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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문화재 보존처리 분야에서는 백화 현상으로 인해 문화재의 외

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석회질 계 모르타르의 사용을 기피

하고 있다.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칼슘을 

기반으로 하는 시멘트와 비슷한 성질을 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화학적 결합을 형성한다. 마그네슘은 소성 온도에 따라 700 - 

1000 ℃의 저온에서 소성한 경소(light-burned magnesia, 硬燒) 

MgO와 1200 - 1400 ℃에서 소성하는 사소(dead burning , 死燒) 

MgO로 구분 된다.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는 이미 상

용화 되었으며 마그네슘과 아인산칼륨(KH2PO4)의 급격한 산-염기

반응(acid-base reaction)을 이용한 초속경 재료이다. 마그네슘은 인

산과 급격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

해 반응성이 적은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하여 응결시간을 늦추고, 

발열성을 낮춰주어 시공성까지 겸비한 보수재료이다.  

경소 마그네시아는 700 ℃의 저온에서 소성하며, 경화하면서 

소성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량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경화체 내

에 포집·저장하기 때문에 친환경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원료이며, 

영국의 Novacem 주식회사 등에서 Carbon negative cement로 상용

화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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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화학적 성분이 

다른 6가지 산업부산물들을 각각 일정배율로 시편에 첨가하여 SEM, 

XRD분석을 통해 수화물 생성을 확인하였으며, 수화물 생성에 따른 

강도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실험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친환경 재료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강도 실험에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금속 실리콘 제조 

시 부산물인 실리카퓸과 반응하여, 56일 강도가 시멘트의 100.1 %에 

도달했다. 실험 결과 혼화재 중 Ca, Al 성분이 포함된 재료는 마그네

시아 시멘트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내구성을 저하시켰다. 

결합재의 10 % 정도의 실리카퓸 혼화재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현

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소 마그네

시아 시멘트보다 강도는 저조했으나 유동성 상실이나 흡수율이 적

어 시공성은 더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소 MgO 모르타르의 주요 수화물은 침상형의 K-

Struvite(MgKPO4ㆍ6H2O)로 강도가 높은 시편일수록 판상형의 형태

로 변화되어 높은 내구성을 형성한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주요 

수화물은 Brucite(Mg(OH)2)로 56일째에 Nesquehonite (MgCO3·3H2O)

로 탄산화 하여 강도를 형성하므로, 경소 MgO 모르타르의 개발을 

위해서는 탄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주요어 : 경소 마그네슘, 사소 마그네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Carbon negative cement, 산업부산물  

학번 :201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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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석탑, 전탑, 성벽 등의 뒤채움은 외장면석과 적심석 외에 부정

형의 잡석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기간의 우수 침투 및 온도 

변화 등으로 흙이 외부로 유출되어 초기 위치와 응력 전달 경로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뒤채움 재료인 흙과 잡석의 장기적인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해 충전재와 방수 줄눈재의 사용이 필요하다. 기존

에 사용되었던 시멘트와 생석회 반죽 등은 외기에 대한 저항성이 

좋지 못하고, 백화현상을 유발하여 문화재 외관에 피해를 주므로 

시멘트 계의 보수재료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의 주 원

인이 되는 칼슘 성분을 배제한 무시멘트 대체 보수재료에 대한 연

구가 진행 중에 있다. 마그네슘 시멘트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칼슘 

대신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한 시멘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소 

마그네시아를 주 원료로 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 다양한 

산업 부산물을 첨가하여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경

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시멘트의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화학적 

결합 구조를 분석 후 물성 실험을 하여 건축 자재로서의 성능을 

관찰하는 데에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2가 양이온으로서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낸다. 이에 따라 1867년 Sorel은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한 Sorel 시멘트를 발명했으나 Aspdin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내산성, 내수성이 취약하여 잘 사용하



 1. 서론 

 

 2

지 않게 되었다. 

이후 마그네슘과 인산의 acid-base reaction을 기반으로 한 마그

네슘 인산염 시멘트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

트는 사소 마그네슘과 인산용액의 급격한 산-염기 반응을 이용한 

초속경 시멘트로, 국내에서도 안무영, 강인석2 등에 의해 기초물성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는 초속경 재료

로서, 초기 재령 4시간 이내에 70%의 물성을 발현하는 것이 가능

하여 단기간에 보수재료로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그네슘의 탄소 포집 능력이 핀란드의 Ron 

Zevenhoven16 등에 의해 연구되어 친환경 재료로의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어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를 연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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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1 연구의 내용 
 

 

MgO 기반 모르타르의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하여 통계학에서 사

용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적용 및 응용하였다.  

AHP기법은 의사결정문제를 계층구조화하고, 이원비교를 기초로 

평가기준들의 가중치(상대적 중요도)와 각 평가기준 하에서의 대

안들의 상대적 선호도를 도출한 후, 이를 계층구조에 따라 종합화

하여 비교대안들의 평가순위와 종합적 선호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① 중요도 평가 

AHP 중요도 평가는 A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B가 A보다 얼

마나 중요한가?’ , ‘B가 A보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같이 

쌍대비교를 통해 판단하여 정량화 하는 방법이다.  

 

표 1.1 인지적 판단의 정량화 

 

 

② 가중치 설정 

AHP적용 가중치 설정 부분에서는 문항별 중요도 평가 작업이 

서술적 평가 정량화 

매우 중요하다 5 

보통 중요하다 3 

동일하다 1 



 1. 서론 

 

 4

진행된 이후 각 문항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가중치의 설

정은 쌍대비교로 진행된 각 열의 합을 구하여 각 열과 항의 평가

치를 열의 합으로 나누어 주면 산정할 수 있다.  

 

③ 가중치 일관성 지수 평가 

기타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들과 다르게 AHP기법은 설정한 가

중치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일관성지수는 평

가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

하여 무작위 지수로 일관성지수를 나누어 일관성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정의하였으며,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0.1보다 

크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1.2 무작위 지수 

대안의 수 1 2 3 4 5 6 7 8 9 10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기존 석조 문화재에 일어나는 피해 사례를 요인 별로 나열하여 

AHP 기법으로 중요도 평가를 실시 하였다. 검토 항목은 총 11가

지로 표 1.3과 같다.  

 

표 1.3 평가 요인 

물리적 요인 내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플로 

 압축강도 

 휨강도 

 백화 

 동결융해 

 흡수율 

 내산성 

 수목 

 이끼 

 조류의 분비물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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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문화재 보존 처리용 모르타르로서 평가 되어야 하는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1.4 실험 항목 평가 

문항 가중치 적용 가중치 CR 

동결융해 0.245 2.699 0.045 

백화 0.174 1.915 0.045 

흡수율 0.125 1.380 0.045 

플로 0.104 1.146 0 

압축강도 0.104 1.146 0 

내산성 0.088 0.973 0.045 

휨강도 0.052 0.573 0 

미생물 0.041 0.452 -0.067 

조류의 분비물 0.029 0.321 -0.067 

수목 0.021 0.231 -0.067 

이끼 0.015 0.163 -0.067 

합계 1.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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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에 관한 연구로 크게 두 가

지 구성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소 마그네시아에 6가지 산업 부

산물을 첨가하여 최적의 혼화재를 도출하고 물성실험을 통해 내구

성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는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혼화재들은 시멘트와 화학적 성분이 유사하여 포졸란 반

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그러나 마그네슘 기반 시멘트는 이온

반응과 탄산화 반응을 기반으로 경화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멘

트에 쓰이던 첨가제를 넣을 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황토, 플라이 애시, 규회석, 고로

슬래그, 샤모트, 실리카 퓸 등 각기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

는 혼화재를 첨가하여 마그네슘 모르타르의 물성 실험 및 수화물 

관찰을 진행하였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지니지만 

응결과 경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급결 보수제 외에는 사

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백화 현상을 유발하지 않는 마그네시

아 인산염 시멘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적정한 응결 속도를 내는 

재료를 찾기 위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이용해 후속 연구

를 진행하여,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와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

용하여 시멘트 경화체 안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신 재료에 관

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탄산화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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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친환경 시멘트는 해외에서는 John Harrison, Nikolaos 

Vlasopoulos 등에 의해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

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진행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방법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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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고찰 

2.1 마그네시아 시멘트 국·내외 연구 동향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1867년 Sorel에 의해 발명된 쏘렐 시멘트

가 대표적이다.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과 산화 마그네슘의 반응으

로 형성된 시멘트로 화학 결합 구조는 (식 2.1)과 같다. 8 

MgCl2  + 5MgO + 13H2O = (Mg(OH)2)5.MgCl2.8H2O      (2.1) 

 

 그러나 최초의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마그네슘과 식물의 효소

로부터 추출한 수용성 인산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마그네시아 인

산염 시멘트이다. 이는 고대 건축물에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만리

장성 또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를 이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시멘트 대체재 개발과 함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연

구 필요성 또한 증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외국의 경

우 Zhu Ding 외 1인이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에 포타슘을 넣어 

최종 수화물이 K-Struvite(MgKPO4 _ 6H2O)임을 밝혀내었고 SEM 

관찰을 통해 Struvite가 결정성과 비정질성 둘 다 가진다고 하였다

20(Zhu Ding, 2012). 또한 Zongjin Li 외 2인이 지속 가능한 시멘트 

개발을 위해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와 지오폴리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가 비료로서 재활용 될 수 있

고 황산염 침식 저항성도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강하다고 발표했다. 

15( Zongjin Li, 2004).  

Fei Qiao 외 2인은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몰랄농도와 배

합비를 조정하여 보수재료로서 적용하기 위해 접착 강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마그네슘/인산 의 몰비는 8, 모래/바인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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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는 1.5일 때 보수재료로서 가장 좋은 성능을 지닌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휨 접착강도를 비교했을 때 시멘트보다 77 %-120 % 높

은 강도를 지녔으며 인장 접착강도에 대해서는 180 %의 강화를 

나타내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건조수축의 경우 모래/바인더 비

가 높을 수록 수축이 줄어들었으며, 시멘트와 비교하여 20 %-50 %

의 건조수축 감소를 나타내었다고 발표하였다. 12 

국내에서는 강인석 외 3인이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를 사용

한 초속경 보수 모르타르의 수화특성 및 현장 적용성을 연구하여 

보수재료로 사용할 경우의 적정 두께와 시공 방법을 도출하였고1, 

강석표 외 4인이 마그네슘과 인산염의 혼합비율 및 단위수량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여 인산/마그네슘의 비가 1:1.5일 때 압축 강

도가 가장 높고, 단위수량은 185 g/kg일 때 유동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John 

Harrison이 처음 시도하였다. 그는 650 ℃-700 ℃에서 저온 소성

한 마그네슘을 'reactive MgO'라 처음 이름 붙였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경소 마그네시아를 일정 비율 섞어 친환경적이며 내구성

이 뛰어난 재료를 개발하였다. 14 그 이후 중국의 Wei Jiangwiong 

외 2인은 상온에서 경소 마그네시아의 상온에서의 수화반응을 분

석하여 MgO와 SiO2의 반응으로 구성비가 M1. 4 SH2. 65인 M-S-H gel을 

형성한다고 발표하였다. 19 최근에 C. Uuluer 외 1인은 마그네슘의 

탄산화 촉진제로서 Heavy hydrated 마그네슘 탄산염과 Light 

Hydated 마그네슘 탄산염을 적용하여 마그네슘 탄산염의 첨가가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탄산화를 현저하게 촉진시켜 28일 양생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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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Pa 였던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강도를 22 MPa까지 높였다. 9 

국내에서는 장봉석 외 3인이 MgO 파우더를 시멘트에 혼입하여 

Mg(OH)2의 팽창률로 장기수축에 대한 상쇄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 % - 10%의 저온소성 MgO를 시멘트에 첨가하여 물성실험을 하였

다. 그 결과 MgO의 혼입률이 커질수록 수축 보상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3 %의 MgO를 혼입할 경우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보

였다고 발표했다. 

이상의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소 마그네

시아를 기반으로 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국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마

그네시아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첨가제 차원에서 이루어 졌을 뿐, 

주 재료로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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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gnesium Oxide 
 

2.2.1 MgO의 제조 및 분류 
 

산화마그네슘은(MgO) 마그네시아라고도 하며 마그네시아의 결

정은 페리클레스(periclase)이고, 주요 산지는 중국, 터키, 북한 등

이 있다. 마그네슘(Mg)은 지각의 구성원소 중 여덟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서 마그네사이트와 돌로마이트(Dolomite, CaMg(CO3)2) 등이 

있고, 브루사이트(Brucite, Mg(OH)2)의 광물 형태로 존재한다.공학

적 의도로 MgO는 소성 온도에 따라 사소(死燒, Dead-burned 

magnesia), 강열(强熱 , Hard-burned), 경소(硬燒 ,light-burned) 마

그네시아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소성온도에 따른 MgO의 종류별 

특징이다. 

 

(1) 사소(死燒) 마그네시아(Dead-burned MgO) 

 사소 마그네시아는 내화물의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된다. 사소 

마그네시아는 1500 ℃ ~ 2000 ℃사이의 고온에서 MgCO3 또는 

Mg(OH)2가 하소 된 상태이며,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수산화하거

나 자연 발열을 하지 않는다. 표면적이 매우 낮고, 고밀도이며 화

학적으로 비활성이므로 모든 내화산화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융융 

온도를 가짐으로써 내화벽돌에 주로 쓰인다. 입자의 크기는 127㎛

(200mesh) ~ 40mm로 다양하다. 

 

(2) 강열(强熱) 마그네시아(Hard-burned MgO) 

  강열 마그네시아는 1000 ℃ ~ 1500 ℃사이의 온도에서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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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마그네시아로,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연제나 동물의 사

료나 비료 등에 쓰인다. 

 

(3) 경소(硬燒) 마그네시아(light-burned MgO) 

 경소 마그네시아는 700 ℃ ~ 1000 ℃ 정도의 온도에서 하소

하여 마그네시아 함유 85 ~ 99 % 를 얻는데, 주요 불순물은 규소, 

석회, 알루미나, 철이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입자 크기는 5~120 

㎛ 로 다양하며, 반응성이 커 플라스틱, 고무, 접착제 등 여러 산

업 분야에서 쓰이며, 중국에서는 경소 마그네시아를  콘크리트의 

수축을 조절하는 용도로 첨가하기도 한다. 또한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그네슘의 수화 비율은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소성온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11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서는 마

그네슘과 인산의 급격한 반응 속도를 늦춰 주기 위해 수화 반응이 

느린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다. 반면 경소 마그네시아는 소성

온도가 낮고 분말도가 높아 수화작용이 빠르고 사소 마그네시아와

는 달리 상온에서도 수화물을 형성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이용된다.  

 

표 2.1 소성 온도에 따른 MgO의 수화율 

Hydration time(days) 
Burning Temperature 

800℃ 1200℃ 1400℃ 

1 75.4% 6.5% 4.7% 

3 100% 23.4% 9.3% 

30 - 94.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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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는 마그네슘과 인산의 산-염기 반응

을 이용한 시멘트로서, 내화성이 좋아 CBPC(Chemically-bonded 

phosphate ceramic) 바인더라고도 불리며 초기 경화가 급격히 이루

어 지기 때문에 지연제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주 성분은 사소 마그네시아(Dead burned MgO)와 아인산

(H3PO4),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또는 인산칼륨(KH2PO4) 같은 

인산염계 물질이며 화학 구성식은 다음과 같다. 10 

 

3Mg(OH)
2
 + 2H

3
PO

4
 → Mg

3
((PO)

4
)

2
·6H

2
O        (2.2) 

MgO + NH
4
H

2
PO

4 
+ 5H

2
O →  MgNH

4
PO

4
·6H

2
O        (2.3) 

MgO + KH
2
PO

4
 + 5H

2
O →    MgKPO

4
·6H

2
O        (2.4) 

 

이 중 이번 실험에서는 식 2.3에 해당되는 마그네시아 인산칼

륨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인산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하여 인산 이

온(PO43−)을 배출하고 pH를 감소시킨다. MgO는 낮은 pH 용액에서 

마그네슘 이온(Mg2+)을 배출하며 따라서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

의 pH는 6~8의 중성 영역을 가진다. 이것을 용해과정이라 한

다.(그림 2.1 a)  

배출된 마그네슘 이온은 물과 가수분해 반응하여 비정형 물질

인 Mg(H2O)62+을 형성한다.(그림 2.1 b) 비정형 물질은 음이온인 인

산과 산-염기 반응을 시작하여 응축된다.(그림 2.1 c) 응축하여 형

성된 겔(gel)은 포화되어 반응을 멈출 때 까지 치밀한 networ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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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화 되어 MgKPO4.6H2O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MgKPO4.6H2O 의 형성과정(Wagh and Jeong, 20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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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연구는 마그네슘의 탄소 포집 능력

(CCS)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 졌다. CCS란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칼슘과 같이 CO2와 결합하여 광물화 하는 기술로서 공정 개략도

는 그림 2.2와 같다. 핀란드의 Johan Fagerland13에 따르면 마그네

슘과 칼슘은 둘 다 CO2와 결합하여 탄산염을 형성하지만, 지구상

에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광물이 더 많고,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의 

이산화 탄소 고정화양은 약 0.55 kg CO2/kg, 칼슘 실리케이트의 이

산화 탄소 고정화양은 약 0.08kg CO2/kg 으로 마그네슘이 칼슘보

다 탄소 포집 능력이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림 2.2 탄소의 광물화 공정 개략도(OPC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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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탄산 마그네슘 광물을 700 ℃의 저

온에서 소성시켜 얻은 경소 마그네시아에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계 

촉진제를 넣어 탄산화를 촉진시킨 시멘트로, 기중양생을 하며 양

생과정 중 소성과정에서 배출했던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흡

수시키기 때문에 Carbon Negative Cement 라 불린다. 

기본 화학 구성식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2.3은 경소 마그네시

아 시멘트의 형성 원리를 열역학적으로 표현한 도식이다.7 

 

MgCO
3
  →    MgO+CO

2
        (2.5) 

MgO + H
2
O  →     Mg(OH)

2
        (2.6) 

Mg(OH)
2  →   Mg2++2OH-            (2.7) 

Mg2++2OH-+CO2+2H2O  →  MgCO33H2O            (2.8)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수화물은 MgCO3·H2O이며 시간이 지

날수록 탈수하여 탄산마그네슘(MgCO3)으로 변한다. C. Unluer 등에 

의하면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물리적 성질은 마그네슘의 탄산

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경소 마그네시아라도 마그네슘은 칼

슘보다 반응성이 느리기 때문에 시멘트에 비해 화학적 변화가 빨

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C. Unluer의 탄산화 촉진 실험에 의

해 Hydrated Magnesium carbonate(xMgCO3·yMg(OH)2·zH2O)를 탄산 

촉진제로 넣고 탄산 가속화 양생 방법을 실시한 결과 7일 강도가 

22MPa에 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10  

MgO가 탄산 마그네슘이 될 때까지의 이산화탄소 포집량은 탄

산 마그네슘 정량의 52%이고, 시멘트의 경화체에 속해있는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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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의 경우 44%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또한 경소 마그네시

아 시멘트는 원재료와 경화체가 모두 탄산 마그네슘이므로 경화체

를 원재료로 재사용 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3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형성 과정(1999, J.W. Ha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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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백화 

 
마그네시아 시멘트 연구의 본질적 목적은 백화 현상 방지에 있

었다. 백화현상은 빗물이나 대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수용성 

염 또는 석회 성분이 들어간 보수재료로부터 유출된 용해된 염 성

분들이 석재 표면에 흡착되어 수분이 증발되면 하얀 고체 염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석조 문화재는 암석 자체에 Ca 및 SO3성

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특히 문

화재 보수부위에서 일어나는 백화현상은 보수재로 쓰이는 시멘트 

경화체 내부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가용성 염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미륵사지 석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도 시멘트에서 

용출된 Ca 성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 따라서 이러한 백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경화될 때 일어나는 화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포틀랜드 시멘트와 물이 수화반응 후에 수화물 C-S-H 

gel과 Ca(OH)2로 경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반응식이다. 

 

2C3S+6H  →  C3S2H3 +3CH            (2.9) 

2C2S+4H →   C3S2H3 +CH            (2.10) 

 

여기서 시멘트 성분의 60 %는 C-S-H gel로, 25 %는 Ca(OH)2로 

구성되어진다. 이중 Ca(OH)2는 가용성 염류로 이산화탄소와 만나 

불용성의 CaCO3 염을 만들거나, 낮은 온도에서도 물속에서 이온상

태로 용해되어 있어, 계속 높은 pH를 유지하며 C-S-H gel의 조직이 

치밀해 지는 것을 돕는다. 탄산칼슘은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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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백화현상을 일으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C-S-H gel의 수화과정 중에는 기온현상에 따라 백화현상

이 잘 일어날 수 있다. C-S-H는 화학적으로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 높은 강도를 내는 대신 수화반응이 늦어 시멘트 내부에 

Ca(OH)2가 녹아있는 수분이 남아있게 된다. 이 수분이 시멘트 표

면으로 용출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반응식

에 의해 불용성의 탄산칼슘을 남김으로써 백화현상을 일으키게 된

다. 

