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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강구조물의 내구성능은 도장열화로 인한 도막두께 감

소와 도장열화 이후 발생하는 강부재 표면의 부식손상으

로 인하여 감소하게 되며, 강구조물의 주요 내구성 저하 요

인들은 온도, 습도, 비래염분 등과 같은 설치위치에 따라 

결정되는 환경요인이다. 또한, 강부재의 구조적 형상이나 

상세 등에 따라 내구성능 저하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

로, 구조물의 설치환경이 동일하더라도 부재에 따라 변화

되는 국부적인 부식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부식속도의 차

이가 발생할 수 있다[1],[2]. 특히 부재 상세가 다양한 강교량

의 경우 설치 방향, 부재형상, 환경조건 등에 따라 국부적

인 부식손상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해
안에 설치된 강구조물의 경우 비래염분의 직접적인 영향

을 받을 수 있으며, 도심지에 설치된 강구조물의 경우 매연

이나 먼지 등의 이물질이 강구조물에 침착되거나 누적되

므로 양호한 환경에 설치된 구조물에 비하여 부식속도가 

상대적으로 급격하게 증가할 수 있다[3]-[5].
강구조물의 내구성은 실제 강부재 표면에 누적되는 표

면염분이나 젖음 시간과 같은 국부적인 환경요인으로 인

하여 저하된다[6]. 하지만, 국내 강재 내구성 평가에 적용되

는 환경평가 기준은 강구조물의 국부적인 부식환경보다는 

구조물 설치위치에서의 환경을 등급화하여 평가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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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7]. 따라서, 강구조물의 내구성 평가의 경우 국부적 부식

환경 등을 반영하여 평가할 필요가 있으며, 국부적인 부식

환경에 의하여 발생하는 강구조물의 평균부식두께와 부

식환경요인의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
강구조물의 설치환경에 따른 부식열화 속도와 관련된 

연구로 강구조물의 설치환경 및 형상 등에 따른 국부적인 

부식열화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식모니터링을 통한 실

제 강구조물의 국부적인 부식환경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8],[9]. 또한, 국내 지역적 특성이 고려된 강구조

물의 부식환경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른 환경조건을 가진 

지역들을 대상으로 옥외노출실험을 실시하고 부식량을 평

가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0].
강구조물의 부식환경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평

가하는 연구의 경우, 강구조물에 모니터링 강판 시험체와 

부식환경모니터링 센서를 설치하고 부식전류량과 평균부

식두께의 상관관계를 활용하여 향후 부식량을 예측하는 

연구들이 진행되었다[11],[12]. 또한, 강부재의 부식환경과 부

식속도를 평가하기 위하여 실제 강교량에 설치되는 강박

스 부재와 동일한 환경이 구현된 시험체를 대상으로 부재

별 상대적인 부식환경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평가

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13].
기존 강구조물 부식환경 및 부식열화 속도 평가와 관련

된 연구들의 경우 강구조물의 설치환경이나 형상 등에 따

른 상대적인 부식속도만을 평가하였으며, 부식전류량과 부

식량을 활용하여 향후 부식량을 예측하였다. 하지만, 강재 

표면에 국부적으로 나타나는 부식환경요인과 평균부식두

께를 연계한 정량적인 상관관계 평가에 관한 연구는 상대

적으로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식환경요인 중 젖음 시간과 평

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역별 부식환경 및 실제 강구조

물 구조부재에 국부적으로 발생하는 젖음 시간을 부식전류

량 계측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하였으며, 동일한 기간에 발생

한 평균부식두께 계측결과와 비교하였다. 실제 부식열화를 

유발하는 부식환경요인은 온·습도, 비래염분, 젖음 시간 등 

다양한 환경요인 등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부식전류량 

계측결과를 활용하여 평가된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젖음 시간과 기존 연

구에서 평가된 평균부식두께의 평가결과를 활용하여 상대

적인 발생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회귀분석을 통하여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2. 젖음 시간 평가

