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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st of the construction adhesive may contain harmful component to the human body with an organic adhesive. In 

addition, when the adhesive caused hydroquinone, alkyl benzophenone, etc, also it raises the skin diseases to workers. 

Therefore, the inorganic adhesive development is necessary. This study was a study to know adhesive strength 

properties that adhesive using a magnesium oxide according to the addition ratio of the retarder. It has experiments  

to two types of magnesium oxide and type and ratio of retarder differently.

키 워 드 : 산화마그네슘, 지연제, 접착강도

Keywords : magnesium oxide, setting retarder, adhesion strength

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최근 건축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접착제는 에폭시 충전 접착제가 사용되고 있으며, 광범위한 용도와 뛰어난 접착효과에 의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에폭시 접착재를 사용하게 되면 새집 증후군의 원인인 포름알데히드가 다량 방출되어 인체에 유해한 결과를 초래 되고, 에폭시 

접착재를 제조 시 발생하는 하이드로퀴논, 알킬페놀, 카테콜 등은 근로자에게 백반증과 같은 피부질환을 일으키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기존 에폭시 충전 접착재를 대체할 수 있는 무기질 재료인 마그네시아 실리케이트 인산염의 활용성을 늘리고자 무기질 충전 접착재에 관한 

기초적 자료로써 지연제 첨가율에 따른 접착강도 특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험계획

본 연구는 산화마그네슘을 활용한 인산염계 무기질 충전재의 지연제 첨가율에 따른 접착강도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으로 경소마그네시아와 

사소마그네시아 두 종류의 접착강도 특성에 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W/B의 설정은 경소마그네시아는 56%, 사소마그네시아는 30%로 하였다. 

지연제의 종류로는 경소마그네시아의 경우 붕산을 사용하였으며 사소마그네시아는 붕사를 사용하였다. 지연제의 첨가율은 경소마네시아의 경우 

0.5, 1.0, 2.0, 3.0, 4.0, 5.0 % 로 총 6가지 수준으로 고정하였고 사소마그네시아의 경우는 0.5, 1.0 1.5 2.0 (%)로 4가지 수준으로 나누어 

실험을 실시하였다. 접착강도 측정은 KS F 4937 : 2009에 의해 실시하였으며 강도는 1일, 3일, 7일 강도를 측정 하였다.

W/B (%) Unit Weight(g)
Low-MgOa) MKPb) FAc) Bd)

Low-M_0.5

56 2572 900 -

9.0
Low-M_1.0 18.0
Low-M_2.0 36.0
Low-M_3.0 54.0
Low-M_4.0 72.0
Low-M_5.0 90.0
a)Low-MgO : Low-Burn Magnesia b) MKP :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c) FA :Fly Ash d) B : Boric acid

표 1. 경소마그네시아 접착강도 특성 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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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B (%)
Unit Weight(g)

Dead-MgO
a)
MKP

b)
FA
c)

Borax

Dead-M_0.5

30 1080.5 378.2 129.7

5.4

Dead-M_1.0 10.8

Dead-M_1.5 16.2

Dead-M_2.0 21.6

a)Dead-MgO : Dead Burn Magnesia b) MKP : Potassium Phosphate

Monobasic, c) FA :Fly Ash

표 2. 사소마그네시아 접착강도 특성 배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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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그림 1, 2는 산화마그네슘 기반의 지연제 첨가율에 따른 접착강도를 나타낸 것으로 경소마그네시아를 사용한 접착강도의 경우 붕산을 첨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붕산 첨가율이 2% 부터 강도의 폭이 증가 했다.  사소마그네시를 사용한 접착강도의 경우 붕사를 첨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첨가율에 따라 강도의 차가 미비하고 재령일이 지남에 따라 강도가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림 1. 경소마그네시아 지연제 첨가율에 따른 접착강도 그림 2. 사소마그네시아 지연제 첨가율에 따른 접착강도

4. 결 론

본 연구의 산화마그네슘을 활용한 경화체의 지연제 첨가율에 따른 접착강도 특성의 결과 다음과 같다.

1) 지연제의 첨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는 감소한다.

2) 지연제 첨가율이 증가함에 따라 사소마그네시아는 경소마그네시아에 비해 접착강도 감소율이 작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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