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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

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 폐기물을 재활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폐기물 중 Bottom Ash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

로 매년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지만 재활용률은 매우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이를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지만 Bottom

Ash의 강도 부족 및 침하특성으로 인하여 Bottom Ash만을 100%

활용하였을 때에는 적용범위가 한정적으로 나타나 Bottom Ash의

활용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의 건설재료로써 활용률을 높이기 위

하여 시멘트, 석회, Fly Ash와 굴패각을 혼합하고 혼합비, 양생방법,

양생일수를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이에 따른 함수비 변화 및 일축압

축강도와 변형계수를 비교 분석하였다. 혼합한 재료를 양생하지 않

은 경우 굴패각을 제외한 나머지 혼합재료에서 혼합비에 따라 강도

및 변형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혼합재료의 양생 시 밀봉

양생과 습윤 양생은 공시체를 습윤 상태로 유지시켰지만 기건 양생

은 양생 초기에 급격하게 함수비가 감소함이 나타났다. 또한 각 혼

합비 및 양생방법에 따른 강도 및 변형계수의 경향과 크기가 다르

게 나타났으며 이에 따라 혼합재료의 종류별로 합리적인 혼합비, 양

생방법, 양생일수를 제안하였다. 다른 재료의 혼합과 적절한 양생

방법을 통하여 Bottom Ash의 강도특성을 개선할 수 있었으며 결과

적으로 건설재료로써의 활용범위를 넓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Bottom Ash, 시멘트, Fly Ash, 석회, 굴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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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생, 일축압축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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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현대사회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라 다양한 종류의 폐기물이 다량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폐기물 발생량은 현재 약 1억 3천

만톤에 이르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02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국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폐기물의 재활용은

천연자원의 절약 및 쓰레기를 매립, 소각하기 위한 시설투자비 감소

와 같은 경제적인 효과와 함께 쓰레기 처리에 따른 환경안전상의

문제를 저감시킨다는 환경적인 효과로 현대사회에서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심재곤, 1998). 특히 건설 분야에 있어서 천연골재

채취로 인한 자연훼손, 토취장 확보문제, 천연골재의 수급난과 가격

상승으로 인한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 폐기물을 건설재료로써 재활

용하려는 시도가 계속되고 있다.

폐기물 중 석탄회는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산업 부산물로, 산

업발달과 경제성장으로 인하여 급증하는 전력사용량과 함께 발생량

이 매년 증가하여 현재 약 1000만톤에 이르는 양이 매년 발생하고

있다. 석탄회는 크게 Fly Ash와 Bottom Ash로 나뉘며 Fly Ash의

경우 시멘트 대체재, 지반안정제 등 건설재료로써 재활용되고 있지

만 총 발생량의 15∼20%를 차지하는 Bottom Ash는 대부분 회사장

에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매립지 부족과 화력발전소 주변

주민들의 반대로 인한 처리시설 확보의 문제로 이를 건설재료로써

재활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국내외에서 진행되어 왔다 (천병식

등, 1990; Huang, 1990; Rogbeck 등, 1996; 이영휘, 2008; 국길근 등,

2010; Marto 등, 2010; Park 등, 2013). 이와 같은 연구에서 Bottom

Ash의 공학적, 환경적 특성이 규명되었고 건설재료로써의 활용 가

능성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Bottom Ash 만을 100% 활용 시 강도



- 2 -

부족과 침하 문제로 인하여 적용 범위가 한정적으로 나타나 Bottom

Ash의 활용 범위를 넓히는 방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Bottom Ash의 강도 부족 및 침하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

로 Fly Ash나 시멘트, 석회, 준설토 등을 혼합 및 양생을 하는 방법

이 제안되었다. 그러나 혼합재료와의 반응성이 낮은 Bottom Ash의

특성으로 인하여 활용을 위한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부족한 실정이

다. 따라서 Bottom Ash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혼합 재료의

종류나 혼합 방법의 제안뿐만 아니라 다양한 혼합비와 양생방법 및

양생일수에 따른 특성에 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해 시멘트,

석회, Fly Ash와 폐기물로 분류되고 있는 굴패각을 포함한 4가지

종류의 재료를 혼합하였다. 각 재료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분석

을 실시하였고 혼합비, 양생방법, 양생일수 및 함수비 변화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와 변형계수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결과로부터 혼합

재료의 종류, 활용목적에 따라 효과적인 혼합비와 양생방법 및 양생

일수를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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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사

2.1 Bottom Ash

Bottom Ash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는 197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

으며 산업화가 가속됨에 따라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Bottom

Ash를 건설재료로써 활용하기 위한 공학적/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천병식 등 (1990), Huang (1990), Rogbeck 등

(1996)과 국길근 등 (2010)은 Bottom Ash의 토질 역학적 특성을 파

악하기 위한 실험을 실시하여 성토재나 도로용 재료로의 사용에 대

하여 고찰하였으며, Marto 등 (2010)과 Awang 등 (2012)은

Bottom Ash의 입자의 형태와 토질 역학적 특성이 관련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박재성 등 (2012)은 우리나라 11개의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한 Bottom Ash의 지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Bottom Ash는

환경적으로 무해한 재료임을 밝힌바 있다. 선행 연구에서 Bottom

Ash는 비중이 낮은 경량성 재료로 마찰각이 크고 투수성이 우수하

여 뒷채움재나 성토재같은 건설재료로써의 활용이 가능함이 나타났

다. 그러나 낮은 압축강도와 다짐이나 하중의 재하시 나타나는 파쇄

및 침하로 인하여 적용범위가 한정적으로 제시되었다.

Bottom Ash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하여 Bottom Ash에 다른 재료

를 혼합하는 혼합재료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Kim 등 (2008),

신웅기 등 (2010), Awang 등 (2012)는 Bottom Ash와 Fly Ash 혼

합재료에 관한 연구에서 혼합비 5:5의 혼합재료가 강도 및 다짐측면

에서 효율적이며 투수계수 또한 높게 유지할 수 있다고 하였다. 특

히 신웅기 등 (2010)과 Awang 등 (2012)의 연구에서는 양생일수에

따른 강도 변화에 대하여 고찰하여 Bottom Ash 혼합재료를 양생시

양생일수에 따라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Bott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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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h에 수화 반응을 일으킬 수 있는 재료를 혼합 및 양생하여 활용

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 또한 진행되고 있다.

강효섭 등 (2011)과 Kim 등 (2011)은 Bottom Ash의 강도 증진을

위하여 준설토, 폐타이어, 시멘트 혼합물을 제안하였고, 혼합재료에

서 Bottom Ash의 혼합비가 증가하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록 강도

및 CBR 값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Kumar and Vaddu (2004)은 벤토

나이트를 혼합한 혼합재료는 혼합비 및 양생일수가 커짐에 따라 강

도와 변형계수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박은영 등 (1995)은 고화제

인 시멘트나 석회의 혼합을 제안하였으며, 양생 일수와 혼합비가 증

가함에 따라서 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Cheriaf 등

(1999), Jaturapitakkul 등 (2003) Bottom Ash, 시멘트 혼합물에서

분쇄를 많이 한 Bottom Ash일수록 혼합재료의 강도가 증가한다고

하였다. 조병완 등 (2005)은 Bottom Ash, 시멘트 혼합물에 반응성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알칼리 활성제를 첨가하였고, 알칼리 활성제의

종류, 농도에 따라 강도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2.2 양생방법

양생방법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콘크리트 공시체나 Soil-cement

혼합물에 대하여 진행되어 왔다. Nader and Wen (1993)은 밀봉 양

생과 상대습도 100%의 습윤 양생을 한 Soil-cement는 강도 측면에

서 유사한 경향과 값을 나타냈으며 양생후 건조시켰을 때 강도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Hani (2003)는 습윤 양생, 밀봉 양생,

