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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고로슬래그(BFS)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의 최적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해 반응표면분석법 중 하나인 Box-Behnken법을 이용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량기포콘크리트는 상압증기양생법으로 제조하였으며 주요 실험변수로는 물/분체(W/Pd)비, BFS 치환률 그리고

분체량(Pd) 기준 Al분말 첨가량을 설정하였다. 반응표면분석에 의해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에 대한 회귀 모델식

이 유도되었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건비중과 압축강도에 대한 목표값을 각각 0.72와 4.42 MPa로 설정하고 회귀 모델식에 의해

도출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최적 배합비는 W/Pd비 0.62, BFS 치환률 35.5% 그리고 분체대비 Al분말 첨가량 0.05%이었다. 이처럼

도출된 배합비로 제조한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체에 대한 절건비중과 압축강도의 측정값을 통해 회귀 모델식의 신뢰성이 확인되었다. 

주제어 : 고로슬래그, 경량기포콘크리트, 반응표면분석법, Box-Behnken

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optimize a mixing design of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with the blast furnace slag(BFS) using

Box-Behnken method, one of response surface designs. The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with the BFS was made on the con-

ditions of steam curing method at atmospheric pressure. The experimental factors were unit Water(W)/total powder(Pd) ratio,

BFS replacement percentage and Al powder addition based on the total powder (Pd*%). From the results of the response surface

analysis, regression models for dried specific grav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the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were derived.

When the target values for dried specific grav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the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were set at 0.72

and 4.42 MPa respectively, its optimized mixing conditions driven from the regression models were 0.62 of W/Pd ratio, 35.5%

of BFS replacement and 0.05% of Al powder addition. This experimental design model was found to be credible by measuring

the dried specific grav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ample made from the above mixing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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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제품을 생산하기 위해서 철광석, 원료탄 및 석회

석등의 천연광물이 사용된다. 이 과정에서 철강 생산량

의 약 30%에 해당하는 고로슬래그가 발생한다.1) 2011

년도에 약 2035만톤의 고로슬래그가 발생되었으며, 그

중 시멘트 원료로 63.8%, 도로용 골재 22.5%, 성토용

10.4% 그리고 비료용 원료 3.3%(67 만톤)로2) 부가가치

가 낮은 산업 원자재로 활용되고 있다. 이를 부가가치

가 높은 기능성 건축 재료의 원료로 순화자원화할 수

있는 재활용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

되고 있는 경량기포콘크리트는 포틀랜트 시멘트, 생석

회, 규사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슬러리에 Al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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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을 소량 첨가하여 발포시킨 후 180oC 10기압에서

고온고압 증기양생시켜 생산하고 있어 시중에서는

ALC(autoclave lightweight concrete)블록으로 알려져

있다.3,4,5) 포틀랜트 시멘트 1톤을 제조하는데 석회석

1,260 kg, 점토 200 kg, 규석 20 kg, 철광석 20 kg 그

리고 석고 35 kg이 필요하며6), 이때 0.8 ton의 CO2가

방출되고 있다7). 그러므로 경량기포콘크리트 원료로 포

틀랜트 시멘트의 일부분만이라도 고로슬래그를 대체할

수만 있다면 천연광물자원 및 에너지절약과 CO2 방출

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

로슬래그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건자재인 경량기포콘크

리트 개발 연구를 수행하였다.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공정은 다양한 실험인자에 영

향을 받으며, 공정최적화시 각 인자의 영향을 정량적으

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된다. 제조공정에서 물

리적 특성을 예측하기 위하여 기존의 결과들을 통계적

으로 분석하여 수식화 하거나, 이론적인 실험조건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일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경험

적 모형연구(empirical simulation)인 실험 model의 최

적조건에 대한 규명하는 방법으로 반응표면설계법

(response surface design)이 다양한 분야(환경, 의약,

화학, 식품)에서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경량기포콘크리

트 제조에 적용된 사례는 미비하다.9, 10)

따라서 본 연구는 고로슬래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최

적 배합비를 도출하기 위해 실험계획법으로 반응표면설

계법을 적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실험계획,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2.1. 실험계획법

