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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용 기포제 종류 및 농도에 따른 기포의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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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ubbles within the foamed concrete manufactured by pre-foaming method is the main factor which affects the

physical properties of foamed concrete such as density, strength, and porosity. Although many researches on foamed concrete have

been continuously carried out, insufficient number of researches on the properties related to bubbles in the foamed concrete has

been performed except for chemical application related researches. In order to make an optimal foamed concrete, study on the bub-

ble properties must be pursued. In order to effectively implement bubbles in the manufacturing of foamed concrete, the bubble

properties must be estimated. In this study, in order to determine the bubble properties, examination of the bubble properties accord-

ing to types and foaming agent concentration was performed. An foaming agent used for this test were anionic surfactant, rosin,

and protein system with the foaming agent concentration range of 0.05~13%. Test parameters considered in the study were foaming

rate, foam volume, drainage solution volume, and bubble size. The study results showed that, regardless of foaming agent type,

higher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showed an increase in the foaming rate. Also, the results showed that concentration of foam-

ing agent affected bubble size, drainage solution volume change, and bubble distributions. With respect to the stability of the bub-

ble, protein foaming agent was better than anion surfactant or rosin foaming agent. With respect to the bubble shape, anion

surfactant and rosin formed bubbles had polygon shape where as protein formed bubbles had spherical shape.

Keywords : foaming agent, bubble, foaming rate, drainage solution, shape of bubble

1. 서 론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기포제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

분 계면 활성 작용에 의해 물리적으로 기포를 형성하는

것으로 공기량은 최대 85%까지 이를 수 있다.1) 경량 콘

크리트의 일종인 기포 콘크리트는 내부와 외부에 무수히

많은 공극을 형성시켜 단위 용적 중량을 낮춘 것이다.

공극 형성을 위한 기포제 또는 발포제는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에 경량성, 단열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기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데 있어서는 필수적인

혼화재료이다. 기포를 얻는 방법으로는 시멘트의 수화 반

응에 의한 것과 계면 활성 작용 및 교반에 의해 물리적

으로 발생시키는 방법이 있다. 이것을 혼화제로 분류하

면 전자는 발포제, 후자는 기포제로 분류된다. 발포제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기포 콘크리트 제품에는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의해 공장 생산되는 ALC가 있고, 기포제를 이용

하는 것으로는 아파트 등의 온돌층에 사용하는 현장 타

설 기포 콘크리트가 있다. 이 중 현장 타설 기포 콘크리

트 제조에서 발포기를 이용하여 제조한 기포를 슬러리와

혼합하여 사용하는 선발포 방식은 계면 활성 성분을 가

지고 있는 기포제 또는 단백질상으로 구성된 기포제를

사용하여 기포를 제조한다.

기포제는 일반적으로 기포 주제, 기포 안정제, 경화 조

절제 등의 여러 가지 계면 활성제를 혼합하여 제조하게

되는데, 기포제는 물리적 공기 유입에 의해 계면 활성

작용을 하고 분자 하나하나가 친유기와 친수기의 원자단

을 갖게 되어 기포를 형성하게 된다. 

기포 콘크리트에서 기포의 역할은 성형 초기에는 체적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며, 경화 후에는 경량성, 단열성,

압축강도 등에 영향을 끼치게 된다. 기포의 특성은 기포

제를 구성하는 재료 및 성분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게

된다. 그러므로 사용 목적에 적합한 기포를 선택하기 위

해서는 사용 전 미리 기포의 특성을 알아보는 것이 중

요하다. 기포 콘크리트에 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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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아직까지도 기포 콘크리트

의 특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포의 특성에 관한 연

구는 미약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기포 콘크리트의 성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기포의 특성을 알아보고자 현재 선발포 방

식을 통해 기포 콘크리트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포제 종

류를 선정하여 그에 따른 기포의 특성을 알아봄으로서 사

용 목적 및 요구 성능에 부합할 수 있는 기포 콘크리트

의 제조를 위한 기초적 자료로 제공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및 방법

2.1 실험 계획

Table 1은 이 연구의 실험 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선발

포 방식을 사용하여 제조되는 기포의 특성을 검토하기

위한 것이다. 실험 인자는 크게 기포제 종류와 기포제

농도이다. 사용한 기포제는 크게 3종류로 음이온계 계면

활성제, 수지 비누계, 단백질계 기포제이다. 음이온계 계

면활성제는 A사의 AES와 AOS를 사용하였고, 수지비누

계와 단백질계로는 H사의 RM과 FP를 사용하였다.

