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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콘크리트의 혼화재로서 흔히 사용되고 있는 플라이애
시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첫 번째로 
플라이애시 내부에 함유된 미연탄소를 들 수 있다. 미연
탄소란 화력발전소의 보일러 내부에서 완전히 타지 않고 
남은 원탄의 입자를 말한다. 이러한 미연탄소가 다량으
로 함유된 플라이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서 사용할 
경우 AE제 흡착 현상으로 인해 동일 슬럼프 확보에 있어
서 다량의 AE제 첨가가 요구된다.[1]
  다음으로 플라이애시 표면의 유리질 박막을 들 수 있
다. 플라이애시는 집진 과정에 있어 급냉처리 되기 때문
에 표면에 유리질의 박막이 형성된다. 이와 같은 유리질 
박막은 플라이애시 입자가 물과 직접적으로 반응하지 못
하도록 작용하며 이를 잠재 수경성이라 칭하고 있다. 이
러한 잠재 수경성의 물질은 알칼리 환경에 노출될 경우 
표면의 유리질 박막이 파괴되며 수화반응을 하는 성질을 
지녔기 때문에, 플라이애시를 혼화재로서 사용할 경우 
알칼리 자극제의 첨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2]
  현재까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플라즈마를 
이용하여 플라이애시의 표면을 개질해 내부의 미연탄소
를 제거하고 표면의 유리질 박막을 제거하는 방안에 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3] 건설 산업에서 일반적으로 이
용되고 있는 플라즈마는 CCP 타입의 O2 플라즈마이다. 
하지만 O2 플라즈마의 경우 산소의 재결합 현상에 의해 
O3가 생성된다. O3는 주변 물질을 쉽게 산화시키는 성질
을 지녀, 실험자의 인체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와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플라즈마는 건설 현장에 폭넓게 
적용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크방전을 이용하여 플라이애시의 표면을 개질하고 미
연탄소를 제거하며, 표면의 유리질 박막을 제거하는 방
안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Ⅱ. 아크방전의 정의 및 아크방전 기계

1. 아크방전의 정의

  아크방전이란 양극과 음극을 대립시킬 경우 양 전극 
사이의 전위차에 의해 발생하는 방전 현상을 말한다. 아
크방전이 발생할 경우 양 전극의 사이에는 고온의 불꽃
이 생성되며 그 불꽃의 온도는 약 3,000~6,000℃에 달한
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고온의 불꽃을 이용해 플라
이애시의 표면을 개질하도록 하였다.

▶▶ 그림 1. 아크방전 영역의 구성

2. 아크방전 기계

  그림 2는 연구의 진행을 위해 본 연구팀이 자체적으로 
설계 및 제작한 아크방전 기계를 나타낸 것이다.
  아크방전 기계를 이용한 플라이애시의 표면개질 과정
은 다음과 같다. 흡입구를 통해 플라이애시를 소량씩 주
입할 경우 플라이애시는 총 4단계로 이루어진 아크방전 
영역으로 이동하게 된다. 이 때 아크방전 영역 내에서 발
생한 고온의 불꽃과 플라이애시가 접촉하게 되며 표면이 
개질되는 것이다. 표면개질이 완료된 플라이애시는 집진
기로 이동하여 토출된다. 본 연구에서는 효과적인 표면
개질 처리를 진행하기 위해 위와 같은 과정을 2회 반복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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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애시를 콘크리트의 혼화재로서 사용하기 위해서는 미연탄소 제거 및 알칼리 자극제의 첨가가 요구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현재까지 플라즈마를 이용한 플라이애시의 표면개질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플라즈마는 오존을 생성하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아크방전을 이용해 플라이애시의 표면을 개질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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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아크방전 기계

Ⅲ. 실험 계획

1. 사용 재료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으며, 혼화재로서는 일
반적인 플라이애시(이하 FA) 및 아크방전에 의해 표면개
질 된 플라이애시(이하 TFA)를 사용하였다. FA의 물리적 
특성은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다.

2. 실험 방법

  실험 계획은 표 2에 나타낸 바와 같다. 아크방전에 의한 
플라이애시의 물리적 특성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FA 
및 TFA의 강열감량, 분말도, 비중을 측정하였다. 또한 그
에 따른 수화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W/B를 50%로 고정
한 후, FA 및 TFA를 각 60% 대체한 시멘트 경화체를 제
작해 재령 3, 7일의 압축강도를 측정해 비교분석 하였다.

표 2. 실험 계획

Physical properties Cement matrix

Materials FA*, TFA** Binders FA, TFA

Test
items

Ignition loss
Fineness
Density

Replacement 
ratio

60 %

W/B 50 %

Test
items

Compressive
strength
(3, 7days)

* FA : Fly Ash  ** TFA : Treatment Fly Ash

Ⅳ. 실험 결과 및 분석

1. 물리적 특성 측정 결과[4]

  강열감량의 경우 약 2% 감소하여 7%의 수치를 나타내
었다. 이는 고온의 아크 불꽃에 의해 플라이애시 내에 함
유되어 있던 미연탄소가 제거된 결과로 판단된다. 비중
의 경우 다소 감소하였으나 그 차이가 크지 않았으므로, 
아크방전은 플라이애시의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진다.
  반면 분말도의 경우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아크방전 불꽃과 플라이애시가 접촉함에 따라 플라
이애시 입자의 일부가 파괴되어 입자의 크기가 감소해 
얻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2. 압축강도 측정 결과 (재령 3, 7일)

  FA 및 TFA를 이용해 제작한 시멘트 경화체의 재령 3, 
7일의 압축강도 측정 결과, TFA를 이용한 시멘트 경화체
의 경우 FA를 이용했을 때에 비해 더욱 양호한 압축강도 
발현 성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고온의 아크
불꽃과 플라이애시가 접촉할 때 표면의 유리질 박막이 
일부 제거되어, 플라이애시 내부에 함유되어 있던 반응
성 성분이 용출되어 수화물이 다량 생성돼 얻어진 결과
로 판단된다.

Ⅴ. 결론

  실험 결과 강열감량은 감소하였으며 분말도는 증가하
였다. 이는 아크방전 불꽃에 의해 미연탄소가 제거되고 
유리질의 박막이 파괴되어 얻어진 결과로 판단된다. 따
라서 아크방전은 플라이애시의 표면개질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단, 본 연구는 기초적 연구에 그친 것
으로 향후 아크방전 횟수 및 TFA의 대체율 등에 따른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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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FA의 물리적 특성

Density Fineness Ignition loss

FA 2.24 g/㎤ 4,302 ㎠/g 9.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