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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전기방식법(Electrochemical treatment)은 콘크리트 중의 

철근부식이 발생하였을 때 Mortar patching과 더불어 현실적

으로 널리 사용되는 보수공법이다. 그러나 Patching과 달리 

비파괴적이며 철근부식의 원인인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을 제거하고 또한 중성화된 피복콘크리트를 다시 알칼리화 

함으로써 차후의 부식의 가능성을 제어하는 우수한 공법으

로 알려져 있다. 특히 염소이온의 제거에 있어서는 전기방

식에서 인가하는 전류량, 전압, 인가 기간에 따라 약 40~60%

의 염소이온이 탈염됨을 기존의 구조물 적용사례와 문헌을 

통해 알려져 왔다.1-3) 뿐만 아니라 반전지전위의 측정을 통

해 전기방식의 적용 시 콘크리트 중의 철근은 부식으로부터 

안정화된 복원을 이룬 것으로 여겨 부식의 재발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탈염의 효과를 측정하는데 있어 기존의 연구는 대

개 피복콘크리트 전체에 대한 잔존 염소이온농도를 측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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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염소이온의 분포에 관한 정보는 실제로 제공되지 않

았다. 이에 따라,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따른 염소이온의 분

포, 인가 전류에 따른 탈염효과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또한 기존의 반전지전위법

을 통한 부식의 유무판단은 콘크리트의 함수상태, 강도 및 

외부환경조건에 따라 상이하므로 정량적인 부식량에 대한 

평가가 불가능하다. 전기방식에 따른 콘크리트의 구조적 성

능에 관해 기존 연구에서는 주로 철근의 부착강도에 집중하

고 있으며 전기방식 적용 시 부착강도가 약 30~70% 정도 감

소함을 보고하고 있다.4,5) 이는 전기방식에 따라 철근-콘크

리트 계면에서 알칼리금속이온(예: Ca+, K+, Fe2+ 등)의 전이

로 계면부가 연화됨에 발생한다고 알려져 왔다.6) 그러나 실

제 콘크리트의 구조적 거동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중의 철근부식의 보수로 전기방

식법을 적용할 경우의 탈염, 부식복원 및 구조거동을 효과

적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탈염효과의 경우 전기방식 

이후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 분포를 피복두께별로 측정함

으로써 정량적 지표를 제시하였다. 또한 부식복원은 선형분

극법을 통해 부식전류 및 부식전위를 측정하여 전기방식법

에 따른 부식의 복원도를 산정하였다. 구조거동은 최대하중

을 측정함으로써 전기방식이 구조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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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concerns quantitative assessment of chloride extraction, repassivation and structural behavior of 

concrete. Concrete specimen (160×160×1000 mm) was fabricated with 3 steel bar located in the middle with 20 mm of the cover 

depth, containing 5.0% of chloride to accelerate corrosion process, then to be subjected to electrochemical treatment. The current 

density accounted for 750 mA/m2 at 2, 4 and 8 weeks.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an increase in the duration of the treatment 

resulted in an increase in the chloride extraction, accounting for 64.7-83.7% for the specimen at 8 weeks treatment. It implies that a 

portion of bound chlorides would turn free to be removed, considering the binding capacity of cement about 50-60% to total ones. 

Even after the treatment, the corrosion was still active; the corrosion rate was 6.5 mA/m2 and 330 mV vs. SCE in the potential. For 

structural behavior, the maximum load was increased by corrosion on the steel bars, which was subsequently lowered by the 

treatment, but still higher than f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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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함으로써 전기방식에 따른 구조성능 복원효과를 측정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시편제작

콘크리트의 전기방식에 따른 탈염(Electrochemical chloride 

extraction; ECE), 부식거동 및 구조성능 평가를 위해 160× 

160×1,000 mm의 단순지지 거더를 제작하였다. 시편에 사용

한 콘크리트 배합은 물시멘트비 0.45를 기준으로 보통 포틀랜

드 시멘트 300 kg/m3, 잔골재 780 kg/m3, 굵은골재 1,170 kg/m3

으로 구성되었으며 시멘트량 대비 0.5%의 고성능감수제를 

첨가하였다. 또한 철근부식의 가속을 위해 콘크리트 배합 

시 배합수에 시멘트 중량 대비 5.0%를 NaCl의 형태로 혼입

하였다. 시편은 콘크리트 타설 2일 후에 탈형하였으며 양생

포를 덮어 28일간 양생하였다. 이후 실외환경에 1년간 노출

을 통해 철근부식을 가속하였다.