기건 양생 한 시멘트, Slilica Fume, Fly Ash 혼합 콘크리트에 대하

여 일축압축시험을 실시한 결과 양생 7일까지는 강도가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14일부터 습윤 양생한 공시체가 강도가 크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Safiuddin 등 (2007)은 콘크리트 공시체는 콘크리트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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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체의 경우 수중 양생이 밀봉 양생과 기건 양생에 비하여 28일 일

축압축강도 및 동탄성계수가 더 크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김창우

(2010)는 습윤 양생, 밀봉 양생, 기건 양생, 수중 양생 4가지 방법으

로 양생한 Soil-cement의 일축압축시험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시멘트 함유율이 10% 미만인 경우 기건 양생이, 10% 이상인 경우

밀봉 양생과 습윤 양생이 강도 측면에서 유리하고 수중 양생은 공

시체 내 있는 과도한 수분으로 강도가 낮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양생방법에 따라 강도가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재료의 종류, 혼합방법 등에 따라 적합한 양생방법은 다르

게 나타나 이에 대한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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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tress condition under unconfined compression

제 3 장 배경이론

3.1 일축압축시험

3.1.1 일축압축강도

삼축압축시험과 같이 원통형의 공시체에 대하여 축방향 ()으로

만 힘을 가하여 압축하는 시험을 일축압축시험이라 한다. 이 시험은

삼축압축에서   의 경우라고 생각하면 되므로 파괴될 때의

Mohr원은 Fig. 3.1과 같이 된다. 이때 파괴면의 각 를 알면 원점을

통하여 축과 의 각도를 갖는 직선을 그릴 수 있다.

이 직선과 Mohr원과의 교점을 A로 하고 점 A에서 Mohr원에 접

선을 그으면 이 접선이 식 (1)로 표시되는 파괴선이 된다. 따라서

점착력 및 내부마찰각은 다음 식으로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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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





tan





(1)

단,

 sin
sin

 tan 

,

   


(2)

그러나 일반적으로 시험할 때 공시체의 단부구속조건의 영향 등으

로 파괴면의 각도가    


를 만족하기는 어려우므로 일축압

축시험으로부터 내부마찰각을 정확하게 구할 수 는 없다.

포화된 점토를 대상으로 비배수시험을 하여 전응력 항으로 정리하

면 ≒이 되므로 Fig. 3.1의 포락선은 수평으로 된다. 따라서 이

경우의 전단강도와 점착력 및 일축압축강도 사이에는 식 (3)과 같은

관계가 성립된다. 또한 이를 콘관입시험으로부터 얻는 콘지지력과의

관계로 나타내면 식 (4)와 같다 (장병욱 등, 2009).

    

 (3)

    






(4)

여기서,  : 일축압축강도

 : 콘 지지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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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변형계수

변형계수는 탄성과 비탄성, 즉 소성거동을 포함하는 응력작용시

변형에 대한 응력의 비로 정의된다. 흙은 완전한 탄성체가 아니므로

많은 경우 변형계수를 통하여 응력-변형관계를 표현하게 된다. 삼축

압축시험, 일축압축시험, 평판재하시험, 공내재하시험, 표준관입시험,

콘관입시험 등으로부터 변형계수를 산출할 수 있다(장병욱 등,

2009). KS F 2314 : 2001에서 제시한 일축압축시험으로부터 얻은

응력-변형관계로부터 변형계수 E50을 산정하는 방법은 식 (5)와 같

다.

  





×  (5)

여기서,  : 변형계수 (kPa)

 : 일축압축강도 (kPa)

 : 압축 응력  


일 때의 압축변형(%)

3.2 수화반응

3.2.1 수화 반응의 원리

수화반응이란 어떤 분자를 물 분자가 둘러싸는 것을 말한다. 이온

결합을 한 물질이 물과 만나면 (+)이온 근처에는 물 부분중에서 (-)

를 띠는 산소가 둘러싸고 (-)이온 근처에는 물 부분중에서 (+)를 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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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소가 둘러싸게 된다 (Fig. 3.2).

시멘트의 경우 시멘트 입자를 구성하고 있는 시멘트 화합물인

C3S, C2S, C3A 등이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 칼슘(Ca(OH)2)과 규산칼

슘 수화물(C-S-H)과 에트린자이트(C-A-H) 등을 생성하며 경화하

게 된다. 시멘트 수화반응의 대표적인 예인 C3S의 수화가 완결되었

을 때의 반응식은 식 (6)과 같다.

2(3CaO·SiO2) + 6H2O → 3CaO·2SiO2·3H2O + 3Ca(OH)2

(C3S) (C-S-H)
(6)

한편 Fly Ash와 같이 유리질 실리카(3Al2O3·SiO2)의 형태로 구성

되어 있는 포졸란 재료들은 물과의 반응을 통한 수산화칼슘

(Ca(OH)2)과의 결합으로 C-S-H나 C-A-H를 생성하여 자경성(Self

cementing)을 나타내기도 한다. 그러나 화학적 주성분이 거의 같은

Bottom Ash의 경우 입자의 크기가 상대적으로 Fly Ash에 비해 조

립질이기 때문에 반응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Fig. 3.2 Hydration reaction

(Http://www.pearsonscho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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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수화 반응에 따른 함수비 변화

수화 반응의 원리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수화 반응에는 반드시 수

분이 필요하다. 시멘트의 경우 이론적으로 완전히 수화하는데 시멘

트 무게의 약 25%의 수분이 필요하고, 이외에도 입자간의 겔수로서

시멘트 무게의 약 15%의 수분을 합하면 약 40%의 물이 수화반응에

의한 경화에 관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w/c비가 0.42 이상이면 추

가적인 수분 공급이 없어도 수화반응이 충분이 일어날 수 있다. 그

러나 실제로는 대기 중으로 증발하거나 골재, 하부 지반등에 흡수되

어 수분이 빠져나가게 되며, 수분의 감소는 반응이 빠르게 발생하는

초기 7일 동안 대부분 나타남이 알려져 있다 (Mindess, 2008).

3.3 양생

3.3.1 양생의 목적

굵은 입자들은 표면이 두꺼운 C-S-H층으로 둘러싸여 수화 반응

이 방해받기 때문에 실제로는 완전한 수화 반응이 일어나지는 않는

다. 그러므로 적절한 비용 범위 내에서 수화가 가능한 한 많이 일어

나게 하는 것이 양생의 목적이다. 특히 고강도 콘크리트는 낮은 w/c

비의 시멘트 풀의 경우 수화반응 중에 자기건조(Self-desiccation)가

발생하여, 외부에서 수분이 공급되더라도 수화반응이 진전되지 않는

다. 수화 반응에 의한 수분 감소, 증발이나 자기건조로 인하여 재료

내부의 상대 습도가 80% 이하로 떨어지면 수화반응은 중지되고 더

이상 강도가 발현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최대의 수화반응을 이끌어

내기 위해서는 양생 중에 추가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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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dess, 2008).

