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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의 비래염분 침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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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irborne chlorides are transported to inland by sea wind to be attached to seashore concrete structure surface then

penetrated into concrete structure members. Since the surface attached chloride amount are dependent on the amount of airborne

chlorides, the prediction of distribution of airborne chlorides is important information in preventing chloride corrosion problems

in seashore concrete structures. The prediction of surface chloride amount from airborne chlorides environment is extremely dif-

ficult than concrete directly in contact with seawater. In addition, their penetrating tendency is different from that of concrete

immersed in seawater. In this study, properties of surface and penetrated chlorides under airborne chlorides environment are inves-

tigated. Concrete specimens were manufactured and exposed to marine environment for 3 years. The specimens were analyzed at

the time durations of 1, 2, and 3 years to check surface chloride amount to penetrated chloride depth. The results revealed that there

were certain differences according to surface roughness of concrete and with and without washing effect due to rainfalls. The eval-

uation results showed that penetrated chlorides depend on amount of airborne chlorides and duration of exposure. In addition, a

notable tendency of having deeper chloride penetration and higher chloride content in concrete members under long-term exposure

was ob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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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환경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서 가장 중요

한 열화 메커니즘 중의 하나는 염해라 할 수 있다. 수많

은 연구자들이 해양환경에서의 염해에 대하여 연구해 왔

으며, 주로 해수에 침적된 구조물 및 간만대에 있는 콘

크리트 구조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1-5)

 그러나, 최

근 해양 대기 중의 비래염분 환경에 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해수에 직접 접하지 않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

기 중의 염분이 침투하여 발생하는 열화에 관한 연구가

이어지고 있다.
6-10)

그러나, 대기 중의 비래염분에 대한 연구는 실험실에

서 현장을 모사하거나, 촉진실험을 실시하기가 매우 어

렵기 때문에 주로 현장의 자연환경에서 실험이 실시되어

시간과 노력이 많이 소요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래염분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여러가지 인자에

대한 많은 현장 자료들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대기 중의 비래염분은 해풍에 의해 내륙으로 이동되고

해안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하여 내부로

침투하게 된다. 비래염분 환경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

의 표면염분량은 비래염분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래염분량의 분포 특성에 따라 표면염분량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래염분 환경 하의 구조물은 해

수에 직접 접하는 구조물과 달리 표면부의 염분량을 예

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침투되는 경향 또한 다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과를 얻는 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래염분 환경에서 콘크리트 표

면으로부터 내부로 침투하는 염분을 표면염분량과 침투

염분량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 시험체를 제작하여 해안 현장에

서 옥외노출실험을 3년간 실시하였으며, 각 연차별로 비

래염분 침투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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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장 측정 개요

비래염분이 콘크리트에 침투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하여 비래염분 환경 하에서의 표면염분량과 침투 염분량

을 구분하여 측정하였다. 표면염분량에 영향을 미치는 주

요한 인자로서는 콘크리트 표면의 거칠기와 강우를 검토

하였으며, 침투 염분량에 대해서는 강우, 시간 및 대기

중의 염분량을 검토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표면조도별 표면염분량을 알아보기

위하여 3단계의 표면조도를 가진 시험체를 제작하여 현

장에 설치하였다. 현장시험체는 1년과 2년 및 3년의 재

령에서 표면부 및 깊이별 염분량을 측정하였으며 동일

지점에서 시험기간에 측정된 비래염분량과 비교·검토하였다.

다만, 현장여건상 많은 시험체를 옥외노출 시험하기가

어려워 여러 종류의 물-시멘트비를 적용하지는 못하였으

나, 비래염분 환경에서의 염분 침투에 대한 다양한 기초

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또한 고창 10 m 및 장흥

200 m의 시험체는 옥외노출 시험 중 유실되었다.