기존의 시편과 달리 철근부식 속도 측정 시 철근의 비표

면적의 계산과 구조거동의 반응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원형

철근을 사용하였다. 직경 16 mm의 원형철근 3본을 인장부

에 배치하였으며 피복두께는 20 mm로 설계하였다. 철근의 

양 끝 단면은 시멘트페이스트를 이용한 1차코팅 후, 열수축 

밴드를 통해 2차코팅을 실시하여 철근의 노출길이를 850 mm

로 제한하였다. 철근의 부식성 제어를 위해 콘크리트 타설 직

전에 염산을 이용하여 표면에 존재할 수 있는 보호막(Mill- 

scale)을 제거하였다. 

2.2 전기방식의 적용

전기방식법의 적용을 위해 콘크리트 상단부(인장부)에 

아크릴을 이용한 수조를 설치한 후 전해질용액으로 0.1 M의 

Sodium borate용액으로 충전하였다. 그리고 티타늄 망(Titanium 

mesh)을 수조에 설치한 후 철근과 티타늄 망 사이에 직류전원

을 연결하였다. 전류량은 철근 비표면적 대비 750 mA/m2로 2, 

4, 8주씩 적용하였다. 또한 일정한 전류량의 공급을 위한 전위

를 모니터링 하였으며 전기방식 시 전해질 용액의 pH를 모니터

링 하였다. 전기방식 종료 후, 선형분극법(Linear polarization 

method)을 통해 식 (1)과 같이 부식전류를 측정하였으며 Guard 

ring의 범위는 200 mm로 한정함으로써 위치별로 측정한 부식

전류의 평균값을 취하였다. 부식전위는 칼로멜전극(Standard 

calomel electrode)을 통해 시편 중앙부에서 측정하였다. 







 (1)

여기서 I는 부식속도이며 Rp는 분극저항, B는 Stern-Geary 상

수이다.

구조거동 시험 직후, 콘크리트 표면부 5개 지점에서 염소

이온 프로파일링을 실시하여 평균값을 취하였다. 프로파일

링은 직경 50 mm의 다이아몬드 그릿을 이용하여 2.0 mm 간

격으로 20.0 mm까지 실시하였다. 프로파일링을 통해 얻은 

콘크리트 분말은 적정법을 통해 각 깊이별로 염소이온의 농

도를 측정하였으며, 농도는 시멘트량 대비 백분율로 표현하

였다. 콘크리트 분말에서의 염소이온 농도 측정 시 분말에 

증류수를 공급한 후 질산을 첨가하여 산가용성 염소이온

(Acid-soluble chloride)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2.3 구조성능 평가

전기방식 적용 후 인장부에 설치했던 수조를 제거한 후 3

점 휨시험을 수행하였다. 2,000 kN급 hydraulic cylinder를 통

하여 가력속도 30 mm/min.의 변위제어 방식으로 하중을 가

력하였으며 동시에 수직변위 확인을 위한 2개의 LVDT를 시

험체 하단부에 각각 1/2 지점과 1/4 지점에 설치하였다. 또

Fig. 1 Schematic for (a) electrochemical treatment and (b) structural behavior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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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열 및 파괴양상의 확인이 용이하도록 시험체에 50 mm 

간격의 격자를 표시하였고 휨 거동에서 콘크리트 압축구간

의 변형률을 확인하기 위해 상단으로부터 50 mm, 25 mm 지

점에 변형률 센서를 부착하였다. 모든 가력과 센서로부터 

발생하는 데이터는 다중채널데이터로거를 통해 동기화하

여 10 Hz로 획득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편의 사양, 전기방식장치, 염소이

온 프로파일링 및 구조거동 시험에 관한 모식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3. 전기화학적 결과 및 고찰

