 수

있다. 실란은 표면침투제에 소수성을 부여하여 표면상에

서 장시간 머물러 외부로부터 수분침투를 억제하고, 동

시에 표면 침투제가 콘크리트 페이스트 내부로 깊이 침

투할 수 있도록 한다. Fig. 2에서는 무기계 침투제의 화

합물 형성 기구를 나타내고 있다.

2.2 수화물 생성을 통한 콘크리트 구체의 성능 개선

2.2.1 콘크리트 구체의 표면 조직의 밀실화

콘크리트 구체를 강화시키는 물질로서는 규산염계 및

실리카계 등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들 중에 실리카계인

Fig. 1 Composition of ethyl silicate type



무기계 침투제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장기폭로실험을 통한 염해 내구성 평가│285

실리케이트 (Na2O·SiO2) 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5,6,11,17)

실리케이트를 성능이 저하된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하면

침투가 된 후, 시멘트 수화반응에 의해 생성된 수산화칼

슘 (Ca(OH)2)과 반응함으로서 불용성 규산칼슘계 (nCa·

SiO2)를 생성하여 콘크리트 구체 조직을 치밀하게 만든

다. 형성된 CSH겔은 기존의 공극, 미세균열과 같은 열화

인자의 유입원을 충전시켜, 조직을 치밀하게 형성한다.

즉 기존의 수화과정 이후 일반적으로 수화물의 25~30%

정도 잔존해있는 수산화칼슘과 추가적인 수화반응을 수

행하여 CSH겔을 형성하는 것이며, 이렇게 실리케이트의

침투로 인해 형성된 표면의 CSH겔층은 콘크리트 모재

와 같은 역학적 성능을 확보하고 있으므로, 유기계 도료

또는 판접착방식의 보수시스템과 달리 보수층의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일반적인 판접착방식을 이용한 보수방

법은 유기계 에폭시 등을 사용하여 콘크리트 모재에 접

착하여 사용하는데,
2,3)

 장기간의 열화환경에 노출될 경우,

보수층과 기존의 콘크리트층이 서로 박리되므로, 열화저

항 성능을 확보하지 못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무기계 침투제의 반응은 식 (1)에,

유/무기계 침투제 반응식은 식 (2)에 나타내었다.
12,13,17)

  (1)

  (2)

2.2.2 염해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고정화 특성

경화된 콘크리트 내부의 염화물이온은 일반적으로 자

유염화물과 고정염화물로 분류할 수 있다. 철근부식에 직

접적으로 관여하는 자유 염화물이온과는 다르게 고정염

화물 (일반적으로 프리델염)은 외부로부터 화학적인 침

식 또는 탄산화와 같은 특수한 환경을 제외하면 화학적

으로 안정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
18,19)

 식 (3)에서는 염

화물을 포함하고 있는 가용성의 염화칼슘과 monosulfate

와의 반응을 통하여 프리델염을 형성하여 염화물의 고정

화를 나타내고 있다. 식 (3)과 마찬가지로 실리케이트가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게 되면 가용성염을 식 (4)와 같

이 불용성의 규산염겔 (SiO2·2NaCl)로 변화시킴으로서

염화물의 고정화를 수행할 수 있다. 

 

(3)

 

(4)

한편 기존의 이론에 의하면,
20,21)

 콘크리트 내 공극수에

용해되어 있는 염화물 이온은 CSH겔에 흡착하여 고정

염화물로 변화하는데, 물시멘트비에 관계없이 생성되는

CSH양에 관계하게 된다. 이러한 침투제의 도포를 통하

여 추가적으로 생성되는 CSH의 존재는 기존의 연구
13)
에

서 확인할 수 있는데 CSH의 생성은 염화물 확산계수의

감소
12)

 및 투수계수의 감소
13)
를 통하여 염해에 대한 저

항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에

서는 무기계 침투제를 침투시킨 콘크리트에 대하여 발생

하는 내구적 성능 개선 효과를 요약한 것이다.

3. 장기폭로실험을 통한 내구성 향상 평가

3.1 실험의 개요

본 연구에서는 장기폭로실험을 위하여 2가지 배합 (W/C:

Na
2
SiO yH

2
O xCa OH( )

2
xCa SiO

2
yH

2
O 2NaOH+⋅⋅→+ +

R
2
O SiO

2
yH

2
O xCa OH( )

2
+ +⋅ xCaO SiO

2
yH

2
O ROH+⋅⋅→

3CaO Al
2
O

3
CaSO

4
12H

2
O⋅ ⋅ ⋅ CaCl

2
+

C
3

→ A CaCl
2

10H
2
O CaSO

4
+⋅ ⋅

Na
2
O SiO

2
CaCl

2
H

2
O SiO

2
2NaCl Ca(OH)

2
+⋅→+ +⋅

Fig. 2 Compound formation of Inorganic impregn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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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33.6%)을 사용하였으며, 압축강도, 염화물 침투깊

이, 철근부식 자연전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편

이 제작되었다. 각 시편은 일주일간 수중양생을 수행한

뒤, 표면 침투제를 도포하였으며, 일주일간 옥외폭로상태

에서 침투를 유도하였다. 이후 2주간 수중양생을 추가로

수행하였다. 침투방식은 스프레이를 사용하여 위에서 아

래로 3회 도포하였으며, 전체 표면이 완전히 젖음을 확

인하고 중지하였다. Table 1에서는 사용된 배합을 나타

내고 있으며, Table 2에서는 도포된 표면 침투제의 물성

치의 특성을 요약하였다.

