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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C was fabricated using cement, lime and quartzite by hydrothermal reaction. ALC has low strength and brittleness on account
of inner pores. The studies for resolving these problems were driven by many researchers. Among these researches, the controls of
quartzite fineness have been studied for unsuitable properties of ALC. This study experimented with variation of 90 µm residue for
obtain good physical properties. It was found that 90 µm residue influenced on physical properties of ALC. The lower amount of
90 µm residue, the higher compressive and bending strength. But the continuing decrease of 90 µm residue did not cause the increase
of strength. In order to application of these results in process, the states of process and hydrothermal products will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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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ALC(Autoclave Lightweight Concrete) 란 오토클레이브로

고온·고압하에서 양생 과정을 거쳐 구조적으로 안정한 판

상 구조의 토버모라이트 결정을 이루는 과정에서 만들어지

는 경량 기포 콘크리트로서, 오토클레이브는 제조과정에서

사용되는 고온·압 증기 양생기를 의미한다. ALC의 기포는

그 크기에 따라 거대기공과 미세기공으로 구분되는데, 이

들 기포는 전체 ALC의 체적에 70~80%를 차지하여 소재

자체는 단지 20~30%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 기포들로 인

해 ALC는 낮은 비중(0.5~0.7) 특성을 지니게 된다. 또한

ALC가 지닌 대부분의 특성 즉 경량성, 단열성, 내화성, 흡

음성(차음성) 등이 이들 기포로 인하여 발현되는 것이다.
1-4)

그러나 ALC는 다수의 기공으로 인하여 쉽게 부서지는

취성과 기타 경쟁 제품보다 불량한 강도특성을 나타낸다.

특히 비중이 점차 낮아질 경우, 강도가 거의 발현되지 못

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는 발포제에 의한 다수의 거대

기공 발생 및 기공들의 병합현상에 따른 결함 형성, 성

형 ·숙성과정 중 핸들링 및 자중에 의한 크랙 발생이 주

요 원인이다. 이러한 현상들을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방

안들이 실험되고 있으며,
5-7)

 이중 규석의 입도를 제어하

는 방법도 연구되고 있다.
8,9)

 

ALC용 규석의 유용성은 SiO2 성분의 함량에 따라 좌우

된다. 규석은 수열합성 반응을 하는 동안 생석회 등과 반

응하여 새로운 광물을 형성하며, 이 반응은 일정시간 내

에 완료되어야 하므로 그 반응성은 규석의 입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또한 불순물의 함량도 중요한 결정요소

이다. 알칼리성분, 즉 Na2O와 K2O의 함량은 1.5% 이하여

야 한다고 보고되고 있기도 하다.
10)

 알칼리는 대개 장석

또는 운모 형태로 함유되는 데 운모는 적은 함량으로도

강도를 저하시켜 장석보다 더 나쁜 영향을 미치므로 최

대 3%로 제한되기도 한다. 점토와 점토질광물은 최대 10%

까지 허용되는 반면에 고품위 규석에서는 탄산칼슘 함량

이 20%까지 허용된다. 점토와 점토질광물의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슬러리의 점도가 높아져 품질에 나쁜 영향을 미

친다. 또한 규석의 분말도는 ALC의 압축강도와 수축률

등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ALC의 물성개선을 위해 규석의 입도를 제어하여 수열합

성 반응 생성물의 물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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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방법

화학성분이 Table 1과 같은 규석, 생석회 및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ALC의 주원료중 하나인 규석의 SiO2 함량은

88.0%이었으며, 생석회의 CaO 함량은 67.6%이었다. 본

실험의 원료들은 현재 국내 ALC 제조업체에서 사용하는

원료들을 입수 ·사용하였다.

출발원료인 규석의 입도 즉, 규석의 비표면적 차이에

따른 반응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진동밀 (WTBM-01, 웅비

사, 한국)을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규석의 입도에 따른 기

초물성을 측정하고 ALC 제조를 위한 최적의 배합기술을

도출하기 위해 규석을 시료용기에 각각 3 kg씩 넣고 5분

부터 30분까지 5분 간격으로 분쇄를 실시하였다. 분쇄한

규석의 분말도를 확인하기 위해 KS L 5117-2010 규격에

준하여 90 µm체 잔분 실험을 하였으며, KS L 5106-2009

에 따른 Blaine 분말도 시험도 진행하였다.