 

CO2 + H2O  →       H2CO3             (2.11) 

Ca(OH)2 + H2CO3  → CaCO3+2H2O            (2.12) 

 

따라서 고온 건조한 기온에서는 수분 증발이 빨리 일어나 내부

증발에 의해 가용성분이 표면까지 도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백화발

생이 적어진다. 그러나 저온 다습할 시에는 수화반응이 늦어지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하게 되며 미 반응 Ca(OH)2가 표면 밖으로 도

출되어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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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혼화재 
 

혼화재란 고분자재료의 물성(예컨대 강도, 탄성, 유연성, 내계절

성, 내응력완화성, 도전성, 착색 등) 또한 성형가공성(예컨대 유동

성, 수축성 등), 경제성(중량, 자원 절약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고

분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형상(입자상, 섬유상, 플레이크

상 등)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는 무기 또는 유기재료의 총칭이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혼화재는 황토, 플라이애시, 규회석분말, 고

로슬래그, 샤모트, 실리카퓸으로 천연광물 및 산업부산물로 이루어

진 재료들이다. 입자 크기는 약 100μm 이하로 통일하였고 종류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황토(Hwangto) 

황토는 예로부터 요업재료 및 건축재료로 쓰인 전통 재료이나, 

큰 수축에 의한 균열, 낮은 강도 특성으로 현대적인 건축 재료로 

자원화 되지 못한 실정 이였으나, 친환경 사업의 성장과 함께 시

멘트 대체재 및 혼화재료로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

서 산출되는 황토는 광물학적 구분으로 고령토와 동일한 Kaolin 

족의 Halloysite 계에 속하는 광물로서, 주요 성분은 SiO2와 Al2O3 

Fe2O3 등으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혼화재와 그 성분이 유사하여 천

연 포졸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연구 되고 있다.6 본 연구에 사

용된 황토는 소성하여 수분을 뺀 것을 사용하였다. 

 

2) 플라이애시(Fly Ash) 

Fly Ash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미분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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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의 고온으로 소각시켰을 때 발생되는 먼지이다. 주성

분으로는 SiO2, Al2O3, Fe2O3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공 포졸란에 

속한다. 플라이애시는 입상이 구형이므로 시멘트 류에 혼합시켜 

사용할 경우 동일 슬럼프에서 사용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을 낮

추는 등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킨다. 또한 분말도가 큰 Fly Ash는 시

멘트 사이사이의 공극을 충진시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다. 또한 Fly Ash를 첨가한 시멘트는 시멘트 수화에 생성되고 남은 

Ca(OH)2와 반응하여 불용성 염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산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플라이애시 혼합률과 압축강도는 비례하지 않는

다. 하지만 3-6개월 사이에 장기강도가 크게 증진되므로 이와 같

은 효과를 기대하여 혼화재로 선택하였다. 

 

3) 규회석(Wollastonite) 

규회석은 타일의 원료배합에 쓰면 소성이 용이하고 건조수축도 

적게 된다. 규회석을 첨가한 수지는 수화팽창이 적으며 소성강도

가 크고 열 충격에 대한 저항성도 커진다. 또 규회석이 첨가된 재

료는 휨강도가 개선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2 규회석은 

건자재에 쓰이면서 석면대체물질로서 검증된 바 있으며 규회석은 

현저한 침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색도가 높아 백색 포틀랜

드 시멘트에 주로 사용된다.  

 

4)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 

고로슬래그는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

산물이며, 철광석 중의 점토 성분과 석회석이 합성되면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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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로슬래그의 주 성분은 CaO, SiO2, Al2O3 등으로 화학적 성분이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하다. 슬래그 미분말을 첨가제로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향상되는데, 이것은 슬래그 미분말의 표면이 매끄럽

고 촘촘하기 때문에 배합 초기에 점성을 발휘하지 않아 유동성을 

갖게 해준다. 분말도가 높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멘트 강도를 

증진 시켜주며 공극의 크기를 줄여주어 투수성을 감소시키고 내산

성을 향상시킨다. 

 

5) 샤모트(Chamotte) 

점토를 한번 소성하여 분쇄해 놓은 가루로서, 점토를 구워 안정

된 형으로 점토를 고온소성한 후 조분쇄하여 다시 점토에 배합하

여 사용하는 재료로서 점토에 배합할 경우 소성 수축율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SiO2, Al2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며 내화 벽돌과 내화 

모르타르의 주요 원료이다. 

 

6) 실리카퓸(Silica Fume) 

실리카퓸은 금속 실리콘 또는 규소 합금을 제조할 때에 발생하

는 산업부산물이며 주요 성분은 SiO2이다. 실리카퓸은 대부분이 

SiO2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미분이기때문에 알칼리성 용액에 빨리 

용해하여 실리카질의 겔 층을 석출한다. 때문에 실리카퓸은 플라

이애시와 마찬가지로 포졸란 반응을 활성화 시켜 수화열 억제 및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단기강도 또한 증진시킨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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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gO 모르타르 실험 

 

3.1 실험 개요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재료특성파악을 수행하였다. 

① 물리적 특성 : 플로 시험, 압축강도, 인장강도 

② 내구성 : 흡수율실험, 용출실험, 내산성, 동결융해 저항성 

③ 현미경 분석 및 화학적 메커니즘 규명 : 재료 성분분석, 현

미경 분석 

 

본 연구는 1차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인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 황토, 플라이애시, 규회석, 고로슬래그, 샤모트, 실리카퓸

을 일정 배율로 첨가한 7종류의 모르타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마그네시아 시멘트와 적합한 혼화재를 찾아 내

었다. 

그러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초속경 성질과 높은 흡수

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공성 저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경소 마그네시아와 모래의 배합비를 1:4, 1:3, 

1:2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1차 연구에서 도출한 혼화재를 첨가하

여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개발을 위

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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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계획 
 

 

1차 실험은 6가지의 산업부산물을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첨가하

여 최적의 결합재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이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모래의 비율은 최적의 배합이라 알

려진 1 : 1.86으로 고정하였고, 실리카퓸을 제외한 혼화재들은 결합

재의 82 %로, 실리카퓸은 과도하게 넣을 시 응결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10 %, 20 %로 하였다. 물결합재비는 flow 값 170±10 mm 

에 맞추어 변수마다 달라진다. 

2차 실험은 경소 MgO와 Hydromagnesite를 4:1의 비율로 조합

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만들었다.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

트와 모래의 비를 1:4, 1:3, 1:2로 나누어 1차 연구에서 도출된 혼화

재를 각각 혼입하여 최적의 배합을 도출하였다. 

물리적 특성 실험으로는 혼화재 첨가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

멘트가 구조물 보수재료용 모르타르로서 기본이 되는 KS F 4042 

기준을 만족하는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 하였으며, 내구성 

실험을 통해서는 산성비, 백화, 동결융해 등 기후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균열, 침식, 용출 등 풍화현상에 대항하는 경화된 모르타르의 

안정도 및 내구성을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미경 분석 및 

XRD 분석을 통하여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수화적 특성을 관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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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재료 
 

 

3.3.1 주요 결합 재료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국내 R사에서 수입한 평균 입경 60

㎛ 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CBPC : Chemically Bonded 

Phosphate cement)를 사용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국내 

S 화학회사에서 경소 MgO(MgO, light)와 Hydromagnesite(MgCO3, 

light)를 구입하여 4:1의 비율로 배합하여 제작하였다. 산화 마그네

슘은 소성 온도가 낮을수록 분말도가 올라간다. 경소 마그네시아 

평균 입경은 10μm 이며 밀도는 3.00g/cm2 의 경소 마그네시아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대조군으로 H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OPC)

와 석회석 미분말을 사용하였고, 재료의 화학적 조성을 표 3.1에 

나타내었다. 

 

 

표 3.1 주재료의 화학적 조성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P2O5 K2O 

OPC 20.90 5.73 3.03 62.61 3.02 2.07 - 1.12 

Lime 1.15 0.75 0.19 73.79 1.57 - 0.01 0.18 

CBPC 18.12 7.39 0.68 7.16 47.20 0.19 2.61 2.17 

MgO 

(light) 
- - 0.03 1.0 96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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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재료의 물리적 조성 

 
분말도(㎡/g) 밀도(g/㎤) 평균입경 

Cement 0.3 3.14 11.7±4.8㎛ 

Lime 0.5 2.69 18.8㎛ 

CBPC 0.3 3.00-3.20 60㎛ 

MgO 16.3 3.00 10㎛ 

 

 

3.3.2 잔골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잔골재는 입경 0.6~1.18 mm, 비중이 2.75

이고 단위용적중량이 1,890kg/m3인 5호 규사를 사용하였다. 화학

적 조성은 표 3.3 및 물리적 성질은 표 3.4와 같다. 

 

표 3.3 잔골재의 화학적 조성 

SiO2(%) Al2O3(%) Fe2O3(%) 

90 4.5 3 

 

 

표 3.4 잔골재의 물리적 조성 

단위용적중량(kg/㎥) 입경(mm) 비중 

1,890 0.6~1.1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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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혼화재 

 

사소 MgO 모르타르에 첨가한 혼화재들의 색(그림 3.1),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혼화재의 조성은 서울대학교 

공동기기원에 소재한 X선 형광분석기(Shimadzu, XRF-1700) 로 분

석하였으며 major 원소(Si, Al, Fe, Ca, Mg, S, P, K)에 대하여 원소에 

따른 특정 X-선의 강도를 검출기로 측정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 하

였다. 분석 결과를 표 3.5에 나타내었다. 

 

(a) 황토 (b)플라이애시 (c) 규회석 

(d)고로슬래그 (e) 샤모트 (f) 실리카흄 

그림 3.1 혼화재의 종류 

표 3.5 혼화재의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조성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P2O3 

(%) 

K2O 

(%) 

입경 

(μm) 

황토(HT) 61.34 20.40 5.76 0.15 0.59 - 0.06 2.43 20~50 

플라이애시

(FA) 
57.0 25.6 7.3 4.4 1.3 0.3 - 1.3 10~30 

규회석(WS) 49 0.80 0.30 45 1.0 - - - 10~14 

고로슬래그

(BFS) 
36 14 0.8 42.2 8.0 4.0 - - 8~12 

샤모트(CH) 52.21 41.10 3.01 1.48 0.54 - 0.03 0.36 52~74 

실리카흄

(SF) 
93 0.40 0.80 0.60 0.60 0.40 - 1.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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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편제작 
  

 

3.4.1 사소 MgO 배합 
 

혼화재를 혼합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물리적 성질과 비

교하기 위해 시멘트와 석회 모르타르는 비교군으로 함께 제작하였

다.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혼화재마다 유동성에 필요한 단위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본 실험의 배합은 시공성에 적합한 flow 값 170±

10 mm를 만족시키기 위해 혼화재 종류별로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변수마다 수량을 조절하여 표 3.6과 같이 적합한 W/B를 도출하였

다.  

 

표 3.6 시멘트, 석회 및 사소 MgO 시멘트 배합비 

구분 
Binder materials(g) Aggre

gate 

(g) 

Fillers(g) W/B(%) flow(mm)
Cement lime CBPC 

OPC 200 
  

400 - 45 170 

Lime 
 

200 
 

400 - 84 167 

dMg-HT 

  
200 372 

HT 164 45 172 

dMg-FA FA 164 38 174 

dMg-WS WS 164 49 163 

dMg-BFS BFS 164 37 173 

dMg-CH CH 164 36 170 

dMg-SF0.1 SF0.1 20 32 164 

dMg-SF0.2 SF0.2 40 3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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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소 MgO 배합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해 표

3.7과 같이 배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모래와 경소 마그네슘의 비

를 4:1, 3:1, 2:1로 달리하고, 거기에 실리카 퓸을 10 %씩 첨가한 시

편까지 더해 총 6개의 시편으로 실험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분말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물-결합재 비가 

1차 실험의 시멘트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보다 2배 가량 높

았다. flow값은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시공성을 반영해 170+10 

mm 로 맞추었다. 

 

 

표 3.7 경소 MgO 시멘트 배합비 

구분 

Binder 

materials(g) 
Aggre

gate 

(g) 

Silica-fume(g) W/B(%) flow(mm)
MgO 

(light) 

MgCO3 

(light) 

rMg-1 120 30 

600 

 

0 1.45 170 

rMg-2 120 30 15 1.34 167 

rMg-3 160 40 0 1.27 172 

rMg-4 160 40 20 1.2 174 

rMg-5 240 60 0 1.24 163 

rMg-6 240 60 30 1.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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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혼합과정 
 

 

모르타르의 혼합은 KS F 2476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모르타

르의 혼합은 잔골재, 결합재, 혼화재를 투입하여 모르타르용 혼합

기에서 저속으로 30초 동안 건비빔한 후 혼합수를 넣고 저속으로 

30초, 고속으로 30초간 혼합한다. 30초간 혼합기의 작동을 멈추고 

용기의 바닥과 벽에 부착된 모든 모르타르를 떼어내어 용기의 중

간으로 모은 뒤 30초 동안 고속으로 재비빔한다. 

 시험체 성형은 압축강도, 흡수율 시편의 경우 50×50×50mm 

몰드를, 휨강도 실험 시편의 경우 40×40×160mm의 몰드를 사용

하였다. 모르타르를 몰드의 약 1/2 까지 넣고, 다짐봉을 사용하여 

끝이 모르타르 안에 약 4 mm 들어갈 정도로 전면에 걸쳐 다진다. 

다음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를 끝까지 채우고 다짐봉을 사용하여 약 

15회 다진 후 형틀 위 모르타르를 평활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a) 재료 개량 (b) Mixing 

 

(c) flow table 

 

(d) flow 측정 

그림 3.2 예비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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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시험편의 저장 
 

 

시험편은 성형 후 1일 후 탈형하여 나머지 양생기간 동안은 시

멘트의 경우 23±2 ℃의 양생수조 안에서 수중양생을 하고, 석회, 

MgO 시멘트의 경우 기중양생을 하므로 온도 20±2 ℃, 상대습도 

65±10 %의 항온항습기 안에서 양생하였다. (그림 3.3) 

 

그림 3.3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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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4.1 물리적 성능 평가 
 

4.1.1 플로 실험 
 

플로 시험은 KS L 5105 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마그네시아 인

산염 시멘트의 경우 초반 급결 반응으로 인한 유동성 저하가 가장 

문제가 되므로 각각의 혼화재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플로 실험은 플로 테이블 위에 물기를 없앤 후, 

반죽을 끝마친 후 1분 뒤의 모르타르를 약 25 mm 두께의 틀 안

에 다져 넣는다. 틀을 들어올린 즉시 테이블을 15초 동안 25회, 

12.7 mm의 높이로 낙하시켜 4개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균 지름 값

을 플로 값으로 한다. 플로 측정하는 과정을 그림 4.1에 나타내었

다. 

 

   

(a) flow tester (b) vibrating (b) flow 측정 

그림 4.1 fl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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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축응력 중 압축응력에 저항하는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압축강도 측정은 KS L 5101(한국산업표준 : 시멘트 모

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측정법에 의거하여, 시편은 변수별

로 50×50×50mm 크기 시험체 3개씩을 각각 7, 14, 28, 56일 재령 

후 측정하였다.(그림 4.2) 시편을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가압판에 놓고 시편과 시험장치의 중심선이 같은 수직선 위에 있

게 하며, 시편의 윗면이 시험기의 가압 면과 완전한 평행이 되도

록 하였다. 가압 속도는 최대하중(약 1350kg)이 20초 이상 80초 

이내에 미치는 속도로 가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σc = P/A (MPa)         (4.1) 

 

σc  : 압축강도 (MPa) 

P   : 최대하중(N) 

A   : 가압면적 (mm2) 

 
(a) 시험 전 

 
(b) 시험 후 

그림 4.2 압축강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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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휨강도 시험 
 

일반적인 석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장응력에 취약하다. 재

료의 휨강도보다 큰 응력이 발생 할 경우 구조체에 균열 및 탈락

이 발생할 수 있다. 석조 문화재 보수재료 또한 위치에 따라 인장

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장강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시편은 

KS F 4042(한국산업표준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에 따라 40×40×160mm 공시체 3개를 양생 28일에 

측정하였다. 휨강도 시험은 지간의 거리를 100mm로 하고 공시체

의 중앙을 매초 (50±10)N의 하중 속도로 재하하여 최대하중을 

구한다(그림 4.3). 휨강도는 다음 식 에 의해 산출하고 공시체 3개

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σc = P×0.00234 (MPa)         (4.2) 

 

σc  : 휨강도 (MPa) 

P   : 최대하중(N) 

 
(a) 시험 전 (b)시험 후 

그림 4.3 휨강도 시험 

 



 5. 결과 및 고찰 

 

 35

4.2 내구성 실험 
 

4.2.1 용출 실험 
 

재료가 장기간 수분(H2O)에 노출되었을 때 용출되는 이온을 알

아보기 위해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S-3000/Dionex)분석(그림 4.4)

을 실시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을 측정하였다. 시멘트, 석회 및 마그

네시아 시멘트에서 재료의 화학적 조성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빗

물을 받았을 때 용출되어 나오는 이온 중, 이차 오염물질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동일 부피의 시료에서 용출되는 이온농도 측

정을 위해 28일 양생한 시편을 40×40×15mm로 재단하여 증류

수로 세정하고, 세정한 시편 10조각을 증류수 500ml에 각각 14, 

28, 56일 동안 침지시켰다(그림 4.5). 각 측정시간에 해당하는 시점

에서 얻어진 수용액를 스포이드로 추출하여 20ml 용기에 저온 보

관 후 IC분석기관에 의뢰하였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음이온 Cl-, NO3-, PO4-, SO4-, 양이온 Na+, K+, 

Mg+, Ca+, 등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

물의 분리 및 이온교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Column에 

양이온 또는 음이온 교환을 위한 Functional Group을 결합시켜 시

료를 주입하면 이 안의 분석이온이 Functional Group과 붙어 있다

가 Eluent의 양이온이나 음이온과 경쟁적으로 교환되면서 분리가 

일어난다. 이온 간의 분리순서는 Functional Group간의 전자친화력

에 의해 정해진다. 이온교환수지는 이온의 종류(음 또는 양)에 따

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음이온 교환체는 양전하를 띠고 양이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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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온 교환체의 전하는 반대전하를 가

지는 분석대상이온을 얼마나 지연시키느냐를 결정한다. 이번 시험

에 쓰인 장비의 성능은 음이온 및 양이온의 여러 이온을 ppb 및 

ppm 단위로 동시 분석이 가능하며, Peek 재질을 사용하여 화학적 

안정성과 고압(1900psi)을 유지한다.(그림 4.4) 

 

그림 4.4 ICS-3000/Dionex 

 
(a) 재단한 모르타르 시편 

 
(b) 시편 침지 후 

 
(c) 용액 추출 

그림 4.5 용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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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동결융해실험 
 

자연 환경에서의 풍화현상의 시간 스케일은 너무 커서 연구가 

거의 불가능 하므로 인공풍화실험에 의한 풍화의 가속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실험은 KS F 2456 B방법(한국표준협회 : 기중 급속 

동결 후 수중 융해 시험 방법) 및 ASTM C 666에 의거하여 동결 

단계 시 공기 중, 융해 단계 시 수중에 놓이도록 배치하였다. 시험

체는 각 배합 별 5×5×5cm 로 제작하여 재령 28일에 시험을 진

행하였다.(그림 4.6) 동결융해 1사이클의 소요시간은 3시간, 시험

체의 온도는 동결 시 -18℃, 융해 시 4℃로 관리하였다. 시간 경과 

후 동탄성계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100cycle 마다 꺼내어 

상대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최종 동결융해 300사이클에 동결

융해 시험기에서 시험체를 꺼내어 외관변화 및 중량변화,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다.(그림 4.7) 상대 동탄성 계수의 값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2
0

100 (4.3)c
c

nP
n

 
  
 

 

 

Pc  : 동결융해 C사이클 후의 상대동탄성계수(%) 

 n0  : 동결융해 0사이클에서의 변형 진동의 1차 공명 진동수(Hz) 

 nc  : 동결융해 C사이클 후의 변형 진동의 1차 공명 진동수(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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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결융해 시험편 

 

 
(a) 급속 동결융해기(AC 220V, 60Hz, 3φ) 

 

 
(b)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기(ERUDITE MKIV) 

 

그림 4.7 동결융해 시험기 및 탄성파 속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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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흡수율 실험 
 

흡수율은 물체의 절건 상태 중량에 대한 흡수량의 비의 백분율

이다. 흡수율 시험은 KS F 2518(한국표준협회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에 따라 공시체를 온도 105±2℃의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30분 동안 식혀 건조상태 공시체의 질량을 

달고, 20±5℃의 증류수나 여과수 속에 48시간 침수시킨다. 이 시

간이 지난 후 공시체를 수조에서 동시에 꺼내어 표면을 젖은 헝겊

으로 닦아내고 0.1g의 정밀도로 단다(그림4.8). 양생 28일, 56일 경

과한 시편에 대하여 각각 세 개의 시편으로 시행하며, 다음 식에 

의해 흡수율을 산출하여 세 공시체의 평균값을 기록한다. 

 

100 (4.4)A B
A


흡수율(%)=  

A : 건조 공시체의 질량(g) 

B : 침수 후 공시체의 질량(g) 

 

(a) 건조 질량 측정 (b) 48시간 침수 (c) 침수 질량 측정 

그림 4.8 흡수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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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내산성 실험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강우의 산성화는 옥외 환경에 주

로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명적이다. 모르타르에 대한 내산성 

평가는 아직 국내에서는 규격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ASTM C 

267(모르타르의 화학저항성 시험방법)과 기존 연구4를 참고하여 

실험하였고 재령 28일의 5×5×5cm 시편을 산성 용액 속에 침지

시켜 7일, 14일, 28일의 중량 변화 및 외관 변화를 관찰 하였다. 침

지 용액은 산성비의 84% 비율을 차지하는 분자량 98.08의 황산

(H2SO4) 수용액 을 pH1, pH3, pH5 상태로 제조하였다. pH 농도는 

( 0.1N(2.7%) 황산 수용액 = pH 1 )로 환산하여 pH 1 황산 수용액

을 증류수에 100배 희석하여 pH3, pH3을 100배 희석하여 pH 5 황

산 수용액을 제조 하였다. 산성 용액 침지 전 시멘트와 석회, 마그

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모르타르의 표면이 강한 염기성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산성용액 침지 시 중성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초반 2주 동안은 24시간마다 농도변화를 측정하여 산성을 

유지시켜 주었으며, 남은 기간은 3일마다 용액을 교체해 주었다. 

