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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veral techniques for steel corrosion detection are proposed and HCP (half cell potential) technique is widely 

adopted for field investigation. If concrete has cracks on surface, steel corrosion is rapidly accelerated due to additional intrusion of 

chloride and carbon dioxide ions. This study is for an evaluation of HCP in cracked concrete exposed chloride attack. For this work, 

RC (reinforced concrete) beams are prepared considering 3 w/c ratios (0.35, 0.55, and 0.70) and several cover depths (10~60 mm) 

and various crack widths of 0.0~1.0 mm are induced. For 35 days, SST (salt spraying test) is performed for corrosion acceleration, 

and HCP and corrosion length of rebar are evaluated. With increasing crack width, w/c ratios, and decreasing cover depth, HCP 

measurements increase. HCP evaluation technique is proposed considering the effects of w/c ratios, crack width, and cover depth. 

Furthermore anti-corrosive cover depths are obtained through Life365 program and the results are compared with those from this 

study. The results shows relatively big difference in cracked concrete, however provide similar anti-corrosive conditions in sound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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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염해는 철근콘크리트(reinforced concrete, RC) 구조물의 

대표적인 열화중 하나이며, 매립된 철근의 부식을 직접

적으로 야기한다. 초기의 철근부식은 미관의 손상에서 

균열발생, 박리/박락 등으로 진전하며 최종적으로는 구조

물의 안전성에 치명적인 영향을 주게 된다.
1,2)

 염화물 이

온은 초기재령에서 콘크리트 구체의 건조수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경화된 콘크리트에서는 내부에 매립된 

철근부식을 야기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

 균열을 가진 

콘크리트에서는 열화가 더욱 심하게 진전되는데, 공극을 

통한 열화인자의 유입뿐 아니라, 균열폭으로 추가적인 

열화인자가 유입하기 때문이다. 탄산화,
4,5)

 염해,
6,7)

 투수

성
8,9)

 등에 대하여 해석 및 실험적인 접근으로 많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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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수행되고 있다. 

현장에서는 주로 비파괴적인 방법으로 철근의 부식상

태를 조사하게 된다. 비파괴 기법(non-destructive technique)

은 공용중인 RC 구조물에 손상을 거의 가하지 않으면서 

콘크리트 및 철근의 상태를 평가할 수 있으므로 최근 들

어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전기저항측정, 분극

저항측정, 적외선 화상측정, 반전위측정 등이 현장에서 

주로 사용되는 철근부식탐지 기법이다.

전기저항측정(resistivity method)은 주로 콘크리트 모재

의 저항을 측정하여 부식환경을 평가한다. 정성적인 방

법이지만 사용이 간편하므로 현장에서 많이 적용되고 있

다.
10,11)

 그러나 주의의 환경조건(온도 및 습도)에 매우 민

감하게 콘크리트 비저항이 변하므로 부식환경에 대한 평

가일 뿐 철근 부식량 측정을 위해서는 적합하지 않다. 분

극저항측정(linear polarization method)은 부식전위 부근에

서 전위와 전류가 선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는 가정 하

에 부식전류밀도(current density)를 도출한다. 이는 정량

적인 방법이며, 최근 들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가이드

링(guard ring)을 이용하기도 한다.
12-14)

 적외선 열화상(infr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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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s for salt spraying test

Group Considerations

A
 Constant: w/c 0.55, cover depth 30 mm

 Variable parameter: crack width (0.0∼1.5 mm)

B

 Constant: w/c 0.55

 Variation parameter: cover depth (10∼60 mm), 

 crack width (0.0∼1.0 mm)

C

 Constant: 30 mm

 Variation parameter: crack width (0.0∼1.0 mm), 

 w/c (0.35∼0.70)

Table 2 Mix proportions for this test

Case w/c
S/a

(%)

Unit content (kg/m
3
) SP

(1)

Water Cement Sand Gravel
0.2%

of

cement 

wt. 

