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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aste glass and bottom ash were used as basic materials in order to secure a recycling technology

of by-products which was mostly discarded and reclaimed. In addition, because softening point of waste glass is less than 700
o
C

and bottom ash includes combustible material, it was possible to manufacture low-temperature sintering lightweight aggregates for

energy saving at 800~900
o
C that it is as much as 20~30% lower than sintering temperature of existing lightweight aggregates. Ther-

mal conductivity of newly-developed lightweight aggregates was 0.056~0.105 W/m . K and its porosity was 40.36~84.89%. A coef-

ficient of correlation between thermal conductivity and porosity was −0.97, it showed very high negative correlationship. With this,

we were able to verify that porosity is key factor to affect thermal conductivity. Microstructure of lightweight aggregates by CaCO3

content and replacement ratio of bottom ash in the variation of temperature were that CaCO3 content increased along with pore

size while replacement ratio of bottom ash increased as pore size decreased. Specially, most pores were open pore instead of closed

pore of globular shape when replacement ratio of bottom ash was 30%, and pore size was small about 1/10~1/5 as compared with

case in bottom ash 0~20%. In addition, open pore shapes were remarkably more irregular form of open pore in 900
o
C than 700

o
C

or 800
o
C when replacement ratio of bottom ash was 30%. We reasoned hereby that these results will influence on absorption

increase, strength and thermal conductivity decrease of lightweight aggregates.

Keywords : lightweight aggregate, waste glass, rottom ash, thermal conductivity

1. 서 론

우리나라는 2009년을 기준으로 909억불(2008년 1415억

불)의 에너지를 수입하여 소비하였는데, 이는 전체 무역수

입액의 25%를 차지하고 있으며 소비에너지 중 해외 의존

도가 97%로써 에너지 과소비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

한 에너지의 대외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여러 방면의 에너

지 저감책이 강구되고 있는데, 그 중 건축물에서의 단열특

성 향상에 의한 에너지 사용량 저감은 매우 중요한 에너

지 저감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1-3)

 단열이란 열이 흐르는 물

체의 전열저항을 크게 하여 열 흐름을 적게 하는 것으로,

이것을 건축물에 적용하면 구조체의 열관류율을 작게 하

는 것을 의미한다. 작은 열관류율을 얻기 위해서는 재료의

두께를 증가시키거나 열전도율이 작은 재료를 사용해야

하는데, 재료의 두께를 증가시켜 열관류율을 작게 하는 것

은 설계상의 제한 및 가격상승 등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열전도율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다.

따라서 열전도율이 작은 단열소재를 사용하여 열의 이동

을 가능한 억제하여 건축물에서 열의 손실을 저지하거나

불필요한 열의 유입을 방지하여 에너지 절약을 촉진함과

동시에 실내온도의 불균형을 방지해서 최적의 실내환경을

확보할 수 있다.
4)
 일반적으로 다량의 기공을 함유한 다공

성 경량골재는 열전도율과 선팽창률값이 작은데 이는 골

재내부에 존재하고 있는 독립기공이 많을수록 대류 및 복

사에 의한 열이동을 방해하여 열전도율이 낮아지기 때문

이다.
5-8)

 특히 건축구조물 내부의 에너지 손실을 저감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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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안으로 다양한 단열공법을 이용하여 건물 내외의 열

을 차단하는 방법이 적용되고 있으며, 또한 수많은 유·무

기계 단열소재들이 개발되고 있으나, 이미 선진국에서는

유기계 단열소재의 시공상 문제 및 화재시 유해성 등으로

인해 거의 사용하지 않는 실정이다.
9,10)

 이를 대체할 무기

계 단열소재로 그 방향을 전환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다량

의 기공을 포함하고 있는 재료들의 단열효과가 소개되면

서 다공성 수경석회, 다공성 활성탄 등 친환경적 다공성

소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11-19)

한편 화력발전소에서 부산(副産)되는 폐기물 중 바텀

애쉬(bottom ash)는 그 발생량이 많으나 대부분 단순매립

(單純埋立)되고 있어 재활용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또

한 환경부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폐유리(waste glass)의 연

간 발생량은 2008년도에 약 75만 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 중 일부는 유리제품 제조시 단순 치환용으로

재활용되고 있으나 대부분 폐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0-22)

이 연구는 단열소재로 사용할 수 있는 저온소성 경량

골재를 개발하기 위한 일련의 연구로서 바텀애쉬와 폐유

리를 모재(母材)로 활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재활용률을

높이고, 고부가가치화를 위해 기존 경량골재의 소성온도

인 1,200~1,300
o
C 보다 20~30%가 낮은 800~900

o
C에서

제조 가능한 경량골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아울러 제

조한 경량골재의 열전도율 및 기공특성을 검토하여 단열

성이 우수한 에너지 절감형 저온소성 경량골재 개발을

위한 연구의 기초적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사용 재료

이 연구에서는 국내 K사의 판유리 가공 공장에서 발

생하는 폐유리와 국내 B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바텀

애쉬를 주원료로 하고 발포제로는 국내 D사의 시약급

CaCO3를 사용하였다.

