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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마그네슘 칼슘 실리케이트 수화물(Magnesium-calcium

silicate hydrate, M-C-S-H)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황산염

침식으로 인하여 브루사이트가 실리카와 반응, 천연 암

석 또는 점토와의 접촉, 지하수 또는 해수가 침투를 하

면서 생성된다. 여러 환경 속에서 낮아진 pH가 칼슘 실

리케이트 수화물(Calcium silicate hydrate, C-S-H)을 불안

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하여 SiO2가 방출되어 Mg이 풍부

한 환경에서 반응하여 마그네슘 실리케이트 수화물

(Magnesium silicate hydrate, M-S-H)이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반응은 M-S-H (pH 8―10.4 사이에

서 안정)가 C-S-H (pH 10―12.5 사이에서 안정)에 비해

낮은 pH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불안정해진 C-

S-H는 콘크리트 성능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낮

은 pH에서 안정적인 M-S-H의 특성 활용하는 Mg-based

low-pH 시멘트의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Low-pH 시멘트는 반응성이 높은 MgO를 활용하여 M-

S-H를 생산하는데, 반응성이 높은 MgO를 주로 활용하

여 생산되고 있으며, 생산 과정에서 배출되는 이산화탄

소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에 비해 적어 친환경 시멘트

재료로 주목받고 있으며 낮은 pH에서 안정하기 때문에 방

사성 폐기물 차폐용 콘크리트로도 훌륭한 성능을 보여주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MgO는 혼화재(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s, SCMs)가 시멘트 경화 과정에서

수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팽창재로 활용되기도 하는데,

MgO가 첨가되면서 시멘트 경화체 내에 M-S-H가 C-S-H

와 함께 생성되어 M-C-S-H가 생성되기도 한다. 따라서

M-S-H 및 Mg가 시멘트의 주요 수화생성물인 C-S-H에

미치는 영향 분석은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여러 연구에

서 산업부산물인 실리카퓸과 MgO를 활용하여 Mg/Si 비

율이 1.0인 순수 M-S-H 제작이 시도되고 있다. MgO를

통하여 순수 M-S-H를 제작하는 과정은 일반적으로 낮은

pH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순수 M-S-H가 완전히 형성되

는데 적어도 1년 이상 소모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기존 연구를 통해 Mg-based low-pH 시멘트 내에서 C-

S-H와 M-S-H가 1. 서로 결합하여 새로운 상을 형성, 2.

각자 독립적인 상으로 존재의 가능성을 발견하였다. 하

지만 M-C-S-H와 M-S-H 생성의 다양한 원인에도 불구하

고, C-S-H와 M-S-H의 결정성이 떨어져 정밀 분석이 어

렵기 때문에 M-C-S-H 내에서 C-S-H와 M-S-H가 어떤

영향을 주고받는지에 관하여 명확히 분석된 바가 없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시멘트에 혼입 시 pH가 증가

하는 MgO를 활용하여 M-C-S-H와 M-S-H 샘플을 제작

하였는데, 이에 따라 낮은 pH 환경에서 생성되는 M-C-

S-H 시험체를 제작하여 비교적 안정적인 M-S-H의 특성

이 반영된 M-C-S-H에 대한 연구도 필요한 실정이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pH를 낮추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진 MgCl2를 활용하여 M-C-S-H 샘플을 제작하였고,

고 에너지 X-선 산란 실험을 통해 C-S-H와 M-S-H가 각

각 M-C-S-H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 에

너지 X-선 산란 실험은 특정 원자-원자 결합 또는 특정

결정 구조를 분석할 수 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상을 구

별하여 관찰하거나 새로운 상의 출현을 알아내는데 용이

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는(Ca+Mg)/Si 몰 비율을 0.8로 고정하고 Mg/

Si 비율을 0.2까지 늘리며 총 3 가지의 샘플을 제작하였

다. Ca(OH)2, SiO2, MgCl2를 믹서통에 넣어 건비빔을 먼

저 진행한 이후, A사의 고성능 감수제(Superplasticizer,

SP)와 물을 첨가하여 페이스트 믹서에서 15분 동안 믹싱

을 진행하였다. 믹싱이 완료된 후 5×5×10 mm3 몰드에 타

설하였고, 25±2oC, RH 65% 조건에서 138일 간 양생을

진행하였다. 각 페이스트의 화학적 조성은 Table 1에 나

타내었다.