전통적 실험방법으로는 실험변수 중 한 변수를 제외

한 모든 변수를 고정하여 연구를 적용하였다(one factor

at a time method).11) 이 방법은 인자 간에 상호작용에

관한 교호작용 효과 검출이 불가능하다. 실험영역 전체

를 균형 있게 고려하지 못함으로써 국소 최적해(local

optimum)를 찾게 된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최적 조

건을 찾기 위해 많은 수의 실험이 필요하게 되는 문제

점이 있다. 반면에 실험계획법(design of experiments,

DOE)은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실

험설계 및 데이터를 분석한다. 그로 인해 최소 실험횟

수로 연구자가 원하는 실험요인 및 수준에서 실험결과

를 추정할 수 있다.12, 13)

2.2. 반응표면설계법 

반응표면분석은 실험계획법에 따라 실험하여 얻은 데

이터를 적절한 모델함수에 적합화(fitting)시키는 일종의

수리 통계적 기술이다. 각 공정 효과를 회귀 모델식으

로 유도하며, 모델식이 적절한지를 확인 실험을 통해 규

명한다. 

Fig. 1은 반응표면설계법 중 하나인 Box-Behnken법

(이하 B-B법이라 약 함)의 설계모형을 나타낸 것이다.

B-B법은 균형 불완비 블록계획법(Balanced Incomplete

Block Design; BIBD)에 2k요인 배치계획을 결합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또한 중심점에서 실험수 Nc를 추

가시켜서 2차 반응표면 식을 추정할 수 있는 실험계획

법이다.14) B-B법은 반응표면의 l차,2차효과를 효율적으

로 추정할 수 있다. 실험요인수가 같을 경우 중심합성

설계법(central composite design)보다 실험 횟수가 적은

것이 특징이다. 실험비용을 많이 소비하거나, 현실적으

로 실험이 불가능할 경우 유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15)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독립변수로

물/분체비(이하 W/Pd라 약함),고로슬래그(이하 BFS라 약

함) 치환률, 분체(Pd) 대비 Al분말 첨가량(Pd*%)을 설

정하였다. 

Table 1은 경량기포콘크리트 공시체 목표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2는 실험 요인 및 수준을 나타낸 것이다. 각

요인과 수준은 예비실험을 통하여 큰 영향을 미치는 실

험조건을 선정하였다. 

Table 3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배합비 및 실험결과를

Fig. 1. Box-Behnken method concept.

Table 1. The goal performance of product 

Properties Goal performance

Dried specific gravity 0.70 ～ 0.75

Compressive strength over 2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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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 것이다. B-B법에 의한 실험 결과는 MINITAB

16을 사용하여 통계처리를 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측정한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실험은 총 15회 수

행하였으며, 가운데 3개의 중앙점(실험번호 4, 5, 10)은

반복실험으로 회귀모형의 적합성을 판단기준으로 사용

된다. 적합성 판단은 적합성 결여 검정을 실시하여 판

단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량기포콘크리트 절건비중과 압

축강도에 대한 분산분석으로 적합성 검정을 실시하였다.

적합성 검정의 귀무가설은 “회귀 모델식은 타당하다”,

대립가설은 “회귀 모델식은 타당하지 않다”라고 가설을

세운다. 적합성 결여 검정 임계값 P값(critical point)을

5%로 설정하며, 그 값이 5% 미만이면 대립가설을 채

택하여 추정된 회귀모형은 사용할 수 없다.16) 분산분석

은 여러 효과(1차효과, 2차효과, 교호효과)로 나누어져

있고, 각 효과 관찰 값의 자료를 분석한다. 분산분석의

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뉘는데 귀무가설은 “각

실험요인에 대한 변화는 없다”, 대립가설은 “각 실험요

인에 대한 변화가 있다”라고 설정한다. 검정 임계값

5%미만이 나오면 대립가설을 채택한다. 분산분석에서

F값의 크기에 따라 경량기포콘크리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다. 회귀분석에서 여러 변수 사이에 1차효