시편의 중량 감소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내산성 시험 과

정은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0 100 (4.5)n

n

W W
W


중량감소율(%)=  

 

Wn : 침지 재령에서의 공시체 중량 
W0 : 침지 전의 공시체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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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편 준비 

 
(b) 불순물 제거 

 
(c) 농도 측정 

 
(d) 시편 침지 

 
(e) 중량변화율 측정 

 

그림 4.9 내산성 실험 

  



 5. 결과 및 고찰 

 

 42

4.3 미세구조 분석 
 

4.3.1 XRD 분석 
 

 

혼화재 별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수화물의 결정상을 분석

하여 구성 화학결합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

기(HR-XRD ;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r/Bruker D8 

DISCOVER(Germany))를 사용하였다(그림 4.10). XRD는 X선 회절을 

이용해 단결정이나 단결정상에 제작된 박막의 구조 분석을 하는데 

이용되며 분석은 CuKα의 조건 하에 10°~60°의 범위로 측정하

였다. 결정형태를 띈 수화물은 높은 피크를 이루며 비정질 형태를 

띈 gel 형상의 수화물은 넓은 범위의 낮은 피크로 존재함 만을 알

아 볼 수 있다. 시편은 충분히 수화 된 후의 결과를 보기 위해 56

일 양생한 시편을 가루로 분쇄하여 200μm입도의 체에 걸러내어 

분석 원료로 사용하였다(그림 4.11). 

 

 
그림 4.10 HR-XRD 

 
그림 4.11 XRD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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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SEM 분석 

 

주사형 전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EM)은 가느

다란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 주사시켜 2차 전자를 발생하게 하여 

입체감 있는 시료의 표면상(象)을 얻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표

면상을 관찰하면 시료의 구성 원소 및 조직의 치밀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주사 전자 현미경실험은 결합재 및 혼화재의 최대 입경 

및 수화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2 SEM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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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은 그림 4.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료에 직경 

10nm 이하의 전자빔을 주사하여 시료 표면상의 미소 영역으로 부

터 2차 전자를 발생케 하여 검출기에 모아 CRT에 반영시킨다.  

SEM 관찰용 시료의 크기는 관찰 표면의 치수는 15×15mm 이

하로 하고 높이는 가능한 작게 하여 전체 체적을 작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계 시료에서는 가루가 떨어지고 다

량의 pore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금막 코팅 및 진공 전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EM에 의한 콘크리트 시료의 관찰은 시료내부

의 입체상을 관찰하여 조직 구조와 결정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시료의 관찰 면은 강도실험 후 파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실험에서는 28일 압축강도 시험 후 파쇄 된 면을 ×200, 

×300, ×10000, ×20000 등의 비율로 이미징화 시켰다. 사용 기

기의 성능은 그림 4.13에 나타내었고 분석과정은 그림 4.14에 나

타내었다. 

 

 

- 해상도: 1.0nm @15kV 

- 가속전압: 0.1-30 kV 

- 배율: 12-100만배  

- 모델명 : FE-SEM(AURIGA)/Carl 

Zeiss/German 

그림 4.13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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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료 준비 

 
(B) 시료 전처리 

 
(C) Focus 조정 

 
(D) 완료 

그림 4.14 SEM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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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5.1 물리적 성능 평가 결과 
 

5.1.1 플로 실험 
 

 그림 5.1과 5.2는 대조군 시멘트, 석회의 흐름 값과 사소 MgO 

모르타르, 경소 MgO 모르타르의 흐름 값을 각각 비교한 그래프이

다. 그림 5.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5분 동안 시멘트의 흐름 값

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에 비해, 사소 MgO 모르타르 중 시편 

dMg-HT, dMg-WS, dMg-BFS는 15분만에 유동성을 상실했다. 마그네

시아 인산염 시멘트 중 dMg-FA 시편의 15분 뒤 흐름 값이 180 

mm에서 132mm로 약 60% 감소하여 가장 적은 저감률을 보였으

며 실리카 퓸을 첨가한 시편의 경우 가장 급격히 유동성이 상실되

는 6~9분 사이의 감소율이 dMg-SF0.1의 경우 25%, dMg-SF0.2의 

경우 19%로, 평균 감소율 46%인 dMg-HT, dMg-WS, dMg-BFS, dMg-

CH 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실리카퓸 또한 마그네

슘 인산염 시멘트의 초기 응결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5.2는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플로 실험 결과이다. 경

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5분경 서서히 응결을 시작하여 흐름 값

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rMg-6 시편의 흐름 값이 

180mm에서 157 mm로 가장 많이 감소 되는 것을 보아, 경소 

MgO 혼입률이 높아 질 수록 흐름 값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경소 MgO도 단위량이 

많아질수록 수화열이 증대되어 경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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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멘트, 석회, 사소 MgO 모르타르의 유동성 변화 

 

 
그림 5.2 경소 MgO 모르타르의 유동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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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압축강도 
 

 

압축강도는 변수 별로 각각 7, 14, 28, 56일 재령 한 시편을 3번

씩 실험하여 평균값을 내어 평가하였다. 측정한 압축강도의 결과 

값을 표 5.1에 나타내었다.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KS F 4042 (한국

산업표준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품질기준) 압축강도 품질 기

준 20MPa를 만족하는 시편은 6가지로,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Cement, dMg-SF0.1, dMg-CH, dMg-BFS, dMg-FA, dMg-SF0.2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시멘트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석회의 경우 보수재

로서의 성질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시멘트를 제외하고 가

장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dMg-SF0.1은 7일 강도에서 시멘트의 

82%, 14일 강도 87%, 28일에서 75%, 56일에서 100.1%에 준하는 

강도를 내었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6개의 시편 모두 28일 

강도가 KS F 4042 기준보다 낮았다. 그 중 배합비가 4:1인 rMg2 

시편이 가장 높았고, 실리카 퓸을 첨가한 시편들의 강도가 높게 

나왔다. 

 

표 5.1 재령별 압축강도 (MPa) 

  7일 14일 28일 56일 

OPC 38.56 38.77 47.22 47.50 

lime 0.58 0.66 1.267 1.35 

dMg-HT 8.77 10.70 15.62 17.83 

dMg-FA 18.05 18.57 26.13 27.93 

dMg-WS 11.69 12.90 19.06 21.16 

dMg-BFS 24.66 28.76 30.77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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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CH 22.81 24.13 31.21 31.65 

dMg-SF0.1 31.58 33.69 35.49 47.54 

dMg-SF0.2 20.97 22.02 21.97 27.86 

rMg-1 8.23 8.25 8.88 9.89 
rMg-2 8.90 9.10 9.85 12.16 
rMg-3 7.91 8.00 8.68 9.40 
rMg-4 8.68 8.77 9.46 11.82 
rMg-5 7.30 7.50 8.6 9.20 
rMg-6 8.55 8.62 9.23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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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3 휨강도 
 

28일 양생 후 휨강도 실험을 실시한 각 변수 별 시편 3개의 평

균값을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KS F 4042 (한국산업표준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품질기준) 휨강도 품질기준 6 MPa 이상을 만족

하는 시편은 4가지로,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에서 가장 우

수한 결과 값이 나왔고, dMg-BFS, dMg-CH, dMg-SF0.1 순으로 높은 

강도가 나왔다. 반면 경소 MgO 모르타르는 모두 품질 기준을 밑

도는 저조한 강도가 나왔다. 이는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경소 

MgO의 높은 분말도에 의한 물-결합재비의 증가로 의한 강도 저하

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3 사소 MgO 28일 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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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구성 실험 결과 
 

5.2.1 용출 실험 
 

28일 양생한 시편의 14일 침지 후 용출이온 양을 그림 5.5에, 

침지 56일 후 용출 이온농도 변화량을 표 5.2에 나타내었다. 석회 

모르타르의 경우 증류수에 넣자 부피가 팽창하여, 시편이 파괴되

었기 칼슘(Ca)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용출되어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  

시편 별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K, 

Ca, Na를 제외한 이온에서 용출이온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멘트

가 용출실험 과정에서 증류수 안에서 수화반응을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과정에 가장 많이 작용 하는 

Ca 이온이 4.12 pp m정도 증가하는 것은, 가용성 Ca(OH)2 염 때문

이다. Ca(OH)2는 물에 녹아 높은 pH농도를 유지시켜 시멘트의 수

화작용을 도와주는 염으로, 이 염이 시멘트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백화현상을 일으킨다고 밝혀 진 바 있다.  

두 번째로, 그림 5.5에서 시멘트와 석회 모르타르에 비해 사소 

MgO 모르타르에서 칼륨(K+)이온의 농도가 30배 이상으로 나왔는

데, 이것은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화물중 K+와 

Mg2+이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수화물 때문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의 반응성에 따라 성분을 분

석하는 장치인데, 용출이온 중 K, Ca, Na, Mg 는 K(칼륨)으로 갈수

록 이온화 경향(반응성)이 크다(그림5.4). 반응성 순서에서 두 이

온 간의 거리가 멀수록 반응 상수비가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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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이온화 에너지 

이온의 반응속도가 빨라지고, 반응성이 작은 이온의 용출이 작

아진다. 사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KPO4이온과 Mg이온의 결합으

로 MgKPO4·6H2O라는 수화물이 생기는데, K+이온과 PO43-이온 

간의 이온화 에너지 차가 크므로 반응성이 큰 K+이온 용출량이 

극도로 활발해 지고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PO43-이온의 경우 

용출 양이 줄어든 것이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 단계

에서부터 마그네슘과 모래 외의 다른 성분의 첨가를 하지 않았으

므로 특별히 용출량이 증가하는 이온은 발견되지 않았다. 

칼슘이온은 가용성 이온이지만, Ca(OH)2 형태로 용출되면 공기 

중의 탄소와 만나 불용성 염인 CaCO3을 생성하여 백화현상을 유

발한다. 그러나 칼륨이 생성하는 염은 표 5.3과 같이 용해도 상수 

값이 커 물에 자연히 씻겨 내려간다. 따라서 칼륨보다는 Mg이온의 

용출이 문제인데, 표 5.3과 같이 Ca(OH)2보다 105배나 용해도가 

Mg(OH)2이 낮고 불용성 염이어서 용출될 위험이 적다. 그림 5.6은 

용출 실험 마지막 날 촬영한 사진이다, 시멘트와 석회 모르타르의 

경우 공 기중의 이산화 탄소와 만나 염이 생성되었지만, 마그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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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14일 용출이온 

 

표 5.2 용출 이온 변화량(ppm) 

 
Cl- SO4

2- NO3
- PO4

3- Na+ K+ Mg2+ Ca2+ 

OPC -2.18 0.18 -13.51 0 16 65.43 -1.22 4.12 

lime -5.56 -30.21 -5.41 0.45 -14.1 2.12 0.67 549.76 

dMg-

HT 
-3.16 -25.97 -5.62 -12.02 -13.46 -159.8 -0.02 -2.17 

dMg-

FA 
-2.45 -40.55 -4.03 -9.33 -6.76 102.71 -0.07 -1.73 

dMg-

WS 
-3.76 -21.46 -8.64 -12.32 -9.46 63.25 -0.23 -1.8 

dMg-

BFS 
-3.06 -158.1 -5.1 -31.71 4.54 746.28 1.75 1.5 

dMg-

CH 
-4.16 -21.71 -8.25 -6.07 -9.4 -87.04 -0.02 -0.58 

dMg-

SF0.1 
-2.86 -20.02 -3.16 -9.09 -9.44 -40.1 -1.01 -0.76 

dMg-

SF0.2 
-2.92 -16.38 -3.78 -3.05 -7.17 -22.59 -0.08 -1.31 

rMg -3.5 -20.38 -5.5 0 -7.23 -12.3 -1.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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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산염 시멘트의 경우는 염이 생성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NO. 6 고로슬래그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 다른 시편보 

다 SO42- 이온 용출량이 10배 정도 많았다. 이는 고로슬래그에 첨

가된 황 성분이 수화물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용출되었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SO42- 성분은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마그네슘 성분과 반응하여 가용성 염(MgSO4)를 생성하여 석탑 표

면으로 배출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용성 염(MgCO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고로슬래그는 마그네시아 시멘트 첨가물에 적절하지 

않다. 

 

표 5.3 생성 가능 염과 용해도적 

구분 염의 종류 Ksp 

Calcium 
CaCO3 3.8×10-9 

Ca(OH)2 5.5×10-6 

Magnesium 

MgCO3 3.5×10-8 

Mg(OH)2 1.8×10-11 

MgSO4 4.67 

MgKPO4·6H2O 2.4×10-11 

Potassium 

K2CO3 2130 

KOH 364 

K2SO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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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증류수 56일 침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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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동결융해실험 
 

 

동결융해 저항성은 모르타르 내 연행 공기량 및 연행 공기의 

간격에 따라 달라 지게 되며, 측정한 상대 동탄성계수를 측정함으

로써 평가될 수 있다. 각 사이클 당 상대 동탄성 계수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다만, 석회 모르타르는 20 cycle에서, 경소 마그네시아 

모르타르는 60 cycle에서 파괴하여 상대 동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없었다.  

100 cycle 까지는 약 12.5일로, 시멘트, dMg-FA, dMg-BFS, dMg-

SF0.1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탄성계수를 가져 동해 영향에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었으나,  300 cycle(약 37.5일)일 때 시멘트, dMg-BFS 

시편이 각각 61.6 %, 59.9 %로 100 cycle에 비해 급속도로 동 탄성

계수가 낮아져서, 동결융해 저항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5.7) 따라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결융해 저항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8은 동결융해에 따른 외관변화이다. 석회 모르타르를 제

외한 모든 시편에서 300 cycle이 지나도록 균열 및 파괴가 일어나

지 않았지만, 시멘트, MB+BFS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 동 탄성

계수 값을 보임으로써 사이클이 계속 진행 될 시 가장 먼저 균열 

및 파괴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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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상대 동탄성 계수 

 

  

구분 
상대동탄성계수(%) 

0 cycle 100 cycle 200 cycle 300 cycle 

No.1 Cement 100 91.7 74.5 61.6 

No.2 Lime 100 20사이클에서 파괴 

No.3 dMg-HT 100 81.1 74.4 68.0 

No.4 dMg-FA 100 93.6 80.7 72.5 

No.5 dMg-WS 100 82.9 69.3 58.7 

No.6 dMg-BFS 100 90.7 66.5 59.9 

No.7 dMg-CH 100 82.9 78.4 66.8 

No.8 dMg-SF0.1 100 92.3 78.4 71.6 

No.9 dMg-SF0.2 100 83.8 70.4 64.5 

No.10 rMg-1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1 rMg-2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2 rMg-3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3 rMg-4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4 rMg-5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5 rMg-6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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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Cycle 별 상대 동탄성 계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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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dMg-HT 

 
 

(d) dMg-FA 

 

 

(e) dMg-WS 

 

 

(f) dMg-B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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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Mg-CH 

 

 

(h) dMg-SF0.1 

 

 

(i) dMg-SF0.2 

  

(j) rMg 

그림 5.8 동결 융해 전 후 외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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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흡수율 실험 
 

 

재령 28일, 56일 양생한 시편의 흡수율 평균값을 표 5.5에 나타

내었다. 사소 MgO 모르타르 시편들은 전체적으로 흡수율이 높았

다. 사소 MgO 모르타르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음

과 같다. 

(1) 단기간에 고강도를 내는 초속경 재료로서 초반 급결로 인

한 공극으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되었다. 

(2) 시편 dMg_HT, dMg-FA, dMg-WS는 저강도와 높은 흡수율을 

내는 것으로 보아 수화물 간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 내구성이 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그네슘 탄산염 및 흡수율 값은 Cement 모르타르가 28일, 56

일 양생한 시편 모두 제일 낮았고, lime 모르타르가 제일 높았다. 

사소 MgO 모르타르 시편 중에는 압축강도, 휨강도 결과와 같이 

dMg-SF0.1 모르타르가 제일 낮은 수치를 보여 조직이 치밀 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소 MgO 모르타르는 MgO 혼입률이 많을 

수록 흡수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분말도가 높은 MgO 분말

이 모르타르의 공극을 메우어 수밀성이 증대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5.9에는 재령 28일과 56일의 흡수율 변화 양상을 나타내

었다. 앞서 압축강도 시험에서 28일에서 56일 사이에 급격한 강도 

상승을 발현했던 dMg-SF0.1, SF0.2 시편의 흡수율 감소비율이 dMg-

BFS, dMg-CH, dMg-FA, dMg-WS, dMg-HT 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리카 퓸이 초속경 성능을 가진 사소 MgO 모

르타르 모르타르의 초기 급격한 수화반응 집중을 분산시켜 줄 수 



 5. 결과 및 고찰 

 

 62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된다. 

표 5.5 변수 별 28일, 56일 양생 후 흡수율 변화(%) 

구분 Cement Lime 
dMg-
HT 

dMg-
FA 

dMg-
WS 

dMg-
BFS 

dMg-
CH 

dMg-
SF0.1 

dMg-
SF0.2 

28일 7.40 20.25 15.95 13.13 16.74 11.50 12.82 11.26 13.08 

56일 5.53 17.47 13.72 11.09 15.49 9.60 10.29 8.17 9.11 

감소율 -25.24 -13.73 -13.97 -15.54 -7.46 -16.55 -19.71 -27.47 -30.36 

 

구분 rMg-1 rMg-2 rMg-3 rMg-4 rMg-5 rMg-6 

28일 12.35 11.58 10.15 9.17 9.25 8.96 

56일 11.71 10.88 9.85 7.9 8.5 8.85 

감소율 -5.18 -6.04 -2.96 -13.85 -8.11 -1.23 

 

 

 

 

 

 
그림 5.9 변수 별 28일, 56일 흡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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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내산성 실험 
 

표 5.6, 5.7, 5.8은 침지 전 무게와 7일 14일 28일 침지 후 pH 

농도 별 중량 감소율을 산성도 나타냈다. 석회 모르타르는 공극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산수용액이 모르타르 내부로 침투하면

서 시편 내부에서 불용성 염(CaSO4)를 형성하여 팽창하기 때문에, 

침지 하루 만에 균열이 가고, 파손되어 정확한 값을 얻지 못했다.  

초기 중량 감소율은 사소 MgO 모르타르가 -2.5 ~ -4%로 시멘트 

-1.02%보다 대체적으로 컸다. 이는 시멘트가 양생 시 높은 염기성 

pH12~13을 유지하기 때문에, 침지 초기에 산성용액과 만나 활발

한 중화 작용을 하는 반면, 사소 MgO 모르타르는 초기 수화물 K-

Struvite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성 영역인 pH8~10을 유지하기 때

문에, 초기에 산성용액으로부터 많은 침식을 받아 초기 중량 감소

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혼화재 중 

시멘트처럼 칼슘이 다량 섞인 시편 dMg-FA, dMg-WS, dMg-BFS는 

초기 중량 감소율은 dMg-CH, dMg-SF0.1 시편 보다 작은 반면 침지 

일수가 지날수록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Mg-SF0.1 시편은 높은 내구성 덕분에 황산수용액의 침투를 다

른 dMg 시편들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유는 다른 

dMg 시편은 타설 중 초반 급결로 다수의 공극을 가지게 되는데, 

dMg-SF0.1 시편의 경우 실리카 퓸이 마그네슘과 인산칼륨의 초기 

수화반응 집중을 지연시켜 주면서 공극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라 생

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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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pH 1 침지일수 별 중량감소율(%) 

 
7일 14일 28일 

Cement -1.02 -5.52 -11.06 

Lime -1.30 -3.02 -6.10 

dMg-HT -4.39 -11.27 -18.66 

dMg-FA -2.67 -6.83 -15.09 

dMg-WS -2.53 -6.99 -12.56 

dMg-BFS -2.49 -5.72 -13.77 

dMg-CH -5.88 -7.77 -12.65 

dMg-SF0.1 -4.81 -5.52 -10.28 

dMg-SF0.2 -3.15 -11.37 -16.64 

 

 

표 5.7 pH 3 침지일수 별 중량감소율(%) 

 

 

  
 

7 일 14 일 28 일 

Cement -0.99 -4.19 -6.53 

Lime -2.13 - - 

dMg-HT -2.99 -4.99 -6.94 

dMg-FA -3.75 -6.85 -10.11 

dMg-WS -1.95 -3.56 -6.33 

dMg-BFS -3.39 -5.16 -5.46 

dMg-CH -1.14 -3.39 -7.55 

dMg-SF0.1 -1.04 -4.92 -6.02 

dMg-SF0.2 -1.52 -5.70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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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pH 5 침지일수 별 중량감소율(%) 

 
7일 14일 28일 

Cement -0.58 -1.49 -2.24 

Lime - - - 

dMg-HT -2.02 -2.94 -5.16 

dMg-FA -3.97 -4.12 -5.17 

dMg-WS -3.68 -3.75 -4.31 

dMg-BFS -3.09 -4.76 -5.46 

dMg-CH -1.06 -1.17 -2.74 

dMg-SF0.1 -0.46 -1.74 -2.32 

dMg-SF0.2 -0.85 -1.51 -2.34 

 

 
(a) Cement 

 
(b) Lime 

 
(c) dMg-HT 

 
(d) dMg-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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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Mg-WS 

 
(f) dMg-BFS 

 
(g) dMg-CH 

 
(h) dMg-SF0.1 

 
(i) dMg-SF0.2 

그림 5.10 pH 별 외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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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세구조 분석 
 

