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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기존 에너지의 비용 인상과 화석 연료의 연소로 인한 

환경 문제는 대체에너지 및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광범위

한 연구를 촉발하였다. 신재생에너지 중 태양에너지를 

활용하는 것이 가장 매력적인 대체에너지원 중의 하나이

며, 이에 따른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태양열 저장시스템

의 개발은 주요 관심사이다.1-4)

태양열은 낮밤이나 날씨 조건에 따라 지속적으로 획득

할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므로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 또

는 백업 시스템(back-up system)이 필수적이다. 태양열 에

너지 저장(solar thermal energy storage)은 낮 시간대에 태

양열을 저장했다가 밤과 태양열이 없는 시간대에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저장 매체에 저장된 열을 방출하는 태양

열 발전 시스템에서 매우 중요하다. 따라서 열에너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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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태양열 발전 분야에서 경제적 관점과 기술적 관점

에서 주요한 요소이다.

태양열에너지를 저장하는 기법으로, 현열저장(sensible 

heat storage), 잠열저장(latent heat storage) 및 화학에너지 

저장기법이 있다.5) 잠열 저장을 위해 열에너지는 재료의 

상(phase)이 변환하여 저장되거나 추출하며 재료의 온도

변화는 거의 없다. 반면에, 현열저장은 축열(charging)과 

방열(discharging) 과정 동안 축열재료에서 열을 저장하거

나 추출하는 기법이다. 저온의 열에너지 저장시스템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물을 이용한 현열저장이 가능하나, 

고온 저장시스템의 경우에 100°C를 초과할 때 비압축성 물

은 저장매체로서 이용할 수 없다.6) Laing et al.7)은 400°C

이상의 고온 태양열의 효율적 저장을 위해 고체 매체를 

적용한 현열저장기법에 주목한 바 있다.

기존의 연구8-12)는 콘크리트를 이용한 두 가지의 태양

열에너지 저장 기법을 나타낸다. 첫 번째 방법은 열저장 

매체 물질로서 암석과 콘크리트 등의 고체 재질의 조합

을 통한 열저장 기법이다. 태양열 집열장치에서 가열된 

용융염은 탱크의 상부로 들어가므로, 열저장 매체의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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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therm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fiber-reinforced mortars for thermal energy storage were investigated in this 

paper. The effect of the combination of different cementitious composite on the thermal and mechanical characteristics of fiber- 

reinforced mortars was investigated.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measure mechanical properties including compressive strength 

before and after thermal cycling and split tensile strength, and to measure thermal properties including thermal conductivity and 

specific hea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residual compressive strength of mixtures with OPC and graphite was greatest among the 

mixtures. Thermal conductivity of mixtures with alumina cement was greater than that of mixtures with OPC, indicating favor of 

alumina cement for charging and discharging in thermal energy storage system. The addition of zirconium into alumina cement 

increased specific heat of mixtures. Test results of this study could be used to provide information of material properties for thermal 

energy storage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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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올라가고 냉각된 염은 탱크의 바닥으로 이동하여 

탱크 내부에 온도구배를 형성하는 변온층 열저장 기법

(thermocline system)이다.1-2,13)

두 번째 방법은 콘크리트 열저장 매체와 열교환 관을 

적용한 기법이다. 콘크리트 블록 내에 관을 매립하여 관 

내부로 열전달 유체가 순환하므로 매립관은 열교환 장치

의 역할을 한다. 고온의 열전달 유체는 열전도 과정을 통

하여 콘크리트 블록에 열을 저장한다. 이 연구에서는 두 

번째의 열저장 기법에 중점을 두며, 이와 같이 콘크리트 

블록 매체를 고온의 열저장 매체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열싸이클을 고려한 재료의 역학적 및 열적 특성의 파악과 

이를 통한 최적의 배합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열에너지 저장용도로 사용되는 콘크리트는 우수한 열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열특성으로

서 콘크리트에 저장되는 열용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비열이 커야 하고, 신속한 열에너지의 축열 및 방열을 위

해서는 높은 열전도율이 필요하다. 또한, 고온 조건에서 

열에너지 저장 구조물의 구조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역

학적 특성으로서 콘크리트 강도가 커야 한다.

