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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 특성에 따른 반전위 측정값의 변화와 부식제어 조건

Variation of Half Cell Potential Measurement in Concrete with Different Properties and 

Anti-Corrosive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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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alf Cell Potential (HPC) technique has been widely adopted for its quantitative evaluation of corrosion possibility. In this 
study, RC specimens with three different cover depths (10mm, 30mm, and 60mm) and w/c ratios (0.35, 0.55, and 0.70) are 
prepared and accelerated salt spray test (SST) is performed for 45 days. Steel corrosion occurs in the specimens with 0.55 of w/c 
and 10mm of cover depth. In the case of 0.70 of w/c and 30mm of cover depth, steel corrosion is also monitored. Considering 
the effect of cover depth and w/c ratio, HCP evaluation equation is proposed and the condition which can control steel corrosion 
is obtained. Furthermore, anti-corrosive conditions containing w/c ratio and cover depth are analyzed through Life 365 program and 
the conditions are compared with the results from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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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콘크리트 구조물의 철근부식은 가장 큰 열화인자이며, 구

조적인 성능저하로 직결되므로 이를 예측 또는 평가하기 위

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염해는 경화된 콘크리트에 

대해서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철근의 부동태 피막 파괴

를 통하여 공식 (pitting)형태의 부식을 야기하므로 내구성 

설계에 반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Broomfield, 1997; 
RILEM, 1994). 

탄산화 (Carbonation) 역시 이산화탄소의 침투를 통해 내

부 공극수의 pH가 감소되어 부식이 활성화되므로 철근부식

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Song et al., 2006). 그러나 콘크

리트 구체에는 강도증가, 공극률 감소, 중량 증가와 같이 부

분적으로 성능이 개선되기도 한다 (Kwon and Song, 2010). 
다양한 열화기구를 통하여 발생되는 철근부식을 평가하기 

위하여 많은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데, 특히 NDT (Non 

Destructive Technique) 기법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재를 

크게 파괴하지 않으므로 현장조사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전기저항측정, 분극저항 측정, 적외선 화상측정 등

이 철근부식 탐지를 위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다. 전기저항측

정은 (Resisvity Method) 사용이 편리하지만, 수분의 영향을 

많이 받고 단순히 콘크리트 모재의 비저항만을 측정하므로 정

성적인 결과를 제공한다 (Lim, 2012). 분극저항 측정 (Linear 
Polarization)은 순간 부식률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으로 부

식전위 부근에서 전위와 전류가 선형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는 원리로부터, 양극 및 음극의 Tafel 기울기를 통해 분극저

항 및 부식전류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비교적 정량적인 평가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나 고가의 운용비가 소요되며, 현장에

서는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So, 2006). 또한 적외선 열화상 

(IR Thermography)을 이용한 부식평가방법은 부식량이 크

고 피복두께가 작은 경우에 사용되지만 실용적으로 쓰이기에

는 무리가 있다 (Baek et al., 2012; Kwon and Park,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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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ditions for specimen preparation

w/c Cover depth (mm)

0.35 30

0.55 10, 30, 60

0.70 30

Table 2 Mix proportions for this test

Case w/c S/a
Unit content (kg/m3) S.P.*

W C S G
0.2%

of
Cement wt. 

A 0.35 39.5 171.5 490.1 639.7 998.7

B 0.55 43.5 171.5 311.9 768.5 1017.4

C 0.70 48.2 186 266 902 969

* : Super-plasticizer

Table 3 Properties of sand and coarse aggregate

Item Density (kg/m3) Absorption (%) F.M.

Sand 2,570 0.74 2.57

Coarse Aggregate 2,620 0.53 6.72

Fig. 1 Periodical cycles of temperature and R.H.