과, 2차효과 및 교호효과 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면 회귀

분석을 사용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회귀모형의 기

울기(β)가 0으로부터 유의하게 차이난다면 회귀모형이

성립한다고 말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표본의 기울기

b가 모수 β를 중심으로 t분포를 이룬다고 가정하여 t-검

정을 실시한다. t-검정의 가설은 귀무가설과 대립가설로

나누어진다. 귀무가설은 “각 항의 회귀모형 기울기는 0

과 같다”, 대립가설은 “각 항의 회귀모형 기울기는 0이

아니다”라고 설정한다. 일반적인 연구에서 검정 임계값

(critical point)을 5%로 규정하고 있다.17)

Table 2. Experimental factors and range

Factor
Range

Testing item
lower limit upper limit

W/Pd 0.50 0.70 dried specific

gravity,

compressive

strength 

BFS replacement ratios 12 59

Al powder (Pd*%) 0.05 0.07

Table 3. The design of experiment and test results

Run

Test factor Results of an experiment

remark
W/Pd

BFS replacement ratios 

(%)

Al powder

(Pd*%)

dried specific 

gravity

compressive 

strength (MPa)

1 0.50(-) 12(-) 0.06(0) 0.793 3.93

(coded unit)

2 0.60(0) 12(-) 0.05(-) 0.733 4.03

3 0.60(0) 12(-) 0.07(+) 0.667 2.72

4 0.60(0) 35(0) 0.06(0) 0.73 3.85

5 0.60(0) 35(0) 0.06(0) 0.71 4.08

6 0.60(0) 59(+) 0.07(+) 0.66 3.97

7 0.70(+) 59(+) 0.06(0) 0.64 3.82

8 0.70(+) 35(0) 0.05(-) 0.681 4.18

9 0.60(0) 59(+) 0.05(-) 0.736 4.68

10 0.60(0) 35(0) 0.06(0) 0.73 3.50

11 0.70(+) 35(0) 0.07(+) 0.659 3.29

12 0.50(-) 35(0) 0.05(-) 0.845 5.63

13 0.50(-) 35(0) 0.07(+) 0.81 4.84

14 0.70(+) 12(-) 0.06(0) 0.66 2.42

15 0.50(-) 59(+) 0.06(0) 0.85 5.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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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재료

Table 4는 경량기포콘크리트 제조에 사용한 재료를

나타낸 것이다. 시멘트는 H사의 1종 보통 포틀랜트 시

멘트, 분말도 4700 cm2/g의 BFS, H사의 생석회를 사용

하였다. 또한 발포제는 Y사의 Al분말을 사용하였다. 

2.4. 실험방법

Fig. 2는 경량기포콘크리트 배합 및 양생과정을 나타

낸 것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배합은 물과 생석회를

모르타르 배합기로 혼합하고, BFS와 포틀랜트 시멘트

를 투여하여 섞어준 슬러리에 Al분말을 첨가하여 다시

혼합을 실시하였다. 이렇게 제조한 슬러리를 성형몰드

(50 × 50 × 50)에 부어 발포된 경량기포콘크리트 시험체

를 제작하였다. 증기양생(5일)하여 절건비중 및 압축강

도를 측정하였다.

3. 실험결과

3.1.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건비중

Table 5와 6은 반응표면설계법에 의해 진행된 경량기

포콘크리트의 실험결과(Table 3) 중 절건비중 결과를 이

용하여 도출된 회귀계수와 분산분석표를 나타낸 것이다.

식 (1)은 Table 5에서 도출된 경량기포콘크리트 절건비

중 회귀 모델식으로 R2
(수정)값은 91.05%로 확인되었다.

