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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terioration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s due to salt corrosion is a phenomenon that can be easily seen, and the 

main reason for deterioration is chloride ion. Therefore, researches are actively conducted to control chlorine ion 

penetration worldw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chloride ion fixation capacity of Portland cement 

paste containing Hydrotalcite. For this purpose, cement paste containing 0%, 2.5%, and 5% of Hydrotalcite was sealed 

and cured for 28 days, and the cured cement paste was crushed. Chloride ion solution was prepared at a concentration 

of 0.5M using NaCl, and the powdered cement paste was reacted for a specific time in aqueous chloride ion solution. 

After the reaction, the concentration of the chloride ion aqueous solution was measured using a silver nitrate 

potentiometric titrator, and the reacted cement paste was analyzed using XRD and FT-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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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염해 방지를 위해 콘크리트 내부에서 염소이온을 고정함에 있어서 LDHs(Layered Double Hydroxide)는 하나의 해결책을 제시한다. LDHs는 

3가 양이온과 2가 양이온으로 이루어진 층상이며 층 사이에 음이온이 결합된 구조이다. 그 중에서 Mg-Al로 양이온 층을 이루는 LDHs를 하이드로탈

사이트라고 하며 콘크리트 내에서 자유염화물속 염소이온을 이중 막 사이에 함유하고 있던 음이온과 치환, 고정염화물을 생성함으로써 콘크리트 

염해를 줄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하이드로탈사이트의 향후 사용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염소이온 고정능력을 평가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2. 연구 계획

본 연구에서는 공침법을 이용하여 합성된 하이드로탈사이트를 각각 550℃, 700℃에서 합성하여 다른 소성온도에서 염소이온고정능력의 차이를 

비교한다. 시험체는 각각 HTC550, HTC700라고 명명 되었으며, 합성된 하이드로탈사이트는 XRD를 이용하여 정성적인 분석을 진행하였다. 

2.1 수용액 실험

합성된 소성 하이드로탈사이트 HTC550과 HTC700는 0.5g씩 0.5M의 NaCl수용액 100ml에 혼입되었고, 콘크리트배합 환경에서의 반응성을 

파악하기 위해 포화 Ca(OH)2수용액 100ml가 혼입되었다. 실험은 이온교환 평형상태를 파악하기 위해 5분,10분,15분,20분간 진행되었고, 교반속

도는 300rpm, 교반온도는 20℃로 실험이 진행되었다. 반응 후 수용액은 걸러서 질산은 전위차 적정기를 통해 고정 염화량을 측정하였다.

2.2 시멘트페이스트 실험

시멘트 페이스트 실험을 위해, 대조군으로 하이드로탈사이트가 각각 0%, 2.5%, 5% 혼입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28일동안 밀봉양생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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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된 시멘트 페이스트는 60℃에서 24시간 건조하여 일부 분쇄했으며, 150µm체에 체거름 후 사용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염소이온 수용액은 

NaCl을 이용하여 0.5M의 농도로 제조되었으며, 분말화 된 시멘트 페이스트 1g을 50ml의 염소이온 수용액에서 1일, 3일, 7일, 14일, 28일 

동안 반응하였다. 반응후 실험체는 수용액과 분말을 분리하였다. 시멘트페이스트 분말은 충분히 건조하여 XRD, TGA장비로 구조분석하고, 수용액

은 질산은 전위차 적정기로 고정 염화량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분석

그림1과 같이 소성된 하이드로탈사이트의 XRD분석결과 두 시험체 모두 층상 구조가 소실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 연구에서 하이드로탈사이

트가 소성될 경우 층상구조가 붕괴됨을 확인할수있기 때문에 소성과정에 큰 결함 없이 이루어졌다고 판단 후 수용액 실험이 진행되었다. 그림2와 

같이 수용액 실험결과 HTC550의 경우 5분 반응된 시험체에서 염소이온 고정량이 급격하게 증가되었고 10분 반응된 시험체에서 추가적인 증가가 

보였으며, 이후로 고정량의 변화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이는 하이드로탈사이트가 5분에서 10분사이에 평형상태를 이룬다는 것을 나타낸다. 반면에 

HTC700의 경우에는 5분 반응된 시험체에서 미세한 감소를 보인후 평형상태를 이룬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HTC550의 경우, 수용액 속에서 

층상 구조를 재형성해 내지만 HTC700의 경우 소성과정에서 하이드로탈사이트가 층상구조 형성 기능을 상실하였다고 판단된다.

그림 1. 550℃에서 소성된 하이드로탈사이트 XRD 분석 결과 그림 2. 하이드로탈사이트의 수용액 실험 결과

4. 결 론

본 연구 결과, 실험에 사용된 소성 하이드로탈사이트가 포화 Ca(OH)2수용액을 첨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염소이온 고정능력을 가지고 있고, 

기존 문헌과 같이 소성온도 700℃ 이상에서는 층상구조를 소실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적으로 시멘트 페이스트 양생이후에 염소이온고정능력에 

대한 실험이 추가적으로 진행될 것이며, 염소이온 수용액의 농도별로 하이드로탈사이트가 수산화이온과의 경쟁하는 치환 반응 중에 발생할 수 

있는 고정염화물 증감 양상에 관한 실험이 더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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