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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the field survey and the theoretical consideration for Korean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ncrete durability and maintenance, the following conclusions are derived. From the survey, the prediction equation of carbonation 
depth for the southwest region in Korea is experimentally proposed,    , which predicts about 60mm of the carbonation depth 
for the concrete structures of 100 years, a 1st class of target endurance period, under a combined deterioration environment like a marine 
environment. Considering that the marginal value for a carbonation depth limitation under very severely marine environment is 25mm, in 
accordance with the Specification, it is found that the predicting carbonation depth for the concrete cover depths, 100mm and 60mm are 
63mm and 29.4mm, respectively. In conclusion, according to the equation and the Specification, it is strongly required that the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with the cover depth under 100mm have to make a protection from combined deterioration factors by any methods 
like a surface coating, an increment of cover depth or an application of a special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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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배경

일반적인 자연환경 하에서의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은 반영구적인 내구성을 가지고 있다고 믿어 왔지만 

열악한 환경 하에 오랜 기간 동안 노출된 구조물은 각

종 유해 이온 등의 침입으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내구

수명을 크게 단축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하는 열화 

현상은 탄산화 및 염해 등 외부환경조건과 사용재료 

결함 및 부실시공에 의한 내부 조건에 의한 철근부식

으로 귀착된다. 특히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국내의 경

우 해안지역에 건설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은 가혹

한 환경조건에 노출되어 염화물 이온의 침투에 의한 

철근부식이 내구성 저하에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와 같이 해양 환경에서 콘크리트의 탄산화는 내구성 

저하에 악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해안지역에 위치하는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 현상을 규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여 신설되는 구조물의 안전성 및 

경제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대비책이 필요

하다. 
본 연구는 해양 환경에 건설될 구조물의 내구성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설계 공용 기간 동안 안전성, 사
용성 및 내구성을 갖도록 최적의 방안을 강구하기 위

하여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도로 건설공사 구간 내 콘

크리트 교량의 내구성 환경을 설정하기 위하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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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구간에 인접하거나 유사 환경에 놓인 기존 콘크리

트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분석을 탄산화 현장조사 및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 시료에 대한 강도 조사를 기초

로 수행하였다.

1.2. 연구목적

토목구조물은 국가의 기반 시설을 이루며 이러한 시

설물의 설치 시에는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구조물이 제 기능을 완전히 수행할 수 있으면서 설계

수명기간 동안 본래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구조물에는 환경요인, 작
용 외력 등에 의하여 성능 저하 현상이 발생하므로 콘

크리트 구조물 역시 일정한 내구연한을 가질 수밖에 

없고 외부 환경요인에 따라 이 내구연한이 때로는 설

계수명보다 작아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대상 도로 건설공사의 콘크리트 구조물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 유지관리편 및 ACI 자
료, 일본 토목학회(본문) 등을 참고하여 충분한 내구성

을 확보할 수 있는가를 연구하고, 콘크리트 탄산화 조

사 결과를 분석하여 해양 환경하 콘크리트 교량의 내구

성능 평가 인자인 탄산화를 고려한 물-결합재비 및 피

복두께를 산정하여 제시하는데 연구 목적을 두고 있다.

2. 내구성능 평가 국내현황 및 원칙

2.1. 국내현황

1992년 도로교 표준시방서에서는 교량의 내구성 및 

잔존 내구연한의 평가에 대하여 일반적인 사항들을 규

정하고 있으며, 교량의 내구성 및 잔존 내구연한의 평

가는 공인 각종 비파괴 실험에 기초한 합리적인 평가 

기법에 의해 수행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교
량의 내구성 및 잔존 내구연한 평가에 따른 결과는 유

지관리에 대한 체계적인 판단지침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1). 그러나, 1996년 개정된 도로교 

표준시방서에는 내구성에 관련된 일반적인 규정들을 

수록하고 있지 않다2).
1996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는 CEB-FIP Model Code 

90의 내구성 설계 방법을 도입하여 내구성 설계가 가

능하도록 개념적인 내구성 설계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서는 내구성 설계 시 구조물의 

