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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racks in concrete generally interconnect flow paths and increase concrete permeability. The increase in concrete

permeability due to the progression of cracks allows more water or aggressive chemical ions to penetrate into concrete, facilitating

deterioration.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crack width and water permeability of cracked concrete.

Tests have been carried out as a function of hydraulic pressure (0.1 ~ 2 bar) and crack width (30 ~ 100µm). Splitting and

reuniting method was used to manufacture cracked concrete specimens with controlled crack width. Crack widths are checked

by using a microscope(×100). The results show a considerable increase of water transport with crack width and hydraulic

pressure. When the crack width is smaller than 50µm, the crack width has little effect on concrete permeability. Due to the

autogenous healing, the water flow through the crack gradually reduces with time. When crack width is 100µm and hydraulic

pressure increase from 0.1 bar to 0.25 bar, concrete permeability increases rapidly about 190 times according to the test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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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의 균열은 하중이나 건조수축 등 여러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 균열 자체는 구조물의 사용성과 내구성

에 직접적으로 악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균열 →투수성

증가 →성능 저하”의 주기를 가속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구조물의 성능 저하를 유발한다. 균열을 통한 누수의 경

우 구조물의 내구성과 사용성뿐 아니라 외관을 훼손시키

고 누수된 물로 인한 추가적인 문제를 발생시킨다. 특히

고층구조물의 깊은 지하층, 지하철, 터널 등과 같은 지

하구조물과 해양구조물, 댐, 정수장 등 물을 저장하는 구

조물과 같이 높은 수압이 작용하는 경우, 구조물의 균열

로 인한 누수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결과적으로 시공

전후 방수에 대한 보수 비용이 적지 않게 발생한다.
1)
 

현재 우리나라는 구조물 노출 조건과 사용 목적에 따

른 균열폭 규정만 있을 뿐 누수량에 대한 규정과 균열

이 있는 콘크리트의 투수계수 실험 방법이 확립되어 있

지 않다. 그러나 균열폭만으로 구조물의 누수를 규정하

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구조물의 투수계수

및 누수량에 대한 규정이 시급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높은 수압에서 균열이 있는 콘크리

트의 투수계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염소이온의 확산계수

를 측정하여 간접적으로 구하거나 콘크리트 실험체에 수

압을 가해 시편 내에 물이 통과한 거리를 측정하여 계

산해왔다. 그러나 콘크리트에 균열이 있는 경우, 누수되

는 물의 대부분은 균열을 통한 것이기 때문에 균열이 있

을 때의 투수계수 측정은 기존의 방법과 큰 차이가 있

다. 기존의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저압투

수실험 (WPT)
2-6)
을 통해서 주로 측정해왔으나 이는 실험

장치의 특성상 큰 수압을 가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고수

압이 작용할 때의 균열을 통한 콘크리트 투수계수 특성

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 투수 실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균열을 피드백신호제어쪼갬시험(feed-back controlled

splitting test) 방법
2,7)
으로 유발해 왔는데 이는 실험체 내

부에 균열이 동일한 양상으로 유발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수압을 직접 제어하고 실험체를 둘로

쪼갠 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이러한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으며, 이와 관련된 실험체 제작 방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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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장치를 개발함으로써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의 투수

계수 특성을 구명하고자 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콘크리트 투수 이론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면 콘크리트 내의 투수 양상이

크게 달라진다. 콘크리트에 균열을 발생시키는 요인은 건

조수축, 열응력, 철근부식, 시공 불량, 하중 등으로 다양

하나, 일반적으로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 및 콘크리트

의 부피변화로 인한 인장응력이 주요 원인이 된다. 초기

에 불규칙하게 존재하는 균열들은 추가적인 균열에 의해

이어져서 큰 관통 균열이 되는데, 이러한 균열은 콘크리

트 투수계수를 수백, 수천배 증가시키며 이 때의 투수계

수는 균열에 의해 지배된다.
8)

균열은 기하학적으로 단순하지 않으며, 보통의 경우 수

µm 범위에서 수 mm 범위까지 균열이 발생한다. 드물게

한 개의 균열만이 발생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경우 균

열을 통한 투수계수는 균열이 없는 콘크리트에 비해 큰

값을 갖는다. 이때는 상대적으로 작은 콘크리트 내의 전

기적 효과나 흡착수 등의 영향을 무시할 수 있다. 