3.1 전해질 용액의 전기화학적 모니터링

탈염 및 부식의 복원을 위한 전기방식의 적용 시 철근에 부

하되는 전류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한 전압(Coulostatic 

prevention)의 변이와 전해질용액의 pH변화를 모니터링한 

결과를 Fig. 2, 3에 나타내었다. 전압의 변이는 초기 콘크리

트의 비저항 상태 및 함수율에 따라 4~8 V로 시작하여 전기

방식을 인가함에 따라 시간 대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3주 이상 전류를 인가할 시 전위는 17~19 V로 일

정하게 유지되었다. 이는 콘크리트의 함수상태에 따른 비저

항이 전기방식이 적용 된 후 일정한 상태로 유지됨을 반증하

는 것으로 안정적인 직류전원을 철근에 공급함으로써 탈염

과 부식의 방식을 도모함을 알 수 있다. 특히 전기방식 인가 시 

철근계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공극수(Concrete pore solution)

의 전기분해에 따른 수소가스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임계

전위인 30 V로 나타나 전기방식에 따른 역효과를 억제하였

다. 그러나 고전류를 통한 전기방식에는 옴의 법칙(Ohm's 

law)에 따라 전위가 증가함으로 상당한 전위의 상승이 예상

된다. 즉 임계전위 이하의 전기방식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의 경우, 최대직류전류량을 약 1.25~1.50 A/m2로 유

지해야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전해질 용액은 전기방식 인가 시 알칼리이온의 콘크

리트 침투에 따라 pH 저하현상을 나타내었다. 상대적으로 

전기방식의 경우 콘크리트 공극수의 알칼리도를 증가시키

는 효과를 나타내어 재알칼리화(Re-alkalization)를 유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식 인가에 따른 전해질 용액

의 pH를 매 24시간마다 측정하였는데 전기방식 인가 2주후 

pH가 급격히 감소한 후 약 10.2로 일정한 값을 유지하였다. 

또한, 전기방식을 실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해질 용액의 

pH를 모니터링한 결과 약 12.2까지 감소한 후 일정하게 유지

하였는데 이는 전해질 용액이 대기 상에 노출됨에 따라 자연

정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식의 총 전하 인가량을 조절하기 위

해 일정전류(750 mA/m2) 대비 기간의 폭을 2, 4, 8주로 다양

하게 설정하였는데 2주간의 전기방식 인가의 경우 전위 및 

전해질 용액의 pH가 안정화되기 이전에 전기방식이 종료됨

에 따라 충분한 탈염 및 부식복원의 효과에 한계가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3.2 전기방식의 탈염효과

전기방식에 따른 탈염효과를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프

로파일을 통해 Fig. 4에 도식하여 나타내었다. 전기방식을 

실시하지 않은 콘크리트 시편의 경우 염소이온의 농도가 콘

크리트 피복두께에 상관없이 약 3.83~4.65%로 일정하게 나

타났다. 실제로 콘크리트 시편 제작 시 혼입된 염소이온의 

농도는 시멘트량 대비 5.0%였으나, 시멘트계 내에서 염소이

온의 고정화능력이 총 염소이온 대비 약 10~15%가 산불가

용성(Non-acid soluble crystalline)으로 전이되어 나타난 현상

으로 판단된다.7) 즉 본 연구와 같이 5.0%의 염소이온을 콘크

리트에 혼입할 경우 불용성 염소이온의 양이 약 0.50~0.75% 

정도가 되며 최대측정 범위의 염소이온 농도는 4.25~4.50%

임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콘크리트 피복두께에 

Fig. 2 Voltage applied to meet a given current density at 

electrochemical treatment

Fig. 3 Variation in the pH of electrolyte during electrochem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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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염소이온 농도의 변이는 굵은 골재의 콘크리트 내에서

의 불규칙한 편차에 따라 왜곡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방

식으로 인한 염소이온의 탈염효과는 인가된 전류량에 따라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예로써, 인가 전류량 대비 2주간의 전