44

2.2 pH 측정

본 연구에서는 낮은 pH가 M-C-S-H 생성에 미치는 영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MgO가 아닌 MgCl2를 사용하였

다. MgCl2가 페이스트의 pH 값을 낮추는지 확인하기 위

해 기존 문헌을 참고하여 총 물의 질량의 0.1 wt.% 만큼

의 원료를 넣어 자기교반기에 30분 동안 믹싱을 진행하

여 pH를 측정하였고, 48시간 이후 다시 pH를 측정하였

다. 그 결과 MgCl2의 양이 많을수록 낮은 pH값을 보였

고, MgCl2를 넣지 않은 샘플보다 더 큰 폭으로 감소하

였다(Table 2).

2.3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M-C-S-H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

리케이트 구조를 분석할 수 있는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

광법(Fourier transform infrared, FT-IR) 및 29Si 핵자기

공명법(29Si Nuclear magnetic resonance, 29Si NMR), 격

자 면 구조 분석을 위한 싱크로트론 X선 회절 분석법

(Synchrotron X-ray diffraction, XRD), 원자-원자 간 거리

분석을 위한 원자짝 분포함수(Pair distribution function,

PDF)과 수화물 형태의 분석을 위한 투과 전자 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및 에너지 분

산 분광법(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이 활용

되었다.

Fig. 1 (S.Im et al., 2021)은 PDF와 XRD 실험 조건

및 방법을 나타낸다. 고 에너지 X-선 산란실험은 일본

방사광 가속기 시설인 SPring8의 빔라인 BL22XU를 활

용하였다. M-C-S-H 페이스트 중앙(0.5×0.5 mm2)에 X선

을 조사하여 시편으로부터 304 mm에 위치한 flat panel

detector(FP)에서 원자 간 거리를 분석할 수 있는 PDF 데

이터를 얻고, 654 mm 거리에 있는 FP에서는 결정성을

분석할 수 있는 XRD 데이터를 도출하였다. 데이터 처리

과정에서 PDFgetX3를 활용하여 Qmax=20 Å-1 
범위로 데이

터를 잘라내고 푸리에 변환식인 식 1을 활용하여 분산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M-C-S-H pastes

구 분
Ratio (-) Vol. (-) Weight (g)

Ca/Si Mg/Si W/S Ca(OH)2 SiO2 MgCl2 SP

MCSH 0 0.8 0 1.1 26.09 26.45 0 3.7

MCSH 0.1 0.7 0.1 1.1 22.46 26.03 4.12 3.64

MCSH 0.2 0.6 0.2 1.1 18.95 25.61 8.11 3.59

Table 2. pH level of the M-C-S-H samples over time

시간 (h)
pH level (-)

MCSH 0 MCSH 0.1 MCSH 0.2

0 12.10 11.92 11.67

48 11.80 11.14 10.99

Fig. 1. Schematics of X-ray scattering experiment (S.Im et al.,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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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인 S(Q)를 확률 함수인 G(r)로 변환하였다. 식 1의

r은 atomic pair distance, ρ(r)은 atomic number density,

ρ0은 average number density를 나타낸다.

G(r) = 4πr[ρ(r)-ρ0] = 2/π∫Q [S(Q)-1] sin(Qr) dQ (1)

이 때 G(r) = PDF, λ = 0.177602 Å

3. 결과 및 분석

3.1 Silicate structure analysis via FT-IR and 
29

Si

NMR

실리케이트 구조가 Mg/Si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어떻

게 변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FT-IR이 사용되었다 (Fig.

