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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experimental findings on the resistance to magnesium sulfate attack of portland cement mortar

and paste specimens incorporating metakaolin (MK) are presented. Specimens with four replacement levels of metakaolin (0,

5, 10 and 15% of cement by mass) were exposed to solutions with concentrations of 0.424% and 4.24% as MgSO4 at

ambient temperature. The resistance of mortar specimens was evaluated through visual examination and linear expansion

measurements. Additionally, in order to identify the products formed by magnesium sulfate attack, microstructural analyses

such as XRD, DSC and SEM/EDS were also performed on the paste samples incorporating metakaolin. Results confirmed

that mortar specimens with a high replacement level of metakaolin exhibited lower resistance to a higher concentration of

magnesium sulfate solution. It was found that the negative effect of metakaolin on the magnesium sulfate attack is partially

attributed to the formation of gypsum and thaumasite. Conclusively, it is necessary to pay a special attention when using

metakaolin in concrete structures, particularly under highly concentrated magnesium sulfat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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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근래에 들어, 콘크리트구조물의 고기능성을 요구하는

사회적 추세로 인하여 콘크리트의 고성능은 필수불가결

의 요소로 인식되어지고 있다. 초고층 건축물, 장지간 교

량 등과 같이 고내구성 및 고강도를 필요로 하는 콘크

리트구조물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콘크리트 배

합뿐 만 아니라 사용되는 건설재료의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로 인하여 오래 전부터 실

리카퓸 (silica fume)이 고성능 콘크리트의 제조를 위하

여 널리 사용되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 사용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리카퓸은

다른 혼화재료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고가의 재료로써 건

설비용이 상승하기 때문에 실리카퓸과 유사한 효과를 내

포하면서 비교적 경제적인 혼화재료로써 메타카올린

(metakaolin)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1-4)

메타카올린은 약 700~800
o
C의 온도에서 점토질 카올

린을 소성하여 제조한 활성 알루미노실리케이트 (alumino-

silicate)질 물질이며, 약 50~55%의 SiO2 및 약 40~45%

의 Al2O3로 이루어져 있다 (Fig. 1). 메타카올린을 사용

한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발현 뿐 만아니라 염해 및 알

칼리-실리카 반응 등에 대한 저항성이 매우 뛰어난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 북미, 유럽 등 전 세계적으로 고성

능 및 고강도를 요구하는 콘크리트구조물의 혼화재료로

써 널리 사용되고 있다.
5,6)

 그러나, 이와 같이 메타카올린

의 내구성에 대한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황산염침식,

특히 황산마그네슘 침식 저항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그

다지 많지 않은 실정이다. 

본 연구는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시멘트 경화체의 내구성

능 평가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메타카올린 사용 모르타

르 및 페이스트의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대한 저항성을 평

가하였으며, 관련 성능저하 모드를 XRD (x-ray diffraction),

DSC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및 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meter)와 같은

기기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는 향 후

유해환경, 특히 황산마그네슘 환경에 노출된 메타카올린

을 사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의 내구성 평가를 위한 기초자

료로써 활용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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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실험 개요
 

2.1 사용 재료

2.1.1 시멘트 및 메타카올린

사용된 시멘트는 KS L 5201에 준하는 S사의 보통포

틀랜드시멘트 (OPC)를 사용하였으며, 시멘트의 화학성분,

클링커 조성광물 및 물리적 성질은 각각 Table 1에 나타

내었다. 또, 본 실험에 사용된 메타카올린 (MK)의 화학

성분 및 물리적 성질은 Table 1에 나타난 것과 같다.

2.1.2 잔골재

잔골재는 경기도 포천에서 채취한 강모래를 사용하였

으며, 잔골재의 물리적 성질은 Table 2와 같다.

2.1.3 화학혼화제

소요의 작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성분이 폴리카르

본산계인 Malialim A-20 고성능감수제를 결합재 중량에

대하여 약 1.8% 사용하였다.