기방식 적용의 경우, 잔존 염소이온 농도는 피복두께에 따

라 2.45~2.71%이고, 4주간의 인가 시에는 1.02~1.64%, 8주

간의 인가 시에는 0.58~1.35%로 나타났다. 즉 전기방식의 인

가 기간의 증가에 따라 잔존 염소이온량이 감소함으로써 탈

염효과가 증대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8주간의 전기방식 적

용의 경우 철근깊이에서 잔존 염소이온량이 약 0.6%로 철근

부식 임계염소이온농도(0.4%) 수준으로 감소함에 따라 전

기방식 이후 부식의 가능성이 현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2주 

및 4주간의 전기방식 인가의 경우 잔존 염소이온농도가 

2.42, 1.02%로 여전히 철근부식이 활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충분한 탈염효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일정

한 인가 전류에 따라 충분한 통전기간이 확보되어야 만이 가

능하고 동시에 추가적인 부식의 위험도를 감소시킬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전기방식 인가 기간에 따른 탈염효과를 콘크리트 피복두

께에 따라 추출된 염소이온의 농도비로 Fig. 5에 나타내었

다. 탈염효과는 위에서와 마찬가지로 전기방식 인가 기간의 

증가에 따라 확연히 상승함을 확인하였다. 예로써 2주간의 

인가 기간의 경우 탈염비율이 약 30.8~40.0%인 반면, 4주간

의 인가 시에는 62.1~73.4%, 8주간의 인가 시에는 64.7~83.7%

로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탈염비는 콘크리트 중의 염소이온

의 존재형태에 관한 새로운 가설을 뒷받침할 수 있다. 콘크

리트에 존재하는 염소이온의 경우 총 염소이온의 농도에 따

라 약 60~70%가 수화물과의 흡착 또는 화학적 반응에 의해 

고정화 되며 콘크리트 내에서 화학적 반응성이 실제로 거의 

없으며 공극수를 통한 이동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왔

다.8)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전기방식 인가 기간이 8주일 경

우 철근깊이에서 탈염비율이 이를 상회하는 80% 정도임을 

감안할 때 상당한 양의 고정화된 염소이온이 추출되었음을 

알 수 있다. 즉, 고정화 된 염소이온의 운동성과 화학반응성

을 고려할 때 전기방식과 같은 대전 상태에서도 염소이온의 

이동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져 왔으나 고정화된 염소이온

의 최소 10%이상은 운동성을 가질 수 있으며 전기방식을 통

해 제거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고정화된 염소이온 가운데 

흡착된 형태의 염소이온일 것으로 판단되는데, 수화물과의 

반응을 통해 화학적으로 전이된 고정화된 염소이온(Crystlized 

salt 또는 Friedel's salt)의 경우 화학적 분해가 실제로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 반면, 흡착된 염소이온의 경우 시멘트 수화

물 표면에 물리적으로 염소이온이 존재하기 때문에 외부의 

강한 구동력이 발생 할 경우 물리적 Isolation이 가능하며 이

후 전기방식에 의해 추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본 연

구에서는 전기방식 이후 잔존하는 염소이온에 대해 화학적

으로 고정화/결정질화 된 염소이온과 물리적으로 흡착된 염

소이온의 농도를 구별하여 측정하지 않음으로, 이에 대한 

실질적인 증거가 아닌 추론으로 논의함에 한계가 있다. 

또한 탈염효과는 콘크리트 표면부보다 철근부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인가 전류의 콘크리트의 저항에 

따른 감소로 인한 구동력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방식의 전기적 회로는 콘크리트 중의 철근이 음극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부착된 티타늄 망이 양극으로 하여 콘크리

트를 전도체로 완성된다. 그러나 실제로 콘크리트의 전기적 

비저항이 매우 크기 때문에 양극과 음극으로부터 거리가 멀

어질수록 부하되는 실제 전류량이 감소한다. 그러므로 콘크

리트 중앙부에서 보다는 양단 주변에서 이온의 전기적 이동

이 활발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도 탈염비율이 철근부(피복

두께 20 mm 근처)에서 더욱 증가하였다. 그러나 콘크리트 

표면부의 경우 추출되어 온 염소이온이 전해질 용액에 용해

되는 과정에서 염소이온의 용해지연에 따라 오히려 탈염효

Fig. 4 Chloride ion concentration at different depths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Fig. 5 Percentage of chloride extraction to total admixed 

in concrete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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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3 전기방식에 따른 부식 복원

