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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한 염해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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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ovides a new approach for predicting the corrosion resistivity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exposed to chloride attack. In this method, the prediction can be updated successively by a Bayesian theory when additional data

are available. The stochastic properties of model parameters are explicitly taken into account into the model. To simplify the pro-

cedure of the model, the probability of the durability limit is determined from the samples obtained from the Latin hypercube sam-

pling technique. The new method may be very useful in designing important concrete structures and help to predict the remaining

service life of existing concrete structures which have been monito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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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환경에 직접 노출되거나, 혹은 해안가에 건설된 콘

크리트구조물에는 표면으로부터 침투하는 염분에 의해

내구성 문제가 발생한다. 콘크리트표준시방서 (2003)에는

콘크리트 표면에서의 염화물이온 농도가 비말대일 경우

13 kg/m
3
, 해안선 부근일 경우 9 kg/m

3
, 해안으로부터 1 km

떨어진 거리에서는 1.5 kg/m
3
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그

런데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서해안으로 부터 10.35~71.50 km

범위의 거리까지 포집기를 설치하여 표면 염화물량을 측

정한 결과, 염화물이온량의 최대값이 10.75 kg/m
3 
값을 가

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11)

. 이 값은 해안선 근처와 비말대

사이의 값에 해당한다
11)

. 상시적으로 해수에 침수되어 있

는 해양 구조물의 경우는 표면농도가 해수의 이온농도와

같게 된다. 시간이 지남 따라 콘크리트 내부에 침투 및

확산한 염분은 콘크리트 내부에 축적이 된다. 철근 위치

까지 침투된 염분은 일정한 농도 이상이 농축되면 철근

의 부식을 야기한다.

최근 외부 하중에 대한 내구성을 확보하기 위한 설계

개념 이외에도 부식에 대한 내구성 확보를 위한 여러 가

지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부식에 대한 내구성 확보를

위한 방법으로는 콘크리트 요구 성능 개선, 고내구성 콘

크리트의 개발 및 혼화재료의 개발, 내부식 철근의 개발,

구조물의 표면 처리 등이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 가장

기본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사항은 콘크리트구조물 내

부에서 시간과 깊이에 따라 변화하는 염분의 농도를 어

떻게 예측하고 평가할 것인가라고 할 수 있다.

콘크리트와 같이 다공성 매체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질

의 이동은 일반적으로 Fick의 두번째 법칙을 모델로 한

다. 이 법칙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물질의 이동이 농도의

구배에 비례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 법칙의 기본적

인 구조는 퓨리에의 법칙이나 Darcy 법칙과 매우 유사

하다. 내부의 수분이 이동할 때에는 염분이 수분과 같이

이동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컴퓨터 구현이 복잡해

지고, 간단한 일차원 문제에서도 해석적인 해의 도출이

불가능해진다. 지광습 등
9)
에 의하면 수분이동을 고려해

도 콘크리트와 같이 투수성이 낮은 재료에서는 해의 차

이가 약 3% 이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위에서 언급한 Fick의 두번째 법칙에 기초한 확산방정

식을 콘크리트의 염화물 침투 문제에 접근한 예는 Crank
5)

의 연구에서 찾아 볼 수 있으며, 그 후에도 여러 가지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진행되었다. 하지만 내구성 문제

가 가지는 근본적인 불확실성 때문에 다양한 콘크리트구

조물의 현장 실측 데이터의 직접적인 통계처리를 이용하

는 방법도 사용되고 있다
4)
. 이 경우에는 통계처리 기법

에 따라 예측 결과가 크게 영향을 받는 문제가 있으므

로, 위의 확산방정식의 모델 변수의 통계적인 분산을 고

려한 기법들이 개발되었다
2,7)

. 이 새로운 접근법에서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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델 변수의 통계적인 예측 값은 자체적으로 가지는 불확

실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가 아직도 남아 있으며, 이

문제는 부분 신뢰성 기법의 현장 적용에 필연적으로 수

반되는 문제이다. 만약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계

측이 이루어진다면, 이 문제는 상당 부분 제거될 수 있

으며, 잔존수명 예측의 정확도도 향상시킬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는 구조물의 모델

변수가 가지는 불확실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기 위해 베

이지안 기법을 채택하였다. 지속적인 유지·관리와 모니

터링이 수행되는 구조물의 경우에서는 가용한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축적되기 때문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라고 판

