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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deals with the experimental for manufacturing the lightweight buildng materials with portland 

cement, fly ash, slag, lime, gypsum, and aluminum powder system. Aluminum powder was added an aerating 

agent. Specific gravity range of lightweight concrete specimens were 0.6～0.9g/cm3. These specimens properties 

studied by means of specific gravity, compressive strength, absorption coefficient, transmission loss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Cellular concrete with maximum compressive strength was 41kgf/cm2 by 

obtained Al=0.05wt.%. Moreover, the aeration lightweight concrete showed excellent sound absorption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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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공동주택 거주자의 다양한 평면형태 요구로 부분  주문형 

공간구획을 구성하며 건물 자  증가를 감소시키며, 건식 

건축재료의 활용으로 공기단축 효과 등으로 경량 건축제품

의 사용이 증가 하고 있다.

벽체용 경량 콘크리트에 한 연구는 선진 각국에서는 이

미 상당한 수 의 성과가 있어서 단열  방음 등의 간

효과를 한 비구조용 콘크리트로서의 이용뿐만 아니라, 공

극 충 용, 연약지반 보강용  경사지에서 연직성토, 구

조물 배면의 토압경감 등의 다양한 경량 재료로써의 활용 

폭을 넓  나가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배합설계, 시방서  

제조기술도 표 화 되어 있지 않다.
 1)

 한 최근에는 격한 산업의 발달과 교통시설의 증가에 

따른 소음공해는 주거생활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한 표 인 시설물로는 방음벽을 들 수 있으

며 발생음을 반사시켜 음이 되는 것을 막는 차음형 보

다 음의 소멸효과가 우수한 흡음형 방음벽이 많이 사용되

는 추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슬래그, 석회, 석고 등의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식물성 기포제와 알루미늄 분말 발포제를 이용

한 환경친화형 벽체용 경량 콘크리트를 제조하여 그 특성

을 분석하고자 하 으며, 한 이를 이용하여 흡음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 삼우설계기술연구소
**

 동E&C기술연구소

2. 사용재료  실험방법

2.1 사용재료

1) 시멘트

 본 시험에 사용한 시멘트는 KS L 5201 규정에 합한 D

사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다.

2) 기포  발포제

 본 실험에 사용한 기포제는 식물성 기포제를 사용하 으

며 발포제로는 알루미늄 분말을 사용하 다. 알루미늄 분말

은 국내 C사의 순도 99.9%의 -325 mesh 입도분을 사용하

다 

3) 무수석고 

 석고는 천연산 무수석고를 미분쇄한 상태의 제품으로 색

상은 백색이며, 경화시간은 24시간으로 평균입경은 약 10㎛

다.

4) 고로슬래그

 슬래그는 P사의 선철 제조과정에서 부산물로 나오는 용융 

고로슬래그를 랭한 랭수쇄슬래그를 분쇄한 것으로 국

내 C사의 제품을 사용하 다. 평균입도는 약 10㎛ 다.

5) 생석회

생석회는 B사의 공업용 생석회로 CaO 함량이 95%이상인 

제품으로, 입도는 200 mesh 80% 통과분을 사용하 다.

6) 라이 애쉬

 라이 애쉬는  B화력 발 소에서 부생되는 것으로서 Fly 

Ash 공업 동조합의 cement 혼화재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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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F 2560 C  제품이다.  

 고로슬래그는 상당량이 폐기됨으로써 환경오염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개선하기 하여 자원 약은 물론 공해

방지를 한 2차 제품으로써의 량이용이 요구되고 있다. 