A 0.35 39.5 171.5 490.1 639.7 998.7

B 0.55 43.5 171.5 311.9 768.5 1017.4

C 0.70 48.2 186 266 902 969

(1)
Super-plasticizer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s

Type Density (kg/m
3
) Absorption (%) FM

(1)

Sand 2570 0.74 2.57

Gravel 2620 0.53 6.72

(1)
Fineness modulus

Fig. 1 Cyclic period of SST

thermography)은 콘크리트 모재에 전혀 손상을 주지 않는 

큰 장점이 있지만, 부식량이 많고 피복두께가 작은 경우

에 주로 사용된다. 현장적용에는 피복두께 편차, 부식량 

편차, 콘크리트 모재의 열화 등 많은 변수가 있으므로 사

용이 제한된다.
15-17)

 그러나 기존의 구조물에 대하여 전혀 

외적인 손상을 주지 않는 장점이 있으므로 지속적인 연

구가 수행되고 있다. 

철근과 콘크리트 모재사이의 저항을 측정하여 부식가

능성을 평가하는 방법인 반전위(half cell potential, HCP) 

측정법은 분극저항법과 같은 정량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우수한 현장적용성과 명확한 부식발생확률 기준을 가지

고 있으므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18,19)

 특히 ASTM에서는 

측정전위에 따라 철근부식 확률을 설정하여 간편하게 적

용할 수 있다.
20)

많은 연구들이 HCP를 이용하여 염해저항성과 부식 확

률을 나타내었지만, 균열을 가진 콘크리트에 대한 HCP

의 측정 결과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다. 이 연구는 큰 균

열이 발생한 RC 보의 염해저항성을 평가하기위해 HCP

를 측정하고 그 거동을 정량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RC 보 시편을 제작하고 휨하

중을 인가하여 균열을 유도하였다. 비말대 환경을 모사

하기 위해 촉진염해분무시험(salt spraying test, SST)을 수

행하였으며 이후 균열부와 건전부의 HCP를 측정하여 배

합특성 및 균열의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Life365를 이용하여 염화물 침투 해석을 수행하였으며, 

도출된 부식 안전 피복두께와 HCP 측정 결과를 이용한 

평가식과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2. 실험 프로그램의 개요

2.1 염해분무시험 부식영향인자 및 배합

다양한 특성을 가진 RC 보 시편을 제작하기 위해 세 

가지 w/c(water to cement) 비가 0.35, 0.55, 0.70으로 고려

되었다. 또한 w/c 0.55 시편에 대해서는 0.2∼1.5 mm의 균

열이 유도되었다. 피복두께의 영향을 도출하기 위해 w/c 

0.55에 대해서는 10∼60 mm의 피복두께가 고려되었으며, 

A그룹, B그룹, C그룹으로 분류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Table 1에서는 SST의 시험변수를 나타내고 있는데, 

부식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비교적 작은 피복두께(30 mm)

와 큰 균열폭(1.0 mm)을 도입한 것이 특징이다. 

RC보의 제조를 위하여 보통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되

었는데 시험에 사용된 배합은 Table 2와 같다. 또한 잔골

재 및 굵은골재의 물리적 특성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RC 보 시편을 제작하면서 D19 철근을 사용하였으며 

철근을 소요 깊이별로 고정하기 위하여 시멘트 페이스트 

스페이서를 사용하였다. SST 시험 중 콘크리트와 스페이

서 계면을 통하여 염화물이온이 침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위치에는 방수처리를 하였다. 

시편은 제작, 탈형한 후 28일간 수중양생을 수행하였

고, 압축강도 측정을 위해서는 150×300 mm 실린더 몰드

를, RC 보 시편은 150×150×600 mm 몰드를 사용하였다.