단된다. 베이지안 이론에 근거한 여러 가지 기법이 있지

만, 본 논문에서는 단조증가 혹은 단조감소 하는 현상에

적용되는 기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프리스트레스 세

그멘트 교량의 장기처짐 문제에 Bazant 등
1)
이 적용하였고

같은 문제를 통계적 기법을 통하여 양인환
12)
이 적용한 바

있다. 염화물 침투 문제에서도 내부에 침투한 염화물의

농도가 보수 전 까지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패턴을 가

지고 있으므로 이 기법의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장에서는 현

재까지 진행되어진 연구들의 내구성 예측과 평가에 대한

성과와 동향, 본 논문의 적용성 및 장점 등을 기술했고,

2장에서는 확정론적 염해 내구성 분석인 염해 해석 모델

및 잔존수명 예측 모델을 기술하였으며, 3장과 4장에서는

본 논문에서 핵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베이지안 기법과 염

분 침투 한계식을 기술하였다. 그리고 5장에서는 염해 해

석 절차에 대해서 열거하였고, 6장에서는 해외의 콘크리

트구조물에 대한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한 예시를 다루었다.

2. 확정론적 염해 내구성 분석
 

 2.1 일차원 염해 해석 모델

표면으로부터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하는 염분의 분포

를 해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Fick의 두번째 법칙에 근

거한 편미분 방정식이 사용 된다
5)
.

(1)

여기서 C(X, t)는 t시간 동안 염분이온에 노출된 표면으로

부터 X만큼의 거리에 위치한 콘크리트의 염분이온 농도

(kg/m
3
)이며, t는 염소이온 확산이 일어나는 시간 (second),

X는 표면에서 측정된 거리 (mm), D는 염분이온 확산계

수 (m
2
/s)이다. 초기염소이온 농도 C0(kg/m

3
)는 0으로 한

다. 확산계수의 균질성을 가정한다면, 일차원 문제에 대

해서는 식 (2)와 같이 해석적인 해를 얻을 수 있다
5)
.

(2)

여기서 erf는 오차함수이고, Cs는 표면 염분이온농도

(kg/m
3
)이다. 또한 콘크리트 재령에 따른 확산계수의 변

화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식 (3), (4)와 같은 실험적인 식

을 사용한다. 

(3)

(4)

여기서 tc는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시점이고, 본 논문에서는 기존의 연구
10)
와 마찬가지로 30

년으로 정하였다. t0는 콘크리트 재령인 28일로 정하였다.

그리고 D0은 시간 t0에서의 확산계수, 지수 n은 시간에 따

른 염소이온 확산계수의 변화를 나타내는 계수이다. RC

구조물일 경우에는 ACI 318의 규정을 적용하여 0.1 mm

보다 크게 균열이 발생되었을 경우, Fick의 두 번째 법칙

을 적용할 수가 없다
6)
. 또한, 식 (2)는 염소이온 확산계

수 Dm이 상수일 때 얻어진 해석적 해이다. 그러나 식 (3)

과 (4)의 변화를 가정한다면, 엄밀한 관점에서 볼 때 식

(2)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실무와 연

구에서는 식 (3)과 (4)의 보정을 대체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2.2 확정론적 염해 잔존 수명 예측

 

염해로 인한 부식 잔존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염

해 실험 데이터나 현장에서 측정한 데이터가 필요하다.

또한 콘크리트구조물의 공용연수 (tser), 표면 염소이온농

도 (Cs), 최소 피복두께 (Xmin), 임계부식농도 (Ccr) 그리

고 유효 염소이온확산계수 (Deff)가 필요하다. 염해에 의

한 수명 (tcr)은 다음과 같이 주어진다.

 

(5)

잔존수명 (Lrem)은 임계부식농도에 도달하는 시간 (tcr)과

현재의 공용연수 (tser)의 차이로서 표현된다. 

(6)

위의 확정론적으로 산정된 잔존수명은 초기 측정 한

시점에서 측정된 모델변수들의 평균치를 이용한 것으로

서, 변수들이 가지는 불확실성이 고려되지 못했다. 가령

예를 들면 염해 예측 모델식 (6)으로 예측된 염화물 침

투농도는 실제 현장에서 계측된 값과는 항상 차이가 있

게 된다. 그러므로 초기에 예측된 부식에 대해서 추가적

인 계측 데이터의 추세를 반영해서 수정하는 절차가 필

요하게 된다.

