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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최근 국내에서는 의료 및 연구/산업 현장에서 가속기 등

의 방사선 발생 장치의 사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다.1-2) 이러

한 방사선 시설의 증가 및 사용 방사선 에너지의 고준위화에 

따라 해당 시설의 차폐 및 방호기술의 중요성이 증대하고 있

다.3-4)

그중 콘크리트는 고밀도·고중량 재료로 가격이 저렴하고 

차폐성능이 우수하여 방사선 활용 시설 등에서 차폐체로 널

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콘크리트의 차폐 성능을 향상시키

기 위해 고속 중성자를 저속 중성자로 저감할 수 있는 수소

(H)기반의 고분자 화합물을 혼입하거나, 붕소 등과 같이 중

성자를 포획하는 성질이 있는 재료를 추가하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5-8) 하지만, 이와 같이 고분자 화합물 

및 붕소 화합물을 혼입한 경우 초기 건설비용의 증가 및 물

리적 성능 저하 등과 같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적

용시 어려움이 있다. 특히, 붕소의 경우 생산지가 제한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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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에 가격대가 높고 콘크리트의 경화 지연 등과 같은 

물리적 성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혼입량을 제한하고 있

다.9-10)

붕소화합물 중 분자적 결합이 강하고 콘크리트 내에서 비

활성화되는 탄화붕소 역시 일정량 이상으로 첨가될 경우 콘

크리트의 역학적 성능이 급격하게 저하되며, 가격이 매우 

고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 다소 부적절하다. 붕소를 

직접적으로 혼입하는 방법 외에 간접적으로 붕소가 포함되

어있는 광물 즉, 회붕광 같은 광물을 골재 대체제로 사용하

는 방법이 있으나11,12) 역시 생산지가 제한적이며 물리적 성

능 저하가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이

처럼 탄화붕소나 회붕광을 대체제로 활용하는 연구가 중점

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나 그 외의 붕소화합물을 활용하거나 

이를 개선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 사용한 붕소화합물은 기존 산업폐기

물 등을 재활용한 제품으로 기존 생산되는 붕소보다 가격이 

약 95%이상 저렴한 제품으로 수급이 용이하고 경제성이 우

수한 붕소화합물을 대상으로 기초 실험을 수행하였다. 또한,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시험체의 알칼리 정도에 따라 물리적 

성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알칼리도

에 따른 붕소화합물에 대한 기초 물성실험을 수행하였다.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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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haracteristics of mortar mixed with various boron compounds. The adapted boron 

compounds, classified into acid, slightly alkaline and strongly alkaline with respect to the value of the pH are acid-based boron (AA), 

low-alkaline-based boron (AB), and high-alkaline-based boron (HB). The pH test, setting test and compressive strength test are 

performed to evaluate the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mortar, and SEM imaging is conducted to analyze the microstructure 

of mortar. The measured pH shows that the specimens mixed with boron compounds have lower pH than the basic mortar without 

boron and that loss of pH occurs according to time. The setting test reveals that the initial and final setting times of the specimens 

mixed with boron compounds occur later than the basic mortar, which disagrees slightly with the previous literature stating that the 

setting time can be shortened according to the alkalinity. From the compressive strength test and SEM imaging results, it is 

recommended to determine the optimal content of boron considering type and composition of the boro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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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화합물의 알칼리도에 따른 물리적 특성 검토를 위해 

붕소화합물의 pH를 측정하고 물성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모

르타르 내에서 붕소화합물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주사전

자현미경(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촬영을 수행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개요

본 연구에서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물리적 성

능 및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Table 1과 같이 실험을 계획하였

다. 붕소화합물의 종류 및 치환율에 따라 총 6가지 배합으로 

자세한 사항은 Table 2와 같다.