3.3.2 양생의 종류

콘크리트나 혼합재료의 양생을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및 재

료는 여러 가지이다. 이들은 크게 기건 양생, 밀봉 양생, 습윤 양생,

수중 양생으로 분류 할 수 있다. 기건 양생은 대기 중에 노출된 상

태로 양생하는 방법으로 추가적인 수분 공급이 없으며, 자기 건조로

인하여 수분이 빠르게 증발하게 된다. 밀봉 양생은 방수지나, 플라

스틱 시트, 그리고 양생 막 (curing membrane)으로 수분 손실을 막

아주는 방법으로 편리하고 일손이 많이 가지 않기 때문에 가장 많

이 쓰이는 양생방법이다. 습윤 양생은 수분을 콘크리트에 공급하기

위하여 물을 뿌리거나 젖은 덮개로 씌워 양생하는 방법으로 자기

건조를 최소화 하고 추가적인 수분을 공급할 수 있어 밀봉 양생보

다 나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김창우 (2010)는 Soil-cement의 양생을 Fig. 3.3 와 같이 현장에서

타설된 깊이에 따라 4가지 조건으로 구분하였다. 즉, 지표면 근처

양생 시 공기 중으로 수분이 증발하는 기건 양생과 유사하다. 지표

면보다 다소 아래에서 양생될 경우 수분 손실이나 증발을 막기만

하는 밀봉 양생과 유사하며, 지표면보다 상당히 아래에서 양생될 경

우 모세관 현상에 의하여 양생에 필요한 수분이 공급되는 습윤 양

생과 유사하게 된다. 그리고 지하수위 아래에서 양생될 경우 수중

양생이 된다. 이렇듯 양생은 방법과 현장 조건에 따라 구분할 수 있

으며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수중 양생이, 시멘트 혼합재료는 습윤

양생이 효과적인 양생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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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Condition for curing i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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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재료 및 방법

4.1 실험재료

본 연구를 위해 영흥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된 Bottom Ash (BA)와

집진기에서 채취한 Fly Ash (FA)를 사용하였다. 굴패각 (Oyster

shell, OS)은 국내 H사에서 분쇄과정을 거쳐 생산된 것을 사용하였

으며 시멘트 (Cement, C)는 국내 H사의 밀도 3.14 g/cm3, 분말도

3,200 cm2/g의 보통 포틀랜드시멘트를, 석회 (Lime, L)는 국내 G사

의 분말 형태로 생산한 소석회를 사용하였다. 사용한 재료들의 사진

은 Fig. 4.1에 각각 도시하였다. 각 재료들의 물리적 특성과 입도분

포는 Table 4.1, Fig. 4.2과 같으며, 각 재료들의 화학적 구성은 XRF

(X-Ray Flourescence Spectrometr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결과를

Table 4.2 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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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ottom Ash (b)Fly Ash

(c)Cement (d)Lime

(e)Oyster Shell

Fig. 4.1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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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Grain size distribution for Bottom Ash, Fly Ash,

cement, lime and oyster shell

Gs
Passing sieve

4.75mm (%)

Passing sieve

0.075mm (%)

D50

(mm)

D10

(mm)

BA 2.21 80.92 7.08 1.370 0.098

FA 2.21 100.00 77.70 0.028 0.003

C 3.14 100.00 97.99 0.018 0.003

L 2.24 100.00 84.48 0.025 0.003

OS 2.16 100.00 43.57 0.190 0.017

Table 4.1 Physical properties of materials

SiO2 Al2O3 Fe2O3 CaO Na2O K2O MgO CO2

BA 53.27 21.91 8.21 7.82 2.16 1.47 1.45 -

FA 62.16 21.57 5.25 4.77 1.05 1.22 0.67 -

C 18.74 4.42 3.42 64.69 0.18 1.20 2.91 -

L 0.40 0.36 0.23 62.66 - 0.01 1.14 34.00

OS 2.66 0.78 0.25 48.72 0.99 0.15 0.70 44.00

Table 4.2 Chemical composition of materials (un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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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재료들의 XRF 분석결과 SiO2, Al2O3, Fe2O3, CaO가 Bottom

Ash 성분의 약 90%를 차지하였으며 Fly Ash의 경우 약 93%를 차

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재료의 SiO2/Al2O3 비율은 각각 2.43,

2.88로 일반적으로 유연탄 석탄회가 갖는 화학적 조성을 갖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Fly Ash의 경우 SiO2, Al2O3, Fe2O3 세 성분의

함유량이 70% 이상이고 CaO 함유량이 10% 미만으로 ASTM C

618-12에서 분류하는 Class F급 Fly Ash로 분류할 수 있다.

시멘트와 석회의 경우 수화반응시 필요한 CaO 함유량이 60% 이

상으로 나타났고, 굴패각의 경우 48.72%로 시멘트와 석회에 비하여

낮은 함유율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석회와 굴패각에서 공통

적으로 CO2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석회성분의 물질에서 나타

나는 특징이다.

4.2 실험방법

4.2.1 혼합비

혼합재료의 혼합비는 Bottom Ash의 활용률을 최대한 높일 수 있

는 범위를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 혼합재료에 관한

연구 (Kumar and Vaddu, 2004)를 참고하여 Bottom Ash의 중량대

비 5%, 10%, 15%, 20%의 비율을 각각 적용하여 혼합재료의 각 비

율별로 2개의 공시체를 제작하였다.

4.2.2 공시체의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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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사용된 Bottom Ash는 반응성을 높이고 KS F 2329 :

2007, KS F 2314 : 2001에 규정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입경 크기

에 부합하도록 4.75mm이하의 입도의 선별된 재료를 사용하였다

(Fig. 4.3(a)). 공시체 제작을 위하여 KS F 2312 : 2001에서 규정한

다짐방법 A에 따라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Bottom Ash의 최적함수비

를 구하였다. 일반적으로 Bottom Ash나 모래와 같은 입도의 재료에

다른 재료를 혼합 시, 혼합비 변화에 따른 최적함수비의 변화가 미

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은영 등, 1995; 김기영 등, 2005; 김상

철 등, 2005; 정우섭, 2007).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Bottom Ash

다짐시험으로부터 구한 최적함수비가 공시체 제작에 적용되었다.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는 KS F 2346 : 2007과 KS F 2314 :

2001에 따라 원주형으로서 높이가 지름의 2배가 되도록 지름

50mm, 높이 100mm인 몰드 (Fig. 4.3(b))를 사용하였다. 공시체 제

작을 위한 다짐은 KS F 2346 : 2007에서 규정한 다짐 공시체 제작

방법에 따라, 다짐 층수 6층으로 제작되었다. 사용한 래머의 질량,

낙하높이, 몰드 체적, 다짐 층수를 기준으로 다짐 방법 A에 해당하

는 다짐 에너지가 구현이 되도록 1층당 다짐 횟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공시체 제작에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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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article screening (b) Mold

Fig. 4.3 Apparatus for specimen

4.2.3 양생

본 연구에서는 양생방법 중 습윤 양생, 밀봉 양생, 기건 양생의 3

가지 방법으로 공시체를 양생하였다. 추출된 공시체 (Fig. 4.4(a))는

각각 양생 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항온 항습기 (Fig. 4.4(b))에 넣은

후 1일, 3일, 7일, 14일, 28일간 양생하였다. 공시체 제작 및 양생 방

법을 요약하면 Table 4.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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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재료 시멘트, Fly Ash, 석회, 굴패각

혼합비(BA 중량 대비) 5%, 10%, 15%, 20%

최적함수비(총 중량 대비) 22%

다짐방법

다짐에너지 5.63 kg∙cm3 (다짐방법 A)

다짐층수 6층

1층당

다짐횟수
9회

양생조건

습윤 양생
공기중,

온도 23℃(±2), 상대습도 95%이상

밀봉 양생
공시체를 랩으로 밀봉,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기건 양생
공기중,

온도 23℃(±2), 상대습도 50±10%

양생일수 1일, 3일, 7일, 14일, 28일

Table 4.3 Preparation method for specimen and curing

(a) Specimen (b) Thermohygrostat

Fig. 4.4 Preparation for curing



- 20 -

4.2.4 일축압축시험

양생이 끝난 재료는 변형률 제어 방식의 일축압축시험용 재하대

(Fig. 4.5(a))에 고정한 후 시험을 실시하였다. KS F 2314 : 2001에

서 규정한 1mm/min의 압축 변형 속도로 압축력이 최대가 되고 난

후 계속해서 변형이 2%이상 생기거나, 압축력이 최대값의 2/3 정도

로 감소할 때까지 압축을 실시하였으며 시험이 끝난 후 (Fig.

