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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Considering the chemical reaction between concrete which is the raw material of the dike bottoms and hazardous chemicals, 
some chemicals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 impermeability of concrete dike bottoms. The impermeable standards for the concrete 
bottom of dikes have been made in the recent study, but the previous study was based on the exposure test to crude oil which is not 
corrosive and not related to the chemical reac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the test of crude oil can’t represent all kinds of hazardous 
chemicals, especially highly corrosive chemicals. Meanwhile, this study has conducted the exposure test to nitric acid that is strongly 
corrosive and very hazardous. The results have showed that nitric acid has been penetrated at the maximum penetration depth of 2.9 cm 
for 7 days and the impermeable standards are better than the germany standard. Through this study with severe chemical, the scientific 
basis on the installation standards of all dike bottoms which are generally used in the industry has been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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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4월 울산에서 발생한 다량의 원유 유출 사고 

이후 저장탱크에서 유출된 물질이 방류벽 바닥을 통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이후, 국가적 차원에서 방류벽 바닥재를 엄격하게 관리

하고, 화학사고를 예방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확산되었

다. 하지만, 화학물질을 관리하는 국내 법령에서는 방류

벽 바닥재에 대한 불침투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1,2,3) 
이를 이행하는데 상당한 논란이 있었다. 일부 사업장은 

방류벽 바닥을 불침투성으로 유지하기 위해 도료로 시

공하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과 관리상의 문제로 기피한

다. 대부분의 사업장은 방류벽 바닥을 도료 시공 없이 

일반 콘크리트로 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4). 그러나,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조건에 따라 수밀성능이 달라

지기 때문에 모든 콘크리트가 불침투성이 유지되는 것

으로 인정되는 것은 곤란하다. 콘크리트는 재질⋅종류, 
양생조건, 유지관리, 취급물질과의 화학반응 등에 따라 

침투성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5).
산업계가 방류벽 바닥재로 콘크리트를 선호한다면 

현장에서 손쉽게 이행할 수 있는 불침투성 콘크리트 

세부기준을 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방류벽 

콘크리트와 저장하고 있는 유해화학물질과의 반응성

을 현장에서 직접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에 노

출시험이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신창현 등6)은 방류벽 

바닥재에 대한 불침투성 콘크리트의 세부기준 마련 연

구를 통해 원유가 7일 간 노출되어도 최대 1.5 cm(2회 

평균, Table 1 참조)가 침투되는 수준으로 불침투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만, 이 연구는 화학반응이 

거의 없는 원유에 대한 노출실험을 바탕으로 방류벽 

바닥재의 불침투성을 확인한 것으로 부식성, 반응성 

등을 고려하지 않았다. 따라서, 질산, 황산, 가성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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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ults of the penetration depth of dikes with general 
concrete and waterproof concrete

Coating material
None Epoxy Urethane

Concrete type

Penetration depth
(Unit: cm)

General concrete 1.2 0.7 1.5

Waterproof concrete 1.5 0.9 0.9

등과 같은 부식성이 강한 물질의 침투성에 대한 위험

성을 대표하는 것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부식성이 강한 질산의 노출실험을 통

해 불침투성 콘크리트 바닥재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사업장에서 취급하는 모든 유해화학물질의 방류벽 바

닥재로 안심하게 사용할 수 있는 설치기준을 확립하

고자 한다.

2. 실험 내용 및 방법

본 연구에서는 신창현 등6)이 사용한 실험장치, 노출조

건, 검사방법 등 실험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원유를 

질산으로 변경하여 질산이 방류벽 바닥재의 침투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평가하였다. 간이 콘크리트 방류벽

을 제작하고, 질산을 투입 후 7일 동안 노출실험을 실시

하였다. 실험이 끝나고 방류벽 하단의 육안검사와 콘크

리트 내부 절단 후 침투량 측정검사를 통해 질산의 침투

깊이를 측정하였다. 또한, 방수액, 도료가 원유의 침투성

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방류벽 종류에 따른 

질산의 침투량 비교실험을 실시하였다.

