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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 내구연한

1-1. 콘크리트의강도저하
- 부적절한 설계 디테일과내구성이 떨어지는 구조방식의

건축물의 내구성능은 안전성능, 거주성능

채택

등과 같이 건축물에 요구되는 기본적 성능

- 빈약한배수

이다.

- 재료의결함

건축물은 준공되는 시점부터 점점 그 내구
연한이 줄어들어가고, 이현상에대한 저항성
을우리는내구성이라한다. 본래건축물은건

- 시공결함
- 적절한부식방지시스템의부족

■부식에의한강도저하

축의 초기 작업시점부터 어떤 계획으로 유지

부식이란고준위의전자가저준위로에너지를빼앗겨생기

보수를 하는가 등, 충분한 내구계획을 세워야

는현상으로, 보강재부식으로인한콘크리트의박리는북

한다. 또한 계획할 당시부터 소유자, 설계자,

부기후에서 자주 일어나는 현상이다. 타 지역에서는 주변

시공자 및 사용자는 각각의 입장에서 전체 라

환경의염분에의해영향을받는다. 겨울철의Road salt의

이프 사이클을 통하여 내구성에 관한 충분히

이용은종종염화에의한바닥슬라브의피해와산소와습

배려해야한다.

기에의한보강재의부식촉진을초래한다. 또한온화한기

이와 같이, 건축물이 제모습을 갖추기 위해

후의오래된건물들은더낮은기온의건물들에비해안전

서는, 단순히건축물의자체형상의완성이아

하다.

닌, 전체적이고 다각적인 계획이 수립되어 이

RC 표면의 Spal은대개5.1~7.6cm
l
깊이의접시모양인

루어지게된다.

데, 바닥 슬라브의 Spal은
l 대개 확대가능성이 있으며 경

■건축물의하자보수

우에따라서185.8~278.7cm 크기가된다. 부식에의한

일반적으로 건축물의 수명을 좌우하는 요인 가운데 가장

강도저하는 탄산염화작용에 민감한 다공질 콘크리트에서

중요한것이콘크리트의강도저하이다.

도 발생한다. 표면의 Spal이나
l
Pothole 발생 전에는, 수

콘크리트의 강도저하 중에가장 큰 요인은 부적절한 설계

직으로깨어지는박리가대개하부로진행된다. 깨짐은보

디테일과내구성이떨어지는구조방식과, 빈약한배수, 재

강재나 다른 금속의 부식 단계에서 시작되며 다른 표면으

료의 결함, 시공 결함, 적절한부식방지 시스템의부족등

로 진행된다. 이러한 바닥슬라브의 박리는 망치질이나

을들수있다.

Chain-drag survey로감지할수있고, 반복적동결해빙,

Troubleshoo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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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fic action과부식은Spall 현상을가속화하는경향이

화를수용하므로, 인장응력을감소시킬수있다. 또한콘크

잘못된 콘크리트의 Joint 단부 및 실란트의 진동에 의해

있다.

리트의 체적변화를 억제할 때 무작위적인 균열이 발생할

하자가 발생한다. 가장자리가 메탈로 된 신축성 있는

수있으며, 체적변화는 구조의 다양한부분 즉전단벽, 계

Expansion joint는상기 Join에비해내구성이좋다.
t
이

단탑, 기둥등에의해억제될수있다.

것은노출된구조면에사용된다.

■Chloride 오염
콘크리트의 모세관은 15~1,00Å의
0 지름을가지고 있으
며, Chloride이온의지름은2Å이하이므로콘크리트를투

■Joint distress & leakage

과할 수 있다. 부식은 시멘트 무게의 0.2%의 Acid-

Construction joint

soluble chloride에서발단한다.

Element

■부식1-1

콘크리트의 타설 크기를 제한하기 위해 미리 정해진 위치

Fine(F) : 0.25mm이하

성의실란트를채운다.

