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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the impregnating layer formation by surface protective materials or impregnants and the adhesion method by polymer,
FRP sheet or steel plate in the surface protective method of concrete structure. The surface impregnation method by impregnants
improves the durability of concrete structure by modifying the structure of the concrete surface and also have a merit that can be shortly
applied in place without the decrease of concrete surface appearance and is easily applied again. This study is interested in
manufacturing the concrete surface impregnants including lithium and potassium silicate for the repair of the exposed concrete and
the color concrete requiring the advanced function in view of the concrete appearance. The durability and porosity properties was tested
for the review of application.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 that the effective content of silicate ranges 5 to 20% and the separate
application of the first impregnant and the second impregnant is effective for the optimum performance. The adhesion in tension is
slightly increased but the reinforcement of concrete substrate is slight. So, the concrete impregnant of this study is more desirable for
the improvement of durability rather than the reinfor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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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층부는 시공시부터 주변의 환경

조건에 노출되며 이 환경조건은 구조물의 외관 및 내구

성에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공장지대

및 바다와 인접한 지역은 CO2와 Cl
−

에 의해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저하한다. 이러한 콘크리트의 내구성 저하는 이

온의 표면부착에 의해 콘크리트 표층부에서부터 발생하

여 내부로 침투되어 더욱 악화된다. 특히, 표면에서 내부

로 이어지는 열린 기공(Open pore)을 통한 이온의 확산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현상을 가속하는 주요 원인이 된

다.
1,2)

 이러한 구조물의 열화진행억제 또는 내구성 향상

을 목적으로 각종의 표면보호공법과 이와 겸용되어 단면

수복공법들이 적용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보호공법

은 표면피복이나 함침제에 의한 함침층 형성, 이외에 폴

리머와 FRP시트나 강판에 의한 접착방법 등이 이용된다.

이중 시트나 강판에 의한 방법은 구조물을 보강하는 의

미에서 적용된다. 침투성 함침제에 의한 표면함침공법은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함침에 의해 표층부 조직의 개질

과 기능성 부여 등을 통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표면함침공법은 콘크리트표면의 외관을 손상

하지 않고 적은 공정과 단기간에 시공이 가능하며 시간

의 경과에 따른 재시공시 함침제를 재함침시키는 것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특징을 지닌다. 표면함침공법은

중성화, 염해, 동해, 알칼리골재반응 등의 콘크리트구조물

의 열화를 억제하거나 방지하는 대책으로서 유효하고 예

방보전을 전제로 신설구조물에의 적용과 기설구조물의 보

수나 혹은 다른 보수공법과 겸용하여 적용할 수 있다.
3-5)

 

범용으로 시판되는 침투성 함침제는 Silane계 및 silicate계

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 Silicate계 침투성 함침제는 콘크

리트 표면이나 균열부에 함침하여 표면부터 수mm의 범위

에 걸쳐 보호층을 형성하여 물 혹은 CO2 및 Cl
−

 등의 열화

인자 침입을 방지하며 또한 탄산화된 부위에 알칼리를 공

급하여 재알칼리화를 도모한다. Fig. 1은 lithium silicate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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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으로 하는 침투성 함침제의 시멘트 수화생성물인 Ca(OH)2

와 반응과 알칼리 부여 메커니즘 나타낸 것이다. Silicate계

함침제는 콘크리트에의 침투성을 향상하기 위해 점도 조절

과 콘크리트 중의 Ca(OH)2와의 반응을 개선하기 위한 반응

촉진제 및 경화제 등을 첨가하여 제조하며 콘크리트 구조

물 외관의 손상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다. 또

한, 개질을 통해 친수 및 자기세정 등의 기능성을 부여하기

용이하고 TiO2 등과 혼용하여 사용할 수 있어 널리 이용된

다. 침투성 함침제는 미세기공을 완전하게 메우지 않아 콘

크리트 본래의 통기성을 손상하지 않고 마감면이 그대로 노

출되는 노출 및 컬러콘크리트 등에 적용이 가능하다.
6-8)

 

