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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지

표 인 다상 재료인 콘크리트는 구성 성분의 공간  분포에 의해 재료 특성이 큰 향을 받는다. 특히 공극(void)은 

콘크리트의 특성에 큰 향을 주는 요인으로서, 콘크리트 내부에 분포하는 공극의 공간  분포를 악하는 것은 재료의 특

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경량 골재의 공극 분포 분석을 해서, 

CT(computed tomography)로부터 얻은 단면 이미지를 활용하여 생성된 3차원 경량 골재 이미지를 활용하여 공극 분포를 

시각화(visualization)하 다. 방향에 따른 3차원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 상태를 정성 으로 묘사하기 해서 확률 분

포 함수인 두  상 함수(two-point correlation function)를 사용하여 공극의 공간  분포 경향을 구(sphere)에 표 하 다. 

한 방향에 한 골재의 강성도(stiffness)를 계산하여 각 방향에 따른 골재의 역학  물성치 분포 변화를 확인하 다. 각 

방향으로의 확률 분포 함수로 표 된 공극 분포와 강성도 분석함으로서 CT 이미지를 통한 공극 분포 특성 분석  경량 

골재의 역학  특성을 효과 으로 측할 수 있음을 확인하 다. 

핵심용어 : 경량 골재, 공극, CT 이미지 분석, 확률 분포 함수, 강성도, 미세구조

Abstract

The void distribution in concrete materials strongly affects its material properties. Therefore, the identification of spatial 

distribution of void is important to understand and estimate material behavior. To examine and quantify the void distribution inside 

lightweight aggregates, CT(computed tomography) image is used. 3D lightweight aggregate images are generated by stacking of 

cross-sectional images from CT. Spatial distribution of void of aggregate along the direction is visualized on the sphere using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Stiffness of lightweight aggregate for the directions is also examined. It is confirmed that 

direction-based probability distribution and stiffness from CT images are effective in characterizing void distributions of aggregates.

Keywords : lightweight aggregate, void, CT image processing, probability distribution function, stiffness, 

micro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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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임의 불균질성(random heterogeneous)을 가진 다상 재

료(multi-phase materials)인 콘크리트는 골재, 시멘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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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 골재 단면(CT) (b) 골재 부분 이진화 처리 (c) 3차원 공극 이미지

그림 1 CT를 활용한 경량 골재 단면 이미지와 공극의 3차원 이미지

의 구성 성분의 비율  분포에 따라 재료의 특성이 큰 향

을 받는다. 특히 콘크리트는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void)에 

의해 강도 등의 특성이 큰 향을 받는다(Dorey 등, 2002). 

콘크리트는 다상 재료임과 동시에 다공질 재료이기 때문에 

육안으로 보이는 표면의 공극 이외에도 재료 내부에 많은 공

극이 존재한다. 특히, 콘크리트 부재의 자  감소 효과를 

해 제작되는 경량 콘크리트의 경우, 사용되는 경량 골재 내

부에 많은 공극이 존재하기 때문에 재료의 효과 인 건 성 

확보를 해서는 공극 분포와 재료 물성치를 정량화하는 것

이 필요하다. 

경량 골재에 존재하는 내부 공극은 육안으로 직  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공극의 크기  분포 형태를 악하는 것은 쉽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육안으로 찰할 수 없는 경량 골재 내

부의 공극을 살펴보기 하여 CT(computed tomography)

를 사용하여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구조를 살펴보았다. CT를 

사용하는 기법은 분석 상의 원형에 손상을 가하지 않고 픽셀

(pixel)로 이루어진 단면 이미지를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CT를 통해 얻은 경량 골재의 단면 이미지를 연속 으로 

층해서 3차원 이미지를 구성한 후, 이를 분석하여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크기  공간  분포 상태를 악하 다. 