∂C X t,( )
∂t

-------------------- D
∂2C X t,( )

∂X
 2

-----------------------=

C X t,( ) Cs 1 erf 
X

2 Dmt 
-------------------⎝ ⎠
⎛ ⎞–

⎩ ⎭
⎨ ⎬
⎧ ⎫

=

Dm

D
0

1 n–
------------

t
0

t
---⎝ ⎠
⎛ ⎞

n

t tc<( )=

Dm D
0

1
tc

t
---  

n

1 n–
------------+

t
0

 tc 

------⎝ ⎠
⎛ ⎞ n

t tc≥( )=

tcr
1

Deff

---------
Xmin

2erf
 1–

1
Ccr

Cs

--------–⎝ ⎠
⎛ ⎞

---------------------------------------=

Lrem tcr ts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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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베이지안 기법에 근거한 염해 내구성 분석

3.1 염해 문제에 대한 베이지안 기법 

본 논문에서는 Bazant 등
1)
이 장기처짐 문제에 사용한

베이지안 기법을 염해 문제에 적용하였다. 모니터링을 통

해 계측된 부식 데이터를 X라고 하고, 앞으로 예측해야

할 염화물에 의한 부식을 Y라고 하면, Xm은 시간 tm에서

측정한 염화물 농도 (m = 1, 2, 3, ..., M)이고, Yi는 시간

에서 예측한 염화물 농도 (i = 1, 2, 3, ..., I)이다. 초기

계측치를 이용해서 개선 전, 즉 모니터링을 통해 얻어지

는 추가적인 데이터를 고려하지 않은 염화물 농도 X'와

의 Y' 평균과 표준편차는 다음과 같고, 등가의 확률을 가

지는 구간을 k개로 나누었다. 

 

(7)

(8)

여기서 , , , 는 각각 시간 tm, ti의 함수이다.

시간 tm에서 Xm에 해당하는 염화물 농도를 계측한 후에

는 우도함수 (likelihood function) pk를 다음과 같이 구한

다. 

(9)

여기서 우도함수의 표준편차 는 기존의 실험치나 측

정 데이터로부터 추정해야 한다. 사실 이 값이 10~50%

까지 그 값이 작아진다고 해도 전체적인 사후확률의 데

이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주 적다. 모델상수 의

확률 P' 를 등가의 확률을 가지는 구간으로 분할하면

가 상수로 바뀌게 되고 이 각각 무작위로 추출한 샘

플인 를 얻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식이 성립하게 된다.

(10)

(11)

모델 예측치의 평균 과 은 통계적 분포를 전

술한 베이지안 기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성립하게 된다.

(12)

(13)

개선된 염화물 농도의 예측치 과 의 표준편차

와 는,

(14)

(15)

이다.

3.2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추출법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추출법은 입력변수 공간에서 결

과 데이터를 추출할 때, 골고루 추출되도록 각 입력 변

수의 범위를 n개의 범위로 나눈 다음, 각 구간에서 하나

씩 추출하되 중복되지 않도록 무작위로 n개를 뽑는 방

법이다. 어떤 변량에 대해서 n개의 값을 추출할 때는 원

하는 수 개의 배열을 형성한 후, 이중 하나의 배열에서

만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추출하는 방법이다. 라틴 하이

퍼큐브 샘플 추출법은 많은 수의 파라미터를 분석하는데

유용하며, 적은 모의실험을 수행하면서도 실험점들이 입

력변수 영역에 골고루 분포되어서 공간을 채우게 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4. 염분 침투의 한계상태식

해양환경에 노출된 콘크리트구조물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콘크리트 내부로 침투 및 확산된 염소이온으로 인

해 철근 위치까지 염소이온이 농축되며, 일정농도 이상

이 축적되면 철근의 부식이 시작된다. 철근의 부식으로

인하여 콘크리트구조물의 강도는 저감되기 시작된다. 염

소이온 농도가 특정치에 도달한 시점을 사용성 한계상태

로 정의하고, 이때의 부식발생 확률을 계산한다. 한계상

태에 대한 부식 발생 확률을 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한계상태함수 (limit state function)로 정의할 수 있다.

(16)

G = R − S (17)

여기서 R은 임계염소이온 농도 (Ccr), 하중함수 S는 시간

에 따라 변화하는 염소이온 농도며, 는 함수를 의미한

다. 하중에 저항하는 저항 성능함수 R과 하중함수 S를 모

두 확률변수 함수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한계상태함

수 G에 대해 신뢰성 있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한계

상태함수 G가 확률밀도함수 fG(g)로 주어진다면 손상확률

은 Fig. 1의 빗금친 영역의 면적으로 표현된다. 실무에서

는 손상확률 Pf 보다는 신뢰성 지수 β를 주로 사용한다.