Medium(M) : 0.25~0.75mm

Cl-

17

0.99 Å

1.81 Å

Ca+

20

1.97 Å

0.99 Å

Na+

11

1.86 Å

0.95 Å

Wide(W) : 0.75mm

대개Plastic concrete에설치하고, 누수방지를위해실란

균열은 상기의 크기에 따라 분류하고 종/횡/사선/반경/규

트로채운다. 이러한 sealan는자외선노출,
t
마멸및시간

칙/불규칙으로 구분한다. 균열의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경과함에 따라 기능이 저하된다. 바닥 슬라브의 Joint

는, 깨진가장자리에서실제보다넓어보인다. 현미경에의

는 Debri의
s 관입과 누수를 막기 위해 유지관리 해야 하

한관찰이필요하다. 어떤크기의균열이라도진행중인것

며, 즉시각부재의하중분담역할에변화를준다. 변화된

며, 효과적인관리를 위해 8~10년간격으로모두교체하

은더욱커지는경향이있고보수방법이제한적이므로, 진

하중상태로 인해 응력의 재분포가 이루어지며, 어떤 부재

여야 한다. 특수 시공 실란트는 신축성, 강도, 접착성, 강

행이 끝난 균열에 비해 더욱 곤란하다. 예를 들어, Deck

는초과하중을받는다. 보강철근의접촉분리는하중부담능

성, 내구성을 고려하여 선택한다. Joint 가장자리의 강도

상·하부모두균열이표면화되었다면진행중의균열로보

력을저하시키는순환이되풀이된다.

저하는 Joint-syste에
m 영향을 주며, 주로 차량에 의한

아야한다.

■부식1-2

Ionic Radius

■Visual examination & documentation

에 설치한다. 이러한 Join의
t Leakag를
e 막기 위해 신축

Control joint

Atomic No. Atomic Radius

1-2. 하자여부평가

주) Cl 이온은직경1.81 Å으로써, 콘크리트에비해매우작으므
로이동이자유롭다.

■콘크리트의균열

충격 및 기능이 저하된 실란트와 콘크리트 사이의 존재하

■Chloride ion content of concrete

콘크리트는인장력이약하기때문에부재에가해지는인장

는수분의반복적동결·해빙작용으로생긴다. 또한너무

FHWA(Federal Highway Admin)는 280~410ppm

력에의해균열이발생한다. 이는 양생도중이나양생후에

많이 채운 경우, 챠량에 의해 균열되거나 깨어져 나간다.

의 Acid soluble chloride를 함유한 철근의 부식이 가속

콘크리트속의금속은전기화학적과정을겪는다. 보호막을

도 발생하며, 소성 균열은 잘못된 콘크리트의 타설, 경화,

너무깊고넓거나, 혹은얕은조인트에부적절한실란트시

화된다고규정하고있다.

가진금속은부식정도를크게감소시킨다. 콘크리트내보

양생및 수축에의해 발생한다. 경화된 콘크리트의 균열은

공은하자를발생한다.

강재의 산화막은비교적높은pH 수치로안정적이며, pH

대개콘크리트 부재에가해지는하중, 온도변화, Support

12~13은 일반적으로 초기에 보강철근의 부식을 방지한

settlement, 건조수축등에의해생기는내부적응력에의

온도변화, 콘크리트Creep, 장기콘크리트의수축에따른

능성을 알아보는 방식이다. 기구는 황산구리 중간전지로

다. 철근의 부식은 원재의 철근이 차지하는 부피보다 2.5

해발생한다.

변위를수용한다. 이조인트역시신축성있는재료로실링

되어있으며, 약 30cm의교각이나주차구조물에적절한

배나커질 수있기때문에, 균열을일으키는매우 강한인

ACI 224R에서는, 인장 부재면의균열넓이를 0.18mm
까

한다. 제대로 설계, 시공, 유지된 조인트는 효과적이지만,

테스트이다. 이 방식은 부식의 가능성만을 제시하는 것으

장력을 발휘한다. 철근의 부식으로 인한 유효단면 결손이

지 제한한다. 이는미세균열이 0.25mm
보다두껍기때문

종종 부적절하게 설계, 시공될 수 있다. 어떤 Joint

로, 이결과의수치들이부식비율을나타내는것이다.