본 연구에서는 Silicate계 함침제중 안정성이 높고 피막

의 내수성이 우수하여 alkali efflorescence 발생이 적은

lithium 및 potassium silicate를 사용하여 친수 및 자기세정

등의 기능성을 부여한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를 제조하

고 노출 및 컬러콘크리트 등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적용가

능성에 대해 검토하였다. 또한 선행 연구를 통해 발표한

탄산화 및 염해저항성 등의 후속 연구로서 침투성 함침제

도포에 따른 콘크리트 표층부의 부착특성 및 공극변화를

통해 내구성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2.1. 출발원료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의 출발원료로는 시판되는 lithium

및 potassium silicate를 사용하였고 물리 ·화학적 조성은

Table 1과 같다. Lithium 및 potassium silicate는 콘크리트

표층부에의 침투성능 향상 및 점도조절을 위해 SiO2 함

량을 조절하였고, 알루미늄계 경화제를 중량비로 0.15%

를 첨가하여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를 제조하였다. 제조

된 침투성 함침제는 SiO2의 함량은 5, 10, 20%이며 원료

의 배합표는 Table 2와 같다.

2.2. 시험체의 제작 

침투성 함침제의 부착특성 및 공극변화를 측정하기 위

해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시험체를 사용하였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시험체는 KS F 2403의 콘크리트 강도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에 준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체는 건축물에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호칭강도 21 MPa의 보통강도 콘크리

트이다. 콘크리트 시험체 제조에 사용된 잔골재는 세척사

이고, 굵은골재는 최대치수 20 mm의 골재를, 혼화제는 고

성능 AE감수제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배합시의 W/C는

54.3%이고, 단위수량은 157 kg/m
3
이며 배합표는 Table 3과

같다. 또한, 목표슬럼프값은 12±3 cm, 공기량은 4±1%이고

제조된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은 목표치를 만족하

였다. 부착특성 및 공극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모르타르 시

험체는 굵은골재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제

조한 후 5 mm체를 이용하여 굵은골재를 걸러내고 남은 시

멘트 모르타르로 제작하였다.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시험

Fig. 1. Alkali silicate reaction mechanism of concrete

impregnants.
2)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tart Materials

Color
Silica

content (%)

Li2O

content (%)

K2O

content (%)

Mole 

ratio

Density

(g/ml)

Viscosity

(cps at 20
o
C)

Lithium silicate water-white 21.6 1.37 - 7.93 1.17 27.2

Potassium silicate water-white 20.0 - 6.50 4.36 1.20 8.5

Table 2. Mix Proportions of Concrete Impregnants

Unit (wt%)

Type

SiO2

content 

(%)

Liquid alkali silicate 

(wt%) Hardener

(liquid wt%)Potassium 

silicate

Lithium 

silicate

Plain - - - -

PL

5 5 75 25 0.15

10 10 75 25 0.15

20 20 75 25 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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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7일 습윤 및 21일 기건 양생 후 침투성 함침제를 2차

에 나누어 도포하였고 총사용량은 0.3 kg/m
2
이다. 1차도포

는 0.2 kg/m
2
이며, 2차도포는 0.1 kg/m

2
이고 1차 도포 후 24

시간의 간격을 두고 도포하였다. 모르타르 시험체는 함침

제의 표면특성, 부착특성 및 공극변화 분석을 위해 사용되

었고 콘크리트 시험체는 내구특성 분석을 위해 사용되었다. 

2.3. 시험방법

모르타르 시험체의 크기는 200×160×50 mm이고 침투

성 함침제 도포 후 다이아몬드 커터를 이용하여 40×40×

10 mm로 잘라 강재형틀에 접착하여 인장접착강도를 측정

하였다. 또한, 콘크리트 함침제 도포에 따른 함침층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접착파괴형상을 Fig. 2로 구분하고

함침층의 파괴면적 및 형태에 따라 10단계로 구분하여 평

가하였다. 강도 및 파괴형상은 함침제 도포 후 1개월 및

3개월이 경과한 후 측정하였다. 

침투성 함침제 도포에 따른 공극특성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전술한 모르타르 시험체를 사용하였으며 함침제 도

포 후 다이아몬드 커터를 이용하여 5mm의 입방체로 절

단하여 측정하였다. 공극률 및 세공구조의 측정은 수은압

입에 의한 포로시미터(Porosi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함침제 도포에 따른 함침깊이 측정은 직경 100 mm, 높

이 200 mm의 원형 콘크리트 시험체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유효한 함침깊이를 측정하기 위해 촉진 탄산화시험

을 실시한 후 탄산화된 영역에 다시 함침제를 도포하여

적색을 발하는 부분을 침투깊이로 측정하였다. 함침깊이

측정을 위한 조건은 20
o
C, 60%R.H., CO2 10%로 촉진 탄

산화 챔버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의 점도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의 점도를 Fig. 3에 나타내었다.