출발 원료인 분쇄 규석, 생석회 및 시멘트를 Table 2와

같이 배합설계하고, 제품의 강도에 큰 영향을 미치는 CaO/

SiO2비를 현재 제조업체에서 적용중인 0.5로 고정하여 배

합하였다. 혼합수는 분말대비 45%로 배합하였으며, 이때

발포제로 알루미늄 분말을 출발원료 대비 0.08% 첨가하

였다. 이후 제조된 성형체를 50
o
C 상대습도 50%의 항온

항습기 (CC600, 우진정밀, 한국)에 넣고 5시간 동안 숙성

시켰다. 이때 서서히 수열합성이 진행되면서 부피팽창이

일어나고 발포제로 첨가하였던 알루미늄 분말이 기공들

을 형성한다. 이렇게 제조된 성형체를 오토클레이브에 장

입하고, 1시간 동안 180
o
C까지 승온시키며, 이후 180

o
C에

서 7시간 동안 수열합성을 진행하였다.

오토클레이브에서 수열합성이 종료된 후 얻어진 시편은

비중 및 압축·휨강도 측정을 위해 휨강도용 160×40×40 mm,

압축강도용 40×40×40 mm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성형체는

100
o
C에서 항량이 될 때까지 건조하였다. 또한 주사전자현

미경(SM-300, 탑콘사, 일본)과 X-선 회절기(D5005D, 지멘스

사, 독일)를 사용하여 미세구조 및 결정상을 검토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분쇄시간에 따른 규석의 분말도 변화

규석의 분쇄시간에 따른 분말도, 즉 90 µm 체 잔분 변

화를 관찰하기 위해 진동밀을 사용하여 분쇄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최초 입수된 규석의 잔분율은 38%

이었으며, 이후 10분 분쇄는 16% (Blaine 분말도 기준

1,548 cm
2
/g), 20분 분쇄는 4.9% (3,233 cm

2
/g), 30분 분쇄

는 1.3% (5,491 cm
2
/g)이었다. 이는 분쇄시간에 따라 잔분

이 감소하는 일반적 경향과 일치하는 결과이기도 하다.

분쇄하지 않은 규석과 30분 분쇄한 규석의 잔분율 차이

는 36.7%였으며, 분쇄 시간이 증가할수록 잔분율의 감소

폭은 작아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5분부터는 90 µm

체 잔분율이 크게 감소하지 않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2. 절건 비중

규석의 분쇄시간에 따른 비중은 개기공을 포함하는 부피

비중으로 측정하였으며, 100
o
C 항량 후 절건비중을 Table 3

에 나타내었다. 분쇄 시간에 따른 절건비중은 0.55 g/cm
3

부터 최대 0.61 g/cm
3
까지 다양하게 분포하였지만 큰 차

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최초 입수 상태로 규석을 사용한

ALC에서 가장 낮은 비중 값을 나타내었다. 이후 분쇄시

간의 증가에 따라 제조된 ALC에서 소폭의 비중 증가가

동반되었다. 이는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규석의 입자 크

Table 1. Chemical Analysis of Starting Materials

Materials SiO2 Al2O3 Fe2O3 CaO K2O Na2O SO3

Quartzite 88.0 5.11 2.09 0.36 0.76 0.08 -

Lime 1.54 0.42 0.41 67.60 0.10 0.12 0.10

OPC 20.45 5.47 3.03 62.22 0.34 0.80 2.38

Table 2. Mixing Ratio of Starting Materials

Starting Materials

Quartzite Lime OPC Water

Mixing 

Ratio (wt%)
56.4 12.4 31.2 45

Table 3. Specific Gravity of ALC 

Grinding time 

(min)
0 5 10 15 20 25 30

Specific Gravity 0.55 0.59 0.58 0.59 0.60 0.58 0.61

Fig. 1. 90 µm residue as a function of grinding time.



규석 분말도에 따른 ALC의 물리적 특성 변화 409

제47권 제5호(2010)

기가 작아지고, 비표면적이 넓어져 CaO 원료와의 반응성

이 증가하며, 또한 성형체의 경화시간이 단축되어 성형체

내부 기공병합 현상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3.3. 압축 및 휨강도

압축강도 시험기를 사용하여 규석의 분쇄시간에 따른

압축강도 측정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분쇄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강도 값도 증가하는 뚜렷한 경향을 보였

다. 압축강도는 미분쇄 규석 사용시 2.2 MPa, 30분 분쇄

시 5.4 MPa로 높은 결과값을 나타내어, 약 250% 수준의

압축강도 증진이 도출되었다. 이는 규석의 잔사 감소에

따른 비표면적 증대와 이에 따른 반응성 증진 때문이라

고 판단된다. 더불어 분쇄시간의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

값의 증가폭이 작아지는 이차함수적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90 µm 잔사 수준과 유사하게 분쇄시간 25분 이후부

터는 강도 증진폭이 크지 않음을 확인할 수도 있었다.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으로 분쇄시간의 증가에 따라 휨

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쇄하지 않은 규석

을 사용한 경우, 0.9 MPa로 가장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25

분 분쇄한 경우 휨강도가 3.2 MPa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

타내었다. 