5% 내외가되면균열이시작되며, 이균열은우선수직적

에 ACI code에서는 훨씬 강하게 규정하고 있다.(미세 균

system
은먼지, Debris 및 노출된메탈부재의부식에민

- 측정범위의 Potential : -0.02V CSE 이상 : 측정당시

으로나타나고평행한형태이지만, 이균열이점점더많은

열을무시해서는안된다는것) 보통의철근콘크리트바닥

감하다. 미리 성형된 신축성 있는 우레탄의 Expansion

수분, 산소, 염소이온을침투시켜부식을가속화한다.

은 수축, 열, 휨, 응력에의한균열이많이발생하며, Pre-

join는종종Parking
t
structure로사용된다. 적절히설계,

cast pre-tensioned 콘크리트나 현장타설 콘크리트 바닥

시공된 Join는효과적이나,
t
실란트의두께또는조인트에

염소 이온이 콘크리트에 흡수될 때부터 부식이 시작된다.

에서는비교적덜생긴다.

전달되는 전단력에 비해 작거나 통로에 너무 가깝게 위치

부식이진행되면균열로인해콘크리트의단면결손이생기

Floor slab joint는 수축, 온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체적변

하여, 과도한 차량통행으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다. 또한

■부식

■균열로인한응력변화

Expansion joint

■Half-cell corrosion-potential testing
이방식은전기적저항을측정하여콘크리트조의부식가

측정부위의부식이발생되지않을가능성90% 이상
- 측정범위의 Potential : -0.02~0.35 V CSE : 단정하
기어려움
- 측정범위의 Potential : -0.35 V CSE 이하: 부식발생
가능성90% 이하

Troubleshoo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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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보수방식

■ Patching

여야 한다. 콘크리트 Overla는
y 슬라브의 균열이 진행중

있으며, 가장 실용적이고 흔히 사용되는 접착제로는 모래

- Patching

Patchin은강도가저하된콘크리트의부분,
g
혹은전체두

인 경우에는 부적합하고, Overlay된 면에서 생긴 균열은

+시멘트, 물시멘트이다. 모래+시멘트풀은시멘트, 모래

- Protective coating

께(Full-Dept의교체보수방식이다.
h)
약12.7cm 이하의

수명을단축시킬수있다

및적당한물로구성되어있고, 그라우트의물과시멘트비

- Replacement

얇은 슬라브나 슬라브 두께의 반 이상의 콘크리트 강도가

- Cathodic protection

저하되었다면, 완전Patchin을해야한다.
g
부실한콘크리

바닥 슬라브가전체적으로 강도저하되었을 때, 슬라브밑

그라우트는 0.16cm 두께로 시공하며, 0.32cm를 초과해

- Sealing

트를제거하고노출된 강재및노출표면을정리하여지정

의다른부재들이비교적좋은상태일경우적합한방법이

서는안된다.

된 콘크리트로 타설한다. 부분적 콘크리트 제거시 Patch

다. 12.7cm 두께 이하의 슬라브는 보수가 어려워 Pan-

모서리는최소 1.9cm의 Feather-edg
를만든다.
e

joist, 와플슬라브, 일방향 슬라브에서의 콘크리트 제거는

에폭시 몰탈 Patch
의 하자의 원인은 열이다. 모래로 채워

슬라브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에폭시로 코팅된 내구성

진 에폭시 몰탈의 열팽창계수는 콘크리트의 열팽창계수의

보수할 슬라브 면은 대개 수분과 염소이온 침투의 최소화

있는 철근보강으로 콘크리트의 수명을 연장할 수 있지만,

4~5배이다. 에폭시 Patch와 콘크리트 사이의 응력보다

를위해Sealer 시공으로보호한다. 보수전의슬라브면은

새로운 슬라브는 기존 부재들의 체적변화 억제로 인한 균

Patch 준비와시공의기술부족으로인한하자가더욱빈번

고압력의 물 또는 모래를 뿜어내는 방법으로 기존의 낡은

열에 민감하다. 극단적인 경우, Floor system의 Full-

히 문제가 되고 있다. 주차구조물에서는 포틀랜트 시멘트

코팅과 Seale를제거한다.
r
에폭시코팅의경우매 3~5년

depth 교체혹은전구조물의해체가필요할수도있다.