2.2 Darcy 흐름 (Darcy flow)

콘크리트 투수의 기본적인 모델은 Darcy 흐름으로 설

명된다. 콘크리트의 양면이 액체와 맞닿아 있으며 액체

가 무한히 공급될 수 있다고 가정할 때, 액체는 압력 차

이로 인해 콘크리트를 통해 이동한다. 콘크리트가 액체

로 포화되어 있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내

의 액체 흐름이 다르지만 콘크리트 누수의 경우 지반과

달리 두께가 얇은 편이고 지속적으로 압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포화된 상태의 누수가 중요하고 지배

적이다. 

식 (1)은 정수위로 수압을 가할 때 투수계수 K를 단위

압력과 단위 시간에 대한 값으로 구한 것이다. 

(1)

여기서 Q는 유출량 (ml), l은 시편의 두께 (mm), A는 투

수되는 시편의 단면적 (mm
2
), h는 수두 (mm), t는 유출

시간 (s), K는 투수계수 (mm/s)이다. 

 2.3 Poiseuille 흐름 (Poiseuille flow)

균열을 통한 투수는 콘크리트 자체의 투수계수와 다르

기 때문에 Darcy 흐름으로 해석할 수 없다. 콘크리트의

균열을 통한 물의 흐름은 평행판 이론과 유체역학으로부

터 추론한 식을 사용한다. 이 모델은 유체가 비압축성이

며 균열을 얇은 판 사이의 틈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이

는 자기 치유 등에 의한 유수량 감소 현상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치유가 일어나기 전인 초기 누수에

대해서만 적용할 수 있다. 식 (2)는 평탄한 평행판 사이

의 틈 (균열)을 통해 누수되는 유량을 나타낸다.

(2)

식 (2)를 Poiseuille 법칙이라고 한다. 식 (2)에서 보듯

이 누수량은 균열폭의 세제곱에 비례한다. 따라서 균열

폭이 투수에 가장 큰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제

균열은 콘크리트 내의 굵은골재 주위로 발생되기 때문에

균열면은 거칠어질 수밖에 없다. 식 (2)는 균열면을 평탄

하다고 가정하여 유도되었기 때문에 실험을 통한 투수계

수 값보다 항상 큰 값을 갖는다. 또한 균열폭은 콘크리

트 내에서 일정하지 않으며 물리적 흡착과 점착 등도 실

제 투수계수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실제 투수계수는

더욱 작은 값을 가진다.

이러한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식 (2)에 감소계수 ξ를

추가하면 아래 식이 유도된다.

(3)

여기서

q
r
=실제 거친 균열면의 물의 흐름

ξ =균열면의 거칠기를 보완하기 위한 감소계수

감소계수 ξ는 철근콘크리트 슬래브의 투수실험 결과

0.02에서 0.17 사이의 값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9)

2.4 자기 치유 (autogenous healing)

콘크리트 내부의 미소한 균열은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다음과 같은 요인들에 의해 균열폭이 점차로 감

소하는 자기 치유 현상이 발생된다.

- 시멘트페이스트의 수화와 팽창

- 탄산칼슘 결정의 침전

- 물의 불순물이 투수 통로를 막음

- 균열면의 부서진 콘크리트 파편이 투수 통로를 막음

이 중에서도 자기 치유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탄산칼슘 결정의 침전인데, 결정 성장 속도는 균열폭과

수압에 영향을 받는 반면, 콘크리트 배합과 물의 경도는

별 영향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

 자기 치유 때문

K
Ql

Aht
---------=

q
0

Pbw
3
/12ηd∆=

q
r

ξ Pbw
3
/12ηd∆=

여기서

q0 = 이상적으로 평탄한 균열을 통한 물의 흐름 (m
3
/s)

∆P = 균열면 양 측의 압력 차이 (N / m
2
)

b = 균열면의 균열 길이 (m)
w = 균열폭 (m)
d = 콘크리트 시편두께 (m)
η = 절대 점성도 (Ns / m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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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균열을 통한 투수계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극단적

인 경우에는 균열이 완전히 닫혀서 균열을 통한 누수가

전혀 발생되지 않는다.

