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65

 Journal of the Korea Concrete Institute

Vol. 23, No. 3, pp. 265~272, June, 2011

      DOI 10.4334/JKCI.2011.23.3.265

표면 착색용 산화제를 사용한 컬러 콘크리트의 표면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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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n though concrete is the most important material for building structures, its intrinsic gray color degrades urban

esthetics. In order to improve this problem, coloring methods of mixing pigment in concrete batch and painting the surface of con-

crete surface have been tried. However, applications of the coloring methods in construction field are difficult due to high cost and

low durability. Recently, acid stain agent is emerging as a new coloring method for concrete. It is able to apply a remarkably thin

colored layer on a concrete surface from chemical reaction between acid and alkaline solutions. This study has examined the

changes and variations of the surface layer of mortar specimen from chemical reaction of acid stained agents. The colors were

changed into natural irregular stains according to aging. After the staining, no shape change was found from visible inspections.

Microstructure of the colored surface applied with acid stained agent was much rougher than that of original mortar. When the col-

ored layer was compared to original surface, crystals of hydrate such as Ca(OH)2 and C-S-H gel were observed. Surface hardness

was same or slightly higher in the colored layer. The value of pH was reduced by approximately 10%, weight contents of elements

such as Ca, Si, and Al were low. In the chemical composition of the colored layer, the non-cement based elements of Mn, Cr, and

Cu increased. Also, Fe and alkali elements of K and Na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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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들어 구조물의 디자인이 다양화 되면서 콘크리트

의 컬러링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지금까지 콘크

리트는 강재, 플라스틱 재료 등과 함께 인간 생활의 공

공성, 편의성을 추구하기 위한 각종 구조물을 건설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건설 재료로 활용되었으나,

단순한 색상을 가지고 있어 도시의 미관을 손상하는 주

범처럼 인식되어 왔다. 콘크리트의 컬러화는 이러한 인

식의 전환과 함께 도시 경관을 개선하기 위한 주요한 수

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콘크리트는 시멘트에 함유된 Fe2O3로 인해 회색계의

색상을 나타내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단점이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콘크리트에 안료를 혼합하거나 표면에

페인팅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안료 혼합법은 콘크리트 부재 전체에 특정 색상을 갖

는 미분말인 안료를 분산시켜 색을 구현한다. 이 방법은

다양하고 안정된 색상 구현이 가능하지만, 고가의 안료

를 부재 전체에 분산시켜야 하기 때문에 사용량이 많아

콘크리트의 제조 원가를 증가시키게 될 뿐만 아니라 강

도, 내구성 등의 물성이 저하하게 되며, 특히 유기 안료

를 사용할 경우에는 저하율이 높아지게 된다. 

페인팅법은 콘크리트의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는 것이

다. 이 방법은 요구되는 색상 구현이 매우 용이하고 다

양한 디자인의 구현이 가능하다. 그러나 수많은 공극 속

에 수분을 보유하고 있는 콘크리트는 수분의 기화에 따

라 피막의 분리압을 발생시키게 되는데, 페인팅은 투수

성이 낮은 피막을 형성하기 때문에 이 분리압에 의해 피

막이 분리되어 내구적인 피막을 얻는 것이 어렵다는 단

점이 있다.

이 연구에서 대상으로 하고 있는 착색용 산화제는 금

속이온을 함유한 산성계열의 용액으로 묽은 염산을 사용

하여 색상 매개체인 금속을 용해한 것이다. 색상별로 갈

색은 Fe, 흑색은 Mn과 Cr, 녹색은 Cu, 적색은 Fe와 Cr

이 함유되어 있다. 콘크리트 면에 도포할 경우 부식과

중화 반응을 통하여 색상을 가진 염이 생성되어 공극을

포함하고 있는 콘크리트 면에 침적하여 색상을 나타내게

된다. 착색법은 페인팅과 동일한 방법으로 사용이 가능

하므로 사용 방법이 단순하고 적용 부위에 대한 제한이

없다. 또한 콘크리트의 표면에 도포하여 색상을 구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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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콘크리트와 같이 공극을 포함하고 있어 쉽게 분리

되지 않는 장점이 있다. 착색법은 안료에 비해서는 색상

의 다양성과 안정성은 부족하지만, 저렴한 비용으로 사

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앞으로 콘

크리트의 색상을 구현하는 방법으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이 콘크리트에 접촉하게 되면 미수화 시멘트 및 수

