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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시멘트를 활용한 콘크리트의 특성 평가 및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나현엽* · 박수현 · 이덕용 · 엄주일

<(주)유니온>

1. 서 론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White Portland Cement, WPC)는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OPC)와 유사한 생산방식을 적용

하고 있으나, 백색의 구현을 위해 사용되는 연료와 원료

내 Fe, Cr, Mn등의 중금속 함량이 낮은 재료가 사용되

며,
1-3)

 보통의 산화가 아닌 환원 분위기로 냉각함으로서

고백색의 클링커를 생산하고 있다. 공정설비에서도 보통

의 OPC 생산설비와 달리 분쇄설비의 소재와 소성공정

의 내화물 선택시에도 보다 세심한 선택이 요구된다.

현재 당사를 비롯한 주요 해외 백시멘트 제조업체들의

연구 방향은 고강도 및 조강 성능을 가진 고백색도의 백

시멘트를 생산하는 경쟁으로 업체간 경쟁이 한층 심화되

고 있다.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는 콘크리트에 적용시, 콘크리트

구조물의 색상표현 선택이 자유롭고, 우수한 심미성 및

반사율을 나타내어 건축 및 토목재료로서 그 활용 가치

가 높다.

하지만 과거 백시멘트를 콘크리트에 적용할 경우 높은

가격 및 레미콘의 생산이 용이하지 않은 이유로 콘크리

트 적용이 제한되어 오면서 국내의 경우 타일 접착제,

테라죠, 인조스톤 등의 2차 제품에 국한되어 활용되어

왔다. 최근 해외를 중심으로 인식 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요구에 맞춰 건축물의 구조적 재료에서 벗어나 디자인

적인 측면이 강화되어 심미적이면서 기능적인 측면의 요

구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심미성을 활용한 백색 및

칼라 노출콘크리트와 콘크리트 패널 제품 뿐만 아니라,

우수한 기능성과 내구성 측면을 활용하여 도로의 강성

방호울타리, 터널 라이닝, Cool Pavement 콘크리트 등 여

러 분야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기존 OPC와 백시멘트의 시멘트 자체 비교분석과 콘크

리트 적용시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백시멘트를 활

용한 콘크리트의 배합 및 물리적 특성, 색차를 비교 분

석하였으며, 추가적으로 백시멘트에 내오염성 기능성을

부여하여 다양한 분야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시멘트는 KS L 5210 포틀랜드시멘

트 (밀도 3.15 g/cm
3
인 회색시멘트, 이하 OPC)와 KS L

5204 백색포틀랜드시멘트 (밀도 3.05g/cm
3
인 백시멘트,

이하 백시멘트) 규정에 맞는 제품을 각각 사용하였다. 화

학성분 및 물리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잔골재는 밀도 2.60 g/cm
3
, 조립률 2.8 인 강사(江沙)와

밀도 2.66 g/cm
3
, 조립률 3.2 인 부순모래(쇄사_碎沙)를 사

용하였고, 굵은골재는 밀도 2.69 g/cm
3
, 조립률 6.7의

20 mm쇄석을 사용하였다.

혼화제는 PC계 고성능 감수제(0.5~0.7% Type)를 사용

하였으며, 적정 공기량을 확보하기 위하여 AE제를 별도

로 첨가하였다.

2.2 실험 방법

본 실험에서는 OPC의 경우는 시멘트와 몰탈 실험에

한정하여 진행하였으며, OPC와 백시멘트의 화학성분, 광

물조성, 물리적 특성, 색차분석 등을 비교하였다.

콘크리트 실험은 백시멘트를 적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콘크리트의 배합 조건별, 잔골재 종류별, 슬래그 함량별

물성평가와 더불어 기능성 혼화제(발수제) 종류에 따른

발수성 평가를 진행하였다. 콘크리트 실험은 첫째로는 안

료가 첨가된 백색 노출콘크리트에 적합한 콘크리트 배합

과 둘째로는 안료가 첨가되지 않는 고속도로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에 적합한 유동성이 매우 낮은 Non-Slump 콘

크리트 배합 실험으로 진행하였다. 골재 종류에 따른 노

촐콘크리트 기준과 Non-Slump 콘크리트 기준을 적용하

여 배합시험 및 물리적 특성, 색차분석에 대해 비교 시

험을 실시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통상의 백색 노출콘

크리트 보다 백색도가 더 높은 고백색도의 백색노출 콘

크리트 배합으로 진행하여, 시멘트 대비 7%(사용자의 요

구사항에 따라 안료 첨가량이 변동됨)의 백색 안료를 추

가로 외첨(外添)하여 적용하였다. 