기포제 농도는 기포의 안정성, 발포율과 같이 기포의

성상에 많은 영향을 끼치며, 기포제 종류에 따라 많은 차

이를 나타낸다. 기포제 농도의 선정은 선행 연구2)
를 참고

로 하여 0.05~13%로 설정하였다. 측정 항목으로는 기포

발생기를 통해 제조되는 기포의 발포율, 시간 경과에 따

른 기포의 용적 변화, 그리고 발포한 기포가 소멸하여 수

용액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수용액의 용적 변화

를 측정하였다. 또한 기포제 및 농도별 기포의 형상 및

크기를 광학현미경 분석을 통해 상변화 특성을 알아보았다.

2.2 사용 재료

이 실험에 사용한 기포제의 종류별 물리·화학적 특

성은 Table 2와 같다. 기포제는 일반적으로 기포 콘크리

트 제조에 사용되는 것을 사전 조사하여 4종을 선정하였

다.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공동주택의 단열층 및 터널

등의 공동부 뒷채움용으로 기포 콘크리트가 사용되는데,

이때 사용되는 기포 콘크리트에서 기포 발생을 위해 사

용되는 기포제는 계면활성제계와 단백질계 기포제가 많

이 사용되고 있다. 기포제 종류에 따른 기포의 특성에서

계면활성제계와 수지비누계는 열린 공극을, 단백질계는

닫힌 공극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3 실험 및 측정 방법

기포 콘크리트는 시멘트계 재료가 주성분을 이루고 있

어 수화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수산화칼슘에 의해 높은

알칼리도를 유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환경 조건에

서 기포의 특성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되

어 기포제를 포함한 수용액을 일반적인 콘크리트의 환경

과 유사하도록 pH12로 설정한 뒤 알칼리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Ca(OH)2 시약을 사용하여 알칼리 환경을 조성하

였다. 실험 순서는 pH를 맞춘 Ca(OH)2 포화용액에 기포

제를 희석 농도로 투입한 후 발포기를 사용하여 기포를

제조하였다.

기포 발생을 위해 사용한 발포기는 Fig. 1의 발포기를

이용하였으며 Fig. 2의 모식도와 같은 장비 및 공정을 통

해 기포를 제조하였다. 제조된 기포는 시간 변화에 따라

기포가 소멸하여 수용액 상태로 변할 때의 기포/수용액

의 용적 변화를 측정하였다. 발포율(foaming rate) 계산은

최종적으로 발포한 기포의 용적률에 대해 초기에 기포제

와 물을 혼합한 기포액의 용적에 대한 비율로 하였으며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기포 발생을 위해 사용한 발포기는 선행 연구3)
를 참조

하여 길이/직경비가 2.0을 가지는 원통형의 아크릴 케이

스를 제작해 사용하였으며, 내부의 충전물은 직경 6 mm

Table 1 Experimental factors and levels

Factor Level Test item

Kind of foam

agent

AES, AOS

RM, FP

·Foaming rate

·Foam volume

·Volume change of

drainage solution

·Bubble shape and size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0.05~13%

AES : alcohol ethoxy sulfate

AOS : a-olefin sulfonate

RM : rosin malate

FP : Fe-protein

Table 2 Properties of foam agent

Types
Active

matter (%)

Free oil

(%)
Na2SO4

Klett color*

(5% AM)
pH

AES 27.17 0.3 4 0.15 7.53

AOS 35.25 1.1 0.24 25 12.9

RM 25.7 - - - 7.47

FP 35.8 - - - 7.44

*Klett color : color scale for measuring detergent or surfactant

Fig. 1 Foam gener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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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플라스틱 비드를 사용하였다. 