2.1 젖음 시간 평가 방법

젖음 시간(TOW: time of wetness)은 강재가 부식의 원인

이 되는 흡착 또는 액막의 전해질에 덮여있는 기간을 의미하

며, 강재 표면에 발생한다[14]. 강재의 젖음 시간의 경우 온·
습도를 활용하여 계산되는 젖음 시간, 부식전류량을 활용하

여 계산되는 젖음 시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온·습도를 활용

한 젖음 시간의 경우, Fig. 1과 같이 습도 80 % 이상 및 온도 

0 ℃ 이상으로 지속되는 시간을 젖음 시간으로 정의하고 있

다[15]. 부식전류량을 활용한 젖음 시간의 경우, Fig. 2와 같이 

부식전류량의 계측 범위를 강우 구간, 습윤 구간, 건조 구간

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0.01 μA 이상(강우 구간, 습윤 구간)
으로 계측되는 구간을 젖음 시간으로 평가하고 있다[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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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습도를 활용한 젖음 시간의 경우 구조물이 설치된 대

기환경으로부터 발생하는 젖음 시간이며, 동일한 위치에 설

치된 강부재라면 동일한 온·습도가 계측될 것이므로, 국부

적으로 나타나는 부식환경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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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부식전류량을 활용한 젖음 시간의 경우 부식환경

측정 센서로부터 부재별로 나타나는 부식전류량을 계측하

여 계산되므로, 강부재별 국부적인 부식환경을 평가할 수 

있다. 따라서, 부식전류량을 통하여 계산된 젖음 시간이 온·
습도를 활용한 젖음 시간에 비하여 명확한 상관관계를 분

석할 수 있으므로, 부식전류량을 활용한 젖음 시간과 평균

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다.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

두께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하여 부식전류량을 활용한 젖음 

시간을 각 계측 위치별로 계산하였다. 동일한 환경에서 1년

동안 계측되는 온·습도 및 부식전류량의 발생량은 평균적

으로 유사한 수준으로 계측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최초 1년

의 부식전류량 및 평균부식두께 계측결과를 활용하였다.

2.2 지역 및 구조물별 젖음 시간 평가

부식환경의 경우 지역별 환경이나 강구조물의 구조부재

에 따라 상대적으로 나타나므로, 다양한 환경조건을 대상

으로 평가된 부식전류량을 활용하여 젖음 시간을 평가하였

다. 부식전류량과 평균부식두께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 3
와 같이 지역을 Location A부터 Location E까지 구분하였으

며, 기존 옥외노출 실험결과와 강박스교량, 사장교의 트러

스부재, 강재 수문 등의 부식환경 모니터링 연구결과를 활

용하였다[8],[10],[11]. Location A는 해안으로부터 약 22.5 km, 
Location B는 약 6.1 km, Location C는 약 2.6 km, Location 
D는 약 0.1 km, Location E는 약 11.6 km 떨어진 위치에서 

옥외노출실험을 실시하였다[10]. 지역별 부식전류량 계측 데

이터는 Location C, D, E의 경우 2017년 1월 ~ 2018년 1월, 
Location B의 경우 2018년 9월 ~ 2019년 8월, Location A
의 경우 2018년 10월 ~ 2019년 10월까지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구조물별 부식전류량 계측 데이터는 강박스 

교량의 경우 2018년 8월 ~ 2019년 8월, 강재 수문의 경우 

2017년 8월 ~ 2018년 8월, 트러스 교량의 경우 2017년 7월 

~ 2018년 7월, 플랜트 시설물의 경우 2016년 10월 ~ 2017년 

10월까지의 실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8],[10],[11].
지역별 옥외노출실험의 경우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인 

SS275 강종을 활용하여 시편을 제작하고, 옥외노출실험 기

준에 따라 경사각을 45도로 노출시켜 강재 표면의 평균부

식두께를 평가하였으며[10], 구조물에 대한 옥외노출실험의 

경우 실험용 모니터링 강판을 실제 구조물의 구조부재에 설

치하여 국부적인 부식환경에 따른 평균부식두께를 평가하

였다[8],[11]. 구조물별 평가 대상 구조부재는 강박스 교량의 

경우 강박스 거더의 외측 및 하부, 강재 수문의 경우 상부부

재, 수평부재, 수직부재, 스킨플레이트부재, 사장교의 경우 

교량의 트러스 부재 중 수평부재, 수직부재, 대각선부재 및 

교량 내부의 교문 브레이싱 부재를 대상으로 젖음 시간 및 

평균부식두께를 평가하였다[8],[11]. 각 지역 및 구조물에서 

계측된 부식전류량을 활용하여 젖음 시간을 계산하였으며, 
옥외노출실험을 통하여 발생한 평균부식두께를 젖음 시간

과 비교하여 상관관계를 평가할 수 있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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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door exposure tests and 
target steel structures locations

2.3 젖음 시간 평가결과

지역 및 구조물별 부식전류량 계측결과를 활용하여 계산

된 월별 젖음 시간을 지역 및 구조물별로 비교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젖음 시간을 계산하기 위하여 식 (1)을 활용하였

으며, 전체 부식전류량 계측결과에서 강우 구간(rain region)
과 습윤 구간(wet region)으로 계측된 구간을 합산하였다[16].