종류, 용도, 중요도 등에 따라 100년 이상의 내구연한

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 50년 이

상의 내구연한을 갖도록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 시
공, 유지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때, 요구되는 구

조물의 내구연한이란 잦은 유지관리를 위해 실시하는 

특별 표면 보호를 고려치 않고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3).
한편, 2004년도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내구성편에

서는 시공에 착수할 콘크리트 구조물이 목표 내구수명 

동안에 내구성을 확보하게 하기 위해서 시공 계획단계

에 내구성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내구성 평가에서

는 염해, 탄산화, 동결융해, 화학적 침식, 알칼리 골재 

반응 등을 주된 열화 원인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으

며, 이에 대한 평가 원칙 및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4). 

2.2. 내구성 평가 원칙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내구성 평가는 내구성능 예

측치에 환경계수를 적용한 요구 내구성치와 내구성능 

특성치에 내구성 감소 계수를 적용한 설계 내구성치를 

비교하는 것으로 다음식과 같다5).

  ≤   (1)

여기서, 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환경계수, 
는 콘크리트 구조물에 관한 내구성 감소계수, 는 콘

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능 예측치, 는 콘크리트 구

조물의 내구성능 특성치이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을 참

고하여 환경계수는 콘크리트 구조물의 열화 환경조건

에 대한 안전율로, 그리고 내구성 감소계수는 내구성

능 특성치 및 내구성능 예측치의 정 도에 대한 안전

율로 적용하였다. 또한, 각 열화 요인에 대한 내구성 

평가 시에 사용되는 환경계수와 내구성 감소계수는 각 

열화 요인에 대해 독립적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콘크리트 구조물 목표 내구수명은 구

조물이 특별한 유지관리 없이 일상적인 유지관리하에

서 내구적 한계 상태에 도달하기까지의 기간으로 정하

였으며, 시공될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 등급의 결정

은 구조물의 설계 시에 설정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목

표 내구수명에 따라 Table 1과 같이 정하였다6). 

Table 1. Durability rating based on target service lif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Structure 
durability 

ratings
Contents Target 

service life

1 star Structures that require particularly high 
durability 100 years

2 stars Structures that require high durability 65 years

3 stars Structure required is relatively low durability 3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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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rget service life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according to the type

Division Target 
service life Contents Structure type 

(for example)

Endurance 
class 1 100 years Structures that require 

high durability
Bridges, overpasses, 

subways, tunnels

Endurance 
class 2 65 years General structure

Houses, apartments, 
offices, schools, 

museums, department 
stores

Endurance 
class 3 30 years Good structural 

shorter service life

Factory buildings, 
pavilions, warehouses, 
parking lots, theaters

한편, 콘크리트 구조물 종류에 따른 목표 내구수명

은 내구 등급과 염해 및 탄산화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시공/유지관리 지침(안)에서 

Table 2와 같이 정하였다7).

3. 현장조사를 통한 내구성 환경 평가

3.1. 개요

본 연구에서는 바닷가에 접하여 신설되는 해양 환경

하에 있는 대상 도로 건설공사 현장의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의 내구수명을 평가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의 장

기 내구성능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하여 주

변에 인접해 있는 오래된 구조물에 대하여 내구성 현

장조사를 실시하여 내구성 환경을 설정하였다.

3.2. 조사대상 구조물의 선정

본 연구에서 콘크리트의 내구성 조사를 대상으로 하

는 구조물은 대상 도로 건설공사가 실시될 지역 또는 

유사 환경하의 주변 구조물을 주축으로 서남해안 일대

의 구조물을 선정하였으며, 구조물의 위치는 해안으로

부터 1.0 km 이내 거리에 있는 구조물에 한정하였다. 이
러한 구조물을 대상으로 탄산화 정도, 화학적 표면 열

화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일부는 100 mm 콘크리

트 코어를 채취하여 실내 강도 실험 등을 실시하였다. 
Fig. 1에서 Fig. 12는 본 연구에서 선정한 콘크리트 

교량 구조물 등 해안으로부터 1 km 이내의 대상 시설

물의 전경이다.
탄산화 조사 대상 주요 구조물은 대상 도로 건설공

사가 실시될 콘크리트 구조물이 본선 구간의 경우 해

수에 직접 노출되고, 접속교량과 같이 해안가에 인접

하는 경우 그리고 공사구간 내 각종 콘크리트 구조물

이 대부분 해안선으로부터 1.0 km 이내에 위치하고 있

음을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Fig. 1. Railroad bridge(1).

