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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물리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황토 및 보강섬유의 효과

Effect of Blast Furnace Slag, Hwang-toh and Reinforcing Fibers on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rous Concrete Using Blast Furnace Slag Coars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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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blast furnace slag, hwang-toh, and reinforcing fiber on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rous concrete 

using blast furnace slag coarse aggregates have been evaluated in this study. The effect of the depending on replacement ratio of 
blast furnace slag to cement was investigated such that the replacement ratio was varied to 0 %, 25 % and 50 %. Also, the 
replacement ratios of hwang-toh were 0, 20 and 30 %. The polyvinyl alcohol fiber was used for the reinforcing fiber. A series of 
pH, unit mass, and void ratio tests have been performed to study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porous concrete using blast furnace 
slag coarse aggregates with the polyvinyl alcohol fiber and the replacement ratios of blast furnace slag, hwang-toh, while a series of 
compressive tests have been performed to evaluate the strength property depending on polyvinyl alcohol fiber and the replacement 
ratios of blast furnace slag, hwang-toh. The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he physical and mechanical properties of porous concrete 
using blast furnace slag coarse aggregates is affected by the replacement ratio of blast furnace slag, and the fiber contents. 
According to the tests with polyvinyl alcohol fiber contents, the void ratio was decreased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upgr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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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최근 들어 국내외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에 따른 생태복원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콘크리트 분야에도 다양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중에 다공성 식생 콘크리트는 많

은 연구결과와 생태복원재료로 많은 실용화 실적을 가지고 있

다 (Kim et al., 2010; Choi et al., 1998). 콘크리트에서 식물

을 재배할 경우,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콘크리트 중의 

수분은 높은 알칼리성을 나타내며, 뿌리 공간과 발아 공간이 없

고 투수성 및 보수성이 낮으며, 식물에 필요한 영양분이 없기 

때문이다 (Park et al., 2002; Youn et al., 2009). 다공성 식

생 콘크리트는 다공성 내부에 보수성과 영향분의 충진 기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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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입하여 식물의 성장을 원활하게 유도한 콘크리트이다 (Sung 

et al., 2002, 2003). 다공성 콘크리트는 콘크리트의 강알칼리 

성분을 낮추기 위하여 시멘트의 일정량을 고로슬래그로 치환하

고, 잔골재를 사용하지 않고 굵은 골재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의 

공극을 형성시킨다 (Park et al., 2000). 

한편 콘크리트 분야에서 골재의 부족현상이 심각하게 대두되

고 있다 (Mun et al., 1997). 따라서 골재 부족현상에 대한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Park et 

al., 2001). 현재 골재는 강자갈은 거의 소진 시킨 상태로 골재

의 경우 부순돌이 거의 대부분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쇄석의 

경우 환경 및 자연보존이라는 측면에서 쇄석 대신 다른 대체 

골재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Mun et al., 1997). 

특히 친환경성 콘크리트라고 하는 다공성 식생 콘크리트에 적

용되고 있는 주요재료가 환경을 파괴시키는 재료라면 이를 개

선시킬 수 있는 재료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쇄석을 

대체할 수 있는 골재를 다공성 식생 콘크리트에 적용함으로써 

보다 재료적으로 친환경성에 접근할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현재 골재의 재활용 측면에 대한 연구로는 건설폐기물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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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순환골재에 대한 연구와 각종 산업부산물을 골재로서 이용

하는 연구이다 (Park et al., 2001).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

물인 고로슬래그 골재를 다공성 식생 콘크리트에 적용하고자 한

다. 현재 고로슬래그 골재는 기층재, 보조기층재 등으로 사용되

는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재료 특성상 골재로서의 활용 가능성

이 매우 높다 (Park et al., 2001). 

최근 지구온난화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이 국가 미래성장 동력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Han 

et al., 2009). 특히 지구 온난화에 영향을 미치는 CO2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대기 중 CO2의 축적은 지구

의 기후변화를 유발하여 지구의 평균기온 상승과 빙하나 만년

설의 해빙증가 등으로 기후변화는 명백히 일어나고 있다고 단

정하고,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대책의 수립이 필요하다. 현재 

지구온도 상승이 산업사회 유지의 필수 요소인 화석연료 사용

에 의한 온도상승이라는 점과 온도 상승이 자연적 변화보다 빠

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더욱더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

다 (Han et al., 2009). 이에 따라 대기 중 CO2를 저감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산업에서는 CO2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

