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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1. 

강구조물은 산업화 이후 장대교량 및 플랜트 구조물과 같이 대

형화가 이루어져 강재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강구조의 특성, 
상 콘크리트에 비해 비교적 고강도 재료이며 경량화가 가능하여 , 
장대교량 및 대형 건물 등에 쉽게 적용되고 있다 강구조물은 피. 
로 외부 충격 등의 역학적인 요인에 의해 구조물의 손상이 발생하, 
여 노후화가 발생할 수 있지만 강구조물의 수명을 지배하는 대표, 
적인 원인은 부식으로 인한 강재의 단면손상이 주원인으로 발생

하고 있다 이러한 강재의 부식손상은 단면손상으로 인한 구조적 . 
결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부재의 파단 또는 붕괴 등으로 이어질 , 
수 있는 치명적인 손상이 발생할 수 있다[1] 강재의 부식 원인은 일. 
반적으로 대기온도 강우량 습도 비래염분 등과 같은 환경적인 , , , 
요인으로 인해 발생하므로 이러한 환경적 요인으로부터 강재 노, 
후화로 인한 부식손상 수준을 예측하여 유지관리 시 강재의 부식

손상수준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강재의 부식량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센서를 이용한 부

식량 추정 방법 녹 두께를 이용한 방법 부식감소량을 이용한 방, , 
법 등이 있다[2], [3], [4] 센서를 이용한 부식량 추정의 경우 일본 전력. 
중앙연구소 노출 시험장에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부착하여 

부식 거동의 경시변화를 평가한 사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부식

환경모니터링 센서의 부식전류를 이용하여 강재의 부식속도 및 

부식환경에 대한 평가를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2] 하지만 부. 
식전류를 통해 환경평가를 주목적으로 사용하며 부식전류만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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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강재의 부식량을 추정하는 경우에는 실제 부식량과 추

정 부식량의 차이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녹 두께를 이용하는 방. 
법은 열화촉진실험을 통해 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평균부식두께

와 강재의 표면에 생성된 부식생성물의 두께와의 상관관계를 연

구하여 강재 부식 두께와 부식생성물의 두께가 유사하게 거동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3] 부식감소량을 이용한 방법은 부식량 추정. 
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옥외 폭로 시험을 통해 실제 강재의 

부식으로 인한 평균부식두께를 측정하여 노출 기간에 따른 강재

의 부식량을 지수형태의 함수로 추정하는 방법이다[4] 이러한 방. 
법을 통해 장기적인 거동을 평가할 수 있지만 초기 부식속도에 의

존하게 되므로 장기적인 거동에 대하여 차이에 의해 장기적인 부

식량 추정이 다소 상이하게 평가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지역의 특성으로부터 상대적인 부식환

경을 평가하기 위해 해안 내륙 등의 지역별 부식환경모니터링을 , 
실시하고자 하였으며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하여 선행, 
연구로 평가된 부식속도 추정식을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여 실제 

부식량과 비교하여 나타내고자 한다. 선행연구로 평가된 강재의  
부식속도 평가방법은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고 부식전하량

은 어떠한 환경에서든 부식속도와 선형적인 관계를 가진다는 전

제 하에 실시하였으나[5], 실제 강재의 부식은 염분에 의한 영향을 

제외하면 강우의 영향으로 인해 강재의 부식량이 다소 다르게 평

가될 수 있으므로 선행 평가된 부식속도와 본 연구에서 평가하고

자 하는 강우의 영향을 고려한 평가방법과 실제 부식량을 비교하

여 평가하였다.

대기부식환경 평가2. 

옥외 폭로 시험2.1 

각 지역별로 강재의 평균부식두께와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

를 통해 부식전류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D 0060[6]에 제시되어 있

는 옥외 폭로 시험방법에 따라 과 같이 지역을 선정하Fig. 1. A~C 
여 옥외 폭로 시험을 실시하였으며[4] 본 연구에 옥외 폭로 시험결, 
과를 이용하였다 지역별로 대기노출에 의한 강재의 부식감소량. 
을 평가하기 위하여 길이 폭 두께 의 강재 150 mm, 70 mm, 12 mm
시험체와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하여 옥외 폭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강재를 사용하였으. SM355A 
며 시험체의 표면 전체에 균일하게 부식이 발생하도록 SSPC SP 

표면처리기준에 의해 블라스트처리를 실시하였다10 [4], [7] 지역. 
별로 지역은 해안가로부터 지역은 해안가로부터 A 3.5 km, B 11.8 