전기방식에 따른 부식복원의 측정을 위해 선형분극법을 

통한 부식전류, 부식전위의 측정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

다. 전기방식의 인가 기간의 증가에 따라 부식전류는 감소

하고 부식전위는 증가함으로써 부식량이 감소함을 확인하

였다. 전기방식을 가하지 않은 경우, 콘크리트 중의 철근의 

부식전류는 약 1,200 mA/m2, 부식전위는 -650 mV (vs. SCE)

로 매우 높은 부식정도를 나타낸 반면, 2, 4, 8주간의 전기방

식 인가 이후 부식전류는 각각 80.5, 10.2, 6.5 mA/m2로 감소

하였으며 부식전위는 -550, -480, -330 mV (vs. SCE)로 증가

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전기화학적 값은 여전히 콘크리

트 중의 철근은 부식상태에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즉, 전기

방식에 의해 철근의 부식정도는 인가 기간의 증가에 따라 상

당량 감소할 수 있으나 완전한 철근부식의 복원은 불가능함

을 반증하고 있다. 부식된 철근의 완전한 복원을 위해서는 

더욱 강한 전류를 인가하거나 전기방식 인가 기간을 증가시

켜야 하는데 인가 전압의 한계로 강한 인가 전류는 현실적으

로 불가능하여 인가 기간을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방식의 경우, 탈염이나 재알칼리화를 목적으로 적용할 

때 인가 기간이 약 6~8주로 한정된 점을 고려할 때 전기방식

을 통한 부식의 원인인 염소이온의 제거나 중성화된 콘크리

트의 알칼리도를 높이는데에는 효과적이나 부식의 복원이 불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음극방식법(Cathodic protection)

과 같이 낮은 인가 전류 대신 인가 기간을 무한정으로 증가

시킴으로써 장기적인 부식복원을 획득할 수 있다. 기존의 

전기방식 사례를 보면, 전기방식 이후 부식의 복원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대개는 반전지전위(Half-cell potential)의 측

정을 통해 확인하였으며 항상 임계전위 이상으로 부식이 복

원되었음을 보고하여왔다.9,10) 그러나 반전지전위법은 콘크

리트의 함수상태, 대기온도 등의 조건에 민감하고 측정 상

의 오류, 예를 들면 전극과 콘크리트의 접촉도, 전해질용액

의 종류 및 청정도에 따라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특히 반전지전위의 측정에 따른 부식복원의 

판단은 정성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부식복원의 정

도(또는 잔존부식의 정도)를 파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음

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와는 달리 본 연구에서는 부식전류

량을 정량적으로 측정함으로써 부식의 복원을 수치상 표현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증 또한 육안조사로 실시하였다. 

전기방식에 따른 부식복원을 확인하기 위해 콘크리트의 

구조거동 실험 후 콘크리트 표면을 제거한 후 철근을 떼어내

어 육안조사를 Fig. 7과 같이 실시하였다. 전기방식을 하지 

않은 콘크리트에서의 철근은 철근 표면에 고르게 부식이 분

포하였는데 이는 염소이온이 콘크리트 침투를 통한 Pitting 

corrosion이 아닌 콘크리트 내재 염소이온에 의해 부식이 발

생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전기방식의 인가 기간의 

증가에 따라 철근표면의 부식량이 현격하게 감소함을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8주간의 인가 이후에는 철근 표면에 국소적

으로 녹이 분포하고 있으며 위치는 철근 중앙부 외에 양 끝

단에 주로 산재되어 있다. 그러나 여전히 녹이 존재함은 상

Fig. 6 Corrosion rate and potential of steel bars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a) Untreated

(b) 2 weeks treatment

(c) 4 weeks treatment

(d) 8 weeks tratment

Fig. 7 Steel rebars after extracting from concrete subjected

to electrochem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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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전기화학적 측정결과와도 일치 하는바, 전기방식에 따

른 부식복원에 한계가 있음을 확증한다. 