을 찾고 있다. 시멘트산업의 CO2 배출량은 498 ton/109 Won

으로 평균 산업이 79 ton/109 Won 인 것에 비하여 상당히 

많다. 또한 시멘트 산업을 제외한 가장 많은 CO2를 배출하는 

산업인 에너지 산업의 135 ton/109 Won과 비교하여도 약 4

배정도 많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시멘트 생산과정에서 발생되

는 탄소배출량의 전 세계 탄소량의 3 % 정도이다 (Han et al., 

2009). 따라서 시멘트의 사용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지구 기후

변화에 주요원인이 되는 이산화탄소를 감소시키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이다 (Han et al., 2009). 특히 현재 시멘트 1톤을 

생산할 때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이 약 870 kg 정도로 시멘트의 

사용량을 최소화하는 재료의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Han et 

al., 2009). 본 연구에서는 쇄석골재를 고로슬래그 골재로 대체

하여 사용하고, 시멘트를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황토를 이용하

여 치환함으로써 시멘트 사용량 감소에 따른 다공성 콘크리트

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는 동시에 시멘트 사용량 감소에 따

라 예상되는 강도저하 등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친수성 

섬유인 폴리비닐알코올섬유를 체적의 0.2 % 치환하여 다공성 

콘크리트의 물리·역학적 성능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였다. 

II. 실험계획

본 연구에서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미분말, 황

토, 폴리비닐알코올섬유를 이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공극률, pH, 단위 중량특성을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굵은 골

재로는 100 %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를 적용하고, 시멘트는 고

로슬래그 미분말과 황토로 치환함으로써 시멘트의 사용량 감소

에 따른 특성을 평가하였다. 폴리비닐알코올섬유를 0.2 % 사

용함으로써 섬유의 혼입여부에 따른 다공성 황토콘크리트의 특

성을 평가하였다. 

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1종 보통 시멘트, 소성 황토, PVA섬유, 고로

슬래그 굵은 골재 및 고로슬래그를 사용하였으며 황토, 고로슬

래그, 고로슬래그 골재의 특성은 Table 1, Table 2 및 Table 

3과 같으며 고로슬래그 골재의 입도는 Fig. 1과 같다. 일반적

으로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하면 천연쇄석이나 자갈을 사용한 

콘크리트에 비하여 압축강도는 유사하지만 흡수율이 높다 (Mun 

et al., 1997). 따라서 초기 배합 시 고로슬래그 골재의 표면건

조 포화상태를 유지하여 배합하는 것이 필요하다. 황토는 실리

카 (SiO2)와 알루미늄 (Al2O3)을 주요 성분으로 하고 있으며 이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of hwang-toh

Chemical composition (%)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Na2O

40.0 32.9 7.79 0.39 1.54 0.76 1.73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blast furnace slag

Chemical composition (%)

SiO2 Al2O3 Fe2O3 CaO MgO MnO TiO S

33.1 13.9 0.29 42.4 6.1 0.4 0.96 0.66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blast furnace slag coarse 
aggregate

Specific gravity Absorptance (%) Fineness

2.20 0.70 6.80

Fig. 1 Grain size accumulation curve of coars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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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hape of polyvinyl alcohol fiber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polyvinyl alcohol fiber

Modulus of elasticity 

(GPa)

Specific 

gravity

Fiber length 

(mm)

Tensile strength 

(MPa)

1.1×103 1.26 6 686

와 같은 성분이 수산화칼슘과 반응하여 포졸란 반응을 일으킨

다. 반면 고로슬래그는 수산화칼슘 (Ca(OH)2)이 주성분으로 이

들이 황토의 포졸란반응에서 생성되는 아플라이트 겔 (afwilite 

gel) 또는 스트래틀링가이트 겔 (stratlingite gel)과 결합하여 

압축강도를 상승시킨다 (Choi et al., 2001). 또한 친수성 섬

유로 폴리비닐알코올섬유를 적용하였으며 폴리비닐알코올섬유

는 표면이 수산기로 구성되어 있어 콘크리트와 부착력이 우수

한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섬유의 형상과 특성은 Fig. 2 및 

Table 4에 각각 나타냈다 (Won et al., 2004).