콘크리트 배합표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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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3.1. 시멘트 종류에 따른 특성 비교

시멘트 종류별 화학분석 결과와 그에 따른 물리적 특

성 및 색차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다. 

3.1.1 백시멘트와 OPC의 주요 광물 조성

백시멘트는 색상을 발현될 수 있는 화학조성을 최소화

한 OPC라 할 수 있다.

높은 백색도 발현을 위해서 회색을 띄는 C4AF 광물생

성을 억제하기 위해서, 연료 및 원료에 함유되는 Fe2O3

함량을 최소화하는 세심한 관리가 요구된다.

최근에는 초기 압축강도를 더 높이기 위해서 소성지수

인 LSF (석회포화도) 및 SM (규산율)을 올리는 추세이

며, 이로 인해 클링커 광물상중 시멘트의 초기강도를 지

배하는 Alite (C3S)가 높고, Belite (C2S)가 다소 낮은 결

과를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광물조성은 물리적인 측

면 또한 중요하지만 백시멘트에서는 광물조성 또한 색차

에 영향을 일정부분 미치는 부분으로 C3S함량을 높게 관

리하는 측면도 있다(Table 3).
4)

3.1.2 물리적 특성

백시멘트의 경우 OPC 보다 조강 및 고강도인 특성으

로, 응결시간이 다소 빠른 편이며, 압축강도의 경우 OPC

대비 높은 초기강도(1~3일)를 나타내며 형성하였다.

이런 결과는 백시멘트의 높은 분말도 및 광물 조성에

서 C4AF함량이 적고, 반대로 C3A함량이 상승함에 따라

짧은 응결시간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높은 C3S

함량이 초기강도 상승에 큰 영향을 미친 결과로 사료된

다(Table 4).

3.1.3 색차 비교

백색도의 경우 KS L 5113 기준에 의거하여 측정하여

색차를 비교하였다.

백시멘트의 경우 높은 백색도를 형성함과 동시에 기타

색상의 혼재(混在)가 적어 일정한 색상에 대한 품질 관

Table 1. 시멘트 종류별 화학분석 및 물리적 특성

구분
주요 화학성분 (wt.%) Blaine

(cm2/g)
Density
(g/cm2)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OPC 21.2 4.9 3.18 62.1 2.42 0.15 1.06 2.5 3,570 3.15

백시멘트 22.15 3.94 0.27 67.18 0.93 0.04 0.14 3.08 4,230 3.05

Table 2. 콘크리트 배합표

구분 레미콘 규격
W/C
(%)

S/a
(%)

단위 재료량 (kg/m3) SP*

(C×%)W C S1* S2* G 안료

노출 콘크리트 20-27-180
42.9 48 159 370 827 - 911 25.9 0.7

43.6 50 159 370 - 862 876 25.9 0.7

Non-Slump

콘크리트
20-27-50

34.6 48 138 400 838 907 - 0.5

34.8 50 139 400 - 872 872 - 0.5

SP*: 감수제, S1*: 강사, S2* : 부순 모래

Table 4. 시멘트별 물리적 특성(KS L ISO 679)

구 분
분말도

(cm2/g)
주수량 응결시간(min) 압축강도(MPa)

(%) 초결 종결 1일 3일 7일 28일

OPC 3,570 28 260 315 12.67 32.19 40.56 52.69

백시멘트 4,230 28 123 164 19.85 39.26 46.78 56.33

Table 5. 시멘트별 색차 분석결과

구 분
백색도 L a b

(Hunter) (White/Black) (+Red/-Green) (+Yellow/-Blue)

OPC 48.69 49.20 -0.31 7.19

백시멘트 92.00 92.67 -1.30 2.91

Table 3. 시멘트별 광물 조성(Bogue식)

구 분
광물조성(Bogue식)

C3S C2S C3A C4AF

OPC 47.02 25.38 7.6 9.66

백시멘트 67.07 12.67 10.01 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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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용이할 것으로 판단된다.

OPC와 달리 백시멘트 제품의 경우 백색도의 수치가 가

장 중요한 척도로 활용되고 있으나 그 외 a (Red/Green),

b (Yellow/Blue) 수치 또한 중요한 사항으로 색차를 평가

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Table 5).

3.2 백색 콘크리트 특성 평가

콘크리트 실험의 경우 일반적인 노출 콘크리트 기준과

Non-Slump 기준의 2종으로 각각 배합시험을 실시하고,

골재 종류 및 혼합 비율에 따른 특성을 비교함과 동시

에 발수성 백시멘트를 적용하여 내오염성 향상을 통한

기능적인 측면을 관찰하였다.