고로슬래그는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처럼 물과 하는 것만

으로 자기 발  수화반응을 개시할 수 없는 잠재수경성 

물질이다. 즉 슬래그와 물이 하게 되면 슬래그 입자의 

표면에 치 한 불투수성 겔 박막이 형성됨으로써 입자 속

까지 물이 침입하는 것이 방해되고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

지 못한다. 그러나 알칼리[Ca(OH)2, KOH, NaOH]나 황산

염(CaSO4) 등의 자극을 받으면 이 박막이 괴되면서 군도

(群島)구조의 겔로 변화되고, 슬래그로부터 이온의 용출과 

불용성의 물질이 석출되면서 경화되기 시작하는데 이러한 

수화 기구를 잠재수경성이라 한다. 슬래그는 장기 으로 슬

래그 질량의 약 10%에 해당하는 Ca(OH)2과 결합하게 되는

데, 포틀랜드 시멘트는 약 25%의 Ca(OH)2을 생성 방출하

기 때문에 이론 으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시멘트의 

75%까지 치환해도 그 량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1～2)

 생석회는 물과 반응하면 발열과 함께 수산화칼슘을 생성

한다. 발열반응을 통해 알루미늄의 발포성 향상과 수화반응 

진을 꽤하 으며, 다량으로 생성된 Ca(OH)2는 포졸란 반

응에 기여한다. 

 포틀랜드시멘트를 포함한 클링커 물인 C3A가 수화할 

때 석고(CaSO4․2H2O)가 존재하면, C3A의 수화는 히 

억제된다. 특히 Ca(OH)2-CaSO4 포화용액 에서 혼합하

면, C3A의 수화속도는 커다란 억제효과가 나타난다. 이것

은 pH 11～12에서 C3A와 CaSO4 사이에서 반응이 일어나 

C3A-CaSO4-H2O계 복염이 신속하게 생성되고, 그 생성층

이 C3A를 감싸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다.1～2) C3A-CaSO4

-H2O계 복염은 염기성이고 안정한 불용성 화합물이며, 

trisulfate형인 C3A․3CaSO4․32H2O와 monosulfate형 C3A

․CaSO4․12H2O의 2종이 존재한다. 모두 육방정에 속하며, 

외형은 자는 침상, 후자는 육각 상의 결정이다. 

monosulfate쪽은 C3A․Ca(OH)2․12H2O의 복염에서 2OH- 

↔ SO4
2-의 치환반응에 의해서도 합성할 수 있다. 

한편 trisulfate는 ettringite라고도 불리며, 천연에서도 산출

되며, 침상결정의 성장압에 의해 시멘트 입자사이나 수화물 

사이를 어 넓히기 때문에 기 균열을 방지할 수 있다. 

 라이 애쉬는 단독으로는 경화성을 갖지 않지만, 포졸란

이나 백토처럼 가용성 SiO2를 다량 함유하기 때문에 C3S, 

C2S에서 유리된 Ca(OH)2와 포졸란 반응을 일으켜 불용성

의 C-S-H gel을 생성한다. 따라서 재령 28일 까지의 단기

강도는 낮지만, 6개월 이상의 장기강도는 우수해 진다.
3) 

 알루미늄분말은 cement paste 에 Ca(OH)2와 아래의 식

으로 반응하여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고 이 가스에 의해 

mortar, concrete 에 기포가 형성된다.
4)

   2 Al + Ca( O H ) 2  + 2 H 2 O  =  Ca( AlO 2 )  + 3 H 2↑

 수소 발생량과 발생속도는 등은 알루미늄의 순도, 비 표면

, 코 처리방법  slurry의 성분, 온도 혹은 물/cement 

(W/C)비 등에 따라 다르다. 이상 인 조건하에서는 1,000

ℓ의 수소가스를 발생시키기 해서는 800g의 알루미늄 분

말이이면 충분하지만 실제로는 다량의 aluminum powder

가 필요하다. 일반 으로 기포콘크리트의 제조에 있어서

aluminum powder는 cement 량의 0.07～0.08%정도가 이

용된다.  prepact concrete의 주입, mortar용에는 cement

와 fly ash 량의 0.01～0.08%정도가 이용된다.
5)