2. 배합설계

본 연구에서는 굵은 골재를 산업분산물인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로 대체하고 시멘트의 대체 재료로 고로슬래그 및 황토를 

적용하였을 때의 성능과 폴리비닐알코올섬유의 사용여부에 따

른 물리‧역학적 특성을 평가 하였다. 고로슬래그 골재의 크기

는 최대치수 25 mm를 사용하였다. Table 5는 본 연구에서 적

용한 배합비를 나타낸다. 배합은 시멘트의 사용량을 최소화하

기 위하여 시멘트의 일정량을 고로슬래그, 황토로 치환하여 시

멘트의 사용량을 최저 322.5 kg/m3에서 64.45 kg/m3까지 감

소시켰다. 또한 섬유보강재의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섬유를 체

적비로 0.2 % 적용하였다. 나프탈렌계 유동화제는 배합시 유동

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적용하였다. 

Table 5 Mix proportions of fiber reinforced lightweight 
porous concrete

Type of mix

Unit weight (kg/m
3)

Cement BFS
Hwang-

toh
Water

BFS 

agg.

PVA 

fiber
Admixture

No. 1
Plain 322.50 - - 81.50 1450.00 0.00 3.225

Fiber 322.50 - - 81.50 1450.00 2.52 3.225

No. 2
Plain 225.75 96.75 - 81.50 1450.00 0.00 3.225

Fiber 225.75 96.75 - 81.50 1450.00 2.52 3.225

No. 3
Plain 161.25 161.25 - 81.50 1450.00 0.00 3.225

Fiber 161.25 161.25 - 81.50 1450.00 2.52 3.225

No. 4
Plain 258.00 - 64.50 81.50 1450.00 0.00 3.225

Fiber 258.00 - 64.50 81.50 1450.00 2.52 3.225

No. 5
Plain 161.25 96.75 64.50 81.50 1450.00 0.00 3.225

Fiber 161.25 96.75 64.50 81.50 1450.00 2.52 3.225

No. 6
Plain 96.75 161.25 64.50 81.50 1450.00 0.00 3.225

Fiber 96.75 161.25 64.50 81.50 1450.00 2.52 3.225

No. 7
Plain 225.70 - 96.75 81.50 1450.00 0.00 3.225

Fiber 225.70 - 96.75 81.50 1450.00 2.52 3.225

No. 8
Plain 128.95 96.75 96.75 81.50 1450.00 0.00 3.225

Fiber 128.95 96.75 96.75 81.50 1450.00 2.52 3.225

No. 9
Plain 64.45 161.25 96.75 81.50 1450.00 0.00 3.225

Fiber 64.45 161.25 96.75 81.50 1450.00 2.52 3.225

3. 실험방법

가. pH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pH를 측정하기 위하여 KS M 0011

에 방법을 적용하였다. 시험은 직경 100 mm, 높이 200 mm 

원주형 공시체를 제작하여 재령 28일 동안 양생한 다음 상부에

서 60 ml의 증류수를 산포하여 하부에 흘러나온 증류수의 pH

를 측정하였다.

나. 공극률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및 시멘트 대

체 재료로 고로슬래그 미분말, 황토의 대체율 및 폴리비닐알코

올섬유의 혼입 유무에 따른 공극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직경 100 

mm, 높이 200 mm인 원주형 시험체를 일본콘크리트 공업협회 

에코콘크리트 연구위원회의 포러스콘크리트의 공극률 시험방법 

(안) 중 용적법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재령 28일에 식 (1)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 (1)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물리 역학적 특성에 미치는 고로슬래그 미분말, 황토 및 보강섬유의 효과

한국농공학회논문집 제52권 제5호, 201056

Where, Po : Void ratio of concrete (%)

W1 : Wet weight of specimen (g)

W2 : Air dry weight of specimen (g)

V : Volume of specimen (m3)

다. 단위용적중량시험 방법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황토 및 폴리비닐알코올섬유의 혼입에 따른 단위용적중량을 측

정하기위하여 KS F 2462 구조용 경량콘크리트의 단위중량시

험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라. 압축강도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시멘트를 황토 및 고로슬래그로 대

체 및 섬유의 혼입여부에 따른 강도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KS 

F 2405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였다. 실험은 직경 100 

mm, 높이 200 mm의 공시체를 제작한 후 24시간 동안 23±2 

℃, 상대습도 약 58 %에서 초기 양생을 실시한 후에 탈형하여 

23±2 ℃의 양생실에서 28일 수중양생을 실시한 후 측정하였

다.