한편, Lee et al.14)은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모

르타르를 대상으로 터널용 폴리프로필렌 섬유 혼입 모르

타르의 내화성능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Jang et al.15)

은 펄라이트와 질석 등의 경량골재 및 폴리프로필렌 섬

유를 사용한 폴리머 모르타르의 고온 열특성을 평가하였

다. 또한, Han et al.16)은 골재 종류 및 폴리프로필렌 섬유 

혼입률 변화에 따른 고성능 콘크리트의 폭렬 특성에 관

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450°C 고온의 열저장 시스템을 

위한 여러 가지의 시멘트 복합 재료를 활용한 모르타르

의 열적 특성과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통

포틀랜드시멘트(OPC)와 알루미나시멘트를 기본 바인더

로 사용하여 플라이애시, 실리카퓸, CSA (calcium sulfo 

aluminate) 및 그라파이트의 혼합에 따른 열역학적 물성

을 파악하였다. 역학적 특성으로서 고온의 열싸이클 적

용 전과 적용후의 압축강도 특성을 평가하고, 열적 특성

으로써 비열과 열전도율 특성을 평가하였다.

2. 복합재료 배합

2.1 재료특성

이 연구에서는 알루미나 시멘트, 보통포틀랜드시멘트, 

플라이애시, 슬래그, 그라파이트, 지르코늄 및 CSA를 바

인더로 사용하여 복합재료 기반 모르타르를 구성하였다

(Fig. 1). 기존에 수행된 대부분의 폴리프로필렌 섬유를 

혼입한 모르타르의 내화성능에 관한 연구14-18)는 바인더

로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만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축열용 모르타르에 적용하는 바인

더로서 보통포틀랜드 시멘트 이외에도 알루미나시멘트, 

플라이애시, 고로슬래그, 그라파이트 등의 다양한 바인더

를 포함하는 모르타르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알루미나시멘트, 그라파이트 및 지르코늄 등은 보통포틀

랜드 시멘트에 비해 열특성이 우수하므로 배합에 사용되

었으며, 플라이애시 및 실리카퓸은 고온에서 콘크리트 

강도에 유리하다고 판단되어 기본 바인더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바인더에 대해 XRF 기기를 이용하여 화학성분

을 분석하였으며, 분석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화

학성분 분석결과는 알루미나시멘트가 보통포틀랜드시멘

트에 비해 Al2O3 성분이 많고, SiO2 성분이 작은 것을 나

타낸다.

레이저 주사(laser scattering)기법 적용에 의한 입자분포 

분석기를 사용하여 바인더의 입자분포 특성을 분석하였

다. 알루미나시멘트, 플라이애시, 슬래그 및 CSA의 입자

크기 분포곡선과 누적분포곡선을 Fig. 2에 나타내었다. 

(a) Alumina cement (b) Fly ash (c) Slag

(d) CSA (e) Graphite (f) Zirconium

Fig. 1 Binders used for th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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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lumina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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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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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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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SA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bin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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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바인더 입자의 입도누적분포곡선에서의 10, 50 

및 90% 누적값에 해당하는 입자 크기를 Table 2에 d10, 

d50 및 d90으로 나타내었다. OPC의 d10, d50 및 d90에 

해당하는 입자크기에 비해 알루미나시멘트, CSA 및 그

라파이트의 그것들은 작은 것을 나타낸다.

또한 바인더의 비열 측정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2.2 배합설계 및 제조

열에너지 저장매체로 사용되는 콘크리트의 열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시멘트

와 굵은골재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복합재료가 미

치는 열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모르타르 수준에서의 열

특성 실험을 수행하였다. 

