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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시멘트 복합체는 건축, 도로, 교량  원자력 발 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응용되고 있다1,2). 하지만, 최근 

기 의 탄산가스 농도의 증가, 펌  보 에 의한 물/시

멘트 비의 증가 등의 원인으로 인해 콘크리트의 열화

상이 발생된다. 이와 같이, 콘크리트의 훼손된 부분에 

한 제거 수요는 꾸 히 증가하고 있지만 다이아몬드 

커 (Diamond blade cutting, Diamond saw cut-

ting)과 워터젯(water jet)과 같은 기존의 단 방법

이 여 히 사용되고 있다3,4). 이러한 방법은 많은 소음 

 먼지 방출을 발생시키고 시간 소모 이며, 식 

가공 방법일 경우 공구 마모로 인해 추가 인 비용이 

발생한다. 한, 악화된 콘크리트와 부식성 염화물의 

완 한 제거에 한 불확실성을 보이며 진동으로 인해 

건 한 콘크리트에 미세 균열을 일으켜 불필요한 콘크

리트 제거를 래한다. 

  이와 반 로 이  가공은 비 식 가공, 빠른 가

공처리 속도, 먼지  소음이 극소량인 생산이 가능하

여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된다. 특히, 이 에 의해 발

생되는 열 향부는 매우 작으므로 가공 후의 재료 변형

의 가능성이 히 낮아진다. 따라서, 이 는 매우 

높은 효율을 가지며 정 한 작업으로 정확한 사본들을 

제작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는 높은 에 지 

도를 매우 작은 지 으로 을 맞추는 것이 가능하

기 때문에 암석, 목재, 복합재료, 고무  특정 속 등 

범 한 재료에 용할 수 있다5.6). 시멘트 복합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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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스 블링(scabbling)  이  드릴링을 용

한 연구 사례는 많았으나, 시멘트 복합체에 이  커

을 용하여 실험결과를 분석한 연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7-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복합체에 

이  커 을 용한 연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의 

목 은 고출력 이 를 이용하여 시멘트 복합체를 

단한 후에 시멘트 복합체의 물리   화학  변화에 

해 논의하는 것이다. 실험에서 사용된 유일한 매개변

수를 이  단속도로 설정하 고 시멘트 복합체와 

이 의 상호작용을 통해 시멘트 복합체에 한 이

 단 용가능성을 평가하 다.

2. 실험재료  실험방법

  실험재료는 시멘트 페이스트(cement paste), 시멘

트 모르타르(cement mortar), 강도 콘크리트(Ultra- 

High-Performance Concrete, UHPC)로 세가지 유

형의 시멘트 혼합물을 제작하 다. 실험재료 제작할 때 

사용된 시멘트 혼합물의 량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

었다. 

  시멘트 페이스트는 물과 시멘트, 시멘트 모르타르는 물, 

시멘트와 규사, UHPC는 물, 시멘트, 규사, 실리카 우

더와 실리카 퓸(fume)이 실험실 콘크리트 믹서를 통해 

혼합되었다. 특히, 시멘트 모르타르와 UHPC는 고인화

제(superplasticizer)를 사용하여 하게 혼합하

다. 혼합한 시편이 한 도를 보이면 50 × 50 × 

50 mm3 몰드에 부어서 시편을 제작하 다. 건조한 상

태로 28일 경화된 후, 실온에서 24시간동안 보  후에 

탈형하 다.

  이  용 실험은 Multi-mode fiber laser를 이용

하여 수행되었다. Multi-mode CW fiber laser (IPG- 

YLS-10000 MM)는 이  빔 직경이 150 um이고 

최  출력은 10 kW이며 이  장은 1070nm이다. 

본 실험에서 설정된 이  출력은 9 kW이며 N2 보조 

가스는 7 bar로 수행하 다. 한, 이  단속도는 

4 m/min에서 1 m/min까지 1 m/min간격으로 감소

시키면서 진행하 고 추가 으로 0.5 m/min을 수행하

다. 실험 변수를 간단하게 나타내기 해 이  

단속도를 유일하게 제어가능한 매개변수로 지정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3.1 Visual observation