3. 투수계수 실험

3.1 개 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30 MPa 강도의 콘크리트를 사용

하였으며, 실험체의 형상은 지름이 150 mm, 두께가 50 mm

인 원주형을 사용하였다. 원주형 실험체를 사용하면 쉽

게 인장력으로 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기존의 투수 실험에서 주로 원주형 실험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실험의 용이함과 결과 비교의 편이를 위해 원주

형 실험체를 사용하였다. 

φ150 × 50 mm 실험체에 쐐기를 이용하여 인장력으로

실험체를 둘로 쪼갠 후 다시 붙이는 방법을 사용하여 지

름 방향으로 균열을 유발하였다. 예비 실험을 통하여 이

방법으로 실험체의 균열폭을 최소 30 µm까지 만들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Table 1의 균열폭 분류는 예비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가능한 범위를 제안한 것으로, 균

열의 최대값, 최소값, 평균값을 기준으로 정해진 허용 범

위에 드는 실험체만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체에 가해

지는 수압은 5 bar의 상수도를 활용하여 감압계로 수압

을 조절하고 압력계로 압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제어하

였다. 또한 목표로 한 수압을 실험체의 윗면에 작용하고

아랫면으로 누수되는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실험 장치

를 구성하였다. 최종적으로 누수되는 물의 양으로부터

Darcy 흐름의 기본적인 식을 사용하여 투수계수를 산정

하였다. 

3.2 실험 계획

실험 변수는 압력과 균열폭이다. 압력은 0.1 bar와 2 bar

사이를 0.1, 0.25, 0.5, 1, 2 bar의 5단계로 나누고 균열폭

은 30, 50, 100 의 3단계로 구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체 제작 과정에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가 많

으므로 각 변수당 3개 이상의 실험을 수행하였다. Table 2는

실험 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같은 번호의 실험은 같은 기

간에 수행된 실험체를 나타낸다. 

이후 결과에서 실험체명은 C-[균열폭(µm)]-[실험체 기

호(A,B,C)] P-[수압(bar)]으로 표기하였다. 

3.3 실험체 제작

실험을 위해 φ150 × 300 mm 원주형 몰드로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배합강도는 30 MPa로 설정하였다. Table 3

은 공시체 제작에 사용된 배합설계를 나타낸 것이다. 

투수 실험을 수행하는 동안, 수화 반응에 의한 콘크리

트 자체의 투수계수 변화와 균열면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수화와 팽창에 의한 자기 치유의 영향을 최

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실험 전에 공시체를 20°C에서

90일 이상 수중 양생하였다.

표면 영향 (wall effect)을 제거하기 위해 φ150 × 300 mm

공시체 중 위아래 각 25 mm를 잘라낸 나머지 부분만 투

수 실험에 사용하였다. 순수 인장력만으로 균열을 유발

할 수 있도록 쐐기를 사용하는 방법을 고안하였다. 즉,

Fig. 1과 같이 홈에 쐐기를 끼운 상태로 하중을 가함으

로써 인장력만을 집중적으로 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균열이 위의 쐐기로부터 시작하여 점차로 아래 끝까지

진전된다. 균열이 실험체의 아래까지 이어져 시편이 둘

로 완전히 나누어지면 밴드를 사용하여 이를 다시 결합

하여 관통 균열을 가진 실험체를 제작하였다. 균열폭이

큰 실험체의 경우에는 실험체를 다시 결합하기 전에 균

열면에 적절한 양의 알루미늄 호일을 삽입하여 균열폭을

조절하였다.

Fig. 1과 같이 실험체 앞뒷면의 중앙과 중앙으로부터

40 mm 간격으로 기준선을 그리고 표시된 선과 균열이

만나는 곳에서 균열폭을 측정하였다. 균열폭은 100배 확

대경을 사용하여 10 µm 단위로 측정하였다. 균열폭을 확

대경으로 측정하는 작업은 매우 민감하며 오차가 발생될

여지가 많기 때문에, 모든 실험체에 대하여 동일한 실험

자가 균열폭을 측정함으로써 주관에 의한 측정 오차를

줄이고자 하였다. 최소 균열폭을 30 µm로 하고 사전에

결정한 균열폭의 최소 값과 최대 값, 평균 값의 허용 범

Table 1 Classification of crack categories

Crack width category (µm) waverage wmin wmax

30 25~35 0 60

50 45~55 20 80

100 90~110 50 150

Table 2 Experiment schedule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30 µm 155 44 366 388 777

50 µm 1155 447 366 388 277

100 µm 155 44 366 388 22

Table 3 Mix proportion

Slump 

(mm)

W/C

(%)

S/a

(%)

air

(%)

Unit content (kg/m
3
)

W C S G SP

94 54 41 4 185 342 727 1012 1.026

Fig. 1 Crack generation and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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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를 기준으로 그 범위에 드는 실험체를 각 분류기준에

따라 구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균열폭 분류는 Table

1과 같다. 