손상확률 Pf와 신뢰성 지수 β는 다음과 같은 관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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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19)

여기서 σG는 G의 표준편차이고 μG는 G의 평균이다. 

신뢰성 지수를 사용하여 내구수명을 예측한다면, Fig. 2

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구조물 설계자가 현 신뢰성 지수

를 현 시점에서 정량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그리고 설

계자가 구조물의 내구성에 대한 임계 신뢰성 지수 (critical

reliability index)를 결정한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β가

이 임계지수와 같아지는 시점을 산정하면 구조물의 내구

수명 (service life)을 예측할 수 있다. 

5. 염해 내구성 해석 절차

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은 절차로 내구성 해석을 수

행하였다.

1) 염해 해석 모델에 사용될 설계변수를 선정한다.

2) 정규분포 (normal distribution)를 이용하여 각 설계

변수의 누적분포함수 (cumulative density function : CDF)

를 생성한다.

3) 2 단계에서 계산된 누적분포함수와 라틴 하이퍼큐

브 샘플 추출법(Latin hypercube sampling : LHS)을 이용

하여 설계변수의 샘플을 추출한다.

4) 추출된 샘플을 무작위로 배열하여 설계변수 조합을

구성한다.

5) 조합된 각 설계변수를 이용해서 염소이온 농도를

계산하고 사전 예측치 (prior distribution)를 구한다.

7) 초기 현장계측 데이터 (measured data)로 초기 우도

함수 (initial likelihood function)를 계산한다.

8) 초기 우도함수 (initial likelihood function)를 사용하

여 5단계에 구한 사전 예측치 (prior probability)를 보정

한다.

6. 적용 예

6.1 포르투갈의 서쪽해안인 세테나베 (Setenave)에서

1992~1997년까지 측정한 염해 침투

본 예제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도크 20은 포르투갈

의 서쪽해안인 세테나베라는 강어귀가 있는 부두에 위치

해 있다. 도크 20에 있는 패널이 위치한 곳을 4년간 모

니터링한 결과, 22번에 걸쳐 반복적인 침수가 발생하였

다
3)
. Table 1은 도크 20에서 콘크리트구조물의 시간에 따

라 측정한 염해 침투 데이터이다. 본 예제에서는 측정

데이터를 FO라 칭한다. 본 내구성 문제의 설계변수

(design parameter)로 초기염분이온 확산계수 D0과 시간

의존성 지수 n, 표면염분이온농도 Cs를 사용했다. 사전

확률분포를 정하는데 필요한 가용 데이터 (available data)

가 없으므로 문헌
10)
에서 얻을 수 있는 유사한 콘크리트

의 물성을 사용했다 (Table 2). 그런데 Table 2의 확률분

포는 본 예제 구조물의 데이터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으

므로 이 데이터를 이용해서 얻은 사전 예측치 (prior

distribution)는 측정치와 비교할 때 상당한 차이가 있다

(Fig. 3). 그래서 이 사전 예측치는 현장에서 계측한 2개

의 데이터로 보정하여 사후 예측치 (posterior distribution)

를 계산하였다. Fig. 3의 연한 선은 사전 예측치이고, 진

한 선은 본 기법을 통해 얻은 사후 예측치이다. 한계상

태함수에서 저항치인 R값을 정할 때 보통 철근 부동태

가 일어나는 염소이온농도 임계값인 1.2 kg/m
3
을 사용한

다. 하지만 본 논문에서는 모니터링한 콘크리트구조물의

측정 데이터에 대해서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하여 사후예

측을 하는데 목적이 있다. 또한 본 예제에서 1.2 kg/m
3
을

Pf fG g( ) gd
∞–

0

∫=

β
μG

σG

------    Pf, Φ β –( )= =

Fig. 1 Model of reliability index (β )

Fig. 2 Prediction of service life 

Table 1 Measured data in the field, FO

Cx Time (months)

Type Depth (mm) 6 12 24 36 48

FO

10 1.50 2.80 3.48 3.90 5.52

20 0.42 0.90 1.80 2.69 3.12

25 0.17 0.31 0.90 1.68 2.16

Table 2 Variables for prior-estimation, FO

Design parameters Prior-estim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FO