PL-5, 10의 경우 점도는 4cP 이내로 거의 유사하였으며

PL-10의 경우가 약간 높은 경향을 보였다. PL-20의 경우

점도가 10cP 이상이나 콘크리트 함침작업에 불편함은 없

을 정도의 저점도이다. 침투성 함침제는 실리카 성분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점도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출발원료인 lithium silicate의 점도가 potassium

silicate 보다 높음에 기인한다. 또한 점도는 온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PL-5,10 보다는 PL-20의 경우 감

소하는 경향이 크게 나타났다. 

침투성 함침제는 점도가 작을수록 깊이 침투하는 경향

을 보이기 때문에 침투성능 및 작업성능이 우수하지만 내

구성능 향상에는 제약을 가져올 수 있다. 또한 외장면 자

체가 노출되는 콘크리트 마감의 경우 표층부를 치밀하게

시공하므로 함침제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다. 그러므로 함

침제의 점도는 콘크리트 바탕면에 적합하게 제조되어야

하고 기대되는 내구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1차, 2차에

걸쳐 성질이 다른 침투성 함침제를 도포하는 것이 유리

하다. 특히 표층부의 세공이나 미세한 균열이 있는 경우

함침하기 쉬운 조건으로 점도를 조절한다.
3)

Table 3. Mix Proportion of Plain Concrete

W/C

(%)

S/a

(%)

Unit weight (kg/m
3
)

AE agent

(C*%)

Slump

(cm)

Air

content

(%)

Compressive

strength

(MPa)Water Cement Sand Gravel

Concrete 54.3 47.5 157 289 888 989 0.9 11 4.7 24

Fig. 2. Adhesion test in tension and types of failure modes of specimens.



Silicate계 콘크리트 함침제 도포에 따른 부착특성 및 공극변화 279

제47권 제4호(2010)

3.2. 함침제의 접착특성 평가

Fig. 4는 침투성 함침제 도포에 따른 시멘트 모르타르

피착체의 인장접착강도와 접착면의 파괴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인장접착강도는 함침제의 도포에 따라 약간 증가하

는 경향을 보였으며 3.0 MPa 전후의 값을 보였다. 이는

보통의 함침제 및 폴리머계 보수재에서 요구되는 성능수

준인 1.0 MPa 이상의 값으로 콘크리트 바탕면에 함침되

어 콘크리트 구체의 강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며 콘크

리트 구체의 강도가 높아 인장접착강도도 크게 나타났다.

침투성 함침제의 종류에 따른 인장접착강도는 PL-5의 경

우 가장 높은 값을 나타냈으며 함침제 도포에 따라 약간

강도가 향상되었다. 하지만 Plain 시험체와 비교하여 5%

이내의 값으로 콘크리트 구체강화 효과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Silicate계 침투성 함침제는 콘크리트 표면에 함

침층을 형성하지만 강도개선의 효과가 낮아 내구성능 향

상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재령

의 경과에 따라 함침제의 도포에 상관없이 인장접착강도

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체의 재령증가에 따른 강도증진에 따라 인장접착강

도도 증가하는 경향에 따른 결과이다. 

또한, 시험체의 파괴형상에서는 재령 1개월 시험체는

일부 접착면 파괴와 콘크리트 시험편의 표층부가 파괴되

는 형태가 관찰되었다. 일부 접착면 및 표층부의 파괴는

함침제의 도포에 상관없이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나 그 중

함침제를 도포한 시험체의 경우 표층부가 파괴되는 비율

이 Plain 시험체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다. 또한, PL-5의

경우가 표층부가 파괴되는 형태의 비율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이는 PL-5 함침제가 가장 깊이 침투하여 콘크

리트 표층부와 반응하여 강도개선 효과를 보인 결과이다.

하지만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편의 강도가 크고 인장강도

도 약간 증가하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강도개선 효과에 의

한 표층부 파괴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성은 미미하였다.