목표한 균열폭을 갖는 실험체에 투수와 누수가 작용하

는 면을 제외한 위아래 면과 옆면에 에폭시를 도포하였

다. 에폭시가 굳은 후에는 그라인더로 실험체 면을 다듬

고 실험 전까지 수침시켰다.

3.4 실험 장치

원주형 실험체의 위아래에 있는 나사를 조여 원통형관

을 밀착시키고 위쪽으로는 수압을 가하고 아래쪽으로는

누수된 물을 취수하는 장치를 제작하였다. 실험 장치의

모습은 Fig. 2와 같으며 이후로는 개발된 장치를 투수 장

치라고 통칭하였다. 실험체는 투수 장치의 윗통과 아랫

통의 중간에 위치하며, 고무링을 사용해서 원주형 통과

실험체 사이 틈새에서 발생될 수 있는 누수를 방지하였다.

본 연구는 지하수위 20 m까지 구조물을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지하수위 10 m 마다 수압은 1 bar씩 증가하므로

지하수위 0~20 m를 모사하기 위해서는 0~2 bar의 수압을

실험체에 가해야 한다. 또한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하여

야 하는데, 이를 위해 필요한 압력보다 크고 공급도 많

은 유체를 감압계로 필요한 만큼 줄여서 사용하는 방법

을 사용하였다. 즉, 5 bar의 상수도를 취수하여 감압계로

감압하여 실험체에 가해지는 수압을 조절하였다. 이 방

법은 기존의 시설인 상수도의 압력을 활용함으로써 압력

조절 장치가 압력계와 감압계, 여과기로 간소해지는 장

점이 있다. 전체적인 압력 조절 장치의 구성은 Fig. 3과

같다.

 3.5 실험 방법

실험 방법은 Fig. 4와 같다. 실험체는 투수 장치의 중

간에 위치하며, 장치를 지탱하고 있는 4개의 나사선을

조여서 위아래 통과 실험체를 밀착시킨다. 오른쪽 화살

표와 같이 약 5 bar의 물이 가해지면 이를 압력계로 확

인하며 필요한 압력까지 감압계로 낮춘다. 압력계와 감

압계 사이에는 여과기를 설치하여 유입되는 물의 불순물

을 제거한다. 실험체의 균열을 통과한 물은 아래통으로

모여 관을 따라 수조로 향한다. 수조에 모인 물은 정기

적으로 그 무게를 측정함으로써 시간당 누수량을 구한다.

모든 실험은 20
o
C 항온실에서 수행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분석

4.1 투수 양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50 mm 두께의 콘크리트 실

험체 윗면에 수압을 가하고 아랫면으로 누수되는 양을

측정함으로써 균열을 통한 시간당 투수량과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를 구하였다. 실험체에 일정한 수압이 가해지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는 포화상태가 유지되므로 식 (1)

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다.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의 투수 실험에서 투수량은 콘크

리트 내부를 통한 것과 균열을 통한 것의 합이다. 균열

이 없는 건전한 콘크리트의 시간당 투수량은 실험 초기

에는 측정되지 않으며 시간에 따라 점차 일정한 값을 갖

는다. 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는 3.74×10
−10

mm/s

로 측정되었다. 콘크리트 내부를 통한 투수는 실험 초기

에는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초기 투수량에는 영향을 미

치지 않으나, 압력에 따라 다르지만 약 4일 이후부터는

그 영향을 고려해 주어야 한다. 실험에서 측정된 투수량

에 비균열 콘크리트의 투수계수로부터 계산된 투수량을

뺌으로써 순수하게 균열을 통해 발생한 투수량을 계산하Fig. 2 Permeability apparatus

Fig. 3 Pressure control apparatus

Fig. 4 Schematic view of water permeability apparatus



수압과 균열폭 변화에 따른 콘크리트 투수계수의 실험적 연구│295

였다. 