Table 2에서 알 수 있듯이, 각 표면 침투제는 실리케이

트를 주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무기계의 경우, 낮은 점

도와 표면장력으로 인해 침투가 더욱 용이하게 조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Table 3에서는 장기폭로실험을

위한 시편의 제작 현황을 노출환경과 함께 나타내었으며

관련 그림을 Fig. 4에 나타내었다.

3.2 장기폭로실험 평가

3.2.1 압축강도 평가

압축강도 시편은 21 MPa 및 34 MPa 공시체 시편에 대

하여 재령 28일, 90일, 360일, 720일에 대하여 압축강도

평가를 수행하였다. 각 재령에 대하여 3개씩의 압축강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28일 경과시에는 침투제를 도

포한 콘크리트가 도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비하여 동등

이상의 강도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장기재령시 압축강도

개선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표면

에서 침투가 시작하여 침투깊이만큼만 강도 증가가 발생

하므로 강도 증가 영역이 전체 체적에 비하여 작은 수

준이기 때문이다. 표면 침투제에 시편을 침지하지 않고

스프레이 도포를 통하여 일반 구조물에 도포하면 침투깊

이는 3~12 mm 정도이므로
12)

, 강도 증가용으로 침투제를

사용하기는 어렵다.

Table 1 Mix proportions for tests

MPa
Slump

(mm)

W/C

(%)
S/a

W

(kg/m
3
)

C

(kg/m
3
)

S

(kg/m
3
)

G

(kg/m
3
)

21
150

46.8 43.7
178

380 751 976

34 33.6 45.7 530 649 954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surface impregnant

Type
Main

ingredient
Color

Viscosity

(cp)

Surface 

tension

(dyne/cm)

Solvent

I Inorganic Silicate Non 3.72 26 Alcohol

O/I
Organic/

inorganic

Silicate +

Sodium +

Polymer

Sky-blue 4.13 38 Water

Fig. 3 Modified durability performance through surface impregnation

Table 3 Condition of test specimens

Type
Size

(mm)

Number of specimens

21 MPa 34 MPa Sum

Cylinder 100 × 200 108 36 144

Steel-embedded 

Specimen

50 × 50 × 150 27 9 36

· Cover depth : 19 mm

Environmental 

condition

· 21 MPa

- Atmospheric : not directed exposed to sea water

 (salt sprayed zone)

 Temp : −1~25
o

C, R.H. : 69~83%

- Tidal : periodically submerged in the sea water

- Submerged : in the sea water

· 34 MPa 

- Tidal : periodically submerged in the sea water

Fig. 4 Photos for concrete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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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침투제 (무기계, 유/무기계)를 도포한 콘크리트 시

편의 경우, 25 MPa에서 30.3 MPa로, 29.8 MPa에서 34.6 MPa

로 10% 이상 강도 증가가 발생한 연구 결과가 있지만,
12)

81일 경과한 시편에 대하여 침투제를 도포한 뒤, 이후

14일의 추가적인 양생기간을 거쳐서 평가한 것이므로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렵다. 침투제를 도포한 콘크리트의 보

수설계시에는 안전한 설계를 위해서라도, 압축강도의 변

화는 고려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Table 4

에서는 720일 경과 후의 강도변화율을 나타내었는데,

21 MPa의 경우, 5.9%와 6.3%의 강도 증가를 보이고 있

었으나, 34 MPa의 경우는 5.5%와 7.4%의 강도 감소를

나타내고 있었다. 물리-화학적 열화환경에 주기적으로 노

출되는 조석대 환경이고, 시편의 개수가 충분하지 않았

으므로, 각 침투제를 도포한 시편의 명확한 강도 증가를

확인할 수 없었다.