2). Mg/Si 비율이 증가할수록 C-S-H 관련 peak들은 감소

하고 M-S-H 관련 peak들은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특

히 C-S-H Q2
의 경우 세기가 감소함과 동시에 왼쪽으로

이동한 것이 관찰되었는데, 이는 C-S-H 구조가 불안정해

졌기 때문으로 밝혀졌다. C-S-H Q1
은 MCSH 0.2 샘플에

도달하였을 때 사라지고, 반대로 M-S-H Q3
은 나타난 것

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M-S-H가 C-S-H에 비해 더 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로부터 Mg/Si가 0.2

에 도달하면서 샘플 내의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상이 C-

S-H에서 M-S-H로 변경되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추가적인 실리케이트 구조를 분석하기 위하여 29Si NMR

을 활용하였으며 Fig. 3에 나타내었다. MCSH 0 샘플에

서는 Q1, Q2

b, Q2

p 가 관찰되었고, Q1
의 세기가 Mg/Si 비

율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MCSH

0에서 관찰되지 않던 Q3
가 MCSH 0.1과 0.2 모두에서 관

찰되었고, MCSH 0.2에 도달하였을 때는 Q3
가 가장 강

한 세기를 나타내었다. Q3
는 M-S-H의 생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Q3
의 세기가 가장 우세해진 것을 통해 pH가 낮

아짐에 따라 M-S-H의 생성이 촉진되고, C-S-H의 생성이

방해되어 주 상이 C-S-H에서 M-S-H로 변환된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MCSH 0.2 샘플에서 반응하지 못한 실

리카(-100.9 ppm, -110 ppm)의 존재가 Ca이 반응이 방해

받아 C-S-H 생성이 더뎌진 것을 뒷받침하였다.

C-S-H와 M-S-H는 서로 다른 실리케이트 구조를 가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C-S-H는 실리케이트 사

슬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M-S-H는

talc, serpentine, antigorite 등의 광물들 간의 비교를 통하

여 실리케이트 평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예상되

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FT-IR과 29Si NMR에서 나타나

듯이 C-S-H는 주로 Q1
과 Q2

로 구성되어 있으며 M-S-H

는 Q2
와 Q3

로 이루어진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이러한 C-S-H와 M-S-H 구조의 차이 및 Ca2+

와 Mg2+ 이온 크기 차이로 인하여 두 상의 결합이 어려

워진다고 밝혀진 바 있으며 이로부터 C-S-H와 M-S-H가

M-C-S-H 내에서 서로 다른 상으로 존재할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3.2 Investigation of the local atomic and lattice

structure via high-energy X-ray scattering experiments

PDF는 원자-원자 간 거리를 분석하기 위해 활용되었

다. Fig. 3에서는 C-S-H의 가간섭 거리인 35 Å까지의

PDF를 나타내었고, Fig. 4에서는 peak들이 나타내는 원

자-원자 거리를 표시하였다. Mg/Si 비율이 증가할수록

PDF의 peak들이 급격하게 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

데, 특히 가간섭 거리가 MCSH 0.2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 M-S-H의 가간섭 거리가 12

Å인 것을 감안하였을 때, M-S-H가 M-C-S-H 내에서 가

간섭 거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되었다.

Mg 관련 peak들을 살펴보았을 때 Mg/Si 비율이 증가

할수록 세기가 같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Fig.

5), 이 peak들은 이전 연구의 M-S-H의 peak들과 위치가

Fig. 2. FT-IR 

Fig. 3. 
29Si NM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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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여 M-S-H가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C-

S-H와 M-S-H를 나타내는 단일 peak인 Si-O (1.6 Å),

Mg-O (2.0 Å) 및 Ca-O (2.4 Å)를 살펴보았을 때, peak

의 위치가 샘플의 종류와 관계없이 고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부터 C-S-H와 M-S-H의 결합이 발생하

지 않았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MCSH

0.2 샘플의 가간섭 길이가 12 Å에 가깝고 Mg 관련 peak

들이 증가한 것을 살펴보았을 때, 29Si NMR과 마찬가지

로 MCSH 0.2 내에서 주 상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것으

로 예상되었다.