경량 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 분포 상태를 확률 으로 묘사

하기 하여 두  상 함수(two-point correlation function) 

(Gokhale 등, 2005; Chung 등, 2010)를 사용하 다. 두  

상 함수를 활용하여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 경향을 3차

원 구(sphere)에 표 함으로서 방향에 따른 공극의 군집 정도 

 이방성(anisotropy)과 같은 공간  분포 상태를 악할 수 

있다. 한 CT를 통해서 얻은 이미지와 유한요소해석을 사용

하여 방향에 따른 골재의 강성도(stiffness)를 살펴보았다. 두

 상 함수와 마찬가지로 각 방향에 한 강성도를 계산하고 

구에 표 함으로써 방향에 따른 경량 골재의 역학  물성치를 

악하 다. 본 연구에서는 CT를 사용해 생성된 3차원 경량 

골재 이미지를 통하여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를 악함으로서,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석을 한 도구로써 CT 이미지 분석 

방법의 활용성을 살펴보았다. 한 각 방향으로의 공극 분포와 

강성도를 비교함으로써 공극 분포와 재료의 역학  물성치의 

상 계를 분석하 다. 

2. 경량 골재의 이미지 처리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한 공극 분포 분석

2.1 경량 골재의 이미지 처리

경량 골재를 찰할 때, 골재 내부에 분포하는 공극의 구

조는 육안으로 악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CT(NFR- 

POLARIS_GSOMVC, 나노포커스 이)를 사용하여 경량 골

재의 단면 이미지를 얻고, 이를 활용하여 골재 내부에 존재

하는 공극의 분포 상태를 살펴보았다. 그림 1(a)는 CT를 사

용하여 촬 한 경량 골재의 8비트 단면 이미지이다. 그림 

1(a)에서 회색조로 표 된 부분은 경량 골재를 나타내며, 경

량 골재 내부에 검은색으로 표 된 부분은 골재에 포함된 내

부 공극을 의미한다. 그림 1(a)와 같은 단면 이미지가 아닌 

골재 원형을 살펴보면 내부에 있는 공극을 악하기 어렵다. 

특히, 골재 내부에 군집 형태로 존재하는 공극 이외에 미세

하게 존재하는 공극들은 공간  분포  크기를 악하기 쉽

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8비트 CT 이미지의 이진화(binary) 

처리를 통해 경량 골재 내부에 분포하는 공극을 묘사하 다. 

그림 1(b)의 밝은 부분은 그림 1(a)에서 골재 내부에 분

포하는 공극을 묘사한 것이다. 그림 1(b)를 생성하기 하

여, 256개의 값(0에 가까울수록 어두운 색)에 의해 표 되

는 8비트 이미지인 그림 1(a)에서 골재 부분의 경계를 구분

하 다. 일정한 한계 (threshold)을 정하고 그림 1(a)의 

골재 내부에서 한계  이하의 값을 갖는 픽셀은 모두 공극으

로 가정하여 그림 1(b)의 흰색 부분과 같이 표 하 다. 이

미지 처리 과정에서는 MATLAB(Mathworks, R2010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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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3차원 공극 이미지 (b)  함수(x, y, z방향) (c)  함수 분 정규화()

그림 2 CT를 활용한 경량 골재 단면 이미지와 각 방향에 따른  함수의 분 정규화() 결과

(참고 : 그림 2(c)의 colorbar는 방향에 따른 (함수의 분값/부피) 값을 의미함)

이미지 도구(image toolbox)를 사용하 으며, 본 연구에서

는 유사 선행 연구(정상엽 등, 2011)의 결과를 참고해서 한

계 을 35로 설정하여 공극 부분과 골재 부분을 구분하 다. 

경량 골재의 공극을 3차원으로 묘사하기 하여 그림 1(b)

와 같이 흑백 처리된 여러 장의 공극 단면 이미지를 연속

으로 첩하여 그림 1(c)와 같이 묘사하 다. 그림 1(c)은 

복셀(voxel)로 표 되어 있는 3차원 경량 골재 공극 이미지

이다. 그림 1(c)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CT 단면 이미지와 

이진화 이미지 처리 방법을 활용하면 육안으로 찰하기 어

려운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 상태를 효과 으로 묘사할 

수 있다. 

