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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evaluate the ability of coating materials developed in order to prevent the dura-
bility deterioration of the concrete structure. Neutralization test, freezing and thawing test, and sulfate resistance test were 
performed in this study. Test results show that the developed coating material is effective against durability dete-
ri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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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는 내구성이 우수하고 반영구적이기 때

문에 건설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재료이다. 하지만 급속한 산업발전과 함께 염해, 동
결융해, 탄산화, 화학적 침식 등의 환경적 요인에 

의한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저하로 인해 콘크리트 

구조물의 수명이 상당히 단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
라서 본연의 성능으로 회복시키거나 수명을 연장시

키기 위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유지관리가 큰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

국내에서는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로 표면보

호재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이정

윤2)은 침투성 표면보호재 중 실란계와 실리케이트

계를 이용하여 화학적 열화인자에 대한 차단성능 및 
내구성능을 평가하였다. 홍종돈3)은 변성 실리콘계 

표면 보호재를 연구 소재로 하여 물리적, 화학적 특

성을 각각 검토함으로써 내구성을 평가하여 보고하

였다. 공진희 등4)은 신너나 유기용매를 사용하지 

않는 도료 조성물로서 실리콘 카바이드 및 알루미나 
혼합물을 첨가하여 콘크리트 표면에 도포함으로써 내

구성 성능을 평가하여 도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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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구조물의 내구성능을 개선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기존의 표면보호재는 콘크리트와 재료특

성 차이로 인해 하중 혹은 환경적 조건에 의한 변형

량이 달라 균열에 대해 안전성이 없으며, 시멘트와 

친화적인 특성이 없어 냄새가 발생하거나 박리가 됨

으로써 시공적인 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균열에 대한 안전성 및 시

공성을 위한 시멘트와 친화적인 유연한 표면보호재5,6)

를 적용한 실험을 통해 내화학적 특성 및 내구성을 
평가하였다.

2. 유연성을 가진 표면보호재의 이론적 고찰

2.1. 부식 방지를 위한 표면보호재

하수암거에는 미생물학적 작용에 의해 생성된 황

산이나 콘크리트 구조물 이면의 토사에서 침투되는 
물 그리고 하수암거 구조물로 흐르는 물에 의해 항

상 100% 습윤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콘크리트 구조

물의 열화가 발생하게 되며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을 저하시켜 기대수명을 단축시킨다. 특히 황

산(H2SO4)의 경우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황산염과 
더불어 유기물질과 박테리아에 의해 황화수소가스

(H2S)가 생물화학적으로 생성되어 황화수소 가스가 
발생되고 이러한 황화수소 가스가 생물학적 전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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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황산으로 변환되어 산도를 높이게 되며 이는 

콘크리트에 심각한 열화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러한 열화작용에 의해 하수암거 구조물의 내구

성이 저하되어 이를 보수하기 위한 다양한 공법이 

제시되었다. 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으로는 폴

리머 코팅재인 에폭시, 폴리우레탄(polyurethane) 및 
폴리우레아 (polyurea) 코팅재 등이 있다. 그러나 폴

리머 코팅의 경우 하수암거내의 산환경에 대한 저

항성은 좋으나 시간 경과에 따라 부착력이 저하되는 
문제점이 있으며 하수암거구조물 표면에는 항상 수

분이 존재하여 상대습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표

면에 폴리머 코팅재를 시공하는 것이 매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빠른 시간내에 박리되는 현

상이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

결하기 위하여 산성환경에 강한 저항력을 가지며 낮

은 다공성과 저투수성을 가진 알루미네이트(alumi-
nate) 시멘트와 유리전이 온도가 낮은 개질 폴리머를 
사용하여 내화학성과 유연성을 높여 균열 및 동결

융해에 대한 저항성을 높이고 습한 곳에서도 시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실리카흄(silica fume)을 나

노 미립자 형태로 구성하여 비표면적을 크게 함으

로써 투수성 감소 및 내화학성 그리고 강도를 증진

시켰다. 주요 성분은 Table 1과 같다.