  시편의 표면과 단면 을 통해 이  단 속도에 따른 

시멘트 복합체의 kerf width와 Penetration depth를 

Fig. 1에 각각 나타내었다. Fig. 1 (a)를 보면, 시멘

트 페이스트의 kerf width는 이  단 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감소하 다. 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평균 

kerf width는 2.61 mm로 다른 시편에 비해 가장 낮

은 kerf width를 나타내었다 (Fig. 2, a). 다른 시편

과 비교하 을 때, 상 으로 가장 양호한 단 품질

로 찰되었지만 kerf width 주변에서 크고 작은 균열

들이 찰되었다. 한편, kerf width와 같이, 이  

단 속도가 증가할수록 시멘트 페이스트의 penetration 

depth가 감소하 다. 시멘트 페이스트의 평균 penetra- 

tion depth가 21.5 mm로 시편  가장 깊은 깊이를 

나타내었다 (Fig. 2, b). 한, 시멘트 페이스트의 pe- 

netration depth에서 단 속도가 감소할수록 차

으로 타원형상으로 재료가 제거되는 것이 찰되었다.

  시멘트 페이스트에 추가 으로 규사가 혼합된 시멘트 

모르타르 한, 이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erf 

width가 감소하 다 (Fig. 1, b). 평균 kerf width는 

3.47 mm로 찰되었으며 kerf width 주변에서 이

에 의해 그을린 역과 균열이 찰되었다 (Fig. 2, 

a). 시멘트 페이스트와 같이, 이  단속도가 증가

함에 따라 시멘트 모르타르의 penetration depth가 감

소하 다. 평균 penetration depth는 19.1 mm로 

찰되었으며 시멘트 페이스트와는 달리, 직선 형상으로 

재료가 제거되었다 (Fig. 2, b). 이러한 찰들을 통해 

규사가 시멘트 복합체에 미치는 향이 명확히 찰되

었다.  

  Fig. 1 (c)를 보면, 규산염 계 재료가 혼합된 UHPC

는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kerf width가 감소하

으며 평균 kerf width가 4.2 mm로 가장 큰 폭이 

찰되었다 (Fig. 2, a). kerf width에서 표면 로 하

얀 불순물들이 부풀어 오른 상이 찰되었으며 이로 

인해 불규칙한 kerf width를 나타내었다. 다른 시편과 

Series Cement Water Silica Fume Silica Powder Silica Sand Ⅰ Silica Sand Ⅱ Super plasticizer

Cement paste 1 0.25 - - - - -

Cement mortar 1 0.25 - - - 1.0 0.009 

UHPC 1 0.25 0.25 0.25 0.30 0.70 0.009 

Table 1  Mix design of the cement composites (Proportions b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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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단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UHPC의 pen-

etration depth가 감소하 으며, 평균 penetration 

depth는 16.8 mm로 시편  가장 얕은 깊이를 나타

내었다 (Fig. 2, b). 한, 시멘트 모르타르과 같이, 직

선 형상으로 재료가 제거되었으며 단 속도에 따른 

penetration depth가 가장 낮게 찰되었다. 

  결과 으로, SiO2가 주 성분인 규산염 계 재료의 양

이 증가할수록 시멘트 복합체의 kerf width는 증가하

지만 penetration depth는 감소하 다. 한, 시멘트 

복합체에 혼합되는 재료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시편의 

particle packing이 더욱 집하게 구성되므로 pene-

tration depth가 감소하 다.

3.2 Chemical analysis (EDX)

  시멘트 페이스트에 해 기계식 단과 이  단을 

각각 진행한 후, 단면(cut surface)에서 성분변화를 

비교하 다. 기계식 단이 이  단에 비해 상

으로 단면에 한 품질은 좋지만 큰 열 향부와 진동

으로 인해 균열이 발생하여 불필요한 콘크리트 제거가 

발생된다. 한, 이  단은 에 지를 작은 역에 

집 시킬 수 있으므로 두꺼운 콘크리트에 한 효율

인 가공이 가능하다. Fig. 3 (c)를 통해 기계식 단과 

이  단 후의 단면에 해 EDX 성분분석 결과

를 나타내었다. 시멘트 페이스트인 경우, 단 방법에 

따른 EDX 성분분석 결과는 거의 동일하게 찰되었다.