2.2 배합

본 실험에서는 MK 대체율을 0, 5, 10 및 15%의 4단계

로 선정하였으며, OPC, MK-5, MK-10 및 MK-15로 각

각 명명하였다. 각 배합은 결합재 (OPC+MK)와 강모래

의 중량비를 1 : 2, 물-결합재비 (w/cm)가 0.45인 모르타

르를 제조하여 담수에서 1주일동안 표준양생을 실시한

후, 시험용액에 약 360일 동안 침지하였다. 한편 미세구

조분석용 페이스트 시편도 w/cm가 0.45가 되도록 제조

하였다.

2.3 시험용액

시험용액은 Regent급 MgSO4 시약을 담수에 용해시켜

저농도 (0.424% MgSO4, 3,380 ppm of SO4

2-
) 및 고농도

(4.24% MgSO4, 33,800 ppm of SO4

2-
)의 황산마그네슘

시험용액을 제조하였다. 또한, 재령이 증가함에 따라 농

도가 묽어지는 점을 고려하여 4주마다 새로운 용액으로

교체하여 사용하였다. 

2.4 실험 방법

2.4.1 외관조사

황산마그네슘 침식을 받은 모르타르의 균열, 박리 및

연화 등 성능저하 현상을 육안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재

령별 외관조사를 실시하였으며, Tsivilis 등
7)
이 제안한 외

관등급 평가법에 준하여 모르타르의 황산마그네슘 침식

정도를 평가하였다.

2.4.2 선형팽창

25 × 25 × 285 mm의 모르타르 공시체를 제조하여 1주

일 동안 표준양생한 후, 시험용액에 침지시킨 모르타르

의 재령별 팽창량을 ASTM C1012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2.4.3 X선 회절 (XRD) 분석

시험용액에 침지한 시멘트페이스트 중에 생성된 반응

생성물을 판정하기 위하여 XRD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때 측정조건은 CuKa (Ni filter) : 30 kV, 20 mA, scanning

speed : 2
o
/min, 2θ: 5~40

o
로 정하였다.

Fig. 1 Chemical composition of various supplementary cemen-

titious materials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mineralogical compound and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and MK

 Chemical composition OPC MK

 SiO2 (%) 20.2 56.0

 Al2O3 (%) 5.8 37.0

 Fe2O3 (%) 3.0 2.4

 CaO (%) 63.3 2.4

 MgO (%) 3.4 0.3

 SO3 (%) 2.1 -

 LOI (%) 1.2 0.6

 Mineralogical compound

 C3S (%) 54.9 -

 C2S (%) 16.6 -

 C3A (%) 10.3 -

 C4AF (%) 9.1 -

 Physical properties

 Specific gravity 3.13 2.63

 Fineness (m
2
/kg) 312 12,000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

Specific gravity Absorption (%) FM

2.60 0.8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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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4 시차주사열량 (DSC) 분석

DSC 2010 TA International을 이용하여 시멘트페이스

트 분말에 대하여 시차주사열량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측

정온도는 상온 −800
o
C로 하였으며, 온도상승속도는 10

o
C/

min.으로 하였다. 

2.4.5 주사형전자현미경 (SEM) 분석

황산마그네슘 침식을 받은 시멘트페이스트의 조직구조

및 반응생성물을 관찰하기 위하여 XL30ESEM (Philips)

을 이용하여 시편의 표면부분에 대한 확대촬영을 실시하

였으며, 분산형 분광기를 설치하여 관찰하고자 하는 상

(phase)이 어떤 원소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하

여 EDAX falcon energy system 60SEM을 이용하여 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3.1 외관 조사

Tsivilis 등
7)
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시멘트 경화체가 황

산염침식을 받을 경우, 끝단 (corner), 모서리 (edge) 및

면 (face)의 순서로 성능저하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Fig.