지역은 해안가로부터 떨어진 위치에 대하여 개km, C 0.01 km 6

Fig. 1. Atmospheric exposure test[4]

월 개월 개월 동안 옥외 폭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12 , 23 [4] 옥외 폭. 
로 시험의 경우 노출기간에 따라 각각의 시험체간에 발생할 수 있

는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노출기간에 대하여 개의 시, 3
험체를 통한 중량감소법으로 평균부식두께가 평가되었으며[4] 평, 
가된 평균부식두께를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통해 출력된 부

식전류량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2.2 

대기부식환경을 통하여 측정한 부식전류량을 통해 대기환경

의 부식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

는 국립연구개발법인 재료연구기구 NIMS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8], [9]에서 개발하여 현재 환경평가를 목적으로 

주로 사용하고 있다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는 와 같이 이. Fig. 2.
종 금속간의 갈바닉 전류 발생 특성을 이용하여 철 과 은(Fe) (Ag)
의 사이에 대기환경으로 인해 표면에 생성된 수막의 갈바닉 전류

를 측정한다 갈바닉 전류는 금속재료의 전위차에 의해 발생하는 . 
전류로 금속 반응성 속도 이온화 경향 에 따른 부식거동으로 발생( )
할 수 있고 이종 금속간의 반응성에 따라 양극 또는 음극, (Anode) 

으로 전류의 방향이 결정된다(Cathode) . 

Fig. 2. Output of atmospheric corrosion monitoring sensor result 
considering rainfall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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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put of atmospheric corrosion monitoring sensor result 
considering rainfall effect

금속 반응성 속도는 은보다 철의 반응성이 크므로 전자를 방출

하는 철은 양극이 되며 은은 음극으로 작용하게 된다, [10], [11] 이러. 
한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는 폭 높이 두께가 64 mm, 64 mm, 0.8 

로 공용기간 중인 구조물에 부착하여 부식전류량을 측정하여 mm
부식속도를 평가할 수 있다.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통한 대기부식환경 평가2.3 

옥외 폭로 시험을 통해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로부터 갈바닉 

전류의 흐름을 통하여 실제 대기부식환경에서의 강재의 부식속

도를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강우의 영향으로부터 부식전류량이 . 
과다하게 측정되어 부식속도 예측 결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9]. 
이러한 결과는 강우의 빈도에 따라 부식속도가 결정되어지므로 

강우 시에는 부식전류량에 보정계수를 고려하여 평가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지역별 부식전류를 측정

하여 강우의 영향으로부터 에 모식화하여 나타낸 것과 같이 Fig. 3.
보정계수를 적용하였으며 강우의 영향으로부터 환산계수를 고, 
려한 부식속도 예측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과정을 에 . Fig. 4.
나타내었으며 에서 표현한 것과 같이 단계 과정을 , Fig. 4. (1)~(4)
통해 대기부식환경 평가로부터 부식속도를 예측할 수 있으며 단, 
계별 평가과정은 다음과 같다.

강재의 부식량 측정을 위한 강재 시험체 및 부식환경모니터(1) 
링 센서 설치

대기노출기간에 따른 강재의 중량감소 확인(2)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한 부식전류 분석(3) 
부식전류와 강재의 부식수준을 통한 강재의 부식속도 평가(4) 
와 강재의 부식량 예측

Fig. 4. Measurement method of corrosion rate

옥외 폭로 시험 결과3. 

부식전류량 측정 결과3.1 

지역별로 노출기간에 따른 부식전류량 측정 결과를 강수량의 

관계를 하계와 동계로 나누어 에 나타내었다 모든 지역의 Fig. 5. . 
노출기간은 년 월부터 월까지의 년간의 결과를 바탕으 2017 1 12 1
로 하였다 지역의 부식전류량 측정값은 하계의 경우 고온다습. A 
한 기후로 인해 강우 기간 이외에도 부식전류는 높게 측정되었으

며 동계에는 강우 기간에만 부식전류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지, .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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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은 남부지방의 특성상 비가 많이 내리고 온난하고 비래염분의 

영향을 받지 않아 강우 기간을 제외한 경우 부식전류량이 거의 측

정되지 않았다 지역은 하계와 동계의 부식전류량이 높게 측정. C 
되며 동계의 경우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 표면에 미세한 빙정이 , 
발생하여 부식전류가 높게 측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일평균 전류량 평가결과3.2 

부식 전류를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로부터 노출기간에 따라 

측정하여 일일평균 부식전하량을 산출하여 에 나타내었다Fig. 6. . 
일일평균 전하량은 지역의 경우 하계에 상대적으로 높게 측A, B 
정되었지만 지역의 경우 동계에 일평균 부식전하량이 높게 평C 
가되었다 상기와 같은 결과는 해안과의 거리가 가까우며 부식환. , 
경모니터링 센서의 표면에 미세한 빙정이 발생하여 부식전류가 

강우가 많은 하계보다 동계에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되었을 것으

로 판단된다 부식전류량의 결과를 통해 동일한 기간이라도 대기. 
환경에 따라 부식전하량이 다르게 평가되며 지역별 특성으로 인, 
해 부식전하량이 다소 상이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다.