5.3.1 XRD 분석 
 

그림 5.11는 OPC 및 혼화재를 첨가한 사소 MgO 모르타르 시편

들의 회절곡선을, 그림 5.12은 경소 MgO 모르타르의 28일, 56일 

양생 후 XRD 회절곡선을 나타내었다. MgO기반 모르타르는 혼화재

에 따라 다양한 결정체의 수화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수

화물을 정리하여 표 5.8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모든 사소 MgO 

모르타르 회절곡선의 16°, 17°2θ, 31°, 32.5°, 33.5°, 34°2θ범

위에서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의 수화물로 알려진 K-

struvite(MgKPO4ㆍ6H2O)의 결정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l 성분이 다량 포함된 혼화재, 황토, 샤모트를 첨가한 시편은  

수화물 Kaolinite(Al2Si2O5(OH)4)를 생성하였다. 회절곡선에서 

Kaolinite의 peak는 25.8°, 26.5° 2θ 에서 나타난다. Kaolinite는 

내화성이 좋지만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여 흡수율이 높고, 강도를 

저하시킨다.3 Ca 성분이 들어간 혼화재인 규회석 및 고로슬래그를 

첨가한 시편 dMg-WS, dMg-BFS는 마그네슘 수화물이 생성되기 전

에 칼슘 수화물 Calcite(CaCO3),  Hydrotalcite (Mg6Al2(CO3)(OH)16 

(H2O)14) 등이 생성되고, 이는 Mg2+이온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

하기 때문에 내구성 및 강도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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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56일 양생 후 X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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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 days 

 
(b) 56 days 

 

그림 5.12 경소 MgO 모르타르 X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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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주요 수화물 

 
주성분 주요 수화물 탄산염 

수화물의 

dehydration 

OPC CaO, SiO2 
Ca(OH)2 

C-S-H gel 
CaCO3 Ca2․SiO3 

Lime CaO, Ca(OH)2 CaCO3 
 

dMg-HW 

MgO, Al2O3 

SiO2, K2O 

P2O5 

Kaolinite 

K-struvite   

dMg-FA 

MgO, Al2O3 

SiO2, K2O 

P2O5 

Kaolinite 

K-struvite   

dMg-WS 

MgO, CaO 

SiO2, K2O 

P2O5 

Hydrotalcite 

K-struvite 

Portlandite 

CaCO3  

dMg-BFS 

MgO, CaO 

Al2O3, SiO2 

K2O, P2O5 

K-struvite 

Hydrotalcite 

Portlandite 
  

dMg-CH 

MgO, Al2O3 

SiO2, K2O 

P2O5 

Kaolinite 

K-struvite 

Mg(OH)2 
  

dMg-SF0.1 
MgO, SiO2 

K2O, P2O5 

K-struvite 

Mg(OH)2 
MgCO3․3H2O MgCO3 

dMg-SF0.2 
MgO, SiO2 

K2O, P2O5 

K-struvite 

Mg(OH)2   

rMg MgO, SiO2 Mg(OH)2 MgCO3․3H2O MgCO3 

 

MgO의 수화물인 브루사이트(Mg(OH)2)의 peak는 사소와 경소 

MgO 모르타르 모두에서 발견된다. Mg(OH)2는 경소 마그네시아의 

주요 수화물로 XRD 회절상에서는 18.59°, 50.85°, 58.9°2θ 의 

범위에서 peak가 관찰된다. 마그네슘 수화물 Mg(OH)2는 용해도 

상수가 1.8×10-11로 낮아 이온화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 7일부터 

형성되었다가 28일 정도부터 이온화되기 시작한다. 탄산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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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그네슘 수화물의 중간단계인 Nesquehonite(MgCO3·3H2O)는 

반응이 느린 마그네슘 수화물 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탄산화되는 

탄산염으로, 경소 마그네시아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MgCO3․3H2O

가 강도 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탄산화 촉진제인 hydromagnesite를 첨가했음에도 불구, 

56일 경에서야 MgCO3․3H2O peak가 발견 됐으므로, 탄산화를 촉진

시키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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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SEM 분석 
 

양생 28일 후 압축강도를 시험한 시편의 파면을 0.5cm 정도 조

각 내어 300배율로 SEM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 5.13는 파

면을 300배율, 그림 5.14는 OPC, Lime, dMg 시편은 20000배율, 입

자가 작아 20000 배율로는 결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rMg 시편은 

50000배율로 확대한 SEM 현미경 사진이다.  

그림 5.13 (a)에서 OPC 시편은 수화반응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

공이 촘촘히 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4 (a)

에서 비정질인 C-S-H gel 및 phase 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수산

화칼륨의 결정을 확인 할 수 있다.  

 dMg-HT의 300배율 사진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

여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5.14의 (c)는 그림 5.13 (c)의 Phase B를 확대한 형상이며, 

황토 모르타르에서 나타나는 알루미노규산염(aluminasilicate gel)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정질 gel 상의 Si-O나 Al-O의 공유

결합은 과량의 OH-이온에 의해 용탈되며, 용탈된 이온들은 N, K, 

Ca 등과 축중합에 의해서 지오폴리머 matrix를 형성하게 된다. 

dMg-FA의 사진에서 구형 입자는 플라이 애시의 전형적인 입상

이고 50～100μｍ사이의 침상결정은 마그네슘과 인산의 반응 수

화물인 K-struvite이다. 그림 5.14 (d)는 dMg-FA시편의 기공을 채우

고 있는 알루미노규산염을 확대한 형상이다. dMg-WS는 혼화재인 

규회석 자체가 침상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수화물과 구별하기 힘들

다. 그림 5.14 (e)를 보면 규회석의 침상 물질과 비정질 마그네슘 

수화물이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 뭉쳐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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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BFS의 고배율 사진 그림 5.14 (f)를 보면 OPC와 비슷한 C-S-H 

gel을 가지며,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마그네슘 수화물보다는 칼슘 

수화물이 주로 생성됨을 추정 할 수 있다. dMg-CH의 저배율사진 

그림 5.13 (g) 의 Phase C 에서는 모르타르 표면에 흡착이 잘 되어

있는 마그네슘 수화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침상-판형의 결정체

들이 기공을 메워 치밀한 조직을 형성함을 관찰 할 수 있다. dMg-

SF0.1의 수화물 역시 침상-판형의 마그네슘 수화물이 표면에 잘 

흡착 되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으며, 고배율의 그림 5.14 (h)는 

침상 결정 사이사이를 충진해 주고있는 실리카 겔을 확대하여 찍

은 사진이다. dMg-SF0.2의 고배율 사진 그림 5.14 (i)에서는 M-S-H 

gel로 추정되는 비정질 물체를 관찰 할 수 있는데, M-S-H gel은 

Mg(OH)2를 이온화 하여 저장 할 뿐 C-S-H gel과 같은 결합력을 가

지진 않는다. 17 그림 5.13 (j)의 rMg 모르타르에서 보듯이 석회나 

dMg-HT에 비해 공극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4 (j)의 50000

배율 한 경소 MgO 모르타르 사진에서는 장미꽃 형태의 Mg(OH)2 

결정상과 직경 2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평판 형상의 Hydro-

magnesite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계획했던 바와 달리 Hydro-

magnesite가 경소 MgO 모르타르의 탄산화를 촉진 시키지 못하였

다는 것을 뜻하며, 경소 MgO의 탄산화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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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C 

 

 
(b) Lime 

 

 
(c) dMg-HT 

 

 
(d) dMg-FA 

 

 
(e) dMg-WS 

 

 

 

 

 

 

 

 

 

 
(f) dMg-B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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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Mg-CH 

 

 
(h) dMg-SF0.1 

 

 
(i) dMg-SF0.2 

 

 
(j) rMg 

 

그림 5.13 수화물의 SEM image(×300) 

 
(a) OPC 

 

 
(b) Lime 

 

 
(c) dMg-HT 

 
(d) dMg-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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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Mg-WS 

 

 
(f) dMg-BFS 

 

 
(g) dMg-CH 

 

 
(h) dMg-SF0.1 

 

 
(i) dMg-SF0.2 

 

 
(j) rMg 

 

그림 5.14 수화물의 SEM image(×2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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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료 적정성 평가 
 

 

실험 결과 값을 토대로 석조 문화재 보존 처리용 모르타르에 

적합한 순서를 도출하기 위해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

여 평가하였다. 총 13개의 변수를 토대로 가장 우수한 성질을 가

진 재료는 13점, 열등한 성질을 가진 재료는 1점으로 평가하여 

AHP 중요도 검사에서 구한 가중치를 곱하였다. 그 결과는 표 5.11

에 나타내었다. 

 

표 5.10 실험 중요도 별 가중치 

플로 압축강도 휨강도 백화 동결융해 흡수율 내산성 

1.146 1.146 0.573 1.915 2.699 1.380 0.973 

 

표 5.11 재료 적정성 평가 

 
플로 

압축 

강도 
휨강도 백화 

동결 

융해 
흠수율 내산성 합계 

dMg-HT 3.44 8.02 4.01 3.83 29.68 2.76 6.81 58.56 

dMg-FA 8.02 11.46 5.16 1.91 35.08 4.14 8.76 74.54 

dMg-WS 1.15 9.17 5.73 19.15 18.89 1.38 11.68 67.14 

dMg-BFS 2.29 12.61 7.45 17.23 21.59 9.66 9.73 80.57 

dMg-CH 5.73 13.75 6.88 22.98 26.99 6.90 10.71 93.93 

dMg-SF0.1 4.58 14.90 6.30 24.89 32.38 11.04 12.65 106.76 

dMg-SF0.2 6.88 10.32 4.58 21.06 24.29 5.52 7.79 80.43 

rMg1 13.75 3.44 1.15 15.32 16.19 8.28 4.87 63.00 

rMg2 14.90 6.88 3.44 15.32 16.19 12.42 4.87 74.01 

rMg3 11.46 2.29 2.29 15.32 16.19 13.80 4.87 66.23 

rMg4 12.61 5.73 2.87 15.32 16.19 16.56 4.87 74.14 

rMg5 10.32 1.15 0.57 15.32 16.19 15.18 4.87 63.59 

rMg6 9.17 4.58 1.72 15.32 16.19 17.94 4.87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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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시멘트 모르타르 대체제로서 사소 마그네슘과 경소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한 모르타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

소 MgO 모르타르에 산업 부산물을 첨가하여 마그네슘에 적합한 

혼화재를 도출 하고, 추가적으로 경소 마그네시아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플로 실험 결과 dMg-HT, dMg-WS, dMg-BFS는 15분만에 유동

성을 100 %에 가깝게 상실했다. 반면 경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가장 많이 유동성을 상실한 시편 rMg-6 의 저감율이 13 %로, 사소 

마그네시아에 비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강도 실험결과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사소 MgO 모르타르 

중 고로슬래그, 샤모트, 실리카퓸을 첨가한 시편은 압축강도, 휨강

도 모두 KS 기준을 만족하는 반면, 경소 MgO 모르타르는 모두 품

질 기준을 밑도는 저조한 강도가 나왔다. 이는 경소 MgO의 높은 

분말도에 의한 물-결합재비의 증가로 의한 강도 저하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용출실험 결과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는 칼슘 및 마그네슘 

등 백화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이온이 무시 할 수 있을 정

도로 적게 용출되었다. 고로슬래그 첨가제의 경우 가용성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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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SO4를 생성하여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백화현상을 유발할 가

능성이 높다. 

 

4. 동결 융해 실험 결과 300 cycle일 때 시멘트, dMg-BFS 시편이 

각각 61.6 %, 59.9 %로 100 cycle에 비해 급속도로 동 탄성계수가 

낮아져서, 동결융해 저항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흡수율 실험 결과 석회 모르타르 > 사소 MgO 모르타르> 경

소 MgO 모르타르 > 시멘트 순으로 흡수율이 높았다. 사소 MgO 

의 초기 급결 반응이 내부 공극을 많이 생성해 흡수율이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소 MgO 모르타르는 MgO 혼입률이 많을 

수록 흡수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내산성 실험결과 초기 중

량 감소율은 사소 MgO 모르타르가 -2.5 ~ -4 %로 시멘트 -1.02 %

보다 대체적으로 컸다. dMg-SF0.1 시편은 높은 내구성 덕분에 황산

수용액의 침투를 다른 dMg 시편들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6. 미세구조 분석결과 사소 MgO 모르타르의 주요 수화물은 K-

Struvite(MgKPO4ㆍ6H2O)로 마그네슘 계 수화물이 그렇듯, 칼슘 

수화물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해 칼슘 계 충전재인 고로슬래

그, 규회석 등은 충전 재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경소 MgO 모르

타르의 28일 양생 후 수화물은 Mg(OH)2, 56일 후 수화물은 MgCO3

·3H2O로 관찰되었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강도 증진을 위해서는 

탄산 가속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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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를 응용한 재료 적정성 평가 결과 

dMg-SF0.1 시편이 10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dMg-HT 시편이 

58.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소 MgO 모르타르 중에서는 MgO : 모

래 비율이 1:3이고 실리카 퓸을 첨가한 rMg-4 시편이 76.06점으로 

높았다. 

 

 

종합적으로 사소 MgO 시멘트에 실리카 퓸을 넣은 모르타르가 

문화재 보존처리용 재료로 알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실가

스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보다 친환경적인 

경소 MgO 시멘트에 대한 성능 개선 연구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마그네슘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탄산가속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C. Unluer 외 1인9 은 경

소 MgO 시멘트를 7일 탄산 가속화 장치(Carbon incubator)에 넣어 

온도 20℃, 상대습도 70-90 %, CO2 range 20% 의 조건에서 양생 한 

결과 7일 압축강도 22MPa, 휨강도에 도달하는 결과 값을 얻었다. 

마그네슘의 탄산 가속화 연구는 광물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질학적 모델링에서는 중-탄산이온(Bicarbonate ion, 

HCO3-)이 Mg(OH)2의 탄산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를 응용하여 탄산화에 관한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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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Abstract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of MgO based 
Mortar for Cultural Heritage 
Conservation 

 

 

Kim, Do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any grades of Magnesia according to calcined 

temperature. 

Light-burned magnesia has been calcined at the low temperature, 

typically 700℃~1000℃, and Dead-burned magnesia has been calcined 

at the high temperature, 1200℃~1400℃.  

Dead burned magnesia consists of the magnesia phosphate cement  

which is thought to be formed by an acid-base reaction between dead 

burned magnesia and di-hydrogen potassium phosphate.  

Magnesia phosphate cement has rapid-setting time, so dead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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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is most suitable for Magnesia phosphate cements because these 

properties reduce the rate of dissolution of the MgO particles in acid 

solution thus producing a manageable rate of reaction. 

Light burned magnesia consists of the reactive magnesia cements 

because of its reactivity. Reactive magnesia cements have emerged as a 

potentially more sustainable and technically superior alternative to 

Portland cement due to their lower production temperature and ability 

to sequester significant quantities of CO2. There are many related 

studies on abroad (i.e. Novacem company in London-Carbon negative 

cement), but there are no studies in local country.  

First,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additives for magnesia 

cements, six different industrial by-products are added to the mortar 

based on dead burned MgO. A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test and flow test is performed to check th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SEM, XRD analysis is used to observe the microstructure. Second, 

Perform the fundamental experiment about reactive magnesia cement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 of dead burned magnesia cement.  

As the result, dead burned magnesia cement added 10 % silica fume 

reached the 100.1% of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 in 56 days.  

The strength of reactive magnesia cement was lower than that of 

dead burned magnesia cement. But the loss of fluidity and Increase of 

absorption rate was lower than the dead burned magnesia cement. 

The main hydrate of dead burned MgO cement was needle-like K-

Struvite(MgKPO4ㆍ6H2O), and it carbonated to plate type hydrates as 

time goes by. And the main hydrate of reactive magnesia cement was 

brucite(Mg(OH)2) in 28 days, and carbonated to Nesquehonite which 

was known to perform the strength of the reactive magnesia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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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O3·3H2O) in 56 days. So, the method of accelerating carbonation of 

reactive magnesia should be studied in the future.  

 

 

 

 

 

 

Keywords : Reactive magnesia, Dead burned magnesia, Magnesia 
phosphate cement, Carbon negative cement, Industrial by-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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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초록 

 

 i

국 문 초 록 

 

문화재 보존처리 분야에서는 백화 현상으로 인해 문화재의 외

관에 심각한 손상을 일으키는 석회질 계 모르타르의 사용을 기피

하고 있다.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칼슘을 

기반으로 하는 시멘트와 비슷한 성질을 내기도 하지만 전혀 다른 

화학적 결합을 형성한다. 마그네슘은 소성 온도에 따라 700 - 

1000 ℃의 저온에서 소성한 경소(light-burned magnesia, 硬燒) 

MgO와 1200 - 1400 ℃에서 소성하는 사소(dead burning , 死燒) 

MgO로 구분 된다.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는 이미 상

용화 되었으며 마그네슘과 아인산칼륨(KH2PO4)의 급격한 산-염기

반응(acid-base reaction)을 이용한 초속경 재료이다. 마그네슘은 인

산과 급격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키는데, 이 속도를 감소시키기 위

해 반응성이 적은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하여 응결시간을 늦추고, 

발열성을 낮춰주어 시공성까지 겸비한 보수재료이다.  

경소 마그네시아는 700 ℃의 저온에서 소성하며, 경화하면서 

소성 시 배출하는 이산화탄소 량보다 많은 양의 탄소를 경화체 내

에 포집·저장하기 때문에 친환경재료로 각광받고 있는 원료이며, 

영국의 Novacem 주식회사 등에서 Carbon negative cement로 상용

화를 앞두고 있으나 아직 개발단계에 있으며, 국내에서는 연구가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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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연구에서는 먼저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화학적 성분이 

다른 6가지 산업부산물들을 각각 일정배율로 시편에 첨가하여 SEM, 

XRD분석을 통해 수화물 생성을 확인하였으며, 수화물 생성에 따른 

강도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실험을 통해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여, 친환경 재료로서의 접근 가능성을 판단하였다. 그 

결과 강도 실험에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금속 실리콘 제조 

시 부산물인 실리카퓸과 반응하여, 56일 강도가 시멘트의 100.1 %에 

도달했다. 실험 결과 혼화재 중 Ca, Al 성분이 포함된 재료는 마그네

시아 시멘트와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하고 내구성을 저하시켰다. 

결합재의 10 % 정도의 실리카퓸 혼화재가 가장 우수한 성능을 발현

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두 번째 실험에서는 사소 마그네

시아 시멘트보다 강도는 저조했으나 유동성 상실이나 흡수율이 적

어 시공성은 더 우수한 것으로 사료된다. 

사소 MgO 모르타르의 주요 수화물은 침상형의 K-

Struvite(MgKPO4ㆍ6H2O)로 강도가 높은 시편일수록 판상형의 형태

로 변화되어 높은 내구성을 형성한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주요 

수화물은 Brucite(Mg(OH)2)로 56일째에 Nesquehonite (MgCO3·3H2O)

로 탄산화 하여 강도를 형성하므로, 경소 MgO 모르타르의 개발을 

위해서는 탄산을 가속화 할 수 있는 방안이 연구되어야 한다. 

 

주요어 : 경소 마그네슘, 사소 마그네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Carbon negative cement, 산업부산물  

학번 :2012-2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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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석탑, 전탑, 성벽 등의 뒤채움은 외장면석과 적심석 외에 부정

형의 잡석과 흙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장기간의 우수 침투 및 온도 

변화 등으로 흙이 외부로 유출되어 초기 위치와 응력 전달 경로를 

변화시킨다. 따라서 뒤채움 재료인 흙과 잡석의 장기적인 안정성

을 유지하기 위해 충전재와 방수 줄눈재의 사용이 필요하다. 기존

에 사용되었던 시멘트와 생석회 반죽 등은 외기에 대한 저항성이 

좋지 못하고, 백화현상을 유발하여 문화재 외관에 피해를 주므로 

시멘트 계의 보수재료를 기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백화의 주 원

인이 되는 칼슘 성분을 배제한 무시멘트 대체 보수재료에 대한 연

구가 진행 중에 있다. 마그네슘 시멘트는 그 대안 중 하나로, 칼슘 

대신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한 시멘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사소 

마그네시아를 주 원료로 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 다양한 

산업 부산물을 첨가하여 최적의 배합을 찾아내고, 추가적으로 경

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시멘트의 실험적 연구를 통하여 화학적 

결합 구조를 분석 후 물성 실험을 하여 건축 자재로서의 성능을 

관찰하는 데에 있다. 

마그네슘은 칼슘과 마찬가지로 2가 양이온으로서 화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낸다. 이에 따라 1867년 Sorel은 염화 마그네슘을 

이용한 Sorel 시멘트를 발명했으나 Aspdin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에 비하여 가격이 비싸고 내산성, 내수성이 취약하여 잘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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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게 되었다. 

이후 마그네슘과 인산의 acid-base reaction을 기반으로 한 마그

네슘 인산염 시멘트의 개발이 이루어졌다.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

트는 사소 마그네슘과 인산용액의 급격한 산-염기 반응을 이용한 

초속경 시멘트로, 국내에서도 안무영, 강인석2 등에 의해 기초물성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는 초속경 재료

로서, 초기 재령 4시간 이내에 70%의 물성을 발현하는 것이 가능

하여 단기간에 보수재료로서 성능을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마그네슘의 탄소 포집 능력이 핀란드의 Ron 

Zevenhoven16 등에 의해 연구되어 친환경 재료로의 가능성도 제기 

되고 있어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를 연구하는 것에 큰 의미가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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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1.2.1 연구의 내용 
 

 

MgO 기반 모르타르의 평가 항목 선정을 위하여 통계학에서 사

용되는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 중 AHP(Analytic Hierarchy Process)

을 적용 및 응용하였다.  