  Fig. 4와 같이, 시멘트 모르타르의 횡단면에서 EDX 

성분분석을 진행하 다. 추가 으로, 다이아몬드 커  

후의 시멘트 복합체에 한 EDX 성분분석을 수행하

다. Penetration depth에서 세가지 역을 나 어 point 

분석으로 성분분석 결과를 나타내었다. 시멘트 페이스

트와 달리, 시멘트 모르타르와 UHPC는 세 가지 특성

4 m/min3 m/min2 m/min1 m/min0.5 m/min

5mm

5mm

# Cement Water Silica sand

Cement
paste

1 0.25 -

(a)

4 m/min3 m/min2 m/min1 m/min0.5 m/min

# Cement Water Silica
Sand

Superplasticizer

Cement
mortar 1 0.25 1.0 0.009

5mm

5mm

(b)

4 m/min3 m/min2 m/min1 m/min0.5 m/min

# Cement Water Silica
Sand

Silica
powder

Silica
fume Superplasticizer

UHPC 1 0.25 1.0 0.25 0.25 0.009

# Cement Water Silica
Sand

Silica
powder

Silica
fume Superplasticizer

UHPC 1 0.25 1.0 0.25 0.25 0.009

5mm

5mm

(c)

Fig. 1 The kerf width and the penetration depth of the 
(a) cement paste, (b) cement mortar, (c) UHPC

10

K
er

f
w

id
th

 [
m

m
]

8

6

4

2

0
0 0.5 1 1.5 2 2.5 3 3.5 4 4.5

Speed [m/min]

Cement mortar
Cement paste

Cement mortar 
Cement paste 

UHPC 

(a)
40

35

30

25

20

15

10

5

0
0 0.5 1 1.5 2 2.5 3 3.5 4 4.5

Speed [m/min]

P
en

et
ra

tio
n 

de
pt

h 
[m

m
]

Cement mortar 
Cement paste 

UHPC 

(b)

Fig. 2 Comparison between (a) the kerf width, and (b) 
the penetration depth, on the cement composites 
according to the laser cutting speed



시멘트 복합체의 이  커 에 한 실험  연구

한용 ․ 합학회지 제37권 제3호, 2019년 6월     229

으로 분류되었다. 이 에 의해 간 으로 열 향을 받

은 Heat-affected zone, 시편이 직 으로 이  

향을 받아 용융풀(molten pool)로 상변화가 진행된 후 

재응고된 Re-solidified zone, 재료가 제거된 역에서 

시편의 표면에 다량의 SiO2 성분인 Glassy layer로 구

성된다. 

  이  조사로 인해 이 가 콘크리트와 상호 작용

할 때, 이 의 의해 시멘트 복합체의 표면과 내부 온

도가 증가하여 시멘트와 규사가 용융되고 이로 인해 재

료가 제거된 역에 SiO2 성분으로 구성된 용융풀이 

발생한다. 한, 시멘트 복합체의 표면과 내부에서 수

산화칼슘의 탈수  탄산칼슘의 분해로 CO2와 H2O가 

방출된다. 시멘트 복합체의 표면온도가 기화 온도에 도

달하면 용융풀은 이 에 의해 증발되고, 동시에 반동 

압력이 생성된다. 이로 인해, Fig. 1 (c)의 kerf width

와 같이, 시멘트 복합체 표면에서 재응고된 용융풀이 

찰되었다. 추가 으로 이  조사가 끝난 후 재응고

가 진행되면서 기체들이 방출되는 흔 들이 찰되었다

(Fig. 4, c). 재료가 제거된 역의 표면에서 Fig. 4 (d)

와 같이 SiO2성분으로 구성된 층상구조의 Glass layer

가 찰되었다.

4. 결    론

  본 논문은 Multi-mode fiber laser를 이용하여 시

멘트 복합체를 이  단함으로써, 용가능성에 

해 논의하 다. 이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실험에 설정된 매개변수 범 에서 시멘트 페이스

트의 kerf width가 가장 양호한 단 품질을 나타내었

다. 한, UHPC의 평균 kerf width는 4.2 mm로 시

편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지만 평균 penetration 

depth는 16.8 mm로 가장 낮은 값이 찰되었다.

(a) (b)

(c)

Fig. 3 SEM images of cut surface after (a)mechanical 
cutting, and (b)laser cutting, on the cement paste. 
(c)EDX analysis of mechanical cutting and laser 
cutting on cement paste

(a)

(b)

(c)

(d)

Fig. 4 SEM images of (a)cross-sectional view of cement mortar, and EDX analysis of (b) Heat-affected zone, (c) Re-sol-
idified zone, and (d) Glassy la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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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  단속도가 증가할수록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편의 kerf width와 penetration depth는 감소하 다.

  3) 시멘트 모르타르와 UHPC를 통해 규산염 계 물질

의 양이 증가할수록 penetration depth가 감소함을 확

인하 다.

  4) EDX 성분분석 결과, 성분 량에 따라 세가지 특

성으로 분류되었다. 한, 콘크리트에 해 효과 으로 

이  단하기 해서는 규산염 계 물질이 용융되면

서 생성된 SiO2 성분의 용융풀이 제거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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