사용된 붕소화합물은 수급이 용이하며 경제성이 우수한 

붕소화합물 중 산성 및 알칼리성에 따라 총 3가지 타입을 선

별하였다.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물리적 성능 실험은 재

령별 pH를 측정하여 모르타르 내에서 붕소화합물로 인한 

pH 변화량을 검토하였으며, 혼입량에 따라 응결시험과 재

령 3일, 7일, 28일에 대한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였다. 이때 

재령별 압축강도 시편을 수거하여 경화 시간에 따른 내부구

조의 변화를 비교하고자 SEM 촬영을 수행하였다. 붕소화합

물의 함량은 기존 문헌 및 사전 실험을 통해 잔골재의 0.2% 

및 0.4%에 해당하는 양을 기준으로 치환하여 혼입하였

다.14,15) 또한, pH 실험에는 붕소화합물이 알칼리도에 미치는 

영향을 극대화하고자 붕소의 혼입량을 제한하는 ASTM 

C637 및 C638의 규제와 기존 연구(Kula et al)를 참고하여 붕

소화합물을 1% 이내를 원칙으로 하여 최대 혼입량 0.8%로 

설정하여 추가로 수행하였다.16-18)

2.2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멘트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비중 3.15 g/cm3, 분말도 3,800 cm/g)이고, 잔골재는 국내 A

사 제품으로 자세한 사항은 Table 3 및 Table 4와 같다.

한편, 사용된 붕소화합물은 사전에 붕소화합물과 증류수

를 혼입하여 각각의 pH를 측정하였고 측정 값에 따라 산성 

및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으로 구분하여 선별하였다. 산성 

기반인 붕산(Acidic boric acid: AA)은 중국에서 생산된 B사 

제품이며, 약알칼리 기반인 붕사(Alkali borax: AB)와 강알

칼리성인 붕사(High alkali borax: HB)는 터키에서 수입된 C

사 제품이다. 붕소의 함량 및 성분은 Table 5와 같다.

붕소의 함량(B2O3)은 AA가 56.3%로 가장 많으며 HB가 

40%, AB가 22.8%이다. 붕소화합물 HB는 붕소를 제외한 화

합물이 Ca(OH)2와 CaO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다른 

붕소화합물보다 수화 반응 및 강도 면에서 우수할 것으로 기

Table 1 Experimental plan

Factor Type

Mixture

W/C 0.485

Boron 

contents(wt%)
0.2/0.4

Boron 

compound 

types

Acidic boric acid(AA)

Alkali borax(AB)

High alkali borax(HB)

Experiment
Physical 

properties 

pH mesurement

Setting time test

Compressive strength

SEM

Table 2 Details of tested mortar mixtures

W/C

(%)

Cement

(g)

Fine 

aggregate (g)

Boron compound 

contents (%)

Mor

48.5 564.94

1392.45 0

AA-0.2 1389.66 0.2

AA-0.4 1386.88 0.4

AB-0.2 1389.66 0.2

AB-0.4 1386.88 0.4

HB-0.2 1389.66 0.2

HB-0.4 1386.88 0.4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OPC

Cement
Main components(%)

SiO2 Al2O3 MgO SO3 CaO

OPC 21.01 6.40 3.02 2.14 61.33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s

Size

(mm)

Density

(20°C, g/cm3)
Percentage 

of water 

absorption 

(%)

Fineness 

modulus (FM)Surface 

dry
Oven dry

≦10 2.56 1.09 2.62 2.59

Table 5 Physical properties of aggregates (%)

AA AB HB

B2O3 56.3 22.8 40

Ca(OH)2 40

Al2O3 0.038

CaO 0.057 20

K2O 0.042

Na2O 40.36

Fe2O3 0.0007 0.026

S(SO4) 0.05 3.18

Cl 0.001

pH
3.9

(Acid)

9.2

(Alkali)

12.8

(High alka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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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된다. 반면, AB는 붕소의 함량이 가장 적으며 기타 불순물

이 많이 혼입되어 있어 붕소로 인한 응결 지연의 영향이 다

른 붕소보다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2.3 실험체 제작 및 실험방법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pH 시험은 KS F 210319)

에 따라 모르타르 30 g과 증류수 50 ml를 혼입·교반하여 수

행하였으며, 측정시점은 굳지 않은 상태(fresh), 재령별 1, 3, 

7, 28일에 pH를 측정하였다. pH 측정은 재령별 시험체를 미

분쇄하여 증류수에 혼입하여 측정하였으며 한 배합당 시편

을 3번씩 채취하여 3번 측정하였다.

모르타르의 응결 시험은 KS F 243620)에 근거하여 수행하

였으며, 배합당 2회씩 응결시간을 측정하였다. 응결시험은 

모르타르의 관입 저항이 3.5 MPa과 28 MPa이 될 때 까지 소

요되는 시간을 각각 초결과 종결 시간으로 정의하여 수행하

였으며 48시간 이내에 종결되지 않을시 시험을 중단하였다.

