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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xisting research on the damage detection method for building structures has considered the damages from the excessive 

loadings such as the earthquake. However, the structural performance of building structures could be reduced due to the deterioration 

based on the chloride, carbonation during the long-term time. Thus, to effectively manage the healthiness of structures, the 

deterioration influences on the structures should be checked. In this study, the corrosion of rebars by the chloride is considered as 

the deterioration factor. To consider the structural performance reduction of the corroded rebars, the yield strength, cross-sectional 

area, rupture strain of rebars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of cover concrete based on the corrosion level are estimated. These 

properties of rebars and cover concrete are used for the procedure to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reduction of structural 

member level and the building level. The moment-curvature analysis is performed to evaluate the structural performance reduction of 

structural member level. Also, the eigenvalue analysis and the pushover analysis are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natural period and 

mode shape and the strength and deformation performance of building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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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컴퓨터 성능의 발달로 인한 구조해석 기술의 향상, 기, 

통신, 자, 기계 등 타 학문 기술과의 목을 통한 센싱  

구조반응 데이터처리기술 발달, 건설사고로부터 국민의 안

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회  요구증  등과 같은 배경 속에 

사회기반시설물  건축물의 안 도를 모니터링하고 이에 

근거하여 구조물을 유지, 리하는 구조물건 도모니터링

(structural health monitoring, 이하 SHM)에 한 연구

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3; Gangone et 

al., 2011; Kim et al., 2009; Oh et al., 2014; Park 

et al., 2015).

압측정, 피검사, X-ray 검사 등과 같은 수단을 통해 인

체의 건강상태를 리하듯이, 구조물의 SHM에서는 구조물

의 특성과 구조반응 등을 이용하여 구조물의 건 도 상태를 

모니터링한다. 이는 만약 구조물에 이상이 있을 경우 신속하

게 처하여 물질 , 경제  피해를 이고 구조물의 장수명

화를 실 하고자 하는 목 이 있다. 

건물에 지진, 태풍 등과 같은 외부 자극이 가해지면 변형, 

응력, 진동 등과 같은 구조반응이 발생하게 된다. 만약, 재료

벨, 부재 벨, 구조물 벨에서 강도, 강성 등과 같은 역학

 특성이 변화하게 되면 동일한 외부 하 에 해서도 다른 

구조 반응이 발생하게 되며 험도가 달라지게 된다. 이 게 

구조반응 이력데이터를 비교해서 구조물의 건 도 상태를 평

가할 수 있다. 

일반 으로 구조물의 건 도 상태를 평가하는 방법 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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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속도 반응을 계측하여 구조물 벨에서의 고유진동수와 모드

형상을 획득하고, 이것들의 손상 , 후 값을 비교하는 방법이 

연구되고 있다(Brownjohn et al., 2011; Carden and 

Fanning, 2004; Hong and Kim, 2012). 이는 지진과 태

풍 등과 같은 외부 요인에 의한 구조손상은 구조부재의 강성을 

감소시켜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을 변화시킨다는 가

정에 근거를 두고 있다.

구조물의 손상 평가(damage detection)와 련된 기존 연

구들은 부분 과도한 하 이 작용하여 발생하는 손상에 

을 맞추어 왔다(Hou et al., 2000; Kim and Lynch, 

2012; Shiradhonkar and Shrikhande, 2011). 그래서 과

도한 하 이 작용하기 과 후에 한 구조물의 상태 정보를 

시스템 식별(system identification)과 같은 기법을 사용하

여 구조물의 특성을 찾고, 이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 다.

그러나 구조물의 건 도에 향을 미치는 인자에는 지진, 

태풍 등과 같은 과도한 하 뿐만 아니라 탄성화, 염화이온 

침투 등에 의한 구조재료의 노후화 등이 있을 수 있다. 이는 

시간 경과에 따라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특정 시 을 , 

후로 하여 구조물의 특성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통해 구조

물의 건 도를 평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기존 손상평가 연

구에서는 부분 구조재료의 시간의존성을 고려하지 않고, 

재령에 상 없이 구조물의 구조특성이 유지되다가 외부 하  

요인에 의해 변화가 발생한다고 가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간

에 따른 구조재료의 노후화는 구조물의 항성능을 하시켜 

구조물의 구조 험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구조물의 건 도 

평가시 이에 한 고려가 요구된다. 