2.2 두  상 함수를 이용한 공극 분포의 3차원 묘사

다상 재료에서 상의 공간  분포에 의해 재료의 특성  거

동이 큰 향을 주듯이(Torquato, 2002; Han 등, 2005) 

경량 골재 내부에 분포하는 공극의 공간  분포 상태도 경량 

골재의 강도에 큰 향을 다.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

를 악하기 해서는 공극의 공간  분포를 묘사할 수 있는 

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차원(low-order) 

확률 분포 함수인 두  상 함수를 활용하여 골재 내부의 공

극 분포를 살펴보았다(정상엽 등, 2011). 두  상 함수, 

는 재료 내부에 치한 임의의 두 이 나타내는 정보를 

바탕으로 상 분포 상태를 표 하는 확률 분포 함수로써, 두 

이 각각 와 상에 치할 확률을 의미한다. 3차원 공간에

서 2상 재료를 로 들면 에서 ( 는 )는 1 

는 2가 된다. 은 양 끝  사이의 거리를 의미하며 는 test 

line과 z축과의 각도, 는 두 을 잇는 test line의 xy 평

면으로의 정사 과 x축 사이의 각도를 의미한다. 두  상

함수에서는 양 끝 이 치한 상의 정보만이 고려되기 때문

에, 두 사이의 어떠한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일반 인 

두  상 함수의 극값은 다음과 같다. 

lim
→
   , lim

→
   ≠ (1)

lim
→∞
    

, lim
→∞
    ≠ (2)

여기서, 는 상의 부피비를 의미한다. 식 (1)에 나타난 바

와 같이 두 사이의 거리 이 0에 가까워질수록 두 이 동

일한 상에 치할 확률은 상의 부피비로 수렴하고, 두 이 

서로 다른 상에 치할 확률은 0이 된다. 반 로 이 증가할

수록 함수 값은 식 (2)와 같이 각 상의 부피비의 곱으로 수

렴한다. 본 연구에서는 확률 분포 함수의 고려 상을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부분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표 상의 

편의를 해 를 로 표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두  상 함수 가운데, 

Gokhale 등(2005)이 제안한, 통계  정보를 이용하는 간단

한 지수 함수 형태의 두  상 함수를 이용하 으며, 식은 

다음과 같다.

  

≠ (3)

    (4)

식 (3)에서 는 두  상 함수를 살펴보고자 하는 

방향으로 test line을 재료 내부에 치시켰을 때, 단  test 

line길이 당  교차면이 만나는 교차 의 개수이다. 두 

이 상에 치할 확률 는 2상 재료의 경우 식 (3)과 

(4)를 이용하여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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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경량 골재 1의 유한요소메쉬

그림 2(b)는 그림 2(a)의 공극 이미지에 한 x, y, z방향

으로의 의 결과이다. 의 결과는 그림 2(b)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각 방향에 해서 확률 분포 함수의 형태로 표 되

기 때문에, 3차원 상의 방향에 따른 확률 분포를 효과 으로 

시각화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다. 확률 분포 함수의 형태인 

를 표값으로 표 하기 하여, 식 (5)와 같이 각 방향에 따

른 0부터 1사이의 를 분하여 부피(volume fraction)로 

나 어 정규화 하 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계산 과정을  

분 정규화, 로 표 하 다.

 

 




 
  (5)

방향에 따른 의 결과를 살펴보기 해서 각 방향에 

한  분 정규화 된  값을 그림 2(c)와 같이 구에 표

하 다. 그림 2(c)에서는 단  반지름의 구를 1536개의 

사각형 요소로 분할하여 근사화하고, 요소의 각 을 평가 

방향으로 하여 총 1538개의 방향에 해  값을 구하고 

요소 사이의 값은 으로부터 보간(interpolation)하여 가

시화 하 다(Han 등, 2005). 그림 2(a)를 살펴보면 공극 

군집이 x축과 나란한 방향으로는 넓게 퍼져 있으며, 수직 방

향인 y축 방향으로의 두께는 상 으로 작은  형태로 분

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c)에서  형태의 공극 

군집이 분포하는 방향으로  값이 다른 방향에 비해 크게 

표 됨과 동시에, 과 수직(두께)방향으로의 함수 값은 매

우 작게 표 된 것을 살펴 으로써 의 결과가 공극의 공

간  분포를 효과 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의 경우, 식 (3)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부피 등에 

의하여 함수 값이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피를 

가지고 있는 골재들의 공극 분포에 한 인 비교에 활

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를 경량 

골재 내부에 분포하는 공극의 이방성을 살펴보기 한 도구

로 활용하기 하여, 골재 내의 각 방향에 한 최소  값

을 기 으로 하여 골재 내부 공극의 이방성을 표 하 다. 

이에 한 자세한 결과는 본 논문의 4 에 나타나 있다.

