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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근콘크리트 구조물용 다기능 멀티센서의 부식모니터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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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구조물의 철근부식을 막기 위한 방법으로 콘크리트의 품질 향상, 기존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 그리고 

신설 구조물에 대한 부식 방지 및 수명 연장 설계 등 많은 기술이 향상되어 왔다. 이와 동시에 지난 수십년간 국제적

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부식을 모니터링 기술도 병행하여 연구개발되어 오고 있으며 각종 부식인자들을 감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센서, 염분측정 Probe 등이 소개되었으며, 용도에 따라 상업화되어 사용되고 있는 것도 있다. 그

러나 센서를 사용한 부식측정 및 분석에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어 왔으며, 이들 센서의 효과 및 성능에 대하여 명확히 

검증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또한 전체적인 부식상태 진단에 있어서 측정 오류에 의한 오판의 가능성이 빈번이 보

고되었으며, 여러 해외 시공사례에서도 이러한 문제점들이 지적되었다. 게다가 콘크리트와 같은 불균일한 환경에서의 

점진적인 부식열화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정량적인 철근의 부식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측정과 세밀한 분석

이 필요하다. 따라서 다기능을 가진 3개의 멀티센서의 사용과 이들 센서에 의한 측정결과를 종합 분석할 때 신뢰성 

높은 내구성 판단이 가능할 것이며, 다기능 센서의 측정 항목들을 자동화하고, 이들 데이터를 일정간격으로 종합 분

석하여 내구성 상태를 표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지금까지의 대부분 부식감시 시스템은 현장의 비전문

가들에 의해 불규칙적으로 수동 측정하고 있어 신뢰성 있는 데이터의 확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철근부식의 상태를 직접 측정하는 부식전위, 부식속도, 갈바닉 부식전류 뿐만 아니

라 부식 환경에 의해 변해가는 콘크리트의 비저항과 온도를 동시에 측정함으로써 철근의 부식상태를 종합적으로 평

가할 수 있는 다기능 멀티 부식 모니터링 센서를 제안하였으며, 이에 대한 초기 시험 데이터를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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