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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increased demand and consumption of coal has intensified problems associated with disposal of solid

waste generated in utilization of coal. Major utilization of coal by-products has been in construction-related applications. Since

fly ash accounts for the part of the production of utility waste, the majority of scientific investigations have focused on its

utilization in a multitude of use, while little attention has been directed to the use of bottom ash. As a consequence of this

neglect, a large amount of bottom ash has been stockpiled. However, the need to obtain safe and economical solution for its

proper utilization has been more urgent. The study presented herein is designed to ascertai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bottom ash, as autoclaved lightweight foamed concrete product. The laboratory test results indicated that tobermorite was

generated when bottom ash was used as materials for hydro-thermal reaction.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variance, at the

fresh state, water ratio affects on flow and slurry density of autoclaved lightweight foamed concrete, but foam ratio influences

on slurry density, while, at the hardened state, foam ratio affects on the density of dry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but

doesn't affect on flexural and tensile strength. In the results of response surface analysis, to obtain target performance, the most

suitable mix condition for lightweight foamed concrete using bottom ash was water ratio of 70~80% and foaming ratio of 9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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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석탄은 풍부한 매장량, 저렴한 가격 및 공급 안정성 등

의 이유로 화력 발전소에서 중요한 연료원으로 널리 사

용되고 있으며, 부산물로 발생되는 석탄회 (石炭灰) 발생

량도 증가하여 2010년경에는 약 600만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재 (coal ash)는 포집되는 장소에 따라 크

게 플라이애쉬 (fly ash)와 바텀애쉬 (bottom ash)로 구분

된다. 이중 플라이애쉬는 발생되는 회의 75~80% 정도로

서 대부분이 콘크리트 혼화재료 및 시멘트 클링커 제조

원료로 재활용되고 있다. 바텀애쉬는 보통 전체 발생되

는 회의 15~20% 정도로 플라이애쉬보다 발생량이 적고1)

물리·화학적 특성이 열등하고 재활용이 어려워 대부분

이 매립·폐기처분되고 있는 실정이다.2,3) 

그러나 바텀애쉬는 SiO2와 Al2O3를 다량 함유하고 있

기 때문에 이를 미분화하여 고온·고압의 조건에서 수

열반응을 유도하면 우수한 경화체의 제조가 가능하다. 

한편 고온· 수열반응 조건에서 제조되는 건설재료는

크게 두 가지 형태로 구분되지만, 일반적인 것은 통칭

ALC 라고 불리고 있는 후발포형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의

미한다. 본 연구는 기포를 사전에 제조하여 슬러리재와

혼합하는 선발포 방식으로 기존의 ALC와는 구별되지만,

석회질 재료와 규산질 재료의 반응에 의해 경화체를 구

성하는 기본적인 반응 메커니즘은 거의 유사하다. 그러나

ALC가 생산 공정상 고품위의 재료를 요구하므로 원료의

다양성이 제한되어 있고, 또한 재료의 밀도도 0.3에서 0.7

범위로 제한되어 있다. 반면에, 본 제조방식은 재료의 성

능 목표에 따라 재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으므로 바

텀애쉬와 같이 타 공정 부산물의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

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밀도의 범위도 ALC 보다 좀더 넓

은 범위에 걸쳐 조정이 가능하고 형태의 다양화가 가능

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ALC에 비하여 동일 밀도에

서의 강도와 단열성 등에 관해서는 열등한 측면도 있으

므로 어느 방식이 우수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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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바텀애쉬를 사용하여 건축물 및 공동주택의

비구조용 벽체로 사용될 수 있는 경량기포 콘크리트 2

차 제품을 개발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 결과의 일부이며,

경화체 제조는 선발포 방식에 의해 만들어진 슬러리를

수열 조건에서 경화시키는 방식을 채용하였으며, 본 반

응을 최적화하기 위한 원료의 조성을 구명하는 것이 본

연구의 최종 목표이다. 연구의 프로세스는 먼저 바텀애

쉬가 수열합성반응조건에서 우수한 경화체의 제조가 가

능한지를 기존 문헌에 의해 고찰하여 이를 예비 실험에

의해 확인한 다음, 다세대 주택의 세대 내 차음재로서

요구되는 목표성능을 설정한 후 요구 성능에 적합한 배

합조건을 찾기 위하여 실험계획법을 이용하여 실험을 실

시하였다. 또한 최적 성능을 발현하기 위한 배합조건을

결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과 반응표면 분석을 통하여 실

험 결과를 해석하였다.