 

2.2 SST 시험

비말대 환경을 모사하기 위해 종합내구성 시험기를 사

용하였다. 비말대조건에서는 해수 중 조건보다 산소의 

유입이 원활하여 부식이 쉽게 발생한다.
1,2)

 염해분무촉진

실험은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내구성 시험기내

에 균열이 가해진 시험체를 거치시킨 후, 40℃의 온도를 

유지하며, NaCl 5% 용액을 5시간 30분 동안 분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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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RC samples (b) General durability equipment

Fig. 2 RC samples and SST equipment

(a) Test setup (b) Crack inducing

Fig. 3 Photos for crack inducing and test setup 

Fig. 4 Compressive strength with change of w/c

Table 4 Conditions for HCP measurement for cracked RC 

beam (w/c 0.55)

Sample no. w/c Cover depth (mm) Crack width (mm)

A-1

0.55 30

0

A-2 0

A-3 0

A-4 0.51

A-5 0.54

A-6 1.00

A-7 1.00

A-8 1.51

A-9 1.50

5시간 30분 동안 건조시키는 12시간 단위의 건습반복을 

실시하였다. 내구성 시험기 안에서 시험에 따라 35일 염

해분무를 실시하였으며 염해분무 사이클을 Fig. 1에, 내

구성 시험기 안에 거치된 시편 및 내구성 시험기는 Fig. 2

에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21)

 해안선으로부터 200 m 이내

에 위치한 염화물 이온의 농도의 범위는 0.3∼0.8(g/m
2
/day)

이며 염해 분무량만을 고려하였을 때 9.4년에 해당한다. 

2.3 RC 보 시편+4의 균열유도

RC 보 시편은 28일의 수중 양생이후, 1일 건조한 뒤 

균열을 도입하였다. 균열은 만능시험기를 이용하여 3점 

휨 가력을 통해 유도하였으며, 균열의 크기를 제어하기 

위하여 단일 균열을 대상으로 LVDT를 균열과 직각방향

으로 설치하였다. 하중의 재하(loading)와 제하(unloading)

를 반복하면서 시편에 설치한 LVDT를 통하여 균열폭을 

확인하였다. Fig. 3에서는 LVDT를 설치한 뒤, 휨시험을 

준비하는 사진과 휨균열 유도 후의 사진을 나타내고 있다.

3. 건전부 및 균열부 콘크리트의 HCP 측정 결과

3.1 압축강도 평가

이 절에서는 w/c 0.35, 0.55, 0.70의 시편에 대한 압축강

도 평가를 나타내었다. 3개 시편에 대한 압축강도 평균값

은 w/c 0.70에서는 20.2 MPa, w/c 0.55에서는 28.8 MPa, 

w/c 0.35에서는 45.0 MPa로 평가되었다. 압축강도는 w/c

와 거의 선형의 전형적인 강도특성을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4에서 회색바(bar)는 평

균값을 나타낸다.

3.2 균열부 콘크리트의 HCP 측정 및 염화물 이온의 침투

3.2.1 균열에 따른 HCP 측정 및 부식조사

균열부 콘크리트의 HCP을 측정하기 위해, w/c 0.55이

며 피복두께가 30 mm인 RC 시편이 사용되었다. 부식검

사를 하기 위한 시편은 A group이며 Table 4에 나타내었다.

35일 염해분무시험을 거친 뒤, HCP를 측정한 결과는 Fig. 

5에 나타내었다. Fig. 5에서는 위치별로 측정값의 편차가 발

생하는데, 이는 재료적인 불균일성과 시편 존치상태에 따라 

염해분무 양과 부식정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이다. 

균열폭이 0.0 mm에서 1.50 mm로 진전함에 따라 HCP

값은 증가하였으며, 0.50 mm에서 14∼16%, 1.0 mm에서 

24%, 1.50 mm에서 34∼42%정도 증가하였다. 균열이 발

생한 콘크리트에서는 염화물 이온의 침투가 증가하고 이

에 따라 국소부식이 더욱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균열폭이 증가하는 시편을 대상으로 HCP의 컨투어(contour)

를 나타내면 Fig. 6과 같다. 