철근부식 탐지를 위한 비파괴 측정법인 반전위 (HCP: Half 
Cell Potential) 측정법은 매립된 철근을 일부 노출시키고 콘

크리트 모재 사이의 전위를 측정하므로서 부식가능성을 나

타낼 수 있다. 분극저항법과 같이 철근에서 발생하는 전류밀

도를 평가하지 못하므로 정량적인 평가방법은 아니지만, 우

수한 현장 적용성으로 인해 실태조사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

으며 (Song et al., 2007), ASTM에서도 기준전극에 따른 철

근부식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ASTM, 2009). 그러나 

측정되는 HCP은 습도조건, 표면조건 등에서 많은 차이를 나

타내며, 콘크리트 품질 (피복두께 및 강도)에 따라서도 많은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피복두께와 강

도를 가진 RC (Reinforced Concrete) 보시편을 제조하여 촉

진 염해분무시험 (SST: Salt Spraying Test)을 수행하였으며, 
이에 따라 발생하는 철근부식과 측정된 HCP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의 피복두께, w/c (water to cement)
비 및 강도와 측정된 HCP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으며, 염화

물 침투 해석기법인 Life 365를 이용하여 부식발생 조건을 

비교하였다.

2. 실험계획 및 재료

2.1 시험계획

2.1.1 시편의 조건

콘크리트의 품질에 변동성을 고려하기 위해 0.35, 0.55, 
0.70의 세 가지 w/c비가 고려되었다. 또한 w/c 0.55에 대해

서는 피복두께를 10, 30, 60mm를 고려하여 HCP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Table 1에서는 시편제조 조건을 나타내

고 있으며, Table 2에서는 콘크리트 시편의 배합을 나타내고 

있다. 일반적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해, 1종 보통포틀랜트 시

멘트 (OPC: Ordinary Portland Cement)가 사용되었고, 잔골

재 및 굵은 골재의 물리적 성능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28일 압축강도 측정을 위해서 150×300mm 실린더 몰드가 

사용되었으며, RC 보시편은 150×150×600 (mm) 크기의 보

를 제작하였다. D19 철근이 매립되었는데, 철근을 원하는 깊

이별로 고정하기 위하여 시멘트 페이스트로 만들어진 스페

이서를 사용하였다. 촉진 염해분무시험을 하기 위해 종합 내

구성 시험기안에 RC시편을 존치시킬 경우, 콘크리트와 스페

이서 사이의 계면을 통하여 염화물이온이 침투하게 된다. 이
를 방지하기 위하여 스페이서 위치에는 방수처리를 하였다. 
시편은 제작, 탈형한 후 28일간 수중 양생하였으며 이후 1일 

실내에서 기건 후 강도 및 HCP 측정을 수행하였다.

2.1.2 종합내구성 시험기를 이용한 촉진염해분무시험

염해환경에 RC 구조물이 장기간 노출되었을 때 발생하는 

효과를 모사하기 위하여 종합내구성 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염해분무촉진실험은 습도와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내구성 

시험기내에 RC 시편을 거치시킨 후, NaCl 5% 용액을 5시

간 30분 동안 분무하고 5시간 30분 동안 건조시키는 12시간 

단위의 건습반복을 실시하였다. 온도는 40℃로 하여 부식을 

촉진시켰으며, 45일 동안 염해분무를 실시하였다. Fig. 1에

서는 염해분무 사이클을 나타내었으며, Fig. 2에서는 RC시

편을 내구성시험기에 거치시킨 상태를 나타내었다.
기존의 연구 (Kim, 2001)에 의하면 해안으로부터 250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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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C specimens in accelerated chamber
Fig. 3 Photo for HCP measurement

Table 4 Compressive strength results at 28 days

w/c ratio Compressive strength (MPa) Average (MPa)

0.70

19.3

20.220.4

20.9

0.55

28.1

26.428.7

29.8

0.35

45.0

45.044.2

45.7

Fig. 4 Compressive strength with different w/c ratios

내의 대기중 염화물량은 0.3~0.8g/m2/day로 알려져 있다. 내
구성 시험기의 분무량 (g/m2)과 환경을 고려하면 9.4년 정도

의 노출환경을 나타낸다.

