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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predict service life of concrete structures exposed to chloride attack, surface chloride concentration,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 and chloride corrosion threshold value in concrete, are used as important factors. Of these, as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 for concrete is strongly influenced by concrete quality and environmental conditions of structures

and may significantly change the service life of structures, it is considered as the most important factor for service life pre-

diction. The qualitative factors affecting the penetration and diffusion of chloride ion into concrete are water-cement (W/C)

ratio, age, curing conditions, chloride ion concentration of given environment, wet and dry conditions, etc. In this paper the

influence of W/C ratio and curing conditions on the diffusion characteristics of chloride ion in concrete was investigated

through the chloride ion diffusion test. In the test, the voltages passing through the diffusion cell were measured by accelerated

test method using potential difference, and then with the consideration of IR drop ratio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

for concrete with different W/C ratios were estimated by Andrade's model. Furthermore, under different curing conditions for-

mulas for the estimation of the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 have been proposed by the regression analysis considering

the effect of W/C ratio an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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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염해환경 하에 있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의 표면 염소이온 농도, 염소이온 확산계수

및 임계 염화물량 등이 주요 인자로 사용된다. 이들 중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콘크리트 품질 및 주변 환경조건 등에 많은

영향을 받으며, 이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수명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 내구수명을 예측하는 데 가장 중요한 인자

로 평가되고 있다.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 침투·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인 주요 인자로는 물-시멘트비, 재령, 양생조

건, 주위 환경의 염소이온 농도 및 건습조건 등을 들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염소이온 확산실험을 통해 물-시멘트비와

양생조건이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전위차를 이용한 촉진시험법에 의하여 확산셀을 통

과한 전위차를 측정한 후, Andrade의 모델에 의하여 전압강하량을 고려하여 3종류의 물-시멘트비를 갖는 콘크리트의 염소이

온 확산계수를 구하였다. 또한, 양생조건별로 물-시멘트비 및 재령 효과를 고려한 회귀분석을 통하여 염소이온 확산계수 추

정식을 제안하였다. 

핵심용어 : 염소이온 확산계수, 양생, 물-시멘트비, 재령,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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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제설제의 사용이 빈번한 환경에 노출되거나 해안가에 위치

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외부로부터 침투된 철근 주

위의 염소이온이 임계 농도에 도달되면 철근이 부식되어 부

착 균열이 발생함으로써 내구성이 크게 저하 된다(官川豊章,

1994). 이와 같이 염해환경 하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의 내구수명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표면

염소이온농도 및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사용하여 추정한 철

근위치에서의 염소이온량이 임계염화물량에 도달하는 시점을

구하여 철근의 부식개시 시기를 예측하는 방법이 유력하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

이 염해환경 하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

및 평가를 위하여 매우 중요하다(RILEM TC 130,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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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aCrete, 2000).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의 이동현상은 구조물이 위치한 환

경에 따라 확산, 침투 및 흡수 등과 같은 메커니즘이 복합

적으로 작용하고, 또한 실험결과를 얻는 데 장기간 소요되므

로, 이에 대한 실험방법 채택 및 평가에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이 같은 염소이온의 이동현상을 단기간에 정량적으로 평

가하기 위하여 미국, 유럽 등에서는 전기화학적 촉진실험방

법에 관한 많은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나, 실험방법 및 조건

에 따라 확산특성의 차이가 있으므로 아직까지 규정화된 시

험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 확산특성 평가를 위한 전기화학적

촉진실험방법에는 ASTM C 1202 방법(1994), Andrade 모

델(1993), Dhir 모델(1990), Zhang과 Gjφrv의 모델(1994)

및 Tang과 Nilsson의 모델(1992) 등이 있는데, 촉진실험방

법에 따라 염소이온 확산계수가 달라지므로 촉진실험방법의

선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촉진실험방법 중 실용성 측

면에서는 Tang과 Nilsson의 모델이, 신뢰성 측면에서는

Andrade 모델이 사용되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확산특성 평가시 신뢰성과 관련된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하

여 Andrade 모델을 채택하였다(문한영 등, 2001). 