폐유리와 바텀애쉬는 100
o
C 건조기에서 항량이 될 때까

지 충분히 건조한 후 화학분석(습식분석)을 실시하였다. 폐

유리와 바텀애쉬의 습식화학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폐유리의 주성분은 SiO2 71.9%, CaO 9.38%, Na2O 9.42%

수준으로 분석되어, 일반 소다석회(soda lime)계 유리에

서 발생하는 폐유리임을 확인하였다. 바텀애쉬의 주성분

은 SiO2 45.5%, Al2O3 23.4%, 강열감량(L.O.I)은 22.3%

이었으며, 강열감량의 대부분은 연소성물질인 미연탄소

(未然炭素, unburned fixed carbon)와 휘발분(volatile matter;

CO, H2, CmHn계 탄화수소류)으로 구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2.2 경량골재 제조

구형(球型)의 경량골재를 제조하기 위해 Table 2에서와

같이 폐유리와 바텀애쉬를 100 : 0, 90 : 10, 80 : 20, 70 : 30

비율로 각각 혼합하고 발포제는 CaCO3를 0.3%, 0.6%,

0.9% 첨가하여 볼밀(ball mill)에서 24시간 동안 혼합하

였다. 균질하게 혼합된 분말(폐유리분말 +바텀애쉬 +발

포제), 점결제인 물유리(물유리3호)와 증류수간의 비율을

83 : 4 : 13(분말 :물유리 :증류수)으로 모르타르 믹서를 사

용해 5분 동안 혼합하였으며, 펠렛타이져를 사용하여 구

형의 성형체로 성형하였다. 성형이 완료된 성형체를 건

조기에서 100
o
C로 24시간 동안 건조한 후, 로터리 킬른

(rotary kiln)을 사용해 700
o
C, 800

o
C, 900

o
C로 소성·제

조하였다. 

2.3 특성 평가

 

경량골재의 열전도율을 측정하기 위해 지름이 10 ± 0.5 mm

인 것을 선별하여 고정틀(150 × 150 × 20 mm)에 경량골재

를 채우고 KS L 9016(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 방법)에

규정된 평판열류계법에 따라 열전도율 시험기에 장착하

여 측정하였다(Fig. 1). 평판열류계법은 시험체를 통과하

는 열류량을 열류계로 측정하고, 그때의 시험체 온도차

를 측정하여 열전도율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 연구에서

는 2매 열류계 방식을 사용하였으며 식 (1)~(3)을 이용

하여 열전도율을 계산하였다.

열전도율(W/m·K) = (1)

(2)

(3)

여기서 l은 시험체의 두께, Rc는 시험체의 열저항이다. θ1

l

R
c

-----

R
c

θ
1

θ
2

–

q
----------------=

q k e× l

2
--- k

1
e
1

k
2

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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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Comp. SiO2 Al2O3 SO3 Cl Fe2O3 CaO MgO Na2O K2O L.O.I

W/G 71.90 1.14 0.30 2.05 0.16 9.38 3.82 9.42 0.28 0.66

B/A 45.50 23.40 0.24 0.01 5.15 0.99 0.42 0.43 0.62 22.3

Note) W/G : waste glass, B/A : bottom ash

Table 2 Manufacturing condition of lightweight aggregate

Factors
Waste glass

(%)

Bottom ash

(%)

CaCO3

(%)

Temp.

(
o
C)

Level

4 4 3 3

100

90

80

70

0

10

20

30

0.3

0.6

0.9

700

800

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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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θ2는 각각 시험체의 고온면의 온도 및 저온면의 온도

이며 q는 단위면적당 열류량(W/m
2
), k, k1, k2는 열류계의

감도계수(W/m
2
·V), e, e1, e2는 열류계의 출력(V)이다.

또한, 경량골재의 기공률은 KS L 3304(내화 단열 벽

돌의 비중 및 참기공률 측정 방법)에 따라 식 (4)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4)

여기서 Db는 경량골재의 부피비중, Dt는 경량골재의 참

비중이다.

