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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tors Levels Test items

Replacement ratio of WCP (°/wt) 0, 50, 100 SEM

XRDAutoclave curing time(h) 5, 7, 9

Table 1. Design of experiment

Sample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SO3 Ig.loss

Quartz 90.0 4.1 1.6 0.6 0.1 0.8 - 1.3

WCP 59.8 19.6 9.0 5.3 3.1 0.9 1.7 0.6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Quarts and WC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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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shown the chemical characteristics by SEM and XRD for the Light-weight Foamed 

Concrete according to replacement ratio of WCP and the autoclave curing time. From the SEM of the 

Light-weight Foamed Concrete after hydrothermal raction, regardless of replacement ratio of WCP and 

the autoclave curing time,  forms the crystal hydrates having various shapes such as board and fiber etc 

is generated. From the XRD, it seems that the tobermorite hydrate is originated from crystalized quartz

요  약

본 연구는 WCP 체율  오토클 이  양생시간 변화에 따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미세구조  물분석을 통한 

화학  특성을 검토하 다. 경화체의 미세구조 분석으로부터 수열 반응 후 WCP 체율  양생시간에 계없이 반응

하여 상형, 섬유형의 결정 구조물의 수화물을 형성한 것을 확인하 다. 한 Tobermorite(C5S6H5)는 WCP의 구성성

분인 결정질 Quartz의 반응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1. 서   론

  

  WCP는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부산물로 주요구성물이 SiO2 와 Al2O3로 이루어져 있어 이론 으로 

실리카질 재료로 사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는다. 이에 본 연구는 순환골재 제조 시 발생되는 WCP를 재활용하기 

한 일련의 연구로써 체율  오토클 이  양생시간 변화에 따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화학  특성을 검토하여 

WCP의 재활용을 한 기  자료로 활용하고자 한다.

2.  실험 계획  방법

Table 1은 실험계획을 나타낸 것으로 WCP 체율은 0, 

50, 100% 3수 , 오토클 이  양생시간은 5, 7, 9시간 3수

으로 하 다. Table 2는 실리카원으로 사용된 규사와 

WCP의 화학조성을 나타낸 것으로 규사의 평균입도는 

75.35㎛이고, WCP는 SiO2가 59.8% 함유되어 있으며 도가 

2.37이고 평균입도는 78.23㎛이다. Fig. 1은 양생방법을 나타

낸 것으로 180℃, 10atm 조건으로 5, 7, 9시간 유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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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uring process

Fig. 3 XRD patterns of the specimen 

5h-0% 5h-50% 5h-100%

7h-0% 7h-50% 7h-100%

9h-0% 9h-50% 9h-100%

Fig. 2 SEM of microstructure 

3. 결과  고찰

 

3.1 미세구조(SEM)

5CaO᠊6SiO2᠊5H2O의 Tobermorite는 오토클래이  양생(180℃, 10atm)의 

수열반응 조건에서 실리카(SiO2) 재료와 칼슘질(CaO) 재료가 수열합성하여 

생성되고, 결정구조는 상형, 섬유형을 갖는다. Fig. 2는 경화체의 미세구

조를 SEM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이다. 체율 0%의 경우, 상형의 

Tobermorite가 서로 겹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WCP 체율이 

증가할수록 결정구조는 상형에서 섬유형으로 변화된다. 양생시간 증가에 

따른 결정구조는 체 으로 상형으로 나타난다. 양생 5, 7시간에서는 

체율이 증가 할수록 섬유형으로 변했지만, 9시간에서는 체 으로 상형

의 결정구조로 나타났다.

3.2 물분석(XRD)

  Fig. 3은 물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으로, 반응 후 WCP의 Quartz 피크

이 낮아지면서 Tobermorite, Quartz, Muscovite, Feldspar, Calcite 수화물이 

생성되었다. 180℃ 10atm 조건에서 SiO2와 CaO의 반응생성물인  

Tobermorite가 WCP 체율과 양생조건에 향을 받지 않고 생성 되었다. 

반응 후에도 나타난 Quartz는 수열반응 조건에서 미반응 결정 일부가 잔존하

며 나타나는 것이다. 이외에 생성된 Feldspar는 규산알루미늄 물로 골재로 

사용된 화강암의 주요 구성분으로 단되며, Muscovite는 화강암을 구성하는 

성분이다. Calcite는 시멘트 수화물인 Ca(OH)2가 공기 의 CO2와 반응하여 

생성된 CaCO3이다.

4. 결 론

1)  경화체의 미세구조(SEM)는 수열 반응 후 

WCP 체율  양생시간과 계없이 상형, 

섬유형의 결정 구조물의 수화물을 형성했다.

2)  180℃ 10atm의 수열 반응 조건에서 WCP의 

Quartz 피크 이 반응 후 낮아지면서 SiO2와 

CaO가 반응해 Tobermorite(C5S6H5)의 수화 생

성물이 형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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