보통 R2는 그 회귀 모델식이 데이터를 얼마만큼 근접

하게 예측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척도이다. 하지만 회

귀 모델식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할 수 없

다. 그 이유는 R2의 값은 자유도가 고려되지 않았기 때

문이다.18) 따라서 R2를 사용하는 대신에, 자유도가 고

려된 수정 R2(adjust R2)를 사용한다. Table 5는 경량

Fig. 2. Flowchart for the production process of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Table 4. Physical properties of raw materials for the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Material Symbol Physical properties

Cement C normal portland cement

Blast furnace slag BFS fineness  4700

Quicklime CaO CaO content 83.03%

Aluminium powder Al Al purity 92~96.2%

Table 5.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dried specific gravity

Section Coefficient SE coefficient T P

Constant 0.70943 0.007659 92.627 0.000 

W/Pd(M) −0.08225 0.007164 −11.481 0.000 

Al(Pd*%) −0.02487 0.007164 −3.472 0.005 

M
2

0.03282 0.010487 3.130 0.010 

SE : standard error, T : coefficient / SE coefficient, P : defined as the smallest level of significance leading to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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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포콘크리트 절건비중에 대해 추정된 회귀계수를 나타

낸 것이다. 절건비중 회귀계수 중 BFS 치환률 1차효과,

BFS 치환률 및 분체 대비 Al분말 첨가량의 2차효과

그리고 교호효과항은 검정 임계값(P 5%)이상으로 확인

되었다. 그래서 경량기포콘크리트 절건비중 회귀 모델

식 중 BFS 치환률 1차효과, BFS 치환률 및 분체 대

비 Al분말 첨가량의 2차효과 그리고 교호효과항의 기

울기가 0과 같아 회귀 모델식에서 제외하였다.

D = 0.70943 − 0.08225M − 0.02487A + 0.03282M2 (1)

여기서, D=절건비중, M= W/Pd, A= 분체대비 Al분

말 첨가량, 여기서 M과 A는 코드화된 단위 사용, R2 :

92.32%, R2
(수정) : 91.50%

Table 6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절건비중의 분산분석 표

이다. Table 6에서 W/Pd비의 1차효과의 F값이 131.81

로 조사되었으며, 이는 절건비중 분산분석에 가장 큰 F

값이다. 따라서 경량기포콘크리트 절건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W/Pd라 언급할 수 있다. 

Fig. 3은 식 (1)에 의해 도출된 그래프로서, W/Pd비

및 분체대비 Al 분말 첨가량에 따른 경량기포콘크리트

절건비중 등고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W/Pd비와 분체대비 Al분말 첨가량이 높아질수

록 절건비중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절건비중 0.65

경계선에서 직선이 아닌 곡선이 나타난다. 이 부분은

W/Pd비의 2차효과를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W/Pd비의

2차효과는 W/Pd비가 증가하여도 그에 비례하여 절건비

중이 감소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3.2.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압축강도

Table 7과 8은 반응표면설계법에 의해 진행된 경량기

포콘크리트의 실험결과(Table 3) 중 압축강도 결과를 이

용하여 도출된 회귀계수와 분산분석표를 나타낸 것이다.

식 (2)는 Table 7에서 도출된 경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

도 회귀 모델식으로 R2
(수정)값은 86.67%로 확인되었다.

Table 7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대해 추정된 회

귀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압축강도 회귀 모델식 중

BFS 치환률, 분체대비 Al분말 첨가량, 2차효과 그리고

교호효과 항은 검정 임계값 이상이 나와, 경량기포콘크

리트 압축강도 회귀 모델식 중 BFS 치환률, 분체대비

Al분말 첨가량, 2차효과 그리고 교호효과 항은 기울기

가 0과 같아 회귀 모델식에서 제외하였다.  

Fig. 3. The contour plot of dried specific gravity.

Table 6. Regression analysis and response surface model fitting on dried specific gravity

DF SS MS F P

Regression analysis 3 0.0631 0.0210 51.21 0.000 

Linear 2 0.0591 0.0295 71.93 0.000 

W/Pd(M) 1 0.0541 0.0541 131.80 0.000 

Al(Pd*%) 1 0.0050 0.0050 12.05 0.005 

Square 1 0.0040 0.0040 9.79 0.010 

M
2

1 0.0040 0.0040 9.79 0.010 

Residual error 11 0.0045 0.0004 

Lack-of-fit 5 0.0024 0.0005 1.36 0.357 

Pure error 6 0.0021 0.0004 

Total 14 0.0676 

DF : degree of freedom, SS : sum of squares, MS : mean squares, F : MSR/MSE, P : defined as the smallest level of significance leading 

to rejection of the null hypo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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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3.692 −0.7928M + 0.5299B −0.4631A + 0.3879M2