2.2. 탄산화 억제를 위한 표면 보호재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는 콘크리트와 철근의 

경계면에서 콘크리트의 높은 pH를 감소시켜 결국 

철근의 부식을 초래하게 된다. 이러한 부식은 제설

용 염분, 염화물 혹은 물속에 존재하는 황산염(sulp-
hate)의 침투에 의해 더 가속화된다. 철근의 산화는 

산화철(FeO)이 형성되고 부식으로 인해 철근의 부

피가 팽창함에 따라 콘크리트에는 인장력을 발생

시킴으로서 균열이 발생하게 된다. 발생된 균열로

Table 1. Surface coating agent with flexibility for protecting 
sulfate and freezing and thawing5)

Component (%)

Aluminate Silica sand Plasticizer Silica fume
nanoparticles

Ratio 26~58 30~60 0.3~0.6 0.03~0.08

Component (%)

Modified 
polymer 
powder 

Defoamers
powder H2O

Wollastonite 
microfiber 
scaffolds

Ratio 7~12 0.02~0.07 6~14.7 1.5~3.0

물, 이산화탄소 및 산소가 철근으로 침투되어 철 

근부식이 가속화되며 콘크리트의 내구성이 저하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를 억제하기 위한 방법

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침투성 실러를 도포하는 방

법과 표면에 필름을 형성하는 방법이 있다. 침투성 

실러는 수명이 매우 제한적이어서 일정기간 후에 재

도포가 필요하게 되며 콘크리트 균열폭 0.25 mm 이
상인 경우, 균열을 통하여 물과 염분이 침투하게 되

어 탄산화로부터 콘크리트 구조물을 장기적으로 보

호할 수 없는 단점이 있다. 필름을 형성하는 코팅제

는 아크릴 수지 혹은 에폭시 용액 또는 우레탄 수지 
등과 같은 유기 폴리머 용액을 기반으로 한다. 그러

나 이러한 유기 용매 수지계는 수용성 시스템과 비

교할 때 통기성이 매우 낮아 콘크리트 구조물에 응

축수를 형성하게 되어 결국에는 필름과 콘크리트를 
분리시킨다. 또한 유연성이 낮아 균열의 개폐에 따

라 코팅이 영구적인 변형을 일으켜 결국 보호제로서

의 기능을 상실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위

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유연성을 갖는 
프라이머와 수용성 코팅제를 사용하였다. 콘크리트 
구조물 바탕에 도포하는 프라이머는 방수성과 탄

산화 억제 기능이 있어 콘크리트 구조물 표면의 pH
를 낮춰 철근이 부식되는 현상을 방지할 수 있으며 
성분은 Table 2와 같다.

프라이머위에 도포하는 유연성을 가진 수용성 

코팅제는 유연성 및 통기성이 좋아 콘크리트 구조

물 내부에 응축된 물을 외부로 나올 수 있도록 한

다. 또한, 아크릴 라텍스의 균열면 가교역할에 의

해 철근이 보호되어 내구성이 증진된다. 이 코팅재

의 성분은 Table 3와 같다.

Table 2. Surface coating agent with flexibility for protecting 
Neutralization6)

Component (%)

H2O
Corrosion 
inhibitor

Wetting 
agents

pH 
adjustment Thickeners

Ratio 22.3~26.2 0.33~0.41 0.1~0.16 0.22~0.28 0.54~0.6

Component (%)

Defoamers
Titanium 
dioxide 
pigment

Filler Latex

Ratio 0.66~0.72 5.7~5.8 50.1~53.2 12.4~13.6

Component (%)

Ethylene Glycol Coalescing 
agent

Adhesion 
promoter

Migrating 
corrosion 
inhibitor

Ratio 2.2~2.8 0.3~0.34 1.33~0.93 2.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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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rface top coating agent added acrylic latex for 
flexibility6)

Component (%)

H2O
Corrosion 
inhibitor

Wetting 
agents

pH 
adjustment Thickeners

Ratio 8.1~11.2 0.2~0.6 0.1~0.3 0.2~0.4 0.3~1.0

Component (%)

Defoamers
Titanium 
dioxide 
pigment

Filler Latex Nano
particles

Ratio 1.0~1.6 7.5~8.1 44~46 33.8~35.0 0.7~1.3

Table 4. Concrete mix design

Gmax
(mm)

Slump
(cm)

Air
(%)

W/C
(%)

S/a
(%)

Unit weight (kg/m3)

W C S G

20 8 2 60 45 185 308 792 987

20 8 2 50 45 185 370 792 987

20 8 2 40 45 185 463 792 987

S/a : sand percent of total aggregate by solid volume, W: water, 
C: cement S: sand, G: gravel 

3.2. 배합설계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W/C비(40%, 50%, 60%)
를 실험변수로 선정하였다. 배합에는 비중이 3.14인 
1종 보통포틀랜드 시멘트가 사용되었으며, 잔골재

로는 비중 2.6인 강모래, 굵은골재로는 비중 2.65 최
대치수 20mm의 쇄석이 사용되었다. 실험체 제작에 
사용한 콘크리트 배합은 Table 4와 같다.

3.3 실험 변수

본 연구에서는 실험변수로 보호재의 내화학성 및 

내구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물-시멘트비(W/C)와 보

호재의 종류를 실험변수로 선택하여 실험을 실시하

였으며, 실험체명 및 실험변수는 Table 5와 같다.