3.2.1 백색 노출 콘크리트 특성 비교

일반 백색 콘크리트의 경우 국토교통부 제정안[KCS

14 20 60]의 외장용 노출 콘크리트 기준을 참조하여 배

합 설계를 진행하였다.

1)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물리적 특성

골재별 물리적 특성에는 부순모래의 강도가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거의 유사한 강도라 판단되며, 색차 분석결

과 강사의 Yellow Index가 높게 형성되면서 낮은 백색도

를 형성하였고, Fig. 1에서와 같이 콘크리트 경화체의 색

은 더 뚜렷하게 나타났다 (Table 6).

2)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색차 비교 평가

골재별 색차 분석 결과 강사 대비 부순모래의 백색도

가 높게 형성 되었으며, 슬래그를 첨가시킨 경우 청변

발생에 따른 백색도가 소폭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Table 7).

잔골재로 부순모래와 비교하면 강사 적용시 백색도가

감소되며, 감소원인으로 콘크리트 표면에 규사 색상이 비

치고 그에 따라 Yellow Index가 확연히 높아짐에 따른

결과로서 이는 아래 경화체 사진으로도 명확히 확인 가

능하며, 이 경우 미분함량이 높을수록 두드러지게 나타

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바인더로 백시멘트 대신 슬

래그 치환량이 증가할 경우에도 백색도가 일정부분 저하

되었다.

3)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염소이온 침투저

항성

잔골재별 염소이온 침투저항성 수치는 다소 차이가 있

으며, 슬래그를 15% 첨가시킨 경우 소폭 개선됨을 확인

하였다(Table 8).

Table 6.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콘크리트의 물리적 특성

구 분 압축강도(MPa)

잔골재 슬래그 1일 3일 7일 28일

강사
-

21.3 32.5 37.6 42.4

부순모래 23.5 33.6 38.8 43.8

부순모래
슬래그 10% 17.8 30.8 33.6 40.4

슬래그 15% 16.8 28.2 32.8 39.3

Table 7.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콘크리트의 색차 비교

구 분 색차

바인더 잔골재 백색도 L a b

백시멘트 100%
강사 86.4 87.3 -0.20 5.0

부순모래 88.3 88.5 -0.72 1.65

백시멘트90% + 슬래그 10% 부순모래 85.8 85.9 -0.69 1.86

백시멘트 85% + 슬래그 15% 부순모래 84.0 84.05 -0.62 1.88

Fig. 1. 콘크리트 종류별 경화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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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Non-Slump 백색 콘크리트 특성 비교

Non-Slump 백색 콘크리트의 경우 방호울타리(콘크리

트 중앙분리대) 배합 조건을 기준으로 배합 설계를 진행

하였으며, 이 때 슬럼프는 5이하로 관리하였다.

1)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콘크리트 특성

조강 특성을 가진 백시멘트를 사용함으로서 기존 콘크

리트보다 초기 강도가 높게 형성됨을 확인하였다. 이 때

위의 일반 백색 노출 콘크리트 결과와 마찬가지로 강사

대비 부순모래의 강도가 소폭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잠재수경성 물질인 슬래그 첨가시 초기강도가 다소 낮은

특성을 나타내는 반면 슬래그를 첨가하지 않은 콘크리트

의 후기강도는 유사한 특성을 보였다(Table 9).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백색도 및 시인성 비교

일반적으로 표면처리를 하지 않은 콘크리트는 물이 흡

수되면서 우기시 다소 어두워지고, 시인성이 떨어지는 결

과를 나타냄에 따라 콘크리트 표면이 노출되는 현장의

경우 외부 조건에 따른 색차 비교는 중요한 자료가 된다.

시험 결과 건기에 비해 우기의 경우 반사율은 회색

45%, 백색 37% 정도 감소하며, 이런 결과를 해외 사례

의 결과와도 유사한 값을 형성하였다(Table 10).

Table 8.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콘크리트의 염소이온 침투저항성(KS F 2711)

구 분 통과전하량
침투등급

바인더 잔골재 (Coulombs)

백시멘트 100%
강사 3,005 보통

부순모래 3,215 보통

백시멘트 90% + 슬래그 10% 부순모래 3,004 보통

백시멘트 85% + 슬래그 15% 부순모래 2,761 보통

Table 9. Non- Slump 콘크리트의 골재 종류 및 슬래그 첨가에 따른 물리적 특성

구 분 Compressive Strength (MPa)

골재 슬래그 1day 3day 7day 28day

강사
無

26.4 37.3 43.8 58.4

부순모래 28.5 40.0 45.5 59.4

부순모래 슬래그 20% 17.7 34.8 40.8 56.2

Table 10. (바인더 종류 및 외부 조건별)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색차 및 반사율 특성 비교