AHP기법은 의사결정문제를 계층구조화하고, 이원비교를 기초로 

평가기준들의 가중치(상대적 중요도)와 각 평가기준 하에서의 대

안들의 상대적 선호도를 도출한 후, 이를 계층구조에 따라 종합화

하여 비교대안들의 평가순위와 종합적 선호도를 구하는 방법이다.  

 

① 중요도 평가 

AHP 중요도 평가는 A를 기준으로 보았을 때, ‘B가 A보다 얼

마나 중요한가?’ , ‘B가 A보다 얼마나 중요하지 않은가?’같이 

쌍대비교를 통해 판단하여 정량화 하는 방법이다.  

 

표 1.1 인지적 판단의 정량화 

 

 

② 가중치 설정 

AHP적용 가중치 설정 부분에서는 문항별 중요도 평가 작업이 

서술적 평가 정량화 

매우 중요하다 5 

보통 중요하다 3 

동일하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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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된 이후 각 문항의 가중치를 설정하는 부분이다. 가중치의 설

정은 쌍대비교로 진행된 각 열의 합을 구하여 각 열과 항의 평가

치를 열의 합으로 나누어 주면 산정할 수 있다.  

 

③ 가중치 일관성 지수 평가 

기타 다기준 의사결정 방법들과 다르게 AHP기법은 설정한 가

중치의 신뢰도를 평가할 수 있도록 설정하였다. 일관성지수는 평

가요인의 수가 증가할수록 커지는 경향이 있으므로 이 점을 고려

하여 무작위 지수로 일관성지수를 나누어 일관성비율(CR : 

Consistency Ratio)을 정의하였으며, 이렇게 계산한 비율이 0.1보다 

크면 일관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표 1.2 무작위 지수 

대안의 수 1 2 3 4 5 6 7 8 9 10 

RI 0 0 0.58 0.90 1.12 1.24 1.32 1.41 1.45 1.49 

 

 

기존 석조 문화재에 일어나는 피해 사례를 요인 별로 나열하여 

AHP 기법으로 중요도 평가를 실시 하였다. 검토 항목은 총 11가

지로 표 1.3과 같다.  

 

표 1.3 평가 요인 

물리적 요인 내구적 요인 생물학적 요인 

 플로 

 압축강도 

 휨강도 

 백화 

 동결융해 

 흡수율 

 내산성 

 수목 

 이끼 

 조류의 분비물 

 미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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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결과 문화재 보존 처리용 모르타르로서 평가 되어야 하는 

우선 순위는 다음과 같다.  

 

표 1.4 실험 항목 평가 

문항 가중치 적용 가중치 CR 

동결융해 0.245 2.699 0.045 

백화 0.174 1.915 0.045 

흡수율 0.125 1.380 0.045 

플로 0.104 1.146 0 

압축강도 0.104 1.146 0 

내산성 0.088 0.973 0.045 

휨강도 0.052 0.573 0 

미생물 0.041 0.452 -0.067 

조류의 분비물 0.029 0.321 -0.067 

수목 0.021 0.231 -0.067 

이끼 0.015 0.163 -0.067 

합계 1.0 1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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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연구의 범위 
 

본 연구는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에 관한 연구로 크게 두 가

지 구성으로 나뉜다. 첫 번째는 사소 마그네시아에 6가지 산업 부

산물을 첨가하여 최적의 혼화재를 도출하고 물성실험을 통해 내구

성을 확인하는 연구이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는 보통 포틀

랜드 시멘트에 비해 다양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시중에 나온 

대부분의 혼화재들은 시멘트와 화학적 성분이 유사하여 포졸란 반

응을 일으키는 물질들이다. 그러나 마그네슘 기반 시멘트는 이온

반응과 탄산화 반응을 기반으로 경화하는 재료이기 때문에, 시멘

트에 쓰이던 첨가제를 넣을 시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 지에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황토, 플라이 애시, 규회석, 고로

슬래그, 샤모트, 실리카 퓸 등 각기 다른 화학적 성분을 가지고 있

는 혼화재를 첨가하여 마그네슘 모르타르의 물성 실험 및 수화물 

관찰을 진행하였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는 높은 강도와 내구성을 지니지만 

응결과 경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급결 보수제 외에는 사

용하는데 한계가 있어 보인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백화 현상을 유발하지 않는 마그네시

아 인산염 시멘트의 장점을 살리면서도, 적정한 응결 속도를 내는 

재료를 찾기 위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이용해 후속 연구

를 진행하여,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와의 비교 분석을 하였다. 

첫 번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

용하여 시멘트 경화체 안에 이산화탄소를 포집하는 신 재료에 관

한 기초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탄산화에 기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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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친환경 시멘트는 해외에서는 John Harrison, Nikolaos 

Vlasopoulos 등에 의해 연구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이에 관한 연

구가 전무하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한다.  

이상의 연구 진행의 흐름은 그림 1.1과 같다.  

 

 

그림 1.1 연구 방법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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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선행 연구 고찰 

2.1 마그네시아 시멘트 국·내외 연구 동향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1867년 Sorel에 의해 발명된 쏘렐 시멘트

가 대표적이다. 염화 마그네슘 수용액과 산화 마그네슘의 반응으

로 형성된 시멘트로 화학 결합 구조는 (식 2.1)과 같다. 8 

MgCl2  + 5MgO + 13H2O = (Mg(OH)2)5.MgCl2.8H2O      (2.1) 

 

 그러나 최초의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마그네슘과 식물의 효소

로부터 추출한 수용성 인산의 화학적 반응에 의한 마그네시아 인

산염 시멘트이다. 이는 고대 건축물에 사용되었으며 중국의 만리

장성 또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를 이용하였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 시멘트 대체재 개발과 함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연

구 필요성 또한 증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가 활발하다. 외국의 경

우 Zhu Ding 외 1인이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에 포타슘을 넣어 

최종 수화물이 K-Struvite(MgKPO4 _ 6H2O)임을 밝혀내었고 SEM 

관찰을 통해 Struvite가 결정성과 비정질성 둘 다 가진다고 하였다

20(Zhu Ding, 2012). 또한 Zongjin Li 외 2인이 지속 가능한 시멘트 

개발을 위해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와 지오폴리머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여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가 비료로서 재활용 될 수 있

고 황산염 침식 저항성도 일반 콘크리트 보다 강하다고 발표했다. 

15( Zongjin Li, 2004).  

Fei Qiao 외 2인은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몰랄농도와 배

합비를 조정하여 보수재료로서 적용하기 위해 접착 강도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마그네슘/인산 의 몰비는 8, 모래/바인더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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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비는 1.5일 때 보수재료로서 가장 좋은 성능을 지닌다고 발표하

였다. 또한 휨 접착강도를 비교했을 때 시멘트보다 77 %-120 % 높

은 강도를 지녔으며 인장 접착강도에 대해서는 180 %의 강화를 

나타내었다고 발표하였다. 또한 건조수축의 경우 모래/바인더 비

가 높을 수록 수축이 줄어들었으며, 시멘트와 비교하여 20 %-50 %

의 건조수축 감소를 나타내었다고 발표하였다. 12 

국내에서는 강인석 외 3인이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를 사용

한 초속경 보수 모르타르의 수화특성 및 현장 적용성을 연구하여 

보수재료로 사용할 경우의 적정 두께와 시공 방법을 도출하였고1, 

강석표 외 4인이 마그네슘과 인산염의 혼합비율 및 단위수량에 

따른 영향을 연구하여 인산/마그네슘의 비가 1:1.5일 때 압축 강

도가 가장 높고, 단위수량은 185 g/kg일 때 유동성 개선 효과가 

있다고 발표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오스트레일리아의 John 

Harrison이 처음 시도하였다. 그는 650 ℃-700 ℃에서 저온 소성

한 마그네슘을 'reactive MgO'라 처음 이름 붙였고,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에 경소 마그네시아를 일정 비율 섞어 친환경적이며 내구성

이 뛰어난 재료를 개발하였다. 14 그 이후 중국의 Wei Jiangwiong 

외 2인은 상온에서 경소 마그네시아의 상온에서의 수화반응을 분

석하여 MgO와 SiO2의 반응으로 구성비가 M1. 4 SH2. 65인 M-S-H gel을 

형성한다고 발표하였다. 19 최근에 C. Uuluer 외 1인은 마그네슘의 

탄산화 촉진제로서 Heavy hydrated 마그네슘 탄산염과 Light 

Hydated 마그네슘 탄산염을 적용하여 마그네슘 탄산염의 첨가가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탄산화를 현저하게 촉진시켜 28일 양생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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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Pa 였던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강도를 22 MPa까지 높였다. 9 

국내에서는 장봉석 외 3인이 MgO 파우더를 시멘트에 혼입하여 

Mg(OH)2의 팽창률로 장기수축에 대한 상쇄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3 % - 10%의 저온소성 MgO를 시멘트에 첨가하여 물성실험을 하였

다. 그 결과 MgO의 혼입률이 커질수록 수축 보상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3 %의 MgO를 혼입할 경우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보

였다고 발표했다. 

이상의 국외 연구를 중심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사소 마그네

시아를 기반으로 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국

내에서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마

그네시아 시멘트에 관한 연구는 첨가제 차원에서 이루어 졌을 뿐, 

주 재료로서의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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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agnesium Oxide 
 

2.2.1 MgO의 제조 및 분류 
 

산화마그네슘은(MgO) 마그네시아라고도 하며 마그네시아의 결

정은 페리클레스(periclase)이고, 주요 산지는 중국, 터키, 북한 등

이 있다. 마그네슘(Mg)은 지각의 구성원소 중 여덟 번째로 풍부한 

원소로서 마그네사이트와 돌로마이트(Dolomite, CaMg(CO3)2) 등이 

있고, 브루사이트(Brucite, Mg(OH)2)의 광물 형태로 존재한다.공학

적 의도로 MgO는 소성 온도에 따라 사소(死燒, Dead-burned 

magnesia), 강열(强熱 , Hard-burned), 경소(硬燒 ,light-burned) 마

그네시아로 나눌 수 있다. 다음은 소성온도에 따른 MgO의 종류별 

특징이다. 

 

(1) 사소(死燒) 마그네시아(Dead-burned MgO) 

 사소 마그네시아는 내화물의 기본적인 재료로 사용된다. 사소 

마그네시아는 1500 ℃ ~ 2000 ℃사이의 고온에서 MgCO3 또는 

Mg(OH)2가 하소 된 상태이며, 반응성이 없기 때문에 수산화하거

나 자연 발열을 하지 않는다. 표면적이 매우 낮고, 고밀도이며 화

학적으로 비활성이므로 모든 내화산화물들 중에서 가장 높은 융융 

온도를 가짐으로써 내화벽돌에 주로 쓰인다. 입자의 크기는 127㎛

(200mesh) ~ 40mm로 다양하다. 

 

(2) 강열(强熱) 마그네시아(Hard-burned MgO) 

  강열 마그네시아는 1000 ℃ ~ 1500 ℃사이의 온도에서 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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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마그네시아로, 반응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지연제나 동물의 사

료나 비료 등에 쓰인다. 

 

(3) 경소(硬燒) 마그네시아(light-burned MgO) 

 경소 마그네시아는 700 ℃ ~ 1000 ℃ 정도의 온도에서 하소

하여 마그네시아 함유 85 ~ 99 % 를 얻는데, 주요 불순물은 규소, 

석회, 알루미나, 철이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입자 크기는 5~120 

㎛ 로 다양하며, 반응성이 커 플라스틱, 고무, 접착제 등 여러 산

업 분야에서 쓰이며, 중국에서는 경소 마그네시아를  콘크리트의 

수축을 조절하는 용도로 첨가하기도 한다. 또한 표 2.1에서 알 수 

있듯이, 마그네슘의 수화 비율은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소성온도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이 있다.11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서는 마

그네슘과 인산의 급격한 반응 속도를 늦춰 주기 위해 수화 반응이 

느린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다. 반면 경소 마그네시아는 소성

온도가 낮고 분말도가 높아 수화작용이 빠르고 사소 마그네시아와

는 달리 상온에서도 수화물을 형성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이용된다.  

 

표 2.1 소성 온도에 따른 MgO의 수화율 

Hydration time(days) 
Burning Temperature 

800℃ 1200℃ 1400℃ 

1 75.4% 6.5% 4.7% 

3 100% 23.4% 9.3% 

30 - 94.8% 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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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는 마그네슘과 인산의 산-염기 반응

을 이용한 시멘트로서, 내화성이 좋아 CBPC(Chemically-bonded 

phosphate ceramic) 바인더라고도 불리며 초기 경화가 급격히 이루

어 지기 때문에 지연제의 첨가가 필수적이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주 성분은 사소 마그네시아(Dead burned MgO)와 아인산

(H3PO4),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또는 인산칼륨(KH2PO4) 같은 

인산염계 물질이며 화학 구성식은 다음과 같다. 10 

 

3Mg(OH)
2
 + 2H

3
PO

4
 → Mg

3
((PO)

4
)

2
·6H

2
O        (2.2) 

MgO + NH
4
H

2
PO

4 
+ 5H

2
O →  MgNH

4
PO

4
·6H

2
O        (2.3) 

MgO + KH
2
PO

4
 + 5H

2
O →    MgKPO

4
·6H

2
O        (2.4) 

 

이 중 이번 실험에서는 식 2.3에 해당되는 마그네시아 인산칼

륨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인산칼륨은 물과 반응하여 하여 인산 이

온(PO43−)을 배출하고 pH를 감소시킨다. MgO는 낮은 pH 용액에서 

마그네슘 이온(Mg2+)을 배출하며 따라서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

의 pH는 6~8의 중성 영역을 가진다. 이것을 용해과정이라 한

다.(그림 2.1 a)  

배출된 마그네슘 이온은 물과 가수분해 반응하여 비정형 물질

인 Mg(H2O)62+을 형성한다.(그림 2.1 b) 비정형 물질은 음이온인 인

산과 산-염기 반응을 시작하여 응축된다.(그림 2.1 c) 응축하여 형

성된 겔(gel)은 포화되어 반응을 멈출 때 까지 치밀한 network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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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화 되어 MgKPO4.6H2O를 생성한다. 이 

과정을 그림 2.1에 나타내었다. 

 

 
그림 2.1 MgKPO4.6H2O 의 형성과정(Wagh and Jeong, 200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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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연구는 마그네슘의 탄소 포집 능력

(CCS)에서 영향을 받아 이루어 졌다. CCS란 이산화탄소를 마그네슘, 

칼슘과 같이 CO2와 결합하여 광물화 하는 기술로서 공정 개략도

는 그림 2.2와 같다. 핀란드의 Johan Fagerland13에 따르면 마그네

슘과 칼슘은 둘 다 CO2와 결합하여 탄산염을 형성하지만, 지구상

에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광물이 더 많고, 마그네슘 실리케이트의 

이산화 탄소 고정화양은 약 0.55 kg CO2/kg, 칼슘 실리케이트의 이

산화 탄소 고정화양은 약 0.08kg CO2/kg 으로 마그네슘이 칼슘보

다 탄소 포집 능력이 월등하다고 주장한다. 

 

 

 

그림 2.2 탄소의 광물화 공정 개략도(OPCC,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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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탄산 마그네슘 광물을 700 ℃의 저

온에서 소성시켜 얻은 경소 마그네시아에 마그네슘 카보네이트계 

촉진제를 넣어 탄산화를 촉진시킨 시멘트로, 기중양생을 하며 양

생과정 중 소성과정에서 배출했던 양보다 더 많은 이산화탄소 흡

수시키기 때문에 Carbon Negative Cement 라 불린다. 

기본 화학 구성식은 다음과 같으며, 그림 2.3은 경소 마그네시

아 시멘트의 형성 원리를 열역학적으로 표현한 도식이다.7 

 

MgCO
3
  →    MgO+CO

2
        (2.5) 

MgO + H
2
O  →     Mg(OH)

2
        (2.6) 

Mg(OH)
2  →   Mg2++2OH-            (2.7) 

Mg2++2OH-+CO2+2H2O  →  MgCO33H2O            (2.8)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수화물은 MgCO3·H2O이며 시간이 지

날수록 탈수하여 탄산마그네슘(MgCO3)으로 변한다. C. Unluer 등에 

의하면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물리적 성질은 마그네슘의 탄산

화 정도에 달려있다고 한다. 경소 마그네시아라도 마그네슘은 칼

슘보다 반응성이 느리기 때문에 시멘트에 비해 화학적 변화가 빨

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C. Unluer의 탄산화 촉진 실험에 의

해 Hydrated Magnesium carbonate(xMgCO3·yMg(OH)2·zH2O)를 탄산 

촉진제로 넣고 탄산 가속화 양생 방법을 실시한 결과 7일 강도가 

22MPa에 준한다는 결과를 얻었다. 10  

MgO가 탄산 마그네슘이 될 때까지의 이산화탄소 포집량은 탄

산 마그네슘 정량의 52%이고, 시멘트의 경화체에 속해있는 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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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의 경우 44%의 이산화탄소를 포집한다. 또한 경소 마그네시

아 시멘트는 원재료와 경화체가 모두 탄산 마그네슘이므로 경화체

를 원재료로 재사용 할 수 있어 환경 친화적이라 볼 수 있다. 

 

   

 

 

 

 

그림 2.3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형성 과정(1999, J.W. Harri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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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백화 

 
마그네시아 시멘트 연구의 본질적 목적은 백화 현상 방지에 있

었다. 백화현상은 빗물이나 대기 등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수용성 

염 또는 석회 성분이 들어간 보수재료로부터 유출된 용해된 염 성

분들이 석재 표면에 흡착되어 수분이 증발되면 하얀 고체 염으로 

남아있는 현상을 말한다. 석조 문화재는 암석 자체에 Ca 및 SO3성

분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백화현상이 일어나기 쉬운데, 특히 문

화재 보수부위에서 일어나는 백화현상은 보수재로 쓰이는 시멘트 

경화체 내부에서 용출되어 나오는 가용성 염이 대표적인 원인으로 

꼽힌다. 실제 미륵사지 석탑 표면에 나타나는 현상도 시멘트에서 

용출된 Ca 성분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5 따라서 이러한 백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멘트가 경화될 때 일어나는 화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하는 것이 중요하다. 

다음은 포틀랜드 시멘트와 물이 수화반응 후에 수화물 C-S-H 

gel과 Ca(OH)2로 경화되는 과정을 나타내는 반응식이다. 

 

2C3S+6H  →  C3S2H3 +3CH            (2.9) 

2C2S+4H →   C3S2H3 +CH            (2.10) 

 

여기서 시멘트 성분의 60 %는 C-S-H gel로, 25 %는 Ca(OH)2로 

구성되어진다. 이중 Ca(OH)2는 가용성 염류로 이산화탄소와 만나 

불용성의 CaCO3 염을 만들거나, 낮은 온도에서도 물속에서 이온상

태로 용해되어 있어, 계속 높은 pH를 유지하며 C-S-H gel의 조직이 

치밀해 지는 것을 돕는다. 탄산칼슘은 화학적 반응성이 매우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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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 상태에서 백화현상을 일으키기에는 오랜 시간이 걸린다.  

그러나 C-S-H gel의 수화과정 중에는 기온현상에 따라 백화현상

이 잘 일어날 수 있다. C-S-H는 화학적으로 강한 결합력을 가지고 

있어 높은 강도를 내는 대신 수화반응이 늦어 시멘트 내부에 

Ca(OH)2가 녹아있는 수분이 남아있게 된다. 이 수분이 시멘트 표

면으로 용출되면서 이산화탄소를 만나게 되고 다음과 같은 반응식

에 의해 불용성의 탄산칼슘을 남김으로써 백화현상을 일으키게 된

다. 

 

CO2 + H2O  →       H2CO3             (2.11) 

Ca(OH)2 + H2CO3  → CaCO3+2H2O            (2.12) 

 

따라서 고온 건조한 기온에서는 수분 증발이 빨리 일어나 내부

증발에 의해 가용성분이 표면까지 도출되지 못하기 때문에 백화발

생이 적어진다. 그러나 저온 다습할 시에는 수화반응이 늦어지고 

수분의 이동이 용이하게 되며 미 반응 Ca(OH)2가 표면 밖으로 도

출되어 백화현상이 일어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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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 혼화재 
 

혼화재란 고분자재료의 물성(예컨대 강도, 탄성, 유연성, 내계절

성, 내응력완화성, 도전성, 착색 등) 또한 성형가공성(예컨대 유동

성, 수축성 등), 경제성(중량, 자원 절약 등)의 개선을 목적으로 고

분자를 분산시키기 위해서 각종의 형상(입자상, 섬유상, 플레이크

상 등)으로 배합하여 사용하는 무기 또는 유기재료의 총칭이다. 

이번 실험에서 사용된 혼화재는 황토, 플라이애시, 규회석분말, 고

로슬래그, 샤모트, 실리카퓸으로 천연광물 및 산업부산물로 이루어

진 재료들이다. 입자 크기는 약 100μm 이하로 통일하였고 종류

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황토(Hwangto) 

황토는 예로부터 요업재료 및 건축재료로 쓰인 전통 재료이나, 

큰 수축에 의한 균열, 낮은 강도 특성으로 현대적인 건축 재료로 

자원화 되지 못한 실정 이였으나, 친환경 사업의 성장과 함께 시

멘트 대체재 및 혼화재료로서 활발히 연구 중에 있다. 우리나라에

서 산출되는 황토는 광물학적 구분으로 고령토와 동일한 Kaolin 

족의 Halloysite 계에 속하는 광물로서, 주요 성분은 SiO2와 Al2O3 

Fe2O3 등으로 일반적인 콘크리트 혼화재와 그 성분이 유사하여 천

연 포졸란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연구 되고 있다.6 본 연구에 사

용된 황토는 소성하여 수분을 뺀 것을 사용하였다. 