III. 실험결과 및 고찰

1. pH

본 연구에서는 고로슬래그 골재와 고로슬래그 및 황토를 적

용하였을 때 pH의 영향을 평가하였다. pH 시험결과는 Fig. 3, 

Fig. 4 및 Fig. 5와 같다.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pH 값은 7 

～11까지 다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친수성 PVA섬유의 

첨가여부는 섬유보강 다공성 경량 콘크리트의 pH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섬유의 첨가는 pH의 변화를 

이끌 수 있는 화학적 성분 특성이 없기 때문이다. 또한 황토 

및 고로슬래그의 시멘트의 치환역시 치환율에 따른 pH의 변화 

기준 배합에 비하여 약간씩 감소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큰 차이는 아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기준 배합이 고로슬래

그 골재를 사용하고 있고 상대적으로 고로슬래그 골재의 양이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고로슬래그 및 황토의 치환은 pH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2. 공극률

본 연구에서는 고로슬래그 굵은 골재, 고로슬래그, 황토, 친

수성 폴리비닐알코올 섬유 등이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공극

률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다. 공극률시험결과는 Fig. 6, Fig. 

Fig. 3 pH with hydrophilic polyvinyl alcohol fiber content

Fig. 4 pH with blast furnace slag content

Fig. 5 pH with hwang-toh content

7, Fig. 8 및 Fig. 9에 나타냈다. 시험결과 섬유의 첨가는 공극

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섬유의 첨

가는 유동성을 감소시켜 다공성 콘크리트의 공시체 제작 시 시

멘트 페이스트 및 모르타르의 흐름을 방지하여 공극률을 증가

시키는 경향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의 사용량 감소에 

따른 결합력 약화로 강도감소의 가능성이 높아 폴리비닐알코올

섬유의 혼입률을 증가시켜 가교효과 (bridging effect)를 통한 

파괴를 억제하고자 폴리비닐알코올섬유를 체적비로 0.2 %를 적

용하였다. 따라서 섬유의 첨가량이 크기 때문에 공극을 가로 지

르는 가교효과가 콘크리트의 인성 등을 증가시키는 데는 효과

적이지만 반대로 다공성 콘크리트의 경우 공극을 차지하는 효

과도 있기 때문에 공극률의 감소를 초래하였다.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에 따른 공극률 시험결과는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이 증가

할수록 공극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즉 시멘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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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할 때 보다는 고로슬래그를 사용하는 것이 공극률 증가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황토의 사용량에 따른 공극률

의 변화를 보면 일정량 까지는 황토를 치환하면 공극률은 증가

Fig. 6 Void ratio with hydrophilic polyvinyl alcohol fiber 
content

Fig. 7 Void ratio with blast furnace slag content

Fig. 8 Void ratio with hwang-toh content

Fig. 9 Void ratio with hwang-toh and blast furnace slag 
contents

하지만 그 이후에는 공극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로슬래그 및 황토의 치환율에 따른 공극률 시험결과를 살펴

보면 동일한 고로슬래그 치환율에서는 황토치환율이 증가할수
록 공극률이 약간씩 증가하지만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No. 5와 No. 8 및 No. 6과 No. 9). 그러나 황토 치환율이 

일정할 때 고로슬래그 치환율이 증가하면 공극률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No. 5와 No. 6 및 No. 8과 No. 9). 따라

서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공극률은 황토보다는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에 더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험결과 
모두가 공극률이 크지 않은 결과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같은 결

과는 본 연구에서 적용한 고로슬래그 골재의 최대크기는 25 

mm이지만 상대적으로 입도가 작은 골재가 다수 포함되어 있
기 때문이다 (Fig. 1). 따라서 공극률을 전체적으로 증가시키려

면 입도에 보정이 필요하다. 

Fig. 10 Unit mass with hydrophilic polyvinyl alcohol fiber 
content

Fig. 11 Unit mass with blast furnace slag content

Fig. 12 Unit mass with hwang-toh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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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위 질량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고로슬래그 골재, 고로슬래그 미분

말, 황토, 폴리비닐알코올섬유의 사용에 따른 단위중량 시험결

과는 Fig. 10～Fig. 12와 같다. 시험결과 단위질량은 모든 배

합이 2.0 kg/m3 이하로 나타났다. 폴리비닐알코올섬유의 첨가

유무는 단위질량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

는 섬유는 추가적으로 포함되는 재료이나 비중이 작고, 첨가량

도 0.2 % 정도이기 때문에 단위 질량의 변화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고로슬래그 치환율에 따른 단위중량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단위

질량은 작아졌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로슬래그의 비중이 시멘

트보다 작기 때문에 동일한 양을 첨가하면 중량이 작아지는 효

과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황토의 치환율 증가도 시멘트의 사

용량 감소를 가져와 비중이 작은 황토의 사용으로 단위질량이 

작아지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고로슬래그 골재 및 황토의 

치환율에 따른 단위질량은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약간씩 감소하

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전체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에

서 고로슬래그 골재가 차지하는 전체 체적이 크기 때문에 황토 

및 고로슬래그 미분말의 치환에 따른 효과가 크게 나타나지는 

않았다.