발포율(foaming rate) =

여기서 Vs :초기 기포액 용적

     Vf :발포한 기포의 용적

발포된 기포의 용적 측정 후 시간 경과에 따른 기포의

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기포의 발포 이후 60분 동안

기포가 소포되어 수용액으로 변화할 때의 수용액 용적을

10분 간격으로 측정하여 상대적인 기포 감소율과 수용액

증가율을 구하고 이를 기포 안정성 평가를 위한 지표로

활용하였다. 또한, 발포된 기포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간

변화에 따라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고 화상 분석(image

analysis)하여 기포제별, 기포 농도별 기포의 형상, 크기,

분포를 알아보았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기포제 농도별 발포율

계면활성제 용액이 잘 발포하기 위해서는 수용액이 임

계미셀 농도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계면활성제 분자들

이 단분자 용액 상태를 이루다가, 어느 농도 이상에 도달

하면 더 이상 표면에 존재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용액 내의

응집체를 형성하게 되는 이 회합체를 미셀이라고 하며, 이

때의 농도를 임계미셀농도(critical micelle concentration,

CMC)라 한다.4) 임계미셀농도의 측정을 통해 발포력이 최

대점에 도달하는 농도를 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연

구에서는 임계미셀농도를 측정하지 않고 기존 연구5)
에

서 제안한 발포력이 일정한 수치를 보이는 임계치를 최

대 발포점으로 판단하는 방법을 채택하였다.

Figs. 4~7은 기포제 종류 및 농도 변화에 따른 발포율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포제 농도의 증가에 따라 발포

율이 증가하지만, 발포 용적은 종류별로 다르게 나타났

Vf

Vs

----- 100 %( )×

Fig. 2 Manufacturing process of bubble

Fig. 3 Manufacturing scene of bubble
Fig. 4 Foaming rat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AES)

Fig. 5 Foaming rat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AOS)

Fig. 6 Foaming rat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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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ES와 AOS는 농도를 증가시킬수록 발포율이 증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ES의 경우, 초기에서 농도 3.0%

까지는 발포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다가 3%를 넘어 5%

에서는 발포율 변화가 3%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AOS의 경우에도 초기부터 3%까지는 지속적인 발포율의

증가를 나타냈지만 그 이후부터는 약간 낮은 발포율을

나타내 AES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발포율 차이는

AES가 AOS 보다 다소 발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RM도 초기부터 농도 3%까지는 발포율이 증가하다가 3%

를 정점으로 발포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

한 경향은 앞서 실험한 계면활성제계와 유사하였다. FP

는 AES, AOS, RM과는 달리 낮은 농도에서는 발포율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향을 보여 다른 기포제와 비교해 유

사한 발포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기포

제 농도(7%)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3.2 기포 경시 변화

기포가 생성되고 소포되는 과정에서 기포의 안정성은

기포를 생성하는 용액의 표면 점도, 표면 강성 등과 관

련이 있으며 기포의 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인자는 기포

막의 배액 속도, 표면 점도, marangoni 효과(기체나 액체

의 계면에서 온도나 농도의 기울기가 생길 때 표면장력

이 불균일하게 되는 현상), 액의 유하, 기포의 합일 현상

등이 있다.6,7) 계면활성제를 성분으로 하는 기포제는 액

체와 표면에 흡착하며 단분자막을 만듦으로써 표면장력

을 감소시킨다.8) 표면장력은 계면활성제의 농도가 감소

할수록 증가하게 되며 이러한 표면장력은 액의 배액 속

도와도 상관성이 있으며 표면장력이 적을수록 배액 속도

는 적다. 표면 점도는 기포의 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며

표면 점도의 결정은 표면에 흡착한 계면활성제 또는 고

분자 물질의 구조에 따라 변한다. 표면 점도가 기포의 안

정성에 기여를 하는 것을 정량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

능하지만, 대개 표면 점도가 높은 용액은 안정성이 높은

기포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 표면 점도가 높을수록

기포의 안정성이 크게 된다는 것은 A. G. Brown 등의 연

구
9)
에서 알 수 있다.

