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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본 연구는 미얀마 바간(Bagan)지역 전통 건축물의 벽체 보수에 사용되는 소석회에 대한 광물학
적 특성을 분석하고 바간 지역 문화재 수리 현장과 동일한 방법으로 제조한 석회 플라스터의 물리적 
특성을 파악하였다. 미얀마 소석회의 X-선 회절 분석과 열분석 결과 포틀랜다이트(Ca(OH)2)와 수활석
(Mg(OH)2)이 주구성광물로 검출되었으며, 이를 통해 석회의 원석으로 백운석(CaMg(CO3)2) 광물의 함
량이 높은 탄산염 암석이 사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미얀마 소석회는 0.5 
µm 이상의 불규칙한 형상을 가진 결정들과 소량의 0.1 µm 크기의 판상형 결정들이 응집되어 있고 전
체적으로 매끄러운 조직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는데, 국내에서 건식 소화시킨 소석회와 비교했을 때 
결정의 크기나 균일도가 다른 것은 소석회 간 구성광물의 차이와 미얀마 특유의 전통 습식 소화방법
에 의한 영향으로 판단된다. 28일 동안 양생한 미얀마 석회 플라스터의 압축강도 값은 평균 1.13 
N/mm2이며, bale (Aegle marmelos) 열매의 물 추출액을 첨가한 플라스터 시편의 압축강도 값은 평균 
1.03 N/mm2로 측정되었다. 석회는 장기간 탄산화 과정을 거쳐 강도가 발현되는 기경성 재료이므로 
향후 28일 이상 장기 양생을 통해 양생기간별 물리적 특성의 변화 양상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주요어:미얀마, 석회, 플라스터, 방해석, 수활석

ABSTRACT :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analyze the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of slaked 
lime used for wall repair of traditional buildings in Bagan, Myanmar and to evaluate the physical 
properties of lime plaster produced by the same method as Bagan region. In the X-ray diffraction and 
thermal analysis of the Myanmar slaked lime, portlandite (Ca(OH)2) and brucite (Mg(OH)2) were 
detected as main constituent minerals, and a carbonate rock mainly composed of dolomite 
(CaMg(CO3)2) minerals may be used as a raw material to make slaked lime. The fiel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analysis showed that the Myanmar slaked lime was composed of 
irregularly shaped crystals of 0.5 µm or larger and a small amount of 0.1 µm of plate - like crystals. 
The size and uniformity of crystals in Myanmar lime is different from that of Korea slaked lime. This 
may be attributed to the effect of the mineral composition and the lime hydration method of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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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미얀마 만달레이(Mandalay)주에 위치하고 있는 
바간(Bagan)은 미얀마의 최초 통일 왕조인 바간왕
조(1044-1287)의 수도이자 당시 정치, 경제, 문화
의 중심지이다. 바간왕조 시대에는 10,000여 개의 
사원과 탑 등이 바간에 건립되었는데 이 중 2,200
여 개가 현재 남아있다(Amadori et al., 2019;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Heritages, 
2017). 사원의 벽과 천장, 입구에 남아있는 벽화는 
벽돌로 지어진 벽의 표면에 흙을 덧붙인 후 그려졌
다. 벽화 채색을 위한 바탕층에 사용되는 플라스터
(plaster)는 결합제(binder)와 모래를 반죽한 것으로 
골재로 사용되는 모래의 입자가 모르타르(mortar)
에 비해 고운 편이다(Littmann, 1959). 
  플라스터는 건물의 벽과 천장을 보호하거나 장
식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미장용 건축 재료로 결합
제의 종류에 따라 점토(clay)나 이회토(marl)로 만들
어지는 진흙 플라스터(mud plaster), 석고(gypsum 
rock)나 설화 석고(alabaster)를 가열하여 제작되는 
석고 플라스터(gypsum plaster), 그리고 석회석
(limestone)을 가열한 후 수화물 형태의 소석회
(slaking lime)를 이용한 석회 플라스터(lime plaster) 
등으로 나눌 수 있다(Arioglu, 2006; Kingery, 
1988). 현지 문화재 보존담당자에 따르면 바간 시
대의 벽체는 석회 플라스터와 진흙 플라스터가 주
로 사용되었으며 지역별로 서로 다른 천연 첨가제
를 사용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벽체는 미얀마의 고온다습한 날씨와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 곤충에 의한 생물학적 피해 등으로 인해 
열화가 진행된 상태이므로 건축물의 상태를 개선
하기 위해서는 훼손된 벽체의 보수가 반드시 필요
한 상황이다.
  미얀마의 벽체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UNESCO 
연구진에 의해서 최초로 이루어졌다. 최근 2016년
에 발생한 차우크 지진의 후속 조치로 일본 동경문

