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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원 구조물의 방사성 폐기물 처분시설의 경우 지하수에 해수가 유입되어 콘크리트에 염소이온 침투가 

발생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인장철근의 부식에 의한 내구성 하  수명 단축이 주된 

문제가 된다. 본 논문에서는 원 콘크리트 구조물에서의 확산에 의한 염소이온 침투에 한 수학  모델

을 제시하 다. 콘크리트 의 염소이온의 침투는 콘크리트의 노출환경, 습윤상태에 따라 확산(Diffusion), 

류(Absorption), 기  이동(Migration)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조건을 모두 고려하여 제시한 방정식

에 의해 염소이온의 침투를 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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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원  콘크리트 구조물이 염소이온이 함유된 미디어에 노출된 경우, 콘크리트 표면에 존재하는 표면 염소

이온 농도는 염소이온의 침투속도  원  구조물의 철근부식개시시기를 정의하는데 가장 요한 요소  

하나이다. 표면 염소이온 농도는 콘크리트 의 염소이온 농도구배에 직 인 향을 미치기 때문에 콘크리

트 표면이 공극수에 포화된 상태, 즉 콘크리트 구조물이 염소이온이 함유된 미디어에 직 으로 노출될 경

우 확산에 의한 염소이온 침투 시 철근부식개식 시기에 향을 미치게 된다.

2. 확산에 의한 염소이온의 농도

본 연구에서는 염소이온의 침투속도는 콘크리트가 미디어에 침지 (공극수의 포화상태) 상태이고, 철근부식 

임계 염소이온 농도는 시멘트량의 0.4%, 염소이온의 확산계수 1.0×10
-12
m

2
/s라는 가정에서 콘크리트 표면의 

염소이온 농도가 부식개시시기에 미치는 향을 정의하 다. 콘크리트 의 철근부식 개시시기가 염소이온의 

침투속도, 표면 염소이온 농도  철근부식 임계염소이온 농도의 복합 인 향으로 인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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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결과의 분석

3.1.  모델링 결과

그림 1은 콘크리트의 침지 미디어의 염소이온 농도가 철근부식 개시시기에 미치는 향을 수학 으로 도

식화 하 다. 결론 으로 미디어의 염소이온 농도가 0.4%이하일 경우에는 실질 으로 콘크리트 의 철근부

식은 불가능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1 표면염화물량에 따른 부식시기 결정

   3.1.1 염소이온의 확산 방정식

염소이온의 확산 지배방정식을 자유 염소이온에 의하여 나타내었다. 이때, 콘크리트 의 철근부식 개시 

시기는 염소이온의 침투속도, 표면 염소이온 농도  철근부식 임계염소이온 농도의 복합 인 향에 의해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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