이에 한 연구에는 일반 으로 비 괴검사를 이용한 구조

물의 안 진단에 한 연구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Hong 

and Cho, 2007; Joh et al., 2010). 안 진단 항목에는 

콘크리트 압축강도추정, 철근탐사, 균열조사 등과 같이 다양

한 항목이 있다. 이 에서 염화물 침투에 따른 철근의 부식

에 한 연구는 주로 비 괴검사법을 이용한 철근부식정도를 

측하거나, 이에 따른 구조부재의 강도 하정도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Lim et al., 2010; Ou et al., 

2012). 

염화물이 콘크리트 부재에 침투하여 콘크리트에 매입된 철

근 표면에 다다르는 염화물량이 임계수  이상이 되면 철근

은 부식하게 된다. 이는 외부하 에 해 항하는 철근의 

단면 을 감소시켜 구조 항성능을 하시키게 된다. 한 

철근부식은 부재의 강도 하뿐만 아니라 부재의 연성능력을 

하시킨다. 이러한 부재의 항성능 하는 구조물 벨의 

성능 하를 래한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 침투에 의한 철근부식에 따른 철근콘

크리트 구조물의 구조특성  성능의 향을 분석하고자 한

다. 이를 해 먼  염화물의 침투에 따른 철근 부식량을 

측하는 평가식을 정리하고, 이를 이용하여 부식에 의한 철근

의 구조특성(단면 , 항복강도, 탄성계수, 단강도, 단변형

률)  피복콘크리트의 강도 등의 변화를 평가한다. 이러한 

구조재료의 변화를 구조해석 모델링에 용하여 철근 부식량

에 따른 구조부재 벨(모멘트-곡률해석)  구조물 벨(푸쉬

오버해석)에서의 성능 하 정도를 평가한다. 한 철근부식량

에 따른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모드형상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고유치해석을 수행한다. 본 연구에서는 Ghobarah 등

(1999)이 제시한 3층 3경간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제

를 사용하고, OpenSees를 이용하여 구조해석을 수행한다.

2. 시간 경과에 따른 재료의 구조  특성 평가식

본 연구에서는 염화이온이 콘크리트 부재에 침투하여 철근

이 부식되고 이에 따라 구조부재의 구조성능이 하되는 시

간 경과에 따른 노후화 과정을 고려한다. 철근부식에 의한 

구조부재의 구조성능이 하되는 것을 고려하기 해, 철근

부식에 의한 구조재료의 특성변화를 아래와 같이 고려한다. 

2.1 시간 경과에 따른 철근부식 평가

철근부식에 의한 구조재료의 특성변화를 고려하기 해서

는 시간에 따른 철근부식량을 정의하여야 한다. 철근부식은 

염화물이 콘크리트 부재에 침투하여 철근에 다다르는 염화물

량이 임계수  이상이 되면 철근부식이 진행되기 시작한다. 

Enright와 Frangopol(1998)은 철근부식이 시작되는 시간

을 정의하기 해 식 (1)을 사용하 다.

 

 


 
 (1)

여기서, 은 부식이 시작되는 시간(year), 는 콘크리트 

피복두께(cm), 는 염화확산계수(cm2/year), 는 콘크리

트 표면의 염화물량(% weight of concrete), 는 철근부

식을 일으키는 임계염화물의 양(% weight of concrete), 

는 에러함수이다.

철근이 부식하기 시작되면 시간에 따라 부식량은 증가하게 

되며 이에 따라 철근 지름  단면 은 감소하게 된다. 이는 

식 (2)와 (3)를 이용하여 정의할 수 있다(Stewart, 2004).

  ×  ×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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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여기서, 는 부식 발생 후 감소된 철근 지름(mm), 

은 부식 발생  철근 지름(mm), 은 부식률(μ

/cm
2
), 는 경과시간(year), 는 철근단면 이다. 식 

(2)에서 0.0116은 μ/cm
2
를 mm/year으로 단 변환하는 

역할을 가진다.

2.2 철근의 구조재료 특성 변화

철근이 부식이 되면 외부하 에 항하는 단면 이 감소할 

뿐 아니라, 철근의 고유특성인 항복강도(yield strength), 

단강도(rupture strength), 탄성계수(elastic modulus), 

단변형률(rupture strain)에 한 성능 역시 Fig. 1과 같

이 감소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해 Lee와 

Cho(2009)가 제시한 식 (4)~(7)을 사용한다.