콘크리트 파쇄 후 부식량을 육안으로 조사하여 부식길

이 및 부식상태를 평가하였다. Fig. 7에서는 부식길이 및 

부식평가사진을 나타내고 있는데, A-5(0.54 mm 균열폭)

에서는 28 mm의 부식길이가, A-7(1.00 mm 균열폭)에서는 

40 mm의 부식길이가, 그리고 A-9(1.50 mm 균열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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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rack width 0.0 mm

(b) Crack width 0.0~1.0 mm

(c) Crack width 1.0~1.5 mm

Fig. 5 HCP measurement in cracked concrete (w/c 0.55, 

cover depth 30 mm)

Fig. 6 Contour variation with crack width

A-5

A-7A-9

Fig. 7 Crack width and corroded length in rebar

Table 5 Conditions for HCP measurement for cracked RC 

beam (cover depth 10~60 mm)

Sample no. w/c Crack width (mm) Cover depth (mm)

B-1

0.55

0.00 10

B-2 1.04 10

B-3 1.00 10

B-4 0.00 30

B-5 1.13 30

B-6 1.10 30

B-7 0.00 60

B-8 1.00 60

B-9 1.01 60

(a) Cover depth 10 mm

(b) Cover depth 30 mm

(c) Cover depth 60 mm

Fig. 8 HCP measurement in cracked concrete (cover depth

10~3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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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3

B-6

B-9

Fig. 9 Corroded length with crack width of 1.0 mm in 

different cover depth

Table 6 Conditions for HCP measurement for cracked RC 

beam (w/c 0.35, 0.55, and 0.70)

Sample no. Cover depth (mm) Crack width (mm) w/c ratios

C-1

30

0.00 0.35

C-2 1.00 0.35

C-3 1.00 0.35

C-4 0.00 0.55

C-5 1.05 0.55

C-6 1.00 0.55

C-7 0.00 0.70

C-8 1.00 0.70

C-9 1.10 0.70

(a) w/c 0.35

(b) w/c 0.55

(c) w/c 0.70

Fig. 10 HCP measurement in cracked concrete (w/c 0.35, 

0.55, and 0.70)

75 mm의 부식길이가 측정되었다. 정확한 부식량을 평가

할 수는 없었으나, 균열폭의 증가와 함께 부식길이의 증

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75 mm의 부식길이의 경우 조

사 결과 다른 시편에 비하여 심각한 부식상태를 나타내

고 있었다.

3.2.2 피복두께에 따른 HCP 측정 및 부식조사

이 절에서는 w/c를 0.55로 고정하고 균열폭과 피복두

께를 변화시켜 HCP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Table 5에서는 

피복두께 변화에 따른 균열부 시편의 조건을 나타내었으

며 HCP 측정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균열폭이 0.0 mm에서 1.0 mm정도로 증가할 때, 피복두

께의 변화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HCP의 크기는 증가

하였다. 피복두께가 10 mm인 경우 증가율은 112～122% 

증가를, 피복두께가 30 mm인 경우 증가율은 116∼120%

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피복두께가 충분한 60 mm의 경우

에서는 166∼200% 가량 증가하였다. 이는 피복두께가 충

분이 확보된 콘크리트의 경우 균열이 없을 때, HCP은 작

은 수준이지만 균열 발생후 HCP가 상대적으로 크게 증

가함을 알 수 있다. 피복두께가 크거나 w/c가 낮은 콘크

리트에서 균열이 발생할 때, 높은 w/c를 가진 콘크리트에 

비해 상대적인 열화증가율이 커지는 것은 기존의 연구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7,22)

동일한 균열폭을 가졌다 하더라도 피복두께가 작은 콘

크리트에서 부식이 더욱 크게 발생하는데, 결과는 Fig. 9

와 같다. B-3(피복두께 10 mm, 균열폭 1.0 mm)에서는 108

mm의 부식길이가, B-6(피복두께 30 mm, 균열폭 1.0 mm)

에서는 55 mm의 부식길이가, B-9(피복두께 60 mm, 균열

폭 1.0 mm)에서는 50 mm의 균열길이가 측정되었다. 