화재연구소는 건축문화재의 구조적 피해 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 중 Me-taw-ya 
사원의 보수를 위해 기존에 사용된 벽돌과 스투코
(stuccoes), 진흙 모르타르의 재료와 제작 방법에 
대한 선행 연구를 진행하였다. 훼손된 벽체는 기존
에 전통적으로 사용된 재료와 배합 비율을 활용하
였으며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최소한의 부분만 
복원되었다(Tokyo National Research Institute for 
Cultural Properties, 2016; Amadori et al., 2019).
  Bale (Aegle marmelos)은 인도와 방글라데시가 
원산지인 수목으로 특히 bale 열매의 추출물에는 
항산화 효과, 저혈당 효과, 항균 효과, 항염증 효과 
등 생물학적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amalakkannan and Stanely, 2003a; 2003b; 
Sharma et al., 2007; Maity et al., 2009). 미얀마
에서는 현재 벽체 수리에 사용되는 석회 플라스터
의 배합수로 bale 열매의 물 추출물(bale juice)을 
사용하고 있다. Bale의 열매는 으깬 상태(fruit 
pulp)로 석회 플라스터에 첨가했을 때 방수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Upadhyay, 2015) 실험
을 통해 검증되지는 않았다.
  석회는 미얀마 전통 건축물의 장식 미술에 사용
된 중요 재료이지만 원재료와 용도별 제작 방법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
서 본 연구는 미얀마 전통 건축물 벽체 보수에 사
용되고 있는 석회의 재료적 특성을 분석하고 현지 
제작 방법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석회 플라스터를 
제조한 후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bale 
juice의 첨가로 인한 석회 플라스터의 강도 증진 
여부를 평가하여 성능 개선용 재료로서의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which produces slurry by immersing the burnt lime in excess water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lime plaster in Myanmar resulted in a mean value of 1.13 N/mm2 for the 
specimens cured for 28 days. The strength of the specimens with Bale juice was 1.03 N/mm2, 
respectively. The lime is an air setting material that exhibits strength through long carbonation proces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valuate physical properties according to curing period through long-term 
curing over 28 days in the future.

Key words : Myanmar, lime, plaster, calcite, bru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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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재료 준비 및 시편 제작

  본 연구에서 사용된 미얀마 소석회는 바간지역 
문화재 보존담당자에 의해 확보된 시료로 현재 바
간지역 사원의 보수에 사용되고 있는 재료 중 하나
이다. 미얀마 소석회는 현지에서 제조된 생석회를 
과량의 물속에서 3개월 이상 넣고 숙성시키는 습
식소화가 특징이다(Fig. 1(a)). 미얀마 소석회와의 
비교를 위해 사용한 소석회는 국내에서 생산된 소
괴 형태의 생석회를 동량 비율의 물로 건식소화 시
킨 후 3개월 이상 외부의 노출된 상태에서 숙성
(aging)시킨 것으로 미얀마 소석회와 제조 방식이 
다르다(Fig. 1(b)).
  Bale juice는 미얀마 현지에서 확보한 bale 열매
에 물을 넣고 으깬 후 거즈로 걸러서 추출하였다. 
석회 플라스터는 주재료인 소석회와 모래를 1 : 2 
중량비율로 배합한 후 물 또는 bale juice 5 g을 첨
가하여 반죽하였다. 석회 플라스터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20 × 20 × 20 mm용 몰드를 사용하여 
시편을 제작하였고 28일 동안 항온⋅항습 조건에서 
경화시켰다. 본 실험에서는 향후 문화재 현장에서 수
습되는 시료 확보의 한계가 있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시험편의 모양은 입방형으로, 시험편의 크기는 규격
하한인 지름 20 mm로 채택하였다.

