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도 토양부식환경 조사

개요

매설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두 가지 방법을 사용한다.

첫째 방법은 배관에 피복을 하여 금속과 주변환경인 토양을 분리시켜 배관이 부

식될 소지를 없애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전기방식시설을 설치하여 부식을 억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피복을 하여도 피복손상부, 기공(holiday ), 핀홀(pin hole) 등을 통하여

배관은 주변 토양과 접촉하게 되어 부식된다.

매설배관의 토양부식환경을 조사하는 것은 배관의 기본적인 부식 가능성을

조사하는 것으로 주요 조사항목은 토양비저항, pH , 함수율, 점토함유율, 산화환

원전위의 측정 등이다.

토양비저항 측정

측정목적

본 측정은 한 쌍의 전극을 이용하여 전류를 지중으로 흘려 보내고 다른

한 쌍의 전극에서 토양의 특성에 따른 전위를 측정하여 부식전류가 잘 흐르

는 토양인지 아닌지를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토양비저항이 큰 지역에서는 부식전류의 전기전도도가 낮으므

로 배관이 부식될 가능성이 적고 토양비저항이 작은 지역에서는 반대로 배관

의 부식성이 크다.

측정원리

토양비저항 측정법으로는 4전극법(F our Pin Method)과 토양상을 이용한

방법(soil box method)이 있다. 토양상을 이용한 방법은 절차가 간단한 반면

에 샘플의 채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분의 변화 혹은 밀도의 변화 등으

로 현장과 조건이 다를 수도 있으므로, 대부분 측정오차가 적으면서 간단하게

측정할 수 있는 4 전극법이 주로 쓰이고 있다.

4 전극법의(F our Pin Method)의 측정 모식도는 <그림 1>과 같으며, 토양비저

항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 2πaR

여기서,

: 토양비저항(ohm - cm )

R : P 1과 P2 사이의 저항(ohm )

a : Pin 간격(c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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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4 전극법의 측정 모식도

측정방법

< 그림 1>에서 각 Pin (C1, P 1, P2, C2)의 간격(a )을 배관 매설깊이와 같게

하여 토양에 꽂고 외부의 Pin C1과 C2 사이에 전류(I)를 흘리면 내부의 Pin

P 1과 P2를 이용하여 토양을 흐르는 전압(V )을 측정하여 저항(R)을 구할 수

있는데 이 때 시판 장비를 사용하여 저항(R )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측정 사례

- Pin 간격(관로의 매설깊이) : 200cm

- 측정기의 저항값(R) : 12(ohm )

- 토양비저항 : 2×3.14×200×12=15,072(ohm - cm )

평가기준

토양비저항이 낮은 경우 부식이 일어나기 쉽거나 매설환경으로는 좋지 않은 지역

이라고 판단할 근거가 되기는 하지만 토양비저항 자체가 직접적인 부식원인으로 작용

하는 것은 아니며, 부식이 일어날 개연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표 1>토양비저항에 따른 토양부식성 평가 기준

토양 비저항 (Ω·cm ) 부식성

> 20,000 아주 적음

8,000 ∼ 20,000 적음

3,000 ∼ 8,000 보통

1,000 ∼ 3,000 큼

< 1,000 아주 큼



< 사진 1> 4 전극법을 이용한 토양비저항 측정

pH

측정목적

토양의 pH는 배관의 부식속도와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 pH가 낮은 토양은

토양중에 수소이온(H + )이 많으며, 수소이온은 부식반응(산화반응)에서 발생되

는 전자와 결합하여 수소환원 반응을 일으켜 배관의 부식이 촉진된다. 따라서

토양의 pH를 측정하여 토양의 부식성을 평가하는 자료로 활용한다.

측정원리

- pH = log 10 (1/ H + )

- 산화반응(부식반응) : 철이 전자를 잃어버리는 반응

F e→F e2 + + 2 e -

- 환원반응 : 전자를 얻는 반응

2H + + 2e - →H 2

2H 2 O + O2 + 4e - →4OH

- 상기의 식 중 환원반응에서 수소이온은 철의 부식반응에서 생성된 전자와

결합된다. 따라서 토양의 낮은 pH는 부식의 기본 조건인 환원반응이 잘 일

어나도록 하여 부식을 촉진한다.