2. 바텀애쉬의 수열합성반응 규산질 원료로의 사용 

가능성 검토

2.1 규산칼슘 (calcium silicate) 수열합성반응 메커니즘

석회와 실리카 또는 포틀랜드시멘트를 주원료로 오토클

레이브를 사용하여 170~250oC의 포화수증기압으로 처리하

여 얻은 재료를 오토클레이브 규산칼슘재료라고 하며,4-7)

건축재료 및 단열, 보온재로 사용된다. 이러한 재료들은 상

온에서 생성되는 저결정성 시멘트수화물 (C-S-H)과는 달

리 결정질로서 콘크리트에 비해 내열성 및 치수안정성이

우수하며, 상온양생체에 비해 강도가 뛰어나다. 수열합성

반응을 통해 생성되는 수화물은 CaO/SiO2 및 반응온도, 반

응시간, 원료의 입도 등 여러 조건에 크게 영향을 받으며,

그 주요 수화물은 Tobermorite, Xonotlite, Gyrolite 로 구분된

다. 이 중 토버모라이트 (Tobermorite)는 층간 거리에 따라 구

분될 수 있는데 그 중 대표적인 것이 11Å 토버모라이트

이며 이것은 CaO/SiO2 몰비 (이하, C/S 몰비로 함)

0.8~1.1에서 180oC 11기압의 포화수증기압의 반응에 의

해서만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2.2. 바텀애쉬의 수열합성 반응성 검토

수열합성반응을 이용한 규산칼슘수화물을 제조하는데

있어 사용되는 규산질 원료를 규석 또는 규사분말을 이용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하지만 일본의 恒松修二·井上憲弘

등
9)
은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규산칼슘수화물의 특성 등

을 연구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수열합성반응에서의 규산

질 재료로서의 플라이애쉬 사용성 검토와 기타 혼화재료

의 사용에 의한 강도특성 및 몰비 변화에 따른 토버모

라이트의 결정 관찰 등을 연구하여 플라이애쉬가 우수한

수열합성 재료임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된 연구

를 참고로 하여, 플라이애쉬와 화학적 조성이 비슷한 바

텀애쉬도 규산질 원료로서의 대체가 가능하다고 판단되

어 C/S 몰비 및 기타 혼화재료의 화학적 성분 함량변화

에 대한 예비실험을 실시하였다. 상온-상압 수화물인 C-

S-H gel은 1~100 nm 범위의 콜로이드 크기의 저결정성

입자들의 집합체이기 때문에 그 형상을 명확히 정의하기

어려운 것에 반하여, 수열합성반응에 의한 수화물은 일

반적으로 다공성의 판상형 결정구조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양한 몰비를 갖는

배합을 대상으로 검토하였다.10)

Fig. 1은 본 연구에 사용한 수열합성 경화체의 미세구

조를 나타낸 것으로 다공성의 판상형 결정물이 매우 잘

형성된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오토클레이브양생 후의

시험체의 X선회절분석 결과를 나타낸 Fig. 2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수열합성반응 생성물인 토버모라이트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수열반응에 의한 토버모라이트

의 형성은 C/S몰비 1.1에서 가장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이후 실험에 적용하였다. Table 1은 사용재료의 화

학적 성분량을 바탕으로 C/S 몰비가 1.1이 되도록 배합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3. 실험 계획 및 방법

3.1 실험 계획

수열합성반응에서 수화물의 각종 물성에 가장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 중의 하나인 C/S 몰비는 사전 실험 결

Fig. 1 SEM image of the solid  made by hydro-thermal reaction

(×5,000)

Fig. 2 XRD pattern of the solid  made by hdyro-thermal 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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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를 반영하고 원료의 종류 및 입도, 조성 및 반응조건

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검토는 본 논문의 범위에 포함

시키지 않았다. 본 연구는 C/S 몰비를 1.1로 고정한 상

태에서 물비 (water ratio), 기포비 (foam ratio), 섬유비

(fiber ratio)의 영향을 검토한 것이다. 물비는 물과 결합

재의 중량비를, 기포비는 기포 혼입전의 슬러리와 투입

한 기포의 용적비를, 그리고 섬유비는 슬러리에 대한 투

입한 섬유의 용적비를 의미한다. 검토한 실험수준은 Table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물비 70, 75, 80%, 기포비 80,

100, 120%, 섬유비 0, 0.2, 0.4%이다.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성능 측정항목은 굳지 않은 상태

에서 플로우 및 슬러리밀도, 경화 상태에서 경화체 밀도,

압축강도, 휨강도, 인장강도로 하였다.

본 연구와 같이 3개 실험인자에 관하여 각각 3개 실험

수준을 갖는 3인자 3수준의 실험계획은 27개의 다른 배

합을 갖게 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실험계획법에 따라

Table 3과 같이 3인자 3수준의 직교배열법으로 실험을

배열하고 실험인자간의 교호작용을 배제하여 실제 실험

한 배치수를 9회로 저감하여 실험하였으며, 측정한 결과

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여 각 요인의 영향 및 최적 배합

수준을 결정하였다.