배합별 단위체적당 배합표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시

멘트 복합재료의 구성에 따라 11개의 배합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알루미나시멘트를 기본 바인더로 사

용하여 2성분계의 시멘트 복합재료(A1~A6 배합) 및 4성

분계 시멘트 복합재료(A7~A8 배합)로 구성하였다. 2성분

계 복합재료 배합은 알루미나시멘트의 일부분을 플라이

애시로 40% 치환한 배합, 슬래그로 60% 치환한 배합, CSA

로 10%로 치환한 배합 및 지르코늄으로 5% 치환한 배합

을 고려하였다.

4성분계로 혼합하여 바인더의 영향을 평가하고자 하였

다. 또한,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기본 바인더로 하여 3가

지 배합을 구성하였다(P1~P3 배합).

물-바인더 비()는 0.36이고, 바인더-골재 비()는 

0.79이다. 고온조건에서 콘크리트는 내부 증기압의 증가

로 인해 폭렬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며, 폭렬을 방지하기 

위해 콘크리트에 보강섬유를 혼입하는 것이 유리하다.17-20)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

Chemicals

Cementitious composite

Alumina

Cement
OPC Fly ash Slag CSA Gr1) Zr2)

Na2O 0.28 0.39 1.56 0.36 0.09 0.21 0.04

MgO 0.35 3.24 1.67 4.59 1.87 0.13 0.05

Al2O3 70.40 8.79 21.80 19.69 18.77 0.84 2.18

SiO2 6.10 30.91 48.30 42.33 2.68 7.87 95.90

SO3 0.22 5.15 0.20 3.34 37.14 2.04 0.25

K2O 0.26 1.14 1.45 0.38 0.07 0.04 0.02

CaO 20.52 47.75 3.10 27.07 37.53 2.09 0.07

TiO2 0.50 0.12 - 0.18 0.04 13.05 0.02

Fe2O3 0.13 0.85 6.62 0.09 0.12 14.23 0.09

P2O4 0.09 0.21 - 0.03 0.05 0.09 0.87

MnO 0.01 0.02 - 0.04 0.01 - 0.00

L.O.I 0.85 0.92 2.10 1.55 1.23 59.22 0.21

Total 99.71 99.50 98.39 99.66 99.59 99.82 99.70

1)Graphite, 2)Zirconium

Table 2. Characteristics of particle size 

Diameter

Particle size (mm)

Alumina 

cement
OPC Fly ash Slag CSA Graphite Zirconium

d10 4.49 8.32 7.12 6.00 4.25 7.89 4.61

d50 8.78 15.08 14.42 11.74 6.65 12.18 53.45

d90 15.75 26.59 64.85 23.32 9.96 17.31 176.80

Table 3. Specific heat of binders 

Specific heat (J/gK)

Alumina cement OPC Fly ash Slag CSA Graphite Zirconium

0.84 0.82 0.86 0.88 0.89 0.79 0.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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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타르의 비열 또는 열전도율과 같은 열적 특성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고온에서 모르타르의 폭렬

을 방지하기 위하여 보강재료로서 PP섬유를 혼입하였다. 

Lee et al.14)의 연구결과는 전 체적에 대한 섬유 혼입률

이 0.20% 이상 즉, 단위중량 기준으로 1.82 kg/m3 이상일 

때 고온의 내화시험 후 모르타르 공시체 표면에 미세균

열이 현저히 감소하는 것을 나타내므로 본 연구에서는 

2.0 kg/m3의 PP섬유를 사용하였다. PP섬유의 배합별 단위 

중량은 2.0 kg/m3이며, 이는 바인더 중량의 0.25% 혼입량

이다. PP섬유의 지름은 21  , 비중은 0.91이고, 길이는 

12.7 mm이다. 또한, 녹는점은 163.5°C이고, 인장강도는 

400 MPa이며, Fig. 3에 섬유형상을 나타내었다.

각 배합별 복합재료의 제조는 바인더와 잔골재를 섞는 

건비빔 단계, 배합수와 혼화제의 액상재료 투입 후의 1차 

믹싱단계 및 섬유 투입과 2차 믹싱 단계로 순차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시멘트와 잔골재를 섞어 건비빔을 실