측정방법

pH를 측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 현장에서 시편을 채취한 후 실험실에서 분석하는 방법.

- 측정하고자 하는 토양중에 안티몬 전극과 포화황산동 기준전극을 설치한

후 두 전극사이의 전위차를 측정하여 pH로 환산하는 방법.

- 토양중에 설치한 후 바로 pH를 읽을 수 있는 pH메타(pH Meter )를 이용하

는 방법.

상기의 방법 중 현장에서 가장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티몬 전극

을 사용하는 방법으로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의 토양에 안티몬 전극과 포화황

산동 전극을 꽂고 전위계를 이용하여 두 전극의 전위차를 읽고 이를 안티몬

전극 측면에 표시된 환산표를 이용하여 pH로 환산하면 된다.

평가기준

토양 pH 부식성

> 5 적음

4∼ 5 보통

< 4 큼

함수율 및 점토함유율

측정목적

일반적으로 함수율이 높으면 토양비저항이 낮아지며 또한 토양 중에 점토

함유율이 높을 경우 토양의 수분 보유력이 높기 때문에 전기전도도가 크게 되

어 토양부식성이 높게 된다 또한 국부적으로 점토함유율이 높을 경우는 통기

차부식을 일으키기도 한다. 따라서 토양의 함수율과 점토함유율을 측정하여

부식성을 판단한다.

측정방법

지표면과 배관 주변의 토양은 성분에 있어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반드시

배관이 매설 된 주변의 토양을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분석한다.



평가기준

함수율 부식성 점토함유율 부식성

20% 미만 적음 10% 미만 적음

20% 이상 큼 10% 이상 큼

산화환원전위

측정목적

토양의 산화환원전위를 측정하여 토양의 부식성을 평가하기도 한다. 산화

환원전위를 측정하는 목적은 토양의 통기성으로 토양에 산소의 유입이 있는

가 없는가를 측정하는 것으로, 토양에 산소유입이 없는 경우에는 혐기성 박테

리아에 의한 매설배관의 부식 가능성이 있다.

측정방법

토양의 산화환원전위를 측정하는 방법은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에서 행하는 방법이 있으나, 실험실에서 행하는 방법은 시료

채취과정 및 운반, 보관상에서 있을 수 있는 토양의 성분변화에 대한 측정값

의 오차가 심하므로 현장에서 측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장측정 시에는 지표면과 배관 주변의 토양은 통기성에 많은 차이가 있으

므로 반드시 배관이 매설 된 깊이의 토양을 대상으로 하여 전극을 깊게 설치

하고 신속하게 측정하여 토양 속으로 공기의 출입을 최소한으로 해야 하며,

현장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 백금전극을 토양에 매설하여 일정시간이 경과하여 백금전극 주변의 토양

환경이 토양을 굴착하기 전의 환경과 같게 한다.

- 백금전극의 전위를 황산동 기준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 황산동 기준전극으로 측정한 전위값은 표준수소전극 전위값으로 환산한다.

즉 측정값을 0.318V로 빼준다. (측정값 - 0.318V = 보정값1)

- 토양의 pH를 측정한다.

- 상기의 보정값1을 pH가 7일 때의 값으로 보정한다. pH가 1 만큼 변화할

때마다 59mV를 산성인 경우에는 더하고 알카리성인 경우에는 빼준다.

측정 사례

- 백금전극과 포화황산동전극을 사용하여 측정한 전위값 : 500mV

- 측점지점의 pH : 4

- 산화환원전위 : 500mV - 318mV + 3 x 59mV = 359m



평가기준

산화환원전위(mV ) 부식성

> 100 아주 적음

50 ∼ 100 적음

0 ∼ 50 큼

< 0 아주 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