2는 두 종류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360일 동안 침지한 모

르타르 공시체의 외관을 나타낸 것이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저농도 (0.424% MgSO4) 용액에 침지한 모르

타르는 외형상 그다지 큰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나지 않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농도 (4.24% MgSO4) 용액에

노출된 모르타르는 MK 대체율에 따른 성능저하 정도가

뚜렷이 구별되었으며, MK의 대체율이 증가함에 따라 모

르타르의 표면부터 연화 (softening)되어 점차적으로 단

면이 감소되는 성능저하 현상이 나타났다. 특히, MK-15

모르타르는 황산마그네슘 침식을 심하게 받아 모르타르

의 굽힘 (bending)현상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다. 

4.24%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의 재령

별 외관등급 조사 결과를 Table 3과 같이 정리하여 나타

내었다. 

3.2 선형팽창

황산마그네슘 침식을 받은 모르타르의 팽창 특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360일 동안의 침지재령별 팽창량을 측정

하였다. 

Fig. 3은 두 종류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

르의 초기재령 팽창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MK의 대체

율 및 시험용액의 농도에 관계없이 침지재령 180일까지

모르타르의 팽창은 0.1% 이하의 적은 팽창값을 보였다.

그러나, Fig. 6에도 나타나듯이 180일 이후의 침지재령에

서는 고농도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는

Fig. 2 Deterioration of mortar specimens exposed to magnesium

sulfate solutions for 360 days

Table 3 Visual rating* of mortar specimens exposed to 4.24%

MgSO4 solution 

Duration OPC MK-5 MK-10 MK-15

180 d. 1 2 2 2

270 d. 2 2 4 5

360 d. 3 4 5 6

* Visual rating

0: No visual deterioration

1: Some deterioration at corners

2: Deterioration at corners

3: Deterioration at corners and some cracking along the edges

4: Deterioration at corners and cracking along the edges

5: Cracking and expansion

6: Extensive cracking and expansion

7: Expansion and spalling

Fig. 3 Early-age expansion of mortar specimens exposed to

magnesium sulf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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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4

2−
 및 Mg

2+ 
이온의 침투 및 시멘트 수화물과의 반응

으로 인하여 생성된 반응생성물 (sulfate-bearing reactants)

의 영향으로 급격하게 팽창하기 시작하였다. 다시 말해

서, 저농도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의 팽

창량은 침지재령 360일 후에도 0.2%를 초과하지 않았으

나, 고농도 황산마그네슘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는 모르

타르 조직이 팽창성 반응생성물의 수용한계를 초과하여

침지재령 360일에서 매우 큰 팽창값을 나타내었다. 

또, Fig. 4에서 알 수 있듯이 침지재령 360일에서 OPC,

MK-5, MK-10 및 MK-15 모르타르의 팽창값은 각각

0.244%, 0.360%, 0.410 및 0.556%로 나타남으로써, 고농

도 환경에서 MK의 대체율이 증가할수록 모르타르의 황

산마그네슘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외관조사 및 선형팽창의 실험 결과를 종

합해 볼 때, 모르타르의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대한 저항

성은 MK의 대체율과는 대체적으로 반비례 관계가 성립

함을 알 수 있다. 

 

3.3 XRD

Figs. 5~8은 360일 동안 0.424% 및 4.24% 황산마그네

슘 용액에 침지한 시멘트페이스트의 X선 회절분석 결과

를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페이스트의 종류 및 시험용액

농도에 관계없이 portlandite (P), calcite (C), ettringite (E),

gypsum (G), thaumasite (T) 및 brucite (B) 등의 수화생

성물 및 반응생성물이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thaumasite (CaSiO3CaSO4CaCO315H2O)는 저

온환경에서 생성되는 반응물질로 알려져 있으나, 본 연

구에서와 같이 상온에서도 thaumasite의 생성이 가능하다

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8,9)

Fig. 5는 두 종류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360일 동안 침

지한 OPC 페이스트의 표면부분에서 채취한 분말샘플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저농도 시험용액에 침

지한 OPC 페이스트 샘플에서는 18.1
o
 및 34.0

o
 2θ에서

portlandite의 피크가 강하게 검출된 반면, 고농도 시험용

액에 침지한 페이스트는 황산마그네슘 침식 반응에 의하

여 Ca(OH)2가 소모된 탓으로 인하여 비교적 저강도 (low

intensity)의 portlandite 피크가 검출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의하여 생성된 gypsum

피크 (11.7
o
, 20.7

o
 및 29.2

o 
2θ 등)도 고농도 황산마그네

슘 용액에 침지한 시멘트페이스트 샘플의 XRD에서 더

뚜렷이 관찰되었다. 