 D0(×10
-12

m
2
/s) N (6, 1.2)

n N (0.4, 0.08)

C
s
 (kg/m

3
) N (9,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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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값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얇은 피복두께로 인해 임계치

에 도달하는 시간이 짧아서 신뢰성지수 그래프에서 사후

예측 효과를 보이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본 예제에서는

R값을 2.5 kg/m
3
으로 정해 준다. 본 논문에서 사용된 라

틴 하이퍼큐브의 샘플 수는 사후 예측치를 계산하기 위

해서 9개 세트로 고정하였다. 다른 샘플 수를 추출할 때

는 랜덤으로 계산하였다. Bazant 등
1)
에 따르면 라틴 하

이퍼큐브 샘플 추출법 (latin hypercube sampling)의 샘플

링 개수는 설계변수의 수 n을 두 배로 고려한 값이 전

체 설계변수의 수에 대한 결과에 수렴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계산량의 증가가 그리 크지 않기

때문에 샘플 개수를 3n으로 정하였고, 콘크리트 표면으

로부터 측정지점까지의 거리를 10, 20, 25 mm로 변화시

키면서 본 기법에 따른 사후 예측치의 변화를 Figs. 3~5

에 나타내었다.

Figs. 3~5는 현장 계측데이터로 사전 예측치를 보정한

결과, 계측 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사후 예측치가 결정되

었다. Fig. 3은 사전 예측치가 측정 염분농도 보다 높은

경우이다. 사전 예측치에 2개의 계측 데이터를 보정한

예측치인 사후 예측치는 현저하게 나머지 3개의 계측 데

이터에 접근한다. 

Figs. 3, 4에서는 초기 계측 데이터와 신뢰성 예측 구

간 간에 약간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신뢰성 예측 기법의 특성으로서 그래프의 시작점

은 영점에서 시작한다. 하지만 환경 요인에 의한 변수들

은 통계적으로 계산한 수치들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경향

적인 추세만을 나타내고 있을 뿐이지 그래프와 같이 유

연한 곡선을 그릴 수가 없다. 그러나 계측 데이터는 시

간이 흐를수록 점차 사후 예측치의 신뢰성 구간에 포함

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사전 예측치의 초기 데이터 결정은 매우 중요하다. 왜

냐하면 이 결정은 전체 그래프에 영향을 주고 예측한 그

래프의 신뢰성에도 반영이 되기 때문이다. 만약 초기 계

측 데이터가 사전 예측치와 같다면, 이 계측 데이터로

보정한 사후 예측치 그래프의 경향은 사전 예측치와 다

르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사후 예측치는 본 기법의 적

용성을 증명하는데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Fig. 6은 시간과 염분농도 그래프에서 라틴 하이퍼큐

브 샘플 수에 따른 사후 예측치의 변화를 비교했다. Fig.

6을 보면 샘플 수는 예측치의 정확도를 향상 시키는 것

보다 95% 신뢰성 구간에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다.

샘플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95% 신뢰성 구간이 점점 좁

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구조물의 개보수시기를 정해놓고 역으로 R값

을 정할 수 있게 한 그래프이다. 본 예제에서 정한 R값

은 모니터링한 측정 데이터와 비교하였을 경우 임계치인

2.5 kg/m
3
에 도달했을 때 개보수 시기를 해야 하는 시점과

측정 데이터로 추정하는 시점이 거의 비슷하게 나옴을

예측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임계농도치 R값을 2.5 km/m
3

Fig. 4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2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3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5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25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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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하였다. Fig. 8은 샘플 수가 변화하여도 R값의 변

화가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Fig. 8의 그래프도

9세트로 고정하였다.

Figs. 9, 11, 13은 측정된 피복두께의 X깊이를 각각

10, 20, 25 mm로 고정하고 라틴 하이퍼 큐브 샘플 수를

다르게 하여 한계상태함수식에서 계산된 염분이온 농도

의 평균값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염해 신뢰

성 지수의 사전 예측치는 무작위로 샘플을 추출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의 같은 예측치를 보였다. 