Figs. 8~11은 기포제의 종류 및 농도에 따른 기포의 경

시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기포제 종류와 상관없이 기포

제 농도가 높을수록 기포에서 수용액으로 변하는 상변화

Fig. 7 Foaming rate according to concentration of foaming

agent (FP)

Fig. 11 Volume change of foam (FP)

Fig. 9 Volume change of foam (AOS)

Fig. 10 Volume change of foam (RM)

Fig. 8 Volume change of foam (A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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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AES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포

제 농도에 따라 기포의 용적 변화의 차이가 있지만 경

시 변화에 따른 용적 변화는 기포제 농도와는 상관없이

일정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시 변화에 따른

감소율은 최대 47%, 최소 23% 범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AOS의 경우를 살펴보면, AES와 같이 기포제 농도에 따

라 기포의 용적 변화의 차이가 있지만 경시 변화에 따

른 용적 변화는 AES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RM의 경우를 살펴보면, 낮은 농도에서의 기포의 경시

변화는 작은 반면에 높은 농도인 3%와 5%에서 10분경

과 후부터 기포가 급격히 소멸하여 큰 용적 변화를 보

였다. 이러한 결과는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같이 농도

가 높을수록 기포의 안정성이 유지되는 경향과는 달리

다른 경향을 보여 이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FP의 경우를 살펴보면, AES, AOS와 같

이 경시 변화에 따른 상변화가 작게 발생하며 사용된 기

포제 중 가장 적은 상변화를 나타냈다. 이러한 이유로는

단백질 분해물과 2가철염의 결합으로 인해 안정한 기포

를 형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10)

3.3 수용액 용적 변화

기포가 소멸하여 상변화를 통해 생성되는 수용액은 앞

에서 기술한 기포의 안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다양

한 경로를 거쳐 형성된 모든 종류의 기포는 근본적으로

또는 궁극적으로 안정하지 못하다.11) 열역학적으로 안정

하지 못한 원인은 기포의 경시 변화에서 밝힌 요인과 거

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요인들은

기포가 소멸하여 수용액으로 변하는 과정에서 상변화에

중요하게 작용한다. Figs. 12~15는 기포제 종류별 시간변

화에 따라 발포된 기포가 소포되어 상변화가 진행될 때

의 수용액 용적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AES의 경우를 살펴보면, 기포제 농도가 낮을수록 초

기 10분 이내에 기포가 급격히 소멸되어 수용액으로 변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기포제 농도

가 높은 3~5%의 경우에서는 낮은 농도에 비해 10분 이

내에서는 기포가 상대적으로 덜 소포되어 수용액으로 상

이 변화되는 것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고 20분 후에는 다 른 농도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고 수용액 용적 변화는 거

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AOS의 경우를 살펴보면, 낮은 기포제 농도에서 초기

에 AES와 같은 급격한 상변화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AES

와 같이 시간이 경과할수록 기포가 소멸되면서 수용액의

용적량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기포제 농도에

따른 수용액 용적 변화를 살펴보면 기포제 농도가 낮을

수록 수용액 용적 변화는 크게 나타난 반면에 기포제 농

도가 높을수록 기포에서 수용액으로의 용적 변화는 작게

나타났다. 경시 40분 이후에는 수용액 용적 변화가 40분

이전과 비교하여 용적 변화의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일

정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RM의 경우를 살펴보면, 계면활성제계인 AES, AOS와Fig. 12 Volume change of drainage solution (AES)

Fig. 13 Volume change of drainage solution (AOS)

Fig. 14 Volume change of drainage solution (RM)