2.2 HCP 측정 및 부식평가

부식평가를 위해서 육안검사를 수행한 뒤, 염화물 침투깊

이를 측정하였다. RC 시편을 커터기를 이용하여 절단하고 

질산은 (0.1N-AgNO3)용액을 이용한 변색법을 수행하여 시

편에 침투한 깊이를 측정하였다 (Otsuki et al., 1992). 무색

의 질산은 용액은 염화물이온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에서는 

반응하지 않지만, 염화물이온이 존재하는 부분에서는 회색을 

띄므로 부식영향인자별로 염화물의 침투깊이를 측정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황산구리전극 (CSE: Copper/Copper Sulphate 

Electrode)를 이용하여 HCP을 측정하였다. 측정위치는 단부

로부터 75mm, 150mm, 300mm를 선정하여 측정하였으며, 
시험시 단부의 철근을 노출시켜 장비의 한쪽 단자를 연결하

였다. Fig. 3에서는 HCP 측정상태를 나타내고 있다.

3. 콘크리트 특성과 반전위 평가

3.1 강도 특성

Table 2에 나타낸 배합에 대하여 재령 28일 압축강도를 

KS F 2405에 따라 평가하였다. 각 배합에 따라 3개의 시편

이 제조되었으며 그 평균값을 결과로 사용하였다. Table 4 
및 Fig. 4에서는 강도평가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압축강도는 

w/c의 감소에 따라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일반적인 강

도증가를 나타내고 있었다.

3.2 피복두께에 따른 반전위 평가 및 부식특성

3.2.1 HCP의 변화

본 절에서는 w/c 0.55인 경우를 대상으로 피복두께의 변화

에 따른 HCP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단부로부터 3개소의 

HCP를 측정하였는데, 중앙부로 갈수록 측정값이 약간 증가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RC 시편의 가운데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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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CP measurement with location

(b) Contour of HCP

Fig. 5 HCP with different cover depth

Fig. 6 Averaged HCP with cover depth

30mm 60mm10mm

(a) visual inspection (b) Chloride penetration depth

Fig. 7 Steel corrosion and chloride penetration depth

이 염화물 이온이 분무되는 위치에 가깝게 놓여있고 중앙부

쪽으로 분무된 인공해수가 흘러내리지 않기 때문으로 여겨

진다. 피복두께 10mm에서는 -350~-400mV, 30mm에서는 

-262~-331mV,그리고 60mm에서는 -135~-151mmV가 평가

되었다. 피복두께에 따른 HCP값의 변화를 위치에 따라 Fig. 
5에 나타내었으며 Fig. 6에서는 각 측정위치의 평균값을 피

복두께에 따라 도시하였다. Fig. 5(a)에서는 각 측정값의 오차

범위를 같이 도시하였는데, 피복두께 10mm에서는 +42~-28
의 오차를, 피복두께 30mm에서는 +32~-24의 오차를, 피복

두께 60mm에서는 +26~-39의 오차범위를 나타내었다. 각 측

정오차보다 피복두께에 의한 HCP의 범위가 지배적임을 알 

수 있다. Fig. 5(b)에서는 HCP 측정값을 최소 100에서 최대 

500범위로 하여 보시편 (폭 150mm, 길이 600mm)에 대한 

HCP의 측정 contour을 나타내고 있는데, 피복두께가 10mm

인 경우가 가장 붉게 나타나고 있다.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피복두께가 증가할수록 HCP의 

값이 낮아지면서 이에 따라 부식발생 가능성이 줄어들고 있

음을 알 수 있다. 기존의 연구에서 피복두께는 열화인자에 

가장 결정적으로 작용하는 방어기재이며, 피복두께가 증가할

수록 염화물의 유입과 철근부식가능성이 감소하게 된다 

(Guthrie et al., 2008; Kim, 2001). 피복두께가 충분히 확보

된 RC시편 (60mm)에서는 -140mV의 낮은 수준의 전위를 

보이고 있으나, 피복두께가 작은 시편에서는 (10mm)에서는 

2.6배 정도 전위차가 발생함을 알 수 있다. 