화된 시멘트 조성물과 반응하여 칼슘이온이 외부로 용출

된다. 이러한 반응이 지속되면 산의 영향을 받지 않은

층과 구별되는 공극이 많은 층이 생성된다. 산에 의해

형성된 다공성 부식층은 수분을 많이 함유하게 되므로

Ca(OH)2의 용해가 용이하게 되며, 그 결과 시멘트 수화

물의 공극을 더욱 더 증가시키게 된다. 이 층은 수화된

비결정질의 Si, Al 그리고 Fe 산화물들과 적은 양의 CaO

와 MgO로 구성된다.
1-3)

 또한 pH가 낮은 용액에서 철

(pH ≤ 2)과 알루미늄(pH ≤ 4)의 수화 산화물들은 용해되

거나 용출된다.
4)
 기타의 화합물들은 낮은 pH로 사라지거

나 발견되지 않는다.
5,6)

 용액에 의해 부식되는 동안 산성

분자와 H
+
는 부식된 층의 공극을 통해 내부로 확산되지

만, 확산은 매우 천천히 이루어진다.
7,8)

 이와 같은 반응이

만족되면서 콘크리트는 매우 심각한 손상을 보이게 된다.

착색용 산화제는 도포량이 많지 않고 짧은 시간 동안

만 반응이 발생하므로 위와 같이 지속적으로 산에 노출

된 경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콘크리트에 미치는 손상의

정도는 매우 낮다. 콘크리트의 내부는 노출 전과 동일한

상태를 유지하며 손상은 단지 표면에서만 발생하고 색상

물질인 반응물도 표면에만 생성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

한 착색용 산화제는 사용 경험이 매우 적어 그 사용 방

법과 사용 후의 특성에 관한 자료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착색용 산화제를 경화된 모르타

르 표면에 도포하여 색상을 발현하는 표면의 착색 특성

과 표면을 구성하고 있는 물질의 화학적, 물리적 특성을

구명함으로서 착색용 산화제의 안정적 사용을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2.1 실험 구성

Table 1은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컬러 콘크리트의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 계획으로 모르타르의 제조에

사용된 시멘트의 색상에 따라 착색되는 색상에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바탕제 제조에 사용되는 시편을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OPC),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WPC)로 구

분하였다.
9-11)

착색용 산화제를 이용하여 구현되는 색상은 금속산화

물의 종류와 함유량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종류를 갈

색(Fe), 흑색(Cr, Mn), 녹색(Cu), 적색(Fe, Cr)으로 구분하

여 실험하였다.

착색용 산화제는 산성용액으로 표면의 부식 현상, 모

르타르의 pH, 물리적 특성 변화가 발생 할 수 있다. 금

속산화물에 의한 색상 구현을 육안으로 확인하고, 산과

의 반응을 통해 발생되는 부식 현상의 확인을 위해 도

포층 표면의 미세 구조, 표면 경도, 표면 거칠기, pH, 및

화학 조성을 측정하였다.

2.2 사용 재료

착색용 산화제는 산성 용액으로 금속이온을 함유하고

있어 고유의 색을 가진다. 갈색용 용액의 색상은 황색이

며, 흑색용 용액의 색상은 갈색이며, 녹색용 용액의 색

상은 청색이며, 적색용 용액은 황록색이다. 각 착색용 산

화제의 색상을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2는 착색용 산

화제의 주요 구성 원소를 나타낸 것이다. 갈색은 Cl 24.4%,

Fe 73.5%, 흑색은 Cl 38.2%, Cr 22.7%, Mn 37.2%, 녹색은

Cl 39.0%, Cu 55.0%, 적색은 Cl 34.8%, Fe 57.6%, Cr 5.6%

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착색용 산화제는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콘크리트 2차 제품에 색상을 구현하

는 안료와 다르며 콘크리트 페이스트 부분과의 반응을

통해 색상을 구현하는 염료로써 콘크리트 2차 제품에 적

용 가능하다.

모르타르에 도포한 수용액은 질량비로 원액과 증류수

를 1 : 1혼합하여 사용했고, 원액의 고형분비는 Fig. 2와

같다. 수용액 의 pH는 Fig. 3과 같이 갈색 0.03, 흑색 0.39,

녹색 −0.08, 적색 −0.22로 나타났다.