Fig. 15 Volume change of drainage solution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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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시간 변화에 따라 기포가 소포되어 수용액으로 변

하는 양상이 거의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수용액의

용적 변화는 계면활성제계에 비해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10분 경과 후에는 수용액 용적 변화가 거의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수용액 용적 변화는 RM의 경우가 계면

활성제계 보다는 작고 FP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FP의 경우를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기포제 농도가 낮

은 0.5%, 1%에서 초기 10분 이내에 기포가 소포되어 수

용액으로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

면에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에서는 기포의 소멸 현상으로

발생되는 수용액의 변화곡선 기울기가 완만하게 나타나

높은 기포제 농도에서는 기포의 안정성이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4 기포 형상 및 크기 분포

Figs. 16~19는 기포제 종류별 기포의 광학현미경 사진

이다. 기포가 빛에 산란되어 촬영한 2차원 화상으로 기

포의 형상을 정의하는 것은 무리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계면활성제계인 AES, AOS와 수지비누계인 RM은 균일

한 평면막 경계를 갖는 다면체 구조의 형상을 단백질계

인 FP는 계면활성제와 수지비누계에 비해 구형에 가까

운 기포 형상을 보였으며, 미세한 기포가 계면활성제계

와 수지비누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면활성제계와 수지비누계가 다면체

구조를 나타낸 것은 기포제 농도가 낮아 일정한 액막을

유지하는 시간과 구형의 기포를 형성하는 시간이 짧고,

액의 유하 후 액막이 파괴하여 기포가 다면체 구조로 변

하기 때문이며12) 
이러한 현상은 기포제 농도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계면활성제와 수지비누계 액막에서 다면체 구조의 경

계에 나타난 Plateau border는 액의 유하 현상에 의해 나

타나는 것으로 얇은 막의 기포와 기포가 서로 만나는 3

각 지대의 경계 부분을 칭하는 것으로 기포의 소멸과 상

관이 있다. Plateau border의 반경에 기인한 내부의 압력

은 서로 접한 기포 박막의 압력보다 더 낮아지고 이것

은 포말의 기포 사이에 있는 Plateau border의 흡입 효과

를 일으키게 된다.13)

Plateau border는 기포 내부에 지속적인 네트워크를 생

성하고 Plateau border와 박막 사이의 다른 압력이 오랫

동안 지속되는 한 Plateau border 속으로 막액을 운반한

다. 결과적으로 기포막 속의 막액은 Plateau border로 향

하여 흘러 막벽은 얇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얇아진 막의

두께가 50~100Å에 달하면 막은 파괴되기 쉽고14) 중력에

의한 기포의 배수 과정이 진행되고 결국에 기포는 소멸

한다. 반면에 FP의 경우 구형의 기포를 유지하는 것은

AES, AOS 및 RM과 비교하여 높은 기포제 농도로 액막

속의 액체 점도가 커서 기포의 안정성이 계면활성제 기

포제에 비해 높아 기포의 초기 형상인 구형 구조를 형

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s. 20~23은 기포제 종류에 따른 기포의 크기 분포

를 나타낸 것으로 기포제 종류에는 상관없이 최대 크기

는 0.3 mm 이하이며, 최소 크기는 0.01 mm의 범위였다. 

AES의 경우에서 가장 많은 기포 분포를 가진 범위는

Fig. 16 Microscope image of bubble (AES)

Fig. 17 Microscope image of bubble (AOS)

Fig. 18 Microscope image of bubble (RM)

Fig. 19 Microscope image of bubble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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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0.45 mm이고 0.16~0.30 mm가 뒤를 이에 많은 기포

분포를 나타내었다. AOS, RM, FP의 경우에는 0.16~

0.30 mm에서 가장 많은 기포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나

타났다. 기포제 농도 변화에 따른 기포 크기의 분포 변

화를 살펴보면 일부를 제외하고는 농도가 낮을수록 대체

적으로 기포의 분포도가 낮은 반면에, 기포제 농도가 높

을수록 분포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포제

농도가 낮을수록 생성된 기포의 수가 적은 것을 의미하

고, 기포제 농도가 높으면 생성된 기포의 수가 많아 측

정 분석에서 분포 차이가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기포 분

포는 발포율과 같이 기포제 농도와도 밀접한 상관이 있

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포 크기는 기포의 안정성 및 형상과 연관이 있다. 기