Fig. 6은 MK-5 페이스트 샘플의 XRD 분석 결과를 나

타낸 것으로써, 저농도 (A) 및 고농도 (B) 시험용액에서

반응생성물의 가장 큰 차이는 gypsum의 피크강도인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Figs. 7 및 8에서도 유사

하게 관찰되었다. 다시 말해서, MK를 대체한 시멘트 경

화체의 경우,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의한 성능저하 모드

는 gypsum의 생성에 의한 표면성능저하가 대표적인 것으

로 관찰되었다. 특히, MK를 혼합한 시멘트 경화체 중에

생성된 gypsum은 Fig. 4에 나타난 모르타르의 선형팽창에

Fig. 4 General expansion of mortar specimens exposed to

magnesium sulfate solution

Fig. 5 XRD patterns of OPC pastes: (A) 0.424%, and (B)

4.24% magnesium sulfate solution

Fig. 6 XRD patterns of MK-5 pastes: (A) 0.424%, and (B)

4.24% magnesium sulf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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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유사한 연구 결과가 Santhanam

등
10)
에 의하여 보고되기도 하였다. 

또, 앞서 언급한 외관조사 및 선형팽창의 실험 결과에

서 가장 심한 성능저하 현상을 나타낸 MK-15 배합에 대

한 페이스트의 XRD 분석 결과인 Fig. 8에 의하면, gypsum

의 피크강도 뿐만 아니라 9.1
o
 및 16.0

o 
2θ에서 ettringite/

thaumasite의 double 피크가 비교적 고강도 (high intensity)

로 생성되었을 뿐 만 아니라 19.5
o
, 23.4

o 
및 26.0

o 
2θ에서

thaumasite의 고유 피크가 관찰됨으로써, thaumasite의 생

성도 MK 시멘트 시스템의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의한 성

능 저하의 원인인 것으로 판단된다. 

3.4 DSC

황산염 침식을 받은 시멘트 경화체의 반응생성물을 열

분석을 통하여 직간접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연구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하여 수행되어 왔다. 특히, Sannthanan 등
10)

은 열분석을 이용하여 CH, ettringite 및 gypsum에 대한

정량적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Hartshorn 등
9)
은 DSC 분석

을 통하여 thaumasite의 존재를 실험적으로 입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황산마그네슘 침식을 받은 시멘트페이

스트의 DSC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를 나타낸 것

이 Fig. 9이다. 4.24% 황산마그네슘 용액 중에 360일 동

안 침지한 OPC, MK-5, MK-10 및 MK-15 페이스트 샘

플의 DSC 분석 결과에 의하면, 페이스트 종류에 관계없

이 황산염침식에 의한 반응생성물의 주 흡열피크가 생성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80~110
o
C 부근에서 흡

열피크가 뚜렷이 검출됨으로써, C-S-H의 탈수반응 및

ettringite/thaumasite의 생성을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

다. 또, 시멘트페이스트의 종류에 관계없이 약 130
o
C 부

근에서 비교적 큰 엔탈피의 gypsum 피크를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약 400
o
C 부근에서 brucite의 피크가 검출됨으로

써, 마그네슘 이온의 침투 및 반응에 의한 시멘트페이스

트의 성능저하가 지배적으로 작용함을 추정할 수 있었다.