Patch 위의 다른 재료의 시공이 일반적으로 다른 방법에

■Patching 1-1

■Patching 1-2

■ Coating

마다Seale를재시공해야한다.
r

■ Replacement

■Cathodic protection

균열이 이미 발생한 콘크리트면 또는 공기가 차단되지 못

염화 오염된 슬라브보강재의부식을막는방법으로, 주차

하거나염소에오염된콘크리트면의Sealer 시공은비효과

구조물의 Floor system에의 적용은 제한적이나, Bridge

적이다. 하지만 새로운 건축물의 경우는 가장 효과적이다.

deck에 있어서는적용사례가있다. 이 방식은 강도저하의

일반적으로 Seale는부식을
r
완전히 막는 것이 아니라 부

첫단계에서시행될수있는가장효율적인비용의방법이

식을 지연시키는 것이다. 방수막의 경우, 슬라브를 방수하

나, 10년이하의구조물에서는비경제적이다. 현재는일반

고염소 침투를 최소화하는면에서 Seale보다
r 효과가 좋

적으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적용되며, Prestressing

다. 부식의원인인 수분과산소의 공급을 줄이고슬라브의

stee에서의시공은미지수이다
l

수명을연장시키며, 진행중인균열을효과적으로덮어주므
로, 균열이확산되는바닥방식에적합하다.

■Patching 1-3

율은 수리할콘크리트와비율이 같거나더욱좋아야 한다.

■보수재료의선택

비해효율적이다.

■ Sealing
실링은슬라브균열과이음부분의작은누수시적용된다.

■보수의예상수명

실링은 보수라고 할 수는 없지만 다른 보수공사시 반드시

Patch
의수명은보통 1~2년으로이것은사용기간이제한

행해져야한다. 누수의원인은크게

된구조물에적합하다. 에폭시코팅으로Patch 주변및기

- Expansion joint

존보강재의부식을조절할수있으며, Patch된부분이외

- Construction joint

에서는 Sea하여
l
강도저하를 줄일 수있다. 이 경우, 건축

- Control joint / Isolation joint

물의수명을 3~5년연장시킬수도있다경우에따라서보

- Construction 혹은Servicerelated crack 등으로나눌수있다.

강재의 길이 만큼 콘크리트의 제거가 필요하다. Strip

경우에따라서, 균열은에폭시주입으로도보수될수있다.

patch일부를
(
철근까지 깨어내어 보강하는 방식) 보수의
수명은 10~20
년이다.

■Bonded-concrete overlay
이는시공전에표면의모든오염을제거해야한다. 노출된
■Patching 1-4

보강제는청소또는제거후에폭시코팅된것으로교체하

1-4. Basic requirement

방수막으로 코팅된바닥슬라브는수명을 5~10년 정도

■Bonding medium

증가시키며, Overlay(슬라브에구멍을뚫어철근을삽입

모래+시멘트, 물시멘트, 순 시멘트, 에폭시, 라텍스 등이

하고에폭시코팅후다시콘크리트타설하는방식)의경

Troubleshootin

트러블슈팅

우 10~20년 수명을 연장시킬 수 있다. Cathodic

protectio의
n 시공은 건물의 시공을 20년 이상, Full-

아래<표1>은초기투자비가$30,000,0인
00

10년째Corrosion sensor의모니터결과, 철
근에 미치지는 않았지만 슬라브 내의 염소 축

두빌딩을 20년동안비교한것이다.

내에광섬유를설치하여균열의위치뿐아니라
크기도알려준다.

depth철근만
(
남기고 모두 깨어낸 뒤, 철근을 들어올린

빌딩A는관리되지않은경우이고, B는모니

후 거푸집을 짜고 재시공하는 방식) 슬라브와 바닥제거

터를 통해 관리되어 보수시기를 파악한 것이

는 20~40년 가량 수명을 연장할 수 있게끔 설계할 수

다. 8년째, 두경우모두주차장보강재의부식

이Sealer 수명은3년으로, 반드시작업을해

워싱턴에 위치한 Ctholic Univ. 내의 철골조

있다

이 시작되었는데, 빌딩 A에서는 13년이 되어

야한다. 이는빌딩관리아이템의하나였다. 모

지하주차장 및 지상 4층규모의 빌딩에는 100

주차장 전체에 Sealer 현상이 나타났다. 이 보

니터 시스템은 손상 가능성을 찾아 관리하여,

여개이상의센서가설치되어, 슬라브내의염

수 작업으로 $200,00의
0 비용이 소요되었다.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보수작업을 할 필요가

