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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literature of present study was performed with content of chloride by total 6 level. After 

casting, and then, to measure the results of corrosion in a quick time used accelerated method of 

corrosion during 20 weeks. Both Galvanic and Half-cell for 20 weeks was used to model the 

initial time to corrosion, and then current of corrosion was measured by using Linear polarization 

at the end of cycling. The processing of steel used in concrete is same way as the case of mortar 

and also the initial time of corrosion was measured.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염분 혼입량을 6단계로 나 어 시험을 실시하 다. 이때 코 재와 염분 혼입량 외의 

향인자에 한 향을 이기 해서 모르타르의 구성 성분은 동일하게 하여 시편을 제작하 으며 

부식 결과를 빠른 시간내에 도출하기 하여 부식 진법을 사용하여 20주간 시험을 실시하 다. 20주 

동안 Galvanic과 Half-cell을 통하여 부식 개시시기에 한 모델링을 하 으며, 싸이클 완료 후 Linear 

polarization을 이용하여 부식 류를 측정하 으며, 철근을 모르타르와 동일한 방법으로 코 하여 콘

크리트에 용 부식개시 시기를 알아보았다.

1. 서   론

  

  반 구 이라고 생각했던 콘크리트는 환경 인 요인으로 인한 피해(염해, 성화 등)에 의하여 성능

하를 일으키게 되고 심지어 괴에 이르게 된다. 그 에서 해양환경 하에서 염화물 이온의 침투로 

인한 염해, 기 의 이산화탄소와 화학  반응을 일으켜 생기는 탄산화와 같은 성능 하 상으로 

인하여 콘크리트 내의 철근 부식의 발생이 증가함에 따라 철근 부식에 한 심이 증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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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개요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는 시멘트(비  3.15  , 분말도 3,200  ), 알루미나시멘트(비  3.0

 , 분말도 4,000  ), 수산화칼슘, 열경화성 라스틱(이하 Epoxy라 약함)을 무기  유기재료

로 사용하 으며, KS규격에 합한 13mm의 굵은골재와 잔골재, 작업 코 재의 성능  작업 환경의 

조 을 하여 PC계열인 유동화제를 각각 사용하 다. 한 철근은 표면이 탄소형 연강 원형 철근

을 각각 사용하 다.

2.2 배합  제작

  철근 코 재의 배합은 코 하지 않은 것(이하 NC)과 OPC, CAC, Epoxy, CH로 나 어 실시하 다. 

한 모르타르와 콘크리트의 배합은 시멘트 : 잔골재 = 1 : 2.45, 시멘트 : 잔골재 : 굵은골재 = 1 : 

2.45 : 3.17의 비율로 하 으며, 시편 내부의 염분량은 시멘트 량 비 0, 1, 2, 3, 5, 7% 등 총 6수

으로 혼입하 다.

2.3 부식 평가 방법

  본 실험에서 기화학  방법으로는 Linear Polarization, Galvanic  Half-cell의 3가지 방법과 물

리  방법으로 질량 손실법 등이 각각 사용 되 다.

3. 실험결과  고찰 

 

  갈바닉 류와 자연 를 측정하는 방법으로 염분혼입량에 한 부식개시를 측정할 수 있었고 염

분량이 1∼1.5% 정도에서는 제 로 측정이 되었지만 염분량이 1%미만, 3% 이상에서는  값이 상

으로 크게 나와 측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단된다. 한 부식 류와 질량 손실법처럼 정량

인 방법을 이용한 측정 방법에서는 두 가지 모두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Epoxy＜ OPC＜  

CAC ＜ CH의 순으로 값이 나타난 것으로 보아 유기물인 Epoxy를 제외한 무기물질 에서는 OPC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보 다. 

4. 결 론

  

  여러 가지 무기 물질을 물-시멘트에 따라 사용해 본 결과 OPC를 사용하 을 경우가 다른 무기물 

재료를 사용한 경우보다 작업성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단되었으며, Pitting이 일어났음에도 불구

하고 비슷한 성능을 보이는 것으로 서 에폭시 코 을 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진다. 한  

뿜어붙이기 시공방법을 사용할 경우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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