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가장 큰 비중을 차

지하는 것이 부식(녹) 문제인데, 부식의

발생 조건은 무엇이며, 부식방지 도장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부식을 막을 수 있는가?

산업시설물을 효과적으로 운영·관리하고자

할때가장먼저고려되는사항이시설물을향

후 몇 년 동안사용할수 있는지에대한것이다. 이것

은전적으로부식방지를얼마나철저히하느냐에달려

있기도하다. 시설물주변에서부식이쉽게일어날수

있는조건을최소화하고적절한부식방지대책을세우

므로써, 일정기간이상의시설물사용을보장받게된

다. 특히우리나라는산업화의역사가30~40 년이상

길어지면서화학·석유화학·발전설비등의노후화로

인해부식의심각성은날로증가하고있다. 

부식이많이생길수있는조건은다음과같다.

가. 토양비저항이주위지역에비하여현저히낮은곳

나. 매립토또는되메우기한곳

다. 밸브, 동관등의금속이연결된곳

라. 건습이반복되는곳

마. 새로관로를교환한곳또는도장관로에나관을

삽입한곳

바. 도로횡단개소, 특히포장도로

사. Tank의중심부

아. 통기가잘되는곳(암반지대를통과한곳)

일반적으로부식방지대책으로많이사용하고있는

방법에는부식도장( C o a t i n g )이 있다. 이방법은다음

과같은문제점이발생할수있다.

가. 도장결함이생긴곳은양극부위, 도장이완전한곳은음극부위가

되어, 부식이양극부위인도장결함부위에집중적으로생긴다.

나. 부식은도장두께(전기저항)가두꺼울수록, 도장결함개소가적을

수록극심하게일어난다.

다. Requirement of Corrosion Control(U. S Federal Resister

Volume 36 No. 12 1971.6.30)에의하면부식이생기지않는

곳은동관이고부식환경이없는곳, 5년이내의한정된용도이고

그기간에부식으로생길문제점이없을경우등에는전기방식을

하지않아도된다. 하지만관로에도장을하였을경우에는반드시

전기방식을적용하여야한다.

위에서살펴볼수 있는바와같이도장을두껍게하

고 패인곳 없이 완전하게칠한다고해서부식방지가

다 되었다고생각하는것은큰 오산이다. 한곳에서만

불완전한도장부분이생기면관또는시설물에도장을

하지않을때보다도부식진행속도가더 빠르게되므

로, 적절한부식방지대책을세워야한다.

사면안정에 관한 공법 중 FRP 보강 그

라우팅이 Soil nailing 공법과 비숫한

것으로 알고 있다. 이들의 차이점과 장단점은 무

엇인가?

Soil nailing공법은 N A T M과 유사한 지반보

강공법으로가설흙막이벽체보강, 절취사면

보강, 옹벽배면보강등의목적으로유럽및 미국등에

서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국내에도 공법이

도입되어연구및적용이활발한실정이다. 

Soil nailing공법의원리는N a i l (철근또는강봉등)

을프리스트레싱없이비교적촘촘한간격으로원지반

에 삽입하여원지반의전체적인전단강도를증대시키

고, 공사중또는완료후에예상되는거동(변위)을허

용범위이내로억제하여대상지반의장·단기적안정

을추구하는t o p - d o w n방식의보강공법이다. 

FRP(Fiberglass Reinforced Plastic) 보강그라우팅

공법은Steel 강도를 발휘하는고강도 유리섬유강화

플라스틱파이프를사용하며, 파쇄및 풍화가심한암

반이나지하수유출이심한지반에FRP 파이프를천

공 홀에 삽입하여다단계 압력분사그라우팅을실시,

원지반자체의전단강도를증가시킬뿐아니라지하수

유출을차단하여일정범위의보강영역을형성하는공

법이다. 

현재, 이태리, 프랑스등 유럽을중심으로터널이나

기초보강등에도사용하고있는보강공법으로서향후,

국내건설현장에활발한적용이기대된다. 

또한, FRP 보강그라우팅공법은기초공법의단점

인 철근의부식에따른 안정성저하를획기적으로개

선시켰을뿐 아니라, 재료의 경량화로시공성을향상

시킨공법이라할수있다.

DfE란 무엇인가? 

DfE(Design for Environment)는 환경 친화

적인제품과서비스에대한사회적요구에부

응하기위해, 제품개발초기단계에서부터환경적측면

을 고려하여제품을설계하는기법이며, 제품및 공정

의전과정에걸쳐환경성을평가하는LCA(Life Cycle

Assessment) 기법이그중심이된다. 

최근, 유럽 및 미국을중심으로환경오염의책임을

소비자와생산자의공동책임으로규정함에따라, 사용

후의제품 또는폐기물을회수 및 재활용하도록하는

등, 생산자의책임범위를확장하고자하는규제및 자

발적 프로그램으로 D f E의 도입이 활발하다. 이들은

DfE 기법을국가차원에서정립하여자국제품의국제

경쟁력향상을도모하고있다. 

현재까지D f E는 한국가내에서도입·운영되는경

향이 많으나, OECD 등 국제기구의동향으로볼 때,

국가간의무역에서환경규제로작용될가능성이점차

증가하고있다. 올1월, 프랑스파리I S O (국제표준화

기구) 회의에서는DfE 기술보고서의필요성이보고되

었고, 6월에는이미DfE 기술보고서초안이소개되어

현재검토중에있다. 

국내에서는D f E에대한 이론적기반이나체계적방

법론이아직미비하나, 정부차원에서Type I, III EL

시행, 국가기반산업및기초소재별국가표준환경성정

보(LCI infra D/B) 구축및 DfE 가이드라인개발등

의노력을기울이고있다. 

D f E는전세계적으로산업계의가장큰쟁점인기업

의이윤추구와, 그로인한환경적책임의접점이라할

수 있다. 기업의생산성과비용절감및 소비자의품질

에대한욕구를충족시키면서기업활동으로인한환경

적 책임을제품 개발에반영하여개선하고자하는도

구인것이다. 기업은D f E를 통해조직과제품의새로

운 이미지를창출해내고사회적인지도를제고시킴으

로서, 시장에서의 전략적 경쟁우위를차지할수 있을

것으로기대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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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EL : Environmental Labelli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