Fig. 6에서는 PDF의 Si-O (1.6 Å)와 Ca-O (2.4 Å)를

통하여 샘플의 Ca/Si 비율을 계산하여 초기에 설정하였

던 Ca/Si와 비교하였다. Mg/Si 비율이 늘어날수록 Ca/Si

비율의 실험값과 이론값의 차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하였

는데, 이는 MgCl2 첨가로 인하여 낮아진 pH가 C-S-H 생

성을 방해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XRD는 M-C-S-H의 결정 구조를 알아보기 위하여 활

용되었으며 Fig 7에서 확인할 수 있다. M-C-S-H에서 C-

S-H와 M-S-H를 나타내는 peak이 따로 관찰되었는데, Mg/

Si의 비율이 높아질수록 C-S-H의 세기가 급격하게 감소

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낮은 pH가 C-S-H에 불안정한

환경을 제공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M-S-

H는 Mg/Si 비율이 높아질수록 생성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M-S-H는 C-S-H보다 훨씬 낮은 peak의 세기를 보여

주는데, 이로부터 M-S-H의 결정성이 매우 떨어지는 것

을 알 수 있다.

PDF 초기 peak들과 마찬가지로 Mg/Si 비율이 증가하여

도 peak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Fig. 4. PDF in the range of 0 to 35 Å

Fig. 5. PDF in the range of 1 to 12 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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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Mg이 C-S-H로 혼입되거나 Ca이 M-S-H로 혼입

되는 현상은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서로 다른 상으로 존

재할 확률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Observation of M-C-S-H morphology via TEM-

EDS.

Fig. 9에서는 TEM-EDS를 통하여 MCSH 0.2의 수화물

(Fig. 8)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성분 분석의 결과 Mg과

Ca가 집중되어 있는 위치가 매우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C-S-H와 M-S-H는 서로 다른 상으로 존

재할 것이라는 예측을 뒷받침하였다. 또한 Mg이 밀집된

지역에서의 수화물은 판상 형태의 모습을 나타내는 반면

Ca이 밀집된 지역에는 둥근 형태의 수화물이 관찰되었

다. 이로부터 C-S-H와 M-S-H는 서로 다른 실리케이트

구조로 인하여 다른 모양의 수화물 형태를 가지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4. 결 론

본 실험에서는 낮은 pH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MgCl2
를 이용하여 M-C-S-H 샘플을 제작하였고, C-S-H와 M-

S-H 각 상이 M-C-S-H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서 FT-IR, 29Si NMR, PDF, XRD 및 TEM-EDS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PDF와 XRD에서 C-S-H와 M-S-H를 나타내는 peak에

서는 몰 비율이 변화함에도 위치의 이동이 발생하지 않

았다. 또한 FT-IR, 29Si NMR 및 TEM-EDS에서는 두 상

이 서로 다른 실리케이트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다

Fig. 6. Initial and experimental Ca/Si ratio 

Fig. 7. Synchrotron XRD

Fig. 8. TEM image of MCSH 0.2 

Fig. 9 EDS mapping of MCSH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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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위치에서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부

터 C-S-H와 M-S-H는 서로 혼입되어 새로운 구조를 생

성하지 않고 서로 다른 상으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낮아지는 pH에 따라 C-S-H의 생성은 저해되었고 M-

S-H의 생성은 촉진된 것을 FT-IR, 29Si NMR, PDF 및

XRD 실험 결과에서 C-S-H 관련 peak의 감소와 M-S-H

관련 peak의 증가로부터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Mg/Si 비율이 제일 높았던 MCSH 0.2 샘플에서는 M-S-

H peak이 지배적으로 나타나 주 상이 C-S-H에서 M-S-H

로 전환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특히 29Si NMR에서 M-S-

H를 나타내는 Q3
가 가장 주요한 peak이 된 것과 PDF에

서 급격하게 줄어든 가간섭 거리로부터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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