시하였다. 건비빔 후 배합수와 고성능 감수제등의 액상 

재료를 투입한다. 믹서 내부의 재료들이 배합수와 충분

히 혼합되어 재료 유동성능의 확보여부를 파악하였다. 1

차 믹싱을 완료하고 PP섬유를 투입하였다. 이때, PP섬유

는 한꺼번에 투입하지 않고 소량씩 나누어 투입하여 섬

유의 분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PP섬유를 투입하면서 

2차 믹싱을 실시하였다.

 

3. 복합재료 성능평가

3.1 압축강도

한변의 길이가 50 mm인 큐브를 이용하여 복합재료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Table 5에 성능평가 항목별 측정

결과를 나타내었고, Fig. 4에 압축강도 측정결과를 나타

내었다. 

알루미나시멘트만을 바인더로 사용한 배합(A1)의 압축

강도는 39.8 MPa이다. 알루미나시멘트를 플라이애시, 슬

래그, CSA, 그라파이트 및 지르코늄으로 치환한 배합의 

압축강도(A2~A6)는 각각 43.6, 55.2, 26.4, 35.1 및 38.8

MPa이다. 알루미나시멘트만을 사용한 배합에 비해 플라

이애시 또는 슬래그로 치환한 배합의 압축강도는 더 크

게 나타나며, CSA, 그라파이트 또는 지르코늄으로 치환

한 배합의 압축강도는 더 작게 나타난다. 

Table 2의 바인더의 입도 분포특성에서 OPC에 비해 

플라이애시 및 슬래그의 입경이 작으며, 입경이 작을수

록 모르타르 내부의 미세조직이 밀실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플라이애시 및 슬래그를 사용한 A2와 A3 배합의 

압축강도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CSA

로 치환한 경우의 압축강도는 제일 작게 나타나며, 이는 

CSA의 팽창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알루미나시

멘트를 포함하는 4성분계 복합재료 배합의 압축강도는 

각각 22.8 및 27.6 MPa으로서 알루미나시멘트 만을 포함

한 배합의 압축강도 보다 작다. 따라서, 알루미나시멘트

에 그라파이트, 지르코늄 및 CSA의 추가는 압축강도 성

능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경향은 OPC

Table 4. Mix proportions

Batch

Unit contents (kg/m3)

w/b Water Cement Fly ash Slag
Silica

fume
CSA Gr3) Zr4)

Fine

agg.

PP

fiber

A1 0.36 288 8001) 1005 2.0

A2 0.36 288 4801) 320 1005 2.0

A3 0.36 288 3201) 480 1005 2.0

A4 0.36 288 7201) 80 1005 2.0

A5 0.36 288 6801) 120 1005 2.0

A6 0.36 288 7601) 40 1005 2.0

A7 0.36 288 5361) 160 80 24 1005 2.0

A8 0.36 288 6001) 40 80 80 1005 2.0

P1 0.36 288 8002) 1005 2.0

P2 0.36 288 6802) 120 1005 2.0

P3 0.36 288 6002) 40 80 80 1005 2.0
1)Alumina cement, 2)Ordinary Portland cement, 3)Graphite, 4)Zirconium

Fig. 3 Polypropylene fi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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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포함하는 배합(P1)의 압축강도와 그라파이트를 추

가한 배합(P2) 및 OPC를 포함하는 4성분계(P3) 배합의 

압축강도 비교에서도 나타난다. 