2.1 실험장치

대량 유출사고를 모사하되, 부식성이 강하고, 반응

성이 있는 질산의 위험성을 감안하여 실험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간이(pilot) 방류벽을 제작하였다5). 이를 

위해 나무로 제작된 거푸집에 콘크리트를 주입하여 콘

크리트를 양생시키고, 28일 후에 거푸집을 제거하였다. 
거푸집 설계도 및 양생이 완료된 방류벽 실험장치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질산이 접촉하는 콘크리트 방류

벽 내부는 크기가 가로 30 cm, 세로 30 cm이고, 질산이 

충분히 투입되어 하중을 적절히 받을 수 있도록 상부 

높이를 30 cm로 제작하였다. 방류벽 바닥의 두께는 선

행연구에서 제시한 불침투성 기준대로 10 cm로 하였

다. 또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보강하고, 액밀성을 강화

하기 위해 콘크리트를 주입 중 방류벽 바닥 하단면 중

간(하단에서 상부 5 mm)에 지름 1 mm, 가로 28 cm, 세
로 28 cm로 제작된 와이어 메시(wire-mesh)를 삽입하였

Schematic diagram of wood mould Concrete dike

Fig. 1. Schematic diagram of a wood mould and a concrete 
dike.

다. 아울러, 질산이 방류벽 옆면으로 침투되는 것을 막

기 위해 옆면에 도료시공이 없는 방류벽과 에폭시를 

시공한 방류벽에는 에폭시를, 우레탄을 시공한 방류벽

에는 우레탄을 시판제품으로 3 mm씩 시공하였다.

2.2 콘크리트 재질 및 양생 조건

사업장의 현장 적용성을 고려하여 고압가스안전관

리법 기준을 바탕으로 콘크리트의 강도를 21 MPa, 골
재 크기를 최대 25 mm, 물-시멘트 비율은 50% 이하, 
슬럼프룰 120~150 mm로 선정하였다7). 또한, 산업계 현

장상황을 고려하여 한국산업표준(KS)에서 정한 기준을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28일 간 양생하였다8). 이때의 온

도와 습도는 2.3℃, 18%에서 23.3℃, 30%까지 변화하

였다. 아울러, 양생초기 30분 이내에 거푸집 내부에 있

는 공기를 제거하기 위해 믹싱(mixing)을 하였고, 망치

로 진동을 주었다. 지금까지의 불침투성 콘크리트의 

실험조건을 Table 2에 요약해서 나타내었다.

Table 2. Specifications of impermeable concrete dikes

Type Concrete

specification

- Strength : 21 MPa
- Water-cement mixture rate : 50% or less
- Aggregate size : 2.5 mm or less
- Period of concrete curing : 28 days
- Thickness : 10 mm

일반적으로 방수 콘크리트 제작 방법은 일반 콘크리

트 상단에 방수액을 도포하거나, 일반 콘크리트와 방

수액을 혼합하는 방법이 있다. 본 실험에서는 방수액

을 혼합하는 방법을 선택하였고, 방수액은 시판되는 

제품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콘크리트 0.2 m3에 

방수액 0.6 L를 혼합하여 방수 콘크리트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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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노출조건

실험을 위해 국내에서 약 60% 이상을 공급하는 제

조사에서 질산(함량 70%, 밀도 1.55 g/cm3)을 제공 받

았다. 질산을 25 cm 높이로 총 22,500 cm3를 채우고, 7
일 동안 노출시켰다. 실험실에서 실시하였고, 온도와 

습도는 7.7℃, 42%에서 20.8℃, 19%까지 변화하였다. 
질산을 일반 콘크리트 방류벽과 방수 콘크리트 방류벽

에 투입하여 노출실험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도료 재

질에 따른 침투영향을 비교하기 위해 에폭시와 우레탄

을 3 mm로 시공한 방류벽에 질산을 투입하였다. 노출

실험에 사용된 개괄적인 구성도를 각 Fig. 2와 Fig. 3에 

나타내었다. 실험장치 1은 일반 콘크리트로 제작된 방

류벽, 실험장치 2는 일반 콘크리트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 실험장치 3은 일반 콘크리트에 우레탄이 시공

된 방류벽이다. 아울러, 실험장치 4는 방수 콘크리트로 

제작된 방류벽, 실험장치 5는 방수 콘크리트에 에폭시

가 시공된 방류벽, 실험장치 6은 방수 콘크리트에 우레

탄이 시공된 방류벽이다. 6개의 방류벽이 1세트이고, 
반복실험을 위해 2세트(총 12개)를 제작하였다.

Fig. 2. Schematic diagram of general concrete dikes.

Fig. 3. Schematic diagram of waterproof concrete dikes.