분석 방법

  소석회를 구성하고 있는 광물 조성을 동정하고 
플라스터의 구성 광물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X-선 
회절분석(EMPYREAN, PANalytical, Netherlands)
을 수행하였다. 분석 조건은 40 kV, 40 mA, 스캔
범위 5°-80° 2θ, 200 sec/step, 스캔속도 0.05 º 2θ
/sec이다. 소석회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
국과학기술원 중앙분석센터에서 시차주사열량분석
(LABSYS Evo, Setaram, France)을 수행하였다. 
분석 조건은 질소 대기 하에서 10 ℃/min 속도로 
승온하여 실온에서 1,000 ℃까지 측정하였다. 소석
회의 주요 화학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의 X-선 형광분석기(MXF-2400,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으며 시료를 비드(bead)로 제작
하여 최고 속도 50 kV, 100 mA, 4 kW, 평균 속
도 40 kV/70 mA, 2.8 kW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소석회의 비표면적 측정을 위한 전처리 작업으로 

입자 응집을 감소시키기 위해 시료를 동결⋅건조
하였고, (주)솔텍트레이딩의 물리적 흡착측정장치
(BELSORP-mini II, MicrotracBEL Corp., Japan)
를 이용하여 BET (Brunauer-Emmet-Teller) 이론을 
이용한 질소가스흡착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소
석회의 미세조직 형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한국과학
기술원 중앙분석센터의 전계방출형 주사전자현미
경(SU8230, Hitachi, Japan)을 이용하여 SEM-EDS 
분석을 실시하였다.
  석회 플라스터의 경화 정도에 따른 강도변화를 
파악하기 위해 시험편의 초음파속도를 측정하였다
(PUNDIT LAB, Proceq, Swiss). 탐촉자는 대상매
질의 요철에 따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미소면
적의 측정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54 kHz 
Exponential Transducer를 사용하였다. 시험편의 
초음파속도는 마주보는 3면의 중앙점에서 5번씩 
측정하였으며 배합당 3개의 시험편을 측정한 후 
평균값을 제시하였다. 또한 초음파 물성 분석의 신
뢰성 확보를 위해 자체 제작한 초음파탐상기 탐촉
자 고정장치를 이용하여 실험 중 발생할 수 있는 
간섭요인들을 최대한 제거하였다. 시험편의 압축강
도 측정용 지그는 석재나 콘크리트와 같은 다공성 
재료의 분석에 사용되는 편심 보정이 적용된 구형
시트타입의 가압판을 채택하였다. 압축강도는 만능
재료시험기(Shimadzu, AGS-500D, Japan)를 이용
하여 1 mm/min, 로드셀 250,000 N의 조건으로 평
균 3개씩 분석하였다. 압축강도 시험편의 치수 효
과에 대한 추가보정은 실시하지 않았으며 향후 석

Fig. 1. (a) The slaked lime used for restoration of 
cultural heritages in Myanmar is hydrated by 
immersing quick lime in excess water for over three 
months. (b) The slaked lime used for restoration on 
the palace and Royal Tombs in Korea is aged by dry 
hydration of lumpy quick 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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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및 모래의 종류, 시험편의 치수와 모양에 따른 
단계적 실험을 통해 치수 효과에 대한 신뢰성 있는 
보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압축강도 측정 후 
수집한 시편은 석영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크세기
가 낮은 포틀랜다이트(Portlandite, Ca(OH)2)의 변
화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100 µm 체로 골재를 최
대한 분리하였으며 분말 형태로 분쇄한 후 전계방
출형 주사전자현미경 분석과 X-선 회절분석을 실
시하였다.

결과 및 토의

석회 재료 특성분석 

  석회 플라스터의 결합제로 사용된 소석회의 X-
선 회절분석 결과, 미얀마 소석회에서 포틀랜다이
트, 수활석(Brucite, Mg(OH)2), 방해석(Calcite, 
CaCO3)이 검출되었으며, 국내 소석회에서는 포틀
랜다이트와 함께 방해석, 석영(Quartz, SiO2), 장석
(Feldspar)이 확인되었다(Fig. 2). 미얀마 소석회는 
국내 소석회와 비교했을 때 수활석 피크가 특징적
으로 검출되는데, 소석회의 수화 과정에 사용된 생
석회의 마그네시아(MgO) 성분이 상당히 높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백운석(Dolomite, CaMg(CO3)2)
의 소성 메커니즘은 단일 단계로 식 (1)과 같이 분
해되는데, 이를 통해 미얀마 소석회 제조에 사용된 
원석이 백운석 함량이 높은 탄산염 암석일 가능성
이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Samtani, 2001; Noh, 

2007). 