바텀애쉬 치환사용량에 따른 경량골재의 기공형태 변

화와 이러한 변화가 기공률과 열전도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CaCO3를 0.3%, 0.6%, 0.9% 첨가하고

700
o
C, 800

o
C, 900

o
C로 소성·제조한 경량골재의 중앙부

파단면 미세구조를 SEM으로 관찰·촬영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열전도율 

각 소성온도대에서 CaCO3 첨가량과 바텀애쉬 치환사

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제조한 경량골재의 열전도율 값을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a)는 소성온도 700
o
C에서

CaCO3(0.3%, 0.6%, 0.9%) 첨가량과 바텀애쉬(10%, 20%,

30%) 치환사용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경량골재의 열전도

율 값이다. 열전도율 값의 영역은 0.065 W/m·K(B/A; 0%,

CaCO3; 0.9%) ~ 0.105 W/m·K(B/A; 30%, CaCO3; 0.3%)

범위에 있음을 확인하였다.

발포제로 CaCO3를 0.3%첨가하고 바텀애쉬 치환율을

0~30%로 증가시키면서 제조한 경량골재의 열전도율은

0.087 W/m·K(B/A; 0%) ~ 0.105 W/m·K(B/A; 30%)로 측정되

었고 CaCO3를 0.6% 첨가하였을 경우에는 0.072 W/m·K

(B/A; 0%) ~ 0.082 W/m·K(B/A; 30%), CaCO3를 0.9% 첨

가하였을 경우에는 0.065 W/m·K(B/A; 0%)~0.073 W/m·K

(B/A; 30%)로 측정되어 발포제 함량이 동일할 경우 바

텀애쉬의 치환사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경량골재의 열전

도율은 증가되었다.

Fig. 2(b), (c)는 소성온도 800
o
C, 900

o
C에서 CaCO3

(0.3%, 0.6%, 0.9%) 첨가량과 바텀애쉬(10%, 20%, 30%)

치환사용량을 달리하여 제조한 경량골재의 열전도율 측

정결과이다. 800
o
C, 900

o
C에서 소성·제조한 경량골재도

700
o
C에서 소성·제조한 경량골재와 마찬가지로 바텀애

쉬의 치환·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은 증가되었

다. 800
o
C에서 소성·제조한 경량골재의 최저 열전도율

은 0.059 W/m·K(B/A; 0%, CaCO3; 0.9%)이고 최대 열전

도율은 0.072 W/m·K(B/A; 30%, CaCO3; 0.3%)이었으며,

900
o
C에서 소성·가공 경량골재의 최저 열전도율은 0.056

W/m·K(B/A; 0%, CaCO3; 0.9%)이고 최대 열전도율은

0.069 W/m·K(B/A; 30%, CaCO3; 0.3%)이었다. 경량골재

의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율은 감소하는 경향

P
t

1
D

b

D
t

------–⎝ ⎠
⎛ ⎞ 100×=

Fig. 1 Thermal conductivity tester

Fig. 2 Thermal conductivity of lightweight aggregate according

to replacement ratio of bottom ash and CaCO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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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으며 발포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

은 감소하였다. 또한 바텀애쉬의 치환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율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폐유리

(melting point, 700~800
o
C)보다 융점이 높은 바텀애쉬

(melting point, 950~1,500
o
C)의 치환사용량이 증가함으로

써 연구에서 적용한 소성온도(700~900
o
C)에서는 기포를

포집할 수 있는 액상의 생성량이 적어서 경량골재 내부

의 기공을 적게 형성함으로써 열전도율이 증가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따라서 700
o
C와 같은 저온소성에서 상대적

으로 융점이 높은 바텀애쉬의 치환사용량을 증가시켜 경

량골재를 제조할 경우 골재내부의 기공(량)이 충분히 형

성되지 않아 열전도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

성온도 900
o
C, CaCO3 0.9%, 바텀애쉬 치환율 10%에서

최소 열전도율 값(0.057 W/m·K)을 나타내었다.

3.2 기공률

경량골재의 열전도율은 원료물질의 성분, 구성상들의

형태, 밀도, 기공률 등 다양한 요소들에 영향을 받는다.

이 연구에서는 그 중 핵심요소라 판단되는 기공률을 측

정하여 단열특성과의 상관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Fig. 3은 각 소성온도에 따른 CaCO3 첨가량과 바텀애

쉬 치환사용량을 증가시키면서 제조한 경량골재의 기공

률을 나타내었다. 7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Fig. 3(a))

의 기공률은 최저 40.36%(B/A; 30%, CaCO3; 0.3%)이고

최고 71.46%(B/A; 0%, CaCO3; 0.9%)이었고 8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Fig. 3(b))의 기공률은 최저 62.21%(B/

A; 30%, CaCO3; 0.3%)이고 최고 83.25%(B/A; 0%, CaCO3;

0.9%,)이었으며, 9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Fig. 3(c))의

기공률은 최저 67.87%(B/A; 30%, CaCO3; 0.3%)이고 최

고 84.89%(B/A; 0%, CaCO3; 0.9%)이었다.