Figs. 10, 12, 14는 측정된 피복두께 X의 깊이를 각각

10, 20, 25 mm로 고정하고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수를

다르게 하여 염해 신뢰성지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샘

플 수는 측정된 피복두께 X가 깊어짐에 따라 피복두께

에 거의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다른 모든 그래

프는 앞의 설명과 같이 효율적인 예측을 위해서 샘플 수

를 9개 세트로 고정하였다. Figs. 9, 11, 13과 각각 비교

하면 염분이온농도의 평균값과 염해 신뢰성 지수에서 0

Fig. 6 Change of a number of sampling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7 R value decided to the C.O.M and the change of

measured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8 Change of R value compared with the change of

samples, FO (10 mm)

Fig. 9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mean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10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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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되어 개보수해야 하는 시점이 같다. 

Fig. 15는 측정된 피복두께 X에 따른 한계상태함수식

에서 계산된 염분이온농도의 평균값에 대한 사전 예측치

와 사후 예측치의 개보수시기를 비교하였다. 그래프를 보

면 측정되는 피복두께와 관계없이 염분이온의 평균값이

0인 지점에서 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측치의 차이는 거의

비슷하다. 

Fig. 16은 측정된 피복두께 X에 따른 염해 신뢰성 지

수에 대한 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측치의 개보 수시기를

비교하였다. Fig. 15와 비교하였을 경우 거의 비슷한 유

형을 보이고 있다. 

본 예제의 구조물에 대한 개보수시기는 피복두께의 깊

이 X가 10 mm일 때, 사전에 예측한 시기보다 약 3개월

정도 늦춰야 하고, X가 20 mm일 때와 25 mm일 때도 거

의 10 mm와 마찬가지로 약 3개월로 비슷한 시기를 나타

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의사결정자는 신뢰성 지수 그

래프의 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측치에 나타난 차이를 보

고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다.

6.2 잉글랜드 남동부주 안의 쇼버리너스 (Shoeburyness)

에서 10년 동안 측정한 염해 침투

이 예제에서의 시험체는 잉글랜드 남동부 주 안의 쇼

버리너스 근처에 있는 BRE (building research establishment)

해양 노출상태에 있다. 비말대의 위치에 놓여 있는

100 × 100 × 300 mm인 1,000개의 콘크리트 직육면체 시

험체와 100 mm 콘크리트 정육면체 시험체를 1, 2, 4, 10

년에 걸친 결과를 모니터링 하였다. 또한 pfa (pulverized-

fuel ash)가 콘크리트에 끼치는 영향을 시험하였다. 본 연

구에서는 pfa가 포함되지 않은 부식 환경에 놓인 콘크리

트를 시간별로 모니터링하여, 현장 계측 데이터를 사용

하였다. 잉글랜드에서 측정한 데이터를 EN이라고 칭한

다
8)
. 앞의 포르투갈 예와 마찬가지로 Table 4에 있는 설

Fig. 11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mean measured at 2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12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measured at 2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13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mean measured at 25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14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measured at 25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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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변수로 사전 예측치 (prior distribution)를 결정하였다.

초기계측거동을 표현할 수 있도록 모델 상수를 선정하였

다. 정확한 예측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 예측치를 현장에

서 계측한 2개의 데이터로 보정하여 사후 예측치 (posterior

distribution)를 정하였다. 한계상태함수에 대한 부분은 앞

에서 거론한 부분과 같다. 본 예제에서도 포르투갈 데이

터와 마찬가지로 1.2 kg/m
3
를 R값으로 사용하였을 경우

신뢰성지수 그래프에서 사후 예측한 값을 보여주기 어렵

다. 따라서 본 예제에서는 R값을 Fig. 22의 그래프를 통

하여 8 kg/m
3
로 정해 주었다. 앞의 포르투갈 데이터 (FO)

예와 마찬가지로 잉글랜드 데이터 (EN)도 같은 방법으

로 그래프를 해석하였다.

Figs. 17~19는 현장 계측데이터로 사전 예측치를 보정

한 결과, 계측데이터의 분포에 따라 사후 예측치가 결정

되었다. 다른 그래프의 해석은 포르투갈 데이터의 그래

프 (Figs. 3~5)와 같다. 

Fig. 20은 시간과 염분농도 그래프에서 라틴 하이퍼큐

브 샘플 수에 따른 사후 예측치의 변화를 비교했다. 이

에 대한 해석은 Fig. 6과 같다.

