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 론 

현대문명의 발달로 인하여 도시로의 인구집중이 심화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건축구조물은 초고층화 및 대규모화 하는 경향에 

있다. 이러한 건축구조물의 초고층화 경향에 맞물려 건축시공법 

및 재료 분야에 있어서도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즉, 기존의 초고

층 건축물은 주로 철골구조로 건축하였지만, 최근에는 콘크리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초고층 건축물을 축조

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Kim and Jeong 2009).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철근콘크리트주조는 고유동⋅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향상되고 단면축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초고층 건축물에는 슬라이딩폼, 

ACS(Auto Climbing Form) 등 시스템 거푸집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공

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며, 철골구조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화⋅내진 

등 우수한 품질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Han 2001).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을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시공할 경우는 자

중이 커지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것이 경량골재(LWA, Low Weight Aggregate)이며, 최근까

지 다양한 종류의 경량골재가 개발되어지고 있다(Kim et al. 2010).

이러한 경량골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면 철근콘크리

트 구조물의 자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지만, 콘크리트

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경량골재가 일반적인 천

연골재에 비하여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경량골재의 취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

팀은 시멘트와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무기결합재 중 하나인 고로슬래

그 미분말을 활용하여 경량골재의 취약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골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강도를 향상시키

기 위한 일련의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즉 콘크리트의 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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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는 3가지 요인 중에 하나인 골재와 시멘트페이스트의 

ITZ(Interfacial Transition Zone)의 부착력을 증대시키기 위한 연구를 실시

하였다.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이용하여 경량골재의 표면을 코팅하여 개질한 

후, 이를 이용한 콘크리트의 특성을 평가하는 실험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2. 실험계획

2.1 사용재료

본 실험에 이용한 시멘트 경화체의 제작에는 Table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국내에서 시판되는 ‘H’사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경량골

재의 표면을 코팅하기 위한 시멘트계 무기결합재의 경우 Table 2와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은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사용하였다. 

Type
Specific

gravity
Blane

Setting time

(h:m)

Compressive strength 

(MPa)

Initial Final 3day 7day 28day

1 3.14 3,750 4:30 6:20 36.9 49.1 60.6

Table 1. Physical properties of cement

SiO2 Al2O3 CaO MgO SO3 Fe2O3

GGBFS 34.2 14.47 42.5 5.26 1.95 0.63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Specific gravity (g/cm3) Fineness (cm3/g)

GGBFS 2.25 3,600

Table 3. Physical properties of ground granulated blast furnace slag

골재 종류별 계면형성의 차이를 파악하기 위한 골재로는 천연

골재(KS F 2527에 의한 부순골재)와 Table 4에 나타낸바와 같은 

팽창점토 골재를 사용하였다. 표면코팅 경량골재의 경우는 본 연

구 팀에서 시멘트계 무기결합재를 이용하여 경량골재 표면을 코팅

하여 제작하였다. 경량골재 코팅유무에 따른 강도차이를 확인하기 

위한 실험배합은 Table 5에 나타낸 바와 같다.

Type W/C (%) C:A W (g) C (g) A (g)

Natural

30

1:2

359 1198 1977

40 444 1109 1831

50 516 1033 1705

Expanded

clay

30 359 1198 1217

40 444 1109 1127

50 516 1033 1049

Table 5. Mix proprtion of cement matrix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 활용한 경량골재는 천연골재에 비해 높은 함수율을 가지

고 있기 때문으로, 배합 전에 24시간 동안 물속에 침지 후 48시간 동안 

상온에서 표면건조를 실시하는 프리웨팅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표면코팅 경량골재의 제작은 본 연구팀에서 자

체 제작한 방법으로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고로슬래그 비 50 

%의 비빔반죽을 이용하여, 경량골재의 표면을 코팅 한 후 남은 반죽

들은 제거하여 얇은 막 형태로 조성되게 제작하였다. 표면코팅에 활

용된 경량골재와 코팅하지 않은 경량골재의 조건을 동일 시 하게 하

기 위하여 코팅하는 경량골재도 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프리웨팅을 

실시한 골재를 활용하여 제작하였다. 표면코팅 경량골재의 표면 고로

슬래그 반죽의 건조 시간은 약 24시간 동안 진행하였다. Fig. 2는 본 

연구팀에서 자체 제작한 표면코팅 경량골재를 나타낸 것이다.

