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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presented the analytical evaluation model effective in the concrete structure 

repaired with a patching material. The model considered the effect of the repair material on 

carbon dioxide penetration into the repaired concrete as evaluating the remaining service life of 

the CO2-deteriorated concrete structure after repair. The diffusion profiles of carbon dioxide as 

well as the carbonated concrete were effectively able to be modelled with analytical method 

based on Fick's 1st diffusion law.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탄산화에 의해 열화를 받은 콘크리트 부재의 보수 후 재열화과정을 Fick's 확산

(diffusion) 제1법칙을 이용하여 모델링하 다. 여러 콘크리트 보수재  단면복구재에 의해 보수된 

콘크리트 부재에 한 이산화탄소에 재탄산화를 고려한 합리 인 측식을 제시하 다. 연구결과는 

보수재의 이산화탄소 확산 로 일과 기존 구체콘크리트의 탄산화된 부분의 이산화탄소 확산 로

일을 효과 으로 모델링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1. 서론

보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원활한 리를 해서는 보수된 콘크리트 부재에 한 열화속도  과정

을 측할 수 있는 모델식이 필요한데 이 부분에 한 연구가 아직은 미진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

에서는 탄산화에 의해 열화를 받은 콘크리트 부재의 보수 후 재열화과정을 Fick's 확산법칙을 이용하

여 합리 인 측식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보수된 콘크리트 탄산화 침투과정 모델링

2.1 구체콘크리트의 확산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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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보수재의 탄산화과정             (b) 보수재의 완전탄산화 후의 탄산화과정
그림 1 보수된 콘크리트 부재의 재탄산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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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보수재의 확산모델링

보수재가 완 히 탄산화되는 시  은 식 (1)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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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보수재의 완  탄산화 후 확산 모델링




    


      
             식(4)

결론 으로 보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보수된 시 으로부터 남아있는 구조물의 잔존내구연한은 다

음과 같이 유도된 식으로 추측할 수 있다.

      = 




 + 

     

      
   식(5)

3. 결론

본 연구에서 제시된 모델식은 보수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 열화 과정을 해석하고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하며 향후에는 다른 보수재료에 한 탄산화 모델링을 수행해야 할 것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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