압축강도 시험은 KS L 510521)에 준해 50×50×50 mm인 정

육면체 공시체를 배합당 3개씩 제작하였고 재령 3일, 7일 28

일에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한편, 모르타르 내 붕소화합물의 형상 및 시멘트 매트릭

스의 구조 등을 확인하고자 주사전자현미경(SEM) 촬영을 

수행하였다. 촬영한 주사전자현미경은 Philips XL30sFEG 

(Netherland)제품이며 시편 코팅 재료는 금(Au ion coating)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pH 측정 시험

Fig. 1은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재령별 굳지 않

은 상태(fresh) 및 재령별(1일, 3일, 7일, 28일) pH를 측정한 

그래프로 붕소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a)~(c)로 구분하였다.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시험체는 전반적으로 기본 시험체

(MOR)보다 pH가 낮게 측정되었다. 이러한 원인은 붕소

(B2O3)가 수화 반응에서 생성되는 OH- 이온과 빠르게 결합

하고 이로 인해 MOR 보다 알칼리 수산화물 이온의 발생량

이 적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2)

Fig. 1(a)의 AA 붕소화합물의 경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pH가 점차 산성 값을 나타내지만 AB 

및 HB에서는 그러한 경향이 보이지 않았다. AA 붕소화합물

을 첨가한 경우 앞의 Metin Davraz22)의 연구와 같이 알칼리 

수산화물 이온의 발생량이 적어지기 때문에 매트릭스 내부

를 구성하는 주된 성분이 산성 성분(Acid)이며, AB 및 HB의 

경우 알칼리 수산화물 이온의 발생량이 줄어들어도 알칼리

성(Alkali)을 나타내는 성분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러한 차

이가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Fig. 1의 전반적인 pH 변화량의 경향에서 붕소화합

물을 혼입한 시험체의 pH 변화량은 초기 pH 값에 상관없이 

재령 7일이 되는 시점까지 증가하다 그 시점 이후에는 다시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원인은 pH 시험시 미반응 

붕소가 시멘트 매트릭스 내에 포함된 상태에서 분쇄 및 교반

되어 증류수에 그대로 녹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원인 분석은 향후 추가 연구를 통해 수행

할 예정이다.

3.2 응결 시험

Table 6과 Fig. 2는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응결 

시험결과를 나타낸 자료이며, Table 7은 초결 및 종결이 되

는 시점에서의 pH를 Fig. 1을 참고하여 추정한 값을 정리한 

(a) AA

(b) AB

(c) HB

Fig. 1 pH of boron compounds

(a) AA

(b) AB

(c) HB

Fig. 1 pH of boro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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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이다. 다음 표와 같이 붕소화합물의 종류 및 함량에 관계

없이 전반적으로 기본 시험체보다 초결 및 종결 시점이 늦게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붕소화합물인 붕산 및 붕사

의 경우 시멘트 수화 메커니즘에 영향을 미쳐 응결 및 경화 

등의 영향을 미치지만,9,10) 탄화붕소는 이러한 응결 지연 등

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는 붕소로 인한 응결지연이 아닌 붕

소와 함께 있는 화합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런 붕소

화합물의 응결지연은 Metin davraz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Ca2+와 OH-가 반응하여 Ca[B(OH)4]2를 생성하고 이렇게 생

성된 화합물이 시멘트 입자의 표면을 둘러쌓아 물과의 접촉

을 차단하여 수화반응 및 기타 화학반응을 지연시키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23,24)

또한, 붕소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응결 지연 경향이 다르

게 나타났는데 AB 시험체는 다른 붕소화합물에 비해 초결

이 가장 빠르게 나타났으며, HB 시험체는 다른 시험체보다 

경화가 빠르게 발생하였다(Table 6 참조). 특히나 HB의 시험

체의 경우 다른 붕소화합물보다 높은 알칼리 환경임에도 불

구하고 응결지연 현상이 가장 크게 발생하였다(Table 7 참

조). 이는 기존의 강알칼리성 환경에서 붕소를 혼입한 모르

타르의 응결 지연 현상을 저감할 수 있다는 문헌과 다소 다

른 결과 값을 보였다.13) 따라서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

르의 경우 알칼리도에 따라 응결 지연에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다른 지배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3 압축강도 시험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 시험체에서는 전반적으