한편, 전위차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촉진실험방법은 전해질

에 전기를 인가하여 전압강하(IR drop) 발생에 따라 확산특

성이 달라지므로, 확산특성 평가시 이를 고려하기 위하여 전

류가 통과하는 시편 양단에 전극봉을 설치하여 일정한 간격

으로 이들의 전위차를 측정한다(김진철 등, 2001; McGrath

와 Hooton, 1996).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온의 침투·확산에 영향을 미치는 정

성적 인자는 물-시멘트비, 재령, 양생조건, 주변 환경의 염소

이온 농도 및 건습조건 등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실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상태에 가까운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구

하기 위하여 정성적 인자의 주요변수로 물-시멘트비 및 양생

조건을 채택하였다. 양생조건으로서 표준양생과 옥외양생으

로 구분하여 양생조건에 따라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

성에 미치는 물-시멘트비 및 재령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이를 위하여 물-시멘트비 44%, 49.5% 및 60% 각각의

공시체를 제작하여 이들 각각을 표준양생과 옥외양생을 실

시한 후 재령 7일, 28일, 91일, 182일 및 364일에 대해서

콘크리트 시편 내의 전압강하량을 고려한 확산특성을 평가

하였다. 또한, 양생조건에 따라 확산계수와 물-시멘트비 및

재령의 회귀분석을 통하여 이들 간의 상관성을 도출시킴으

로써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 추정식

을 제안하였다. 

2. 실험개요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멘트는 H사 제품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이며, 물리적 성질은 Table 1과 같다. 잔골재는 낙동강산(경

북 안동시) 하천사, 굵은골재는 안동산(경북 안동시) 부순돌이

며, 이들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 및 3과 같다. 화학혼화제는

고강도 및 유동화 콘크리트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나프탈렌계

의 고성능 AE감수제로서 품질특성은 Table 4와 같다.

2.2 실험방법

2.2.1 공시체 제작

양생조건에 따라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미치는

물-시멘트비 및 재령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물-시멘트비

44%, 49.5% 및 60%에 대해서 목표 슬럼프 및 공기량을

각각 150±20 mm, 4.0±1.5%로 설정하여 KS F 2403(콘크

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라 콘크리트 공

시체(φ100×200 mm)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공시체는 성형

후 24시간 경과후 몰드를 제거하였으며 표준양생 공시체는

시험 전까지 20±3oC의 온도로 습윤양생 하였으며, 옥외양

생 공시체는 보다 실제 환경에 근접하도록 건물 외부에서

기상작용에 노출시켰다. 

한편, 염소이온 확산실험에 사용된 콘크리트의 배합비에 따

른 압축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추가로 제작한 후 시험 전까지 전술한 방법으로 표준 및 옥

외양생 하였다. Table 5에 물-시멘트비에 따른 콘크리트의

배합표를 나타내었다. 

 

2.2.2 확산셀의 구성 

전위차에 의해 염소이온의 이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Fig.

1과 같이 확산셀 장치를 구성하였는데, 콘크리트 시편의 두

께는 30 mm로 하였으며, 음극셀은 0.5 mol의 NaCl 용액을,

양극셀은 0.1 mol의 NaOH 용액을 사용하였다. 확산셀 장치

를 구성한 후 전원공급장치를 이용하여 12V의 전압을 확산

셀에 공급한 다음 그것을 통과하는 전압을 데이터 로거를

이용하여 30분 간격으로 1주일 동안 항온항습실(20±1oC,

60±5% RH)에서 측정하였다.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Specific
gravity

Setting time
(min) Fineness

(cm2/g)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Final f3 f7 f28

3.13 144 330 3,200 19.7 24.3 32.9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

Fine aggregate
Specific
gravity

Absor-
ption
(%)

Unit
weight 
(t/m3)

Weight of 
passing No. 

200 sieve(%)
F.M.