OPC는 KS L 5201, WPC는 KS L 5204에서 규정하

Table 1 Experimental plan 

Factors Levels Test items

Binder
OPC

WPC 

·Form

·Microstructure

·Surface roughness

·Surface hardness

·Chemical component

·pH

Color

Brown

Black

Green

Red

Fig. 1 Color of acid stained agents



표면 착색용 산화제를 사용한 컬러 콘크리트의 표면 특성│267

는 것을 사용하였고, 화학적 조성은 Table 3과 같다. 잔

골재는 색의 일관성을 갖기 위해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해사를 사용했으며 물리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용액의 혼합 및 모르타르의 pH 측정에 사용된 증류수의

pH는 7.5이다.

2.3 실험 방법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하기 위한 시험체는 KS L ISO

679에 따라 제조하였고, 배합비는 질량비로 시멘트 1에

대해 물/시멘트비 0.2, 잔골재 1로 하고, φ90 mm, 두께

15 mm의 플라스틱 용기를 이용하여 성형하였다. pH 측정

용 시험체는 20(L) × 20(W) × 10(T) mm 크기로 제작하였다.

착색용 수용액은 증류수와 착색용 산화제를 질량비 1 : 1

로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수용액은 20일 동안 상온에서

양생된 모르타르 표면에 2회 도포하였다. 도포는 붓을

사용했으며, 1차 도포 후 반응과 건조를 위해 6시간 동

안 실온에 방치하여 건조시킨 다음 2차 도포하고 24시

간 자연건조 시킨 후 표면을 물로 세척하였다. pH의 측

정을 위한 시험체는 수용액에 10분간 침지와 6시간 건

조 후에 세척하는 과정을 통해 제작하였다.

표면의 반응을 알아보기 위해 표면 미세 구조, 표면 거

칠기, 표면 경도와 pH, 화학적 구성을 측정하였다. 미세

구조와 화학적 구성은 주사 전자 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DS(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를 이용하였고, 금속산화물의 고착 현상을 확인하기 위

해 원소별로 임의의 색을 지정하여 EDS로 맵핑(mapping)

하였다. 표면 거칠기는 다이아몬드 원뿔형 R5 µm 핀을

이용하여 KS B 0161(1999)의 표면 조도 측정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1)

여기서, Ra =산술평균 거칠기 l =기준 길이, y = f (x) 평

균 선의 방향에 기준 길이만큼 뽑아낸 거칠기 곡선이다.

표면 경도는 KS B 0811(2003)의 비커스 경도기로 측

정하였으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2)

여기서, HV =비커스 경도, P =하중 값, d =마름모꼴의 가

로 세로 길이 값의 평균이다. 

콘크리트의 pH 측정에 관해서는 콘크리트 시험편에 관

한 표준화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pH 측정

용 시편을 30 g의 증류수에 2분간 침지 후 수용액의 pH

를 KS M 0011 방법에 따라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형상

착색용 산화제는 표면을 단순히 피복하는 것이 아니라

반응제로써 콘크리트 내에 있는 광물질과 반응하여 색상

을 구현한다. 그러므로 표면의 시멘트양에 따라 혹은 용

Ra
1

l
---  f x( ) xd

0

 1

∫=

HV 0.102
1.8544 P×

d
2

--------------------------=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stained agent (wt.%)

Type Al2O3 Cl CaO Cr2O3 MnO Fe2O3 CuO

Brown 0.20 24.43 0.22 0.19 0.47 73.51 0.10

Black 0.28 38.21 0.26 22.76 37.24 - -

Green 0.27 39.01 0.23 3.97 0.01 - 55.08

Red 0.13 34.81 0.17 5.62 0.37 57.63 0.04

Fig. 2 Rate of solid content

Fig. 3 pH of acid stained agent

Table 3 The chemical component of cement (wt.%)

Type CaO SiO2 Al2O3 MgO SO3 Fe2O3 K2O

OPC
(1)

63.0 20.2 4.3 4.0 3.4 3.2 1.1

WPC
(2)

65.3 18.9 4.4 1.1 2.3 0.3 0.1
(1)

Ordinary portland cement
(2)

White portland cement

Table 4 The physical properties of fine aggregate

Max size

(mm)

Fineness

modulus

Specific

gravity

Water absorption 

ratio (%)

Unit weight

(kg/m
3
)

5 2.38 2.60 0.84 1,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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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의 양에 따라 착색의 정도는 차이가 있지만 시간이 경

과하면서 자연스러운 얼룩을 구현한다.