3. 실험 결과

모든 노출실험에서 질산을 방류벽에 투입한 초기에 

질산과 콘크리트 간 화학반응이 육안으로 관찰되었다. 
질산은 강산성의 부식성 물질이고, 콘크리트는 약 pH 
12.5~13.5의 알칼리 성분이 응집된 재료이다9). 이에 산

과 염기의 혼합으로 발열반응이 일어나면서 흄(fume)

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였다. 도료 종류에 따라 질산과 

반응하는 형태는 차이가 있었다. 에폭시는 질산을 투

입한 초기에 큰 화학반응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시간

이 지나면서 질산과 지속적인 반응하면서 에폭시가 조

금씩 표면에서 벗겨지는 것이 관찰되었다. 반면에, 우
레탄은 초기부터 질산과 급격하게 화학반응을 일으키

면서 대량으로 우레탄이 벗겨지고, 지속적으로 질산과 

화학반응을 일으키면서 흄이 발생하였다. 본 실험을 

통해 부식성이 강한 물질에는 에폭시나 우레탄이 내화

학적 재질로 적절하지 않아 내산페인트 등과 같은 별

도의 조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7일 동안 질산에 노출된 방류벽 내부의 콘크리트 표

면에서는 부식으로 약 2~3 mm 정도의 표면 손상이 발

생하여 자갈 등 골재만으로 지지되고 있는 것이 확인

되었다. 이는, 질산과 콘크리트 간의 화학반응으로 인

해 콘크리트 재료가 심하게 손상되었기 때문이다. 침
투수준을 정밀하게 조사하기 위해 콘크리트 절단기로 

방류벽 단면을 절개하고 질산의 침투깊이를 측정하였

다. 이때, 질산이 가장 깊게 침투된 부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그 깊이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모든 방류

벽에서 질산이 하단면에 흘러나온 흔적이 없었고, 최
대 2.9 cm까지만 침투되었다. 다만, 방류벽을 절단하여 

질산의 최대 침투깊이를 육안으로 측정하는 한계로 인

해 반복실험 결과의 편차가 상대적으로 컸다. 실험 편

차를 감안해도 3일 노출조건에 약 13.3 cm 이내로 침

투되어야 하는 독일 방류벽 기준과 비교해서 본 연구

의 불침투성 수준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3.1 일반 콘크리트의 질산 침투실험

질산을 방류벽에 투입하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외

관상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4는 도료가 없이 일반 

Top view (0 day) Top view (+1 day) Top view (+3 day)

Top view (+5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4. Appearances of general concrete without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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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view (0 day) Top view (+1 day) Top view (+3 day)

Top view (+5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5. Appearances of general concrete with epoxy.

Top view (0 day) Top view (+1 day) Top view (+3 day)

Top view (+5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6. Appearances of general concrete with urethane.

콘크리트로 시공한 방류벽, Fig. 5는 일반 콘크리트 상

단에 에폭시로 시공한 방류벽, Fig. 6은 일반 콘크리트 

상단에 우레탄으로 시공한 방류벽에 대한 질산의 노출

실험 결과를 보여준다. 각 그림에서 첫 번째는 질산을 

투입한 초기의 상태이고, 두 번째에서 네 번째는 투입 

후 1일에서 5일이 경과한 상태이며, 다섯 번째는 7일 

간 노출실험을 마치고 질산을 회수 처리한 상태이며, 
마지막은 방류벽 바닥의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질산이 

가장 깊이 침투한 부위의 투과깊이를 측정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방류벽 하단면에서 유출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방

류벽 단면 절단검사에서는 약간의 침투흔적이 관찰되

었고, 그 상세 결과를 Table 3에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도료가 시공되지 않은 방류벽에서는 평균 1.7 cm(2회 

모두 1.7 cm)가 침투되었고, 콘크리트 상단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에서는 평균 1.6 cm(최소 1.4 cm, 최대 

Table 3. Results of the penetration depth of dikes with general 
concrete

Coating material None Epoxy Urethane

Bottom leak mark None None None

Penetration
depth

(Unit: cm)

Average 1.7 1.6 1.0

1st 1.7 1.7 1.4

2st 1.7 1.4 0.5

Difference in 
percentage 0% 18% 64%

1.7 cm)가 침투되었다. 콘크리트 상단에 우레탄이 시공

된 방류벽에서는 평균 1.0 cm(최소 1.4 cm, 최대 0.5 
cm)가 침투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기존 원유 노

출실험의 평균 침투량은 도료가 시공되지 않은 방류벽

은 1.2 cm, 에폭시를 시공한 방류벽은 0.7 mm, 우레탄

을 시공한 방류벽은 1.5 cm이었다. 이를 질산 침투량과 

비교했을 때, ± 0.9 cm 수준으로 큰 차이는 없었다.