2.2 실험방법

 식물성 기포제는 희석수와 기포제를 1.7:100 으로 섞어서 

발포기에 넣고 기포를 발생 시켰으며, 기포의 비 은 

0.025g/㎤, 기포 슬러리의 비 은 0.6g/㎤가 되게 제조하

다. 혼합은 강제식 믹서기를 이용하여 먼  믹스된 슬러리

에 기포를 주입하여 2분간 기포와 슬러리를 믹싱하여 기포 

슬러리를 제작하 다. 배합비는 Table 1.과 같으며, 혼합된 

시료는 cubic mold(5 × 5 × 5 cm)와 길이 mold(2.54 × 

2.54 × 28.57cm)에 즉시 주입하여 각각 성형하 다. 

알루미늄 분말은 Table 1.에서 나타낸 배합비와 같은 비율

로 첨가하여 혼합하 으며, 50℃로 유지되는 항온조에 3시

간 동안 넣어 발포시켰다. 와 같은 방법으로 제조된 시편

들은 20±3℃로 유지되는 항온조에서 24시간 양생한 후 탈

형 하 다.

 분말입자들의 형태와 크기  미세조직을 찰하기 하

여 주사 자 미경 찰을 행하 으며, 제조되어진 경량기

포콘크리트의 기본 물성을 확인하기 해 압축강도와 흡수

율, 비  시험을 행하 다. 흡음성 측정 장치는 Acoustic 

duct (SP-2002)를 사용하 고, KS F 2814-1「임피던스

에 의한 흡음계수와 임피던스의 결정방법」에 하여 각 

주 수별에 따른 흡음율을 3회에 걸쳐 측정하여 평균값을 

취하 다. 

3. 실험결과  고찰

Table 1은 사 시험을 통하여 알루미늄을 이용한 경량발포 

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기 한 배합비를 나타낸 것이다. 

표 1. 경량발포콘크리트 제조 배합비

Batch

No

Batch Composition (wt.%)

PC SG QL GM FA VF
A

Al
첨가
수량

(%)
첨가재

A-1

49.6 28.2 11.4 4.8 6.0

5

-

50

-

A-2 - 폴 2부

A-3 -
우 탄 

20부

A-4 - 0.05 -

A-5 - 0.075 -

A-6 - 0.10 -

 PC : Portland Cement, SG : Slag, QL : Quick Lime,         

 GM : Gypsum, FA : Fly Ash, 

 VFA : Vegetable Forming Agent, Al : Aluminum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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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

10㎛ 10㎛ 10㎛

10㎛ 25㎛

e)

5㎛

a) b) c)

d) f)

10㎛10㎛ 10㎛10㎛ 10㎛10㎛

10㎛10㎛ 25㎛25㎛

e)

5㎛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된 원재료 분말들을 주사 자 미

경으로 찰한 결과이다. a)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로 

irregular한 형태를 띄고 있으며 입자크기도 다양하다. 평균

입도는 약 10㎛ 정도이다. 석고와 슬래그 분말은 상형의 

각진 형상을 띄고 있으며, 평균입도는 약 10㎛ 정도이다. 

생석회는 밤송이 형상을 띄고 있으며 그 입자가 아주 미세

하다. 라이 애쉬는 부분 구형으로 비정질이며 조성은 

석탄의 종류에 따라 약간씩 다르다. 구상입자이기 때문에, 

입자끼리 미끌려 볼베어링(ball bearing) 작용에 의해 유동

성이 개선된다.  f)는 알루미늄분말로 평균입도가 약 20㎛ 

이며 둥근 형상을 띄고 있다.

a) PC,  b) GM,  c) QL,  d) SG,  e) FA,  f) Al 

그림 1. 원재료 분말의 주사 자 미경 사진

 Fig. 2는 Table. 1에 나타낸 배합비 별로 경화체의 비 을 

나타낸 결과이다. A-1은 혼합된 기지 분말에 식물성 기포

를 첨가하여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작한 것이다. 기 

slurry의 비 은 약 0.6g/cm
3 으나 경화체의 비 은 약 

0.73g/cm
3 정도로 높아졌다. 이는 기 생성 되었던 기포입

자가 경화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포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기포 폴과 우 탄을 첨가하여 경화체를 제조한 

경우 A-1 배합에 비하여 비 이 상승함을 찰할 수 있다. 