Fig. 2. Railroad bridge(2).

Fig. 3. Railroad bridge(3).

Fig. 4. Rural bridg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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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ural bridge(2).

Fig. 6. Port Facilities.

Fig. 7. Landfast bridge.

Fig. 8. Bridge connecting islands(1).

Fig. 9. Bridge connecting islands(2).

Fig. 10. Bridge connecting islands(3).

Fig. 11. Bridge connecting islands(4).

Fig. 12. Bridge connecting islands(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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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3. Carbonation depth measurement views.

Table 3. Status of the surveyed construction 

Structures name Ages
(year)

Exposure 
conditions

Distance 
from the 

coast

Strength
(MPa)

Sampling 
location

Railroad bridge(1) 25 Waterfront 0.3 km 20.1 Pier

Railroad bridge(2) 25 Waterfront 0.4 km 19.9 Pier

Railroad bridge(3) 25 Waterfront 0.3 km 21.0 Pier

Rural bridge(1) 25 Waterfront 0.0 km 17.0 Pier

Rural bridge(2) 35 Waterfront 0.7 km 19.1 Pier

Port facilities 35 Dock 0.0 km 16.7 Dock

Landfast bridge 3 Dock 0.0 km 35.0 Pier

Bridge connecting 
islands(1) 20 Dock 0.0 km 25.1 Pier

Bridge connecting 
islands(2) 13 Dock 0.0 km 25.0 Pier

Bridge connecting 
islands(3) 13 Dock 0.0 km 25.5 Pier

Bridge connecting 
islands(4) 12 Dock 0.0 km 39.0 Pier

Bridge connecting 
islands(5) 18 Dock 0.0 km 23.5 Pier

한편, 콘크리트 코어 채취 위치는 환경 조건에 따라 

열화가 많이 발생되는 높이의 시료를 채취하였고, 각
각의 채취 위치는 Table 3에 명시하였다.

3.3. 탄산화 깊이 측정

본 연구에서는 선정된 구조물에 대하여 현장에서 드

릴로 구멍을 뚫은 후 1%의 페놀프탈레인-알코올 용액

을 분무하고 현장에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였다. 그
리고 코어 시편 채취시에는 코어 시편에 대하여 동일

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콘크리트 중의 세공 용액의 pH는 12.5 이상이므로 

건전한 부위에서는 적자색을 띠지만 시멘트 수화물이 

중성화되면 색의 변화가 없게 된다. 따라서 적자색으

로 변색된 부분과 변색되지 않은 부분과의 경계선에서 

콘크리트 표면까지의 깊이를 측정하여 탄산화 깊이로 

하였다. 탄산화 깊이 측정 전경은 Fig. 13과 같다.

4.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결과 및 고찰

4.1. 콘크리트 탄산화 조사결과

일반 공기 중에는 0.03%의 CO2가 포함되어 있으며 

도심지 및 공장지대의 경우에는 공기 중의 CO2가 증가

한다고 한다. 탄산화는 콘크리트 중의 세공을 채워 일

부 강도가 상승하는 경향이 있으나 이로 인하여 콘크

리트 중의 pH의 감소와 더불어 철근을 부식시키기 때

문에 내구성 저하의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이러한 탄산화 현상은 콘크리트 중에 함유된 염분에 

따라 영향을 받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염분은 탄산화

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염

화물이 포함된 상태에서 습기의 유무 또한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일반적으로 염화물 이온이 함유되어 있지 않은 콘크

리트에서 습한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탄산화가 늦으나 

철근에 도달하면 빠르게 부식이 진행되며, 건조한 경

우에는 탄산화는 빠르나 건조해 있기 때문에 철근에 

탄산화가 도달해도 철근의 녹의 진행은 극히 늦다.
이러한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의 피복두께를 증가시켜 콘크리