3.2.2 염화물 이온의 침투깊이 평가

염해의 경우, 다른 이온에 비하여 가장 침투속도가 빠

르고 철근부식에 가장 직접적으로 관여하므로 매우 중요

한 열화인자이다.
1,14,15)

 본 실험의 목적은 침투제 도포 전

후의 침투깊이 변화를 분석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침투깊이는 기존의 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0.1N AgNO3

용액분무에 따른 변색법으로 깊이를 측정하였다.
22)

 강도

21 MPa 시편에 대해서는 비말대, 조석대 및 해수중에 노

출된 콘크리트 시편의 염화물 침투깊이를, 강도 34 MPa

시편에 대해서는 조석대를 노출환경으로 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변색이 되는 침투깊이는 대략 수용성 염화물을

기준으로 0.15% (시멘트 중량)으로 고려되는데,
22,23)

 본 실

험에 사용된 배합을 사용하면 수용성 염화물 0.57 kg/m
3

을 나타낸다. 수용성 염화물과 전 염화물의 비는 대략

50~80% 정도로 가정할 수 있으므로 0.71~1.14 kg/m
3
의

전염화물량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15,22,23)

 Fig. 6에서는

염화물 침투깊이 실험 사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7에

서는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Fig. 7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밀도의 개선을 통하여

대부분 염화물 침투깊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무기계 침투제의 경우, 유/무기계 침투제에 비하여

뚜렷한 내염해 저항성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향

은 34 MPa 콘크리트 시편에 더욱 크게 나타났다. Fig. 7

(d)의 경우, 유/무기계 침투제를 도포한 시편의 경우 1년

경과시, 침투깊이의 감소가 평가되지 않은 반면, 무기계

침투제를 도포한 시편의 경우 뚜렷한 염화물 침투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시편의 개수는 3개의 평균값을 사용

하였는데, 시편이 개수가 많았다면 더욱 신뢰성있는 결

과를 제시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단위시멘트량이 많은 콘크리트의 경우, 수산화칼슘량

이 더욱 많이 형성되는데, 이에 따라 추가적으로 CSH겔

생성이 더욱 많아지고 공극 구조 또한 치밀해져서 열화

저항성 개선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된다. W/C가 낮은 시

편의 경우 (7d), 침투제를 도포하지 않은 시편과 무기계

침투제를 도포한 시편의 경우에서, 침투깊이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2년 경과 후 조석대에서는 무기계 침투제를 도포

한 34 MPa 시편에 대하여 43 mm의 측정깊이를 보이고 있

었는데, 나머지 시편들은 모두 지름방향으로 침투깊이가

관통하였으므로 50 mm 이상의 침투깊이를 나타내고 있었

다고 할 수 있다. 명확한 경향의 파악을 위하여 Fig. 7

(b)~(d)에서는 360일까지만의 결과를 도시하였다. Table 5

에서는 최종 존치 기간 (360일)에 대한 침투깊이 변화율

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동일한 침투제를 도포한 콘크리트 시편의 염해저

항성 실험에서도
12)

 24 MPa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서는

62.5%의 침투깊이 저항성을, 30 MPa 콘크리트 시편에 대

해서는 80.9%의 침투깊이 저항성을 보이고 있었다. 압축

강도 실험 결과와는 다르게, 장기 실험 결과에서도 비슷

한 성능을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3.2.3 철근부식 자연전위 평가 (HCP : half cell potnetial)

본 장에서는 황산동 전극을 이용한 전위차측정 (ASTM

C 876-80; Copper-Copper Sulfate Half Cell-CSE)을 이용

하여,
24)

 철근이 매립된 시편의 철근부식 자연전위를 평가

하도록 한다. 전위차 측정은 비파괴 시험법으로서 매립

Fig. 5 Results for compressive strength (tidal condition)

Table 4 Strength ratio after 720 days

Exposed

period

Strength ratio (21 MPa) Strength ratio (34 MPa)

Control O/I I Control O / I I

720 days 100.0 105.9 106.3 100.0 94.5 92.6 Fig. 6 Chloride penetration depth using AgNO3 indic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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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철근과 콘크리트간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부식가능성

을 평가할 수 있는 기법이다. 즉 전위차가 크게 평가될

수록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본 시

험에서는 급격한 전하의 변화를 보기위해, 피복두께를 작

게 만든 시편 (19 mm)을 사용하였다. 본 철근매립 시편

의 자연전위는 28일, 56일, 90일, 180일, 360, 720일에

측정되었는데 Fig. 8에서는 자연전위 측정 현황을, Fig.

9에서는 철근부식 자연전위 실험 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으로 자연전위가 낮은 경우 부식가능성이 높게

평가되는데, Fig. 9에서 알 수 있듯이, 표면 침투제를 도

포한 시편은 도포하지 않은 시편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자연전위가 상승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석대

영역에서는 침투제를 도포하지 않은 34 MPa 시편의 자

연전위와 침투제를 도포한 21 MPa의 자연전위가 비슷하

게 평가되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25)

 측정된 자연전

위가 −350 mV 이하의 경우, 부식이 발생될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고되고 있다. 수중부보다 조석대의 경우,

염화물량과 산소 침투가 더욱 활발하므로, 높은 자연전

위차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비말대에서 21 MPa

시편의 자연전위를 평가한 그림은 Fig. 10과 같다.