3.2.3 w/c비에 따른 HCP 측정 및 부식조사

이 절에서는 피복두께를 30 mm로 고정하고 w/c를 0.35, 

0.55, 0.70으로 변화시키면서 균열부의 HCP을 평가하였

다. Table 6에서는 w/c의 변화에 따른 균열부 시편의 HCP

의 측정 결과를 요약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

내었다. w/c 0.35인 경우는 균열이 발생해도 HCP이 136 mV

에서 147∼151 mV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w/c 

0.55인 경우는 171 mV에서 195∼356 mV로 증가하였으

며, w/c 0.70에서는 301 mV에서 균열발생과 함께 412∼

439 mV로 증가하였다. 

또한 균열이 1.0 mm 발생한 시편에 대해 육안으로 균열

길이를 조사한 결과 C-2(w/c 0.35)에서는 32 mm의 경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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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2

C-6

C-6

Fig. 11 Corroded length with crack width of 1.0 mm in 

different w/c ratios

Table 7 Averaged HCP with crack width (w/c 0.55 and 

cover depth 30 mm)

w/c
Cover depth 

(mm)

Crack width 

(mm)

Averaged HCP 

(-mV)

0.55 30 mm

0 242

0 210

0 221

0.51 235

0.54 253

1 254

1 256

1.5 302

1.51 318

Fig. 12 Averaged HCP and crack width (w/c 0.55 and 

cover depth 30 mm)

Table 8 HCP variation with cover depth and w/c ratio in 

RC beam (without crack)

w/c
Cover depth 

(mm)
Measured HCP (-mV)

Average

(-mV)

0.35 30 122 151 178 150

0.55

10 350 352 400 367

30 242 210 220 224

60 132 148 150 143

0.70 30 400 412 420 411

Fig. 13 Norrnalized HCP with w/c variation

부식이 발생하였으며, C-6(w/c 0.55)에서는 50 mm의 부식

이, C-9 w/c 0.70)에서는 64 mm의 심각한 부식이 발생하였

다. Fig. 11에서는 시편의 부식발생 길이를 나타내고 있다.

4. 균열폭, 피복두께, w/ c를 고려한 균열부 

콘크리트의 HPC 변화 분석

4.1 균열폭과 HCP의 관계

이 절에서는 Table 4에서 도출된 HCP의 평균값을 이

용하여 균열폭의 변화와 HCP의 상관성을 분석하도록 한

다. 균열이 발생하면 많은 연구결과에서 염화물 유입증

가와 이에 따른 부식증가를 보고하고 있다.
4-7)

 그러나 

HCP 측정단자에서도 접지조건이 다를 수가 있다. 특히 

균열폭이 큰 경우는 균열내의 습도조건이 다르므로 습도

에 민감한 HPC의 경향에 영향을 줄 수 있다.
23)

 그러나 

현장조건에서 HCP를 적용시 균열을 보수하지 않고 직접 

측정하므로 이를 고려하여 이 연구에서는 균열부를 건전

부와 같은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균열폭에 대한 접지조

건 및 내부 습도조건에 대한 연구는 추가적으로 할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 실험에서 균열폭이 0.0∼1.51 mm

로 변하는 동안의 평균 전위값은 Table 7에 정리하였다.

Table 7의 결과를 이용하여 균열폭에 대한 HCP의 변

화를 회귀분석하면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0.886 (1)

여기서, 는 기준이 조건 (w/c 0.55, 피복두께 30 mm)에

서의 HCP(-mV)를 의미하고 는 균열폭(mm)을 나타낸다. 

회귀분석 결과와 평균화된 HCP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4.2 피복두께 및 w/c와 HCP의 관계

기준이 되는 HCP의 회귀분석 결과에 피복두께와 w/c 

영향인자를 고려하도록 한다. 이를 위해 균열이 없는 RC

보 시편의 피복두께와 w/c의 변화에 따른 HCP의 변화를 

분석하도록 한다. Table 8에서는 피복두께와 w/c 변화에 

따른 평균 HCP의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Table 5 및 

6의 결과를 평균한 것이다. 

