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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사용한 압출경화체의 미시구조 특성

Microstructure Properties of Cement Extruding Solid using Waste Concre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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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recent concrete industry, when producing recycled aggregates, waste concrete powder is by-produced in large 

quantities; however, since it is not used properly but buried or discarded. This study is to apply the waste concrete 

powder to a cement extruding panel as filler. Flexural strength and microstructure characteristics of panel is tested in 

order to improve the economics of the extruding panel. As a results of this study, it was found that  extruding panel 

replacing silica(No.8) as the waste concrete powder totally showed little difference in the strength and satisfied the 

target flexural strength of 14MPa, comparing with controlled panel. In addition, we can understand that rich 

Portlandite and Calcite contributed to develop the strength in all curing conditions from XRD patt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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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재건축, 도시재개발 등으로 인해 연간 4000만톤 이상의 폐콘크리트가 매년 발생하고 있다. 또한 폐콘크리트를 순환골재로서 생산하는 

중에 폐콘크리트 미분이 대량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적절히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폐콘크리트 미분은 수㎛~수백㎛ 정도의 크기 분포를 

보이고 있으며, 이중 50㎛ 이하의 것은 시멘트의 대체재로서 연구되고 있지만, 50㎛ 이상의 미분은 적절한 용도가 없는 실정이다. 한편 건설기술

의 발달과 삶의 질 향상에 따라 거주자의 취향을 반영할 수 있는 거주공간의 가변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또한 건축물의 장수명화 정책에 따라 

라멘 및 무량판 구조가 각광받고 있다. 이에 세대간 칸막이벽 및 건식벽체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다양한 건식벽체용 패널이 개발되고 있다. 

건식벽체 중 시멘트 압출성형 패널은 높은 내수성 및 강도를 가지고 있어 주로 외장재로 사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폐콘크리트 미립분(50~150㎛)을 시멘트 압출성형 패널에 충전재로 적용 검증하기 위한 연구로서 압출 경화체의 휨강도 

및 미시구조를 통해 평가하였다. 

2. 실험계획

본 실험은 바인더의 C/S 몰비를 0.63으로 고정한 후 규사 8호사 20%(S20), 폐콘크리트 미분말 20%(C20) 대체한 배합을 압출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양생방법은 기건양생, 스팀양생, 오토클레이브 양생을 실시하였으며, 측정항목으로는 휨강도와 XRD를 통한 광물분석 및 SEM을 

통한 미시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1. 실험계획

ID
C/S

Mol ratio
OPC

Silica

powder
Silica sand WCP Curing methods Test items

Control(S20)

0.63 36 44

20 0
- Air dry

- Steam

- Steam+Autoclave

- Flexural strength

(3, 7, 28)

- XRD

- SEMC20 0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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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휨강도

그림 2. XRD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휨강도

그림. 1은 규사8호사 및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사용한 경화체의 휨강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기건양생과 증기양생은 오토클레이브 양생에 비해 

약 55%의 강도 발현을 하였다. C20 배합은 폐콘크리트 미분을 충전재로 

사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S20 배합과 유사한 강도를 발현하였으며, 오토

클레이브 양생조건에서 두 배합 모두 목표 휨강도인 14MPa를 만족하였

다. 이는 수열합성반응에 의해 발현되는 수화물인 토버모라이트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XRD

그림. 2는 양생방법 및 재령일에 따른 광물분석 그래프이다. 기건양생

과 스팀양생, 오토클레이브 모든 양생조건에서  Quartz(SiO2)의 피크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모든 양생조건에서 Portlandite(Ca(OH)2)와 

Calcite(CaCO3) 피크가 발견되었으며, 이와 같은 수화물이 강도 발현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오토클레이브 양생조건에서 수열합성

반응에 의한 수화물인 토버모라이트의 피크는 나타나지 않았다.

3.3 SEM

그림. 3은 재령 28일에 측정된 양생조건에 따라 측정된 SEM 사진이다. 

기건양생과 증기양생에서는 CH수화물이 생성된 것을 확인 하였다. 오토클레이브 양생조건에서 XRD 그래프에서는 토버모라이트 피크가 나타나

지 않았지만 SEM-EDS을 통해 다량 생성된 것을 확인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수화물 형성이 강도발현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a. 기건양생(재령 28일) b. 스팀양생(재령 28일) c. 오토클레이브(재령 28일)

그림 3. SEM

4. 결 론

1) 시멘트 압출성형 패널에서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규사(8호사)에 전량 대체하여도 강도가 유사하였으며, 압출성형패널 강도기준인 14MPa를 

만족하여 압출패널에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2) XRD 분석결과 모든 양생 조건에서 Ca(OH)2와 CaCO3의 광물 피크가 나타났으나, 고온고압 조건에서 발현되는 토버모라이트의 피크는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SEM 분석결과 기건양생과 스팀양생조건에서 CH의 생성을 확인하였으며, 오토클레이브 양생조건에서는 토버모

라이트가 다량 생성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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