4.5(b)) 파괴된 시료를 채취하여 함수비를 측정하였다.

(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test

(axial-strain-controlled)

(b) Specimen after testing

Fig. 4.5 Testing equi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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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과 및 고찰

5.1 다짐시험

다른 재료를 혼합하지 않은 Bottom Ash에 대하여 다짐시험을 실

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Fig. 5.1과 같다. Bottom Ash의 다짐곡선은

일반적으로 조립질 흙이나 Bottom Ash에서 나타나는 Type B형으

로 나타났으며 최대 건조밀도는 11.11kN/m3, 이때의 함수비는 0%로

나타났다. 이는 건조 상태에서 다짐 시 Bottom Ash의 파쇄가 더 많

이 발생하여 다짐성이 증가하였기 때문이다 (Choi et al., 2013). 일

반적으로 강도시험을 위한 공시체는 최대건조밀도에 해당하는 함수

비에서 제작이 되어야 하지만 공시체의 자립과 수화반응을 일으키

기 위해서는 함수비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습윤 상태

에서 가장 건조밀도가 크게 나타난 건조밀도 10.9kN/m3, 함수비

22%를 최대건조밀도 및 최적함수비로 판단하여 공시체 제작에 적용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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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Compaction curve for Bottom Ash

5.2 혼합비에 따른 강도특성

양생을 실시하지 않은 혼합재료의 일축압축시험결과로부터 각 재

료별 혼합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및 변형계수 E50을 계산하여 Fig.

5.2과 Table 5.1에 나타내었다.

굴패각 혼합재료의 경우 모든 혼합비 증가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변화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 3가지 혼합재료에서는 혼

합비 0%, 5%, 10%에서의 혼합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증진이 미미하

거나 오히려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15%, 20%의 혼합비

에서는 시멘트 혼합재료는 약 140∼150%, Fly Ash 혼합재료는 약

120∼140%, 석회 혼합재료는 190∼200%의 일축압축강도 증가가 나

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Fig. 4.2와 Table 4.1에서 나타난 혼합된 각

재료의 비중 및 평균 입경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

적으로 재료의 혼합 시, 혼합하는 재료 입자의 비중과 평균입경이

상대적으로 작을수록 조립질인 Bottom Ash 입자사이의 공극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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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가는 재료의 양이 많아지게 되고 (유찬 등, 2001; 김승곤, 2007)

이에 따라 공시체의 강도가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비중 및 평균입

경이 상대적으로 작은 석회를 첨가하였을 경우 일축압축강도가 크

게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10% 이하의 낮은 혼합비로 혼합

을 하거나 다른 재료에 비해 평균 입경이 약 8배 이상 큰 굴패각의

혼합재료는 Bottom Ash 입자사이의 공극을 메우는 역할을 충분히

하지 못하여 일축압축강도의 증가에 크게 기여하지는 못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혼합비에 따른 변형계수 E50은 일축압축강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는 혼합재료에서 혼합하는 재료의 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변형계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의 연구결과 (김기영

등., 2005; 이우진 등, 2006; 정우섭, 2007; 김창우, 2010)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 Bottom Ash에 재료를 혼합하여 양생하지 않고 사

용할 시에 입경과 비중이 작은 재료를 사용하여 혼합한다면 강도

특성이 개선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반적으로 Bottom Ash가

사용되는 성토재 등에서의 적용성이 더 높아질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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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2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mixing

content for mix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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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Material
Mixing content(%)

0 5 10 15 20

qu

BA+C

35.65

35.27 37.29 50.60 53.29

BA+FA 31.59 32.65 41.77 48.82

BA+L 38.66 33.66 69.10 69.87

BA+OS 32.03 32.03 32.42 35.13

E50

BA+C

1661.13

1821.55 1888.93 2217.63 2713.02

BA+FA 2142.74 2423.04 2544.24 2800.72

BA+L 2042.34 1685.83 3281.36 3173.47

BA+OS 2291.74 2033.75 2277.41 2230.82

Table 5.1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nd deformation

modulus in mixed materials as mixing content

(unit : kPa)

5.3 양생일수에 따른 강도특성

5.3.1 시멘트 혼합재료

양생시킨 시멘트 혼합재료에 대하여 양생일수에 따른 일축압축강

도와 변형계수 E50의 변화를 Fig. 5.3∼5.5와 Table 5.2, Table 5.3에

도시하였다.

양생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혼합비에서 재료 모두 양생 14일까지

강도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고, 습윤 양생을 한 경우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변형계수 E50 또한 일축압축강도와 마찬

가지로 양생일수에 따라 증가함이 나타났다. 28일 양생한 혼합재료

에 대하여 E50는 습윤 양생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그 크기는 밀봉

양생보다 2.0∼4.4배, 기건 양생보다 4.5∼10.5배 큰 것으로 나타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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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3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cement mixed materials in wet curing



- 27 -

(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4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cement mixed materials in seale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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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5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cement mixed materials in air-dry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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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35.27 123.82 147.91 290.73 481.13 633.37

10 37.29 298.27 425.57 816.87 1262.68 1626.43

15 50.60 523.76 923.34 1737.99 1918.16 2318.52

20 53.29 705.17 1797.88 2831.71 3143.72 3609.88

Sealed
curing

5 35.27 126.57 175.43 188.17 346.71 357.61

10 37.29 283.53 384.78 512.34 939.80 640.69

15 50.60 553.89 1050.53 1126.17 1650.02 1029.11

20 53.29 783.03 1620.99 2309.48 2385.07 2330.77

Air-dry
curing

5 35.27 63.74 78.00 144.78 236.82 190.61

10 37.29 127.10 343.09 458.52 503.90 491.55

15 50.60 284.08 670.28 1061.50 1217.56 1037.56

20 53.29 492.93 1242.01 1353.60 1744.57 1702.10

Table 5.2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s curing time for cement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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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1821.55 7550.34 11377.78 22872.07 25313.06 33441.94

10 1888.93 19979.54 30242.87 55610.87 116370.08 110274.38

15 2217.63 39912.35 54060.74 119731.11 154572.94 101784.33

20 2713.02 44442.34 94198.56 199806.17 237486.90 208262.59

Sealed
curing

5 1821.55 5596.03 8808.69 6930.35 14547.16 16182.77

10 1888.93 12695.42 15966.18 26843.85 36679.67 24889.60

15 2217.63 22736.52 44212.36 53646.77 63382.26 27999.77

20 2713.02 39635.22 56603.38 104088.32 88436.09 80823.86

Air-dry
curing

5 1821.55 2624.13 2641.03 3968.09 8760.59 4775.17

10 1888.93 4872.05 10165.55 19390.60 14226.32 10509.97

15 2217.63 9031.72 17874.03 38209.57 29854.52 22512.49

20 2713.02 15595.95 32141.50 42971.46 41285.25 39991.95

Table 5.3 Deformation modulus as curing time for cement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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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석회 혼합재료

양생시킨 석회 혼합재료에 대하여 양생일수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와 변형계수 E50의 변화를 Fig. 5.6∼5.8과 Table 5.4, Table 5.5에

도시하였다.