Fig. 6. Mean daily corrosion current per year

평균부식두께 측정 결과3.3 [4]

옥외 폭로 시험을 실시하고 노출기간에 따라 개월 개월6 , 12 , 23
개월에 시험체를 회수하여 평균부식두께를 실험 전의 중량과 실

험 후의 무게를 비교하여 평가하는 중량감소법으로 평가하였고 

그 결과를 에 나타내었다Fig. 7. [4] 평균부식두께 평가결과 해안으. 

(a) Summer season of Location A (b) Winter season of Location A

(c) Summer season of Location B (d) Winter season of Location B

(e) Summer season of Location C (f) Winter season of Location C

Fig. 5. Relation of corrosion current and rain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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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거리가 가까울수록 평균부식두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 Mean corrosion depth[4]

강재의 부식 손상량 예측4. 

부식량 예측방법4.1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로부터 측정된 부식전류량으로 강재의 

부식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일본재료연구소에서 옥외 폭로 시험

을 통하여 제안한 부식속도를 이용한 추정법을 사용하였다 일본. 
재료연구소에서 제안한 부식속도를 이용한 추정법은 과 같Fig .8.
이 각 지역별 일평균 전하량 과 연간부식속도 의 (C/day) (mm/year)
결과를 바탕으로 제안한 평가식을 이용하여 부식량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제안된 일평균 전하량과 연간부식속도의 상관관계[12]. 
를 통하여 도출된 평가식에 각 지역별로 측정한 일평균 전하량을 

통하여 연간부식속도를 추정하고 그 결과로부터 강재의 부식량

을 예측하였다 이 추정법은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로부터 측정. 
된 부식전류량을 통해 대기부식환경에 따른 부식손상깊이의 한

계상태를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Relation of electricity and corrosion rate[11]

부식량 예측결과4.2 

부식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사용한 추정법은 노출기간 동안 부

식속도 가 동일하다는 가정으로 부식량을 추정하였다(mm/year) .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활용하여 개월간 부식전류를 측정하23
였으며 지역별로 측정기간 동안의 부식전하량을 산출하여 부식

전하량과 부식속도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도출한 예측식을 Fig. 
에 나타내었다 향후 년간의 부식손상량을 예측하여 9. . 30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또한 모든 지역의 부식전하량으로 부식속도 예측. 
식을 과 같이 낼 수 있다 대기부식환경의 부식속도를 지역Fig. 10. . 
의 상대적 대기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결과로 향후 년간의 부식30
손상량을 예측하여 에 나타내었다Table 2 .

부식초기에 예측된 평균부식두께는 실험에 의하여 측정된 평

균부식두께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각 지역의 노출된 대기노출

환경에 따른 부식량을 예측하였다 지역의 부식량을 예측한 결. A 
과 년 후엔 까지 부식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30 755.77 . ㎛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해안가로부터 거리가 가장 먼 곳이며 B 

(a) Relation of corrosion current and corrosion rate (b) Prediction result of mean corrosion depth using corrosion rate 
Fig. 9. Prediction of mean corrosion depth by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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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diction result of mean corrosion depth
Test result Prediction result

Exposure 
period
(years)

Mean 
corrosion 
depth( )㎛

Exposure 
period
(years)

Mean 
corrosion 
depth( )㎛

A

0.5 13.87 0.5 12.01
1 28.27 1 24.03

1.92 37.29 1.92 46.13
- - 5 12.014
- - 10 240.29
- - 20 480.57
- - 30 720.86

B

0.5 9.58 0.5 8.58
1 17.07 1 17.16

1.92 31.38 1.92 32.94
- - 5 85.78
- - 10 171.55
- - 20 343.10
- - 30 514.66

C

0.5 16.14 0.5 13.22
1 26.93 1 26.45

1.92 40.80 1.92 50.78
- - 5 132.23
- - 10 264.46
- - 20 528.93
- - 30 793.39

Table 2. Prediction result of mean corrosion depth

Test result Prediction result
Exposure 

period
(years)

Mean 
corrosion 
depth( )㎛

Exposure 
period
(years)

Mean 
corrosion 
depth( )㎛

All 
Loc.