트 표면에서 철근 깊이에까지 도달하는 탄산화의 속도

를 지연시키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대상 도로 건설공사가 실시될 지역을 

포함하여 서남해안 지역의 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탄

산화 정도를 조사하여 탄산화의 진행속도를 조사하였

다 특히, 이 지역은 동해안 지역에 비해 조수간만의 차

가 약 10 m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고 그에 따라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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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arbonation of concrete measurement results

Structures name Measuring carbonation 
depth(mm)

Carbonation
rate coefficient, A Remark

Railroad bridge(1) 23 4.6

Railroad bridge(2) 17 3.4

Railroad bridge(3) 18 3.6

Rural bridge(1) 43 8.6

Rural bridge(2) 38 6.4 O

Port facilities 29 4.9 O

Landfast bridge - - O

Bridge connecting 
islands(1) 29 6.5 O

Bridge connecting 
islands(2) 28 7.8 O

Bridge connecting 
islands(3) 25 6.9 O

Bridge connecting 
islands(4) 8 2.3 O

Bridge connecting 
islands(5) 37 8.7

Average value Up to 8.7
Minimum 2.3 5.856 6.175

Note) “○” data display data of the new bridge being positioned adjacent 
to the bridge.

면의 염화물량이 크게 증가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

며, 이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에서 제시하는 

표면 염화물량이 동해안에 비해 매우 높게 설정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타 지역에 비하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염화물량은 탄산화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이라 사료되는 지역이다. 
Table 4는 대상 도로 건설공사가 실시될 지역을 포

함한 서남해안 지역의 기존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탄산

화 깊이 측정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는 서남해안에 건설된 콘크리트 구조물을 대

Fig. 14. Carbonation speeds according to the site survey 
results.

표한다고는 할 수 없으나 그 경향에 있어서 탄산화 속

도계수가 매우 높게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의 평균 탄산화 속도계수는 5.856
으로 이는 도심지의 지하철 구조물 탄산화 진행 속도 

계수 수준인 3.0~4.0과 비교할 때 매우 높은 수준의 속

도로서 주로 간만대인 염해 환경의 영향을 크게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Fig. 14의 대상 도로 건설공사

가 실시될 지역에 대한 평가 결과, 평균 탄산화 속도계

수 6.175로서 보다 높게 나타나 염화물에 의한 탄산화 

진행 속도를 고려한 내구성 증진 방안이 복합적으로 

연구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2. 탄산화를 고려한 W/B 비 및 피복두께 고찰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 계획단계에서 탄산화에 대

한 내구성 평가는 구조물 설계 당시의 내구성 조건과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시공방법 등에 따라 대상 구조

물의 탄산화에 관한 환경조건을 고려한 평가를 통하여 

대상 구조물의 목표 내구수명 내에서 탄산화에 대한 

요구 내구성능을 충분히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4.1절의 현장조사 결과에서 나타난 탄산화 속도계수

를 고려할 때, 염해 영향을 받는 서남해안 콘크리트 구

조물에서 공용 연수 100년에서 탄산화 예측 깊이는 보

수적인 관점에서 약 60 mm로 예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탄산화에 대한 허용 성능 저하 한도

를 시방서에 준하여 탄산화 침투 깊이가 철근의 깊이

까지 도달한 상태를 탄산화에 대한 허용 성능 저하 한

계 상태로 정하도록 하였으며, 목표 내구수명에 도달

하였을 때의 철근 부식 발생 탄산화 한계 깊이 lim와 

구조물의 열화에 따른 예측 탄산화 깊이 에 각각 내

구성 감소계수와 환경계수를 곱하여 비교함으로써 내

구성 평가를 수행하였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 평가 기본

식은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8).

  ≤  lim (2)

여기서, 는 탄산화에 대한 환경계수, 는 탄산화

에 대한 내구성 감소계수, lim는 철근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탄산화 한계 깊이(    ), 는 설계 피복두

께, 는 한계 탄산화 깊이의 여유 값, 는 탄산화 깊

이 예측값이다.
또한, 예측 탄산화 깊이()는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

     (3)



채원규⋅이명구․손영현

Journal of the KOSOS, Vol. 30, No. 6, 2015108

여기서, 는 탄산화 깊이 예측식의 변동성을 고려

한 안전계수,     는 설계 탄산화 속도계수, 
는 특성 탄산화 속도계수, 는 환경 작용 정도를 나

타내는 방향계수, 는 콘크리트 재료계수, 는 재령

(년)이다.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내구성편에서는 탄산화 속도

계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속도계수 평가 기본식을 

제시하고 있다9). 

