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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utilize fly ash as a shotcrete material, this research conducted a heavy-metal 

leaching test to inspect the influence on environmental. The measured amount of the heavy metals 

in the leachate was well below the suggested guidelines from Korea and U.S.A. 

요  약

본 연구는 산업부산물인 라이애쉬와 실리카퓸을 크리트에 재활용하기 한 연구의 일환으로 

속 용출시험을 통해 환경 안 성을 검증하기 해 진행되었다. 시험 결과, 국내외 기 에 만족하여 

환경 으로 무해한 것으로 단되었다.

1. 서   론  

    산업 발달에 따라 천연자원 고갈, 공해물질 배출, 폐기물 발생 등과 같은 부가 인 문제가 발생

하게 되었고 그 처리도 한계에 이르 다. 이를 해결하기 해 산업부산물인 라이애쉬와 실리카퓸

을 크리트에 활용하고자 하며, 이에 앞서 속 용출시험을 통한 환경 향평가를 실시하 다.

2.  사용재료  시험방법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 다. 굵은골재는 최 치수 10mm의 쇄석으로 

하 고, 잔골재는 비  2.61, 조립률 2.65의 강사를 사용하 다. 그리고 혼화재로 보령산 라이애쉬  

실리카퓸을 사용하 고, 혼화제로 결제와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하 다.    

2.2 실험 방법

  속 용출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한 용출시험을 실시하 으며, 표 1의 10가지 비 배합

에 하여 Pb, Cu, As, Hg, Cr  Cd 6가지 속에 해 시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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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men
W/C

(%)

S/a

(%)

Unit Weight ( kg/m3) Superplasticizer Slump

(8∼12cm)

Air

(4∼6%)W B C SF FA S1 G cx(%) ( kg/m3)

Plain

45 60 190 422

422 0 0 988 644

2 8.4

10 6

PS7 393 30 0 983 640 8.5 5.8

PS7F5 372 30 21 978 637 9.5 4.8

PS7F10 350 30 42 973 634 8 4.8

PF5 401 0 21 983 640 10 5.8

PF10 380 0 42 978 637 11.5 5.6

PF12 372 0 51 977 636 1.9 8.022 10 5

PF15 359 0 63 974 634 1.00 4.222 11.5 4.9

PF17 350 0 72 972 633 0.75 3.167 10 4

PF20 338 0 84 969 631 0.65 2.744 10 3.5

표 1  비 배합

Specimen Cr Cu As Cd Hg Pb

Plain <0.0001 0.027 0.018 <0.0001 <0. 0001 <0.0001

PS7 <0.0001 0.028 0.009 <0.0001 <0. 0001 <0.0001

PS7F5 <0.0001 0.023 0.007 <0.0001 <0. 0001 <0.0001

PS7F10 <0.0001 0.020 0.012 <0.0001 <0. 0001 <0.0001

PF5 <0.0001 0.022 0.027 <0.0001 <0. 0001 0.03

PF10 <0.0001 0.026 0.022 <0.0001 <0. 0001 <0.0001

PF12 <0.0001 0.040 0.022 <0.0001 <0. 0001 0.04

PF15 <0.0001 0.029 0.017 <0.0001 <0. 0001 0.03

PF17 <0.0001 0.040 0.018 <0.0001 <0. 0001 0.04

PF20 <0.0001 0.039 0.039 <0.0001 <0. 0001 <0.0001

표 2  시험 결과

3. 시험 결과

  10가지 공시체 모두 Cr, Cd, Hg 성분은 검출되지 않았고 Pb 성분 한 라이애쉬가 함유된 일

부분의 경우에서만 검출되었다. 그리고 Cu, As 성분이 모든 공시체에서 검출되었다. 

 

4. 결 론

    산업부산물인 라이애쉬  실리카퓸을 크리트에 용하기 해 도출된 비 배합을 바탕으로 

환경 안 성 검증을 실시한 결과, 국내외 기 에 만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추후 장 용을 해 

최  배합비를 도출하고 추가 인 내구성  실내시험에 한 연구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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