소이온, 주차장 지붕에 가해지는 하중 및 지붕

그러나 이것은 일시적인 효과 밖에 기대할 수

없으므로 관리 시스템 설치비용을 회수할 수

층의 수분침투를 체크한다. 이는 모뎀과 전화

없다. 부식이 중단되었더라도 보수가 끝나기

있다.

를통하여모니터될수있다

2. 선진국의 하자예측 System

2-1. 빌딩유지관리시스템

적 경고가 있었으므로, $80,000의 비용을 들
여Sealer 작업을수행하였다.

2-4. 사례연구

전에 전체적으로 부식이 확산되었다. 17년째

건축물은 하자발생은 적절한 관리를 통하여

통제하거나 감소시킬 수 있다. 콘크리트 슬라

에는 슬라브 콘크리트 교체 및 수리비용 지출

2-2. Building monitoring sensors

이방식은염소이온측정, 토심의하중및수

은 $1,000,00
이었다.
0

3. 결론

브는 Rebar가 부식하기 전에, 매 3년마다

빌딩B는관리센서및컴퓨터설치비용으로

분침투여부등의사항에대해, 발생위치및상

Sealer 작업을함으로써이를막을수있다. 목

$300,000, 그리고매년유지비로$2,00가소
0

태변화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 시스템은

건축물의 유지관리에 있어서는 그 건축물을

표는하자보수가아니라유지관리이다

요됐다.

Visual survey처럼간단하지만, 컴퓨터로연결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재산을 확보하기 위해

된 센서에 의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좀더

운영하는것에중점을둔것과, 그건축물의기

복잡한 방식에서는 건물 상태를 전기 신호로

능과 성능이 열화하고 부분적으로 파괴되어

<표1> Building Monitoring Cost Comparison Example
Year

Non Monitoring Building
1st Cost.

Monitor

30,000,000

300,000

바꾸어컴퓨터에연결하여지속적인변화를기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것을 방지하면서, 적

2

2,000

록한다. 이 빌딩 모니터링 시스템의 잠재력은

절한 내구성을 확보해 가는 것에 중점을 두어

3

2,000

4

2,000

단순히변화를발견하여컴퓨터에전달하는것

야한다.

1

1st Cost.

(단위:$)

Monitoring Building

Repairs

30,000,000

5

2,000

6

2,000

7

2,000

8

2,000

9

2,000

10

2,000

11

2,000

12
13

2,000
2,000

15

2,000

16

2,000
1,000,000

2,000

19

2,000

20

2,000
1,200,000

최근 들어, 건축물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되는지를 알려준다. 이방식은 Semi-sma라
rt

요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가고 있다. 또한, 그

할만하다.

단계도 고도화·복잡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
에, 운영상의 업무도 복잡하게 된다. 뿐만 아

2-3. Distributed sensor & fiber optics
80,000

80,000

니라, 건축물의 기능 및 성능에 중점을 둔 여

센서의한가지결점은설치위치이며, 대부분

러 가지 제도에 맞추어 나가기 위해서는, 단

은 제한적 범위만을 측정하는 방식이고, 수분

순한 건축물의 하자보수 차원을 떠나, 한단계

의 변화(Moisture sensor)와 구조물의 한 Bay

앞선 의미에서의 건축물 관리에 역점을 두어

에가해지는하중체크(Strain gage) 등을 측정

야한다.

2,000

18

Total

만이 아니라, 건물주에게도 언제 하자가 발견

80,000

2,000
200,000

14

17

Repairs

338,000

한다. 하지만 많은 수의 센서가 필요하므로 경
80,000

제성이결여된다.
Optic fiber 기술의출현으로넓은면적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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