CaCO3 첨가량과 바텀애쉬 치환율에 따른 경량골재의

기공률 변화는 각 소성온도에서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

으며, 소성온도에 따른 경량골재의 기공률은 700
o
C에서

800
o
C로 증가할 때에 800

o
C에서 900

o
C로 증가할 때에 보

다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다. 이는 폐유리의 유리전이온

도(glass transition temperature)가 약 700
o
C이기 때문에

700
o
C와 800

o
C 영역에서는 발포제의 영향과 점도의 영

향이 크게 반영되어지고 그에 따른 기공률의 변화가 두

드러지는 것으로 사료되나, 800
o
C 이후부터는 유리전이

온도를 크게 상회하였기 때문에 경량골재가 충분히 연화

되어 7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

성온도에 의한 영향(점도변화)이 적은 것으로 판단된다.

8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의 바텀애쉬 치환사용량

(0% → 10%, 20% → 30%)에 따른 기공률 변화는 Fig. 3

의 (b)에서와 같이 CaCO3 첨가량이 0.3%일 때에

66.95% → 66.12% →  64.90% → 62.21%, CaCO3 첨가량이

0.6%일 때에 75.90% → 74.43% → 72.57% → 69.41%,

CaCO3의 첨가량이 0.9%일 때에 83.25% → 81.43% → 78.88%

→ 74.70%로 모든 경량골재가 바텀애쉬 치환사용량이 증

가할수록 기공률이 낮아졌으며, 9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

재도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즉 바텀애쉬의 치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기공률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것

은 폐유리의 융점 보다 상대적으로 바텀애쉬의 융점이 높

기 때문에 바텀애쉬의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성형체의

융점이 증가되기 때문에 그에 적합한 소성분위기가 조성

되어야 하나 그러지 못할 경우 오히려 기공생성의 저해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소성온도 900
o
C,

CaCO3 0.9%, 바텀애쉬 치환율 10%에서 최대 기공률 값

(82.94%)을 나타내었다.

3.3 열전도율과 기공률의 상관관계

Fig. 4에 나타낸 열전도율과 기공률의 상관계수(相關係

Fig. 3 Porosity of lightweight aggregate according to replacement

ratio of bottom ash and CaCO3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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數)는 −0.97로 매우 높은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

며, 이는 경량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률(기공량)이 증

가함에 따라 열전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러한 현상은 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다량의 폐기공이 열

의 이동(대류현상)을 억제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경량골재의 기공률이 단열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

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미세구조

경량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의 형태와 크기는 열전

도율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이므로 제조한 경량골재의

중앙부를 절단하여 내부 기공구조와 형상을 주사전자 현

미경(SEM)을 이용해 관찰하였다.

Fig. 5는 소성온도 700
o
C에서 CaCO3 첨가량과 바텀애

쉬치환율을 증가시켜 제조한 경량골재의 기공형상 사진

이다. 사진에서와 같이 기공크기는 CaCO3의 첨가량이 증

가함에 따라 증가되고 바텀애쉬의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기공은 작아지고 기공 크기가 일정하지 못하였다. 또한

소성온도 700
o
C의 경우 내부기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

한 형상을 보이는데, 이는 소성온도가 낮음으로 인해 성

형체가 다량의 고점성 용융상을 만들지 못하여 발포제

(CaCO3)가 성형체를 팽창시키지 못함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은 소성온도 800
o
C에서 각 발포제별 바텀애쉬 치

환율을 증가시켜 제조한 경량골재의 기공구조 및 형상

사진이다. 8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도 700

o
C에서 소성

한경량골재와 마찬가지로 CaCO3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크기는 증가되고 바텀애쉬의 치환율이 증가할

수록 기공은 작고 불규칙하였다. 특히 바텀애쉬를 30%

치환하여 제조한 경량골재는 대부분의 기공이 구(球) 형

태의 폐기공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의 개기공으로 존재하

고 있었으며 기공의 크기도 바텀애쉬를 30% 치환·사

용한 경량골재는 바텀애쉬를 0~20% 치환사용한 경량골

재의 약 1/10~1/5 수준의 크기로 관찰되었다. 이는 융점

이 높은 바텀애쉬의 치환사용량이 많아 성형체의 융점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기포를 포집할 수 있는 액상의 생

성량이 적어서 경량골재 내부의 기공을 적게 형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9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의 기공구조 및 형상 사진

