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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

Production of Precast Concrete using Eco-friendly Lightweight Concr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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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has a purpose of producing precast concrete for rapid construction of urban railway system. However, 

previous precast concrete has problem of its weight itself and there has been a keen interest in effect of carbon 

emission reduction and eco-friendly in our society. Therefore, in order to solve these two problems, we are about to 

produce precast concrete using lightweight aggregate and eco-lightweight concrete, with which much mineral had been 

replaced. As a result, we could confirm that it was possible to produce RMC B/P production satisfying the requirement 

performance of eco-lightweight concrete, which is replaced with a great amount of mineral for reduction of precast 

concrete's weight and environmental performance. Also, by confirming the possibility of producing precast concrete 

which lightweight concrete is used, if producing precast concrete by using eco-lightweight concrete, it would be 

effective to avoid destruction of environment and much useful to use multiple tower crane when constructing. 

Afterward, we will proceed our study by constructing precast concrete at which eco-lightweight concrete is used for 

continuous quality impr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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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본 연구는 저심도 도시철도 시스템의 급속시공을 위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기존의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자중에 따른 문제점(운반 및 양중장비)을 보완하기 위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경량화하여 문제점들을 보완하고자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하였다. 

또한, 최근 환경파괴에 대한 문제점과 탄소저감등의 친환경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고 있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경량콘크리트의 구성물

질 중 광물질 혼화제를 다량 치환하여 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제조하여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제작하였다.

2. 실 험

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을 목표로 하며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에 주로 사용되는 압축강도 40MPa, Flow 

400×400㎜, 공기량 3%이하로 설정하였다. 경량골재는 그림1과 같은 국내산 경량골재를 사용하였으며 광물질 혼화재로는 F/A, B/S를 각각 

20%, 50%를 치환하여 사용하였다. 배합표는 표 1과 같다.

그림 1. 국내산 경량골재

표 1. 친환경 경량콘크리트 배합표

Agg.

Type

목표

강도

W/B

(%)

S/a

(%)

W

(㎏/㎥)

Binder
(㎏/㎥)

S

(㎏/㎥)

G

(㎏/㎥)

AD

(㎏/㎥)
C F/A B/S

국내산 40 31.8 43.2 146 138 92 230 746 615 4.60

친환경 경량콘크리트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생산을 위해 기존의 호퍼의 골재를 비워 페이로더를 이용하여 골재 호포에 투입 하였으며 타설시 

낮은 밀도의 경량골재가 부립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점성이 확보된 질기로 생산하였다. 생산된 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철근이 조립된 벽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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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슬래브 철재 몰드에 타설하였으며 타설 후 봉다짐을 실시하는 동안 경량골재의 낮은 밀도로 인한 부립을 방지하고자 육안확인을 실시하며 

진행하였다. 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과정은 그림2와 같다.

그림 2. 친환경 경량콘크리트 제작 과정

3. 실험결과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 경량콘크리트와 일반콘크리트를 사용하여 제작 및 비교하였으며, 육안확인시 친환경 경량콘크리트기 표면곰보 및 성형성

등이 일반콘크리트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3. 친환경 경량콘크리트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벽체)

4. 결 론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의 자중 절감 및 친환경성을 위한 광물질을 다량 치환한 친환경 경량콘크리트의 요구성능을 만족하는 제조 및 레미콘 

B/P 생산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작이 가능이 확인됨으로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제조시 친환경 경량콘크리트를 사용한다면 시공시 양중장비 활용 및 환경파괴 저감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된다. 차후, 제작된 친환경 경량콘크리트

를 이용한 프리캐스트 콘크리트를 시공하여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 되도록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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