석회 혼합재료는 양생방법에 관계없이 모든 혼합비에서 양생 28일

까지 일축압축강도와 변형계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강

도와 변형계수 모두 습윤 양생, 밀봉 양생, 기건 양생의 순서로 크

게 나타났다. 습윤 양생과 기건 양생을 비교해 보았을 때 강도는

3.0∼3.9배, 변형계수는 5.5∼10.1배 습윤 양생이 크게 나타났다. 습

윤 양생과 밀봉 양생을 비교하면 강도는 1.1∼1.8배, 변형계수는 2.8

∼4.5배 크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석회 혼합재료는 기건 양생시

양생에 따른 강도 및 변형계수의 증가가 상대적으로 작게 나타났으

며, 밀봉 양생은 습윤 양생과 비교하여 유사한 강도를 얻을 수 있으

나 변형계수의 증가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

생일수에 따른 경향으로 미루어 볼 때 석회 혼합재료는 양생 방법

에 관계없이 양생 28일 이후에도 지속적인 일축압축강도 및 변형계

수의 증가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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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6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lime mixed materials in wet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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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7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lime mixed materials in seale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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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8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lime mixed materials in air-dry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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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38.58 53.32 111.45 117.02 214.57 237.12

10 33.40 68.01 208.55 209.03 341.17 329.41

15 68.57 99.43 272.92 299.31 420.14 571.51

20 69.53 130.64 323.59 391.30 582.60 661.96

Sealed
curing

5 38.58 62.95 52.95 80.30 100.87 168.71

10 33.40 70.14 86.22 109.63 146.98 308.27

15 68.57 101.11 119.57 143.69 208.28 321.28

20 69.53 120.82 139.60 194.28 312.11 514.33

Air-dry
curing

5 38.58 26.88 30.64 37.96 35.52 78.88

10 33.40 44.54 52.68 42.72 56.69 109.63

15 68.57 75.08 88.77 137.17 131.72 147.46

20 69.53 107.37 101.03 137.51 163.86 224.19

Table 5.4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s curing time for lime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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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2042.34 3560.29 10962.66 10379.32 16101.32 17452.63

10 1685.83 4550.04 12856.03 14333.62 25799.67 26253.66

15 3281.36 6521.34 18928.46 19943.51 33848.17 46776.92

20 3173.47 7377.78 18240.01 27357.57 47574.44 53683.53

Sealed
curing

5 2042.34 2333.11 2344.82 3722.79 4747.45 6308.51

10 1685.83 3041.70 3379.82 4503.28 6939.83 9406.74

15 3281.36 3714.72 5256.87 5388.25 8277.86 10325.05

20 3173.47 4660.00 5700.36 5961.99 11926.68 18781.30

Air-dry
curing

5 2042.34 1351.61 1387.43 1983.46 1494.80 3184.96

10 1685.83 1817.72 2338.63 2304.22 2346.57 3568.14

15 3281.36 3106.77 3297.54 4013.41 4390.53 4643.37

20 3173.47 3606.47 3705.77 5500.34 5558.76 6342.14

Table 5.5 Deformation modulus as curing time for lime mixed materials (unit :kPa)



- 37 -

5.3.3 Fly Ash 혼합재료

양생시킨 Fly Ash 혼합재료에 대하여 양생일수에 따른 일축압축

강도와 변형계수 E50의 변화를 Fig. 5.9∼5.11과 Table 5.6, Table

5.7에 나타내었다.

Fly Ash 혼합재료를 밀봉 양생 시 혼합비 5%에서는 양생 3일까

지 일축압축강도가 증가하였으나 7일 이후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

으며 혼합비 10%에서는 양생 7일까지 일축압축강도가 증가하였으나

14일 이후 감소하여 일정해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15%, 20% 혼합비

에서는 양생 14일까지 서서히 증가함이 나타났으나 이후 일축압축

강도가 감소하거나 일정하게 나타났다. 습윤 양생한 FA 혼합재료는

양생 7∼14일 까지 강도가 증가하였고 기건 양생의 경우 양생 1일

까지 강도가 증가함이 나타났다. 또한 강도의 변화가 미미한 밀봉

양생과 비교하여 두 양생방법 모두 1.3∼1.9배 높은 강도를 나타냈

다. 그러나 이후 건조에 따른 함수비 감소로 강도가 지속적으로 감

소하였고, 특히 기건 양생시 혼합비 5%와 10%에서는 양생 7일 이

후에는 지지력을 잃어 강도 측정이 불가능한 상태로 나타났다. 변형

계수 E50 또한 일축압축강도의 경향과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습윤

양생이 밀봉 양생, 기건 양생에 비하여 1.2∼4.0배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결과적으로, Fly Ash 혼합재료는 양생에 따른 강도 증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습윤 양생

과 기건 양생이 밀봉 양생에 비하여 강도와 변형계수 E50가 크게 증

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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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9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Fly Ash mixed materials in wet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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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10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Fly Ash mixed materials in seale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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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11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Fly Ash mixed materials in air-dry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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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31.59 44.64 38.49 47.52 20.76 2.84

10 32.65 52.73 50.12 70.29 74.51 12.14

15 41.77 72.21 64.32 85.95 91.21 17.00

20 48.82 82.15 93.06 98.88 93.84 20.03

Sealed
curing

5 31.59 25.85 36.77 30.53 31.27 28.08

10 32.65 36.77 38.28 38.96 32.48 29.05

15 41.77 45.95 45.51 44.53 52.83 42.84

20 48.82 54.82 53.97 53.67 57.54 57.57

Air-dry
curing

5 31.59 33.05 8.37 0.00 0.00 0.00

10 32.65 52.07 16.31 0.00 0.00 0.00

15 41.77 84.84 19.88 7.79 6.90 7.33

20 48.82 90.08 25.32 13.60 9.83 13.61

Table 5.6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s curing time for Fly Ash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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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2142.74 2379.07 3748.86 5111.08 4443.51 200.55

10 2423.04 3277.02 3872.41 6128.74 7576.96 1926.88

15 2544.24 4037.35 4543.62 7034.67 8941.99 3768.82

20 2800.72 5700.24 6386.89 7854.19 9708.05 4069.71

Sealed
curing

5 2142.74 1635.40 2315.03 2440.98 2034.17 1377.71

10 2423.04 2029.20 2031.97 2203.55 1904.12 1758.13

15 2544.24 2194.56 2318.89 2364.81 2659.84 3473.99

20 2800.72 3006.12 2631.98 2316.65 2844.94 2742.42

Air-dry
curing

5 2142.74 2224.88 1511.27 0.00 0.00 0.00

10 2423.04 4440.54 1279.48 0.00 0.00 0.00

15 2544.24 7689.14 1902.34 757.50 418.37 2205.11

20 2800.72 6721.74 2043.34 751.26 798.33 2226.87

Table 5.7 Deformation modulus as curing time for Fly Ash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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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4 굴패각 혼합재료

양생시킨 굴패각 혼합재료에 대하여 양생일수에 따른 일축압축강

도와 변형계수 E50의 변화를 Fig. 5.12∼5.14와 Table 5.8, Table 5.9

에 도시하였다.

굴패각 혼합재료의 밀봉 양생 시 모든 혼합비에서 양생 3일까지는

일축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후 감소하여 양생

전의 강도와 유사한 크기로 수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유사하

게 기건 양생 시 5%를 제외한 나머지 혼합비에서 양생 1일까지 강

도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났고 밀봉 양생에 의한 양생

1일과 비교하였을 때 1.0∼1.7배 더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습윤

양생한 혼합재료 또한 혼합비 10% 이상에서 양생일수에 따른 강도

증가가 나타났으며, 양생 7일 이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습윤

양생과 기건 양생에서의 이러한 경향은 Fly Ash혼합재료의 결과와

유사하며 마찬가지로 양생일수에 따라 공시체가 건조되었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변형계수 E50의 경우 습윤 양생과 기건 양생에서는 증가하다가 다

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기건 양생에서는 거의 일정하게 나타

나 강도와 유사한 경향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습윤 양생한 경우

강도와 다르게 양생 혼합비 10% 이상에서 14일까지 지속적으로 변

형계수가 증가하다가 다시 감소함이 나타났다. 이는 앞선 혼합비에

따른 강도 증가에서 확인 하였듯이 굴패각의 경우 입자가 상대적으

로 커서 낮은 반응성을 갖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김재영 등, 1977;

Kim and Do,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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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12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oyster shell mixed materials in wet curing



- 45 -

(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13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oyster shell mixed materials in seale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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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b) Deformation modulus