경량골재의 코팅 유무에 따른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 차이 변화

를 검증하기 위한 압축강도용 시멘트 경화체 제작은 KS L 5109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40*40*160 mm 

Series
Density

(g/cm3)

Fineness

modulus

Absolution

(%)

Percentage of 

absolute volume

(%)

Expanded 

clay
1.60 6.4 14.1 57.7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lightweight aggregates

Fig. 1. Surface - coated LWA manufacturing method

Fig. 2. Surface - coated LW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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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직육면체 몰드를 사용하였으며, 압축강도 용 시멘트 경화

체의 시멘트와 골재 비는 1:2를 활용하였다. 또한 천연골재와 경량

골재 간의 밀도가 다르기 때문으로 부피배합 활용으로 골재 체적

을 동일 시 하게 배합하여 제작하였다. 시험체 제작 시 3회에 걸쳐 

타설을 실시하였으며, 경량골재의 파손을 고려 하여 플라스틱 다

짐봉을 이용하여 매회 약 20회 정도의 다짐을 실시하였다.

압축강도 측정 후 경량골재 코팅 유무에 따른 계면영역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SEM(Scanning Electron Microscope : 전자주사현

미경)장비를 활용하여 시험체의 시멘트와 골재사이 계면을 확대 하여 

측정하였다. SEM장비 측정용 시멘트 경화체 제작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20*20*20 mm 실리콘 몰드에 약 10∼13 mm 골재 한개를 

혼입하여 제작한 후 ‘R’ 사의 저속정밀 커팅기를 활용하여 4등분하여 

커팅하는 것을 반복하여 2 mm 두께의 판형 시험체로 제작하였다. 

3. 실험결과

3.1 압축강도

본 실험의 압축강도 측정은 KS L ISO 679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 Fig. 5는 천연골재와 경량골재, 표면코팅 경량골재의 물/시멘

트 비 별 7일차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며, 물/시멘트 비 30, 40, 

50 %의 N은 천연골재, EC는 팽창점토골재, BEC는 고로슬래그 

표면코팅 팽창점토 골재로 나타냈다. 천연골재의 경우 물/시멘트 

비 30 %가 77.3 MPa로 가장 높게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물/시

멘트 비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게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량골재의 경우 물/시멘트 비 30 %에서 41.3 MPa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천연골재와 동일 하게 물/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게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표면코팅 경량골재도 물/시멘트 비가 낮을수록 강도가 높게 발현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경량골재를 코팅한 경우 표면을 코팅하지 

않은 경량골재에 비해 강도가 높게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량골재 표면 코팅 시 골재와 시멘트 사이에 형성되는 계면

에 형성된 공극사이로 고로슬래그 입자가 자리를 메우면서 강도증

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시멘트 비가 낮아 질수록 천연골재와 표면코팅 경량골재와의 

강도차이가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물/시멘트 비 50 %에서 

표면코팅 경량골재가 천연골재 보다 높은 강도발현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물/시멘트 비가 높아질수록 계면의 크기

가 증가하기 때문으로 오히려 고로슬래그 입자와 시멘트 페이스트

와의 융화가 조화롭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SEM

Fig. 6은 SEM 장비를 이용하여 물/시멘트 비 30 %의 시멘트 경화체

에서 경량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계면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량골재 표면의 공극 크기가 시멘트 페이스트에 

비해 크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경량골재 표면에 형성

된 다수의 공극으로 인하여 계면 공극이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SEM 장비를 이용하여 물/시멘트 비 30 %의 시멘트 

경화체에서 표면코팅 경량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계면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그림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코팅 경량골재

의 표면 공극의 크기가 코팅하지 않은 경량골재에 비해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처럼 경량골재 표면을 코팅하는 경우는 경량

골재의 표면 공극이 시멘트계 무기결합재들로 인하여 코팅되기 

때문으로 계면형성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8은 Fig. 6을 10 까지 확대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

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량골재와 시멘트 페이스 사이 계면에서 공극

이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경량골재 생성 시 표면에 형성

Fig. 3. Compressive strength testing specimens

Fig. 4. SEM specimens

Fig. 5.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o the type of aggregate
(7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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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다수의 공극으로 인하여 계면에서 페이스트의 수분을 골재가 흡

수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계면의 공극이 계면강도에 영향을 

주어 시멘트 압축강도의 저하로 이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Fig. 9는 Fig. 7을 10 까지 확대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아래에 나타낸 바와 같이 경량골재에서 형성되던 계면영역의 공극

형태와는 다르게 공극 내부에 고로슬래그 비빔반죽 입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코팅 경량골재 표면에 있는 

고로슬래그 입자와 시멘트 페이스트가 맞닿으면서 형성된 계면이

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경량골재의 표면 공극을 고로

슬래그 입자로 채워진 경우에는 계면영역의 밀집도가 치밀하게 

되고, 계면강도가 증가하여 압축강도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10은 SEM 장비를 이용하여 물/시멘트 비 50 %의 시멘트 

경화체에서 경량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계면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시멘트 비 30 % 시멘트 경화