Fig. 4는 OPC와 WPC에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시편

이다. 모르타르 표면의 색상은 용액의 색상과 다소 차이

를 보이지만 시험체 표면에 도포한 후 원래 목적으로 했

던 색상이 구현되었다.

일반적으로 산성 환경에 장시간 노출된 콘크리트는 용

해 및 용출 현상으로 표면이 박락되며, 심지어는 잔골재

가 드러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육안으로도 쉽

게 확인할 수 있다.
7)
 하지만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경

우에는 육안으로는 부식이 일어났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건전하였다. 이는 도포된 용액의 사용양

이 작고 노출된 시간이 짧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3.2 미세 구조

Fig. 5는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모르타르 표면을 SEM

을 통해 측정한 것이다. 도포하지 않는 모르타르 표면은

매끄러운 반면, 착색용 산화제가 도포된 표면은 불규칙

한 형태의 균열과 박락 현상으로 거칠어 졌고, 수화 생

Fig. 4 Color of specimen by various acid stained agent

Fig. 5 Microstructure of stained mortar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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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물인 수산화칼슘과 C-S-H 겔이 외부로 노출된 것을 일

부 확인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산은 미수화 시멘트 및 수화된 시멘

트 조성물과 반응하고 칼슘이온을 외부로 용출시키며, 이

과정에서 Ca(OH)2가 분해되어 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부

분과 뚜렷하게 구별되는 공극이 많은 층이 생성된다. 이

연구에 착색용 산화제가 도포된 표면에서 표면이 거칠어

진 것은 이러한 메커니즘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EDS에 의해 얻은 착색용 산화제에 함유된 주

요 금속원소인 Fe, Cr, Mn, Cu에 임의의 색을 지정하여

맵핑(mapping)한 것으로 각 구성 원소의 분포를 알기 위

한 것이다. 결합 재료로 사용한 OPC, WPC 모두 갈색(Fe),

흑색(Cr, Mn), 녹색(Cu), 적색(Fe, Cr)의 금속산화물들이

전체의 표면에 고르게 고착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3.3 표면 거칠기

Fig. 8은 OPC의 산술 평균 거칠기이고, Fig. 9는 WPC

의 산술 평균 거칠기를 나타낸 것이다.

도포하지 않은 OPC와 WPC의 산술 평균 거칠기는 각

각 0.078 µm, 0.321 µm이고, 착색된 표면의 산술 평균 거

칠기는 OPC의 경우 약 0.40~1.50µm, WPC의 경우 약

1.10 ~ 2.50 µm로 거칠어 졌다.

Fig. 7은 시험체 표면의 단면 굴곡을 나타낸 것이고,

Figs. 8 및 9는 거칠기의 평균값을 나타낸 것이다. 

표면의 단면 굴곡은 평균선을 기준으로 OPC의 경우

착색제를 도포하지 않은 시편은 −0.4 ~ 0.3 µm이고, 도포

한 시편은 갈색이 −2 ~ 2 µm, 흑색이 −1 ~ 2 µm, 녹색이

−5 ~ 7 µm, 적색이 −3 ~ 3 µm의 범위로 나타났다. WPC의

경우 착색제를 도포하지 않은 시편은 −0.6 ~ 0.5 µm이고,

도포한 시편은 갈색이 −7 ~ 6.5 µm, 흑색이 −3 ~ 3 µm, 녹

색이 −6 ~ 8 µm, 적색이 −5.5 ~ 7 µm의 범위로 나타나 갈

색, 녹색, 적색이 상대적으로 단면 굴곡은 깊어졌으며,

검정색은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고 있다. 

모든 경우에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경우가 원래의

모르타르에 비교하여 거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현

상은 산에 의해서 표면이 용해와 부식 작용이 발생해 나

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결합재의 종류에 따라서

는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의 경우가 보통 포틀랜드 시멘

트보다 더 거친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Distribution chart of a metallic oxide (EDS-mapping)

Fig. 7 Section curve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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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표면 경도

착색용 산화제가 도포된 층의 역학적 성능 변화를 알

아보기 위해 비커스 경도기를 이용하여 표면 경도를 측

정하여 앞서 실험 방법에서 전술한 식에 의해 산출 하였다.