2.1 시험체 제작

시험체의 제작을 위한 배합은 Table 1과 같다. 시험체

는 비래염분의 침투가 용이하도록 높은 물-시멘트비를

가진 배합을 사용하여 제작하였다. 양생은 실구조물의 현

장조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7일간 수중양생을 실시하고,

상온에서 7일간을 추가로 기건양생하여 현장에 설치하

였다. 시험체의 크기는 100×100×100 mm이며, 노출면을

제외하고 나머지 면은 에폭시로 코팅을 하여 염분의 침

입을 막았다.

2.2 시험체의 표면조도

콘크리트 시험체는 표면조도에 따라서 Fig. 1과 같이

3단계로 나누어 제조하였으며, 1단계는 표면을 연마한 것,

2단계는 흙손에 의해 마무리한 것, 3단계는 와이어브러

쉬로 마무리한 것이다.

콘크리트의 표면조도를 측정하는 방법으로는 표면조도

의 척도를 평균조직 깊이로 사용하는 방법, 레이저장비

를 이용하는 방법, 표면의 최고점과 최저점간의 깊이와

측면에서 보는 굴곡의 형상으로 평가하는 방법 등이 있

으며, 이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특성상 높은 정밀도를

요하지 않는 평균조직 깊이로서 표면조도를 측정하였다.
11,12)

표면조도 측정을 위하여 사용된 장비는 Elcometer Ins-

truments사의 Elcometer 223을 사용하였다.

표면조도는 시험체의 100×100 mm 노출 단면에서 약

10 mm 간격으로 81개소에서 측정하였으며, 이들 값의 평

균깊이를 대상 시험체의 표면조도로 설정하였다.

제작된 시험체의 각 단계별 평균 표면조도는 Table 2

와 같이 측정되었다.

2.3 콘크리트 시험체의 설치

해안현장에서 측정된 비래염분량이 실제 콘크리트에 미

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Fig. 2와 같이 각 해역별

로 지역을 선정하였으며, 동해안의 경우 속초지역(A), 서

해안은 인천(B), 고창지역(C), 남해안은 장흥지역(D)에 설

치하였으며, 설치지역의 해안거리는 10 m와 200 m였다.

또한, Fig. 3과 같이 비래염분 포집장치를 콘크리트 시험

체 설치지점과 동일 지점에 설치하여 콘크리트 시험체에

Fig. 1 Surface roughness of the specimens

Table 1 Mix proportions of concrete

Gmax

(mm)

Slump

(cm)

Air

(%)

W/C

(%)

S/a

(%)

Unit weight (kg/m
3
)

W C S G WRA AEA

13 10±2 4.5±1.5 62 45 164 265 804 980 0.795 0.027

Fig. 2 Distribution of the specimens in the peninsula

Table 2 Average surface roughness of the specimens

Surface condition Surface roughness (µm)

Smooth 200±30

Normal 550±50

Rough 9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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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아오는 비래염분량을 측정하였으며, 비래염분 포집장

치는 K3식을 사용하였다.
13)

옥외노출 지역 중 A지역은 Fig. 3(a)와 같이 강우에 노

출된 시험체와 보호된 시험체가 동시에 진행되었다. 강

우에 보호되는 시험체의 경우 시험체의 바닥면과 보호덮

개의 끝단이 45
o
 각도를 이루도록 거치대를 설계하여 직

접적인 강우를 피할 수 있게 하였다.

2.4 시편의 분석

시험체의 분석은 노출시험이 완료된 시험체를 실험실

에서 미리 설정된 깊이로 연마하여 시료가루를 채취하였

다. 설정깊이는 0~1.5,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mm로 최고 50 mm까지 분석하였다. 콘크리트의

표면염분량을 측정함에 있어 시료채취의 깊이는 0~1.5 mm

구간에서 측정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KS F 2713 콘크리

트 및 콘크리트 재료의 염화물 분석 시험 방법에 의하

여 산-가용성 염분을 추출한 후 전위차적정 방법에 의하

여 전염분량을 측정하였다.