3.4.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KS F 2403 규정에 따라 동결융해 
시험과 탄산화 시험은 100×100×400mm 실험체, 내
황산 시험은 ∅100×200mm 실험체를 대상으로 실시

되었다. 동결융해 시험은 Photo. 1의 장치를 이용하

여 KS F 2456(급속 동결융해에 대한 콘크리트의 저

항 시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동결 완료시–18± 
2oC, 융해 완료시 +4±2oC가 되게 하였고, 동결융해 

1사이클은 약 4시간이 소요되었다. 30사이클 간격으

로 Hz를 측정하고 실험종료는 300사이클이 경과

하였거나 상대 동탄성계수비가 0.6이하가 되는 시점에 

종료하였다. 탄산화 시험은 Photo. 2의 장치를 이용

하여 KS F 2584(콘크리트의 촉진 탄산화 시험방법)
에서 제시하고 있는 온도 20±2oC, 상대 습도 60± 
5%, 이산화탄소 5±0.2% 조건에서 1주, 4주, 8주, 13
주, 17주에 실시하였다. 내황산 시험은 Photo. 3의 장

치를 이용하여 황산과 물을 혼합한 5% 황산용액으

로 실시하였다. 실험실 내의 온도는 20±2oC로 하며 
바닥면의 접촉면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리를 이용하

여 받침대를 만들어 그 위에 실험체를 올려놓았다. 실
험체의 중량변화는 시험의 개시부터 1주 간격으로 

9주까지 측정하였다.

Photo. 1. Freezing and thawing test.

Photo. 2. Neutralization test.

Photo. 3. Sulfate resistanc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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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Details of test specimens

Mixture Test W/C Material

F-N-40

Freezing and thawing test

40%

Non-coating

SCA-F&SF-F-40

F-C-40 Comparative coating

F-N-50

50%

Non-coating

SCA-F&SF-F-50

F-C-50 Comparative coating

F-N-60

60%

Non-coating

SCA-F&SF-F-60

F-C-60 Comparative coating

C-N-40

Neutralization test

40%

Non-coating

C-F-40 SCA-N

C-C-40 Comparative coating

C-N-50

50%

Non-coating

C-F-50 SCA-N

C-C-50 Comparative coating

C-N-60

60%

Non-coating

C-F-60 SCA-N

C-C-60 Comparative coating

S-N-40

Sulfate resistance test

40%

Non-coating

S-F-40 SCA-F&S

S-C-40 Comparative coating

S-N-50

50%

Non-coating

S-F-50 SCA-F&S

S-C-50 Comparative coating

S-N-60

60%

Non-coating

S-F-60 SCA-F&S

S-C-60 Comparative coating

C - N - 40

① ② ③

① : Test (C=Neutralization test, F=Freezing and thawing test, S=Sulfate resistance test)

② : Coating material (N=Non-coating, F=SCA-F&S or SCA-N, C=Comparative coating )

③ : W/C (40=40%, 50=50%, 60=60% )

4. 실험 결과

4.1. 탄산화 억제를 위한 표면보호재의 결과

Fig. 1에 표면 보호재를 도포하지 않은 W/C비 

40%, 50%, 60% 실험체의 탄산화 시험 결과를 나

타내었다. 탄산화 촉진시험 17주 이후의 무도포 기

준 실험체의 탄산화 깊이는 W/C비가 60%, 50%, 
40%순으로 크게 나타나 W/C비가 탄산화에 중요

한 영향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다.
Fig. 2에 W/C에 따른 탄산화 깊이 비교 실험결

과를 나타내었다. Fig. 2(a)를 통해 W/C=40%의 경

우, 무도포 실험체만 17주 경과 후 약 0.33mm 정도 
탄산화가 진행되었으며, SCA-N와 비교 보호재를 도

포한 실험체에서는 탄산화가 진행되지 않았음을 확

인할 수 있다. Fig. 2(b)는 W/C=50%의 경우도 무도

포 실험체에서만 17주 경과 후 약 0.78mm의 탄산화 
깊이가 나타남을 보이고 있다. 한편 SCA-N과 비교 

보호재로 도포한 실험체에서는 탄산화가 전혀 진행

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Photo. 4는 W/C=60%인 실험체의 탄산화 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2(c)를 통해서 W/C=40% 그리

고 50%와는 달리 W/C=60%에서는 무도포 실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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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Neutralization depth of non-coating specimens.

Photo. 4. Specimens after neutralization test (W/C=60%).

(a) W/C=40%

(b) W/C=50%

(c) W/C=60%
Fig. 2. Neutralization depth according to W/C.