Time of wetness = 𝑇𝑟𝑎𝑖𝑛 + 𝑇𝑑𝑒𝑤 (1)

부식전류량은 부식환경측정 센서를 강재 표면에 부착하

고 센서에서 출력되는 부식전류량을 10분당 1회 데이터 로

거로 기록하여 계측한다. 데이터 로거에 1회 계측된 부식전

류량은 10분 동안 지속된다고 가정하였으며, 젖음 시간은 

전체 측정횟수 중 강우 구간 및 습윤 구간으로 측정된 횟수

에 10을 곱하여 산정하였다. 또한, 전체 측정시간에 대하여 

젖음 시간이 지속되는 시간을 합산하여 지역 및 구조물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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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측정시간 중 젖음 시간 지속되는 시간이 차지하는 비

율의 수준을 평가하였다.
Fig. 4에 나타낸 월별 젖음 시간으로 계산된 1년 젖음 시간

을 지역 및 구조물별로 비교하여 Fig. 5에 나타내었다. 지역

별 젖음 시간을 비교한 결과 옥외노출실험이 진행된 위치의 

해안이격거리와 설치위치 등에 따라 젖음 시간이 약 55 % - 
80 %까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해안이격거

리가 가장 가깝고 부식환경이 가장 열악한 위치인 Location 
D의 경우, 부식환경이 가장 양호한 위치에 설치된 Location 
E에 비하여 젖음 시간이 약 1.5배의 수준으로 관찰되었으며, 
젖음 시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구조물별로 젖음 시간을 비교한 결과, 동일한 구조물에

서도 강재 수문의 경우 수평부재 젖음 시간이 수직부재의 

젖음 시간에 비하여 3.77~4.19배까지 긴 것을 알 수 있으며, 
사장교의 트러스부재의 경우 교문부재의 젖음 시간에 비하

여 트러스부재의 젖음 시간이 1.30~1.64배까지 길게 나타

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플랜트 시설물의 경우, 같은 수직부재

라도 부재의 설치 방향에 따라 젖음 시간이 상이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수평부재의 젖음 시간은 수직

부재와 비교하여 1.69배까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옥
외노출실험에 따른 월별 젖음 시간 평가 결과, 젖음 시간의 

발생 경향이 지역에 따라 5월~10월에는 젖음 시간이 길게 

나타났으며, 11월~4월에는 젖음 시간이 짧게 나타나는 경

향이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별 젖음 시간 평가 결과, 
해상강교량 트러스 부재의 경우 전체적으로 젖음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내륙지방에 설치된 강박스 교량의 경

우 강우효과나 염분 등의 효과가 거의 없으므로, 전체적으

로 젖음 시간이 짧은 것을 알 수 있다.
부식전류량의 경우 부식환경측정 센서에 부착되는 염분, 

상대습도 등에 영향을 받게 된다. 강재 수문과 트러스부재

의 수평부재는 다른 부재에 비하여 강우효과에 크게 영향

을 받으며 부재 특성상 배수가 원활하지 않으므로 부식전

류량 계측값이 크고 젖음 시간이 긴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노출기간 1년간 계측된 부식전류량으로부터 계산

된 젖음 시간 평가결과이므로, 지역별 부식환경 및 강구조

물 구조부재의 국부적인 부식환경에 따라 젖음 시간의 상

대적인 차이가 적게 평가되었을 수 있다. 하지만, 실제 강구

조물의 사용기간이나 수명 등을 고려할 경우, 단기간이 아

닌 장기간에 걸쳐 누적되는 지역별 설치환경과 국부적인 

부식환경요인에 따라 지역이나 구조부재에 따른 상대적인 

부식속도의 차이는 더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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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nthly time of wetness for 

various exposures and targ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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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젖음 시간 및 평균부식두께 상관관계 분석

3.1 젖음 시간 및 평균부식두께 상대적 발생경향 분석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평가결과를 지역별 및 구

조물별로 비교하여 Tables 1-2 및 Figs. 6-7에 나타내었다. 
Tables 1-2에 나타낸 평균부식두께 평가결과 중 Location 
B - Location E의 경우 이전 연구에서 평가된 평균부식두

께를 활용하였으며, Location A의 경우 옥외노출실험 결

과를 활용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하였다. 젖음 시간 분석결

과의 경우, 평균부식두께와의 상관관계 평가를 위하여 분

석하였으며, 기존에 평가되었던 부식전류량 계측값을 젖

음 시간으로 환산하여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이다.