3.2.2 육안관찰에 의한 철근부식

RC 시편을 파쇄한 후 철근부식을 조사한 결과, 피복두께 

30mm, 60mm에서는 부식이 거의 발생하지 않았으며, 피복

두께 10mm에서는 일부 영역에서 표면부식이 경미하게 발생하

였다. 또한 질산은으로 측정한 염화물이온 침투깊이는 13~17mm 
깊이로 침투되었다. Fig. 7(a)에서는 피복두께에 따른 철근의 

부식사진을 나타내고 있으며, Fig. 7(b)에서는 질산은 적정을 

통하여 나타난 염화물 침투깊이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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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easurement with location

(b) Contour of HCP

Fig. 8 HCP with different w/c ratios

Fig. 9 Averaged HCP with w/c ratios

Fig. 10 Averaged HCP with compressive strength

3.3 w/c에 따른 반전위 평가 및 부식특성

3.3.1 HCP의 변화

본 절에서는 w/c의 변화에 따른 HCP의 변화를 분석하도

록 한다. 피복두께를 30mm로 고정시킨 RC 시편에 대해 

w/c를 0.35, 0.55, 0.70로 변화시키면서 측정위치에 따른 

HCP의 변화를 분석하였다. Fig. 8(a)에서는 w/c의 변화에 

따른 HCP의 위치별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Fig. 8(b)에서

는 Fig. 5와 마찬가지로 측정위치에 따른 HCP의 contour를 

나타내고 있다. Fig. 8(a)에서는 w/c에 따른 오차범위를 같이 

나타내었는데, w/c 0.70인 경우는 +29~-46을, w/c 0.55인 경

우는 +36~-42를, w/c 0.35인 경우는 +27~-18의 오차 변동성

을 나타내었다. 이 오차 범위 역시 w/c의 변동성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었다. Fig. 9에서는 HCP 평균값을 w/c의 변

화와 함께 도시하였다.
w/c가 감소하고 단위시멘트량이 증가할수록 구조가 밀실해

지므로 염화물에 대한 저항성이 증가하고 (Song and Kwon, 
2009), 이로 인해 HCP 및 철근부식 가능성이 뚜렷하게 감소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평균 HCP가 w/c 0.7인 경우 -406mV
로 측정되었는데, w/c 0.35인 경우인 -153mV보다 2.7배 정

도 증가하였다. 피복두께의 증가뿐 아니라, 배합조정을 통해

서도 뚜렷한 철근부식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28일 

재령 압축강도 결과와 HCP 측정값을 비교하면 Fig. 10과 같

이 나타낼 수 있다. 
기존의 HCP 측정결과 (Leelalerkiet et al., 2004)에서는 

w/c 0.55와 7.5mm의 피복두께로 시험을 수행하였는데, 건조

시 -200mV~-300mV 수준을, 포화시 -400mV~-650mV 수준

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결과는 24시간 실내존치후, 표면 건

조시 적절한 수준의 측정결과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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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c 0.35 w/c 0.55 w/c 0.70

Fig. 11 Chloride penetration depth in different w/c ratio

3.3.2 육안관찰에 의한 철근부식 평가

RC부재를 파쇄후 육안으로 철근부식을 조사하였으며 염

화물 침투 깊이를 Fig. 11에 나타내다. w/c 0.70인 시편에서

는 경미한 부식이 일부 시작되고 있었지만 심각한 수준은 아

니었으며, w/c 0.35 및 0.55에서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염화물 침투깊이에서는 w/c 0.35인 경우 5~10mm 수

준을, w/c 0.55인 경우는 8~13mm를, 그리고 w/c 0.70의 경

우는 20~25mm의 염화물 침투깊이를 나타내었으며 부분적으

로 30mm까지 진전된 부분도 존재하였다. 피복두께가 30mm
로 고정되었으므로 심각한 부식은 모든 시편에서 발생하지 

않았다.