분극저항법을 이용하면 정량적인 부식속도를 계산하여,

내구수명과 직접적으로 연관시킬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는 반전위 측정을 수행하였다. 그러나, 측정된 전위 (mV,

CSE)가 감소할수록 부식이 발생할 가능성은 더욱 높아지

므로 상대적인 부식저항성 평가는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9 (c)에서 침투제를 도포하지 않은 시편에 대해서

는 1.8년 이후 −350 mV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는데, 유/

무기계 및 무기계를 적용한 시편에서는 2년 경과시 모

두 −350 mV 이상의 자연전위값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

경우 역시, 무기계 침투제에서 더욱 개선된 염해저항성

Fig. 7 Chloride penetration depth in concrete

Table 5 Ratios of chloride penetration depth after 360days

Period

(days)
Condition

Ratio of chloride penetration depth (21 MPa : %)

Control O/I impregnant I impregnant

360 Tidal 100.0 94.3 80.0

360 Submerged 100.0 86.7 83.3

720 Atmospheric 100.0 75.0 58.3

Period

(days)
Condition

Ratio of chloride penetration depth (34 MPa : %)

Control O/I impregnant I impregnant

360 Tidal 100.0 100.0 81

Fig. 8 Test of half cell pot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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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보되었다. 

침투제를 사용할 콘크리트구조물의 노출환경은 수중부,

조석대와 같은 노출환경보다는 비말대와 같이 해안가에

노출되어 있는 콘크리트 부재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보다 명확한 유/무기계 또

는 유기계 침투제의 성능평가를 위해서는 많은 시편과

장기간의 염해노출 환경에 따른 염해저항성 평가가 필요

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무기계 침투제를 적용한 콘크리트의 장기폭로실험을

통한 염해 내구성 평가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에서는 침투제를 적용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 장기폭로 실험을 수행하였는데, 단기적으로는

압축강도의 증가를 평가할 수 있었으나, 2년간의 장

기폭로실험 결과 뚜렷한 강도 증가 효과를 확인할

수 없었다. 보수 설계시 강도 증가 효과는 없는 것

으로 설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된다.

2) 염화물 침투깊이를 평가한 결과, 무기계 침투제가

유/무기계 침투제보다 개선된 성능을 나타내었다.

21 MPa 콘크리트 시편에 대해서는 침투제 적용 후

80.0~94.3% (조석대), 83.3~86.7% (해수중)의 수준으

로 침투깊이가 감소하였다. 

3) 자연전위 측정시 720일 경과 후 21 MPa 시편에 대

해서는 침투제 적용시 해수중에서는 82.4~91.8% 수

준으로, 조석대에서는 88.6~93.8% 수준으로, 비말대

에서는 69.2~78.5% 수준으로 자연전위 수준이 감소

되었다. 한편 34 MPa 시편에 대해서는 조석대에서

84.8~91.6%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철근부식 자연전

위측정에서도 무기계가 유/무기계 보다 개선된 성

능을 확보하고 있었다.

4) 사용된 침투제는 수중환경 또는 조석대보다는 비말

대영역에서 보다 개선된 염해저항성능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적절한 시공기법과 품질관리가 현장에서

이루어진다면, 효과적인 보수기법으로 활용될 것으

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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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표면 침투제를 이용한 보수기법은 열화된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해서 효과적이므로, 최근들어 많은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특히 무기계 표면 보호재를 제조할 경우나 현장에서 적용할 경우, 공기오염이 없으므로 환경친화적이며,

침투층과 구콘크리트간의 물리적 성능 차이에 의한 박리가 발생하지 않는다. 침투된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를 위해서

는 장기폭로실험에 의한 평가가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의 내구성 실험이 일시적이고 정성적인 실내실험에 국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무기계 및 유/무기계 침투제를 사용한 콘크리트 시편에 대하여 장기염해폭로실험을 수행하여 내구

적 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였다. 21 MPa과 34 MPa로 제조된 2가지의 콘크리트 배합에 대하여, 2년간 해수중, 조석대, 비

말대에 노출하였으며, 압축강도, 염화물 침투깊이, 철근부식 자연전위 등을 평가하였다. 평가 결과, 침투제를 적용한 시

편은 강도 증가에서는 성능 개선 효과가 거의 없었으나, 염화물 침투깊이와 자연전위에 대해서는 내구성능이 개선된 것

으로 평가되었다. 유/무기계 침투제 보다 무기계 침투제에서 염해저항성이 크게 평가되었으며 수중부, 조석대에 노출된

시편보다는 비말대에 노출된 시편에서 염해저항성이 높게 평가되었다.

핵심용어 :표면 침투, 무기계 침투제, 장기염해폭로실험, 내구성 평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