3. 경량 골재 강성도의 이방성 분석

경량 골재의 강성도(stiffness)의 평가는 CT 이미지를 이

용한 유한요소해석으로 수행하 다. 제작이 완료된 경량 골

재의 구형 형상으로는 실험 인 강성도 측정이 매우 어렵기 

때문에 CT 이미지를 통한 실제 미세구조와 해석을 통한 골

재의 강성도의 상 계를 악하고 건 성을 평가하는 기법

이 활용되었다.

경량 골재의 강성도는 CT 이미지로부터 얻은 복셀형태의 

격자를 유한요소메쉬로 이용하여 얻었다. 그림 3에는 그림 

4(f)에 나타난 경량 골재(공극 이미지) 6의 CT 이미지로부

터 얻은 자료의 격자 간격을 재조정하여 계산시간과 결과를 

합리 으로 얻을 수 있는 요소 수의 유한요소메쉬로 작성한 

를 제시하 다. 유한요소메쉬는 8  분 8  육면체요

소를 사용하 고, 각 경량 골재 유한요소메쉬의 모델에 따라 

7만에서 20만개의 요소수를 포함하 다. 고체(매트릭스)를 

나타내는 각 유한요소는 등방성으로 가정하여 탄성계수는 경

량 골재 제작에 사용된 모르타르의 탄성계수인 5GPa를 사용

하 고 아송비는 0.15를 사용하 다. 유한요소코드는 탄성

해석을 수행하며 에서 기술한 경계조건을 용할 수 있도

록 Fortran 95 언어를 이용하여 직  작성 후, 해석을 수행

하 다.

강성도를 얻기 하여, 각 변형율 요소의 단  변형을 메

쉬에 재하(loading)한 결과를 이용한다. 이로부터 얻은 응력 

요소가 해당 변형에 한 강성도 벡터를 이루며 총 6개의 변

형율 구성 요소에 하여 재하를 반복하여 강성도 매트릭스

를 얻는다. 즉, 벡터로 표 된 응력()과 변형율()을 이

용한 구성방정식은

         (6)

이며, 의 각 요소별 벡터를( : 가 1일 경우에는  

    ) 골재 유한요소메쉬의 경계 표면 상의 각 

에 변형으로 환산하여 용하고 탄성해석을 실행한다. 해

석 후에 골재 유한요소메쉬 내부 요소로부터 얻어진 응력

(
)은 요소망 체에 하여 부피비를 고려하여 평균값을 

다음과 같이 구한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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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공극 이미지 1(공극비=0.42%) (b) 공극 이미지 2 (공극비=0.52%) (c) 공극 이미지 3 (공극비=4.64%)

(d) 공극 이미지 4(공극비=7.27%) (e) 공극 이미지 5(공극비=11.97%) (f) 공극 이미지 6 (공극비=33.16%)

그림 4 경량 골재 내부의 3차원 공극 이미지 

(참고 : 각 공극 이미지의 특성 설명 (a) x축 평면과 나란하게 얇은 형의 공극 분포, (b) 가운데가 비어 있는 쉘 형태의 공극, 

(c) x축과 z축으로 수직한 방향의 공극 분포, (d)∼(e) 구 형태의 공극 군집 분포)

여기서, 는 골재를 이루고 있는 고체의 부피이고 는 

골재 내의 고체와 공극을 포함한 골재의 체 부피이다. 


는 각 요소의 심에서의 값을 추출하여 사용하 다. 이

게 얻은 는  매트릭스의 열의 강성도 벡터가 되며 

모든 에 하여 의 작업을 반복하여 강성도 매트릭스 

를 얻을 수 있다. 2차원  매트릭스의 구성 요소를 재

배열해서 4차원 강성도 텐서 를 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공극 분포 특성에 한 강성도의 이방성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탄성계수의 확장된 개념인 방향 탄성계수

(directional elastic modulus)를 가시화하 다. 방향 탄성

계수는 일방향 하 이 임의의 방향()으로 작용할 때 재료의 

탄성계수이며 다음과 같은 계를 가진다(Nye, 1985).



 (8)

아래첨자 은 1, 2, 3을 나타내는 인덱스이며, 

은 연성도(compliance) 텐서로서 다음과 같이 강성도 텐서

와  
  의 계를 갖는다.