3.2 잔류압축강도

열저장 시스템은 열의 축열(charging)과 방열(discharging) 

과정을 반복한다. 고온의 반복 사이클 조건에서의 복합

재료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온 

열싸이클에 노출된 후의 모르타르 압축강도 즉, 잔류압

축강도를 평가하였다.

태양열 발전소의 집열온도는 400~500°C 수준이므로 

이 실험에서는 열싸이클의 최대온도를 450°C로 설정하였

다. 각 배합별 큐브 시편을 Fig. 5의 전기로 안에서 상온

에서부터 3.75°C/min의 가열속도로 최대온도 450°C까지 

가열하였다. 최대온도에 도달한 후, 전기로 온도를 두 시

간동안 450°C로 유지하였다. 이후 오븐의 온도를 상온으

로 서서히 낮추었다. 오븐의 온도를 상온에서 2시간 유지

한 후, 다시 최대온도까지 가열하였다. 1회 열싸이클 수

행동안 측정한 온도이력곡선을 Fig. 6에 나타내었다. 이

러한 열 사이클 절차를 10회 수행하였다. 기존연구결과3)

는 콘크리트가 고온 싸이클에 노출 후 3회 사이클까지 

잔류압축강도의 감소가 뚜렷하고, 이후의 압축강도 저하

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열싸이클 횟수를 10회로 

설정하였다. 10회의 열싸이클 수행 후에 모르타르의 잔

류압축강도를 측정하고, 열싸이클 적용전과 후의 압축강

Table 5. Test results

Batch

Compressive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Thermal conductivity

(W/mK)

Specific heat

(J/gK)Before 

thermal cycling

After thermal 

cycling

Retaining ratio

(%)

A1 39.8 19.2 48.2 3.5 1.137 1.48

A2 43.6 20.3 46.6 3.1  1.154 1.44

A3 55.2 21.9 39.7 3.9  0.917 1.46

A4 26.4 3.0 11.4 1.7  0.511 1.39

A5 35.1 13.5 38.5 3.1  1.885 1.41

A6 38.8 13.4 34.5 2.9  1.180 1.56

A7 22.8 9.1 39.9 1.2  0.791 1.47

A8 27.6 11.4 41.3 1.7  1.032 1.36

P1 47.4 21.5 45.4 3.2  1.038 1.19

P2 37.9 23.8 62.8 3.4  1.349 1.16

P3 24.4 9.2 37.7 2.0  1.063 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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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est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before thermal 

cycling 

Fig. 5 Instrumentation of heating

Fig. 6 Temperature history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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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감소 비로서 잔류강도비를 산정하였다. 잔류압축강도 

측정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열사이클 적용 후의 모

르타르 압축강도 측정은 열사이클 종료후 약 10시간 후

에 실시하였으며, 이때 모르타르 시편의 내부온도는 상

온상태로 고려하였다.+

OPC와 그라파이트를 혼입한 배합(P1)의 잔류압축강도

는 23.8 MPa로써 모든 배합 중에서 가장 크고, 또한 잔류

강도 비는 62.8%로서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OPC만을 

포함하는 배합(P1), 알루미나시멘트를 플라이애시로 치환

한 배합(A2), 슬래그로 치환한 배합(A3)의 잔류압축강도

는 20 MPa를 상회한다. 알루미나시멘트와 CSA를 포함하

는 배합(A4)의 잔류압축강도는 모든 배합 중에서 제일 

작게 나타나고, 잔류강도 비도 11.4%로써 제일 작다. A5, 

A6 및 A7 배합의 열싸이클 적용 후에 시편 표면에 뚜렷

한 균열은 관찰되지 않는다(Fig. 8). 그러나, A4 배합 큐

브 시편의 열사이클 적용 후 표면의 육안관찰결과, 다른 

배합의 시편에 비해 표면에 미세 균열이 뚜렷하게 관찰

된다. 따라서, CSA를 포함하는 A4 배합은 고온의 열싸이

클을 겪으면서 내부 균열로 인해 뚜렷한 압축강도 감소

를 나타낸다고 판단된다. 또한, CSA를 포함한 4성분계 

배합(A7, A8 및 P3)의 잔류강도비는 다른 배합에 비해 

잔류강도비가 뚜렷하게 감소한다.