폴의 경우는 약간 비 이 상승하 으며, 방진효과를 얻기 

해 첨가한 우 탄의 경우는 비교  높은 비 의 우 탄

으로 인해 비 이 높게 상승한 것으로 생각된다.

 A-4 ～ A-6은 Table. 1과 같이 알루미늄 분말의 첨가량

을 변화시키며 발포시킨 경화체의 비 을 나타낸 것이다. 

A-4의 경우 A-1과 A-2의 비 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알루미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차 비 은 감소하 다. 

이는 알루미늄 분말의 양이 증가할수록 slurry 의 Ca 

(OH)2와 반응하여 다량의 H2 gas가 생성되어 그 발포량이 

증가하 기 때문이라 단된다.

발포량이 증가되면 비 은 감소하여 단  부피당 무게는 

감소하므로 경량화를 쉽게 이룰 수 있으나, 압축강도는 감

소한다. 따라서 한 비 과 압축강도를 얻기 해서는 

알루미늄 분말의 첨가량을 히 조 하여야 할 것이다.

A-1 A-2 A-3 A-4 A-5 A-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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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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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배합비 변화에 따른 비 시험 결과

Fig. 3은 A-1～A-6의 각 경화체별 재령에 따른 압축강도

를 나타낸 것이다. 기 강도와 56일 강도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는 것은 A-4 으며, A-1 한 우수한 강도

를 나타내었다. A-3은 높은 비 에도 불구하고 우 탄과 

슬러리와의 결합력 부족으로 강도가 낮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되며, A-6은 지나친 발포 효과로 인해 기공이 크고 그 

양이 많아 구성 skeleton의 약화로 인해 강도가 낮게 나타

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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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배합비별 재령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결과

 이상의 결과로 볼 때 A-1과 A-4가 물리  특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단되며, 제조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성상

을 Fig. 4에 나타내었다. A-1은 식물성 기포제를 활용하여 

선 발포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형상으로 비교  큰 기공과 

작은 기공들이 공존하고 있음을 찰할 수 있다. 제조  

시공 면에서는 우수할 것으로 단되나 균일한 기공과 안

정된 품질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상된다. 그림 b)는 알루

미늄 분말을 활용하여 후 발포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형상

이다. 기공의 형상이 거의 일정하게 생성되었으며,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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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균일하 다. 따라서 의 시험 결과에서 보듯이 물리  

특성이 우수하 고, 기포의 생성 한 안정 으로 분포하

다.

               

              a)A-1,      b) A-4

그림 4. 경량기포콘크리트 기공생성 모양 비교

Fig. 5와 Fig. 6은 비교  물리  특성이 떨어지는 A-5와 

A-6을 제외한 시편들의 흡음계수와 투과손실을 나타낸 것

이다. 흡음은 재료표면에 입사하는 음 에 지가 마찰 항, 

진동 등에 의해 열에 지로 변하는 상이다. 어떤 재료의 

흡음정도는 각 주 수별 흡음률(α)로 표시된다. 따라서 흡

음률은 주 수에 따라 다르며 0～1 사이 값을 갖는다. 음향

으로 요시 되는 건물의 음향조 을 해서는 음역, 

음역, 고음역 등 각 종류의 흡음성 재료가 요구된다. 숫

자가 클수록 흡음 능력이 좋음을 나타내며, 흡음 능력이 

'1'이 되는 것은 이론상으로 밖에 없으며, 실제 0.7을 넘는 

마감재는 드물다.