방향에 탄성계수 의 가시화는 의 가시화방법(그

림 2(c))과 동일하다. 이와 같이 구한 방향 탄성계수와 공극 

분포와의 비교 결과  분석을 다음 에 기술하 다.

4. 결과  분석

본 연구에서는 공극 분포에 따른 경량 골재의 확률 분포 함

수  역학  물성치의 차이를 살펴보기 해 그림 4와 같이 

서로 다른 공극 분포를 가진 골재들을 비교, 분석하 다. 그

림 4는 서로 다른 부피비를 가진 골재들의 내부 공극 분포를 

3차원 이미지로 표 한 것이다. 경량 골재는 골재의 종류에 

따라 내부 공극비의 차이가 크고, 확률 분포 함수의 특성 상, 

공극비에 의해 함수가 큰 향을 받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그림 4의 골재 공극 이미지를 상으로 공극비를 크기를 기

으로 구분하여 공극의 이방성  강성도를 살펴보았다.

4.1 경량 골재 내부 공극의 이방성 분석

경량 골재의 공극 분포를 악하기 해서 확률 분포 함수

인 두  상 함수를 사용하 다. 그림 2에서 나타난 바와 같

이 3차원 공극 이미지를 상으로 각 방향에 한 확률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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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 골재 1 (b) 경량 골재 2 (c) 경량 골재 3

(d) 경량 골재 4 (e) 경량 골재 5 (f) 경량 골재 6

그림 5 를 활용한 경량 골재 내부 공극의 이방성 

(참고 : 컬러바의 숫자는 각 방향에 따른  값을 해당 골재의 최소  값으로 나 어서 이방성을 표 한 것으로써, 골재의 공극비  

이방성 범 에 따라 스 일 조정(컬러바 범 는 (a)∼(b)=1.0∼1.55, (c)∼(f)=1.0∼1.55))

함수의 결과를 분하고 부피로 나 어 스칼라 값을 계산하

다. 다만, 2.2 에서 언 한 바와 같이,  함수는 부피 

등에 의하여 함수 값이 큰 향을 받기 때문에 서로 다른 부

피비를 가진 공극들 사이의 인 수치를 비교하기에는 

합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각 골재마다 모든 방

향에 한  값을 해당 골재의 최소  값으로 나 어서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의 이방성을 표 하 다. 

그림 5는 그림 4에 나타난 공극의 공간  분포 상태를 

를 활용하여 표 한 것이다. 그림 5는 각 방향에 따른 

 값을 모든 방향의  값들 가운데 최소값으로 나 어 

공극 분포의 이방성을 표 한 그림이다. 그림 4의 3차원 공

극 이미지와 그림 5의 확률 분포 함수를 이용한 공극 분포의 

확률 인 묘사를 비교하면, 각 경량 골재의 공간  공극 분

포 특성을 악할 수 있다.

공극비가 5% 이하인 그림 4의 (a)부터 (c)의 경량 골재 

공극은 (d)부터 (f)의 공극과는 달리, 공극 이미지를 통해서 

뚜렷한 방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공극 분포의 뚜렷한 

이방성은 본 연구에서 찰한 골재 , 공극비가 1% 미만인 

경량 골재에서 더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림 4(a)와 그림 5(a)의 경량 골재 1을 비교해 보면 공극 분

포의 이방성이 최  55%까지 차이가 나는 것이 묘사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고, 그림 4(b)의 경량 골재 2를 살펴보면 원

에서부터 z축과 나란한 방향으로 가운데가 비어있는 쉘 형

태의 공극이 분포하고 있다. 그림 5(b)를 살펴보면 z축 방향

으로 공극 분포가 크게 나타나고, 쉘과 수직인 방향으로는 

공극 분포가 매우 작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4(c)의 경량 골재 3 공극 이미지는 x축과 z축으로 수직한 

방향으로 공극이 쉘(shell)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5(c)를 살펴보면 그림 4(c)에서 쉘 형태의 공극이 분포하는 

방향으로의  값이 다른 방향의 값들보다 최  15%정도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를 활용

한 그림을 통해 공극 분포의 특성을 효과 으로 표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4에서 공극비가 5% 이상인 (d)부터 (f)의 공극 분

포들은 체 으로 구 형태의 공극 분포를 나타내며 각 방향

으로 비교  고른 공극 분포를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림 5의 확률 분포 함수를 통해서 확인하면 그림 4(d) 경량 