4. 반전위값의 특성화 및 Life 365와의 비교

4.1 피복두께와 w/c를 고려한 평가식의 제안

본 절에서는 이상의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피복두께와 w/c
를 고려한 반전위 측정값을 함수화하도록 한다. w/c 0.55를 

기준으로 한 실험결과는 Fig. 6에 나타나있는데, 반전위값의 

변화 (: -mV)를 피복두께의 함수 ( : mm) 로 나타내

면 식 (1)과 같다. 

   , 
=0.96 (1)

또한 Fig. 10의 결과에서 w/c의 영향을 고려하면 식 (2)와 

같은 결과 (: -mV)를 얻을 수 있다.

   , 
  (2)

만일 w/c비에 따른 반전위값의 변동성을 식 (1)에 적용할 

수 있다면 w/c에 따른 HPC의 증가분 ( )을 식 (3)과 같이 

고려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식 (4)와 같은 반전위 측정값

을 제안할 수 있다. 

   ,    (3)

  ·  · (4)

여기서 는 w/c와 피복두께 ()를 고려한 반전위값 

(-mV)를 나타낸다. 
위의 식은 w/c와 피복두께의 영향이 독립적이라는 가정으

로 식을 제안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는 제한사항이 있으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실제로는 w/c가 낮은 경우에는 

HCP의 피복두께에 대한 의존도가 w/c가 높은 경우보다 작

기 때문이다. 또한 주기적인 염수분무시험결과이므로 완전포

화인 해수중이 아닌 비말대 지역에만 적용 가능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각 실험경우당 3개의 시편이 사용되었으며, 
측정횟수도 제한이 있었다 (한 시편에 3개소 측정, 1개소당 

3회 측정). 포화도가 증가할수록 HCP값은 증가하는 경향이 

있는데,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포화도를 측정하기 못하였으

며, 표면이 건조된 것만 확인하였으므로 이 역시 보완해야 

할 대상이다. Fig. 12에서는 제안된 식 (4)와 실험결과와의 

비교를 나타내었다.

4.2 부식방지를 위한 최적조건 도출

ASTM (2009)에 의하면 -200mV 이상의 경우에는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제시하였는데, Table 5와 같다.
식 (4)를 이용하여 부식발생이 없는 조건, 즉 비말대 조건

에서 HCP가 -200mV 이상의 값을 가질 조건을 w/c와 피복

두께를 고려하여 Fig. 13에 나타내었다. 또한 -200mV에 해

당하는 영역을 Fig. 14에 도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6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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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Normalized HCP with w/c ratio

Table 5 ASTM suggestion of HCP and corrosion (ASTM, 2009)

Measurement Corrosion probability

Less -200mV No steel corrosion

-200mV∼-350mV Uncertain

Over -350mV Over 90% of steel corrosion

Fig. 13 HCP with various cover depth and w/c ratios 

Fig. 14 Critical HCP with cover depth and w/c

Table 6 Cover depth and w/c for critical HCP

w/c Required cover depth (mm)

0.35 11

0.40 22

0.45 30

0.50 37

0.55 42

0.60 46

0.65 49

0.70 52

Table 7 Boundary conditions for Life355 analysis 

Critical condition 1.2kg/m3 at steel location

Apparent diffusion coefficient ×  

Surface chloride content
3.0kg/m3 (250m from seashore) South 

seashore in Korea

Temperature 14.7℃

Time to build up of surface 
chloride 

3 Months 

Time exponent =0.2

Duration time 9.4 year

정리하였다.