Fig. 10은 OPC의 표면 경도 이고, Fig. 11은 WPC의

표면 경도이다. OPC의 경우 착색제를 도포하지 않은 시

편은 1.4(HV)이고, 착색제를 도포한 시편은 1.4~1.9(HV)

로 나타났다. WPC의 경우 착색제를 도포하지 않은 시

편은 1.2(HV)이고, 착색제를 도포한 시편은 1.3~1.8(HV)

로 나타나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하면 표면 경도는 저하

하지 않고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산은 수화된 시멘트 조성물을 분해시킨다.

오랜 시간 동안 산에 침지되어 형성된 부식층은 칼슘이

온이 외부로 용출되면서 공극이 형성되어 약해진다. 착

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경우 용해와 용출 현상이 발생하

지만 도포 시간이 짧고 중화 반응 물질인 금속산화물의

흡착에 의해 표면 경도는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3.5 pH

표면 착색용 산화제를 사용한 컬러 모르타르의 산과

알칼리의 반응을 확인하기 위한 실험으로 pH를 측정하

였다. 착색용 산화제의 도포가 일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매

우 얇은 부식층을 형성하지만, 산에 의한 반응은 매우

빠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표면의 pH값이 변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시편에 착색용 산화제 수용액을 도

포한 후 표면의 pH를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이다. 측정

결과 OPC의 경우 원 모르타르는 9.78이고 착색제를 도

포한 경우는 약 8.5정도의 pH를 나타냈으며, WPC의 경

Fig. 8 Arithmetic mean roughness of treated surface (OPC)

Fig. 9 Arithmetic mean roughness of treated surface (WPC)

Fig. 10 Surface hardness of treated surface (OPC)

Fig. 11 Surface hardness of treated surface (WPC)

Fig. 12 pH of speci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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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도 OPC와 마찬가지로 원 모르타르에서는 10.02이고

착색제를 도포한 경우 약 8.5정도의 pH를 나타내고 있

어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시편의 pH 값은 모르타르에

대해 약 10% 저하한 것을 알 수 있다.

3.6 화학 조성

콘크리트와 모르타르는 Ca(OH)2, C-S-H, C-A- -H 등

의 칼슘 수화물을 형성한다. 산에 의한 열화 현상으로

칼슘 수화물이 용해 및 용출된다면, 칼슘 수화물의 주요

원소인 Ca, Si, Al 등의 함량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

이것을 확인하기 위하여 착색된 표면을 EDS로 측정하였

으며 그 결과를 Figs. 13과 14에 나타내었다.

Fig. 13에서와 같이 OPC의 경우 모르타르의 칼슘 수

화물의 주요 구성원소인 Ca, Si, Al은 각각 32.6%, 7.5%,

2.0%로 나타났다. 그러나 착색용 산화제가 도포된 경우

에는 원 모르타르 기준으로 평균값이 Ca가 55% 감소하

고, Si가 약 80%, Al이 약 7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WPC의 경우에도 Fig. 14에서와 같이 원 모르타르의

Ca, Si, Al은 각각 28.8%, 5.0%, 1.6%이지만, 착색용 산

화제를 사용한 경우는 평균값으로 Ca가 35%, Si가 30%,

Al이 45% 저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흑색의 경우에는

오히려 Si와 Al은 각각 약 27%, 33% 높게 나타났다.

소량 구성 원소인 Mg 및 S는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

으나, Fe 및 Cu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착색용 산화

제의 조성 성분일 경우에는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시멘트의 조성 성분이 아닌 Mn의 경

우에는 전반적으로 관찰되지 않지만, 흑색의 경우에는 높

은 조성을 보이고 있고, Cu와 Cr도 관찰되었다. 각 원소

의 조성 비율은 OPC의 경우 갈색은 Fe 5.3%, 흑색은

Mn 27.3%, 녹색은 Cu 4.5%, 적색은 Fe 3.4%로 나타났

다. 또한 WPC의 경우에는 갈색은 Fe 13.8%, 흑색은 Mn

7.82%, 녹색은 Cu 24.2%, 적색은 Fe 12.2%인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시멘트에 소량 함유된 알칼리 원소인 Na, K는