Fig. 5.14 Results of unconfined compression test as curing time

for oyster shell mixed materials in air-dry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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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32.03 38.48 40.83 41.63 21.36 10.53

10 32.03 38.60 42.15 64.46 43.74 25.58

15 32.42 45.16 54.72 82.57 72.17 37.85

20 35.13 57.79 59.65 89.94 74.30 50.66

Sealed
curing

5 32.03 28.57 37.31 30.28 34.36 34.40

10 32.03 45.86 45.94 38.96 42.81 38.10

15 32.42 35.70 45.75 40.92 45.80 35.59

20 35.13 44.86 53.45 43.88 47.51 35.75

Air-dry
curing

5 32.03 31.85 19.61 12.34 10.25 10.88

10 32.03 42.55 45.17 29.30 29.27 18.21

15 32.42 51.92 37.84 39.50 43.08 24.46

20 35.13 76.13 67.96 44.72 48.12 35.30

Table 5.8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s curing time for oyster shell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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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2291.74 2051.34 2691.62 3974.17 3415.02 1656.20

10 2033.75 2031.78 2610.61 4970.35 5100.63 2977.74

15 2277.41 2346.28 3497.51 5362.06 8248.14 5062.29

20 2230.82 2555.52 3826.08 5704.47 8445.59 6607.72

Sealed
curing

5 2291.74 1731.45 1587.79 1704.78 1800.75 1608.56

10 2033.75 1999.04 1664.67 1923.94 2167.76 2126.68

15 2277.41 2089.57 1945.84 1839.91 2179.10 1647.19

20 2230.82 2318.32 1822.12 2012.53 2043.13 1932.52

Air-dry
curing

5 2291.74 2086.72 2121.32 1444.53 1236.40 2213.61

10 2033.75 2103.25 3317.57 1572.12 2412.04 2928.95

15 2277.41 2350.74 2956.36 1279.86 3543.90 2896.76

20 2230.82 4083.54 4346.26 1348.62 3936.02 3617.53

Table 5.9 Deformation modulus as curing time for oyster shell mixed materials (unit :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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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5 일축압축강도와 변형계수의 관계

양생일수에 따른 강도특성 결과로부터 일축압축강도와 변형계수의

비율을 구하였으며 이를 Fig. 5.15에 나타내었으며 Table 5.10∼

Table 5.13에 정리하였다. E50/qu 비가 유사하게 나타난 시멘트와 석

회 혼합재료의 경우 값의 범위가 20∼100사이에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Fly Ash와 굴패각 혼합재료의 경우 대부분 50∼300사이

의 값으로 시멘트와 석회 혼합재료의 비하여 상대적으로 큰 값을

나타내었다. E50/qu 비는 동일 하중이 주어졌을 때 변형계수의 값을

의미하여 일반적으로 Soil-cement의 경우 30∼1000사이로 혼합재료

의 종류나 혼합 방식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남이 알려져 있다

(Onitsuka, 1999; 박재담, 2007). 결과적으로 E50/qu 비가 크게 나타

난 Fly Ash와 굴패각 혼합재료는 높은 강도를 필요로 않은 재료로

활용 시 변형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더 유리한 재료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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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ment mixture and lime mixture

(b)Fly Ash mixture and oyster shell mixture

Fig. 5.15 Relationship between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s and deformation modulus for each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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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51.65 60.98 76.92 78.67 52.61 52.80

10 50.65 66.98 71.06 68.08 92.16 67.80

15 43.82 76.20 58.55 68.89 80.58 43.90

20 50.92 63.02 52.39 70.56 75.54 57.69

Sealed
curing

5 51.65 44.21 50.21 36.83 41.96 45.25

10 50.65 44.78 41.49 52.39 39.03 38.85

15 43.82 41.05 42.09 47.64 38.41 27.21

20 50.92 50.62 34.92 45.07 37.08 34.68

Air-dry
curing

5 51.65 41.17 33.86 27.41 36.99 25.05

10 50.65 38.33 29.63 42.29 28.23 21.38

15 43.82 31.79 26.67 36.00 24.52 21.70

20 50.92 31.64 25.88 31.75 23.66 23.50

Table 5.10 E50/qu Relationship between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nd deformation modulus

for cement mix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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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67.82 53.29 97.40 107.56 214.01 70.59

10 74.21 62.15 77.27 87.19 101.69 158.68

15 60.91 55.91 70.64 81.84 98.03 221.74

20 57.37 69.39 68.63 79.43 103.45 203.19

Sealed
curing

5 67.82 63.28 62.95 79.94 65.05 49.06

10 74.21 55.19 53.08 56.57 58.63 60.53

15 60.91 47.76 50.95 53.10 50.35 81.10

20 57.37 54.84 48.77 43.17 49.44 47.64

Air-dry
curing

5 67.82 67.31 180.46 0.00 0.00 0.00

10 74.21 85.27 78.45 0.00 0.00 0.00

15 60.91 90.64 95.71 97.24 60.60 300.66

20 57.37 74.62 80.70 55.26 81.17 163.61

Table 5.11 E50/qu Relationship between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nd deformation modulus

for Fly Ash mix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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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52.94 66.78 98.36 88.70 75.04 73.60

10 50.47 66.90 61.64 68.57 75.62 79.70

15 47.85 65.58 69.35 66.63 80.56 81.85

20 45.64 56.48 56.37 69.91 81.66 81.10

Sealed
curing

5 52.94 37.06 44.28 46.36 47.07 37.39

10 50.47 43.37 39.20 41.08 47.22 30.51

15 47.85 36.74 43.97 37.50 39.74 32.14

20 45.64 38.57 40.83 30.69 38.21 36.52

Air-dry
curing

5 52.94 50.28 45.28 52.25 42.08 40.38

10 50.47 40.81 44.40 53.94 41.40 32.55

15 47.85 41.38 37.15 29.26 33.33 31.49

20 45.64 33.59 36.68 40.00 33.92 28.29

Table 5.12 E50/qu Relationship between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nd deformation modulus

for lime mix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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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ing
method

Mixing
content
(%)

Curing time(days)

0 1 3 7 14 28

Wet
curing

5 71.55 53.31 65.92 95.47 159.87 157.25

10 63.49 52.64 61.93 77.11 116.62 116.43

15 70.24 51.95 63.92 64.94 114.29 133.76

20 63.50 44.22 64.14 63.43 113.67 130.43

Sealed
curing

5 71.55 60.59 42.55 56.29 52.41 46.76

10 63.49 43.59 36.24 49.38 50.64 55.82

15 70.24 58.54 42.53 44.96 47.58 46.28

20 63.50 51.68 34.09 45.86 43.00 54.05

Air-dry
curing

5 71.55 65.52 108.20 117.06 120.57 203.51

10 63.49 49.43 73.45 53.66 82.41 160.83

15 70.24 45.28 78.12 32.40 82.26 118.45

20 63.50 53.64 63.95 30.16 81.79 102.49

Table 5.13 E50/qu Relationship between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and deformation modulus

for oyster shell mixed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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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양생일수에 따른 함수비

양생방법과 양생일수에 따른 함수비의 변화가 강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강도시험 후 함수비를 각각 측정하였고 이

를 Fig. 5.16∼5.18과 Table 5.14∼5.16에 나타내었다.