  × ∆ (4)

  × ∆ (5)

  × ∆ (6)

  × ∆ (7)

여기서, 와 는 부식 , 후의 항복강도, 와 

는 부식 , 후의 단강도, 와 는 부식 , 후의 탄성

계수, 와 는 부식 , 후의 단변형률, ∆은 부식률

(%)이다. 

Fig. 1 Stress-strain curve of corroded reinforcements

2.3 피복 콘크리트의 강도 하

철근이 부식되면 부피가 팽창하게 되며, 이는 철근을 감싸

고 있던 피복 콘크리트에 인장력을 발생시켜 균열이 진행되

게 된다. 이는 피복 콘크리트의 강도를 하시키는 효과를 

가진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고려하기 해 식 (8)~(11)을 

사용한다(Pitilakis et al., 2014).


 


(8)

 

 
(9)

    × (10)

    (11)

여기서, 
는 하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는 최 압축

강도, 은 철근의 거칠기와 지름에 한 계수로 리 가 있는 

간 지름의 철근의 경우 0.1이 사용됨(Pitilakis et al., 

2014), 은 균일이 발생한 콘크리트의 평균 인장변형률, 

은 최  압축강도 에서의 변형률, 는 부식에 의한 균열이 

발생하기  단면 폭(width), 는 부식 균열에 의해 증가된 

단면 폭, 는 압축단(layer under compression)에 치

하는 철근의 개수, 은 주어진 부식상태에서의 체 균열 

폭, 는 부식에 의한 부피 팽창률, 는 철근의 부식량이며 

이는 철근 반지름이 부식에 의해 어든 양과 동일하다. 본 연

구에서 의 값은 Pitilakis 등(2014)이 사용한 2를 사용한

다. 식 (8)~(11)를 종합하면, 철근 부식에 의한 균열은 피복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하로 고려할 수 있으며, 이는 철근의 

부식정도 와 가장 한 계를 가진다.

3. 제 용

3.1 제 개요

본 연구에서는 Ghobarah 등(1999)이 제시한 3층 3경간 

철근콘크리트 모멘트골조 제를 사용한다. 제 구조물의 

치수와 단면정보는 Fig. 2와 같다. 이는 내진설계가 고려되

기 인 1963 ACI 코드에 따라 력하 에 기 하여 설계

되어진 구조물이다. 따라서 이는 연성능력이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 가정한 철근의 항복강도(), 탄성계수(), 

단강도(), 단변형률(), 변형경화율는 각각 300 

MPa, 200,000MPa, 317MPa, 0.03이다.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와 압축강도에서의 변형률은 각각 2MPa, 0.002으로 가

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철근콘크리트골조의 구조특성에 한 철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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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mensions and details of an example structure

Fig. 3 Stress-strain curves of concrete

(Park and Park, 1975)

Parameter Distribution Mean value Coefficient of variation Unit Reference

Diffusion coefficient() Lognormal 1.29 0.1 cm2/year Ghosh and Padgett(2010)

Surface chloride concentration() Lognormal 0.1 0.1
% weight 

of concrete
Ghosh and Padgett(2010)

Critical chloride concentration() Lognormal 0.04 0.1
% weight 

of concrete
Ghosh and Padgett(2010)

Cover depth( ) Lognormal 4 0.2 cm Chiu and Chi(2013)

Corrosion rate() Normal 1.0 0.2 μA/cm2 Kim et al.(2004)

Table 1 Statistics of deterioration parameters

부식의 향을 악하기 해, 모멘트-곡률해석, 고유치해석, 

비선형 정 해석 등을 수행한다. 이를 해 골조의 지진해석

연구분야에서 주로 사용되고 있는 OpenSees를 사용하 다. 

먼  고유치 해석을 해서 지량은 질 에 집 되어 있다고 

가정하 다. 그리고 모멘트-곡률해석을 해 철근재료는 이

선형모델인 Steel01을 사용하 으며, 콘크리트재료는 Fig. 

3과 같은 Park과 Park(1975)에서 제시된 모델을 사용하기 

해 Concrete01 모델을 사용하 다. Fig.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Park과 Park(1975)의 모델은 구속된 콘크

리트와 커버 콘크리트의 재료거동을 분리하도록 구분하고 있

다. fiber 명령어를 통해 단면을 작은 요소 나 어 모델링을 

하도록 하 다.