  CaMg(CO3)2 → CaO + MgO + 2CO2 (1)

  소성한 생석회로 물속에서 소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화 메커니즘은 식 (2), (3)과 같다(Lee, 
2012). 

  MgO + H2O → Mg(OH)2 (2)

  CaO + H2O → Ca(OH)2 (3)

  또한 과량의 물속에서 장기간 숙성되는 미얀마 
소석회의 제조 특성상 탈돌로마이트화 작용
(dedolomitization reaction)으로 인해 일부 미반응
한 백운석이 포틀랜다이트와 반응하여 방해석과 
수활석을 생성한 것으로 추정된다(Lanas et al., 
2006).

  CaMg(CO3)2 + Ca(OH)2 → 

  2CaCO3 + Mg(OH)2 (4)

  소석회의 열분석 결과 미얀마 소석회는 수활석 

Fig. 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laked lime 
(Ptd; Portlandite, Brc; Brucite, Cal; Calcite, Qtz; 
Quartz, Fsp; Feldspar). 

Fig. 3. Thermogravimetry and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er patterns of slaked l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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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온도인 약 378 ℃와 포틀랜다이트의 분해온도
인 약 451 ℃ 두 지점에서 흡열 피크가 뚜렷하게 관
찰되었다(Fig. 3). 중량감소율은 수활석이 12.64 %, 
포틀랜다이트가 10.50 %로 나타났으며 수활석의 
비중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방해석
의 분해온도인 약 706 ℃에서 흡열 피크가 확인되
었고 7.58 %의 중량감소율을 나타냈다. 국내 소석
회에서는 포틀랜다이트와 방해석에 의한 흡열 피크
가 각각 468 ℃, 714 ℃에서 확인되었으며 중량감
소율은 11.16 %, 5.82 %이었다(Mascolo, 2010). 
  X-선 형광분석을 통한 소석회의 화학 조성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미얀마 석회의 경우 SiO2 
0.39 wt%, Al2O3 0.20 wt%, Fe2O3 0.10 wt%, 
CaO 37.69 wt%, MgO 27.2 wt%, K2O 0.02 wt%, 
Na2O 0.22 wt%, TiO2 0.03 wt%, MnO 0.02 wt%, 
P2O5는 0.02 wt%, 작열감량(L.O.I., loss on 
ignition)은 33.99 wt%로 나타났다. 국내 소석회는 
SiO2 28.10 wt%, Al2O3 5.09 wt%, Fe2O3 0.91 
wt%, CaO 41.36 wt%, MgO 1.02 wt%, K2O 1.82 
wt%, Na2O 0.44 wt%, TiO2 0.08 wt%, MnO 0.03 
wt%, P2O5는 0.03 wt%, 작열감량(L.O.I., loss on 
ignition)은 21.48 wt%로 나타났다. 미얀마 소석회
는 국내 소석회와 비교했을 때 수활석에 인한 
MgO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SiO2, 
Al2O3, K2O 함량은 낮게 검출되었다. 이는 미얀마
와 국내 석회의 암석 및 구성광물 차이에서 오는 
값으로 앞서 X-선 회절 분석 결과에서 검출된 석
영, 장석의 존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미얀
마 소석회가 국내 소석회보다 CaO 함량이 낮음에
도 불구하고 수분, 유기물, 이산화탄소 등을 나타
내는 지표인 작열감량 값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탄산염광물 이외에도 규산염광물(석영, 장석 등)에
서 빠져나간 이산화탄소의 영향과 함께 습식 소화
된 미얀마 소석회에 함유된 수분의 영향이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소석회의 비표면적 분석 결과 미얀마 소석회는 
11.025 m2/g, 국내 소석회는 14.117 m2/g로 나타났
다(Table 2). 이는 미얀마 소석회의 포틀랜다이트 
결정 크기가 국내 소석회보다 상대적으로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석회 플라스터를 만드는데 사용되
는 소석회는 방해석이 주성분인 석회석을 소성하
여 얻어진 생석회를 물로 소화시켜 만드는데 이때
의 소성 및 소화 조건은 플라스터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준다. 일반적으로 저온에서 소성하여 얻은 
생석회는 소화 시 소석회 결정이 작고 입도분포가 
좁은 반면 고온에서 소성한 생석회는 소석회의 입
경이 크고 입도분포가 넓어 불균일하게 얻어진다. 
또한 소화반응에서는 미세하고 균일한 입도의 소
석회 결정을 생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활성이 크고 균질한 생석회를 사용해야 경화체가 
크지 않고 높은 강도 특성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
다(Kim et al., 2005). 
  미얀마 소석회를 SEM-EDS로 분석한 결과 산소
(O)와 칼슘(Ca), 마그네슘(Mg)이 검출되었다(Fig. 4). 
이를 통해 소석회 입자가 포틀랜다이트와 수활석
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사전자현
미경을 사용하여 소석회 입자 상태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 약 0.5 µm 이상의 불규칙한 형상을 가진 
결정들과 소량의 약 0.1 µm 크기의 판상형 결정들
이 응집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매끄러운 조직 형태
를 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국내 소석회는 일
부 약 0.2-0.3 µm 정도의 크기를 가진 결정들과 
함께 약 0.1 µm 이하의 크기를 가진 판상형 결정
들이 대부분 관찰되고 결정의 조직 형태가 유사하며 
균일하다(Fig. 5(a), (b)). 소석회는 생석회의 수화되
는 속도에 따라 결정들의 성장과 입자 응집이 영향을 
받고 생석회의 크기, 비표면적, 순도, MgO 함량이 수
화율에 영향을 미친다(Carran et al., 2012). 소석회는 
보통 물속에 장시간 보관하게 되면 포틀랜다이트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TiO2 MnO P2O5 L.O.I.