구 분 색차
반사율 

(건기 조건)
반사율 

(우기 조건)

바인더 백색도 L a b D65/10º D65/10º

OPC 55.40 55.47 -0.76 4.16 0.31 0.17

백시멘트 81.02 81.52 -0.86 2.35 0.69 0.50

백시멘트 + 슬래그 20% 78.12 78.51 -0.85 2.50 0.63 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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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의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사진과 같이, 우천시 주

/야간 및 콘크리트에 빛의 조사되었을 때의 시인성 3가

지 경우를 콘크리트별로 비교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백시멘트가 적용된 백색 콘크리트의 경우 OPC가

적용된 콘크리트 대비 시인성 및 반사율이 월등히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기존 Cool Pavement 콘크리트

관련 문헌의 측정 결과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5)

(참고 : 아스팔트 0.05~0.1)

3.2.3 도로의 강성 방어울타리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연석 등)

에 대한
 
백색 콘크리트의 도입 필요성

1) 도로교통공단에서 2019년 기준 5개년도의 교통사고

통계분석 결과(Fig. 3), 국내 ‘19년 야간 교통사고 발생건

수(91,0670건)는 전체 발생건수(229,600건)의 39.7%, 사

망자 수(1,599명)는 전체 사망자수(3,349명)의 47.7%에 달

하였으며, 야간 교통량이 전체 교통량 중 차지하는 비율

은 약 26.6% 에도 불구하고 야간사고 발생건수의 39.7%,

사망자수의 47.7%를 차지(‘19년 기준) 하였다. 

2) 야간통행량을 감안하면, 주간대비 위험도 2~3배에

달하며 시인성 감소가 큰 우천시 위험도는 더 커지며,

이 결과는 야간의 시인성 저하가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3) 백색 콘크리트 적용시, 비용 상승보다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로 사회적비용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무

엇보다 국민생활안전을 향상시키기 위한 콘크리트의 시

인성 개선이 절실히 요구된다(Table 11).

Fig. 2. 콘크리트 중앙분리대의 외부 조건별 시인성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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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 발수 기능성 백시멘트 적용 콘크리트 특성 평가

일반적으로 백색 콘크리트의 경우 내오염성을 개선하

는 것이 가장 중요한 조건이며, 이를 위해 일반적으로

발수제를 표면에 도포하고 있으나 재료 및 도포 방식에

따라 침투깊이가 다르고, 균열 및 표면 탈락시 발수기능

을 상실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시험에서는 시멘트에 분말 발수제를 혼합하

여 콘크리트의 표면 뿐만 아니라 콘크리트 표면 균열 및

탈락될 경우를 대비하여 내부까지 발수성능을 유지하는

목적으로 시험을 실시하였다.

1) 발수제 흡수율 시험 방법

발수능령 평가 방법으로 Karsten tube를 활용하여 일정

시간 경과후 수분 흡수량(소요량)을 측정하여 비교 평가

를 진행하였다.

사용된 Karsten tube는 5 mL의 Tube를 사용하고, 시간

별 또는 24시간에서의 흡수율을 비교 평가하였다(Fig. 4).

2) 발수제 선정

발수제 선정을 위해 징크스테라이트, 실란계, 실란실록

산계 3종의 시간별 흡수 정도를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실란실록산계 발수제가 가장 우수한 결과를 나타냄에 따

라 이후 세부적인 발수 콘크리트 시험은 실란실록산계

발수제를 적용하여 평가를 진행하였다(Fig. 5).

3) 발수제 첨가량에 따른 흡수율 비교

우선 시멘트에 0~0.8% 발수제가 혼합된 발수성 시멘

트를 제조하고, 콘크리트에 혼합 후 경화체의 발수성능

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대략 0.4% 이후부터 표면발수

성능을 가지며, 0.6% 이상에서 내부 및 균열부위까지 발

수가 가능할 것을 확인하였다 (Table 12).