로 강도저하가 발생하였으며, 특히 AA를 0.4% 혼입한 경우 

기본 대비 약 65%가 저하되었다. 강도 데이터의 표준편차는 

재령별로 평균 0.9, 1.1 및 1.4였으며, 대부분 표준편차 2 이

내로 전반적으로 양호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Fig. 3은 AA를 혼입한 시험체의 강도를 나타낸 그래프로 

혼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초기 및 전체 강도가 감소하는 양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원인은 혼입된 붕소화합물로 

인해 시멘트의 수화반응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았다는 기존 

연구와 유사한 원인으로 파악된다.25,26) 특히나 Table 6의 응

결 시험 결과에서도 AA의 경우 초결 및 종결이 가장 늦게 나

타났으며, 혼입량이 0.2%에서도 거의 48시간이 다되어 종결

이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B2O3의 함량이 다른 붕소 화합

물보다 높으며 이로 인해 0.2%를 초과한 경우 응결지연으로 

인해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Fig. 4은 AB의 함량 및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그래프

로 앞의 AA와 다른 경향을 보였다. AB의 경우 전반적으로 

기본 대비 강도가 저하되었지만 AB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Table 6 Setting time of cement paste with boron component  

Sample

Initial

 setting time

(hour:min)

Final

setting time

(hour:min)

MOR 4:20 8:10

AA-0.2 26:55 45:30

AA-0.4 over 48h over 48h

AB-0.2 7:35 18:10

AB-0.4 3:40 27:25

HB-0.2 12:20 14:12

HB-0.4 16:45 over 48h

Table 7 Physical properties of boron compounds

Sample

pH at initial 

setting time

pH at final setting 

time

Age (day) pH Age (day) pH

MOR 1 12.6 1 12.6

AA-0.2 2 11.9 2 12.5

AA-0.4 fresh 13.09 fresh 13.09

AB-0.2 1 11.4 1 11

AB-0.4 1 12.3 2 12.2

HB-0.2 1 11.6 1 11.2

HB-0.4 1 11.3 fresh 11.9

Fig. 2 Setting time test of boron compounds Fig. 3 Compressive strength of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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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에 대해 혼입량을 최대 

0.8%까지 증가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한 결과 0.6%까지 강

도가 증가하다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붕소

화합물의 함량 및 성분에 따라 응결 및 강도 특성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따라서, 붕소화합물을 첨가할 경우 

이러한 특성을 검토한 후 최적 혼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고 판단된다.

HB의 함량별 압축강도 그래프는 Fig. 5와 같으며 붕소화

합물 중에서 MOR 대비 강도 저하율이 가장 낮았다. HB-0.4 

시험체의 경우 재령 3일차 강도가 발현되지 않았으나 앞의 

AA보다 전체 강도가 우수하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다

른 화합물보다 강도 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Ca(OH)2

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로 인해 수화생성

물이 많이 발생하여 붕소로 인한 경화 지연 현상을 감쇄시켰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7,28)

3.4 주사전자현미경(SEM)에 의한 이미지 분석

Fig. 6은 붕소화합물의 형상을 촬영한 사진으로 붕소화합

물의 종류에 따라 형상 및 사이즈가 다음과 같다. AA는 약 

60 μm의 둥근 형태로 표면이 매끈하며, AB는 약 130 μm의 

구형으로 표면에 굴곡이 있으며 굴곡 사이에 작은 구멍들이 

분포되어 있다. 반면, HB의 경우 바늘처럼 가느다란 형태가 

서로 엉켜 덩어리를 이루고 있으며 크기 및 형상이 불규칙적

이다. HB의 이러한 형상은 다른 붕소화합물에 비해 시멘트 

매트릭스와의 부착에 매우 유리한 형태로 판단된다.29) 따라

서, HB를 혼입한 시험체의 경우 다른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시험체보다 압축강도 등과 같은 물리적 특성이 우수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7는 붕소화합물의 종류 및 재령에 따라 주사전자현미

경으로 촬영한 사진이다. MOR를 기준으로 재령 3일차에서

는 침상의 에트린가이트(Ettringite), 판형태의 수산화칼슘 

및 칼슘실리게이트(Calcium silicate hydrate: C-S-H) 등이 관

찰되었다. 또한, 재령 7일차에는 수화생성물로 시멘트 매트

릭스의 공극이 대부분 채워진 치밀한 시멘트 매트릭스 조직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령 3일차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시험체에서도 붕소의 종