재령 3개월 시험편의 파괴형상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

였으나 표층부 파괴형태가 1개월 시험편에 비해 약간 증

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3. 공극분포의 변화

침투성 함침제를 도포한 시험체의 공극률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Plain 시험체는 설계기준강도가 21 MPa인 보

통강도 콘크리트로 공극률은 약 21.3 Vol%이었다. 침투성

함침제를 도포한 PL-5, PL-10 및 PL-20 시험체의 공극률

은 각각 18.3, 17.1, 17.6 Vol% 로 약 3~4% 감소하였다.

경화된 콘크리트 공극은 겔공극(Gel pore), 모세관공극

(Capillary voids), 연행공극(Air bubbles and voids) 및 열

린 기공(Open pore)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겔공극

Fig. 3. Temperature vs. viscosities of concrete impregnants.

Fig. 4. Adhesion in tension to cement mortar substrates and

failure mode distribution of concrete impregnants at

curing periods of 1 and 3months. 

Table 4. Porosity of Concrete Impregnants

Plain PL-5 PL-10 PL-20

Porosity

(Vol%)
21.3 18.3 17.1 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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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nCaO-SiO2-H2O(이하 C-S-H 수화물) 사이의 공극으로

1~5 nm 크기이며 콘크리트의 강도와 상관관계를 가지며

모세관공극은 C-S-H 수화물과 Ca(OH)2와의 사이의 공극

으로 10 nm~1 µm 크기를 지닌다. 또한 연행공극은 1 µm

이상으로 크게 혼화제에 의해 연행된 공극과 콘크리트 배

합시 포함된 기포를 포함하며 열린 기공은 콘크리트 표

층부의 기공을 말한다. 콘크리트의 공극은 표면부터 내부

로 이어져 있어 콘크리트의 공극을 제어하여 외부의 유

해인자 침입을 방지하고 내구성능을 향상하기 위한 여러

방법들이 적용된다. 침투성 함침제의 경우도 콘크리트 표

면으로부터 연결된 공극으로 침투하여 공극을 메워 내구

성능을 향상한다.
9)

공극률은 침투성 함침제의 종류에 상관없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100 µm 이상의 공극의 감소가 현

저하였다. 100 µm 이상의 공극은 AE혼화제의 의해 생성

된 연행공극과 열린 기공으로 분류된다. 또한 100 µm의

공극의 감소는 침투성 함침제를 도포한 시험체 모두 동

일하게 감소하였다. 콘크리트 내부의 공극 중 겔공극이나

모세관공극에서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가장

큰 공극영역인 연행공극이나 열린 기공이 메워져 침투성

함침제 도포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침투성 함침제 도포에 따라 콘크리트 표층부에 함

침되어 공극률에 영향을 미쳤지만 내부의 공극은 완전히

충전하지 못하였고, 또한 콘크리트 표층부의 기공 또한

밀폐되지 않은 열린 기공의 형태로서 반응하고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침투성 함침제 도포시

가압하지 않고 롤러도장을 이용하였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로의 침투가 용이하지 않아 표층부의 연행공극 및 열

린 기공에서만 공극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발휘하였다. 침

투성 함침제 도포시 가압이 가능한 공법이나 강제적 주

입방법을 도입하면 침투깊이 면에서 보다 큰 효과를 발

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공극분포에 따른 누적공극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누

적공극률도 100 µm의 전후의 공극 변화가 현저하고 100 µm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미소영역별 공극률의 변화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침투

성 함침제의 도포에 따라 콘크리트의 강도와 상관관계를

지니는 0.05 µm 공극이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

한 1 µm 이상 범위의 공극이 크게 감소하였는데 이는 전

술한 바와 같이 100 µm 범위 공극의 감소에 따른 결과이

고 공극의 감소는 외부조건으로부터 유해인자를 차단할

수 있어 내구성능 향상을 예측할 수 있다. 