 

2) 플라이애시(Fly Ash) 

Fly Ash란 화력발전소에서 석탄을 원료로 하는 미분탄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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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1500℃의 고온으로 소각시켰을 때 발생되는 먼지이다. 주성

분으로는 SiO2, Al2O3, Fe2O3 등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인공 포졸란에 

속한다. 플라이애시는 입상이 구형이므로 시멘트 류에 혼합시켜 

사용할 경우 동일 슬럼프에서 사용수량을 감소시키고 수화열을 낮

추는 등 워커빌리티를 개선시킨다. 또한 분말도가 큰 Fly Ash는 시

멘트 사이사이의 공극을 충진시켜 내구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

다. 또한 Fly Ash를 첨가한 시멘트는 시멘트 수화에 생성되고 남은 

Ca(OH)2와 반응하여 불용성 염으로 변화시키기 때문에 내산성이 

향상된다. 그러나 플라이애시 혼합률과 압축강도는 비례하지 않는

다. 하지만 3-6개월 사이에 장기강도가 크게 증진되므로 이와 같

은 효과를 기대하여 혼화재로 선택하였다. 

 

3) 규회석(Wollastonite) 

규회석은 타일의 원료배합에 쓰면 소성이 용이하고 건조수축도 

적게 된다. 규회석을 첨가한 수지는 수화팽창이 적으며 소성강도

가 크고 열 충격에 대한 저항성도 커진다. 또 규회석이 첨가된 재

료는 휨강도가 개선 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12 규회석은 

건자재에 쓰이면서 석면대체물질로서 검증된 바 있으며 규회석은 

현저한 침상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백색도가 높아 백색 포틀랜

드 시멘트에 주로 사용된다.  

 

4) 고로슬래그(Blast Furnace Slag) 

고로슬래그는 고로에서 선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얻어지는 부

산물이며, 철광석 중의 점토 성분과 석회석이 합성되면서 형성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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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고로슬래그의 주 성분은 CaO, SiO2, Al2O3 등으로 화학적 성분이 

포틀랜드 시멘트와 유사하다. 슬래그 미분말을 첨가제로 사용하면 

워커빌리티가 향상되는데, 이것은 슬래그 미분말의 표면이 매끄럽

고 촘촘하기 때문에 배합 초기에 점성을 발휘하지 않아 유동성을 

갖게 해준다. 분말도가 높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은 시멘트 강도를 

증진 시켜주며 공극의 크기를 줄여주어 투수성을 감소시키고 내산

성을 향상시킨다. 

 

5) 샤모트(Chamotte) 

점토를 한번 소성하여 분쇄해 놓은 가루로서, 점토를 구워 안정

된 형으로 점토를 고온소성한 후 조분쇄하여 다시 점토에 배합하

여 사용하는 재료로서 점토에 배합할 경우 소성 수축율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SiO2, Al2O2 등을 주성분으로 하며 내화 벽돌과 내화 

모르타르의 주요 원료이다. 

 

6) 실리카퓸(Silica Fume) 

실리카퓸은 금속 실리콘 또는 규소 합금을 제조할 때에 발생하

는 산업부산물이며 주요 성분은 SiO2이다. 실리카퓸은 대부분이 

SiO2로 이루어져 있으며 초미분이기때문에 알칼리성 용액에 빨리 

용해하여 실리카질의 겔 층을 석출한다. 때문에 실리카퓸은 플라

이애시와 마찬가지로 포졸란 반응을 활성화 시켜 수화열 억제 및 

장기강도를 증진시킬 뿐만 아니라 단기강도 또한 증진시킨다는 장

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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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gO 모르타르 실험 

 

3.1 실험 개요 
 

본 연구는 세 가지 방향에서 재료특성파악을 수행하였다. 

① 물리적 특성 : 플로 시험, 압축강도, 인장강도 

② 내구성 : 흡수율실험, 용출실험, 내산성, 동결융해 저항성 

③ 현미경 분석 및 화학적 메커니즘 규명 : 재료 성분분석, 현

미경 분석 

 

본 연구는 1차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인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에 황토, 플라이애시, 규회석, 고로슬래그, 샤모트, 실리카퓸

을 일정 배율로 첨가한 7종류의 모르타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

을 비교 분석하여 마그네시아 시멘트와 적합한 혼화재를 찾아 내

었다. 

그러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초속경 성질과 높은 흡수

율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시공성 저하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고자 

2차 연구를 진행하였다. 

2차 연구에서는 경소 마그네시아와 모래의 배합비를 1:4, 1:3, 

1:2로 나누어 실험하였으며, 1차 연구에서 도출한 혼화재를 첨가하

여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 개발을 위

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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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실험 계획 
 

 

1차 실험은 6가지의 산업부산물을 마그네시아 시멘트에 첨가하

여 최적의 결합재를 도출하기 위한 실험이다.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모래의 비율은 최적의 배합이라 알

려진 1 : 1.86으로 고정하였고, 실리카퓸을 제외한 혼화재들은 결합

재의 82 %로, 실리카퓸은 과도하게 넣을 시 응결지연을 일으키기 

때문에 10 %, 20 %로 하였다. 물결합재비는 flow 값 170±10 mm 

에 맞추어 변수마다 달라진다. 

2차 실험은 경소 MgO와 Hydromagnesite를 4:1의 비율로 조합

하여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만들었다.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

트와 모래의 비를 1:4, 1:3, 1:2로 나누어 1차 연구에서 도출된 혼화

재를 각각 혼입하여 최적의 배합을 도출하였다. 

물리적 특성 실험으로는 혼화재 첨가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

멘트가 구조물 보수재료용 모르타르로서 기본이 되는 KS F 4042 

기준을 만족하는 강도를 발휘할 수 있는지 평가 하였으며, 내구성 

실험을 통해서는 산성비, 백화, 동결융해 등 기후적인 환경 변화에 

따른 균열, 침식, 용출 등 풍화현상에 대항하는 경화된 모르타르의 

안정도 및 내구성을 평가 하였다. 마지막으로 현미경 분석 및 

XRD 분석을 통하여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수화적 특성을 관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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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사용 재료 
 

 

3.3.1 주요 결합 재료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국내 R사에서 수입한 평균 입경 60

㎛ 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CBPC : Chemically Bonded 

Phosphate cement)를 사용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국내 

S 화학회사에서 경소 MgO(MgO, light)와 Hydromagnesite(MgCO3, 

light)를 구입하여 4:1의 비율로 배합하여 제작하였다. 산화 마그네

슘은 소성 온도가 낮을수록 분말도가 올라간다. 경소 마그네시아 

평균 입경은 10μm 이며 밀도는 3.00g/cm2 의 경소 마그네시아를 

사용하였다. 

  실험의 대조군으로 H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OPC)

와 석회석 미분말을 사용하였고, 재료의 화학적 조성을 표 3.1에 

나타내었다. 

 

 

표 3.1 주재료의 화학적 조성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P2O5 K2O 

OPC 20.90 5.73 3.03 62.61 3.02 2.07 - 1.12 

Lime 1.15 0.75 0.19 73.79 1.57 - 0.01 0.18 

CBPC 18.12 7.39 0.68 7.16 47.20 0.19 2.61 2.17 

MgO 

(light) 
- - 0.03 1.0 96 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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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주재료의 물리적 조성 

 
분말도(㎡/g) 밀도(g/㎤) 평균입경 

Cement 0.3 3.14 11.7±4.8㎛ 

Lime 0.5 2.69 18.8㎛ 

CBPC 0.3 3.00-3.20 60㎛ 

MgO 16.3 3.00 10㎛ 

 

 

3.3.2 잔골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잔골재는 입경 0.6~1.18 mm, 비중이 2.75

이고 단위용적중량이 1,890kg/m3인 5호 규사를 사용하였다. 화학

적 조성은 표 3.3 및 물리적 성질은 표 3.4와 같다. 

 

표 3.3 잔골재의 화학적 조성 

SiO2(%) Al2O3(%) Fe2O3(%) 

90 4.5 3 

 

 

표 3.4 잔골재의 물리적 조성 

단위용적중량(kg/㎥) 입경(mm) 비중 

1,890 0.6~1.18 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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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 혼화재 

 

사소 MgO 모르타르에 첨가한 혼화재들의 색(그림 3.1), 화학적 

성분 및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혼화재의 조성은 서울대학교 

공동기기원에 소재한 X선 형광분석기(Shimadzu, XRF-1700) 로 분

석하였으며 major 원소(Si, Al, Fe, Ca, Mg, S, P, K)에 대하여 원소에 

따른 특정 X-선의 강도를 검출기로 측정하여 정성 및 정량분석 하

였다. 분석 결과를 표 3.5에 나타내었다. 

 

(a) 황토 (b)플라이애시 (c) 규회석 

(d)고로슬래그 (e) 샤모트 (f) 실리카흄 

그림 3.1 혼화재의 종류 

표 3.5 혼화재의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조성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 

SO3 

(%) 

P2O3 

(%) 

K2O 

(%) 

입경 

(μm) 

황토(HT) 61.34 20.40 5.76 0.15 0.59 - 0.06 2.43 20~50 

플라이애시

(FA) 
57.0 25.6 7.3 4.4 1.3 0.3 - 1.3 10~30 

규회석(WS) 49 0.80 0.30 45 1.0 - - - 10~14 

고로슬래그

(BFS) 
36 14 0.8 42.2 8.0 4.0 - - 8~12 

샤모트(CH) 52.21 41.10 3.01 1.48 0.54 - 0.03 0.36 52~74 

실리카흄

(SF) 
93 0.40 0.80 0.60 0.60 0.40 - 1.2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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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시편제작 
  

 

3.4.1 사소 MgO 배합 
 

혼화재를 혼합한 사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물리적 성질과 비

교하기 위해 시멘트와 석회 모르타르는 비교군으로 함께 제작하였

다.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혼화재마다 유동성에 필요한 단위수량이 

다르기 때문에, 본 실험의 배합은 시공성에 적합한 flow 값 170±

10 mm를 만족시키기 위해 혼화재 종류별로의 유동성을 평가하여 

변수마다 수량을 조절하여 표 3.6과 같이 적합한 W/B를 도출하였

다.  

 

표 3.6 시멘트, 석회 및 사소 MgO 시멘트 배합비 

구분 
Binder materials(g) Aggre

gate 

(g) 

Fillers(g) W/B(%) flow(mm)
Cement lime CBPC 

OPC 200 
  

400 - 45 170 

Lime 
 

200 
 

400 - 84 167 

dMg-HT 

  
200 372 

HT 164 45 172 

dMg-FA FA 164 38 174 

dMg-WS WS 164 49 163 

dMg-BFS BFS 164 37 173 

dMg-CH CH 164 36 170 

dMg-SF0.1 SF0.1 20 32 164 

dMg-SF0.2 SF0.2 40 36 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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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경소 MgO 배합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해 표

3.7과 같이 배합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모래와 경소 마그네슘의 비

를 4:1, 3:1, 2:1로 달리하고, 거기에 실리카 퓸을 10 %씩 첨가한 시

편까지 더해 총 6개의 시편으로 실험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분말도는 매우 높기 때문에 물-결합재 비가 

1차 실험의 시멘트나,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보다 2배 가량 높

았다. flow값은 이전 실험과 마찬가지로 시공성을 반영해 170+10 

mm 로 맞추었다. 

 

 

표 3.7 경소 MgO 시멘트 배합비 

구분 

Binder 

materials(g) 
Aggre

gate 

(g) 

Silica-fume(g) W/B(%) flow(mm)
MgO 

(light) 

MgCO3 

(light) 

rMg-1 120 30 

600 

 

0 1.45 170 

rMg-2 120 30 15 1.34 167 

rMg-3 160 40 0 1.27 172 

rMg-4 160 40 20 1.2 174 

rMg-5 240 60 0 1.24 163 

rMg-6 240 60 30 1.2 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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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3 혼합과정 
 

 

모르타르의 혼합은 KS F 2476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모르타

르의 혼합은 잔골재, 결합재, 혼화재를 투입하여 모르타르용 혼합

기에서 저속으로 30초 동안 건비빔한 후 혼합수를 넣고 저속으로 

30초, 고속으로 30초간 혼합한다. 30초간 혼합기의 작동을 멈추고 

용기의 바닥과 벽에 부착된 모든 모르타르를 떼어내어 용기의 중

간으로 모은 뒤 30초 동안 고속으로 재비빔한다. 

 시험체 성형은 압축강도, 흡수율 시편의 경우 50×50×50mm 

몰드를, 휨강도 실험 시편의 경우 40×40×160mm의 몰드를 사용

하였다. 모르타르를 몰드의 약 1/2 까지 넣고, 다짐봉을 사용하여 

끝이 모르타르 안에 약 4 mm 들어갈 정도로 전면에 걸쳐 다진다. 

다음으로 시멘트 모르타르를 끝까지 채우고 다짐봉을 사용하여 약 

15회 다진 후 형틀 위 모르타르를 평활하게 하여 제작하였다. 

 

 

(a) 재료 개량 (b) Mixing 

 

(c) flow table 

 

(d) flow 측정 

그림 3.2 예비 실험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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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4 시험편의 저장 
 

 

시험편은 성형 후 1일 후 탈형하여 나머지 양생기간 동안은 시

멘트의 경우 23±2 ℃의 양생수조 안에서 수중양생을 하고, 석회, 

MgO 시멘트의 경우 기중양생을 하므로 온도 20±2 ℃, 상대습도 

65±10 %의 항온항습기 안에서 양생하였다. (그림 3.3) 

 

그림 3.3 양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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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실험 방법 

 

4.1 물리적 성능 평가 
 

4.1.1 플로 실험 
 

플로 시험은 KS L 5105 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마그네시아 인

산염 시멘트의 경우 초반 급결 반응으로 인한 유동성 저하가 가장 

문제가 되므로 각각의 혼화재가 유동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실시하였다. 플로 실험은 플로 테이블 위에 물기를 없앤 후, 

반죽을 끝마친 후 1분 뒤의 모르타르를 약 25 mm 두께의 틀 안

에 다져 넣는다. 틀을 들어올린 즉시 테이블을 15초 동안 25회, 

12.7 mm의 높이로 낙하시켜 4개의 지름을 측정하여 평균 지름 값

을 플로 값으로 한다. 플로 측정하는 과정을 그림 4.1에 나타내었

다. 

 

   

(a) flow tester (b) vibrating (b) flow 측정 

그림 4.1 flow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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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압축강도 시험 
 

압축강도 시험은 축응력 중 압축응력에 저항하는 성능을 평가 

할 수 있다. 압축강도 측정은 KS L 5101(한국산업표준 : 시멘트 모

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측정법에 의거하여, 시편은 변수별

로 50×50×50mm 크기 시험체 3개씩을 각각 7, 14, 28, 56일 재령 

후 측정하였다.(그림 4.2) 시편을 Universal testing machine(UTM) 

가압판에 놓고 시편과 시험장치의 중심선이 같은 수직선 위에 있

게 하며, 시편의 윗면이 시험기의 가압 면과 완전한 평행이 되도

록 하였다. 가압 속도는 최대하중(약 1350kg)이 20초 이상 80초 

이내에 미치는 속도로 가한다. 압축강도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σc = P/A (MPa)         (4.1) 

 

σc  : 압축강도 (MPa) 

P   : 최대하중(N) 

A   : 가압면적 (mm2) 

 
(a) 시험 전 

 
(b) 시험 후 

그림 4.2 압축강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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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휨강도 시험 
 

일반적인 석재 및 콘크리트 구조물은 인장응력에 취약하다. 재

료의 휨강도보다 큰 응력이 발생 할 경우 구조체에 균열 및 탈락

이 발생할 수 있다. 석조 문화재 보수재료 또한 위치에 따라 인장

응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인장강도 측정을 실시하였다. 시편은 

KS F 4042(한국산업표준 : 콘크리트 구조물 보수용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에 따라 40×40×160mm 공시체 3개를 양생 28일에 

측정하였다. 휨강도 시험은 지간의 거리를 100mm로 하고 공시체

의 중앙을 매초 (50±10)N의 하중 속도로 재하하여 최대하중을 

구한다(그림 4.3). 휨강도는 다음 식 에 의해 산출하고 공시체 3개

의 평균값으로 하여 소수점 이하 한자리로 끝맺음한다. 

 

σc = P×0.00234 (MPa)         (4.2) 

 

σc  : 휨강도 (MPa) 

P   : 최대하중(N) 

 
(a) 시험 전 (b)시험 후 

그림 4.3 휨강도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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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내구성 실험 
 

4.2.1 용출 실험 
 

재료가 장기간 수분(H2O)에 노출되었을 때 용출되는 이온을 알

아보기 위해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S-3000/Dionex)분석(그림 4.4)

을 실시하여 양이온과 음이온을 측정하였다. 시멘트, 석회 및 마그

네시아 시멘트에서 재료의 화학적 조성성분이 무엇인지에 따라 빗

물을 받았을 때 용출되어 나오는 이온 중, 이차 오염물질을 발생

시킬 가능성이 있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번 실험에서는 동일 부피의 시료에서 용출되는 이온농도 측

정을 위해 28일 양생한 시편을 40×40×15mm로 재단하여 증류

수로 세정하고, 세정한 시편 10조각을 증류수 500ml에 각각 14, 

28, 56일 동안 침지시켰다(그림 4.5). 각 측정시간에 해당하는 시점

에서 얻어진 수용액를 스포이드로 추출하여 20ml 용기에 저온 보

관 후 IC분석기관에 의뢰하였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음이온 Cl-, NO3-, PO4-, SO4-, 양이온 Na+, K+, 

Mg+, Ca+, 등을 검출하는데 사용된다. 이온크로마토그래피는 혼합

물의 분리 및 이온교환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Column에 

양이온 또는 음이온 교환을 위한 Functional Group을 결합시켜 시

료를 주입하면 이 안의 분석이온이 Functional Group과 붙어 있다

가 Eluent의 양이온이나 음이온과 경쟁적으로 교환되면서 분리가 

일어난다. 이온 간의 분리순서는 Functional Group간의 전자친화력

에 의해 정해진다. 이온교환수지는 이온의 종류(음 또는 양)에 따

라 두 가지가 있는데, 음이온 교환체는 양전하를 띠고 양이온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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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체는 음전하를 띠고 있다. 이온 교환체의 전하는 반대전하를 가

지는 분석대상이온을 얼마나 지연시키느냐를 결정한다. 이번 시험

에 쓰인 장비의 성능은 음이온 및 양이온의 여러 이온을 ppb 및 

ppm 단위로 동시 분석이 가능하며, Peek 재질을 사용하여 화학적 

안정성과 고압(1900psi)을 유지한다.(그림 4.4) 

 

그림 4.4 ICS-3000/Dionex 

 
(a) 재단한 모르타르 시편 

 
(b) 시편 침지 후 

 
(c) 용액 추출 

그림 4.5 용출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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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동결융해실험 
 

자연 환경에서의 풍화현상의 시간 스케일은 너무 커서 연구가 

거의 불가능 하므로 인공풍화실험에 의한 풍화의 가속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번 실험은 KS F 2456 B방법(한국표준협회 : 기중 급속 

동결 후 수중 융해 시험 방법) 및 ASTM C 666에 의거하여 동결 

단계 시 공기 중, 융해 단계 시 수중에 놓이도록 배치하였다. 시험

체는 각 배합 별 5×5×5cm 로 제작하여 재령 28일에 시험을 진

행하였다.(그림 4.6) 동결융해 1사이클의 소요시간은 3시간, 시험

체의 온도는 동결 시 -18℃, 융해 시 4℃로 관리하였다. 시간 경과 

후 동탄성계수의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100cycle 마다 꺼내어 

상대 동탄성계수를 측정하였다. 최종 동결융해 300사이클에 동결

융해 시험기에서 시험체를 꺼내어 외관변화 및 중량변화, 초음파 

속도를 측정하였다.(그림 4.7) 상대 동탄성 계수의 값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2

2
0

100 (4.3)c
c

nP
n

 
  
 

 

 

Pc  : 동결융해 C사이클 후의 상대동탄성계수(%) 

 n0  : 동결융해 0사이클에서의 변형 진동의 1차 공명 진동수(Hz) 

 nc  : 동결융해 C사이클 후의 변형 진동의 1차 공명 진동수(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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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 동결융해 시험편 

 

 
(a) 급속 동결융해기(AC 220V, 60Hz, 3φ) 

 

 
(b) 탄성파 속도 측정 시험기(ERUDITE MKIV) 

 

그림 4.7 동결융해 시험기 및 탄성파 속도 측정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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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흡수율 실험 
 

흡수율은 물체의 절건 상태 중량에 대한 흡수량의 비의 백분율

이다. 흡수율 시험은 KS F 2518(한국표준협회 :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 시험 방법)에 따라 공시체를 온도 105±2℃의 건조기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30분 동안 식혀 건조상태 공시체의 질량을 

달고, 20±5℃의 증류수나 여과수 속에 48시간 침수시킨다. 이 시

간이 지난 후 공시체를 수조에서 동시에 꺼내어 표면을 젖은 헝겊

으로 닦아내고 0.1g의 정밀도로 단다(그림4.8). 양생 28일, 56일 경

과한 시편에 대하여 각각 세 개의 시편으로 시행하며, 다음 식에 

의해 흡수율을 산출하여 세 공시체의 평균값을 기록한다. 