포 내에서 작용하는 압력과 외부에서 작용하는 압력 차

이는 기포 반경에 반비례하고 표면장력에 비례하므로, 작

은 기포는 큰 기포에 비해 곡률 반경이 작아 보다 높은

증기압을 갖게 되어 닫힌 기포를 유지될 수 있으며, 큰

기포는 반대로 열린 공극을 형성할 수 있다.15) 그러므로

작은 기포는 차음성이 요구되는 기포 콘크리트에서 닫힌

공극을 생성하여 음의 차단 효과를, 열린 기포는 흡음성

이 요구되는 기포 콘크리트에서 열린 공극을 생성하여

흡음 효과에 의한 음에너지를 열에너지로의 변환을 통해

흡음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결 론

이 연구에서는 기포제 종류 및 농도 변화에 따른 기포

의 특성을 검토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기포제 종류 및 농도 변화에 따른 기포의 발포율에

서는 기포제 농도가 증가할수록 모든 기포제에서

발포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계면활성제

계와 수지비누계의 발포율은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

다. 단백질계의 발포율은 다른 기포제와 비교하여

낮은 농도에서는 발포율이 낮아 높은 발포율을 유

지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기포 경시 변화는 기포제 종류 및 농도와는 상관없

이 기포제 농도가 높을수록 기포가 소포하여 수용

액으로 변하는 상변화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

면활성제계와 단백질계는 경시 변화에 따라 기포가

소포되어 수용액으로 변하는 상변화 경향이 유사한

반면에 수지비누계의 경우에는 급격한 상변화가 발

생하였다.

3) 기포제 종류에 따른 기포 형상 및 크기 분포에서

계면활성제, 수지비누계는 다각형의 기포 형상을 나

타냈고, 단백질는 구형의 기포 형상을 나타냈다. 면

활성제계와 수지비누계는 열린 공극을 나타내 흡음

형 기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것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며 단백질계는 닫힌 공극을 형성하므로 차음

형 기포 콘크리트에 사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20 Distribution of bubble (AES)

Fig. 21 Distribution of bubble (AOS)

Fig. 22 Distribution of bubble (RM)

Fig. 23 Distribution of bubble (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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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선발포 방식을 통해 제조되는 기포 콘크리트에서 기포는 밀도, 강도, 공극 등의 물리적 특성에 영향을 끼치

는 주요인이다. 기포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가 꾸준하게 진행되었지만, 기포 자체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화학적인 분야

를 제외하고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그러므로 용도에 적합한 기포 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기포의 성상에 대한

연구가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기포 콘크리트의 제조에서 기포를 유효하게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포의 특성을 평

가해야만 한다. 이 연구에서는 기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기포제 종류 및 농도 변화에 따른 기포의 특성에 관한 검

토를 수행하였다. 기포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용한 기포제는 계면활성제계, 수지비누계, 단백질계 기포제를 사용하

였고 기포제의 농도는 기포제 종류에 따라 0.05~13% 범위로 설정하였다. 측정 항목은 발포율, 기포 용적, 수용액 용적,

기포 크기 및 분포를 측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포제 종류와는 상관없이 기포제 농도가 높을수록 발포율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고, 기포제 농도는 기포, 수용액 용적 변화, 기포 크기 분포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포의 안정

성 측면에서 단백질계가 계면활성제, 수지비누계 보다 높은 안정성을 나타냈다. 기포의 형상에서는 계면활성제계, 수지

비누계는 다각형의 기포를, 단백질계는 구형의 기포를 형성하였다.

핵심용어 :기포제, 기포, 발포율, 수용액, 기포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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