실험 전에는 콘크리트의 균열폭이 커짐에 따라 투수

면적이 증가하므로 투수계수가 커질 것이라 예상하였고,

투수계수는 단위 압력에 대한 값이기 때문에 압력에 따

른 투수계수 변화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그러나 실

제 실험 결과에 따르면 같은 압력일 때는 균열폭이 커

질수록 투수계수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압

력의 경우 예상과 달리 압력이 약간 증가하면 투수계수

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4.2 투수계수 실험 결과

균열폭 30, 50, 100 µm와 압력 0.1, 0.25, 0.5, 1,

2 bar에 대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Figs. 5,

6과 같다. 그래프의 가로축은 시간이며 세로축은 균열의

단위길이 (mm)당 투수량으로서 식 (4)를 사용해서 계산

한 값을 log scale로 표시하였다.

(4)

여기서 Q는 투수량 (ml), l은 시편의 두께 (mm), l
c
는 균

열의 길이 (mm), h는 수두차 (mm), t는 투수시간 (s), K
e

는 균열의 단위길이당 투수량 (ml/mm·s)이다. 실험 결

과를 정리 할 때 는 공칭길이 130 mm로 동일한 값을 사

용하였다.

Figs. 5, 6은 각각 K
e
의 실험값을 압력과 균열폭에 따

라 정리한 그래프이다. 모든 실험체에서 자기 치유에 의

해 K
e
가 시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실험은

K
e

Ql

l
c
ht

---------=

Fig. 5 Permeability with hydraulic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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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일 이상 장기 재령의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수화반응에

의한 영향을 최소한으로 줄였으므로, 이러한 현상의 주

요 원인은 탄산칼슘 생성에 의한 화학적인 막힘과 물의

불순물과 균열면 내 콘크리트 파편에 의한 물리적인 막

힘인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는 실험 시간 50시간 후의 K
e
를 초기 K

e
에 대

한 비율로 나타낸 것이다. 투수 실험시간이 50시간 경과

되었을 때, 균열폭 30 µm이고 압력이 0.1, 0.25 bar인 실

험체의 K
e
는 초기값의 약 10%까지 감소하며, 압력이 0.5,

1, 2 bar일 때는 약 5%까지 감소한다. 균열폭이 50 µm일

때도 이와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균열폭이 100 µm

일 때는 압력이 0.1 bar일 때만 약 2%까지 크게 감소할

뿐 그보다 큰 압력의 경우 약 70~80%까지 상대적으로

조금 감소하며, 오히려 실험 초기(실험시간 24시간 미만)

에 K
e
가 증가하는 구간을 볼 수 있다. Table 4에 나타나

듯이 균열폭이 30, 50 µm 일 때는 압력이 커질수록 상

대적으로 K
e
가 더 많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
e
가 감소하다 일정한 값이 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균

열폭이 작을수록 압력이 낮을수록 길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4.3 균열폭, 수압과 투수계수의 관계

Fig. 5에서 압력이 0.1 bar일 때는 모든 균열폭에 대해

최종적인 K
e
가 비슷한 값을 갖지만 압력이 0.25 bar 이

상일 때는 균열폭이 100 µm일 때 K
e
가 특히 큰 값을 갖

는다. Fig. 6에서 균열폭이 30, 50 µm일 때는 압력에 관

계없이 시간에 따라 K
e
가 감소하는 경향이 비슷하며, 수

렴되는 K
e
값도 비슷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균열폭이

100 µm일 때는 압력에 따라 수렴되는 경향과 수렴되는

값이 달라진다.

Table 5는 초기 30분의 K
e
값을 압력과 균열폭에 따라

정리한 것이다. 압력에 관계없이 균열폭이 증가할수록 K
e

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균열폭이 30 µm일 때 K
e

값은 압력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그 평균 값

은 약 4.22 × 10
-6

ml/mm·s이다. 균열폭이 50 µm와 100 µm

일 때, K
e
의 평균 값은 각각 약 8.79 × 10

-6
ml/mm·s와 약

165 × 10
-6

ml/mm·s이다. 즉, 균열폭이 30 µm에서 50 µm

로 약 1.7배 커질 때 K
e
값은 약 2.1배 커지지만, 균열폭

이 50 µm에서 100 µm로 2배 커지면 K
e
는 약 18.7배 증

가한다.

