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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utogenous expansion of concrete containing MgO was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at of concrete with no MgO. It is found from the test results that the amount of MgO and 

curing temperature strongly influence the autogenous expansion of dam concrete with compressive 

strength of 12 MPa.

요  약
  본 연구에서는 MgO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자기팽창량을 측정하 으며 MgO를 혼입하지 않은 콘

크리트와 비교하 다. 실험결과 MgO 치환량과 양생온도가 압축강도가 12 MPa인  콘크리트의 자

기팽창에 큰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1. 서   론

  850∼1,000 ℃의 온도로 온소성한 MgO는 7일 이후에서 수화반응을 일으켜 장기 인 팽창성을 
가진다. 이러한 MgO의 팽창성은 매스 콘크리트의 온도가 떨어질 때의 수축을 거의 상쇄할 수 있
으며,  건설에서 기 온도수축으로 생길 수 있는 균열을 최소화하고 온도 제어를 단순화시키는 
효과를 기 할 수 있다.1) 본 연구에서는 매스콘크리트의 표 인  콘크리트에 시멘트 량비 3, 
5% 수 으로 MgO를 혼입하여 자기수축에 한 MgO의 자기팽창효과를 실험을 통해 조사하 다.

2. 사용재료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결합재는 국내 S사의 보통 포틀랜트 시멘트(이하 OPC)와 국의 료녕해성에서 
수공 용으로 생산한 MgO를 사용하 으며, 이들의 화학조성  물리  성질은 표 1과 같다. 골재
의 경우는 최 치수가 25mm인 쇄석을 사용하 으며, 화학혼화제는 국내 H사의 폴리카르본산계 고
성능감수제와 공기연행제를 사용하 다.

SiO2
(%)

Al2O3
(%)

MgO
(%)

CaO
(%)

SO3
(%)

Fe2O3
(%)

Insol.
(%)

비
(g/cm3)

분말도
(cm3/g)

Cement 21.6 6.0 3.4 61.4 2.5 3.1 0.21 3.15 3,539

MgO 2.11 0.36 95.3 0.88 0.02 0.59 2.52 3.56

표 1. OPC와 MgO의 화학조성  물리  성질

  100×100×400 mm의 빔 몰드 앙에 매입게이지를 치시키고, 몰드에 테 론 시트를 깔아 시편
이 몰드에 구속되지 않도록 하 다. 한 수분증발을 막기 해 젖은 수건과 비닐로 표면을 덮고, 
20, 30, 40℃(상 습도 60%)의 항온항습기에서 양생한 후 24시간 내에 탈형, 알루미늄테이 로 



하여 외부로의 수분의 이동을 방지하 다. 그리고 시편을 동일한 환경조건의 항온항습기에서 양생
하면서 길이변화량을 측정하 다. 표 2는 본 연구에 사용된 콘크리트 배합비를 나타낸다.

구분 W/B
(%)

S/a
(%)

Gmax
(mm)

단 량 (kg/m3)

W C MgO S G SP(%)

12-0

70 34.0 25

125.0 178.6 0.0 688.7 1409.6 0

12-3 125.0 173.2 5.36 688.7 1409.7 0

12-5 125.0 169.6 8.93 688.7 1409.8 0

24-0

50 45.0 25

172.0 344.0 0.0 773.1 981.6 0.5

24-3 172.0 333.7 10.3 773.1 981.7 0.45

24-5 172.0 326.8 17.2 773.2 981.8 0.4

표 2. 콘크리트 배합비

3. 실험 결과
  타설 후 24시간 이후의 변형률을 기 으로, 양생온도와 MgO 치환율에 따른 자기팽창량을 그림 1
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 양생온도가 높을수록 혹은 MgO의 치환율이 클수록 팽창량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 다.2)

(a) 12MPa 양생온도 20℃ (b) 12MPa 양생온도 30℃ (c) 12MPa 양생온도 40℃

 

(d) 24MPa 양생온도 20℃ (e) 24MPa 양생온도 30℃ (f) 24MPa 양생온도 40℃
그림 1. 양생온도별 MgO 치환율에 따른 자기팽창량

4. 결 론
  강도가 낮은  콘크리트에서는 자기수축을 찰할 수 없었으나, MgO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경우 
OPC에 하여 상 으로 자기팽창이 발생함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MgO의 자기팽창은 7일 이후
에서 뚜렷하며 장기 재령에서 수렴하는 형태를 나타내기 때문에, 과 같은 형구조물에서 수축에 
한 보상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단된다. 한 양생온도나 MgO의 치환율에 따라 그 팽창량을 조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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