구조물 벨의 구조성능을 평가하기 해 보-기둥 요소는 

beamWithhinges를 이용하 다. 이는 요소 앙은 탄성거

동을 하고, 요소 단부에서만 소성거동이 집 하도록 하는 원

리를 가진다. 소성힌지가 발생하는 구간길이는 부재 깊이의 

1/2로 가정하며, 해당 구간에는 모멘트-곡류해석에서 사용한 

비선형거동을 하는 단면정보를 입력하 다. 비선형 정 해석

을 수행하기 해 역삼각형분포의 횡하 을 용하 으며, 

변 제어를 실시하도록 하 다. 그리고 P-delta  다이어

램 효과는 비선형 정 해석 과정에서 고려된다.

한편, 2.1 에서 기술한 수식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량을 

평가하기 해 Table 1과 같은 향인자들의 확률값을 사용

한다. 철근부식은 외기와 하는 외부기둥에서 균등하게 발

생한다고 가정한다.

4. 시간 경과에 따른 구조성능평가

2장에서 제시한 철근부식에 한 측식과 Table 1을 이

용한 시뮬 이션 결과, 부식이 발생하는 평균 시간()은 

9.70년이며 시간 경과에 따른 부식에 의한 외부기둥의 주근

의 지름과 단면 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부식이 발생한 

이후부터 평균 으로 0.0116mm/year의 속도 부식이 진행

된다. 목표수명이 50년이라고 가정하면, 50년 후에는 주근 

단면 이 약 9.06%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철근부식은 철근재료의 구조특성을 변화시킨다. 식 (4) 

~(7)을 이용하여 50년 후 철근부식에 의한 철근재료의 구조

특성(항복강도, 탄성계수, 단강도, 단변형률, 연성률) 변

화를 Table 2에 정리하 다. 항복강도와 단강도는 10% 내

외로 감소된 반면에 단변형률과 연성률은 15% 내외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식된 구조물의 구조성능 평가시 

강도뿐 아니라 변형성능 역시 검토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식 (8)~(11)에 따라 계산된 부식에 의해 하되는 피복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는 10.61MPa으로 약 50.53%으로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 , 후 재료 벨의 구조특성 변화 값을 외부기둥 부

재의 단면 정보에 용하여 모멘트-곡률해석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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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iameters of rebars

(b) Cross-sectional areas of rebars

Fig. 4 Diameters and cross-sectional areas of 

corroded rebars

Type Sound Corroded Ratio

Yield strength(MPa) 300 266.30 88.77%

Elastic modulus(MPa) 200,000 186,410 93.21%

Rupture strength(MPa) 317 286.27 90.31%

Rupture strain 0.01 0.0082 82.33%

Ductility 6.67 5.76 86.45%

Table 2 Material properties of rebars

Fig. 5 Moment-curvature curve of the external column

Mode shapes
Floor

2nd 3rd 4th

1st

Sound 0.3404 0.7497 1.0000

Corroded 0.3411 0.7500 1.0000

MAC 1.0000

2nd

Sound -1.1922 -07928 1.0000

Corroded -1.1914 -0.7917 1.0000

MAC 1.0000

3rd

Sound 2.4734 -2.4574 1.0000

Corroded 2.4736 -2.4585 1.0000

MAC 1.0000

Table 4 Comparison of mode shapes

Natural period(sec)

1st 2nd 3rd

Sound 0.598 sec 0.190 sec 0.112 sec

Corroded 0.606 sec 0.192 sec 0.114 sec

Ratio 101.26 % 101.41 % 101.51 %

Table 3 Comparison of natural periods

모멘트-곡류해석의 종료는 철근이 단변형률에 다다르는 시

으로 가정하 다. Fig. 5와 같이 강도와 연성이 하되는 

것을 나타났다. 강도와 연성은 각각 19.98%와 20.69%씩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염화물에 의한 콘크리트  

철근의 열화로 인하여 부재의 취성 괴 험성이 증가하 음

을 의미한다.