분쇄시간 증가에 따른 강도의 증가폭 또한 압축강도에

서와 동일하게 작아지는 이차함수의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25분 분쇄하였을 때 30분 분쇄시보다 다소 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역시 분쇄시간이 25분을 넘

어서면서 규석입자의 비표면적에 큰 차이가 없고, 규석입

자의 비표면적이 넓어지더라도 100% 반응에 참여하지 않

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7)

 상기에서 얻어진 ALC 소재의 압

축/휨강도와 규석 분말도와의 상관성을 Fig. 3에 나타내

었다. 이들 상관성은 Origin 6.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

석하였다. Fig. 3에서와 같이 압축강도와 90 µm 잔사와의

상관관계계수는 -0.97, 휨강도와의 상관관계계수는 -0.99

로, 강도와 90 µm 잔사는 매우 밀접한 상관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 Compressive and bending strengths of ALC.

Fig. 3. Relationship between ALC strength and fineness of quartz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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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미세구조

규석의 분쇄시간에 따른 미세구조 관찰을 위해 주사전

자현미경을 사용하였으며, 관찰사진을 Fig. 4에 나타내었

다. 최초 입수상태의 규석을 사용하였을 경우, 수열합성

생성물인 토버모라이트 결정이 양호하지 못한 상태로 생

성되었으나, 분쇄시간이 증가할수록 결정형상이 변화하여

육각판상 모양의 토버모라이트 결정으로 변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분쇄시간 20분 조건에서는 토버모라

이트 결정이 완전하게 생성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20분 이후 조건에서도 20분과 동일한 결정이 생성됨을 관

찰할 수 있었다. 즉 분쇄시간의 증가에 따라 토버모라이

트 결정생성이 양호해지나, 일정 잔사 수준 이하에서는

더 이상의 결정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초기 미분

쇄 상태로 수열합성된 ALC 내부의 규석들은 Fig. 5에서

와 같이 미반응 입자들로 존재하였다. 즉 수열합성 반응

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규석 입자의 적절한 미분화가 필

수적이며, 본 연구에서는 규석의 90 µm 잔사수준을 2.5%

전후로 선정할 수 있었다.

3.5. 결정구조 분석

Fig. 6은 규석의 분쇄 시간에 따른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다. 0분부터 25분까지 일정 간격으로 분쇄한 규석을

출발 원료로 한 ALC의 XRD 패턴 분석을 통해 토버모라

이트의 형성 및 다른 결정상 존재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XRD 측정을 통해 토버모라이트 형성정도를 상호 비교해

본 결과, 시험편 모두 동일한 토버모라이트와 쿼츠 피크

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외 다른 결정상들은

크게 관찰할 수 없었다. 또한 분쇄시간이 증가와 함께

XRD 강도 또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약 26.5

도에서 발생하는 쿼츠 피크와 약 29.5도에서 발생하는 토

버모라이트 피크의 강도를 비교하여 Table 4에 나타내었

다. Table 4에서와 같이 분쇄시간의 증가에 따라 토버모

라이트 피크와 쿼츠 피크 모두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토버모라이트 피크의 강도 증가는 규석의 미분말화에

따라 수열합성반응이 증진되기 때문이다. 또한 쿼츠 피크

Fig. 4. Microstructure of ALC (×5000).

Fig. 5. Unreactive quartzite in ALC (×5000).

Fig. 6. XRD patterns of ALC.

Table 4. Peak Intensity of Quartz and Tobermorite with Grinding

Time

 Time(min)

Intensity(CPS)
0 10 20 25

Quartz 1735 1835 2125 2370

Tobermorite 260 325 425 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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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증가는 규석 미분말화에 의한 부피증가와 더불어 수

열합성반응에 참여하지 않는 부분의 규석 미분말 부피도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4. 결 론

 규석의 분말도는 최종 수열합성 생성물의 물리적 특성

변화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규석의 잔사 수준에 따

라 압축강도 및 휨강도 특성 등이 변화하였으며, 특히 25

분 분쇄조건에서 가장 우수한 강도 특성을 발현하기도 하

였다. 이는 규석의 반응성 증대에 따라 토버모라이트 결

정 생성이 용이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그러나 규석의

미분쇄가 계속된다 하더라도 계속적인 강도 향상은 기대

되기 어려우며, 이는 규석 미립자 증가에 따라 미반응 규

석의 부피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규석

미립화 방안이 ALC 제조공정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공정

의 제반조건 및 수열합성 생성물의 반응정도에 적합한 규

석 입도를 선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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