 (2)

여기서, C : 압축강도, M : W/Pd, B : BFS 치환률,

A: 분체대비 Al분말 첨가량, 여기서 M, B 그리고 A는

코드화된 단위 사용, R2 : 92.32%, R2
(수정) : 86.67%

Table 8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도의 분산분석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8에서 경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

도의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끼친 순서는 W/Pd비,

BFS 치환률, 분체대비 Al 분말첨가량 그리고 W/Pd비

2차효과로 확인되었다.

BFS 치환률은 압축강도의 증가 및 감소에 영향을 주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절건비중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와 같이 절건비중에는 영향

을 미치지 못하지만 강도에 영향을 미친 이유는 고로슬

래그의 잠재수경성 때문이라 판단된다.19)

Fig. 4는 식 (2)로 도출된 그래프로서, W/Pd비 및

BFS 치환률에 따른 경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도 등고선

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을 보면 알 수 있듯이 경량기

포콘크리트 압축강도 4.50 MPa에서  BFS 치환률에 따른

등고선의 기울기가 직선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압

축강도 4.00 MPa 이하에서는 등고선에 2차효과가 발생

한다. 이는 일정 W/Pd비가 되면 BFS 치환량이 증가하여

도 압축강도는 계속적으로 증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Table 7. Estimated regression coefficients for compressive strength

Section Coefficient SE coefficient T P

Constant 3.692 0.12779 28.891 0.000 

W/Pd(M) −0.7928 0.11697 −6.778 0.000 

BFS 0.5299 0.09954 5.323 0.005 

Al(Pd*%) −0.4631 0.11697 −3.959 0.003 

M
2

0.3879 0.17123 2.265 0.047 

Table 8. Regression analysis and response surface model fitting on compressive strength

DF SS MS F P

Regression analysis 4 10.4056 2.6014 23.77 0.000 

Linear 3 9.8439 3.2813 29.98 0.000 

W/Pd(M) 1 5.0283 5.0283 45.94 0.000 

BFS 1 3.0998 3.0998 28.32 0.000 

Al 1 1.7157 1.7157 15.67 0.003 

Square 1 0.5619 0.5619 5.13 0.047 

M
2

1 0.5619 0.5619 5.13 0.047 

Residual error 10 1.0946 0.1095 

Lack-of-fit 8 0.9261 0.1158 1.36 0.488 

Pure error 2 0.1685 0.0843 

Total 14 11.5004 

Fig. 4. The contour plot of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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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다중반응분석법

다중반응분석법은 여러 반응변수들(절건비중과  압축

강도)의 등고선도를 동시에 고려하는 방법이다. 이 분

석법은 각각의 실험결과에 대해 타협영역을 설정하고

전체 반응인자를 고려하는 것이다.  Fig. 3과 4는 각각

단일인자들의 최적 반응값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에서

경량화만 고려하면 압축강도 문제가 있고, 압축강도만

고려하면 절건비중에 문제가 있다. 이처럼 절건비중과

압축강도는 서로 반비례적인 관계를 형성한다. 그래서

본 연구진은 절건비중과 압축강도 모두 만족하는 타협

영역을 설정하였다. Table 9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타

협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Fig. 5는 식 (1), (2)로 도출된 그래프로서, W/Pd비

및 분체대비 Al 분말 첨가량 변화에 따른 경량기포콘

크리트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에 대한 상관관계 중첩등

고선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하얀 범위는 절건비

중 (0.70~0.75)와 압축강도(2~5 MPa)를 동시에 만족하

는 영역이다. Fig. 5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일정 W/Pd

비에서 절건비중과 압축강도의 타협영역을 만족하는 것

을 알 수 있다. 이는 W/Pd의 1차효과가 경량기포콘크

리트의 절건비중과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4. 최적 배합비 도출 및 검증

중첩등고선도는 주어진 반응영역들 사이의 면(面)적

인 최적조건 영역을 나타낸 것이다. 점적인 최적 실험

조건을 MINITAB 16의 반응최적화도구를 사용하여 도

출하였다. 