4. 구조거동 결과 및 고찰

4.1 하중-변위 관계

초기에 보의 중앙부에서 휨 균열의 발생 이후 급격하게 

내력의 감소와 함께 수직 변위가 증가하였다. Fig. 8은 전체 

시험체의 하중-변위 관계 곡선을 나타낸 것이다. 최대하중 

후의 거동에서 전기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시험체가 가장 많

은 부식정도를 보였으며, 이때의 최대하중은 Control (염소

이온혼입 및 전기방식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 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최대하중 비교를 보면, 8주간의 전기방식 인가를 

제외하고 최대하중의 증가를 나타내었으며 최대 약 6% 향

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후 부식이 점차 제거됨에 따라 

증가한 최대하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며 8주간의 전

기방식 인가에서 부식이 없는 Control보다 1.2% 낮은 최대하

중을 나타냈다. 일반적으로 부식이 발생하여 녹이 발생하면 

철근의 단면 손실에 따른 철근의 내력저하로 인해 최대하중 

및 성능의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러나 

실험결과에서 전기방식을 통한 부식생성물의 제거과정을 

거친 시험체의 구조성능은 최대하중의 관점에서 크게 감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원형철근을 사용한 연구

에서는 콘크리트 내에 원형철근의 부식 발생 시 콘크리트와 

접촉면의 저항성 증가로 인한 마찰력의 증가로 구속력이 없는 

경우 단일 철근만으로 부착성능이 부식률 2~4%에서 최대 성

능을 보이며 최대 2.5배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11) 이

는 이형철근보다 원형철근에서 작은량의 부식에 따른 내력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을 보여주고 있으며 부식에 예민하게 반

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전기방식을 적용하지 않은 

시험체는 Control보다 높은 최대강도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Fig. 9에서와 같이 최대하중 및 항복변위 비의 관계

에서 보면 변위는 시간에 따라 부식생성물이 제거될수록 크

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복변위는 가장 높은 최대

하중을 나타낸 전기방식을 인가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Control보다 모두 급격하게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부식생성물에 의해 콘크리트

와 철근의 접촉면에서 팽창된 응력이 감소하면서 철근을 따

라 발생할 수 있는 수평균열의 위험성이 제거되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4, 8주의 전기방식 인가한 시

험체는 Control보다 큰 연성효과를 보여준다. 철근부식에 따

른 휨 파괴거동은 최대하중보다 연성도에 미치는 영향이 보

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4.2 콘크리트 변형률

인장철근의 부식정도에 따라 휨 거동 시 콘크리트 압축영

역에서의 변형을 확인하기 위해 Point 2 (Fig. 1 참조)의 하중-
Fig. 8 Load-displacement relation curve for concrete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Fig. 9 Maximum load-yield displacement curve for concrete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Fig. 10 Concrete strain at point 2 within compressive region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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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형률 관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이 구간의 부식에 따른 

거동 특성이 전기방식 인가 4, 8주의 시험체가 Control 보다 

18~74% 낮은 하중에서 중립축의 변화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대적으로 부식 수준이 높은 전기방식 미적용 

및 인가 2주의 시험체는 38~71% 큰 최대하중에서 변화가 발

생했다. 콘크리트의 최대변형률은 Control 127×10-6 보다 모

두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영향은 철근에 존재하는 부식수

준에 따라 콘크리트와 철근의 일체거동의 효과를 반영한 결

과라고 생각된다. 

4.3 철근부식에 따른 파괴양상

본 연구에서는 철근의 부식정도에 따라 시험체 별 휨 성

능의 차이를 설명하기 위해 Fig. 11과 같은 시험체 파괴 후 균

열의 양상을 나타내었다. 균열의 양상은 배근된 철근의 길

이 방향에 따라 발생하는 수평균열로 휨 균열 이후 철근을 

따라 발생하는 수평균열이 구조물의 거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파괴양상은 전단철근이 존

재하지 않는 시험체의 특성에 기인하나 철근의 부식에 의한 

전형적인 균열양상으로 판단된다.12-14) 특히 전기방식을 적

용하지 않은 시험체와 2주간 전기방식을 적용한 시험체의 

경우 최대하중에 가까워지면서 갑작스럽게 인장철근 하단

부의 콘크리트 피복부위가 탈락되었다. 이와 같은 2개의 시

험체는 보 길이의 1/4지점 구간에 상당히 많은 양의 부식을 

나타내고 있다.