을 Fig. 7에 나타내었다. 900
o
C의 경우도 CaCO3의 첨가

량과 바텀애쉬의 치환율 변화에 따라 700
o
C, 800

o
C에서

소성한 경량골재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소

성온도가 증가할수록(800
o
C, 900

o
C) CaCO3의 활발한 발

포력(foaming activity)으로 인해 내부기공(폐기공)이 700
o
C

Fig. 4 Correlation between porosity and thermal conductivity

Fig. 5 SEM image of lightweight aggregate added with bottom ash and CaCO3 (7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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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많이 형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소성온

도 900
o
C에서 바텀애쉬를 30% 치환하여 제조한 경량골

재는 700
o
C, 800

o
C에서 제조한 경량골재 보다 더욱 불규

칙한 형태의 개기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

량골재의 흡수율 증가, 강도 저하, 단열특성 저하에 일

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연구는 대부분 폐기·매립되어 버려지는 산업부산

물을 재활용하여 대량으로 산업화할 수 있는 기반기술을

확보하고자, 연화점이 700
o
C 수준으로 낮은 폐유리와 에

너지 연소물질(미연탄소, 휘발분 등)을 포함하고 있는 바

텀애쉬를 모재로 저온소성 경량골재를 제조하였으며, 그

에 대한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저온소성 경량골재의 열전도율은 0.056~0.105 W/m·k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한 제조조건에서 소

성온도가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발포제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은

감소하였다.

Fig. 6 SEM image of lightweight aggregate added with bottom ash and CaCO3 (800
o

C)

Fig. 7 SEM image of lightweight aggregate added with bottom ash and CaCO3 (900
o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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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온소성 경량골재의 기공률은 40.36~84.89% 수준

으로 나타났으며, 동일한 제조조건에서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기공률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3) 열전도율과 기공률의 상관계수는 −0.97로 매우 높

은 음(-)의 상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저온소성

경량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기공률이 증가함에 따라

열전도율은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현

상은 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다량의 폐기공이 열의

이동을 억제하여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기공률

이 단열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700
o
C에서 제조된 저온소성 경량골재의 경우, 내부

기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형상을 보이는데, 이

는 소성온도가 낮음으로 인해 성형체가 다량의 고

점성 용융상을 만들지 못하여 발포제(CaCO3)가 성

형체를 팽창시키지 못함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800
o
C 이상에서는 내부기공(폐기공)이 활발하게 형

성됨을 보여주고 있다.

5) 바텀애쉬를 30% 치환사용하여 제조한 저온소성 경

량골재는 소성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기공률도 증가

하였으나 바텀애쉬를 0~20% 치환사용한 경우에 비

해 내부기공(폐기공)이 제대로 형성되지 못한 형상

을 나타내었는데, 융점이 높은 바텀애쉬의 치환사

용량이 많아 이로 인해 기포를 포집할 수 있는 액

상의 생성량이 적어서 경량골재 내부의 기공을 적

게 형성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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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대부분 폐기·매립되고 있는 산업부산물의 재활용 기술을 확보하고자, 연화점이 700
o
C 수준

으로 낮은 폐유리와 에너지 연소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바텀애쉬를 모재로 기존 경량골재의 소성온도보다 20~30%가 낮

은 800~900
o
C에서 제조가능한 에너지 절감형 저온소성 경량골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경량골재의 열전도율은 0.056~0.105

W/m·K 수준, 기공률은 40.36~84.89% 수준으로 나타났다. 열전도율과 기공률의 상관계수는 −0.97로 매우 높은 음(−)의

상관성을 보였는데, 기공률이 단열특성을 좌우하는 핵심 요소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소성온도별 CaCO3 첨가량과

바텀애쉬 치환율에 따른 경량골재의 미세구조는 소성온도에 상관없이 CaCO3 첨가량이 증가할수록 기공크기도 증가하

고, 바텀애쉬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기공크기는 작아지며 일정하지 못하였다. 특히 바텀애쉬를 30% 치환한 경우 대부분

의 기공형태가 구(球)형태의 폐기공이 아닌 불규칙한 형태의 개기공으로 존재했으며 기공크기도 바텀애쉬 0~20% 치환

사용한 경우에 비해 약 1/10~1/5 수준으로 관찰되었다. 또한 바텀애쉬 30% 치환시 소성온도 900
o
C의 경우가 700

o
C,

800
o
C에서 보다 더욱 불규칙한 형태의 개기공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량골재의 흡수율 증가, 강도 저하, 단

열특성 저하에 일정부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핵심용어 :경량골재, 폐유리, 바텀애쉬, 열전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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