Location Time of wetness 
(%)

Mean corrosion depth 
(μm)

A 59.1 19.8
B 63.6 23.9
C 72.9 28.3
D 80.6 26.9
E 55.7 17.1

See Fig. 3 for Location A - Location E.

Table 1. Evaluation results of time of wetness and mean cor-
rosion depth for outdoor exposure tests

Steel structure
Time of 
wetness 

(%)

Mean 
corrosion 

depth 
(μm)

Steel box 
bridge

Side part 20.9 23.7
Bottom part 11.5 16.3

Steel flood 
gate

Upper part 60.8 49.2
Skin plate 18.6 23.4

Horizontal part 54.6 29.7
Vertical part 14.5 18.1

Cable stayed 
bridge 

(truss members)

Horizontal part 87.8 63.7
Diagonal part 70.6 31.1
Vertical part 69.8 24.8

Portal bracing 53.5 23.0

Plant 
structure

Vertical part (north) 47.8 21.2
Vertical part (south) 35.7 16.6

Horizontal part 60.2 41.2
See Fig. 3 for various targets.

Table 2. Evaluation results of time of wetness and mean cor-
rosion depth fo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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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mean corrosion depth and 

time of wetness for structures

Table 1의 지역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평가결

과로부터 젖음 시간이 길수록 평균부식두께 또한 큰 비례

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구조물의 경우, 
Table 2 및 Fig. 7에 나타낸 것과 같이 다양한 구조부재의 

국부적인 부식환경이 상이하므로, 구조부재에 따라 젖음 시

간과 평균부식두께의 비율에 상대적인 편차가 발생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강재 수문과 해상트러스 교량의 수평부재는 부재 표면

의 표면염분이 누적되거나 이물질 등이 부착되어 상대적으

로 열악한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부식열화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강구조물 수평부재의 경우 구조

부재의 특성상 강우효과 등으로 인하여 물고임 현상이 발

생할 수 있으며, 물고임 현상으로 인하여 부재 표면이 습윤 

상태와 건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환경에 설치되

므로, 젖음 시간 발생 수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평균부식

두께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강박스 교량 거더의 하부 및 구조물의 수직부재는 수평

부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양호한 부식환경에 노출되어 있

으므로 젖음 시간에 비하여 적은 평균부식두께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다. 플랜트 시설물의 경우 지역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발생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젖음 

시간이 길수록 평균부식두께가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대적인 비율 

평가결과를 통하여 부식전류량을 활용하여 계산된 젖음 

시간이 실제 강구조물에 발생할 수 있는 평균부식두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회귀분석을 활용한 상관관계 분석

옥외노출실험을 통하여 평가된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

두께의 상관관계를 평가하기 위하여 Figs. 8-9과 같이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선형 회귀분석에 대한 95 % 신
뢰도 구간을 분석하였다[17]. 실제 강재에 발생하는 부식손

상량은 초기 상태에서 부식손상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선

형 회귀분석의 시작을 (젖음 시간 0 %, 평균부식두께 0 μm)
으로 결정하였으며, 젖음 시간에 대한 부식손상량의 관계

를 y = ax로 선형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지역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평가한 

결과, Fig. 8과 같이 식 (2)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구조물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

계를 평가한 결과 Fig. 9과 같이 식 (3)의 상관관계가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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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지역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

께의 상관관계는 Fig. 8과 같이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

가 비례 관계가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별 젖음 시

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는 Fig. 9에 나타낸 것과 같

이 구조부재의 국부적인 부식환경에 따라 상대적인 편차가 

발생하였으나, 개별 구조물의 구조부재끼리 비교한다면 젖

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대적인 발생 경향이 서로 유

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여기서, x는 젖음 시간을 

의미하며, y는 평균부식두께를 의미한다.