ML 0.39 0.20 0.10 37.69 27.2 0.02 0.22 0.03 0.02 0.02 33.99

KL 28.10 5.09 0.91 41.36 1.02 1.82 0.44 0.08 0.03 0.03 21.48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ajor and minor elements (wt%) between Myanmar slaked lime (ML) and 
Korea slaked lime (KL) by X-ray Fluorescence analysis

ML KL

as,BET 11.025 m2/g 14.117 m2/g

Table 2. Surface area of Myanmar slaked lime (ML) 
and Korea slaked lime (KL) measured by BE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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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각기둥 형태에서 판상으로 변화하면서 입자 
크기가 1 µm 이하로 감소하게 되는데, MgO의 경
우 수화를 지연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미얀마 

소석회에 있는 수활석의 MgO 성분이 포틀랜다이트
의 결정 성장과 응집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
다(Elert, 2002; Lanas and Alvarez, 2004). 

석회 플라스터 특성분석

  석회 플라스터의 X-선 회절분석 결과 플라스터 
시료에서 소석회가 경화되면서 방해석 피크가 나
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얀마의 경우 
bale juice가 첨가된 시편보다 첨가물이 없이 물로
만 반죽한 시편의 방해석 피크가 높은 것으로 보아 
bale juice가 경화 속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
된다. 국내 석회 플라스터의 경우에는 bale juice의 
첨가 여부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6). 
주사전자현미경을 사용하여 시료의 미세조직을 관찰
한 결과 제작한 플라스터 시료는 물과 bale juice에 
의해 반죽되어 주사전자현미경 상에서도 결정들이 
취합되어 응집된 형상을 보이고 있다(Fig. 5(c)-(f)). 
시료 모두 조직 형태가 불균일하며 bale juice의 첨
가 여부와 석회 산지에 따른 차이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기경성인 석회 특성상 장기간의 탄산화가 이루
어진 후의 방해석 결정의 정량 분석 및 결정 형태의 
비교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석회 플라스터의 경화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압
축강도 실험용 시편의 초음파속도 변화율을 양생 
7일부터 28일까지 7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Fig. 
7(a)). 초음파 물성 측정은 대상매질의 표면 물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비파괴분석 방법으로 

Fig. 4. SEM-EDS results of (a) Myanmar slaked lime (b) Korea slaked lime.