반면, OPC 페이스트는 440
o
C 부근에서 portlandite의 흡

열피크 (엔탈피: 15.4 J/g)가 관찰된 반면, MK를 대체한

페이스트는 이 수화물질에 해당하는 흡열피크가 검출되

Fig. 7 XRD patterns of MK-10 pastes: (A) 0.424%, and (B)

4.24% magnesium sulfate solution

Fig. 8 XRD patterns of MK-15 pastes: (A) 0.424%, and (B)

4.24% magnesium sulfate solution

Fig. 9 DSC curves of pastes exposed to 4.24% magnesium

sulf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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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열분석 결과는 Figs. 5~8

에서 제시된 XRD 결과와 비교적 잘 일치하였다. 

3.5 SEM 및 EDS

황산마그네슘 침식 저항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사용된

4 종류 모르타르 중 MK-15 모르타르가 가장 심한 성능

저하 현상을 나타낸 것으로 조사되었다. 황산마그네슘 침

식에 의한 MK-15 모르타르의 성능저하를 일으키는 주

요 반응생성물에 대한 미세구조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0은 고농도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360일 동안 침

지한 MK-15 페이스트의 SEM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페

이스트 표면부에서 생성된 반응물질로 인하여 미세균열

이 다량으로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미세균열이 발생한

샘플의 표면부분에 대한 고배율의 확대 SEM 사진을 Fig.

11에 나타내었다. 이 그림으로부터 섬유상의 미세한 반

응생성물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DS 분석 결과 (Fig.

12),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의한 thaumasite가 표면부에 다

량으로 생성되어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thaumasite층에 연속된 gypsum의 결정상도 쉽게 관찰되

었다.

4. 결 론

본 연구는 메타카올린을 4단계로 대체한 모르타르 및

페이스트의 황산마그네슘 침식 저항성 및 관련 성능저하

모드에 대하여 고찰하였으며,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

면 다음과 같다.

1) 농도를 달리한 두 종류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

한 모르타르의 외관조사 결과, 고농도 (4.24%) 용액

에 노출된 모르타르는 MK 대체율이 증가할수록 모

르타르의 표면부터 연화되는 성능저하 현상이 관찰

되었다. 

2) 저농도 시험용액에 침지한 모르타르의 선형팽창은

모르타르 종류에 관계없이 대체적으로 매우 작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고농도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

지한 모르타르는 침지재령 180일 이후부터 재령의

증가와 더불어 고함량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모르타

르의 팽창값이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3) XRD, DSC 및 SEM/EDS 분석을 통하여 황산마그

네슘 침식에 의한 성능저하 모드를 고찰한 결과,

gypsum 및 thaumasite의 생성이 주요 원인인 것으

로 조사되었으며, 이러한 반응생성물은 메타카올린

의 대체율 및 시험용액의 농도가 높을수록 더욱 뚜

렷하게 나타났다. 

4) 따라서, 지하수 및 지하토양과 같은 황산마그네슘

환경에 메타카올린을 사용한 콘크리트구조물을 축

조할 경우,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대한 세심한 주의

가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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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메타카올린을 혼합한 시멘트 경화체의 황산마그네슘 침식 저항성을 평가하며, 관련 성능저하 모

드를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메타카올린의 대체율을 4단계로 조절하여 모르타르를 제조하였으며, 두 종류 황산마

그네슘 용액 (0.424% 및 4.24% MgSO4)에 360일 동한 침지한 후 재령별 외관조사 및 선형팽창 정도를 모니터링하였다.

아울러, XRD, DSC 및 SEM/EDS와 같은 기기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황산마그네슘 용액에 침지한 메타카올린 혼합 시멘

트페이스트 중에 생성된 반응생성물 조사 및 미세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수행한 실험 결과에 의하면, 메

타카올린의 대체율이 증가할수록 모르타르의 황산마그네슘 저항성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

난 이유는 황산마그네슘 침식에 의하여 생성된 gypsum 및 thaumasite와 같은 반응생성물의 영향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메타카올린, 황산마그네슘 침식, 집섬, 쏘마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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