Fig. 6와 같이 발수제 성능평가에서. 콘크리트 표면, 내

부 및 균열부위의 비딩성능(Beading, 액상이 고체표면을

침투하지 못하고 물방울을 형성)을 평가한 사진으로 발

수제가 첨가되지 않은 경우 표면에 물이 흡수되고, 비딩

각도가 형성되지 않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발수제

가 0.4% 첨가된 경우 매끈한 표면 및 기포가 일정부분

형성된 표면에서 모두 비딩각도가 형성됨을 확인할 수

Fig. 3.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통계분석

Table 11. 재료 및 기후 조건별 반사율 (시인특성) 비교

재료 종류별 반사율 비교

Material surface 백색도 빛 반사 SRI

블랙 아크릴 페인트 - 0.05 0

아스팔트 콘크리트(NEW) - 0.05 0

아스팔트 콘크리트(OLD) - 0.1 6

일반 콘크리트(NEW) 0.35~0.45 19~32

일반 콘크리트(OLD) 0.2~0.3 38~52

백색 아크릴 페인트 - 0.8 100

백색 콘크리트(NEW) 0.7~0.8 86~100

기후 조건별 반사율 비교

아스팔트 콘크리트
0.05-0.1 (건기)

0.1~0.15 (풍화)

일반 콘크리트
0.35~0.4 (NEW)

0.2~0.3 (풍화 또는 우기)

백색 콘크리트
0.7~0.8 (NEW)

0.4~0.6 (풍화 또는 우기)

Fig. 4. 발수제 흡수율 시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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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발수성의 지표인 접촉각(Contact Angle)의 장비 측

정결과 발수성이 확인됨). 또한, 콘크리트 내부 및 균열

부위의 발수성능을 확인하기 위해 경화체 파단면 및 균

열 부위에 물을 떨어뜨린 결과 발수제 0.6%에서 내부 및

균열부위 모두에서 흡수가 되지 않다. 발수제를 대략

0.6%이상 첨가할 경우 전체적으로 완전한 비딩각도가 형

성되며, 물이 흡수되지 않아 우천시에도 자동차의 전조

등 만으로도 시인성이 확보되었으며, 내오염성, 내구성

등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백시멘트를 활용한 백색 콘크리트에 대

한 조건별(잔골재 종류 및 혼합재 첨가 유무) 물성 평가

를 진행하였으며, 이를 콘크리트의 두 분야인 노출콘크

리트와 도로의 강성 방호울타리인 콘크리트 중앙분리대

Table 12. 발수제 첨가량에 따른 표면 및 구체 방수 성능

구 분
발수제 첨가량(%)

0 0.2 0.4 0.6 0.8

흡수율 (%, 24H)
(Karsten tube)

100 80 5 4 4

발수 성능
(크렉 및 내부 발수)

下 下 中 上 上

* 발수성능 평가 : 上(내부 및 균열부위 발수 성능), 中(표면 발수 성능), 下(발수성능 없이 흡수)
(*발수제 첨가량 : C * 발수제%)

Fig. 6. 발수제 첨가에 따른 부위별 발수 성능

Fig. 5. 발수제 종류별 흡수율 시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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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용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추가적으로, 백시멘트 자체에 발수 기능성을 부여하여,

이를 콘크리트에 응용하여 콘크리트 표면과 내부에 대한

발수 성능을 평가하였다.

1) 백시멘트의 경우 기존 일반 시멘트와 비교 분석 결

과, 초기강도 및 후기강도 우수하고, 높은 백색도를 보

유함에 따라 심미성 및 시인성이 우수하여 콘크리트 적

용시 그 활용 가치가 높다고 판단하였다. 특히, 도로의

강성 방호울타리(중앙분리대, 연석 등)에 백색 콘크리트

를 적용하면, 우천이나 야간 운전시에도 운전자의 시야

확보를 위한 시인성이 개선 되어 교통사고율의 저감효

과가 매우 클 것으로 사료된다. 

2) 백색 콘크리트의 물리적 성능 평가 결과, 높은 압축

강도를 형성하였으며 염소이온 침투 저항성 측정 결과

기존 일반콘크리트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슬래그

를 15%이상 적용시 일정부분 청변이 두드러지게 발생하

였으며, 첨가량 증가에 따라 강도와 백색도가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콘크리트 제조시 잔골재별 특징으

로는 부순골재를 적용한 경우 높은 백색도를 나타낸 반

면에 강사(황색)적용시 Yellow Index가 상승하여 백색도

에 감소시키는 영향을 주었다. 즉, 백색 및 칼라콘크리

트 타설시, 바인더(시멘트, 슬래그 등) 뿐만 아니라 잔골

재 선정이 원하는 콘크리트 색상 발현에 큰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3) 본 실험에서는 실란실록산계 발수제를 첨가하여, 발

수 기능성 백시멘트를 제조하여 콘크리트 바인더로 적용

하였다. 그 결과, 시멘트 대비 0.4%이내에서 표면발수,

0.6%이상에서 콘크리트 내부 및 균열 부위에 발수성능

을 나타내어 이런 발수성능은 콘크리트 내오염성 및 내

구성능의 향상에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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