3. 측정 결과 및 고찰

3.1 표면염분량의 변화

3.1.1 표면조도에 따른 변화

Fig. 4에 해안가에서 13년간 옥외 노출 시험된 콘크리

트 시험체로부터 측정된 표면염분량을 표면조도별로 나

타내었다.

그림 하단에서 표면염분량이 0.02% 내외를 보이는 그

래프는 표면염분량이 표면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림 상단부로 갈수록 표면염

분량이 많아짐에 따라 표면상태에 따른 표면염분량의 차

이는 커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표면염분량이 가장 많

이 검출된 최상단 그래프의 경우는 매끈한 면과 거친 표

면과의 표면염분량의 격차는 약 2배까지 나타났다.

이것은 해수에 침지되는 콘크리트와 달리 비래염분 환

경에 놓여 있는 콘크리트 표면의 경우 표면조도에 따라

염분이 부착할 수 있는 비표면적이 다르게 되고 비표면

적이 상대적으로 큰 거친면에서 표면염분량이 커지는 것

으로 판단된다.

한편, Fig. 4에서 표면조도에 따른 표면염분량의 차이

를 일반 면을 기준으로 하였을 경우, 매끈한 면은 평균

적으로 약 80%, 거친면은 약 147%의 표면염분량을 나

타내었다.

따라서, 비래염분 환경에 있는 해안 인근 내륙구조물

이 비래염분량이 많은 환경에 있을 경우 표면조도에 대

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강우에 따른 변화

동일한 지점에서 옥외 노출시험을 하였으나, Fig. 3(a)

의 아래쪽 시험체와 같이 강우의 영향에 대하여 보호를

받는 시험체와 위쪽 시험체와 같이 강우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 대한 표면염분량의 차이를 Fig. 5에 나타내었다.

대상 시험체는 A 지역의 해안으로부터 약 10 m 떨어

진 지점에서 노출시험이 이루어졌으며, 노출기간 동안 연

평균 강수량은 1611 mm였다. 그림에서 보면, 강우가 있

는 경우가 없는 경우에 비하여 표면염분량이 많이 줄어

든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강우의 영향이 있는 경우 콘

크리트 표면부의 표면조도 효과가 많이 줄어든 것도 확

Fig. 3 Example of concrete specimens and airborne meas-

uring device installed in the seashore
Fig. 4 Surface chlorides to surface roughness

Fig. 5 Surface chlorides to rainfall (A area,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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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할 수 있었으며 각 표면조도별 표면염분 감소율을 Fig.

6에 나타내었다. 표면염분 감소율은 약 30~60% 정도였

으며, 평균적으로 약 50% 정도로 나타났다.

3.2 침투 염분량의 변화

3.2.1 염분 침투에 미치는 비래염분량의 영향

이 절에서는 해안 대기 중 비래염분량의 다소(多少)가

비래염분의 콘크리트 침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비교대상 지점은 3년 동안의 일평균 비래염분량

이 1.6(NaCl mg/100cm
2
day 이하 mdd), 4.8 mdd 및 12.1

mdd인 지점이었다.

비래염분량이 서로 다른 환경에서 3년간 콘크리트 시

험체에 침투된 비래염분량을 분석한 결과, Fig. 7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림에서 보면, 비래염분량이 상대적으로 적은 1.6 mdd

인 지역에서는 깊이구간 0~32.5 mm에서 비래염분 침투

량이 0.01~0.14%까지 나타났으며, 4.8 mdd로서 1.6 mdd

에 비해 3.2 mdd가 높은 지점에서의 비래염분 침투량은

0.03~0.38%로 나타났다. 그러나, 일평균 비래염분량이

12.1 mdd인 지점에서는 비래염분량이 1.6 mdd에 비해 10.5

mdd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비래염분 침투량은 0.04~0.44

로 나타나 대기 중의 염분량이 크게 증가하였음에도 콘

크리트에 침투된 염분량은 상대적으로 많은 상승을 보이

지 못하였다. 이것은 대기 중에 비래염분이 많이 존재하

더라도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하여 내부까지 침투하는 비

래염분량은 직선적인 비례로 증가하지 못하는 것을 나타

낸다고 할 수 있다.

