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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 of mixture ratio of alkali-activator on 

workabil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alkali-activated mortar that using fly ash and blast 

furnace slag.

요  약

본 연구는 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를 사용 알칼리 활성 모르타르에 하여 알칼리 활성화제의 혼

합비율이 유동성  압축강도에 미치는 향을 검토하는데 목 이 있다.

1. 서   론

  

    본 연구는 다량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시멘트를  사용하지 않고 산업부산물인 라이애

시와 고로슬래그를 활용한 무시멘트 콘크리트의 알칼리 활성화제를 개발할 목 으로 합반응 활성

화를 한 알칼리 활성화제의 효율 인 사용 비율을 검토하 다. 그 결과 NaOH 9M과 쇼듐실리

이트 3종을 50:50으로 혼합할 경우 가장 효율 으로 나타났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의 결합재는 하동산 라이애시와 K사의 고로슬래그를 1:1로 사용하 으며, 알칼리 활성

화제는 NaOH 9M(순도 98%)  3종 쇼듐실리 이트(고형분 38.5%, 도 1.39g/cm2)를 사용하 다.

  

   2.2 실험 방법

  모르타르의 배합시험은 10L 믹서에 결합재와 잔골재를 혼합하고 2분간 건비빔을 실시한 다음,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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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알칼리 활성화제 혼합비율에 제조된 알칼리 자극제와 쇼듐실리 이트를 배합수와 함께 

혼합한 후 3분간 혼합하여 제조하 다. 알칼리 활성화제의 혼

합비율은 표1과 같다. 양생은 60℃에서 24시간 양생한 후 2

0℃ 기건양생  상온 기건양생 2가지로 양생방법을 달리하여 

수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유동성

그림1은 알칼리 활성화제 혼합비율에 따른 유동성을 나타낸 것이다. 실험결과 알칼리 활성화제 혼합비가 

유동성에 미치는 향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쇼듐실리 이트의 자체 성에 의한 손실만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3.2 압축 강도

그림 2  3은 양생 온도에 따른 재령별 압축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시험결과 SS와 SH가 1:1로 혼

합된 경우 가장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두가지의 알칼리 활성화제를 혼합사용하는 것이 단독

으로 사용한 것보다 압축강도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은 NaOH와 물유리의 혼합으로 Na2O/ 

기에 빠른 반응을 유도하고 쇼듐실리 이는 수분증발에 의하여 서서히 강도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

다.

그림 1. 유동성

  

그림 2. 압축강도(20℃) 그림 3. 압축강도(60℃)

4. 결 론

라이애시와 고로슬래그를 사용한 알칼리 활성 모르타르의 알칼리 활성화제 혼합비율에 따른 유동

성  압축강도 시험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유동성 라이애시가 작업성에 미치는 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압축강도는 NaOH와 쇼듐실리 이트를 혼합 사용한 경우 높은 압축강도를 나타내었으며, 이  

50:50으로 혼합한 경우 Na2O/SiO2의 몰비가 1.12로 결합재의 Si와 Al 성분과의 반응이 활성화됨

으로써 강도발 이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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