Fig. 5. FE-SEM image of slaked lime and lime 
plaster (a) Myanmar slaked lime, (b) Korea slaked 
lime, (c) Myanmar lime plaster (MLP1), (d) 
Myanmar lime plaster added bale juice (MLP2) (e) 
Korea lime plaster (KLP1), (f) Korea lime plaster 
added bale juice (KL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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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분야에서의 활용성이 매우 높다(Goodman, 
1989). 초음파속도는 매질의 탄성계수, 밀도와 밀
접한 관계를 갖고 있으며, 매질이 약화될수록 초음
파속도는 감소한다. 따라서 초음파속도를 통해 대
상매질의 물성 및 풍화도를 측정할 수 있다. 첨가
제 혼합에 따른 초음파분석 결과, 국내 석회 플라
스터는 bale juice가 첨가되지 않은 시편(KLP1)에 
비해 bale juice가 첨가된 시편(KLP2)에서 초음파 
속도가 1.13 % 증가하였다. 또한 미얀마 석회 플
라스터는 bale juice가 첨가되지 않은 시편(MLP1)
에 비해 bale juice가 첨가된 시편(MLP2) 값이 
12.11 % 감소하였다. 국내 석회 플라스터의 경우 
초음파 속도 증가량은 미약하였고, 미얀마 석회 플
라스터의 경우 초음파 속도는 오히려 감소하여 국
내 및 미얀마 석회 플라스터 모두 bale juice에 의

한 초음파속도 증가는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또한 
KLP1, KLP2, MLP1의 경우 양생 28일까지 초음
파속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압축강도 시험편의 
경화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된다. 그에 반해 
MLP2의 경우 양생 14일 이후 28일까지 초음파속
도 변화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 플라스터 압축강도 시험편을 20 ℃, 60 % 
RH 조건에서 28일간 양생한 후 압축강도를 측정
하였다(Fig. 7(b)). 첨가제 혼합에 따른 성능분석 
결과, 국내 석회 플라스터의 경우, KLP1에 비해 
KLP2에서 강도가 20.82 %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또한 미얀마 석회 플라스터의 경우 MLP1에 
비해 MLP2의 강도가 9.20 % 감소하였다. 국내 석
회 플라스터는 bale juice에 의한 압축강도 증가가 

(a)

(b)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Myanmar 
lime plaster (b) Korea lime plaster (Ptd; Portlandite, 
Brc; Brucite, Cal; Calcite, Qtz; Quartz, Fsp; 
Feldspar).

(a)

(b)

Fig. 7. Physical properties of lime plaster (a) 
Ultrasonic test, (b) Compressive strength; Myanmar 
lime plaster (MLP1), Myanmar lime plaster added 
bale juice (MLP2), Korea lime plaster (KLP1), 
Korea lime plaster added bale juice (KLP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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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였으나, 미얀마 석회 플라스터는 bale juice
에 의한 강도증진 효과는 없었다. 또한, 석회 종류
에 따른 특성 차이는 국내 석회 플라스터가 미얀마 
석회 플라스터에 비해 압축강도는 비교적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초음파속도(비파괴강
도)와 압축강도(파괴강도)는 동일재질에서 비례하
는 것으로 보고되는데, 본 실험에서 두 분석기법 
간에 이와 같은 뚜렷한 경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Goodman, 1989). 이는 국내 및 미얀마 석회 플라
스터에 사용된 석회 및 골재의 재료적 특성 차이, 
시험편 크기의 최소화에 따른 분석한계의 편차가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는 미얀마 바간지역 문화재 보수에 사용
되는 석회의 재료적 특성을 분석하고 석회 플라스
터를 제조하여 물리적인 특성을 파악하였다. 또한 
bale juice의 첨가로 인한 석회 플라스터의 강도 증
진 여부를 평가하여 성능 개선용 재료로서의 검토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미얀마 소석회는 주성분으로 포틀랜다이트와 
함께 수산화마그네슘으로 이루어진 수활석 피크가 특
징적으로 나타나 석회 원석이 백운석 함량이 높은 
탄산염 암석일 것으로 추정되며 국내 소석회와 비
교 시 산지에 따른 광물학적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
였다. 
  (2) 비표면적 분석, 주사전자현미경 분석 결과 
과량의 물에 생석회를 장기간 숙성시켜 만드는 미
얀마 소석회는 건식 소화시킨 국내 소석회에 비해 
결정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크고 균질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3) 미얀마 현지 방식으로 제작한 석회 플라스터
의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여 bale juice의 첨가 여부
에 따른 성능 개선 여부를 확인하였다. 미얀마 석
회 플라스터에서는 bale juice에 의한 강도 상승의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으나, 국내 석회 플라스터에
서 약간의 강도 증진을 보였다. 하지만 기경성인 
석회의 특성상 장기간의 양생 기간을 두고서 방해
석의 변화 양상 및 결정 형태 변화를 확인하고 기
간별 강도 변화를 관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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