실험배합의 물-바인더 비()는 0.36이다. Neville20)은 

무수시멘트 입자의 화학적인 결합을 위해 대략 0.25의 

가 필요하다고 파악하였다. 0.25를 초과하는 배합수

는 CSH 공극 안에서 흡착되고, 또한 모세기공 안에서 갇

힌다. 시편내부에 존재하는 자유수와 흡착수는 고온에 

노출될 때 증발하고 강도감소를 초래한다.

3.3 쪼갬인장강도

복합재료의 인장강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쪼갬인

장강도 실험을 수행하였다. 쪼갬인장강도 시편은 지름이 

100 mm이고 높이가 200 mm인 원주형 공시체를 이용하

였다. Fig. 9에 각 배합별 측정된 쪼갬인장강도를 나타내었다.

알루미나시멘트만을 포함한 배합(A1)의 인장강도는 

3.5 MPa이다. 알루미나시멘트를 플라이애시로 치환한 배

합(A2), 슬래그로 치환한 배합(A3) 및 그라파이트로 치환

한 배합(A5)의 인장강도는 각각 3.1, 3.9 및 3.1 MPa이다. 

알루미나시멘트에 CSA를 혼입한 배합(A4)의 인장강도는 

제일 작게 나타나며, 이는 A4 배합의 압축강도 특성이 

다른 배합의 압축강도에 비해 뚜렷한 감소를 나타낸 특

성과 상응하는 결과이다. 또한, 4성분계 배합(A7, A8 및 

P3)의 인장강도는 각각 1.2, 1.7 및 2.0 MPa로써 2성분계 

바인더를 적용한 배합의 인장강도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는 4성분계 배합에 CSA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대표적으로 A8과 P3의 4성분계 배합의 쪼갬 단면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쪼갬 단면 관찰결과는 PP섬유의 분

산성이 양호한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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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est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after thermal 

cycling

Fig. 8 Cube specimens after thermal cycling (A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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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est results of split tensile strength

Fig. 10 Comparison of split sections for A8 and P3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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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열전도율

열저장시스템의 열역학적 특성을 모델링하기 위해서

는 사용 재료의 정확한 열역학적 특징이 필요하다. 모르

타르의 열전도율이 높을수록 열저장 시스템의 축열과 방

열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축열과 방열의 성능 

개선에 따라 모르타르 내부에 매설되는 열교환기의 개수

가 감소하여 열저장 시스템의 비용을 감소시킨다. 

모르타르 시편의 열전도율을 측정하기 위하여 TLP 

300 장비(독일 TAURUS Instruments 제품)를 이용하였다

(Fig. 11). 크기가 100(가로)×100(세로)×20(두께) mm인 모

르타르 시편의 양면에 열그리스(thermal grease)를 고루 

도포하여 열전대와 모르타르 시편이 일체화 되도록 하였

다. 이후 모르타르 시편을 TLP 300 장비 챔버 안에 넣고 

열전도율을 측정하였다. 

고온의 열사이클에 노출되기 전의 모르타르의 열전도

율 측정결과를 Fig. 12에 나타내었다. 그라파이트를 혼합

한 A5 배합과 P2 배합의 열전도율이 다른 배합의 열전도

율에 비해 크게 나타난다. 이는 그라파이트의 우수한 열

전도율 특성 때문이다. 

알루미나시멘트만을 사용한 배합(A1)의 열전도율은 

1.137 W/mK로써 OPC만을 사용한 배합(P1)의 열전도율 

1.038 W/mK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알루미나시멘트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한 배합(A5)의 열전도율은 1.885 W/mK

로써 OPC와 그라파이트를 사용한 배합(P2)의 열전도율 

1.349 W/mK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열전도율 측면에서 

알루미나시멘트가 OPC에 비해 유리한 것을 나타낸다.