골재 4의 경우, 방향에 따라 최  15%정도의 이방성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정 방향으로의  값이 크게 

나타나는 것은 그 방향으로 더 많은 공극 군집이 분포할 확

률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4(e)의 경량 골재 5의 공

극 이미지도 그림 5(e)를 통해서 확인해 보면, 체 으로 

균등하게 분포된 것처럼 보이지만 x축과 y축 방향으로의 공

극 분포가 상 으로 다른 방향에 비해 더 집된 것을 확



정상엽․한동석․윤태섭․염 수․ 규․강동훈

한국 산구조공학회 논문집 제25권 제3호(2012.6) 233

(a) 경량 골재 1 (b) 경량 골재 2 (c) 경량 골재 3

(d) 경량 골재 4 (e) 경량 골재 5 (f) 경량 골재 6

그림 6 서로 다른 공극 분포를 가진 경량 골재의 방향에 따른 강성도

(참고 : 컬러바의 숫자는 각 골재의 방향에 따른 방향 탄성계수의 값에 한 정보를 표 한 것으로써, 

공극비에 의해 두 그룹으로 나 어 표 됨. (a), (b), (c) - 내부 공극비 5% 미만의 골재 그룹(컬러바 범  : 0.85~0.99), (d), (e), 

(f) - 내부 공극비 5% 이상의 골재 그룹(컬러바 범  : 0.6~0.9)) 

인할 수 있다. 그림 4(f)의 경량 골재 6의 경우, 최  4%정

도의 이방성을 보이기는 하지만, 다른 골재에 비해 비교  

균등한 공극 분포를 가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결과를 확인함으로서, 의 활용을 통해 경량 

골재 공극의 공간  분포를 효과 으로 묘사하고 있음을 확

인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를 사용하는 

방법을 활용하면, 경량 골재 내부의 공극 분포 특성을 효과

으로 묘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정성 인 묘사를 통해

서 공극 분포의 이방성과 같은 특성을 악할 수 있음을 확

인하 다. 

4.2 경량 골재의 방향에 따른 강성도 분석

경량 골재 공극의 분포에 따른 역학  특성을 살펴보기 

하여, 본 논문의 3 에 제시된 방법을 사용하여 그림 6과와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방향에 따른 경량 골재의 강성도를 계

산하 다. 그림 6은 각 방향으로 계산된 강성도의 인 

크기를 비교하기 하여, 그림 4에서 공극비 5%를 기 으로 

구분한 것을 바탕으로 컬러바(color bar)의 스 일(scale)을 

구분하여 표 하 다. 그림 6의 (a)부터 (c)는 0.14(최소 

0.85∼최  0.99)로 표 하 고, (d)부터 (f)는 컬러바의 

크기를 0.3(최소 0.6∼최  0.9)으로 표 하 다. 그림 6의 

(a)∼(c)를 살펴보면, 그림 4에서 공극비가 작을수록 경량 

골재의 강성도가 큰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골재 내부에 

많은 공극을 포함하고 있을수록 골재 자체의 강도는 감소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의 (d)∼(f)에서도 공극비가 

큰 골재일수록 골재의 강도가 작은 것을 확인하 다.

그림 6을 살펴보면 인 강성도의 크기에 상 없이 

방향에 따른 이방성이 나타나는 것을 찰할 수 있다. 경량 

골재 강성도의 이방성을 확인하기 하여, 그림 5에서 용

한 방법과 마찬가지로 골재마다 강성도의 최소값으로 각 방

향의 강성도를 나 어서 그림 7과 같이 강성도의 이방성을 

표 하 다. 그림 7을 살펴보면 각 골재의 방향에 따른 강성

도의 차이가 표 되어 있다. 특히, 공극비가 작은 경량 골재

의 경우인 경량 골재 1(그림 7(a))에서 경량 골재 3(그림 

7(c))을 살펴보면 방향에 따른 강성도의 차이가 경량 골재 1

과 2의 경우 최  1.2%로써 상 으로 작은 이방성을 나타

내는 것을 확인하 으며, 경량 골재 3의 경우 에도 최  7%

의 이방성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공극비

가 큰 경량 골재(그림 7(d)∼(f))의 경우 최  15%의 이방

성을 보임으로써, 상 으로 공극이 작은 골재에 비해 이방

성이 뚜렷한 것을 찰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극 분포에 따라 골재의 강성도가 이방성을 나타냄을 확인