Fig. 21은 구조물의 개보수 시기를 정해놓고 역으로 R

Table 3 Measured data in the field, EN

Cx Time (years)

Type Depth (mm) 1 2 4 10

EN

10 6.00 8.67 11.01 12.00

20 3.99 6 7.32 11.01

25 3.33 5.34 6.99 10.5

Table 4 Variables for prior-estimation, EN

Design parameters
Prior-estimation

(mean, standard deviation)

EN

D0 (10
-12

m
2
/s) N (6, 1.2)

n N (0.4, 0.08)

C
s
 (kg/m

3
) N (20, 4.5)

Fig. 16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compared with the

change of measured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Fig. 17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18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2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15 Change of chloride mean compared with the change

of measured distance from the surface,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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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정할 수 있게 한 그래프이다. EN의 경우 실험 결

과로부터 예상되는 표면염분이온 농도가 매우 크므로 일

반적인 임계값을 사용하는 경우 예상 개보수 시점이 계

측시점보다 앞서게 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베이지안 업

데이트에 의한 내구성 평가 방법에 있으므로 임계값을

8 kg/m
3
으로 크게 산정하였다. Fig. 22에서는 샘플 수가

바뀔 때 R값이 증가할 경우 점점 다른 값을 보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10 mm에서 사전 예측치를 모니터링한

측정 데이터로 예측하여 사후 예측치를 구한 Fig. 17을

보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

측치가 차이가 많이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샘플

수가 증가함에 따라 변화의 폭이 줄어듦을 볼 수 있고,

사후 예측치가 모니터링한 데이터와 비슷하게 예측이 되

면 그에 대한 변화의 차이도 줄어든다. 따라서 Fig. 21의

그래프도 9세트로 고정하였다. Fig. 21에서 보이고 있지

않지만 R값이 12 kg/m
3
으로 했을 경우에는 10 mm의 그

래프가 20 mm와 25 mm보다 C.O.M 값이 크게 계산된다.

왜냐하면 Fig. 17에서 보면 10 mm에서 모니터링한 측정

데이터는 사전 예측치보다 적고 Fig. 19에서 보면 25 mm

에서 모니터링한 측정 데이터는 사전 예측치보다 크므로

10 mm에서의 업데이트 결과는 염해침투농도 (CX)를 감

소시키는 경향의 사후 예측치를 구성하게 되고, 25 mm

에서 업데이트한 결과는 염해침투농도 (CX)를 증가 시키

는 경향의 사후 예측치를 산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결

과는 측정 데이터의 오차에 의한 것으로 일관성 있는 측

정 데이터를 사용할 경우 해결될 수 있다. 

Figs. 23, 25, 27은 측정된 피복두께의 X깊이를 각각

10, 20, 25 mm로 고정하고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수를

다르게 하여 한계상태함수식에서 계산된 염분이온농도의

평균값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이 그래프의 해석은 포르

투갈 데이터의 그래프 (Figs. 9, 11, 13)와 같다.

Figs. 24, 26, 28은 측정된 피복두께 X의 깊이를 각각

10, 20, 25 mm로 고정하고,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수를

Fig. 19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25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1 R value decided to the C.O.M and the change of

measured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2 Change of R value compared with the  change of

samples, EN (10 mm)

Fig. 20 Change of a number of sampling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concentration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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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게 하여 염해 신뢰성지수 그래프를 나타내었다. Figs.

23, 25, 27와 Figs. 24, 26, 28의 그래프를 비교하게 되면

Fig. 23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mean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5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mean measured at 2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4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measured at 1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6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measured at 20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7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mean measured at 25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28 Change of samples compared with the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measured at 25 mm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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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측치가 교차하는 것과 샘플 개수

에 의한 차이가 비교적 큰 것을 볼 수 있다. Fig. 26의

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측치 결과가 보여주는 신뢰도의

차이는 각각의 샘플이 가지고 있는 분산의 차이 때문이

다. 그림에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사전 예측치는 샘플 개

수와는 비교적 관계가 적은 분산의 형태를 보이나, 사후

예측치에는 샘플 개수에 의한 분산의 차가 증폭되어 나

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산의 차이는 무작위로 추출된 표

본의 수가 적을 때 더욱 증폭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사

전 예측치와 측정 데이터와의 차이가 큰 경우에는 샘플

개수를 증가 시켜 샘플 개수로부터 발생하는 오차의 범

위를 줄이도록 유의해야 한다. 

Fig. 29는 측정된 피복두께 X에 따른 한계상태함수식

에서 계산된 염분이온농도의 평균값에 대한 사전 예측치

와 사후 예측치의 개보수시기를 비교하였다. 이 그래프

의 해석은 포르투갈 데이터의 그래프 (Fig. 15)와 같다.