차음 재료에 한 투과손실은 다음과 같이 3가지 역으

로 나타난다. 주  역에서는 공진 상이 많이 나타나는

데 이 역을 강성지배 역(stiffness-controlled region)이

라 부른다. 간 주 수 역은 주로 질량법칙에 의해 투과

손실이 결정되지만, 고주  역에서는 임계주 수(critical 

frequency) 부근에서 투과손실의 변화가 일어난다. 차음 재

료의 임계주 수 fc는 고유주 수(natural frequency)의해 

정해진다.

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흡음계수  투과손실의 값이 

클수록 그 재료의 흡음 능력이 우수하다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Fig. 5와 6의 시험 결과 A-1과 A-4가 흡음계수  투과

손실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이는 Fig. 2의 비 시험 결과와

도 일치한다. 즉 비 이 낮은 것은 공극률이 높아져 기포의 

수가 증가하게 됨에 따라 음에 항할 수 있는 비표면 이 

넓어져 흡음계수가 증가하게 된 것이라고 사료된다. 한 

A-4가 주 수별 흡음계수와 투과손실이 

그림 5. 배합비 변화에 따른 흡음계수 측정결과

그림 6. 배합비 변화에 따른 투과손실계수 측정결과

평균 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그림 4에서 찰한 바

와 같이 생성 기공이 균일하고 연속 이기 때문이라 사료

된다. 

Fig. 7과 8은 비교  물성이 뛰어난 A-1 시편의 두께별 

흡음계수와 투과손실을 나타낸 결과이다. 흡음특성을 좌우

하는 요인에는 재료의 두께, 세공의 크기, 형상, 배열상태, 

재료표면조도, 통기성 등이 있다. 참고문헌) 일반 으로 다

공질 재료의 주 수별 흡음특성은 고음 역 높고 음 

부분에서 낮게 형성되고 있다. 따라서 그림 7과 8은 앞의 

서술내용과 잘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흡음계수의 

경우 평균 으로 50T의 경우가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

내었으며, 주 수의 변화에 따라 10T의 시편이 가장 민감

하게 흡음특성이 상승하고 있음을 찰할 수 있었다. 투과

손실의 경우 60T의 시편이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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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1 배합비의 두께변화에 따른 흡음계수 측정결과 

 그림 8. A-1 배합비의 두께변화에 따른 투과손실계수 측정결과

 Fig. 9와 10은 물성이 가장 우수한 A-4 시편의 흡음계

수와 투과손실을 측정한 결과이다. 흡음계수는 40T일 경우 

평균 으로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Fig. 7의 

결과와 비교해 볼 때 더 얇은 두께의 시편임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특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투과손실은 60T의 경

우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 으로 A-4의 경우 A-1에 

비하여 흡․차음 특성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루미

늄을 이용하여 발포시킨 A-4의 경화체는 음 부분에서도 

흡․차음 성능이 A-1에 비하여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폐자원을 재활용하고, 발포제를 이용한 벽체용 경량 콘크

리트를 제조하여 물리  특성  흡음특성을 시험하여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알루미늄 분말을 첨가하여 기공의 형상이 거의 일정하

고, 크기 한 균일한 벽체용 경량 콘크리트를 제조할 수

 그림 9. A-4 배합비의 두께변화에 따른 흡음계수 측정결과

그림 10. A-4 배합비의 두께변화에 따른 투과손실계수 측정결과

있었으며, 알루미늄의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차 비 은 

감소하 다.

2) 물성이 우수한 벽체용 경량 콘크리트 제조시 알루미늄 

분말의 첨가량은 0.05%가 하 다.

3) 0.05% 알루미늄 분말을 첨가하여 제조한 벽체용 발포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기압축강도와 56일 강도에서 가장 

우수한 특성을 나타내었다.

4) 벽체용 발포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주 수 변화에 따른 

흡음계수와 투과 손실이 평균 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

며, 음 부분에서도 흡․차음 성능이 상당히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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