4. 압축강도

고로슬래그, 황토, 보강섬유의 사용유무에 따른 압축강도시험

을 실시하였다. 재령 28일 압축강도시험결과는 Fig. 13∼16과 

같다. 폴리비닐알코올섬유의 첨가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섬유를 첨가하는 경우가 강도가 우수하였다. 이는 섬

유가 다공성 황토 콘크리트의 파괴를 섬유의 가교 작용을 통

하여 억제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폴리비닐알코올섬유는 친

수성 섬유이기 때문에 부착력이 우수하여 쉽게 파괴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강도의 증가효과가 나타났다. 고로슬래

그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 시험결과를 살펴보면 치환율이 증

가할수록 강도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

과는 고로슬래그의 치환율이 25 %와 50 %로 상대적으로 크고, 

유사 포졸란 반응을 통하여 수화열의 발생을 지연시킴으로서 재

령 28일까지는 충분한 강도의 발현이 되지 않은 결과로 보인

다. 황토의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시험결과를 살펴보면 황토

사용량이 64.50 kg/m3인 No. 4까지는 강도의 차이가 크지 않

았으나 황토의 사용량이 96.75 kg/m3으로 증가하면 강도의 감

소가 약간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로슬래그

의 치환율에 따른 강도 감소와 비교해 보면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다. 고로슬래그 및 황토의 치환율에 따른 압축강도시험결

Fig. 13 Compressive strength with hydrophilic polyvinyl 
alcohol fiber content

Fig. 14 Compressive strength with blast furnace slag content

Fig. 15 Compressive strength with hwang-toh content

Fig. 16 Compressive strength with blast furnace slag and 
hwang-toh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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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살펴보면 동일한 고로슬래그 양에서 황토치환율을 증가시

켰을 때는 강도의 감소가 크지 않았다 (No. 5와 No. 8, No. 6

과 No. 9). 그러나 동일한 황토 치환율에서 고로슬래그의 양이 

증가하면 강도의 감소가 상대적으로 약간 크게 나타났다 (No. 

5와 No. 6, No. 8과 No. 9). 따라서 강도에 영향은 고로슬래

그의 치환율이 더 큰 것으로 보인다. 

IV.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골재, 고로슬래그와 

친환경재료로 최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황토 및 친수성 폴

리비닐알코올섬유를 이용하여 다공성 콘크리트에 미치는 물리·

역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를 실시하였다. 시험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pH 시험결

과 7～11정도의 값을 보여주었으며, 친수성 섬유의 첨가, 고

로슬래그, 황토에 첨가에 의해서는 큰 영향을 받지 않았다. 이

는 이미 고로슬래그 골재가 다른 재료보다 콘크리트 배합에서 

차지하는 체적이 커 pH 값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다른 재료

의 첨가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2.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공극률 시

험결과 섬유의 첨가는 공극률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섬유의 사용량이 체적의 0.2 %로 많은 양이 

혼입되어 공극을 부분적으로 가로 질러 위치하기 때문에 나타

난 결과이다. 고로슬래그, 황토의 치환율에 따른 영향을 살펴

보면 고로슬래그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공극률은 증가하였고, 

황토의 치환율은 어느 정도까지는 공극률을 증가시키지만 일정

량 이상이 되면 공극률이 감소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섬유의 혼입률은 공극률과 강도를 고려하여 적정량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3.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단위질량 시

험결과 모든 배합에 1.5～1.95 kg/m3의 단위질량을 나타내었

다. 섬유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고로슬래그 및 황토는 

시멘트와 비교하여 단위중량이 작기 때문에 다공성 콘크리트의 

단위질량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단위질량은 

황토와 고로슬래그를 동시에 적용하는 경우가 보다 작게 나타

났다.

4. 고로슬래그 골재를 사용한 다공성 콘크리트의 재령 28일 

압축강도 시험결과 친수성 폴리비닐알코올섬유가 첨가된 배합

이 압축강도가 증가하였고, 고로슬래그를 치환율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감소하였으며, 황토는 적정량 치환하면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따라서 시멘트의 사용량을 감소

시키기 위하여 고로슬래그 미분말 및 황토의 사용은 강도를 감

소시키나 보강섬유의 첨가를 통하여 압축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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