체 보다 계면영역이 도드라지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계면영역 부근에 큰 공극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물/시멘트 비의 페이스트와 흡수율이 높은 경량골재가 맞닿으면

서 수분 이동이 더 원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SEM 장비를 이용하여 물/시멘트 비 50 %의 시멘트 

경화체에서 표면코팅 경량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계면의 단면을 

나타낸 것이다.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표면코팅 경량골재의 표

면에 공극이 고로슬래그 입자로 채워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 7의 계면보다 좀 더 틈이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는 

시멘트 페이스트의 물/시멘트가 높을수록 표면코팅 경량골재의 고로

슬래그와 맞닿는 계면 형성 시 공극이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2는 Fig. 10을 10 μm까지 확대한 사진을 나타낸 것이다. 경량

골재와 시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계면에서 공극이 발생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특히 높은 물/시멘트 비에서 계면과 골재 그리고 페이스

트 사이의 경계가 뚜렷하게 드러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높은 

물/시멘트 비의 경우 시멘트 페이스트에 함유된 수분량이 높기 때문에 

수분이 이동한 량만큼 계면에 공극이 생기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3은 Fig. 11의 계면 부분을 10 μm까지 확대한 사진을 나타

Fig. 6. SEM result of LWA ITZ (1 mm)

    

Fig. 7. SEM result of sulface - coated LWA ITZ (1 mm)

Fig. 8. SEM result of LWA ITZ (10 μm)

    

Fig. 9. SEM result of surface - coated LWA ITZ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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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 것이다.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기존에 표면 코팅을 실시하지 

않은 경량골재의 계면에 비해 내부에 고로슬래그 입자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코팅 경량골재 표면에 있는 

고로슬래그 입자와 시멘트 페이스트가 맞닿으면서 형성된 계면이

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이와 같이 시멘트계 무기결합재로 코팅한 

경량골재는 경량골재표면 공극이 감소하며, 시멘트 페이스트와 맞

닿는 계면에 형성된 공극 사이로 고로슬래그 입자들이 형성되어 

강도 상승에 영향을 주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이용한 경량골재 표면코팅 

유무에 따른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

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압축강도 측정 결과, 표면코팅 한 경량골재가 코팅하지 않은 경량

골재보다 높은 강도발현을 나타냈으며, 물/시멘트 비 50 %에서 

표면코팅 경량골재가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경량골재 혼입 시멘트 경화체의 SEM 측정결과,경량골재와 시

멘트 페이스트 사이의 계면에서 공극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시멘트 페이스트의 물/시멘트 비가 높을수록 뚜렷하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표면코팅 경량골재 혼입 시멘트 경화체의 SEM 측정결과, 기존의 경량

골재와 페이스트 사이에서 발생하는 계면공극이 고로슬래그 미분말 

입자로 메워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계면영역이 밀집해지기 

때문에 계면강도가 증가하여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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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M result of LWA ITZ (1 mm)

    

Fig. 11. SEM result of surface - coated LWA ITZ (1 mm)

Fig. 12. SEM result of LWA ITZ (10 μm)

    

Fig. 13. SEM result of surface - coated LWA ITZ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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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이용한 경량골재의 표면개질 효과에 관한 연구

최근 들어 건축구조물은 초고층화 및 대규모화 하는 경향에 있으며, 콘크리트 기술의 발달로 인하여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초고층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초고층 건축물에 적용되는 철근콘크리트주조는 고유동ㆍ고

강도 콘크리트가 적용되기 때문에 시공성이 향상되고 단면축소가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철근콘크리트구조의 초고층 건축물

에는 슬라이딩폼, ACS(Auto Climbing Form) 등 시스템 거푸집을 적용하기 때문에 시공의 신속성을 기할 수 있으며, 철골구조 

보다 저렴한 가격에 내화ㆍ내진 등 우수한 품질로 빠른 시일 내에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초고층 건축물을 철근콘크리

트 구조로 시공할 경우는 자중이 커지게 된다는 단점을 가지게 된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고자 개발된 것이 경량골재(LWA, 

Low Weight Aggregate)이며, 최근까지 다양한 종류의 경량골재가 개발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경량골재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를 제조하면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자중을 줄일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되지만, 콘크리트의 강도가 줄어든다는 단점을 

가진다. 이는 경량골재가 일반적인 천연골재에 비하여 낮은 강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으로 최근에는 이러한 경량골재의 취약점

을 보완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골재 표면코팅 유무에 따른 시멘트 경화체의 강도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압축강도는 표면코팅 한 경량골재가 코팅하지 않은 경량골재보다 높은 강도발현을 

나타냈으며, 물/시멘트 비 50 %에서 표면코팅 경량골재가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표면코팅 

경량골재 혼입 시멘트 경화체의 계면 공극이 고로슬래그 미분말 입자로 메워졌기 때문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