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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research presents early characters of waste recycling shotcerete with a combination of 

Coal-Ash are used by Yong-Dong thermoelectric power plant and Dong-Hae thermoelectric power 

plant. Several tests were conducted in this research. 

요  약

본 연구는 동지역에 치한 동화력발 소와 동해화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 라이애쉬, 

바텀애쉬)를 이용하여 크리트용 혼합형 혼화재로서의 구조용 재료로서의 활용방안을 높이고자 내구

성에 련된 여러가지 실험  연구 수행을 하 다. 

 

1. 서   론

  환경 친화 인 토목기술 개발의 일환으로서 화력발 소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각종 석탄회의 

활용가치를 높이고자 폐기물 재활용 석탄회로서 크리트 부분의 연구 수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내

구성에 련된 실험  분석을 실시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멘트는 국내 H사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으며 굵은 골재는 

최 치수 10mm로 하 고, 잔골재는 하천의 자연사를 사용, 잔골재율은 65%로 설정하 다. 석탄회

는 동지역에 치한 동화력발 소와 동해화력발 소에서 발생되는 석탄회( 라이애쉬, 바텀애

쉬, 실리카흄)를 연구를 수행하 다.

 2.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는 단 수량 214 kg/m 3로 고정하고, 물/바인더비(W/B) 45%, 잔골재율(S/A) 65%을 

기 배합으로 하여 동화력발 소의 순수한 라이애쉬(YF), 바텀애쉬(YB)와 동해화력발 소의 

순수한 라이애쉬(DF)의 혼입량을 변화시켜 크리트의 특성을 비교 평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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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1 내구성 련 실험

    

3. 실험 결과

 염소이온 침투 항성 평가 결과 실리카흄이 혼입된 크리트의 경우 내염해성이 가장 우수한 것으

로 나타났으며 RCPT 실험에선 동해화력발 소의 라이 애쉬의 체 비율 15% 인 경우 강도에서 가

장 우수, 그와 함께 투수성이 가장 낮았다. 속 용출 시험에선 모든 배합에서 기 치에 도달하지 

않는 수 으로 나타난 것을 확인하 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화력발 소에서 생산되는 부산물인 각각의 석탄회(fly-ash, bottom-ash 등)를 

크리트 시멘트재료로 사용하기 한 기술을 개발하기 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결

론을 할 수 있었다. 폐석탄회를 활용한 크리트의 연구에서 내염해성에 한 실험과 RCPT 실험에서 

국내외 행기 을 모두 만족하는 결과를 보 으며, 건설재료로서의 폐석탄회 환경  특성 검토에서도 

합한 것으로 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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