Table 10은 경량기포콘크리트 시제품의 물리적 특성

목표값을 나타낸 것이다. Table 10을 보면 알 수 있듯

이 절건비중 0.72, 압축강도 4.42 MPa 이상의 값을 추

구하는 조건으로 최적점을 도출하고자한다. 

Fig. 6은 반응 최적화 결과를 갈무리(capture) 한 그

림이다. 반응최적화 결과 W/Pd 0.62, BFS 치환률

35.5%, 분체대비 Al분말 첨가량 0.050%의 최적 배합비

가 도출되었다. 

Table 11은 목표성능에 대한 최적배합비와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의 추정값을 정리한 것이다. Table 12는 유

도된 회귀 모델식에서 도출된 배합비로 예측된 경량기

포콘크리트의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와 실제 제조한 공

Fig. 5. Overlaid contour plot.

Table 9. The goals of multi-response surface analysis

Response Lower limit Upper limit Goal

Dried specific gravity 0.60 0.80 0.72

Compressive strength(MPa) 2 5 4.42

Table 10. Optimal response of products

Response Lower limit Upper limit

Dried specific gravity 0.70 0.75

Compressive strength(MPa) 2.0 5.0

Table 11. Optimal factors / response values using numerical

analytical method in the object goal

Factors / response Level / Goal
Numerical 

optimization

W/Pd 0.5~0.7 0.62

BFS replacement ratios 12~59 35.5

Al powder (Pd*%) 0.05~0.07 0.05

Dried specific gravity Goal 0.725

Compressive 

strength(MPa)
Goal 4.42

Fig. 6. The capture screen of optimization for producing

lightweight aerated concrete with blast furnace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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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물성값을 비교하기위해 한국건설생활시험연구원

(KCL)에 시험을 의뢰하여 얻은 측정값을 나타낸 것이

다. 고로슬래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건비중에 대한 예

측값과 측정값의 평균 오차율은 +4.2%이었다. 또한 경

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도의 평균값은 5.30 MPa이며 목

표 압축강도에 대해 +19.9%의 오차를 보이고 있지만,

압축강도에 대한 독일 및 프랑스 규정에서는 3~6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15 ~ +25% 실험편차를 인정하는 것

을 감안할 때9) 본 연구에서 유도된 회귀 모델식은 신

뢰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4. 결 론

실험계획법의 하나인 반응표면분석법 중 Box-

Behnken법을 이용하여 고로슬래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최적배합 도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

론을 얻었다.

1) 반응표면분석의 1차효과에 따르면 W/Pd비와 분체

대비 Al분말 첨가량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건비중과

압축강도에 영향이 있고, BFS 치환률은 압축강도에만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Box-Behnken법으로 설계한 여러 배합비로 제조한

고로슬래그 경량기포콘크리트 공시체의 절건비중과 압

축강도를 반응표면분석한 결과, 신뢰도가 높은 경량기

포콘크리트 절건비중 및 압축강도의 회귀 모델식을 도

출할 수 있었다. 

3) 상압증기양생 고로슬래그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

건비중과 압축강도에 대한 목표값을 각각 0.72와 4.42

MPa로 설정하고 회귀 모델식을 이용하여 도출된 최적

배합조건은 W/Pd비 0.62, BFS 치환률 35.5% 그리고

분체대비 Al 분말 첨가량 0.05 %이었다. 그리고 도출

된 최적배합비로 제조한 경량기포콘크리트 공시체의 절

건비중과 압축강도는 각각 0.74과 5.30 MPa이었다. 경

량기포콘크리트 압축강도의 오차율은 19.9%로 다소 크

지만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압축강도에 대한 독일 및 프

랑스의 규정에서 -15~+25% 실험편차를 인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서 유도된 회귀 모델식은 신뢰성

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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