습윤 양생한 혼합재료들은 양생일수에 따라 함수비가 선형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는 습윤 양생이 자기건조로 인한 함수비 감소를 최소

화하였지만 건조 자체를 100% 막아주지는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

다. 또한 반응성이 좋은 시멘트, 석회 혼합재료는 양생초기에 수화

반응열에 의한 건조와 수화 반응에 소비된 수분으로 인하여 함수비

감소폭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밀봉 양생의 경우 양생 28일 함수비가 모두 14%이상으로 시료가

건조되지 않고 습윤 상태가 지속됨이 확인되었다. 시멘트, Fly Ash,

석회 혼합재료에서 양생일수에 따라 함수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

타났으며, 양생 28일에 공시체 제작 당시보다 각각 4.79∼7.85%,

4.00∼6.58%, 3.14∼6.15%의 함수비가 감소함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굴패각 혼합재료의 경우 양생 28일에 0.83∼2.48%의 함수비가 감소

하여 상대적으로 함수비의 감소가 작게 나타났다. 밀봉 양생의 경우

증발로 인한 수분의 감소를 최소화 하는 방법이며, 일반적으로 수화

반응시 필요한 수분의 양은 시멘트를 예를 들었을 때 시멘트의 중

량 기준 약 40% (Mindess, 2008)에 해당한다. 양생 28일에서의 함

수비는 모든 혼합재료 및 혼합비에서 8%미만으로 감소하였고, 본

연구에서의 혼합비는 전체 중량대비 20%미만이므로 함수비 감소는

대부분 수화 반응에 의해 소비된 수분으로 판단된다.

기건 양생 시 시멘트 혼합재료와 석회 혼합재료는 양생 7일까지

급격하게 함수비가 감소하다가 일정한 값으로 수렴하였다. 일반적으

로 수화반응을 일으키는 재료를 대기 중 양생 시 초기에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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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나는 수화 반응과 건조에 의하여 양생 7일까지는 함수비가 급

격히 감소하고 이후 일정하게 수렴하게 된다 (송찹성 등, 2002; Kim

and Kim, 2006; Lizcano 등, 2012). 또한 공시체 내의 수분 일부는

수화 반응에 따라 생기는 고형물질에서 빠져나오지 않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Lee, 1995; Mindess, 2008). 따라서 수화 반응 속도가 빠

르고 양생 후에도 1∼4%의 함수비가 유지된 시멘트 혼합재료와 석

회 혼합재료는 기존의 연구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그

러나 Fly Ash 혼합재료와 굴패각 혼합재료는 양생 3일까지 함수비

1% 미만으로 급격하게 감소하여 공시체가 대부분 건조된 상태로 이

르렀다. 이는 상대적으로 수화 반응 속도가 느린 Fly Ash 혼합재료

와 굴패각 혼합재료는 공시체 내 수분을 고착시키지 못하여 건조에

의한 함수비의 감소가 더욱 빠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며 이로

인하여 기건 양생시 양생일수에 따라 일축압축강도 및 변형계수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양생일수에 따른 함수비 결과와 앞선 양생방법에 따른 압축강도

결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 습윤 상태의 유지는 수화 반응에 의한 압

축강도의 증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습윤 상태

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면서 함수비가 서서히 감소한 습윤 양생에서

강도가 크게 발현된 것으로 미루어 볼 때 건조에 의한 효과가 일정

부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관련하여 Nader and Wen (1993)

는 Soil-cement를 양생 후 건조시키면 압축강도가 증가하게 되고,

이는 공시체 내 수분이 일정량 이상 존재할 시에는 입자간 윤활제

역할을 하여 오히려 강도에 불리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특히 본

연구의 Fly Ash, 굴패각 혼합재료는 습윤 양생과 기건 양생에서 건

조에 의한 강도 증진 또한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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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

(b)BA+L

Fig. 5.16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wet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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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FA

(d)BA+OS

Fig. 5.16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wet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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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Mixed

Content

(%)

Curing time (days)

0 1 3 7 14 28

BA+C

5

22.0

16.57 14.28 11.59 7.06 1.43

10 17.02 14.44 10.89 9.41 2.07

15 15.59 13.40 9.97 9.63 2.67

20 15.52 12.30 9.74 9.75 3.81

BA+L

5 17.84 14.79 9.31 3.71 1.09

10 17.85 16.13 4.36 5.02 1.19

15 18.65 15.66 4.58 4.67 1.17

20 18.46 15.74 5.31 3.78 1.38

BA+FA

5 20.23 19.53 9.66 4.37 0.96

10 19.60 19.51 12.82 7.86 0.86

15 19.16 18.87 16.33 9.96 0.77

20 18.93 17.98 16.74 4.89 0.74

BA+OS

5 19.26 18.61 6.66 2.84 1.73

10 18.55 18.36 9.91 3.91 1.79

15 18.39 18.43 11.92 5.03 2.04

20 17.68 18.19 10.43 4.65 2.01

Table 5.14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wet curing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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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

(b)BA+L

Fig. 5.17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seale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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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A+FA

(d)BA+OS

Fig. 5.17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sealed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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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Mixed

Content

(%)

Curing time (days)

0 1 3 7 14 28

BA+C

5

22.0

20.29 20.07 20.52 18.46 16.64

10 19.92 19.74 18.82 17.59 17.21

15 19.29 19.08 17.90 17.46 14.93

20 19.41 18.34 17.36 17.60 14.15

BA+L

5 21.18 21.34 21.03 19.57 18.86

10 20.75 21.11 20.60 18.99 17.35

15 21.00 20.76 20.00 19.60 15.85

20 21.12 21.12 20.02 19.15 17.79

BA+FA

5 21.21 20.81 20.17 18.22 17.70

10 21.30 20.93 20.69 19.23 16.23

15 21.58 21.05 20.53 20.35 15.42

20 21.67 21.21 20.78 20.58 18.00

BA+OS

5 21.36 21.58 21.25 21.02 21.09

10 20.63 20.81 19.91 20.45 19.52

15 20.82 21.67 21.04 20.97 21.17

20 21.19 21.82 21.77 19.90 20.89

Table 5.15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sealed curing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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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A+C

(b)BA+L

Fig. 5.18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air-dry curing



- 64 -

(c)BA+FA

(d)BA+OS

Fig. 5.18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air-dry cu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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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Mixed

Content

(%)

Curing time (days)

0 1 3 7 14 28

BA+C

5

22.0

11.98 8.01 4.31 3.21 2.51

10 13.21 8.22 3.53 3.57 3.42

15 12.20 7.18 4.53 4.30 4.07

20 12.51 6.12 5.53 5.26 4.19

BA+L

5 13.01 3.54 2.34 2.25 2.28

10 13.75 3.88 1.64 1.42 1.24

15 13.41 3.84 1.53 1.28 1.53

20 12.77 3.99 1.34 1.61 1.58

BA+FA

5 9.29 1.58 0.98 1.03 0.96

10 10.73 1.74 0.91 4.29 0.72

15 11.51 1.46 0.98 1.03 0.92

20 11.86 1.76 1.11 1.09 0.80

BA+OS

5 12.17 0.85 1.04 1 0.96

10 13.47 1.59 1.02 1.12 0.98

15 13.51 2.23 1 0.92 1.07

20 12.51 1.82 1.09 0.9 0.97

Table 5.16 The water content in mixed materials as curing days

in air-dry curing

(uni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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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설계기준 및 기존 경량재와의 비교

5.5.1 설계기준과의 비교

혼합재료의 건설재료의 적용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일축압축강도에

대한 설계기준 및 주행성 기준을 Table 5.17, Table 5.18에 나타내었

다. 설계기준강도는 도로설계요령과 ASTM 및 ACI 규준에서 확인

하였으며, 주행성에 대한 기준은 콘관입저항력을 일축압축강도로 환

산하여 적용하였다. 또한 Table 5.19, Table 5.20에 혼합재료의 일축

압축강도와 비교하여 적용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14일 이상 습윤 양생한 혼합비 20%의 시멘트 혼합재료는 도로의

기층으로 활용이 가능하며, 양생방법에 관계없이 혼합비 15%의 시

멘트 혼합재료는 보조기층으로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혼합재료는 도로재료로의 강도에 미치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