𝑦 = 0.351𝑥 (2)

𝑦 = 0.588𝑥 (3)

Fig. 8의 옥외노출실험을 통하여 평가된 상관관계 분석

결과의 경우 Fig. 9의 구조물별 평가된 상관관계 분석결과

의 하한값과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조물

별 평가결과의 경우 실제 구조물에 국부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열악한 부식환경에 설치된 부재를 포함하여 젖음 시

간 및 평균부식두께를 평가하였으므로, 지역별 옥외노출

실험 결과에 비하여 평균부식두께와 젖음 시간이 상대적으

로 높게 평가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옥외노출실험에 의

한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 식과 구조물 구

조부재에 대한 상관관계식을 비교한다면, 구조물별 평균

부식두께가 지역별 옥외노출실험에 의한 평균부식두께에 

비하여 약 1.67배 높게 평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

관관계 분석결과를 활용한다면 옥외노출실험에 의한 지역

별 평균부식두께와 실제 구조물에 발생하는 국부적인 평균

부식두께에 관한 상대적인 가중치 등도 분석할 수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부식환경에 따른 지역 및 구조물별 옥외

노출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

관관계를 평가하였다. 젖음 시간 및 평균부식두께 평가결

과를 활용하여 지역 및 구조물의 구조부재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대적인 발생 경향을 평가하였으며, 회귀

분석을 통하여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관관계를 평

가하였다.
다양한 지역 및 실제 강구조물에 관한 젖음 시간을 평가

한 결과, 지역별 결과의 경우, 해안이격거리나 대기환경 등

에 따라 젖음 시간의 상대적인 차이가 약 1.7배까지 발생하

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구조물별 결과의 경우, 동일한 환

경에 설치된 구조물일지라도 구조부재의 국부적인 부식환

경에 따라 젖음 시간의 경우 상대적인 차이가 약 4배까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대적인 발생 경향을 분

석하고 회귀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회귀식에 대한 

신뢰도 구간을 분석하였다.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지역

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는 젖음 시간이 길수록 평균

부식두께가 증가하는 선형적인 경향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구조물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는 다양한 구조

부재가 설치되는 강구조물 특성상 국부적인 열화환경이나 

급격한 부식속도가 증가하여 상대적으로 긴 젖음 시간에 

비하여 평균부식두께가 적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었으나, 젖
음 시간이 길수록 평균부식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강재의 평균부

식두께는 표면에 누적되는 젖음 시간에 크게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옥외노출실험에 대한 부식열화 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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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valuation of correlation of mean corrosion depth 
and time of wetness for outdoor exposure tests

Fig. 9. Evaluation of correlation of mean corrosion depth 
and time of wetness for steel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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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와 실제 구조물의 구조부재별 국부적인 부식열화 속도의 

상대적인 차이를 분석할 수 있었다. 부식환경인자와 평균

부식두께 간의 상관관계를 활용한다면 부식환경인자가 강

재의 부식열화속도에 미치는 영향의 상대적인 수준을 분석

할 수 있을 것이며, 부식환경인자와 평균부식두께의 전반

적인 관계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결과로부터 부식열화로 인한 강구조물의 내구성

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부식환경인자와 부식열화 수준을 연

계한 강구조물 내구성 평가 방법이 검토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국부적인 환경에 따른 강구조물의 상태

평가를 위하여 구조물이 설치된 지역적 특성이나 구조물

의 국부적인 부식환경을 반영한 내구성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

의 상관관계를 평가하였으나, 젖음 시간뿐만 아니라 온·습
도, 표면염분 등의 다양한 부식환경인자와 평균부식두께

의 상관관계를 평가한다면 강구조물의 부식환경인자에 따

른 내구성 평가에 관련된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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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강구조물 내구성 저하의 주요 원인인 부식열화를 발생시키는 요인은 강재 표면에 누적되는 다양한 부식환경인자이며, 부식

환경인자에 따른 강재의 부식열화 수준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식환경인자와 부식손상량의 상관관계를 평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는 다양한 지역 및 구조물에 대한 1년 동안의 옥외노출실험 결과를 활용하여 부식환경과 부식손상량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

관계 분석을 위하여 부식전류량 계측값을 통한 젖음 시간과 강재 표면의 평균부식두께를 활용하였으며, 지역 및 구조물별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의 상대적인 발생 경향을 분석하였다. 또한, 젖음 시간과 평균부식두께에 관한 분석데이터를 활용하여 회귀분석을 진행

하였으며, 회귀분석결과를 활용하여 옥외노출실험으로 발생한 부식열화 수준과 구조물별 국부적인 부식열화 수준을 비교하였다.

핵심용어 : 강구조물, 부식환경, 젖음 시간, 평균부식두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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