류에 상관없이 매트릭스 곳곳에서 에트린가이트 등의 수화생

성물이 생성되었다. AB 및 HB의 경우 시멘트 매트릭스 내에서 

Fig. 4 Compressive strength of AB

Fig. 5 Compressive strength of HB

(a) AA

(b) AB

(c) HB

Fig. 6 SEM images of boron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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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소로 판단되는 불규칙한 형상(사진상 파선으로 표기)이 관

찰되었으나, AA의 경우에서는 이러한 형상이 보이지 않았다.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재령 7일차의 시험체에서도 재령 3

일차와 유사하게 AB 및 HB의 경우 붕소의 형태가 관측되었

으나, AA의 경우 붕소의 형상이 관측되지 않았다. Fig. 7의 

재령 7일차 AB의 SEM 사진에서 붕소들이 주변의 매트릭스 

조직과 합쳐지면서 서서히 정착되어 경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B의 경우 주변의 붕소들이 하나로 합쳐지는 

형상이 관측되었다. 이러한 형상은 Fig. 8과 같이 재령 28일

에는 관측되지 않았으며 이는 시멘트 매트릭스 조직과 물리

적인 결합을 통해 경화하면서 매트릭스 조직이 점차 치밀해

짐에 따라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붕소화합

물을 혼입한 시험체는 화합물의 종류에 따라 재령별 시멘트 

매트릭스의 치밀한 정도가 다르게 나타났다. MOR를 제외

하고 HB 시험체가 재령 3일 및 7일 모두에서 가장 치밀한 조

직을 구성하며 이러한 원인은 HB가 Ca(OH)2의 함량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되며 이러한 영향이 Fig. 3~5의 압축강도 

결과에서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27,28,30) 따라서 붕소를 혼

입한 모르타르의 경우 붕소화합물의 종류 및 성분에 따라 응

결 지연 정도 및 물리적 성능이 결정되므로 이를 고려하여 

최적 혼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혼입된 붕소화합물의 알칼리도에 따른 물리적 특성 및 

SEM을 활용한 미세구조 분석을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알칼리도에 따른 붕소화합물의 pH 변화량은 화합물

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로 MOR보다 낮게 측정

되었으며 시간이 갈수록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2)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모르타르의 경우 알칼리도에 따

라 응결 지연에 일부 영향을 미치지만 그 외의 다른 지

배적 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압축강도는 붕소화합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전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지만 HB를 혼입한 시험체의 

경우 MOR 대비 강도 저하율이 가장 적게 나타났다. 따

라서, 붕소화합물의 특성을 검토하여 최적 혼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4) 또한, SEM 분석결과에서도 붕소의 종류 및 성분에 따

라 수화생성물의 결정 생성 정도가 다르게 관측되었으

며 Ca(OH)2가 많이 포함된 HB의 시험체가 가장 치밀

한 시멘트 매트릭스 조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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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붕소화합물을 혼입하여 제작한 모르타르의 특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였다. 사용된 붕소화합물은pH

값에 따라 산성 및 약알칼리성, 강알칼리성으로 구분하여 선별한 것으로 산성 기반인 붕산(AA)과 약알칼리 기반의 붕사(AB), 강

알칼리성인 붕사(HB)이다.  실험은 모르타르의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pH 측정 및 응결 시험, 압축강도 시험을 

수행하였으며 모르타르 내 미세구조 분석을 위해 SEM 촬영을 수행하였다. pH 측정 결과 붕소화합물을 혼입한 시험체 전반적으

로 기본 모르타르보다 pH가 낮게 측정되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pH가 저하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응결 시험에서도 기본 

시험체보다 초결 및 종결 시점이 늦게 발생되었으며 알칼리도에 따라 응결 지연을 저감할 수 있다는 기존 문헌과 다소 다른 결

과를 나타냈다. 압축 강도 및 SEM 촬영 결과, 붕소화합물의 종류 및 성분에 따라 강도 등의 물리적 성능이 결정되기 때문에 이

를 고려하여 최적 혼입량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 붕소화합물, 알칼리도, pH 측정 시험, 주사전자현미경(SE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