Table 6은 안정된 최종 K
e
값을 압력과 균열폭에 따라

정리한 것으로 초기 K
e
와 같이 균열폭이 증가할수록 K

e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초기 K
e
보다는 균열

폭의 영향이 약하며, 자기 치유의 영향으로 Table 5의 초

기 K
e
보다 작은 값을 보인다. 균열폭이 30, 50 µm일 때

Fig. 6 Permeability with crack width

Table 4 Ratio K
e
 (50 hours) / initial K

e
 (unit : %)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30 µm 18 8 4 3 3

50 µm 8 8 3 3 3

100 µm 2 55 70 82 84

Table 5 Initial K
e
 (×10

-6
)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Average

30 µm 2.31 3.62 3.18 11.3 2.39 4.22

50 µm 9.60 3.91 3.64 8.56 21.8 8.79

100 µm 147 271 208 154 113 165

Table 6 Final K
e
 (×10

-8
)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30 µm 20.0 8.09 4.74 1.08 2.25

50 µm 36.5 4.02 4.50 3.84 3.68

100 µm 69.1 13000 14100 11700 8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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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압력에 따른 K
e
의 값이 거의 유사하지만 균열폭이

100 µm일 때는 압력이 0.1 bar에서 0.25 bar로 증가할 때

K
e
가 약 190배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균열폭이 30,

50µm이고 압력이 0.25~2 bar일 때 K
e
는 약 4.0 × 10

-8
ml/

mm·s로 작은 값을 보인다. 균열폭이 30, 50 µm이고 압

력이 0.1 bar일 때는 K
e
값이 평균값보다 10배 정도 큰 것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상의 오차에 의한 것으로 판단

된다. 즉, 시간 관계상 K
e
가 1차로 일정해졌다는 판단이

서면 실험을 중단하였는데, 0.1 bar의 경우 더 오랜 시간

에 걸쳐 2차, 3차로 K
e
가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초기 30분의 K
e
값과 최종 K

e
값을 비교하면 Table 7과

같다. 균열폭이 30, 50 µm이고 압력이 0.25 bar 이상일 때

는 K
e
가 약 1%까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자

기 치유에 의해 균열이 닫히기 때문으로 각 균열폭에 대

해서 가해지는 수압에 관계없이 누수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균열폭이 100 µm이고 압력이 0.1 bar일

때는 K
e
가 1% 미만으로 크게 감소하지만 0.25 bar 이상

의 압력에서는 약 48~78%로 약간 감소한다. 즉 균열폭

이 어느 정도 증가하면 고압의 누수 조건에서는 자기 치

유로 인한 누수 감소가 거의 발생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의 원인은 큰 균열폭으로 인해

물리적 막힘 현상이 감소되었거나 화학적인 치유 요인들

역시 빠른 투수와 함께 쓸려 내려갔기 때문일 것으로 사

료된다. 

식 (2)에 균열폭과 실험체의 두께를 대입하여 초기 투

수량을 계산할 수 있다. 식 (2)에서 투수량은 균열폭의

세제곱에 비례하므로 균열폭이 30, 50, 100 µm일 때는 이

론적으로 K
e
가 1 : 4.6 : 37의 비율을 가져야 한다. Tables

5와 6의 K
e
값을 균열폭 30 µm일 때의 값을 기준으로 정

규화하여 정리하면 Table 8과 같다.

초기 30분의 K
e
값은 최종 K

e
에 비해서 식 (2)에 의한

이론적인 비율과 잘 일치하고 있다. 즉, Poiseuille 식은

자기 치유의 영향을 고려할 수 없기 때문에 치유 효과

가 나타나기 이전의 초기 투수계수는 어느 정도 잘 예

측하지만, 이후의 최종 투수계수는 치유에 의한 균열폭

변화 등으로 인하여 그 경향을 예측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4.4 누수량에 근거한 허용 균열폭

Table 6에 따르면 수압이 0.1 bar 이하일 때는 균열폭

30~100 µm 범위에서 투수계수가 낮은 값으로 제어되지

만, 수압이 0.25 bar 이상으로 증가하면 균열폭 30~50 µm

범위에서는 투수계수가 낮은 값을 유지하지만, 균열폭이

100 µm일 때는 투수계수가 190배 정도로 급격하게 증가

하여 누수량이 치명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0.1 bar 이하의 저수압에 노출되는 구조물에 관