4.3 Life 365를 통한 해석결과와의 비교

비파괴 실험결과와 염화물 침투거동 프로그램 결과와 비

교하는 것은 정량적인 평가는 되지 못하지만 흥미로운 결과

를 가져올 수 있다. Life 365 프로그램은 수중과 같은 정상

상태를 가정하므로 비말대 지역에서 사용하기 어렵지만, Table 
7과 같이 경계조건 및 입력조건을 고려하여 해석을 수행하

였다. 촉진염해분무시험에서 모사된 기간인 9.4년의 침투기

간을 가정하였으며 HCP 실험과 유사한 환경조건을 가정하

였다. 겉보기확산계수는 Life 365에서 제공하는 w/c의 지수

함수식을 사용하였으며 (Thomas and Bentz, 2002), 표면염

화물량은 콘크리트 시방서를 기준으로 남해안에서 250m 떨
어진 거리를 고도차 없이 가정하였다 (KCI, 2004). 온도는 

남해안 (부산)지역의 연평균 온도를 가정하였으며, 표면염화

물이 증가하는 시점은 3개월로 가정하였다.
해석결과를 Fig. 15에 나타내었는데, Life 365로 평가된 

피복두께, 즉 유입된 염화물 침투량이 1.2kg/m3에 도달하는 

침투깊이는 w/c가 감소할수록 감소하였으며, 최대값은 w/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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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Comparison of chloride penetration depth from Life 

365 and resistant cover depth from HCP

0.7에서 78mm, 최소값은 w/c 0.35에서 27.5mm로 평가되었

다. 이 한계상태를 부식이 발생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정하면, 
HCP이 -200mV 이하인 값으로 가정할 수 있다. w/c 0.5인 

경우는 비슷한 피복두께 및 침투깊이를 보이고 있으나, w/c
가 낮아지거나 높아질수록 Life 365에 의한 침투깊이와 

HCP로부터 제안된 피복두께의 차이가 증가하였다. 표면염

화물 증가시기, 1차원 해석의 한계, HCP 측정시의 오차, 
HCP 평가방법의 보수성 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

요원인으로는 Life 365가 겉보기 확산계수를 크게 가정하여 

보수적인해석을 하고, 임계부식량 (1.2kg/m3)도 철근부식 개

시조건에서 보수적이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도출된 

식 (4)도 실내실험에 국한된 것이므로 실태조사 결과와의 차

이가 발생한다. 그러나 비말대 조건에서 10년 기간 동안 부

식발생을 제어하기 위하여, w/c 0.5 수준에서 피복두께가 

40mm 이상을 확보해야 되는 것은 두가지 방법에서 공통적

으로 도출되었다.

5. 결 론

콘크리트 특성에 따른 반전위 측정값의 변화와 부식제어 

조건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피복두께와 w/c를 변수로 하여 제조한 RC 시편에 대

하여 45일간 염수분무시험을 수행한 뒤, HCP을 측정

하였다. 피복두께가 증가할수록 HCP은 선형적으로 감

소하였고, 피복두께가 10mm (-350~-400mV)에서는 뚜

렷한 부식발생이 확인되었다. 또한 피복두께 30mm인 

RC 시편에 대하여 w/c를 0.35, 0.55, 0.70으로 변화시

켜 반전위값을 측정하였는데, w/c가 증가할수록 선형

적으로 HCP값이 증가하였으며, w/c 0.70에서는 경미

한 부식이 발생하였다.
(2) 실험결과를 이용하여, 물-시멘트비와 피복두께를 고려

한 HCP식을 제안하였으며, 비말대 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부식방지를 위한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3) 염수분무시험과 비슷한 환경조건을 가정하고 Life 365 

프로그램의 해석결과와 비교하여 부식방지조건을 도

출하였다. HCP 측정결과와 Fick의 법칙을 가정한 해

석결과와는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두가지 방법 모두 

비말대 조건에서 w/c 0.5일 경우 40mm 이상의 피복

두께가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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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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