즉 표면에 부착된 염분이 침투를 하기 위해서는 수분

이 필요하지만 높은 습도조건이 되기 전에 표면에서 유

실되는 염분이 있으며, 또한, 침투되는 조건 또한 해수

에 침지되어 있는 상태와 달리 빠르게 진행되지 않는 것

이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3.2.2 강우에 따른 변화

강우의 영향 유무에 따른 침투 염분량의 변화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면, 강우의 영향을 받은 경

우가 강우에 보호된 경우에 비해서 비래염분 침투량이

큰 폭으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비

래염분의 침투에 미치는 강우의 영향은 침투가 활발히

진행된 0~30 mm까지의 구간에서 크게 나타났으며, 피크

값(peak value)을 기준으로 할 경우 약 2배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해수와 직접 접촉하는 해안 구조물의 경우

강우가 염분의 침투에 미치는 영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으나, 비래염분의 경우 1차적으로 대기중의 염분이 콘

크리트 표면부에 부착한 후 침투하기 때문에 강우를 직

접적으로 받아 표면부착 염분량이 소실되면 실제로 콘크

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비래염분이 적어지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3.2.3 시간에 따른 비래염분 침투량

A 지역의 시험체를 대상으로 노출된 기간에 따른 비

래염분의 침투경향을 분석한 결과, Fig. 9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1년차의 시험체는 모든 구간에서 0.05% 이하의 미미

한 염분 침투량을 보였고, 2년차의 시험체에서는 10~15

Fig. 6 Decreasing rate to surface condition

Fig. 7 Penetrated chlorides to quantity of airborne chlorides Fig. 8 Penetrated chlorides to rainfall effect (A area, 3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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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깊이에서 약 0.15%의 최고 염분 침투량을 보였으며,

20~25 mm 깊이에서 0.05% 이하로 떨어졌다. 3년차의 시

험체에서는 0.44%의 최고 염분 침투량이 10~20 mm 구

간에서 나타났으며, 0.05% 이하로 떨어진 깊이는 30~35

mm로 나타나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래염분의 침투

량은 급속히 증가하며 침투깊이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깊이별 침투 경향에 있어서도 연차별로 특이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1년차의 시험체에서는 해수에 침적된 콘크

리트 시험체와 같이 깊이가 깊어질수록 침투량이 적어지

는 경향을 보였으나, 2년차 및 3년차의 경우는 일정 깊

이에서 표면부보다 침투 염분량이 크게 나타나는 영역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영역은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뚜렷이 나타났

으며, 2년차의 경우는 10~15 mm 구간에서 0.15%의 침투

염분량을 보였고, 3년차의 경우는 10~20 mm 구간에서

0.45% 정도의 침투 염분량을 보였다.

이러한 영역이 발생하는 것은 콘크리트 표면부에 부착

한 비래염분이 일정한 농도를 유지하지 못하고 유실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즉, 해수와 직접 접

해 있는 구조물은 외부염분 농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어

콘크리트 표면부에서 내부까지 염분 침투량이 일정한 경

향으로 작아지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다.

그러나,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는 환경에 놓여있는 구

조물은 외부염분 농도가 표면에 부착하는 비래염분에 의

해 결정되고 표면에 부착된 염분만이 내부로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강우나 높은 습도 등에 의해 콘크리트 표

면부가 영향을 받는 경우 표면부의 염분량과 더불어 표

면에 인접한 내부 콘크리트의 염분까지 표면부로 이동하

여 유실되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침투된 염분이 유실되지 않는 깊이에서의 염분

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최고 염분농도를 나타내는

깊이 또한 깊어지는 결과를 보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Meira의 보고에서도 나타났다.
15)