먼저 w/c 0.55와 30 mm의 피복두께를 기준으로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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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Normalized HCP with cover depth variation

(a) HCP with varying crack width and cover depth

(b) HCP with varying crack width and w/c ratios

Fig. 15 Comparison with prediction and measurement of HCP

(a) Crack 0.0 mm

(b) Crack 0.5 mm

(c) Crack 1.0 mm

Fig. 16 HCP contours for various conditions 

식 (1)을 제안하였으므로 w/c의 변화에 대한 영향을 분석

하기로 한다. w/c의 변화에 따른 평균 HCP의 변화율을 

도출하면 Fig. 13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식 (2)같은 회

귀분석식을 도출할 수 있다. 

 
 


,   (2)

여기서 는 물-시멘트비에 따른 HCP의 변화율을 나타낸다. 

같은 방법으로 피복두께의 영향을 분석하면, Fig.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역시 w/c 0.55 그리고 피복두

께 30 mm를 기준으로 정규화 한 것이다. 피복두께에 따

른 증가율은 식 (3)과 같이 도출되었다.



 ,   (3)

여기서, 

는 피복두께에 따른 HCP의 증가율, 는 피복

두께(mm)를 나타낸다. 

균열부의 영향이 식 (2) 및 (3)에 독립적이라고 가정하

면 피복두께와 w/c를 고려한 균열부 콘크리트의 HCP 평

가식을 제안할 수 있고 이는 식 (4)와 같이 나타난다. 



·

·





·  (4)

여기서, 

(-mV)는 w/c, 피복두께, 균열폭을 고려한 

HCP를 나타낸다.

제안식 식 (4)의 검증을 위하여 w/c가 다른 균열부 RC 

시편을 대상으로 실험값과의 검증을 수행하였다. 동일 

조건에 노출된 RC 보 시편을 대상으로 균열폭을 유도하

였으며 검증을 수행하였다. Fig. 15(a)에서는 w/c가 0.55

로 일정한 경우 균열폭 및 피복두께의 변화에 따른 H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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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STM suggestion of HCP and corrosion (ASTM, 2009)

Measurement Corrosion probability

Less -200 mV No steel corrosion

-200mV∼-350 mV Uncertain

Over -350 mV Over 90% of steel corrosion

Table 10 Boundary conditions for Life355 analysis 

Critical condition 1.2 kg/m
3
 at steel location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
×

·

Surface chloride 

content
3.0 kg/m

3
 (250 m from seashore)

Temperature 15.0℃

Time exponent =0.2 (Type 1)

Time to build up 1 year

Duration time 9.4 year

Table 11 Required cover depth for prevention of steel corrosion

w/c and crack 

width (mm)

Required cover depth (mm)

Life365 HCP

0.35 (sound) 28 14

0.35 (0.1 mm) 38 15

0.35 (0.2 mm) 52 16

0.35 (0.3 mm) 68 17

0.45 (sound) 32 20

0.45 (0.1 mm) 53 21

0.45 (0.2 mm) 67 22

0.45 (0.3 mm) 87 23

0.55 (sound) 37 33

0.55 (0.1 mm) 67 34

0.55 (0.2 mm) 93 36

0.55 (0.3 mm) 118 37

0.65 (sound) 58 67

0.65 (0.1 mm) 92 69

0.65 (0.2 mm) 123 72

0.65 (0.3 mm) 153 75

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제안된 식이 약간 낮은 값을 

보이고 있지만, 콘크리트에 대한 HCP 측정 변동성을 고

려하면 비교적 측정값의 경향을 잘 모사하고 있다. Fig. 15(b)

에서는 피복두께가 30 mm로 일정한 경우에 w/c 및 균열

폭의 변화에 따른 HCP의 변화를 나타내었는데,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식 (4)를 이용하여 3차원의 다양한 결과를 도시할 수 

있는데, w/c, 피복두께, 균열폭을 고려한 HCP contour를 

Fig. 16에 도시하였다. 