알루미나시멘트만을 포함하는 배합(A1)에 비해 알루미

나시멘트 일부를 프라이애시로 치환한 배합(A2) 및 지르

코늄으로 치환한 배합(A6)의 열전도율은 각각 1.137, 1.154 

및 1.180 W/mK로써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John의 연구결과3)는 플라이애시의 치환은 콘크리트의 열

전도율을 감소시키는 것을 나타내지만, 본 실험연구에서

는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지 않는다. 

알루미나시멘트와 CSA를 함유한 A4 배합의 열전도율

은 작게 나타난다. CSA는 팽창성 기능이 있으며, 과도한 

팽창이 발생할 경우 시편 내부에 미세균열을 유발할 수 

있다. 실제로 열전도율 시편의 표면에서는 미세균열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미세균열은 내부의 공극을 유발하며 

공극은 열전도 성능을 감소시키므로 열전도율 감소를 유

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그라파이트로 치환한 배합(A5)의 열전도율은 

1.885 W/mK로써 배합 중 가장 큰 값을 나타낸다. 이는 

그라파이트의 열전도율이 크기 때문으로 판단되면, 이에 

따라 열전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알루미나시멘트의 일

정 부분을 그라파이트로 치환하는 것이 열전도율 증가를 

위해 유리하다고 판단된다. 

3.5 비열

열저장 시스템에서의 저장되는 현열 열용량()은 다음

식11)과 같다.






  (1)

즉, 




  (2)

여기서,   : 재료의 질량

 : 부피

 : 밀도

 : 비열용량

, : 최대온도와 최소온도

따라서, 재료의 비열이 높을수록 열저장 시스템의 열

저장 능력이 증가하므로 높은 비열의 사용 재료가 필요

하다.

시차주사열량법의 원리를 이용하는 시차주사열량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를 이용하여 복합재료의 

Fig. 11 Instrumentation for measurement of thermal con-

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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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Test results of thermal condu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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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열을 측정하였다(Fig. 13). 각 배합의 시편을 파우더로 

분쇄한 후 시추주사열량계로 비열을 측정하였으며, Fig. 

14에 고온의 열사이클에 노출되기 전의 모르타르 배합 

별 비열 측정값을 나타내었다. 시차주사열량계의 온도조

건을 30°C 조건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모르타르의 비열을 

측정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모르타르가 고온에 노출되기 

전의 조건에서 비열을 측정하였다.

비열 측정값은 1.16~1.56 J/gK의 범주이다. 알루미나시

멘트만을 사용한 배합(A1)의 비열은 1.48 J/gK로서, 포틀

랜드시멘트만을 사용한 배합(P1)의 비열인 1.19 J/gK보다 

크게 나타난다. 또한 알루미나시멘트를 사용한 배합(A1~ 

A8)의 비열은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배합(P1~P3)

의 비열보다 크게 나타난다. 이는 알루미나시멘트를 사

용한 배합의 비열이 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한 배합의 비

열보다 큰 것은 알루미나시멘트의 비열이 보통포틀랜드

시멘트의 비열보다 크기 때문이다. 

알루미나시멘트와 플라이애시(A2 배합), 슬래그(A3 배

합), CSA(A4 배합), 그라파이트(A5 배합) 및 지르코늄(A6 

배합)으로 구성된 2성분계 배합의 비열은 각각 1.44, 1.46, 

1.39, 1.41 및 1.56 J/gK를 나타낸다. 알루미나시멘트를 지

르코늄으로 대체한 배합(A6)의 배합이 가장 크게 나타난

다. 이는 Table 3의 바인더 중에서 지르코늄의 비열이 가

장 크며, 이에 따른 영향으로 판단된다. 또한 알루미나 

시멘트를 사용한 4성분계 복합재료를 사용한 배합의 비

열은 1.47 및 1.36 J/gK로써 2성분계 배합의 비열과 뚜렷

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이 실험연구에서의 각 배합의 복합재료 구성 성분이 

다를지라도, 비열 측정값은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는다. 콘크리트의 비열은 배합수량과 굵은골재의 종류와 