3.2 방수 콘크리트의 질산 침투실험

육안상으로 일반 방수콘크리의 노출실험과 큰 차이

가 발견되지 않았다. Fig. 7은 도료가 없이 방수 콘크리

트로 시공한 방류벽, Fig. 8은 방수 콘크리트 상단에 에

폭시로 시공한 방류벽, Fig. 9는 방수 콘크리트 상단에 

우레탄으로 시공한 방류벽의 노출실험 결과이다. 그림 

순서에 따른 실험내용은 일반 콘크리트의 설명과 같다.
방류벽 하단까지 유출된 흔적은 없었고, 절단검사 

에서는 일정깊이까지 침투된 흔적이 관찰되었다. 그 

상세 결과를 Table 4에 요약해서 정리하였다. 도료가 

시공되지 않은 방수 콘크리트의 방류벽에서 평균 1.8 
cm(최소 1.5 cm, 최대 2.0 cm)의 침투흔적이 관찰되었

Top view (0 day) Top view (+1 day) Top view (+3 day)

Top view (+5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7. Appearances of waterproof concrete without pai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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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 view (0 day) Top view (+1 day) Top view (+3 day)

Top view (+5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8. Appearances of waterproof concrete with epoxy.

Top view (0 day) Top view (+1 day) Top view (+3 day)

Top view (+5 day) Top view (+7 days) Penetration experiment

Fig. 9. Appearances of waterproof concrete with urethane.

Table 4. Results of the penetration depth of dikes with 
waterproof concrete

Coating material None Epoxy Urethane

Bottom leak mark None None None

Penetration
depth

(Unit: cm)

Ave. 1.8 1.1 2.0

1st 1.5 0.7 1.0

2st 2.0 1.4 2.9

Difference in 
percentage 33% 100% 190%

고, 방수 콘크리트 상단에 에폭시가 시공된 방류벽에

서 평균 1.1 cm(최소 0.7 cm, 최대 1.4 cm)의 침투흔적

이 확인되었다. 콘크리트 상단에 우레탄이 시공된 방

류벽에서는 평균 2.0 cm(최소 1.0 cm, 최대 2.9 cm)의 

침투된 것으로 측정되었다. 한편, 기존 원유 침투실험

에서 평균 침투량은 도료가 시공되지 않은 방류벽은 

1.5 cm, 에폭시를 시공한 방류벽은 0.9 cm, 우레탄을 

시공한 방류벽은 0.9 cm이었다. 이를 질산 침투량과 비

교했을 때, ± 1.1 cm 수준으로 큰 차이가 없었다. 

3.3 불침투성 콘크리트의 경제효과 분석

본 기준의 방류벽 바닥재는 질산 등 부식성 물질을 

포함하여 모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별도의 도료 시공 

없이 적절한 불침투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장은 앞으로 모든 유해화학물질

에 대한 내화학적 처리를 위한 도료 시공비용과 유지

관리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전국에 소재한 유해

화학물질 취급 사업장이 본 기준으로 방류벽 바닥을 

설치하는 경우 도료시공에 대한 절감비용을 산출하였

다. 이를 도출하기 위한 몇 가지 가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반적으로 사업장은 부식성 물질의 내화학적 

처리를 위해 내산페인트를 사용하고, 일반 유해화학물

질에 대해서는 품질이 어느 정도 우수한 에폭시를 사

용한다. 둘째, 시장조사를 통해 살펴 본 결과, 내산페인

트의 설치비용은 1 m2 당 약 15만원 이 소요되고, 에폭

시 설치비용은 1 m2 당 약 10만 원이 소요된다. 셋째, 
화학설비의 내구연수는 대략 30년이고, 에폭시는 약 5
년마다 유지관리를 실시한다. 넷째, 내산페인트와 에폭

시의 유지관리 비용은 각각 약 7.5만 원, 5만 원(설치비

용의 50%)가 소요된다. 이러한 가정은 현장조사, 담당

자 면담, 기술자료 등을 근거로 마련된 것으로 현장상

황을 최대한 반영한 자료이다.
먼저, 여수 국가산업단지에 소재한 유해화학물질 취

급사업장 17개사를 표본으로 선정하여 방류벽 면적을 

조사하였다. 17개사는 정유, 석유화학 등의 주요 업종

으로 부식성 물질과 일반 유해화학물질의 방류벽 바닥 

면적이 각각 24,100 m2와 335,000 m2로 조사되었다. 이
를 도료 시공에 대한 설치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산

출한 결과, 17개사의 투자절감 비용은 향후 30년을 기

준으로 약 1,216억 원이었다. 전국 유해화학물질 사업

장이 본 연구로 인해 얻게 되는 경제효과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방류벽 바닥 면적을 조사해야 하나, 시간적 