Fig. 30은 측정된 피복두께 X에 따른 염해 신뢰성 지수

에 대한 사전 예측치와 사후 예측치의 개보수시기를 비

교하였다. Fig. 29와 비교하였을 경우 거의 비슷한 유형

을 보이고 있다. 

본 예제의 구조물에 대한 개보수 시기는 피복두께의

깊이 X가 10 mm일 때, 사전에 예측한 시기보다 약 16개

월 정도 시일을 미뤄야하고, X가 20 mm일 때는 약 10개

월 정도 보수시기를 앞당겨야하며, 25 mm일 때는 약 46

개월 정도 미리 개보수를 해야 한다고 의사결정 내릴 수

있다.

7. 결 론

베이지안 기법을 이용한 염해 콘크리트의 내구성 평가

에 관한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

과 같다.

1) 일반적으로 내구성을 예측하기 위한 염해해석 모델

인 Fick 두 번째 법칙에 모델의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베이지안 기법을 적용하였다. 이 기법은

내구성 모니터링이 수행되는 구조물의 내구수명예

측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베이지안 기법을 적

용한 염해 해석 모델은 사전 예측치를 초기 측정

데이터로 보정하여 구조물의 부식을 예측하였다. 또

한 부식 예측의 95% 신뢰성 구간도 자동적으로 제

시할 수 있었다.

2) 염해를 받는 국외의 콘크리트구조물에 대한 조사 자

료를 기반으로 확률적 내구성 평가를 한 결과는 다

음과 같다. 임계염소이온 농도를 2.5 kg/m
3
으로 정

한 경우, 포르투갈 서쪽해안 세테나베 (FO)는 피복

두께가 25 mm일 경우에 약 4년 5개월 이후에 손상

이 발생하였고, 임계염소이온 농도를 8 kg/m
3
으로

정한 경우, 잉글랜드 남동부주안의 쇼버리너즈 (EN)

의 경우에는 약 6년 3개월 이후에 손상이 발생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 

3)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수는 9개 세트로 모든 그래

프에 고정하였다. 그 이유는 만약 사전 예측치와 측

정 데이터와의 차이가 크지 않는다면 샘플의 수가

사후확률치의 신뢰성 지수에 그리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적은 샘플의 수는 최소한의 계산량으로 효

율적인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샘플 개수를 증

가시켰을 경우에는 예측치의 변화보다 95% 신뢰성

구간에 영향을 더 준다. 그러나 잉글랜드 데이터의

경우는 사전 예측치와 측정 데이터와의 차이가 크

므로 신뢰도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 샘플 개수를

증가시켜야 한다. 

4) 초기 사전 예측치를 정하기 위해서 설계변수를 정

하게 될 때 설계변수의 평균과 표준편차의 비율은

샘플 개수에 영향을 주게 되어 개보수 시기의 차이

를 줄일 수 있다. 이 때문에 평균과 표준편차의 비

율을 10% 이상이 되었을 경우 샘플 개수를 2~3배

로 늘리면 개보수 시기의 정확도를 향상시킬 수 있다.

5) 적용성이 좋은 베이지안 기법으로 염해 환경에 위

치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적 사용수명을 예측함

으로서 염해 환경에 있는 콘크리트구조물의 유지·

Fig. 29 Change of chloride mean compared with the change

of measured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Fig. 30 Change of chloride reliability index compared with the

change of measured distance from the surface, 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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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를 하기 위한 부식개시를 예측할 수 있다. 또

한 부식개시기를 예측함으로서 의사결정자가 구조

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유연한 의사 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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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논문에서는 염해를 받는 RC 구조물의 부식 내구성을 예측하기 위한 새로운 접근 방법을 제시한다. 이 예

측 방법은, 현장 계측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있을 때 베이스 정리 이론에 의하여 계속적으로 업데이팅을 할 수 있다. 모

델 매개변수의 확률론적인 특성은 모델로 명백하게 고려된다. 염해 해석 모델의 절차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는, 내구

성 한계의 확률은 라틴 하이퍼큐브 샘플 추출법에서 얻는 표본에서 결정된다. 이러한 새로운 방법은 중요한 콘크리트

구조물을 설계하기에 아주 유용하다. 그리고 모니터링을 통한 실 콘크리트구조물의 잔존수명을 예측 할 수 있다.

핵심용어 : 부식, 베이지안 기법, 내구성 예측, 잔존수명, 모니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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