 

100 (4.4)A B
A


흡수율(%)=  

A : 건조 공시체의 질량(g) 

B : 침수 후 공시체의 질량(g) 

 

(a) 건조 질량 측정 (b) 48시간 침수 (c) 침수 질량 측정 

그림 4.8 흡수율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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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내산성 실험 
 

최근 도시화와 산업화로 인한 강우의 산성화는 옥외 환경에 주

로 노출되어 있는 건축물에 치명적이다. 모르타르에 대한 내산성 

평가는 아직 국내에서는 규격화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ASTM C 

267(모르타르의 화학저항성 시험방법)과 기존 연구4를 참고하여 

실험하였고 재령 28일의 5×5×5cm 시편을 산성 용액 속에 침지

시켜 7일, 14일, 28일의 중량 변화 및 외관 변화를 관찰 하였다. 침

지 용액은 산성비의 84% 비율을 차지하는 분자량 98.08의 황산

(H2SO4) 수용액 을 pH1, pH3, pH5 상태로 제조하였다. pH 농도는 

( 0.1N(2.7%) 황산 수용액 = pH 1 )로 환산하여 pH 1 황산 수용액

을 증류수에 100배 희석하여 pH3, pH3을 100배 희석하여 pH 5 황

산 수용액을 제조 하였다. 산성 용액 침지 전 시멘트와 석회, 마그

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모르타르의 표면이 강한 염기성으로 덮여져 

있기 때문에 초기에 산성용액 침지 시 중성화 속도가 매우 빠르다. 

따라서 초반 2주 동안은 24시간마다 농도변화를 측정하여 산성을 

유지시켜 주었으며, 남은 기간은 3일마다 용액을 교체해 주었다. 

시편의 중량 감소율을 구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내산성 시험 과

정은 그림 4.9에 나타내었다. 

 

0 100 (4.5)n

n

W W
W


중량감소율(%)=  

 

Wn : 침지 재령에서의 공시체 중량 
W0 : 침지 전의 공시체 중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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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편 준비 

 
(b) 불순물 제거 

 
(c) 농도 측정 

 
(d) 시편 침지 

 
(e) 중량변화율 측정 

 

그림 4.9 내산성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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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미세구조 분석 
 

4.3.1 XRD 분석 
 

 

혼화재 별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수화물의 결정상을 분석

하여 구성 화학결합구조를 연구하기 위해 고분해능 X-선 회절분석

기(HR-XRD ; High Resolution X-ray Diffractomer/Bruker D8 

DISCOVER(Germany))를 사용하였다(그림 4.10). XRD는 X선 회절을 

이용해 단결정이나 단결정상에 제작된 박막의 구조 분석을 하는데 

이용되며 분석은 CuKα의 조건 하에 10°~60°의 범위로 측정하

였다. 결정형태를 띈 수화물은 높은 피크를 이루며 비정질 형태를 

띈 gel 형상의 수화물은 넓은 범위의 낮은 피크로 존재함 만을 알

아 볼 수 있다. 시편은 충분히 수화 된 후의 결과를 보기 위해 56

일 양생한 시편을 가루로 분쇄하여 200μm입도의 체에 걸러내어 

분석 원료로 사용하였다(그림 4.11). 

 

 
그림 4.10 HR-XRD 

 
그림 4.11 XRD 샘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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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SEM 분석 

 

주사형 전사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SEM)은 가느

다란 전자빔을 시료 표면에 주사시켜 2차 전자를 발생하게 하여 

입체감 있는 시료의 표면상(象)을 얻기 위한 장치이다. 이러한 표

면상을 관찰하면 시료의 구성 원소 및 조직의 치밀성 등을 평가할 

수 있다. 주사 전자 현미경실험은 결합재 및 혼화재의 최대 입경 

및 수화물을 눈으로 직접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2 SEM의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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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전자현미경은 그림 4.12에 나타난 것과 같이 시료에 직경 

10nm 이하의 전자빔을 주사하여 시료 표면상의 미소 영역으로 부

터 2차 전자를 발생케 하여 검출기에 모아 CRT에 반영시킨다.  

SEM 관찰용 시료의 크기는 관찰 표면의 치수는 15×15mm 이

하로 하고 높이는 가능한 작게 하여 전체 체적을 작게 하는 것이 

좋다. 이것은 시멘트 콘크리트 계 시료에서는 가루가 떨어지고 다

량의 pore가 존재하기 때문에 백금막 코팅 및 진공 전처리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SEM에 의한 콘크리트 시료의 관찰은 시료내부

의 입체상을 관찰하여 조직 구조와 결정의 종류를 조사하는 것이 

그 목적이므로 시료의 관찰 면은 강도실험 후 파면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번 실험에서는 28일 압축강도 시험 후 파쇄 된 면을 ×200, 

×300, ×10000, ×20000 등의 비율로 이미징화 시켰다. 사용 기

기의 성능은 그림 4.13에 나타내었고 분석과정은 그림 4.14에 나

타내었다. 

 

 

- 해상도: 1.0nm @15kV 

- 가속전압: 0.1-30 kV 

- 배율: 12-100만배  

- 모델명 : FE-SEM(AURIGA)/Carl 

Zeiss/German 

그림 4.13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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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시료 준비 

 
(B) 시료 전처리 

 
(C) Focus 조정 

 
(D) 완료 

그림 4.14 SEM 분석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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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과 및 고찰 

5.1 물리적 성능 평가 결과 
 

5.1.1 플로 실험 
 

 그림 5.1과 5.2는 대조군 시멘트, 석회의 흐름 값과 사소 MgO 

모르타르, 경소 MgO 모르타르의 흐름 값을 각각 비교한 그래프이

다. 그림 5.1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15분 동안 시멘트의 흐름 값

은 크게 감소하지 않은 것에 비해, 사소 MgO 모르타르 중 시편 

dMg-HT, dMg-WS, dMg-BFS는 15분만에 유동성을 상실했다. 마그네

시아 인산염 시멘트 중 dMg-FA 시편의 15분 뒤 흐름 값이 180 

mm에서 132mm로 약 60% 감소하여 가장 적은 저감률을 보였으

며 실리카 퓸을 첨가한 시편의 경우 가장 급격히 유동성이 상실되

는 6~9분 사이의 감소율이 dMg-SF0.1의 경우 25%, dMg-SF0.2의 

경우 19%로, 평균 감소율 46%인 dMg-HT, dMg-WS, dMg-BFS, dMg-

CH 에 비해 낮은 감소율을 보였다. 따라서 실리카퓸 또한 마그네

슘 인산염 시멘트의 초기 응결 시간을 지연시켜 주는 것으로 보인

다. 그림 5.2는 경소 마그네시아 시멘트의 플로 실험 결과이다. 경

소 마그네시아 시멘트는 5분경 서서히 응결을 시작하여 흐름 값

이 작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rMg-6 시편의 흐름 값이 

180mm에서 157 mm로 가장 많이 감소 되는 것을 보아, 경소 

MgO 혼입률이 높아 질 수록 흐름 값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경소 MgO도 단위량이 

많아질수록 수화열이 증대되어 경화 속도가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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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시멘트, 석회, 사소 MgO 모르타르의 유동성 변화 

 

 
그림 5.2 경소 MgO 모르타르의 유동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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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압축강도 
 

 

압축강도는 변수 별로 각각 7, 14, 28, 56일 재령 한 시편을 3번

씩 실험하여 평균값을 내어 평가하였다. 측정한 압축강도의 결과 

값을 표 5.1에 나타내었다.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KS F 4042 (한국

산업표준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품질기준) 압축강도 품질 기

준 20MPa를 만족하는 시편은 6가지로, 강도가 높은 순서대로 

Cement, dMg-SF0.1, dMg-CH, dMg-BFS, dMg-FA, dMg-SF0.2로 나타났

다. 전체적으로 시멘트의 강도가 가장 높았고 석회의 경우 보수재

로서의 성질을 전혀 가지지 못하였다. 특히 시멘트를 제외하고 가

장 우수한 강도를 가지는 dMg-SF0.1은 7일 강도에서 시멘트의 

82%, 14일 강도 87%, 28일에서 75%, 56일에서 100.1%에 준하는 

강도를 내었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6개의 시편 모두 28일 

강도가 KS F 4042 기준보다 낮았다. 그 중 배합비가 4:1인 rMg2 

시편이 가장 높았고, 실리카 퓸을 첨가한 시편들의 강도가 높게 

나왔다. 

 

표 5.1 재령별 압축강도 (MPa) 

  7일 14일 28일 56일 

OPC 38.56 38.77 47.22 47.50 

lime 0.58 0.66 1.267 1.35 

dMg-HT 8.77 10.70 15.62 17.83 

dMg-FA 18.05 18.57 26.13 27.93 

dMg-WS 11.69 12.90 19.06 21.16 

dMg-BFS 24.66 28.76 30.77 3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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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CH 22.81 24.13 31.21 31.65 

dMg-SF0.1 31.58 33.69 35.49 47.54 

dMg-SF0.2 20.97 22.02 21.97 27.86 

rMg-1 8.23 8.25 8.88 9.89 
rMg-2 8.90 9.10 9.85 12.16 
rMg-3 7.91 8.00 8.68 9.40 
rMg-4 8.68 8.77 9.46 11.82 
rMg-5 7.30 7.50 8.6 9.20 
rMg-6 8.55 8.62 9.23 11.54 

 

 

  



 5. 결과 및 고찰 

 

 50

5.1.3 휨강도 
 

28일 양생 후 휨강도 실험을 실시한 각 변수 별 시편 3개의 평

균값을 그림 5.3에 나타내었다. KS F 4042 (한국산업표준 :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품질기준) 휨강도 품질기준 6 MPa 이상을 만족

하는 시편은 4가지로,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시멘트에서 가장 우

수한 결과 값이 나왔고, dMg-BFS, dMg-CH, dMg-SF0.1 순으로 높은 

강도가 나왔다. 반면 경소 MgO 모르타르는 모두 품질 기준을 밑

도는 저조한 강도가 나왔다. 이는 압축강도와 마찬가지로 경소 

MgO의 높은 분말도에 의한 물-결합재비의 증가로 의한 강도 저하

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3 사소 MgO 28일 휨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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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내구성 실험 결과 
 

5.2.1 용출 실험 
 

28일 양생한 시편의 14일 침지 후 용출이온 양을 그림 5.5에, 

침지 56일 후 용출 이온농도 변화량을 표 5.2에 나타내었다. 석회 

모르타르의 경우 증류수에 넣자 부피가 팽창하여, 시편이 파괴되

었기 칼슘(Ca)성분이 지나치게 많이 용출되어 정확한 수치를 얻을 

수 없었다.  

시편 별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로, 시멘트 모르타르의 경우 K, 

Ca, Na를 제외한 이온에서 용출이온이 감소되었는데, 이는 시멘트

가 용출실험 과정에서 증류수 안에서 수화반응을 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화과정에 가장 많이 작용 하는 

Ca 이온이 4.12 pp m정도 증가하는 것은, 가용성 Ca(OH)2 염 때문

이다. Ca(OH)2는 물에 녹아 높은 pH농도를 유지시켜 시멘트의 수

화작용을 도와주는 염으로, 이 염이 시멘트 밖으로 흘러나올 경우 

백화현상을 일으킨다고 밝혀 진 바 있다.  

두 번째로, 그림 5.5에서 시멘트와 석회 모르타르에 비해 사소 

MgO 모르타르에서 칼륨(K+)이온의 농도가 30배 이상으로 나왔는

데, 이것은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 모르타르의 수화물중 K+와 

Mg2+이온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수화물 때문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크로마토그래피는 물질의 반응성에 따라 성분을 분

석하는 장치인데, 용출이온 중 K, Ca, Na, Mg 는 K(칼륨)으로 갈수

록 이온화 경향(반응성)이 크다(그림5.4). 반응성 순서에서 두 이

온 간의 거리가 멀수록 반응 상수비가 크기 때문에 반응성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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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이온화 에너지 

이온의 반응속도가 빨라지고, 반응성이 작은 이온의 용출이 작

아진다. 사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KPO4이온과 Mg이온의 결합으

로 MgKPO4·6H2O라는 수화물이 생기는데, K+이온과 PO43-이온 

간의 이온화 에너지 차가 크므로 반응성이 큰 K+이온 용출량이 

극도로 활발해 지고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작은 PO43-이온의 경우 

용출 양이 줄어든 것이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제조 단계

에서부터 마그네슘과 모래 외의 다른 성분의 첨가를 하지 않았으

므로 특별히 용출량이 증가하는 이온은 발견되지 않았다. 

칼슘이온은 가용성 이온이지만, Ca(OH)2 형태로 용출되면 공기 

중의 탄소와 만나 불용성 염인 CaCO3을 생성하여 백화현상을 유

발한다. 그러나 칼륨이 생성하는 염은 표 5.3과 같이 용해도 상수 

값이 커 물에 자연히 씻겨 내려간다. 따라서 칼륨보다는 Mg이온의 

용출이 문제인데, 표 5.3과 같이 Ca(OH)2보다 105배나 용해도가 

Mg(OH)2이 낮고 불용성 염이어서 용출될 위험이 적다. 그림 5.6은 

용출 실험 마지막 날 촬영한 사진이다, 시멘트와 석회 모르타르의 

경우 공 기중의 이산화 탄소와 만나 염이 생성되었지만, 마그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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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14일 용출이온 

 

표 5.2 용출 이온 변화량(ppm) 

 
Cl- SO4

2- NO3
- PO4

3- Na+ K+ Mg2+ Ca2+ 

OPC -2.18 0.18 -13.51 0 16 65.43 -1.22 4.12 

lime -5.56 -30.21 -5.41 0.45 -14.1 2.12 0.67 549.76 

dMg-

HT 
-3.16 -25.97 -5.62 -12.02 -13.46 -159.8 -0.02 -2.17 

dMg-

FA 
-2.45 -40.55 -4.03 -9.33 -6.76 102.71 -0.07 -1.73 

dMg-

WS 
-3.76 -21.46 -8.64 -12.32 -9.46 63.25 -0.23 -1.8 

dMg-

BFS 
-3.06 -158.1 -5.1 -31.71 4.54 746.28 1.75 1.5 

dMg-

CH 
-4.16 -21.71 -8.25 -6.07 -9.4 -87.04 -0.02 -0.58 

dMg-

SF0.1 
-2.86 -20.02 -3.16 -9.09 -9.44 -40.1 -1.01 -0.76 

dMg-

SF0.2 
-2.92 -16.38 -3.78 -3.05 -7.17 -22.59 -0.08 -1.31 

rMg -3.5 -20.38 -5.5 0 -7.23 -12.3 -1.3 -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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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인산염 시멘트의 경우는 염이 생성되지 않았다. 

세 번째로, NO. 6 고로슬래그를 첨가한 시편의 경우 다른 시편보 

다 SO42- 이온 용출량이 10배 정도 많았다. 이는 고로슬래그에 첨

가된 황 성분이 수화물을 이루지 못하고 그대로 용출되었기 때문

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SO42- 성분은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의 

마그네슘 성분과 반응하여 가용성 염(MgSO4)를 생성하여 석탑 표

면으로 배출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불용성 염(MgCO3)을 생성할 

수 있으므로, 고로슬래그는 마그네시아 시멘트 첨가물에 적절하지 

않다. 

 

표 5.3 생성 가능 염과 용해도적 

구분 염의 종류 Ksp 

Calcium 
CaCO3 3.8×10-9 

Ca(OH)2 5.5×10-6 

Magnesium 

MgCO3 3.5×10-8 

Mg(OH)2 1.8×10-11 

MgSO4 4.67 

MgKPO4·6H2O 2.4×10-11 

Potassium 

K2CO3 2130 

KOH 364 

K2SO4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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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증류수 56일 침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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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동결융해실험 
 

 

동결융해 저항성은 모르타르 내 연행 공기량 및 연행 공기의 

간격에 따라 달라 지게 되며, 측정한 상대 동탄성계수를 측정함으

로써 평가될 수 있다. 각 사이클 당 상대 동탄성 계수를 표 5.2에 

나타내었다. 다만, 석회 모르타르는 20 cycle에서, 경소 마그네시아 

모르타르는 60 cycle에서 파괴하여 상대 동탄성계수를 측정할 수 

없었다.  

100 cycle 까지는 약 12.5일로, 시멘트, dMg-FA, dMg-BFS, dMg-

SF0.1이 상대적으로 높은 동탄성계수를 가져 동해 영향에 상대적

으로 안정적이었으나,  300 cycle(약 37.5일)일 때 시멘트, dMg-BFS 

시편이 각각 61.6 %, 59.9 %로 100 cycle에 비해 급속도로 동 탄성

계수가 낮아져서, 동결융해 저항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그림 5.7) 따라서 마그네시아 인산염 시멘트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 동결융해 저항성이 증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8은 동결융해에 따른 외관변화이다. 석회 모르타르를 제

외한 모든 시편에서 300 cycle이 지나도록 균열 및 파괴가 일어나

지 않았지만, 시멘트, MB+BFS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상대 동 탄성

계수 값을 보임으로써 사이클이 계속 진행 될 시 가장 먼저 균열 

및 파괴가 일어 날 수 있다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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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4 상대 동탄성 계수 

 

  

구분 
상대동탄성계수(%) 

0 cycle 100 cycle 200 cycle 300 cycle 

No.1 Cement 100 91.7 74.5 61.6 

No.2 Lime 100 20사이클에서 파괴 

No.3 dMg-HT 100 81.1 74.4 68.0 

No.4 dMg-FA 100 93.6 80.7 72.5 

No.5 dMg-WS 100 82.9 69.3 58.7 

No.6 dMg-BFS 100 90.7 66.5 59.9 

No.7 dMg-CH 100 82.9 78.4 66.8 

No.8 dMg-SF0.1 100 92.3 78.4 71.6 

No.9 dMg-SF0.2 100 83.8 70.4 64.5 

No.10 rMg-1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1 rMg-2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2 rMg-3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3 rMg-4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4 rMg-5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No.15 rMg-6 100 60사이클에서 파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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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Cycle 별 상대 동탄성 계수 변화 

 

 

(a) OPC 

 

 

(b) Lime 

50

60

70

80

90

100

110

0 cycle 100 clcle 200 cycle 300 cycle

R
el

at
iv

e 
d
yn

am
ic

 e
la

st
ic

 m
o
d
u
lu

s(
%

)

OPC Lime

dMg-HT dMg-FA

dMg-WS dMg-BFS

dMg-CH dMg-SF0.1

dMg-SF0.2 rMg



 5. 결과 및 고찰 

 

 59

 

 

(c) dMg-HT 

 
 

(d) dMg-FA 

 

 

(e) dMg-WS 

 

 

(f) dMg-B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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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Mg-CH 

 

 

(h) dMg-SF0.1 

 

 

(i) dMg-SF0.2 

  

(j) rMg 

그림 5.8 동결 융해 전 후 외관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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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흡수율 실험 
 

 

재령 28일, 56일 양생한 시편의 흡수율 평균값을 표 5.5에 나타

내었다. 사소 MgO 모르타르 시편들은 전체적으로 흡수율이 높았

다. 사소 MgO 모르타르의 흡수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다음

과 같다. 

(1) 단기간에 고강도를 내는 초속경 재료로서 초반 급결로 인

한 공극으로 인해 내구성이 저하되었다. 

(2) 시편 dMg_HT, dMg-FA, dMg-WS는 저강도와 높은 흡수율을 

내는 것으로 보아 수화물 간의 조직이 치밀하지 못해 내구성이 떨

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그네슘 탄산염 및 흡수율 값은 Cement 모르타르가 28일, 56

일 양생한 시편 모두 제일 낮았고, lime 모르타르가 제일 높았다. 

사소 MgO 모르타르 시편 중에는 압축강도, 휨강도 결과와 같이 

dMg-SF0.1 모르타르가 제일 낮은 수치를 보여 조직이 치밀 하다

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소 MgO 모르타르는 MgO 혼입률이 많을 

수록 흡수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분말도가 높은 MgO 분말

이 모르타르의 공극을 메우어 수밀성이 증대된 것이라 판단된다. 

그림 5.9에는 재령 28일과 56일의 흡수율 변화 양상을 나타내

었다. 앞서 압축강도 시험에서 28일에서 56일 사이에 급격한 강도 

상승을 발현했던 dMg-SF0.1, SF0.2 시편의 흡수율 감소비율이 dMg-

BFS, dMg-CH, dMg-FA, dMg-WS, dMg-HT 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실리카 퓸이 초속경 성능을 가진 사소 MgO 모

르타르 모르타르의 초기 급격한 수화반응 집중을 분산시켜 줄 수 



 5. 결과 및 고찰 

 

 62

있다는 것으로 판단 된다. 

표 5.5 변수 별 28일, 56일 양생 후 흡수율 변화(%) 

구분 Cement Lime 
dMg-
HT 

dMg-
FA 

dMg-
WS 

dMg-
BFS 

dMg-
CH 

dMg-
SF0.1 

dMg-
SF0.2 

28일 7.40 20.25 15.95 13.13 16.74 11.50 12.82 11.26 13.08 

56일 5.53 17.47 13.72 11.09 15.49 9.60 10.29 8.17 9.11 

감소율 -25.24 -13.73 -13.97 -15.54 -7.46 -16.55 -19.71 -27.47 -30.36 

 

구분 rMg-1 rMg-2 rMg-3 rMg-4 rMg-5 rMg-6 

28일 12.35 11.58 10.15 9.17 9.25 8.96 

56일 11.71 10.88 9.85 7.9 8.5 8.85 

감소율 -5.18 -6.04 -2.96 -13.85 -8.11 -1.23 

 

 

 

 

 

 
그림 5.9 변수 별 28일, 56일 흡수율 

  

0 

5 

10 

15 

20 

25 

O
P

C

L
im

e

d
M

g
-

H
T

d
M

g
-

F
A

d
M

g
-

W
S

d
M

g
-

B
F

S

d
M

g
-

C
H

d
M

g
-

S
F

0
.1

d
M

g
-

S
F

0
.2

rM
g
-

1
 

rM
g
-

2
 

rM
g
-

3
 

rM
g
-

4
 

rM
g
-

5
 

rM
g
-

6
 

흡
수

율
(%

)

28일

56일



 5. 결과 및 고찰 

 

 63

5.2.4 내산성 실험 
 

표 5.6, 5.7, 5.8은 침지 전 무게와 7일 14일 28일 침지 후 pH 

농도 별 중량 감소율을 산성도 나타냈다. 석회 모르타르는 공극이 

치밀하지 못하기 때문에, 황산수용액이 모르타르 내부로 침투하면

서 시편 내부에서 불용성 염(CaSO4)를 형성하여 팽창하기 때문에, 

침지 하루 만에 균열이 가고, 파손되어 정확한 값을 얻지 못했다.  