WPC의 갈색과 녹색을 제외하고 모든 조건에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4. 결 론

이 연구는 표면 착색용 산화제를 사용한 컬러 모르타

르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검토한 것으로 그 결과를 요

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착색 산화물을 적용한 시험체는 초기에는 얼룩진 색

상을 보였으며, 시간에 따라 자연스러운 색상을 보

였으며,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표면의 변화는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착색용 산화제가 도포된 표면층을 현미경으로 살펴

본 결과 산에 의한 균열과 박락 현상으로 거친 표면

을 가지고 있고, 일반 모르타르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수화생성물인 수산화칼슘과 C-S-H 겔이 관찰되었다.

3)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시편의 산술 평균 거칠기

는 도포하지 않은 경우 보다 높아 거칠어지고, 단

면의 굴곡도 깊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S

Fig. 14 Chemical element of specimen surface (WPC)

Fig. 13 Chemical element of specimen surface (OP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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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시편의 표면 경도는 도포

하지 않은 경우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높게 나타

났다. 모르타르는 산에 의해 역학적 특성이 저하 되

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금속 산화물의 흡착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5) 착색용 산화제를 도포한 시편의 pH 값은 모르타르

에 대해 약 10% 저하된다. pH 값의 저하 현상은 산

이 미수화 시멘트, 수화된 시멘트 조성물과 반응하

고, 칼슘이온을 외부로 용출시키고, 이 과정에서 고

농도의 Na
+
, K

+
, OH

-
 이온도 일부 용출되어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6) 착색용 산화제를 적용한 모르타르는 원 모르타르에

비하여 Ca, Si, Al, Mg, S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고,

Fe 및 Cu는 전반적으로 감소하지만 일부 증가한 경

우도 관찰되었으며, Mn, Cu, Cr의 경우에는 흑색의

경우에만 관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착색

용 산화제를 적용한 경우 증가하는 원소는 착색제의

구성 물질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판단되지만, 시멘트

의 알칼리 조성 원소인 Na와 K는 착색제의 구성 물

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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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 pp. 387~390.

요 약 콘크리트는 건축물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재료이지만, 단순한 색상에 의해서 도시 경관을 손상시키는 주

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콘크리트의 이러한 제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안료를 사용하거나 페인팅의 방법에 의해 다

양한 색상을 구현하고 있지만, 안료의 사용은 비용 상승을 유발하고 페인트의 경우에는 내구적인 피막을 얻는 것이 어

렵다. 최근 콘크리트의 컬러화 방안으로서 착색용 산화제를 사용하는 것이 제안되고 있지만, 사용한 경험이 부족하여

안정적 사용을 위한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착색용 산화제는 금속이온을 함유한 산성계열의 용액으로 콘크

리트 부재에 도포하여 색상을 구현한다. 용액은 Cl성분을 바탕으로 갈색은 Fe, 흑색은 Mn과 Cr, 녹색은 Cu, 적색은 Fe

와 Cr이 함유되어 있다. 착색용 산화제는 일시적인 도포로 매우 얇은 착색층을 형성시켜 컬러를 구현하는 것으로, 비교

적 용이하게 색상을 구현하는 것이 가능하다. 이 연구는 착색용 산화제를 모르타르 표면에 도포하여 구현된 색상의 특

성과 색상을 나타내는 피막의 미세 구조 및 화학적 조성을 검토하였다. 색상은 자연스러운 얼룩의 형태이다. 표면의 변

화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없었지만, 미세 구조는 거칠어 졌으며 수화 생성물의 결정인 수산화칼슘과 C-S-H 겔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표면 거칠기는 산술 평균 거칠기와 단면 굴곡 모두 동일하게 증가하였다. 표면경도는 도포하지 않은 경

우와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높다. pH는 모르타르에 대해 약 10% 저하된다. 화학적 구성은 모르타르의 원소인 Ca, Si, Al

은 감소하고, 시멘트에 함유되어 있지 않는 Mn, Cr, Cu가 생성되고, Fe와 알칼리 원소인 K 및 Na는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컬러 콘크리트, 산화제, 얼룩, 산, 금속산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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