River sand
(Nakdong-river)

2.64 1.71 1.667 0.82 2.82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coarse aggregate

Coarse
aggregate

Gmax

(mm)
Specific
gravity

Absor-
ption
(%)

Unit
weight 
(t/m3)

F.M.
Abrasion

(%)

Crushed stone
(Andong)

25 2.65 1.16 1.548 6.96 30.5

Table 4. Properties of chemical admixture 

Specific
gravity

pH
Solid

content
(%)

Quantity(%)
(by weight 
of cement)

Main
 component

Remarks

1.21 8 41 0.2~2.0
Sodium salt of a 

sulfonate 
naphthalene

Liqu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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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압강하량 측정 

전위차를 이용한 전기화학적 촉진실험방법은 전해질에 전

기를 가하기 때문에 전압강하가 발생하는데, 이것의 고려 유

무에 따라 콘크리트의 확산특성이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확산셀에 공급되는 인가전압이 아닌 전압강하를

고려한 실제전압에 의해서 콘크리트의 확산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확산셀의 양극과 음극에 Fig. 1과 같이 전극봉을 삽

입한 후 이를 전압측정기(voltage tester)에 연결하여 시편

양단의 전위차를 측정하였다. 확산실험이 진행되는 동안 시

편 양단의 전위차를 일정한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확산셀

이 초기 비정상상태(non-steady state)에서 정상상태(steady

state)로 될 때까지 계속하였다.

2.2.4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평가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추정 방법 중에서 Andrade 모델이

실제 조사된 염해환경 하에 있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염

소이온 확산계수와 근접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문한영

등, 2001), Andrade가 제안한 다음 식에 의하여 콘크리트의

양생조건에 따른 확산계수를 추정하였다.

(1)

여기서, D : 확산계수(m2/s), R : 기체상수

T : 절대온도(K), i : 통과전류(A)

tcl : 수율, l : 시편의 두께(m)

F : 패러데이 상수, ∆E : 적용전압(V) 

A : 시편의 단면적(m2), Ccl : 농도(mol/m3)

Z : 이온 전자가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압축강도 

Fig. 2는 양생조건 및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에 따른 재

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경우 콘크리트의 압축강

도는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관계없이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가 옥외양생한 콘크리트보다 다소 크게 나타났다. 이는 습윤

양생이 기건양생보다 일정한 온도 하에서 수분을 충분히 공

급하여 콘크리트 수화반응에 유리하기 때문이다.

표준양생한 콘크리트 공시체는 재령이 증가할수록 지속적

인 강도발현을 보이나, 옥외양생의 경우는 물-시멘트비 44%

를 제외하면 재령 91일 이후의 강도증진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이것은 옥외양생 콘크리트는 동결융해나 건습

반복 등 기상작용에 노출되어 있고, 특히 재령 91일 이후는

양생 기간이 동절기로, 온도의 영향을 많이 받아 강도발현에

매우 불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2 전압강하량

3.2.1 전위차의 시간적 변화 

콘크리트 시편에 전기장이 가해지면 전극의 용해, 전해질

의 산화 및 환원이 일어나면서 전하가 소비된다. Fig. 3은

전기적인 촉진시험법에 의해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결정하는

경우 이 같은 효과를 고려하기 위하여 물-시멘트비 44%,

49.5% 및 60%인 표준양생 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재령 28일

시점에서 확산셀을 구성한 후 시간의 경과에 따른 시편 양

단의 전위차를 전극봉으로 측정한 결과이다.

인가전압(12V)에 대한 콘크리트 시편의 양단 전위차는 경

과시간에 따라 크게 변화되었으나,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일

정한 값으로 나타났다. 이는 비정상상태의 경우 염소이온의

침투깊이가 시간에 따라 증가하므로 콘크리트의 전기저항이

감소하기 때문이며, 정상상태의 경우 콘크리트 내의 염소이

온 침투가 평형상태에 도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물

-시멘트비 44%, 49.5% 및 60%에 대한 정상상태 도달시간

D
RT

nF
2

---------
it

cl

E∆
-------

l

A
---

1

C
cl
Z

-----------=

Table 5. Mix proportions of concrete

Gmax

(mm)
Target slump

(mm)
Target air content

(%)
W/C
(%)

S/a
(%)

Unit weight (kg/m3) Superplasticizer

(C×%)W C S G

25 150±20 4.0±1.5 44 43.0 175 398 747 993 0.8

25 150±20 4.0±1.5 49.5 44.2 175 354 784 993 0.8

25 150±20 4.0±1.5 60 48.0 175 291 877 953 0.6

Fig. 1 Detail of IR drop measurement in diffusion cell

Fig. 2. Compressive strength of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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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각각 192, 168 및 120시간으로, 물-시멘트비가 작을수록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늦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물-시멘트비가 작을수록 콘크리트의 미세구조가 치밀해