0.5 13.20 0.5 11.23
1 24.09 1 22.46

1.92 36.49 1.92 43.12
- - 5 112.29
- - 10 224.58
- - 20 449.15
- - 30 673.73

내륙지방이기 때문에 년의 부식량을 예측한 결과가 30 507.57 ㎛
로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부식량 추정 결과와 실제 옥외 폭로 시험 

결과가 가장 유사하게 나타났다 해안가로부터 거리가 로 . 0.01 km
해안에 거의 근접한 지역의 경우 부식량 예측 결과가 C 844.48 ㎛
로 다른 지역에 비해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낸다 또한 모든 지역. 
을 통합하여 부식량을 예측한 결과 로 나타난다673.73 .㎛

부식량을 예측한 결과 강재의 대기노출환경에 따라 부식량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각 지역의 개월까지의 부식. 23
량은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향후 년의 부식량을 예측한 결과 노30
출기간이 증가할수록 부식량의 차이가 까지 나타나는 것을 300 ㎛
확인할 수 있다 강재의 표면에 부식으로 인해 발생한 부식생성물. 
로 인해 부식속도가 점차 수렴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본 연구에서 

평가한 부식속도의 경우 수렴하지 않고 선형적인 부식속도를 나

타낸다 따라서 본 결과는 부식수준에 대해 장기적인 내구한계수. 
명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며 구조물의 도장 열화 후 강재의 내구, 
한계수명으로 인한 부식수준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5. 

대기부식환경에 따른 강재의 부식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노출

환경이 각각 다른 지역을 선정하여 옥외 폭로 시험을 실시하고 부

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이용하여 부식전류량을 측정하였으며 부

식전류량으로부터 산출된 부식속도를 이용하여 부식량을 추정하

였다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
지역별로 부식전류량을 측정한 결과 각 지역의 기온과 강우(1) 
의 영향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나타냈으며 강우가 발생하면 

실제 부식전류의 전하량이 비해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에

서 출력되는 부식전류의 전하량이 과대평가될 수 있으므로 

강우의 영향에 대한 환산계수 를 적용한 부식전류량을 이α
용하여 부식량을 예측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a) Relation of corrosion current and corrosion rate (b) Prediction result of mean corrosion depth using corrosion rate 
Fig. 10. Prediction of mean corrosion depth by all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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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식량을 예측하기 위해 노출기간 동안 부식속도가 동일하(2) 
다는 가정의 선행연구결과와 시간경과에 따라 변화하는 부

식속도 및 강우의 영향을 고려하였으며 예측된 부식량과 , 
실제 부식량을 비교한 결과 본 연구에서 제안한 예측법이 

실제 부식량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년 동안의 부식량을 예측한 결과 개월 이후 노출기간이 (3) 30 23

증가할수록 대기노출환경의 상대적인 영향에 따라 부식량

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옥외 폭로 시험으로 측정된 부식량과 예측한 부식량

을 비교하여 부식량 추정법을 검토하였다 부식속도를 이용한 각 . 
지역별 부식에 의한 부식손상량 추정법은 측정된 부식손상량과 

유사하게 나타나지만 단기간의 옥외 폭로 시험결과에 근거하여 

평가 및 예측을 실시하였으므로 장기적인 부식 환경 모니터링을 

통한 결과와의 정확한 비교가 필요하다 또한 장기간의 실험을 통. 
한 부식량을 예측방법을 통하여 예측한 부식량과 비교한다면 실

제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통하여 , 
강재부식속도에 따른 내구한계수명을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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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부식은 강구조물의 유지관리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손상으로 주로 대기에 노출된 환경적인 요인으로 인해 발생한다 강재로 : . 
제작된 구조물의 경우 부식으로 인하여 부재파괴 등의 치명적인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부식량에 대한 예측과 그에 따른 유지관리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재의 부식량을 예측하기 위하여 대기환경에 따른 가지 지역에 대하여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설치. 3
하였다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로부터 출력된 부식전류량과 노출실험으로부터 평가된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로부터 강재의 부식. 
속도를 이용한 예측방법을 이용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강재의 부식량을 예측하였고 예측한 결과와 실제 실험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
다.

핵심용어 : 부식량 부식 전류 평균부식두께 부식환경모니터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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