4주와 8주간의 전기방식을 적용한 시험체는 파괴된 후에

도 피복이 탈락되지 않고 철근의 슬립이 상당부분 발생하였

다. 이와 같은 영향은 부식이 전기방식에 의해 부식생성물

이 일부 제거된 것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되며 철근의 

부식생성물이 제거되는 수준에 따라 부재의 항복변위와 연

성능력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2주간의 전

기방식의 경우 제거되지 않은 부식생성물이 콘크리트와 철근

의 부착성능 향상으로 최대하중의 증가를 나타냈으나 일정 하

중이상에서 취성적인 파괴를 나타냈다. 이러한 파괴양상 및 

거동특성은 미량의 부식이 부착성능의 증가와 이로 인한 내력

향상에 의한 구조성능을 향상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15,16)

5. 결    론

본 연구는 콘크리트 중의 철근부식에 따른 염소이온의 제

거와 부식복원을 위한 전기방식법의 적용 시, 탈염효과, 부

식복원 및 구조거동의 평가를 통해 전기방식효과에 관한 보

수보강의 효과를 정량적으로 산정하고자 하였으며 각기 세

부적으로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전기방식은 일정한 인가 전류량 대비 인가 기간의 증

가에 따라 탈염의 양이 증가하였으며 최대 8주간의 인

가의 경우 자유염소이온 외에 일부 고정화된 염소이온

도 추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염소이온의 추

출은 철근부에서 더욱 뚜렷이 나타남으로 차후 부식의 

가능성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2) 전기방식에 의해 탈염과는 별도로 부식된 철근의 복원

은 전기화학적 측정 결과 부식의 완전한 복원은 8주간

의 인가 기간 내에 이루어지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다

만, 전기방식 인가 기간의 증가에 따라 부식전류가 감

소하고 부식전위는 증가함으로써 부식의 위험도가 낮

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3) 전기방식의 적용 시 콘크리트의 구조거동에 있어 최대

하중은 인가 기간에 따라 감소하였으나 Control보다는 

항상 높은 값을 유지하였으며 이는 철근부식에 의해 

오히려 부착성능의 향상에 따른 최대하중의 증가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식의 복원에 따라 하중 

재하 시 파괴양상은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잔존부식

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5년도 정부(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기초연구사업임(No. 

2015R1A5A1037548).

References

1. Orellan, J. C., Escadeillas, G., and Arliguie, G., “Electrochemical 

(a) Untreated

(b) 2 weeks treatment

(c) 4 weeks treatment

(d) 8 weeks treatment

Fig. 11 Patterns of specimen breakage at structural test of 

concrete specimen after electrochemical treatment



116 �한국콘크리트학회논문집제29권제1호(2017) 

Chloride Extraction: Efficiency and Side Effects”,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ol. 34, 2004, pp. 227-234.

2. Perez, A., Climent, M. A., and Garces, P., “Electrochemical 

Extraction of Chlorides from Reinforced Concrete Using a Conductive 

Cement Paste as the Anode”, Corrosion Science, Vol. 52, 

2010, pp. 1576-1581.

3. Canon, A., Garces, P., Climent, M. A., Carmona, J., and 

Zornoza, E., “Feasibility of Electrochemical Chloride Extraction 

from Structural Reinforced Concrete Using a Sprayed Conductive 

Graphite Powder-cement Paste as Anode”, Corrosion Science, 

Vol. 77, 2013, pp. 128-134.

4. Rasheeduzafar, S., Ali, M. G., and Al-Sulaimani, G. J., 

“Degradation of Bond Between Reinforcing Steel and Concrete 

Due to Cathodic Protection Current”, ACI Material Journal, 

Vol. 90, 1993, pp. 8-15.

5. Ihekwaba, N. M., Hope, B. B., and Hansson, C. M., “Pull-out 

and Bond Degradation of Steel Rebars in EC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ol. 26, 1996, pp. 267-282.