5. 염화물 침투해석 결과와의 비교

5.1 개요

 이 절에서는 Fick의 법칙을 이용한 Life365 프로그램

을 이용한 결과와 이 연구에서 제안된 결과와의 비교를 

나타내도록 한다. Life365를 염화물 침투 해석은 Fick의 2

법칙을 가정하여 철근에 유입된 염화물량이 임계염화물

(1.2kg/m
3
)을 넘으면 부식이 개시된다고 가정한다.

24) 

물론 이러한 결정론적인 방법(deterministic approach)와 

비파괴기법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그 결과를 비

교하는 것은 흥미로운 일이다. 실태조사 결과를 기반으

로 결정론적인 방법과 확률론적인 방법(atochastic approach)

을 비교한 연구에서도 도출된 내구수명 결과는 차이가 

약간 있었지만 경향은 거의 비슷함을 알 수 있다.
6)

 ASTM 

(2009)에 의하면 -200 mV이상의 경우에는 부식이 발생하

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는데, Table 9와 같다.
20)

5.2 해석조건

해석을 위한 조건은 촉진염해분무시험에서 모사된 기

간인 9.4년의 침투기간을 가정하여 HCP 실험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가정하였다. 겉보기확산계수는 Life365에서 

제공하는 w/c를 고려한 지수함수식(보통포틀랜트 시멘트

사용)을 사용하였으며,
25)

 표면염화물량은 콘크리트 시방

서를 기준으로 동해안 해안가에서 250 m 떨어진 거리를 

가정하였다. 또한 균열부 콘크리트의 확산거동을 모사하

기 위해 겉보기확산계수의 균열폭을 고려하여 식 (5)와 

같은 식을 확산계수에 사용하였다.
6)

 표면염화물이 일정

해지는 기간은 기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없으므로 1.0년

으로 가정하였다. 이상의 해석을 통하여 임계염화물량에 

도달하는 피복두께(염화물 침투깊이) 및 w/c와 -200 mV

를 초과하는 조건의 피복두께 및 w/c를 비교하고자 한다. 

해석을 위한 조건은 Table 10에 나타내었다. 

 
 (5)

여기서, 는 균열부의 확산계수, 는 기준이 되는 

확산계수, 는 균열인자를 나타낸다. 

5.3 해석 결과의 비교

임계염화물인 1.2 kg/m
3
까지 유입된 염화물이 진전되지 

않기 위한 w/c, 균열폭, 피복두께에 대한 결과와 HCP의 

식 (4)를 이용한 결과와의 비교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인 

균열폭 수준인 0.0∼0.3 mm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w/c는 

0.35∼0.65까지 고려하였다. Table 11에서는 Life365와 HCP

의 제안식 (4)로 도출된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두께를 정

리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7과 18에 나타내었다.

건전부 콘크리트의 부식방지를 위한 조건을 Fig. 1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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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Required cover depth for preventing steel corrosion

in sound concrete

Fig. 18 Required cover depth for preventing steel corrosion

in cracked concrete

나타냈는데, Life365를 통한 안전 피복두께는 w/c가 0.35

에서 0.60로 증가할 때, 28∼43 mm의 범위를, HCP를 통

한 도출식은 14∼44 mm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w/c 0.60

까지는 Life365가 좀 더 보수적인 피복두께를 보이고 있

으며, w/c 0.60 이상에서는 HCP제안식이 높은 피복두께

를 요구하고 있다. 