제약과 조사방식의 한계로 자료수집이 쉽지 않았다.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17개사와 전국 사업장의 유해화

학물질 취급량을 조사하여 비례식을 적용해 경제효과

를 추정하였다. 취급량과 방류벽 바닥 면적이 정비례

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취급량이 많을수록 저장

탱크 용량이 크고, 방류벽 바닥 면적이 크므로 취급량

과 방류벽 바닥 면적은 상당한 비례관계를 갖는다고 

판단할 수 있다. 2012년 유독물 유통량 조사 결과10), 17
개사는 4,606천 톤, 전국 7,378개사는 133,600천 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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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Reduction Cost for not Applying Paint for 30 Years

Type of business
Dike area of 

corrosive 
chemicals(m2)

Dike area of 
general hazardous 

chemicals(m2)

Cost reduction
(billion won)

Yeosu complex
(17 companies) 24,100 335,000 367.0

Domestic 
businesses 699,000 9,032,000 3,161.0

유독물을 취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근거로 전

국 사업장의 부식성 물질과 일반 유해화학물질의 방류

벽 바닥면적을 비례식으로 산출한 결과, 699,000 m2와 

9,032,000 m2로 계산되었다. 도료 시공에 대한 30년 간 

투자 절감비용은 3조 5,283억 원으로 계산되었다. 17개
사와 전국 사업장의 방류벽 바닥 면적, 투자절감 비용

을 Table 5에 요약하여 나타내었다. 이러한 비용절감은 

향후 30년 간 반영된 비용으로 산업이 지속되는 한 그 

비용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4. 결론 및 고찰

도료가 시공되지 않은 콘크리트가 저장탱크 방류벽 

바닥재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부식성 물질이 유출되어

도 불침투성이 적절히 유지되어야 한다. 기존에 수행

된 연구를 통해 방류벽 바닥의 설치기준이 마련되었으

나, 반응성이 없는 원유에 대한 노출실험 결과가 반영

된 것으로 부식성이나 반응성이 있는 유해화학물질로 

확대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

는 현장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부식성이 강한 질산을 

선정하여 노출실험을 통해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였다. 
7일 간 원유의 방류벽 노출 실험결과, 방수재가 혼합되

지 않은 일반 콘크리트 방류벽의 경우 도료 시공 여부

에 따라 0.5 ~ 1.7 cm가 침투된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

러, 방수재가 혼합된 방수 콘크리트 방류벽의 경우 도

료 시공 여부에 따라 0.7~2.9 cm가 침투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종합하여 볼 때, 72시간 노출실험에 20 
cm 이하로 침투되어야 하는 독일의 세부기준11)과 비교 

시 노출시간이 2.3배 증가하지만, 약 7배에서 40배까지

침투깊이가 감소하였다. 이에, 콘크리트 바닥재가 본 

기준에서 제시한 불침투성 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도료 

또는 방수재 시공에 상관없이 7일 동안 질산에 대해 

불침투성이 우수한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이제 모

든 유해화학물질에 대해 방류벽 바닥재의 불침투성 설

치기준으로 적용될 수 있는 과학적 근거가 마련되어 

불침투성에 대한 성능 논란을 잠재울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해 사고의 위험성은 줄

이면서, 산업계의 편의는 대폭 개선될 수 있는 조건이 

산업계에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류벽 바닥 표면을 

에폭시로 3중 코팅을 하거나 우레탄으로 일정 두께를 

시공해도 부식성이 강한 물질에는 견디기 어렵다. 단
순히 햇빛, 열응력 등으로 인한 방류벽 표면의 물리적 

손상을 보호하는 것에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유출

사고에는 적절하지 않다. 따라서, 불침투성 콘크리트 

기준을 만족하지 않고 부식성 물질을 취급하는 경우에

는 내산페인트, 스테인리스강 라이닝(lining) 등과 같은 

내식성 재료로 방류벽 표면을 보호해야 방류벽 바닥재

가 불침투성이 유지될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본 연구가 현장에서 활용도를 더욱 높이기 

위해 보완할 사항이 있다. 이번 실험은 방류벽을 설치

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유해화학물질의 노출실험을 실

시한 결과로 내구성을 반영한 침투영향을 조사할 필요

가 있다. 이에, 방류벽이 현장에 설치되고 시간이 지나

면서 방류벽 표면이 열피로, 풍화 등으로 인해 물리적 

변화가 생길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불침투성이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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