6. Marcotte, T. D., Hansson, C. M., and Hope, B. B., “The Effect 

of the Electrochemical Chloride Extraction Treatment on Steel- 

Reinforced Mortar Part II: Microstructural Characterization”,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ol. 29, 1999, pp. 1561-1568.

7. Song, H. W., Jung, M. S., Lee, C. H., Kim, S. H., and Ann, 

K. Y., “Influence of Chemistry of Chloride Ions in Cement 

Matrix on Corrosion of Steel”, ACI Materials Journal, Vol. 107, 

2010, pp. 332-339.

8. Song, H. W., Lee, C. H., Jung, M. S., and Ann, K. Y., 

“Development of Chloride Binding Capacity in Cement Pastes 

and Influence of the pH of Hydration Products”, Canadian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Vol. 35, 2008, pp. 1427-1434.

9. Martinez, I., Rozas, F., Ramos, S., Gonzalez, M., and Castellote, 

M. “Chloride Electromediation in Reinforced Structures: 

Preliminary Electrochemical Tests to Detect the Steel Repassivation 

During the Treatment”, Electrochimica Acta, Vol. 181, 2015, 

pp. 288-300.

10. Miranda, J. M., Gonzalez, J. A., Cobo, A., and Otero, E., 

“Several Questions about Electrochemical Rehabilitation Methods 

for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Corrosion Science, Vol. 48, 

2006, pp. 2172-2188.

11. Congqi, F., Karin, L., Liuguo, C., and Chaoying, Z., “Corrosion 

Influence on Bond in Reinforced Concret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ol. 34, 2004, pp. 2159-2167.

12. Vidal, T., Castel, A., and Francois, R., “Analyzing Crack Width 

to Predict Corrosion in Reinforced Concret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ol. 34, 2004, pp. 165-174.

13. Djerbi, A., Bonnet, S., Khelidj, A., and Baroghel-bouny, V., 

“Influence of Traversing Crack on Chloride Diffusion into 

Concrete”, Cement and Concrete Research, Vol. 38, 2008, 

pp. 877-883.

14. Okada, K., Kobayashi, K., and Miyagawa, T., “Influence of 

Longitudinal Cracking Due to Reinforcement Corrosion on 

Characteristics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ACI Material 

Journal, Vol. 85, 1988, pp. 134-140.

15. Al-Sulaimani, G. J., Kaleemullah, M., Basunbul, I. A., and 

Rasheeduzzafar, “Influence of Corrosion and Cracking on 

Bond Behavior and Strength of Reinforced Concrete Members”, 

ACI Structural Journal, Vol. 87, 1990, pp. 220-231.

16. Yu, H. G, Lee, B. D., Kim, K. H., and Ahn, T. S.,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Rust Condition and 

Bond Strength in Reinforced Concrete Members”, Proceedings 

of Korean Concrete Institute, Vol. 10, 1998, pp. 621-627.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중의 철근부식의 보수로 전기방식법을 적용할 경우의 탈염, 부식복원 및 구조거동을 효과적

이고 정량적으로 평가하였다. 160×160×1000 mm의 콘크리트 시편을 제작하였으며 피복두께 20 mm의 원형철근 3본을 매립하였으

며 콘크리트 타설 시 염소이온 5.0%를 혼입하여 철근부식을 가속한 뒤 전기방식을 인가하였다. 전기방식 전류는 직류 750 mA/m2

를 2, 4, 8주간 인가하였다. 결과로서 탈염효과는 인가 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 최대 탈염비는 8주간의 인가 시 64.7-83.7%로 

측정되었다. 이는 시멘트계에서 염소이온의 50-60%가 고정화됨을 고려할 때, 일정량의 고정화된 염소이온 역시 탈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부식상태는 8주간의 전기방식 이후에도 6.5 mA/m2의 부식 전류 및 330 mV (vs. SCE)의 부식전위를 나타내 여전

히 부식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구조거동에 있어 부식의 증가로 인해 콘크리트의 최대하중은 증가하였으나, 전기방식을 적용함

에 따라 오히려 최대하중은 감소하였으나 Control시편보다는 상회한 값을 나타내 전기방식이 구조적 악영향은 없음을 확인하였다.

핵심용어 : 전기방식법, 구조 거동, 부식복원, 탈염, 재알칼리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