Fig. 18에서는 균열폭이 0.1 mm 이하로 작을 경우 HCP

을 이용한 결과와 Life365로 도출한 결과가 비교적 큰 차

이가 없지만, 균열이 증가할수록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많은 이유가 있지만, 1) 각각의 평가방법과 내구한계상태

가 다른 점, 2) HCP를 고려한 식의 경우 HCP의 증가가 

균열폭에 민감하지 않음 점, 3) 콘크리트 재료의 불균일

성으로 인한 HCP 실험오차, 4) SST실험을 통한 HCP식

과 실태조사를 통한 Life365 해석의 차이점, 5) 부식 임계

시점의 설정(1.2 kg/m
3
)과 이에 따른 실질적인 부식개시의 

차이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두가지 해석에서 모

두 건전부에 대해서는 w/c 0.6 조건에서 거의 비슷한 부

식방지를 위한 피복두께를 제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는 균열폭은 1.0 mm 이상의 

큰 균열이 대부분이었으나, 좀 더 미세한 균열을 유도하

여 부식방지를 위한 피복두께를 제안할 필요가 있다. 또

한 이와 관련된 허용균열폭에 대해 비파괴 기법을 이용

한 결과를 반영하여 염해노출 콘크리트의 유지관리 및 

설계방안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6. 결    론

염해에 노출된 균열부 콘크리트의 반전위 평가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균열을 가진 RC 보 시편을 대상으로 촉진 염해분무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HCP를 평가하였다. 일정한 품

질(w/c 0.55, 피복두께 30 mm)에서 HCP은 균열폭이 

0.50 mm에서 14∼16%, 1.0 mm에서 24%, 1.50 mm에서 

34∼42%정도 증가하였다. 또한 내부철근의 부식길이

는 균열폭의 증가에 따라 비선형적으로 증가하였다.

2) 균열폭이 0.0 mm에서 1.0 mm정도로 증가할 때, 피

복두께의 변화와 상관없이 모든 경우에 HCP의 크

기는 증가하였다. 피복두께가 10 mm인 경우 증가율

은 112∼122%, 피복두께가 30 mm인 경우 증가율은 

116∼120%, 피복두께가 60 mm의 경우에서는 166∼

200% 가량 증가하였다. 

3) 피복두께 30 mm를 가진 조건에서 w/c 0.35인 경우

는 1.0 mm 균열이 발생해도 HCP은 136 mV에서 

147∼151 mV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w/c 0.55인 경우는 171 mV에서 195∼356 mV로, w/c 

0.70에서는 301 mV에서 균열발생과 함께 412∼439

mV로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였다. 

4) 실험 결과를 기준으로 균열폭, w/c, 피복두께를 고

려한 HCP 평가식을 제안하였으며, 제안식 결과와 

Life365해석을 통한 부식개시 조건을 비교하였다. 

균열부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건전부에서

는 변화하는 w/c에 대하여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

다. 특히 w/c 0.60이하 조건에서는 부식방지를 위한 

최소피복두께(20∼50 mm)가 두 기법에서 비슷하게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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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철근부식을 현장에서 평가하기 위해 다양한 부식측정방법이 있으나, 반전위(HCP: half cell potential)방법이 많이 사용되

고 있다. 균열이 발생한 RC 구조물은 균열폭으로 유입되는 염화물, 이산화탄소 등에 의해 부식이 가속화 된다. 이 연구는 염해에

노출된 균열을 가진 RC 보의 HCP을 측정하여 부식정도를 평가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세가지 물-시멘트비(w/c 0.35, 0.55, 

0.70)와 다양한 피복두께(10∼60 mm)를 가진 RC 보를 제조하였으며 하중을 가하여 균열폭을 0.0∼1.5 mm로 유도하였다. 35일간

촉진염해분무시험을 통하여 부식을 촉진하였으며 이후 HCP과 부식길이를 평가하였다. 균열이 클수록, w/c가 높을수록, 피복두께

가 작을수록 HCP은 증가하였으며, 각각의 영향인자를 정량화하여 균열을 가진 RC 보의 HCP 평가식을 도출하였다. 또한 Life365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부식방지 피복두께를 도출하고 HCP평가식을 통한 부식방지 피복두께와 비교하였다. 균열부 콘크리트에서

는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w/c 0.6이하의 건전부 콘크리트에서는 두가지 방법에서 모두 근접한 부식저항 조건을 도출하였다.

핵심용어 : 철근부식, 반전위 측정, 균열, 콘크리트, 피복두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