 Meira

에 의하면 비래염분 환경 하에서 46개월간 옥외노출 시

험된 콘크리트 시험체에서 일반적인 해수 침지 시험체와

달리 약 10 mm 전후의 깊이에서 침투 염분량이 최고값

을 나타내는 현상이 나타났으며, 이것을 Fig. 10과 같이

대류와 확산의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였다. 즉, 우

수에 의하여 건습반복이 발생하고 모세관 공극에 의한

수분공급이 되는 대류영역과 항상 높은 습도를 유지하여

염분의 확산침투가 일어날 수 있는 확산영역으로 구분한

것이다.

이것은 비래염분 환경에서는 염분의 확산이 일어나지

않는 영역(대류영역)이 표면부 쪽에 생성되는 것을 확인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한편, Meira의 경우 노출 시험체들이 대부분 10 mm 이

내에서 최고 침투 염분량을 보임에 따라 대류영역이 시

간에 따라 깊이가 변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러

나, 시험체들이 노출되었던 브라질 북동부는 전형적인 열

대성 기후로 연중 높은 습도를 유지되는 지역이었다. 따

라서 우리나라와 같이 가을, 겨울 및 봄에 이르는 장기

간 동안 매우 낮은 습도를 유지하는 경우의 비래염분 환

경에서는 대류영역이 상대적으로 커질 수 있으며 3년 이

상의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점진적으로 더 깊어질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옥외노출 시험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해안지역의 비래염분 환경에서 3년간 옥외노출 실험한

콘크리트 시험체를 실내실험을 통하여 비래염분 침투량

을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표면조도가 거칠수록 표면염분량은 증가하였으며,

강우에 노출된 면에서의 표면염분량은 표면조도의

영향이 적게 나타났다.

Fig. 9 Penetrated chlorides to exposed time (A area)

Fig. 10 Schematic representation of two-zone profiles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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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콘크리트 시험체는 강우

의 영향을 받는 시험체에 비해 염분 침투량이 최고

값에서 약 2배 정도 많게 나타났다.

3) 대기 중에 비래염분이 많은 경우 콘크리트 내부로

의 침투 염분량도 증가하였으나, 비래염분량이 많

아질수록 침투 염분량의 증가폭은 적어졌다.

4) 비래염분 환경에서 콘크리트 시험체는 노출기간이

길어질수록 비래염분의 침투량은 급속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침투경향에 있어서 1년차의 시

험체에서는 해수에 침적된 콘크리트 시험체와 비슷

한 침투경향을 보였으나, 2년차 및 3년차의 경우는

일정 깊이에서 표면부보다 침투 염분량이 크게 나

타나는 특징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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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대기 중의 비래염분은 해풍에 의해 내륙으로 이동되고 해안 인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에 부착하여 내부

로 침투하게 된다. 비래염분 환경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염분량은 비래염분량에 의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비

래염분량의 분포 특성에 따라 표면염분량도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비래염분 환경 하의 구조물은 해수에 직접

접하는 구조물과 달리 표면부의 염분량을 예측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렵고, 침투되는 경향 또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대

한 결과를 얻는것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비래염분 환경에서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내부로

침투하는 염분을 표면염분량과 침투 염분량으로 구분하여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를 위하여 콘크리트 시험체를 제작

하여 해안 현장에서 옥외노출실험을 3년간 실시하였으며, 노출기간 1년과 2년, 3년차에서 시험체를 회수하여 표면염분

량 및 표면으로부터 깊이별 비래염분 침투량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콘크리트의 표면조도에 따라 표면염분량의 차이

가 발생하였으며, 강우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더 많은 표면염분량이 존재하였다. 침투 염분량은 대기중의 비래염분

량 및 노출기간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였으며, 장기재령으로 갈수록 표면부보다 콘크리트 내부에서 많은 염분량을 나타

내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핵심용어 : 비래염분, 해안, 염해, 표면염분량, 침투 염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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