통 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100 µm를 허용 균열폭으로

볼 수 있지만, 0.25 bar 이상의 고수압에 노출되는 구조

물에 관통 균열이 발생된 경우에는 허용 균열폭이 50 µm

로 감소되어야 한다. 수압 0.25 bar에 대한 허용 균열폭

은 엄밀하게는 50~100 µm 사이의 값이 되는데, 정확한

허용 균열폭은 추가 실험을 통해 밝혀낼 예정이다. 또한,

추가 실험을 통해 0.25 bar 이상의 수압이 가해지는 구조

물의 허용 균열폭도 가해지는 수압의 크기에 따라 결정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이 논문은 고수압 조건에서 일정한 균열폭을 가진 콘

크리트 실험체를 대상으로 투수계수 실험을 수행함으로

써, 균열폭, 수압에 따른 콘크리트 투수계수의 상관 관

계를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를 통해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균열폭과 수압에 관계없이 단위 압력, 단위 균열 길

이당 투수량 (K
e
)은 시간에 따라 감소한다. 이는 균

열면 내의 화학적, 물리적 막힘에 의한 자기 치유

현상 때문으로 판단된다. 균열폭이 30, 50 µm일 때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지며 균열폭이 100 µm이고 압

력이 0.25 bar 이상일 때는 그 영향이 작다.

2) 균열폭이 30, 50 µm일 때는 압력이 커질수록 상대

Table 8 Normalized value of K
e

Initial Ke

Crack width Theoretical ratio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Average

30 mm 1 1.0 1.0 1.0 1.0 1.0 1.0

50 mm 4.6 4.2 1.1 1.1 0.8 9.1 3.3

100 mm 37 63.7 74.9 65.2 13.7 47.4 53

Final Ke

Crack width Theoretical ratio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Average

30 mm 1.0 1.0 1.0 1.0 1.0 1.0 1.0

50 mm 4.6 1.8 0.5 0.9 3.6 1.6 1.7

Table 7 Ratio final K
e

/ initial K
e
 (unit : %)

0.1 bar 0.25 bar 0.5 bar 1 bar 2 bar

30 µm 8.64 2.23 1.49 0.10 0.94

50 µm 3.80 1.03 1.24 0.4 0.17

100 µm 0.47 47.87 67.69 75.85 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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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K
e
가 빠르게 감소한다. 

3) 균열폭이 클수록 초기 K
e
값은 증가하는데, 그 증가

량은 Poiseuille 식으로 예측한 결과와 비교적 잘 일

치한다.

4) 최종 K
e
는 자기 치유의 영향으로 초기 K

e
보다 작은

값을 가지며, 균열폭이 클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인다. 그러나 초기 K
e
보다는 균열폭의 영향이 작으

며 균열폭이 100 µm인 경우에는 압력에 따라 그 값

에 큰 차이를 보였다.

5) 예를 들어, 누수량에 근거하여 허용 균열폭을 결정

하는 경우, 0.1 bar 이하의 저수압에 노출되는 구조

물의 허용 균열폭은 100 µm로 볼 수 있지만,

0.25 bar 이상의 고수압에 노출되는 구조물의 허용

균열폭은 50 µm 이하로 감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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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높은 수압에서 균열이 있는 콘크리트의 투수계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기존의 균열이 있

는 콘크리트 투수실험의 균열 유발 방법과 압력 조절 방법을 개선하였다. 실험체를 쪼갠 후 다시 붙이는 방법으로 확

실한 관통 균열을 유발하였으며, 압력계와 감압계를 사용하여 압력조절을 간소화하였다. 균열폭을 측정할 때 균열폭 분류

를 정하여 범위에 드는 실험체만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 변수는 수압 (0.1~2 bar)과 균열폭 (30~100 µm)이다. 실험 결과,

균열폭과 수압이 증가함에 따라 투수계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자기 치유의 영향으로 시간에 따라 투수계수가

점차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 초기의 투수계수는 균열폭에 많은 영향을 받지만, 최종 투수계수는 균열폭에

의한 영향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균열폭이 100 µm일 때는 균열폭이 30, 50 µm일 때에 비해 압력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

화가 컸는데, 수압이 0.1 bar에서 0.25 bar로 증가하면 투수계수가 약 190배로 크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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