초기 중량 감소율은 사소 MgO 모르타르가 -2.5 ~ -4%로 시멘트 

-1.02%보다 대체적으로 컸다. 이는 시멘트가 양생 시 높은 염기성 

pH12~13을 유지하기 때문에, 침지 초기에 산성용액과 만나 활발

한 중화 작용을 하는 반면, 사소 MgO 모르타르는 초기 수화물 K-

Struvite를 형성하기 위해서, 중성 영역인 pH8~10을 유지하기 때

문에, 초기에 산성용액으로부터 많은 침식을 받아 초기 중량 감소

율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비슷한 이유로 혼화재 중 

시멘트처럼 칼슘이 다량 섞인 시편 dMg-FA, dMg-WS, dMg-BFS는 

초기 중량 감소율은 dMg-CH, dMg-SF0.1 시편 보다 작은 반면 침지 

일수가 지날수록 급격히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dMg-SF0.1 시편은 높은 내구성 덕분에 황산수용액의 침투를 다

른 dMg 시편들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이유는 다른 

dMg 시편은 타설 중 초반 급결로 다수의 공극을 가지게 되는데, 

dMg-SF0.1 시편의 경우 실리카 퓸이 마그네슘과 인산칼륨의 초기 

수화반응 집중을 지연시켜 주면서 공극을 줄여주었기 때문이라 생

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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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pH 1 침지일수 별 중량감소율(%) 

 
7일 14일 28일 

Cement -1.02 -5.52 -11.06 

Lime -1.30 -3.02 -6.10 

dMg-HT -4.39 -11.27 -18.66 

dMg-FA -2.67 -6.83 -15.09 

dMg-WS -2.53 -6.99 -12.56 

dMg-BFS -2.49 -5.72 -13.77 

dMg-CH -5.88 -7.77 -12.65 

dMg-SF0.1 -4.81 -5.52 -10.28 

dMg-SF0.2 -3.15 -11.37 -16.64 

 

 

표 5.7 pH 3 침지일수 별 중량감소율(%) 

 

 

  
 

7 일 14 일 28 일 

Cement -0.99 -4.19 -6.53 

Lime -2.13 - - 

dMg-HT -2.99 -4.99 -6.94 

dMg-FA -3.75 -6.85 -10.11 

dMg-WS -1.95 -3.56 -6.33 

dMg-BFS -3.39 -5.16 -5.46 

dMg-CH -1.14 -3.39 -7.55 

dMg-SF0.1 -1.04 -4.92 -6.02 

dMg-SF0.2 -1.52 -5.70 -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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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8 pH 5 침지일수 별 중량감소율(%) 

 
7일 14일 28일 

Cement -0.58 -1.49 -2.24 

Lime - - - 

dMg-HT -2.02 -2.94 -5.16 

dMg-FA -3.97 -4.12 -5.17 

dMg-WS -3.68 -3.75 -4.31 

dMg-BFS -3.09 -4.76 -5.46 

dMg-CH -1.06 -1.17 -2.74 

dMg-SF0.1 -0.46 -1.74 -2.32 

dMg-SF0.2 -0.85 -1.51 -2.34 

 

 
(a) Cement 

 
(b) Lime 

 
(c) dMg-HT 

 
(d) dMg-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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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Mg-WS 

 
(f) dMg-BFS 

 
(g) dMg-CH 

 
(h) dMg-SF0.1 

 
(i) dMg-SF0.2 

그림 5.10 pH 별 외관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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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미세구조 분석 
 

5.3.1 XRD 분석 
 

그림 5.11는 OPC 및 혼화재를 첨가한 사소 MgO 모르타르 시편

들의 회절곡선을, 그림 5.12은 경소 MgO 모르타르의 28일, 56일 

양생 후 XRD 회절곡선을 나타내었다. MgO기반 모르타르는 혼화재

에 따라 다양한 결정체의 수화물을 생성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수

화물을 정리하여 표 5.8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모든 사소 MgO 

모르타르 회절곡선의 16°, 17°2θ, 31°, 32.5°, 33.5°, 34°2θ범

위에서 마그네슘 인산염 시멘트의 수화물로 알려진 K-

struvite(MgKPO4ㆍ6H2O)의 결정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Al 성분이 다량 포함된 혼화재, 황토, 샤모트를 첨가한 시편은  

수화물 Kaolinite(Al2Si2O5(OH)4)를 생성하였다. 회절곡선에서 

Kaolinite의 peak는 25.8°, 26.5° 2θ 에서 나타난다. Kaolinite는 

내화성이 좋지만 조직이 치밀하지 못하여 흡수율이 높고, 강도를 

저하시킨다.3 Ca 성분이 들어간 혼화재인 규회석 및 고로슬래그를 

첨가한 시편 dMg-WS, dMg-BFS는 마그네슘 수화물이 생성되기 전

에 칼슘 수화물 Calcite(CaCO3),  Hydrotalcite (Mg6Al2(CO3)(OH)16 

(H2O)14) 등이 생성되고, 이는 Mg2+이온과 화학적으로 결합되지 못

하기 때문에 내구성 및 강도발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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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 56일 양생 후 X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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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8 days 

 
(b) 56 days 

 

그림 5.12 경소 MgO 모르타르 XR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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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9 주요 수화물 

 
주성분 주요 수화물 탄산염 

수화물의 

dehydration 

OPC CaO, SiO2 
Ca(OH)2 

C-S-H gel 
CaCO3 Ca2․SiO3 

Lime CaO, Ca(OH)2 CaCO3 
 

dMg-HW 

MgO, Al2O3 

SiO2, K2O 

P2O5 

Kaolinite 

K-struvite   

dMg-FA 

MgO, Al2O3 

SiO2, K2O 

P2O5 

Kaolinite 

K-struvite   

dMg-WS 

MgO, CaO 

SiO2, K2O 

P2O5 

Hydrotalcite 

K-struvite 

Portlandite 

CaCO3  

dMg-BFS 

MgO, CaO 

Al2O3, SiO2 

K2O, P2O5 

K-struvite 

Hydrotalcite 

Portlandite 
  

dMg-CH 

MgO, Al2O3 

SiO2, K2O 

P2O5 

Kaolinite 

K-struvite 

Mg(OH)2 
  

dMg-SF0.1 
MgO, SiO2 

K2O, P2O5 

K-struvite 

Mg(OH)2 
MgCO3․3H2O MgCO3 

dMg-SF0.2 
MgO, SiO2 

K2O, P2O5 

K-struvite 

Mg(OH)2   

rMg MgO, SiO2 Mg(OH)2 MgCO3․3H2O MgCO3 

 

MgO의 수화물인 브루사이트(Mg(OH)2)의 peak는 사소와 경소 

MgO 모르타르 모두에서 발견된다. Mg(OH)2는 경소 마그네시아의 

주요 수화물로 XRD 회절상에서는 18.59°, 50.85°, 58.9°2θ 의 

범위에서 peak가 관찰된다. 마그네슘 수화물 Mg(OH)2는 용해도 

상수가 1.8×10-11로 낮아 이온화가 느리기 때문에 초기 7일부터 

형성되었다가 28일 정도부터 이온화되기 시작한다. 탄산 마그네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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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마그네슘 수화물의 중간단계인 Nesquehonite(MgCO3·3H2O)는 

반응이 느린 마그네슘 수화물 중 유일하게 상온에서 탄산화되는 

탄산염으로, 경소 마그네시아를 연구하는 학계에서는 MgCO3․3H2O

가 강도 발현에 핵심적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탄산화 촉진제인 hydromagnesite를 첨가했음에도 불구, 

56일 경에서야 MgCO3․3H2O peak가 발견 됐으므로, 탄산화를 촉진

시키기 위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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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SEM 분석 
 

양생 28일 후 압축강도를 시험한 시편의 파면을 0.5cm 정도 조

각 내어 300배율로 SEM 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림 5.13는 파

면을 300배율, 그림 5.14는 OPC, Lime, dMg 시편은 20000배율, 입

자가 작아 20000 배율로는 결정상을 확인하기 어려운 rMg 시편은 

50000배율로 확대한 SEM 현미경 사진이다.  

그림 5.13 (a)에서 OPC 시편은 수화반응이 상당히 진행되어 기

공이 촘촘히 채워져 있는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4 (a)

에서 비정질인 C-S-H gel 및 phase A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수산

화칼륨의 결정을 확인 할 수 있다.  

 dMg-HT의 300배율 사진에서는 입자들이 서로 결합되지 못하

여 많은 기공을 가지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다.  

그림 5.14의 (c)는 그림 5.13 (c)의 Phase B를 확대한 형상이며, 

황토 모르타르에서 나타나는 알루미노규산염(aluminasilicate gel)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비정질 gel 상의 Si-O나 Al-O의 공유

결합은 과량의 OH-이온에 의해 용탈되며, 용탈된 이온들은 N, K, 

Ca 등과 축중합에 의해서 지오폴리머 matrix를 형성하게 된다. 

dMg-FA의 사진에서 구형 입자는 플라이 애시의 전형적인 입상

이고 50～100μｍ사이의 침상결정은 마그네슘과 인산의 반응 수

화물인 K-struvite이다. 그림 5.14 (d)는 dMg-FA시편의 기공을 채우

고 있는 알루미노규산염을 확대한 형상이다. dMg-WS는 혼화재인 

규회석 자체가 침상이기 때문에 마그네슘 수화물과 구별하기 힘들

다. 그림 5.14 (e)를 보면 규회석의 침상 물질과 비정질 마그네슘 

수화물이 결합되지 못하고 따로 뭉쳐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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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g-BFS의 고배율 사진 그림 5.14 (f)를 보면 OPC와 비슷한 C-S-H 

gel을 가지며, 다른 시편들과는 달리 마그네슘 수화물보다는 칼슘 

수화물이 주로 생성됨을 추정 할 수 있다. dMg-CH의 저배율사진 

그림 5.13 (g) 의 Phase C 에서는 모르타르 표면에 흡착이 잘 되어

있는 마그네슘 수화물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침상-판형의 결정체

들이 기공을 메워 치밀한 조직을 형성함을 관찰 할 수 있다. dMg-

SF0.1의 수화물 역시 침상-판형의 마그네슘 수화물이 표면에 잘 

흡착 되어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으며, 고배율의 그림 5.14 (h)는 

침상 결정 사이사이를 충진해 주고있는 실리카 겔을 확대하여 찍

은 사진이다. dMg-SF0.2의 고배율 사진 그림 5.14 (i)에서는 M-S-H 

gel로 추정되는 비정질 물체를 관찰 할 수 있는데, M-S-H gel은 

Mg(OH)2를 이온화 하여 저장 할 뿐 C-S-H gel과 같은 결합력을 가

지진 않는다. 17 그림 5.13 (j)의 rMg 모르타르에서 보듯이 석회나 

dMg-HT에 비해 공극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14 (j)의 50000

배율 한 경소 MgO 모르타르 사진에서는 장미꽃 형태의 Mg(OH)2 

결정상과 직경 2마이크로 미터 크기의 평판 형상의 Hydro-

magnesite를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는 계획했던 바와 달리 Hydro-

magnesite가 경소 MgO 모르타르의 탄산화를 촉진 시키지 못하였

다는 것을 뜻하며, 경소 MgO의 탄산화를 위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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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C 

 

 
(b) Lime 

 

 
(c) dMg-HT 

 

 
(d) dMg-FA 

 

 
(e) dMg-WS 

 

 

 

 

 

 

 

 

 

 
(f) dMg-BF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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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dMg-CH 

 

 
(h) dMg-SF0.1 

 

 
(i) dMg-SF0.2 

 

 
(j) rMg 

 

그림 5.13 수화물의 SEM image(×300) 

 
(a) OPC 

 

 
(b) Lime 

 

 
(c) dMg-HT 

 
(d) dMg-F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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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dMg-WS 

 

 
(f) dMg-BFS 

 

 
(g) dMg-CH 

 

 
(h) dMg-SF0.1 

 

 
(i) dMg-SF0.2 

 

 
(j) rMg 

 

그림 5.14 수화물의 SEM image(×20000, ×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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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재료 적정성 평가 
 

 

실험 결과 값을 토대로 석조 문화재 보존 처리용 모르타르에 

적합한 순서를 도출하기 위해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를 적용하

여 평가하였다. 총 13개의 변수를 토대로 가장 우수한 성질을 가

진 재료는 13점, 열등한 성질을 가진 재료는 1점으로 평가하여 

AHP 중요도 검사에서 구한 가중치를 곱하였다. 그 결과는 표 5.11

에 나타내었다. 

 

표 5.10 실험 중요도 별 가중치 

플로 압축강도 휨강도 백화 동결융해 흡수율 내산성 

1.146 1.146 0.573 1.915 2.699 1.380 0.973 

 

표 5.11 재료 적정성 평가 

 
플로 

압축 

강도 
휨강도 백화 

동결 

융해 
흠수율 내산성 합계 

dMg-HT 3.44 8.02 4.01 3.83 29.68 2.76 6.81 58.56 

dMg-FA 8.02 11.46 5.16 1.91 35.08 4.14 8.76 74.54 

dMg-WS 1.15 9.17 5.73 19.15 18.89 1.38 11.68 67.14 

dMg-BFS 2.29 12.61 7.45 17.23 21.59 9.66 9.73 80.57 

dMg-CH 5.73 13.75 6.88 22.98 26.99 6.90 10.71 93.93 

dMg-SF0.1 4.58 14.90 6.30 24.89 32.38 11.04 12.65 106.76 

dMg-SF0.2 6.88 10.32 4.58 21.06 24.29 5.52 7.79 80.43 

rMg1 13.75 3.44 1.15 15.32 16.19 8.28 4.87 63.00 

rMg2 14.90 6.88 3.44 15.32 16.19 12.42 4.87 74.01 

rMg3 11.46 2.29 2.29 15.32 16.19 13.80 4.87 66.23 

rMg4 12.61 5.73 2.87 15.32 16.19 16.56 4.87 74.14 

rMg5 10.32 1.15 0.57 15.32 16.19 15.18 4.87 63.59 

rMg6 9.17 4.58 1.72 15.32 16.19 17.94 4.87 6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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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지금까지, 시멘트 모르타르 대체제로서 사소 마그네슘과 경소 

마그네슘을 기반으로 한 모르타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사

소 MgO 모르타르에 산업 부산물을 첨가하여 마그네슘에 적합한 

혼화재를 도출 하고, 추가적으로 경소 마그네시아에 대한 실험적 

연구를 수행하여 최적의 배합비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플로 실험 결과 dMg-HT, dMg-WS, dMg-BFS는 15분만에 유동

성을 100 %에 가깝게 상실했다. 반면 경소 MgO 모르타르의 경우 

가장 많이 유동성을 상실한 시편 rMg-6 의 저감율이 13 %로, 사소 

마그네시아에 비해 유동성을 확보할 수 있다. 

 

2. 강도 실험결과 28일 강도를 기준으로 사소 MgO 모르타르 

중 고로슬래그, 샤모트, 실리카퓸을 첨가한 시편은 압축강도, 휨강

도 모두 KS 기준을 만족하는 반면, 경소 MgO 모르타르는 모두 품

질 기준을 밑도는 저조한 강도가 나왔다. 이는 경소 MgO의 높은 

분말도에 의한 물-결합재비의 증가로 의한 강도 저하가 원인이 된 

것으로 사료된다. 

 

3. 용출실험 결과 마그네슘 기반 모르타르는 칼슘 및 마그네슘 

등 백화현상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이온이 무시 할 수 있을 정

도로 적게 용출되었다. 고로슬래그 첨가제의 경우 가용성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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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SO4를 생성하여 외부환경에 노출될 경우 백화현상을 유발할 가

능성이 높다. 

 

4. 동결 융해 실험 결과 300 cycle일 때 시멘트, dMg-BFS 시편이 

각각 61.6 %, 59.9 %로 100 cycle에 비해 급속도로 동 탄성계수가 

낮아져서, 동결융해 저항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5. 흡수율 실험 결과 석회 모르타르 > 사소 MgO 모르타르> 경

소 MgO 모르타르 > 시멘트 순으로 흡수율이 높았다. 사소 MgO 

의 초기 급결 반응이 내부 공극을 많이 생성해 흡수율이 높게 나

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경소 MgO 모르타르는 MgO 혼입률이 많을 

수록 흡수율이 줄어드는 양상을 보였다. 내산성 실험결과 초기 중

량 감소율은 사소 MgO 모르타르가 -2.5 ~ -4 %로 시멘트 -1.02 %

보다 대체적으로 컸다. dMg-SF0.1 시편은 높은 내구성 덕분에 황산

수용액의 침투를 다른 dMg 시편들보다 적게 받는 것으로 나타났

다.  

 

6. 미세구조 분석결과 사소 MgO 모르타르의 주요 수화물은 K-

Struvite(MgKPO4ㆍ6H2O)로 마그네슘 계 수화물이 그렇듯, 칼슘 

수화물과 화학적 결합을 이루지 못해 칼슘 계 충전재인 고로슬래

그, 규회석 등은 충전 재로 적합하지 않아 보인다. 경소 MgO 모르

타르의 28일 양생 후 수화물은 Mg(OH)2, 56일 후 수화물은 MgCO3

·3H2O로 관찰되었다. 경소 MgO 모르타르의 강도 증진을 위해서는 

탄산 가속화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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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HP 기법을 통한 가중치를 응용한 재료 적정성 평가 결과 

dMg-SF0.1 시편이 106.76점으로 가장 높았고 dMg-HT 시편이 

58.56점으로 가장 낮았다. 경소 MgO 모르타르 중에서는 MgO : 모

래 비율이 1:3이고 실리카 퓸을 첨가한 rMg-4 시편이 76.06점으로 

높았다. 

 

 

종합적으로 사소 MgO 시멘트에 실리카 퓸을 넣은 모르타르가 

문화재 보존처리용 재료로 알맞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온실가

스에 대한 규제에 대한 국제적인 흐름에 따라, 보다 친환경적인 

경소 MgO 시멘트에 대한 성능 개선 연구 또한 이루어 져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마그네슘의 성능 개선을 위해서는 일단 탄산가속화 

연구가 이루어 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C. Unluer 외 1인9 은 경

소 MgO 시멘트를 7일 탄산 가속화 장치(Carbon incubator)에 넣어 

온도 20℃, 상대습도 70-90 %, CO2 range 20% 의 조건에서 양생 한 

결과 7일 압축강도 22MPa, 휨강도에 도달하는 결과 값을 얻었다. 

마그네슘의 탄산 가속화 연구는 광물학계에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지질학적 모델링에서는 중-탄산이온(Bicarbonate ion, 

HCO3-)이 Mg(OH)2의 탄산화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으므로 

이를 응용하여 탄산화에 관한 추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을 제안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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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ervation 

 

 

Kim, Doyoung 

Department of Architectur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re are many grades of Magnesia according to calcined 

temperature. 

Light-burned magnesia has been calcined at the low temperature, 

typically 700℃~1000℃, and Dead-burned magnesia has been calcined 

at the high temperature, 1200℃~1400℃.  

Dead burned magnesia consists of the magnesia phosphate cement  

which is thought to be formed by an acid-base reaction between dead 

burned magnesia and di-hydrogen potassium phosphate.  

Magnesia phosphate cement has rapid-setting time, so dead bur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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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O is most suitable for Magnesia phosphate cements because these 

properties reduce the rate of dissolution of the MgO particles in acid 

solution thus producing a manageable rate of reaction. 

Light burned magnesia consists of the reactive magnesia cements 

because of its reactivity. Reactive magnesia cements have emerged as a 

potentially more sustainable and technically superior alternative to 

Portland cement due to their lower production temperature and ability 

to sequester significant quantities of CO2. There are many related 

studies on abroad (i.e. Novacem company in London-Carbon negative 

cement), but there are no studies in local country.  

First, In order to find the appropriate additives for magnesia 

cements, six different industrial by-products are added to the mortar 

based on dead burned MgO. A compressive strength, flexural strength 

test and flow test is performed to check the physical characteristic and 

SEM, XRD analysis is used to observe the microstructure. Second, 

Perform the fundamental experiment about reactive magnesia cement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 of dead burned magnesia cement.  

As the result, dead burned magnesia cement added 10 % silica fume 

reached the 100.1% of compressive strength of cement in 56 days.  

The strength of reactive magnesia cement was lower than that of 

dead burned magnesia cement. But the loss of fluidity and Increase of 

absorption rate was lower than the dead burned magnesia cement. 

The main hydrate of dead burned MgO cement was needle-like K-

Struvite(MgKPO4ㆍ6H2O), and it carbonated to plate type hydrates as 

time goes by. And the main hydrate of reactive magnesia cement was 

brucite(Mg(OH)2) in 28 days, and carbonated to Nesquehonite which 

was known to perform the strength of the reactive magnesia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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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CO3·3H2O) in 56 days. So, the method of accelerating carbonation of 

reactive magnesia should be studi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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