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정상상태에 도달했을 때 시편 양단의 전위차는 물-

시멘트비에 상관없이 약 9.14V이고, 전압강하율은 식 (2)에

의해서 23.83%로 나타났는데, 이는 동일조건의 확산셀 구성

시 비정상상태에서는 물-시멘트 비에 따른 시편의 미세구조

의 차이가 있어 시편 양단의 전위차가 불규칙하게 측정되나,

정상상태에서는 전위차가 안정되어 유사한 값을 유지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전압강하율(%)=  (2)

여기서, V1 : 인가전압(V) 

V2 : 정상상태에서 시편 양단의 전위차(V) 

Fig. 4는 물-시멘트비 49.5%의 경우, 표준양생 콘크리트의

재령 7, 28 및 364일에서 경과시간에 따른 시편 양단의 전

위차를 측정한 결과이다. 재령 7, 28 및 364일에서 정상상

태 도달시간은 각각 96, 168 및 216시간으로, 장기재령일수

록 길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시멘트 수화에 의해 미세구조가 치밀해지므로 염소이온의 침

투가 용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각 재령에서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을 때 시편 양단

의 전위차는 약 9.14V(전압강하율 23.83%)로 유사한 값으

로 나타났다. 즉, 콘크리트 재령도 물-시멘트비와 마찬가지로

동일 조건의 확산셀 구성에서 전압강하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재령의 증가로 콘크리트 미세조

직이 치밀해져 염소이온의 침투가 용이하지 못하므로, 이는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을 지연시키나, 전압강하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옥외양생 콘크리트의 전압강하량은 측정하지 않았으

나, 표준양생 콘크리트의 경우 정상상태에 도달하였을 때의

시편 양단의 전위차는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관계없이 일정

하다는 것을 파악하였으므로, 옥외양생 콘크리트의 전압강하

량은 표준양생의 경우와 동일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3.2.2 전압강하량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변화 

Andrade 모델에 의한 전기화학적 촉진실험시 전압공급장

치에 의해 인가전압 12V를 가하였으나, 염소이온이 정상상

태에 도달하였을 때 실제 시편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약

9.14V로, 전압강하율은 약 23.83%로 나타났다.

따라서 전압강하율을 고려한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계

수는 인가전압으로 구한 확산계수에 다음과 같은 보정계수

(β)를 곱하여 구하였다.

(3)

V
1
V
2

–

V
1

---------------- 100×
β

V
1

V
2

------
12

9.14
---------- 1.3129= = =

Fig. 3 Potential difference change of both ends of specimen

with w/c ratio at 28 days

Fig. 4 Potential difference change of both ends of specimen

(w/c=49.5%)

Table 6. Diffusion coefficient before and after IR drop com-

pensation (×10−12 m2/s)

 W/C(%)
 IR drop

44 49.5 60

Before 1.36 1.89 2.77

After 1.79 2.48 3.64

Fig. 5 Diffusion coefficient before and after IR drop compens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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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및 Fig. 5는 재령 28일의 경우, 표준양생 콘크리

트의 전압강하량 보정 전·후의 확산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전압강하량 보정 후가 보정 전보다 확산계수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식 (1)에서 염소이온 확산계수가 적용전

압에 반비례하므로 전압강하량 보정 후의 전압이 보정 전보

다 작아지기 때문에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커지는 것으로 판

단된다.

3.3 염소이온 확산계수 실험결과 

Table 7은 콘크리트의 양생조건별로 물-시멘트비 및 재령

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나타낸 것으로, 콘크리트의 양

생조건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관계없이 옥외양생한 콘크리트가 표준양생한 콘크리트보다

다소 컸으며, 이와 같은 경향은 장기 재령의 경우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표준양생의 경우 일정한 온도 하에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콘크리트 조직구조가 치밀해지기 때

문에 염소이온 확산이 옥외양생의 경우보다 지연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현장 구조물의 확산특성을 표준

양생 공시체로 평가할 경우 확산계수가 과소평가될 수 있으

므로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3.4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미치는 물-시멘트 비

의 영향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재령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

수, D(t)와 물-시멘트비, W/C의 관계식을 적용하여 이들의

상관 관계를 분석하였다.