  ≤   (4)

여기서, 는 콘크리트 탄산화 속도계수의 예측값, 
는 콘크리트의 특성 탄산화 속도계수이다.

한편, 콘크리트 탄산화 속도계수 예측값 는 평가

대상 콘크리트에 대한 실제 실험이나 실측자료를 통해 

구하는 것으로 하며, 실험에 의한 방법에서 유효 물-결
합재비()에 따른 탄산화 속도계수식은 다음 식을 

기본으로 한다. 이때 a, b 값은 시멘트(결합재)의 종류

에 따라 정해지는 상수이다.

      (5)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내구성편 및 

유지관리편을 참고하여 예측 탄산화 깊이()에 대한 

산정을 다음과 같은 순서로 수행하였다.
속도계수 평가 기본식 (식 4)를 이용하면 콘크리트 

특성 탄산화 속도계수 는 다음과 같다.

      에서   


 (6)

이때 시방서를 참고하여 탄산화 환경계수  (탄산

화에 대한 환경계수) = 1.1,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 

감소계수) = 0.92로 하면 다음과 같다.
 

  


    (7)

예측 탄산화 깊이() 산정식 (식 3)을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8)

시방서를 참고하여 일반 콘크리트에 대해 해수 혹은 

하천수 등에 노출된 경우의 교각, 슬래브 등 콘크리트 

면을 대상으로 품질 변동 요인을 고려하지 않을 때  
= 1.15,   = 1.0,  = 1.0을 적용하고, 상기 (식 7)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9)

여기서,    의 값은 대상 구조물과 동

일하게 혹은 유사한 재료, 배합 및 환경조건을 대상으

로 하고 있는 식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본 연구

에서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에서 제안하

는 다음 (식 10)을 채용하고 (식 9)에 대입하면 (식 11)
이 유도된다.

      (10)

  ×   (11)

상기 (식 11)로부터 탄산화 속도 계수항을 zero로 둘 

때, 최대 물-결합재비는 약 40% 임을 알 수 있다.
한편, (식 2)에서 철근부식이 발생할 수 있는 탄산화 

깊이 한계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다. 
    lim으로 하고,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

음과 같다.

  


lim  


  (12)

이때 탄산화 환경계수와 내구성 감소계수 및 설계 

피복두께와 한계 탄산화 깊이 여유 값(염해 환경 25 
mm)을 적용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1) 피복두께 100 mm인 경우

     

  ×   

(2) 피복두께 60 mm인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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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현행 목표 설계 내구연한 100년을 만족하기 위해서

는 탄산화에 대한 내구성능을 현장조사와 콘크리트 표

준시방서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편을 참고로 한 검토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서남해 지역에 대한 현장조사 결과, 평균 탄산화 속도

계수를 산출하여 예측 탄산화 깊이 식을    로 

제안하였다.
2) 본 제안식에 따르면 염해 환경 하에서의 공용 연

수 100년에서 탄산화 예측 깊이가 보수적인 관점에서 

약 60 mm로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현행 콘크리트 표준시방서(2009)에서 염해 환경

하에서의 탄산화 작용에 따른 철근 부식 개시 깊이에 

대한 여유 값은 25 mm이며, 이를 고려한 각 피복두께

별 예측 탄산화 깊이를 고찰한 결과, 피복두께 60 mm
에 대해 29.4 mm, 100 mm에 대해 63 mm로 각각 나타

났다.
따라서, 피복두께가 100 mm 미만인 콘크리트 구조

물의 경우, 1등급의 목표 내구연한 100년을 만족하기 

위해서는 탄산화 및 염해방지 도장, 특수한 콘크리트

의 적용 등과 같은 특별한 조치가 반드시 요구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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