모멘트-곡률해석을 통해 부기둥의 강성, 강도, 연성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 다. 부재의 이러한 변화는 구조물 벨

의 구조특성  거동에 향을 미친다. 이를 확인하기 해 

부식에 의한 재료모델의 특성 변화값을 구조물 모델링과정에 

용하여 구조물의 고유치해석과 비선형 정 해석을 수행하

다. 고유치해석을 수행한 결과, Table 3과 같이 1차, 2차, 

3차 고유주기가 각각 1.26%, 1.41%, 1.51%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모멘트-곡률해석에서 확인한 것처럼 

외부기둥 부재의 강성은 부식에 의해 감소하지만, 구조물의 

질량은 변함이 없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염화물에 의한 철

근 부식은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한편, Table 4에 고유모드의 변화를 정리하

다. 부식 , 후의 모드형상 유사성을 확인하기 해 Modal 

Assurance Criteria(MAC)을 사용하 다. MAC 값은 식 

(6)을 이용하여 구한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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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omparison of pushover curves

여기서, 는 번째 기 모드형상을 의미하여, 는 번째 

비교모드형상을 의미한다. MAC값은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

며, 1에 가까울수록 높은 상 계를 의미한다. 고유주기와

는 다르게 모드형상은 부식에 의해 거의 변화하지 않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러한 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동특성 변화에 

한 연구결과는 구조물의 시스템식별, 손상평가 등의 기법

을 정하고 운 하는데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단된다.

구조물의 구조거동의 변화를 확인하기 해 비선형 정 해

석을 수행하 으며,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비선형 정

해석의 종료시 은 철근이 단되는 시 으로 가정하 다. 

부식 여부와는 상 없이 1층 외부기둥에서 최 로 철근 단

이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식에 의해 구조물의 강성, 

강도, 연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부식에 의해 

단시 강도는 538.1kN에서 491.2kN으로, 단 시 횡변

는 72.00mm에서 64.08mm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단에 한 강도와 변형 항능력이 부식에 의해 

11.00%, 8.72%으로 감소하 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 침투에 의한 철근부식에 따른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구조 특성  성능의 향을 분석하 다. 

이를 해 3층 철근콘크리트골조 제를 설정하 다. 이를 

바탕으로 해서 먼  염화물의 침투에 따른 철근부식량을 

측하 다. 목표수명을 50년이라고 가정할 때, 50년 후에는 

철근의 지름은 약 0.93mm 감소되었다. 그리고 철근의 강도

와 연성률은 각각 10%와 15% 내외에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피복두께의 콘크리트강도는 부식에 의한 균

열로 인해 10.61MPa(49.47% 감소)으로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구조재료의 특성변화는 부재 벨  구조물 벨에

서의 구조성능에도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멘트-

곡률 해석을 통해 외부기둥의 강도와 연성이 각각 19.98%, 

20.69%씩 하되는 되었으며, 이는 구조물 벨에서 강도와 

변형 항능력이 부식에 의해 11.00%, 8.72%으로 감소되

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편, 부식에 의한 기둥의 강성 하로 인해 구조물의 1차, 

2차, 3차 고유주기 모두, 1.26~1.51% 정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러나 모드형상은 MAC지수가 1.00으로 나타

날 정도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식에 의해 노

후된 건물에 가속도 기반의 시스템식별이나 손상평가기법을 

용한다면 고유모드형상을 이용한 지표로는 부식에 의한 손

상을 찾기 어렵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유주기 역시 1% 의 

변화가 나타났지만, 이는 계측에러, 평가기법의 한계 등을 고

려하면 이 역시 부식에 의한 구조물의 건 성을 단하는 지

표로 활용하기에는 어렵다고 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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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기존 구조물의 손상평가에 한 연구는 지진 등과 같은 과도한 하 에 의한 손상을 고려하 다. 그러나 구조물은 과도한 

하 없이도 장기간의 시간에 따라 염화물, 탄성화 등과 같은 이유로 노후화가 진행되어 구조성능이 하될 수 있다. 그래서 

구조물의 건 도를 효과 으로 리하기 해서는 노후화에 의한 구조성능 하도 검토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염화물

에 의한 철근의 부식을 노후화 요인으로 고려한다. 철근부식에 의한 재료의 구조성능 하를 고려하기 해 부식정도에 따

른 철근의 단면 , 항복강도, 단변형률, 피복 콘크리트 강도 등을 측한다. 이를 구조모델링에 용하여 구조부재  구조

물의 구조성능 하를 분석한다. 구조부재의 구조성능을 분석하기 해 모멘트-곡률 해석을 수행한다. 구조물 벨의 구조

성능을 고려하기 해, 고유치해석을 통한 고유주기와 모드형상을 분석한다. 한 비선형 정 해석을 통해 구조물의 강도와 

변형성능을 분석한다.

핵심용어 : 철근콘크리트골조, 철근부식, 노후화, 염화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