(4)

여기서 a, b는 재료 상수이다.

재령과 양생조건별로 식 (4)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와

물-시멘트비의 상관관계식의 상수 a, b의 값이 Fig. 6 및 7

에 주어져 있다. 표준 및 옥외 양생 콘크리트의 경우 염소

이온 확산계수와 물-시멘트비에 대한 결정계수(R2)는 모든

재령에서 0.95 이상으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콘크

리트의 물-시멘트비가 염소이온 확산특성에도 매우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며 동시에 식 (4)의 사용이 적절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미치는 재령의 영향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재령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다음 식

을 이용하여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Bentz와 Thomas,

2001).

(5)

여기서, D28은 재령 28일에서의 염소이온 확산계수, t는 재

령(일), m은 재령계수이다.

본 연구에 사용된 물-시멘트비 및 재령의 범위에서 식

(5)의재령계수 m값이 주어져 있는 Fig. 8과 9를 보면 m

값은 표준양생을 실시한 경우가 옥외양생을 실시한 경우보

다 다소 큰 값을 나타내었으며, 양생조건에 상관없이 W/C

비가 증가할수록 점차적으로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W/C가 커질수록 공극이 증가하고 골재와 시멘트 풀

의 계면이 상대적으로 취약하게 되어 확산계수가 커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또한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재령이

염소이온 확산계수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인자라는 것

D t( ) 10 10

a b
W

C
-----+⎝ ⎠

⎛ ⎞

×=

D t( ) D
28

28

t
------

⎝ ⎠
⎛ ⎞

m

=

Fig. 6 Relationship between Diffusion coefficient and  W/C

ratio (Standard curing)

Fig. 7 Relationship between diffusion coefficient and  W/C

ratio (outdoor curing)

Table 7. Diffusion coefficient of chloride ion with curing

conditions (×10−12 m2/s)

W/C
(%)

Curing 
conditions

Diffusion coefficient (×10−12 m2/s)

7 days 28 days 91 days 182days 364days

44
Standard 2.35 1.79 1.46 1.35 1.06

Outdoor 2.38 1.86 1.54 1.43 1.23

49.5
Standard 3.23 2.48 2.22 1.77 1.64

Outdoor 3.66 2.53 2.47 2.22 1.92

60
Standard 4.82 3.64 3.38 3.09 2.69

Outdoor 5.15 4.00 3.79 3.45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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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따른 확산 계수

자료를 지속적으로 축적하여 식 (5)를 사용하면 매우 신뢰성

있는 확산계수 추정식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미치는 물-시멘트비 및

양생조건의 영향에 대한 실험결과로부터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1.전기화학적 촉진실험시 염소이온이 정상상태에 도달하면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관계없이 인가전압 12V에 대한

전압강하율은 약 23.83%로(시편 양단의 전위차: 9.14V)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물-시멘트비 및 재령에 따라 콘

크리트 미세조직의 차이로 정상상태에 도달하는 시간은 다

르지만, 이들이 전압강하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2.콘크리트의 양생조건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는 물-시멘

트비 및 재령에 관계없이 표준양생 콘크리트가 옥외양생

콘크리트보다 작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가 후자보다 일

정한 온도하에서 물이 충분히 공급되므로 시멘트의 수화

반응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조직구조가 치밀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3.콘크리트의 물-시멘트비와 재령이 염소이온 확산계수에 상

당히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재령이 증가할

수록 혹은 물-시멘트비가 감소할수록 확산계수가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염소이온 확산계수 실험으로부터 물-시

멘트비 및 재령에 따른 염소이온 확산계수 추정식을 도출

하였다.

4.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양생조건에 따라 물-시멘트비

(44~60%) 및 재령(7~364일)에 대한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분석하여으며 추후 더욱 신뢰적인 염소이온 확산계수를 추

정하기 위해서는 물-시멘트비 범위를 넓히고, 측정 재령을

장기화하여 콘크리트의 양생조건에 따라 물-시멘트비 및

재령이 염소이온 확산특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지속적

인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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