양에 영향을 받으며, 특히 배합수량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물의 비열이 다른 구성 성분의 

비열보다 크기 때문에 배합수량의 증가는 모르타르의 비

열을 증가시킬 수 있다. 바인더 성분의 비열은 물의 비열

보다 작으며, 각 배합별 바인더 성분의 비열은 비슷하다. 

따라서, 본 실험연구의 배합별 배합수량은 동일하고 굵

은골재를 포함하지 않으므로 배합 별 비열값은 서로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논문에서는 다양한 시멘트 복합재료에 따른 열에너

지 저장용 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열역학 특성에 대한 실

험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450°C까지의 열사이클링을 적용한 이후의 OPC와 

그라파이트를 혼입한 배합의 잔류압축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또한, 이 배합의 잔류강도 비는 60%

를 상회하며 가장 크다.

2) 알루미나시멘트와 CSA를 혼합한 배합 시편의 열싸

이클 적용 후에 미세 균열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또

한, 이 배합의 잔류압축강도는 가장 작게 나타나고, 

잔류강도 비도 11.4%로서 제일 작다.

3) 알루미나시멘트만을 사용한 배합의 열전도율은 

OPC만을 사용한 배합의 열전도율보다 크다. 또한, 

알루미나시멘트와 그라파이트를 혼합한 배합의 열

전도율은 OPC만을 사용한 배합의 열전도율보다 크

게 나타난다. 이는 콘크리트 열저장 시스템의 효율

적인 축열과 방열 측면에서 알루미나시멘트가 OPC

에 비해 유리한 것을 나타낸다.

4) 모르타르에 CSA의 첨가는 열전도율을 감소시킨다. 

CSA는 팽창성으로 모르타르 내부에 균열을 유발하

며, 균열로 인한 공극 때문에 열전도율이 감소한 것

으로 판단된다.

5) 그라파이트의 첨가는 모르타르의 열전도율을 증가

시킨다. 따라서 열전도율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멘트 

복합재료를 그라파이트로 치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6) 지르코늄을 첨가한 배합의 비열이 가장 크게 나타

나며, 열저장 시스템의 열용량 증진을 도모하기 위

해 지르코늄을 혼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섬

유보강 모르타르의 신속한 축열과 방열을 위해 열

전도율이 높아야 하고 열에너지 저장능력을 증가시

키기 위해 비열이 커야 하므로, 열전도율이 높은 그

라파이트와 비열이 높은 지르코늄을 혼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Fig. 13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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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Test results of specific he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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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태양열 에너지 저장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열적 및 역학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다양한 시멘트 복합재료의 배합이 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열적 및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험연구를 수행

하였다. 섬유보강 모르타르의 역학적 특성으로서 열싸이클 전과 후의 압축강도 및 인장강도를 측정하였다. 또한, 섬유보강 모르

타르의 열적 특성으로서 열전도율과 비열을 측정하였다. OPC와 그라파이트를 포함한 배합의 잔류압축강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다. 알루미나 시멘트를 혼합한 배합의 비열이 크게 나타나며, 이는 알루미나시멘트가 열저장 시스템의 효율적인 축열과 방열에 

유리함을 의미한다. 또한, 그라파이트의 첨가는 섬유보강 복합재료의 비열을 증가시킨다. 실험연구결과는 콘크리트를 450°C 이

상의 열저장 매체로 활용하기 위한 프로토타입 시스템 설계에 실제적인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용어 : 시멘트 복합재료, 열에너지, 잔류압축강도, 열전도율, 비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