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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ctivity and stability test of low-temperature(850∼1,000 ℃) firing MgO which is 

expected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the crack resistance were conducted and The degree 

of hydration for the 10% MgO-mixed cement paste  was analyzed after 1day, 3days, 7days, 

28days, 56days, 90days, and 180days using SEM, XRD, DSC. 

요  약

  매스 콘크리트의 균열 항성능의 개선효과를 기 할 수 있는 850∼1,000 ℃의 온도로 온 소

성한 MgO의 반응성 확인을 하여 활성지표 실험과 안정성 실험을 실시하 으며, 이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수화생성물을 재령에 따라 고찰하기 하여 10%의 MgO를 혼합한 시멘트 페이스트

를 상으로 재령 1일, 3일, 7일, 28일, 56일, 90일, 180일에 SEM을 사용하여 3000배와 10000배

로 확 하 을 때의 수화생성물을 촬 하 으며, XRD를 사용하여 MgO의 변화량을 정성 으로 

측정하 고, DSC를 사용하여 Ca(OH)2와 Mg(OH)2 의 열분석 곡선을 구하여 재령에 따라 수화

생성물의 증감을 확인하 다.

 

1. 서   론

  체에 사용하는 매스콘크리트의 경우 기 , 기 지반  기존구조물 등으로 방출되는 열량에 

비해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따른 발열량이 더 크기 때문에, 콘크리트의 내부온도가 상당히 높아지게 

되며 균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게 된다. 이때 온 소성된 산화마그네슘(MgO) 분말을 시멘트 

체재로 사용한 수축보상 콘크리트는 수축균열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850∼1,000 ℃의 온도로 온 소성한 MgO 자체의 조성성분을 분석하고 활성도 

 안정도 실험을 실시한 후 각 재령에 따른 수화생성물의 미세구조 촬 , XRD, DSC 분석을 통한 

수화도에 따른 조성성분 분석을 통하여 기 물성을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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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온 소성 MgO는 국 동에서 이미 건설된 에서 사용한 재료로써 료녕

해성에서 수공 용으로 약간 가소하여 생산한 질량이 비교  안정 인 재료를 사용하 으며, 시멘

트는 KS L 5201을 만족하는 국산 S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다. 

2.2 실험 방법

  활성지표 시험은 온소성 MgO의 반응성을 단하는데 유용한 시험으로 200ml 의 pH 7인 증류

수에 MgO 1.7g 과 구연산 2.6g 을 넣어 페놀 탈 인 용액에 한 반응시간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확인한다. 측정결과는 210 , 243 , 252 , 265 , 248 로 모두 활성지표 품질기 을 만족했다. 안

정성 시험은 국내의 KS L 5170에 하여 실시하 으며, 0.8%를 과하지 않으면 안정하다고 단

할 수 있다. 수화 생성물 분석은 SEM, XRD, DSC를 통해 각 재령별 분석을 실시하 으며, 이를 

해 MgO를 10% 혼합한 W/C 50%인 시멘트 페이스트와 혼합하지 않은 시멘트 페이스트를 만들어 

40℃로 양생을 실시하여 재령 1일, 3일, 7일, 28일, 56일, 91일, 180일에서 측정하 다.

3. 결과  고찰

  

3.1 SEM 분석

  MgO 10% 혼입한 경우에 체 으로 수화가 느려지면서 공극이 많이 보 으며, EDS로 성분을 

분석한 결과 Mg(OH)2의 발 을 발견하 다. 

3.2 XRD 분석

  재령이 지날수록 MgO는 소모되어 양이 작아지고, 수화 생성물인 Mg(OH)2를 나타내는 Brucite는 

그 양이  증가하고 있었다.

3.3 DSC 분석

  재령에 따라 Mg(OH)2의 생성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Ca(OH)2의 생성량은 기에는 MgO 혼합 

페이스트가 OPC 페이스트보다 게 발생하나 28일 이후에는 많아지고 있었다.

4. 결 론

온 소성 MgO 분말은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을 정도의 안정성과 활성지표를 가지고 있었으며, 

SEM, XRD, DSC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재령이 지남에 따라 MgO 혼합 페이스트에서 Mg(OH)2가  더 많이 생성된다.

 2) 재령 91일까지 MgO가 수화반응을 일으키며 반응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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