뿐만 아니라 비교 보호재가 도포된 실험체에서도 

탄산화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17주 경과 

후 무도포 실험체는 약 3.8mm 그리고 비교 보호재가 

도포된 실험체에서는 0.97mm 정도의 탄산화 깊이가 
나타났다. 반면 SCA-N를 도포한 실험체에서는 탄

산화가 전혀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2. 부식 방지를 위한 표면 보호재의 결과

4.2.1. 동결융해 시험 결과

Fig. 3에 무도포 실험체에 대한 동결융해 시험결

과를 W/C비에 따라 나타내었다. Fig. 3을 통해 무

도포 실험체는 W/C와 관계없이 사이클 횟수가 증

가함에 따라 상대동탄성계수가 저하되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다. 240사이클에서 상대동탄성계수비

는 W/C=40%, 50%에 대해 각각 0.80, 0.69로 나타

났으며, W/C=60%의 경우 240사이클에서 상대동

탄성계수비가 0.6이하로 감소할 정도의 큰 손상을 

나타내었다. 

Fig. 3. Relative dynamic modulus rate of non-coating spec-
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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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W/C=40%

(b) W/C=50%

(c) W/C=60%
Fig. 4. Relative dynamic modulus rate according to W/C.

Fig. 4에는 보호재를 도포한 실험체의 동결융해 

시험결과를 W/C비에 따라 나타내었다. SCA-F&S
를 도포한 실험체는 W/C에 관계없이 사이클이 진

행됨에 따라 손상이 발생하기 시작하였으며, 180사
이클에서는 W/C=40%, 50%, 60%에 대해 각각 0.97, 
0.95, 0.89의 상대동탄성계수비를 나타내었다.

Photo. 5와 같이 SCA-F&S의 경우 약 210사이클

Photo. 5. Specimens after freezing and thawing test (210 
cycle).

에서는 표면에 발생된 부분적 부풀음이 전면적으로 
확산되어 보호재와 실험체가 분리되어 상대 동탄성

계수비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사이클에서는 다른 비교 실험체에 비해 높

은 동결융해 저항성을 보였다. 비교 보호재는 30사
이클부터 보호재의 부착성이 저하되면서 기능이 저

하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부분적으로 박리현상이 발

생되고 박리된 부분에서 내구성 저하가 빠르게 일

어났다. 180사이클에서는 W/C=40%, 50%, 60%에 대해 

각각 0.92, 0.88, 0.85로 SCA-F&S를 도포한 실험체

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동탄성계수비를 나타

내었다.

4.2.2. 내황산성 시험 결과

Fig. 5에 내황산성 비교 시험결과를 W/C비 별로 

나타내었다. Fig. 5를 통해서 W/C=60% 실험체들의 
중량변화율이 W/C=40%, 50%보다 완만하게 나타남

(a) W/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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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W/C=50%

(c) W/C=60%
Fig. 5. Mass variation rate according to W/C.

을 확인할 수 있다.
SCA-F&S를 도포한 실험체는 겉표면에서 부풀음 

현상이 발생하며 부풀음 부분이 전체적으로 확산되

면서 보호재로서의 기능을 점차 상실하였다. 특히, 
4~5주차부터는 부풀음이 가속화되어 중량이 감소하

고 7~8주 이후 보호재와 실험체가 완전 분리된 상

태가 되면서 보호재로서의 기능이 완전히 상실되었

다. 반면, 비교 보호재를 도포한 실험체는 W/C와 관

계없이 실험개시 1주부터 실험체의 아랫부분에서 부

식이 급격히 일어나며 갈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2

Photo. 6. Specimens after sulfate test (seven week).

주~5주 후 보호재가 황산에 의해 완전 부식되었다. 
Photo. 6은 W/C=40%인 내황산시험 실험체의 7주
차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연성을 갖는 콘크리트 표면보

호재(SCA-N과 SCA-F&S)의 내화학 및 내구성능 평

가를 위해 동결융해 시험, 탄산화 시험, 내황산 시

험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탄산화 시험결과, SCA-N과 비교 보호재의 탄산

화 억제성능은 거의 동일하였다.
2) 동결융해 시험을 통해 SCA-F&S는 약 210사이

클에서 표면에 발생된 부분적 부풀음이 전면적으로 
확산되고, 보호재와 실험체가 분리되어 상대 동탄성

계수비의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가 되었다. 하지만, 그 
이전의 사이클에서는 다음 비교 실험체에 비해 상대

적으로 높은 동결융해 저항성을 보였다.
3) 내황산성 시험에서 비교보호재는 2주 이후부터 

중량이 감소되지만, SCA-F&S는 3~5주 이후부터 중

량이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SCA-F&S는 황산에 대

해 저항성을 본 실험에서 사용한 비교 보호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가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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