지만 28일 동안 습윤 양생한 20%의 혼합재료의 강도는 660kPa로

나타났으므로, 28일 이상 양생시 보조기층 재료의 기준을 만족할 수

잇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시멘트, 석회 혼합재료 모두 경량성 뒷

채움재인 CLSM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적으로 강도

가 낮게 나타난 Fly Ash, 굴패각 혼합재료는 설계기준에는 부합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건설기계의 주행성 기준과 비교

해 봤을 때, FA, 굴패각 혼합재료 양생을 통하여 얻은 강도를 유지

시 불도저의 주행성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 Sand mat와

같은 복토재 등으로의 활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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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Standard Range of qu(kPa)

Base

도로설계요령(2009)

≥3000

Sub base

(Cement)
≥1000

Sub base

(Lime)
≥700

CLSM*
ASTM D4832 (2011) 350∼700

ACI Committee* 229 (1997) ≤1000

Table 5.17 Standards of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for

design

*Controlled Low Strength Material, 경량성 뒷채움재료

**미국 콘크리트 학회

Construction machine
Work limit

qu(kPa)

Small swamp bulldozer ≥52.3

Swamp bulldozer ≥78.4

Medium bulldozer 98∼137.2

Large bulldozer 137.2∼196

Towed scraper 137.2∼196

Motorized scraper 196∼254.8

Dump truck(6∼7.5t) ≥294

Table 5.18 Indicator of traff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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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 BA BA+C BA+L BA+FA BA+OS

Base X O O O O

Sub base

(Cement)
X O O O O

Sub base

(Lime)
X O O O X

CLSM

X O O X X

X O O X X

Table 5.19 Comparison of Bottom Ash mixtures on standard for

base, sub base, and CLSM

Object BA BA+C BA+FA BA+L BA+OS

Small swamp bulldozer X O O O O

Swamp bulldozer X O O O O

Medium bulldozer X O O O X

Large bulldozer X O X O X

Towed scraper X O X O X

Motorized scraper X O X O X

Table 5.20 Comparison of Bottom Ash mixtures on standard for

traffic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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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2 기존의 경량재와의 비교

본 연구의 결과인 Bottom Ash 혼합재료의 강도와 기존에 연구된

경량성 혼합재료의 결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경량기포혼합토 방식의

경량성 혼합재료들의 연구결과를 Table 5.21에 나타내었다.

시멘트, 석회 혼합재료의 강도는 경량성 혼합재료들의 일축압축강

도 범위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Fly Ash, 굴패각 혼합재료의 경

우는 상대적으로 기존 경량재료에 비하여 낮은 일축압축강도를 갖

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경량성 혼합재료의 경우 대부분 재료의

경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포를 혼합하는 방식으로 재료를 혼합

하였다. 본 연구의 혼합재료의 경우 종류에 따라 강도의 범위가 유

사하거나 낮게 나타났지만 재료자체의 경량성을 활용할 수 있으므

로 요구되는 강도범위에 따라 간편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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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year)
Materials qu(kPa)

This

research

(2013)

Bottom Ash + Cement 236.82∼3609.88

Bottom Ash + Lime 78.88∼661.96

Bottom Ash + Fly Ash 33.05∼98.88

Bottom Ash + Oyster shell 32.03∼89.94

Du 등

(2002)
Cement+Coal Ash+Sand+Air 60∼4900

윤길림 등

(2004)
Cement+Dredged Soil+Air 300∼500

Taha 등

(2007)
Cement+Sand+CBPD+Ash+Slag 70∼550

김윤태 등

(2007)

Cement+BottomAsh+

Dredged Soil+Air
120∼200

김종호

(2011)
Cement+Sand+Air 192∼2239

김성겸 등

(2012)

Cement+Bottom Ash+

Fly Ash+Sand
488∼838

Table 5.21 Comparison of Bottom Ash mixtures on lightweigh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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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에서는 필요한 Bottom Ash의 활용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

으로 Bottom Ash에 시멘트, 석회, Fly Ash, 굴패각을 혼합하고, 각

재료의 혼합과 양생을 통한 강도 증진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결과

로부터 혼합비와 양생방법 및 양생일수에 따른 일축압축강도 및 변

형계수와 함수비 변화를 검토하고 건설재료로써의 활용가능성을 고

찰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양생을 실시하지 않은 혼합재료의 일축압축강도와 변형계수는 시

멘트, 석회, 그리고 Fly Ash 혼합재료의 경우 혼합비가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굴패각의 경우 변화가 미미한 것

으로 나타났다.

2. 습윤 양생의 경우 양생 일수에 따라 선형적으로 수분이 감소함이

나타났다. 밀봉 양생의 경우 공시체가 습윤 상태로 보존되었으며

기건 양생한 시멘트 혼합재료와 석회 혼합재료에서는 7일까지 급

격하게 함수비가 감소하여 일정하게 수렴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수화 반응 속도가 느린 Fly Ash와 굴패각 혼

합재료는 양생 3일 동안 함수비가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3. 일축압축강도는 혼합재료 모두 양생에 따라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그 크기는 습윤 양생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혼합비가 높

을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정도가 크게 나타냈고, 변형계수는 일축

압축강도와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양생일수에 따른

강도특성의 경향은 양생방법, 혼합재료의 종류나 혼합비 별로 다

르게 나타났다.

4. 시멘트 혼합재료는 양생방법, 혼합비에 따라 기층재나 보조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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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석회 혼합재료의

경우 보조 기층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28일 이상 양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ly Ash와 굴패각 혼합재료는 상대적으로 강도

가 낮게 나타났지만 일정 함수비를 유지할 수 있다면 주행성 확

보를 위한 복토재로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5. E50/qu 비는 Fly Ash와 굴패각 혼합재료가 시멘트, 석회 혼합재료

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다. 이에 따라 Fly Ash와 굴패각 혼합재료

는 높은 강도를 요구하지 않는 곳에 활용할 시에는 변형에 대한

저항 측면에서 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6. 본 연구의 혼합재료는 간편한 방법으로 경량성을 확보함과 동시

에 Bottom Ash의 강도 증진이 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Bottom

Ash 혼합재료의 종류, 혼합비, 양생방법 및 양생일수의 종합적인

고려를 통하여 효과적인 적용범위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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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rength Characteristic of Reinforced

Bottom Ash Mixtures with Various Types,

Mixing Ratios, and Curing

Wooseok, Choi

Major in Rural Systems 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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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ine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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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modern society, all kinds of wastes have occurred in large

amounts as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For this reason, the

government has presented a method of recycling and processing

for waste by legislating “Act on recycling promotion and saving

for waste” in 2002, especially it has been being attempted to

recycle the waste in the construction.

Bottom Ash is industrial by-product from a thermoelectric

power plant. An immense quantities of bottom ash have

increased each year, but most of them are reclaimed in ash

landfill. Although researches for recycling Bottom Ash have been

carried out, the scope of application is limited when using only

Bottom Ash because of settlement characteristic and insufficient

strength of Bottom Ash. Therefore researches on expand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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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of using Bottom Ash are needed.

In this study, in order to raise recycling rate of Bottom Ash, it

was mixed Bottom Ash with cement, lime, Fly Ash, and oyster

shell and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qu) and deformation

modulus (E50) of the mixtures as mixing ratio, curing method,

curing time, and water content were analyzed. In the result of

experiment, qu and E50 were increased as mixing ratio except for

oyster shell mixture. The Mixtures in wet curing and sealed

curing were maintained in wet condition, but the other mixtures

in air-dry curing rapidly became dried and consequently the

results of qu and E50 appeared differently in each case. As a

result, reasonable mixing ratio, curing method, and curing time in

each mixture were suggested. The results showed the addition of

cement, lime, Fly Ash, and oyster soil in Bottom Ash could

improved strength and E50 and enlarge its field of being used.

keywords : Bottom Ash, cement, Fly Ash, lime, oyster

shell, curing, unconfined compression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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