할 수 있지만, 골재 내부의 공극비가 작을수록 방향이 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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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경량 골재 1 (b) 경량 골재 2 (c) 경량 골재 3

(d) 경량 골재 4 (e) 경량 골재 5 (f) 경량 골재 6

그림 7 방향에 따른 최소 강성도 값을 기 으로 표 된 경량 골재 강성도의 이방성

(참고 : 컬러바의 숫자는 각 방향에 따른 방향 탄성계수의 값을 해당 골재의 최소 방향 탄성계수 값으로 나 어 표 한 것으로써, 이방성의 

크기에 따라 두 그룹으로 구분하여 표 됨 (a), (b), (c) - 강성도 이방성 7% 미만의 골재 그룹(컬러바 범  : 1~1.07), 

(d), (e), (f) - 강성도 이방성 7% 이상의 골재 그룹(컬러바 범  : 1.0~1.15))

의 역학  특성에 미치는 향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공극 분포와 강성도의 상 계를 확인하기 해서 그림 5

와 그림 7을 비교하면, 골재의 방향에 따른 공극 분포의 이

방성이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강성도에서도 이방성을 확

인할 수 있다. 골재의 공극비와 강성도의 상 계를 분석하

면, 공극비가 1% 미만인 경량 골재 1과 2에서는 로 확

인한 공극 분포의 이방성이 매우 뚜렷함에도 불구하고, 강성

도의 이방성은 3%내외로 매우 작은 것을 확인하 다. 하지

만 공극비가 4∼12%인 경량 골재 3∼5의 경우, 경량 골재 

1과 2에 비해 상 으로 작은 공극 분포의 이방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성도의 이방성은 7∼

15%의 이방성을 나타낸다. 즉,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공

극 분포의 이방성을 갖는 경량 골재의 경우, 공극 분포의 방

향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공극 분포가 이방성을 나타내는 것

과 마찬가지로 골재의 강성도에서도 이방성을 확인할 수 있

다. 특히 공극비가 높은 경량 골재일수록 공극 분포의 이방

성이 강성도의 이방성에 더 큰 향을 미치는 것을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다. 다만, 경량 골재 6의 경우 그림 5의 를 

통해 확인한 공극 분포는 거의 등방성이었으나, 그림 7을 통

해 살펴볼 수 있듯이 경량 골재의 강성도는 뚜렷한 이방성을 

나타내었다. 즉, 경량 골재 6과 같이 공극비가 30% 이상으

로 공극비가 매우 큰 골재의 경우, 부피비에 큰 향을 받는 

를 통해서는 공극 분포의 이방성이 뚜렷하게 표 되지 않

기 때문에 공극 분포와 강성도의 이방성에 한 계를 확인

하기 해서는  이외에 공극의 다차원 연결성을 표 할 

수 있도록 추가 인 공극 분포를 정량화하는 인덱스(index)

가 필요한 것으로 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T 이미지 처리 기법을 활용하여 경량 콘

크리트를 구성하는 경량 골재 내부에 포함된 공극의 공간  

분포를 살펴보았다.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량 골재 내

부의 구조를 악하기 해 CT를 사용하여 얻은 연속 인 

골재 단면 이미지를 층하여 3차원으로 경량 골재의 공극 

분포를 묘사하 다. 경량 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의 공간

 분포를 수학 으로 묘사하기 하여 확률 분포 함수인 두

 상 함수를 활용하여 골재 내부의 공극 군집 정도를 악

하 다. 한 유한요소해석을 이용하여 공극 군집의 방향에 

따른 강성도를 계산함으로서, 공극 분포가 골재의 역학  물

성치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CT를 이용한 이

미지 분석 방법을 통해서 경량 골재 내부에 존재하는 공극 

분포를 효과 으로 묘사할 수 있음을 확인하 고, 공극비에 

따라서 공극 분포와 강성도 사이의 상 계가 존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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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확인하 다. 추후 연구로써, 높은 공극비의 공극 분포를 

정량화하는 인덱스에 한 연구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경량 골재의 강도(strength)와 공극 분포의 계 등에 

한 분석  실험과의 비교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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