Fig. 8은 FE-SEM 및 Video Microscope에 의한 조직관

찰 결과로서 nm 크기의 실리카 층의 형성과 열린 기공에

서의 실리카 코팅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연행공극이나 열

Fig. 5. Porosity vs. pore size of concrete impreg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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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기공은 100 um ~1 mm의 크기이므로 침투성 함침제의

도포에 따라 내부로 침투하여 공극의 일부가 메워지는 효

과를 발휘할 수 있다. 또한 내부로 침투된 함침제는

CaSiO3의 결정층을 생성하여 CO2나 Cl
- 
침입을 차단하여

구조물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 

3.4. 탄산화 및 재알칼리화 침투깊이 

시험체의 촉진 탄산화시험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촉진 탄산화시험 결과 침투성 함침제를 사용하지 않은

Plain 시험체의 경우 2주경과 후 약 8 mm, 4주경과 후 약

10 mm, 8주경과 후 15 mm 정도의 CO2에 의한 탄산화 깊

이를 보였다. 침투성 함침제를 도포한 경우 Plain 시험체

보다 탄산화의 진행이 적어 함침제 도포에 따른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침투성 함침제가 콘크리트 내부

의 Ca(OH)2와 반응하여 CaSiO3의 결정층을 생성하여 구

체강화 및 열화방지의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판단된다. 

촉진 탄산화시험 후의 침투성 도포제의 도포에 따른 침

투깊이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실리카 함량이 5%로 점

도가 작은 PL-5 시험체의 경우 약 5 mm 정도로 침투깊

이는 가장 크게 나타났다. PL-10 및 PL-20 콘크리트 함

침제를 도포한 시험체의 경우 4 mm, 1 mm 전후로 나타

나 실리카 함량이 높을수록 침투깊이는 작게 나타났다. 

Silicate계 침투성 함침제는 약 pH가 13인 강알칼리 용

액으로 기 탄산화된 부분에 침투하여 알칼리 부여와 성

능회복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침투성을 향상을 위해

실리카 함량 및 점도를 조절하며 반응촉진제나 경화제를

첨가하여 사용한다. Sodium silicate는 습윤바탕에 적용하

는 것이 일반적이며 lithium 및 potassium silicate는 건조

Fig. 6. Cumulative porosity vs. pore size of concrete

impregnants.

Fig. 7. Relative cumulative porosity change of concrete

impregnants.

Fig. 8. SiO2 Coated in concrete surface structure with PL.

Fig. 9. Carbonation depth of concrete impregnants.

Fig. 10. Penetration depth of concrete impregn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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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에 도포하여 양생을 실시한다. 콘크리트구조물 외관

의 손상없이 비교적 간편하게 시공할 수 있고 열린 기공

을 완전하게 메우지 않으므로 콘크리트 본래의 통기성을

손상하지 않는다.
3,5)

 또한 침투깊이나 최적의 성능을 나

타내기 위해서는 1, 2차 도포용액을 달리하여 1차 도포제

는 침투성능이 높은 도포액을 선택하고 2차 도포제는 콘

크리트 외부로 연결된 기공을 충분하게 메워줄 수 있는

조합도 필요하다. 본 연구 이후 침투깊이에 따른 구체강

화 효과나 알칼리회복 등의 성능항목과 현장 적용 및 최

적 도포방법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4. 결 론

Silicate계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의 도포에 따라 콘크

리트 표층부의 부착특성 및 공극특성이 변화하였으며 내

구성능 저하가 예상되는 부위의 성능을 확보할 수 있는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Silicate계 침투성 함침제는 SiO2 함량이 작고 점도가

낮은 PL-5가 침투깊이의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였고 PL-

20이 탄산화 방지 측면에서는 가장 유리하였다. 콘크리트

침투성 확보를 위해 유효한 실리카 함량은 5~10%의 범

위이며 최적의 성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1차, 2차 도포

용 함침제를 구분하여 적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2. 함침제 도포에 따라 인장접착강도는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함침제 도포에 따른 현저한 구체강화의

개선효과는 발휘하지 못했다. 또한 파괴형태도 접착면 보

다는 표층부가 파괴되는 형태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표

층부 개질에 따른 강도 개선은 확인할 수 있었으나 현저

한 효과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Silicate계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는 강도개선 보다는 탄산화 등의 내구성능 향상을

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함침제 도포에 따라 공극률은 연행된 공극 및 열린

기공인 100 µm 이상에서 변화가 크게 나타났으며 콘크리

트 표층부로부터 내부로 침투되어 반응하며 표층부의 공

극률이 약 3~4% 감소한다. 

4. Silicate계 콘크리트 침투성 함침제는 콘크리트 표층

부의 공극률의 감소시켜 탄산화 및 내구성능 향상에 효

과가 크다. 하지만 공극을 완전히 충전하지 못하고 열린

기공의 형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효과가 저감될 수 있

으므로 침투깊이 및 보강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적절

한 조합 등에 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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