3.2 성능목표

경량기포콘크리트는 그 물성의 수준에 따라 용도가 달

라질 뿐만 아니라 어떤 물성치의 향상은 다른 물성 또

는 성능의 하락을 의미하게 되므로 목표로 하는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목표로 하는 성능을 명확히 할 필요

가 있다. 또한 이 성능 목표치에 따라 본 연구의 목표중

의 하나인 최적배합의 결정이 가능하게 된다. 본 연구의

최종 제품은 아파트 세대 간 차음재이므로 연구의 성능목

표는 KS F 4914「경량기포콘크리트 패널」의 기준에 맞

추어 Table 4와 같이 설정하였다. 

3.3 실험 방법

3.3.1 혼합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제조방식은 거푸집에 기포를 도입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선발포 방식 (pre-foaming method)

과 후발포 방식 (post-foaming method)으로 구분한다. 선

발포 방식은 거푸집에 타설하기 전에 기포를 도입하는

것이며, 후발포 방식은 타설 후에 기포를 도입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선발포 방

식을 사용하였으며, 혼합은 수평 드럼에 나선형 블레이

드가 설치되어 있는 리본믹서를 사용하였다.

3.3.2 양생

양생은 Fig. 4에 나타낸 바와 같이 전치양생 (precuring,

A구간), 증기양생 (steam curing, B구간), 오토클레이브양

생 (autoclave curing, D구간)을 하고, 증기양생 후에 2시

간 동안의 안정기 (interval, C구간)와 오토클레이브양생

후에 서냉기 (cooling, E구간)를 두는 방식을 채용하였다.

전치양생은 구성재료 중 알루미나에 의한 에트린자이트

생성 반응에 의해 응결을 유도하여 슬러리를 안정화하기

위한 것이다. 증기양생은 오토클레이브양생시의 압력에

저항하고, 실제 생산 시의 공정 중 취급에 저항하기 위

Table 1 The formation of raw materials with C/S mole ratio of

1.1

C/S mole 

ratio

(wt, %)

OPC AC CH A BA

1.1 45.14 4.51 2.17 3.61 44.57

Remark

·C/S mole ratio is total weight ratio of CaO and SiO2

·OPC is ordinary portland cement

·AC is alumina cement

·CH is calcium hydroxide(Ca(OH)2)

·A is anhydrite gypsum(CaSO4)

·BA is bottom ash

These abbreviations have a same meaning in this paper

Table 2 Experimental factors & levels

Experimental 

factor
Experimental level

Test items

Fresh state Hardened state

Water ratio 

(wt,%)
70 75 80

Flow

density

Density

Comp. strength

Flex. strength

Ten. strength

Foam ratio 

(vol,%)
80 100 120

Fiber ratio 

(vol,%)
0.0 0.2 0.4

Table 3 Design of experiment

Experi-

mental

factor

Mix no.

Experimental arrangement
Experimental

level

Water 

ratio 

(wt,%)

Foam 

ratio 

(vol,%)

Fiber 

ratio 

(vol,%)

Water 

ratio 

(wt,%)

Foam 

ratio 

(vol,%)

Fiber 

ratio 

(vol,%)

1

2

3

0

0

0

0

1

2

0

1

2

70

70

70

 80

100

120

0.0

0.2

0.4

4

5

6

1

1

1

0

1

2

2

0

1

75

75

75

 80

100

120

0.4

0.0

0.2

7

8

9

2

2

2

0

1

2

1

2

0

80

80

80

 80

100

120

0.2

0.4

0.0

Table 4 Target performance of product

Division Standard
Target

performance
Remark

Density (kg/m
3
) KS F 4914 0.7~0.9 Dried

Compressive

strength (MPa)
KS F 4914 10~12 -

Flexural

strength (MPa)
KS F 4914 1.3~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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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며, 안정기는 증기양생에

의한 열응력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오토클레이브양생

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목표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

며, 오토클레이브양생 후 서냉구간은 열응력에 의한 경

화체의 균열 방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다. 

 

3.3.3 측정

굳지 않은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성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시한 슬러리 밀도 및 플로우 시험은 KS F 4039「현장

타설용 경량기포콘크리트」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경화

상태에서는 압축강도는 KS F 4914 경량 기포콘크리트

패널, 휨강도는 KS F 2408 콘크리트의 휨강도 시험방법,

인장강도는 KS F 2423 콘크리트 인장강도 시험방법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3.4 사용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재료의 물리적 특성을 요약하면

Tables 5~9와 같다. 규산질 재료로 사용한 바텀애쉬는 J

발전의 S화력 발전소의 해사장에 야적되어 있는 것을 반

응성 향상을 위해 분말도 6,450 (cm2/g)까지 볼밀로 분쇄

한 것을 사용하였다. 바텀애쉬의 화학성분은 XRF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는데, 수열반응에 필요한 SiO2와 Al2O3

의 전체함량이 74.2%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슘질 재료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와 소석회를 사용하

였다. 시멘트는 경화체의 강도발현을 위한 것으로 밀도

3.15 (kg/m3)의 1종 보통포틀랜드시멘트를 사용하였고, 소

석회는 수열반응 시의 칼슘원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으로

C사의 것을 사용하였다.

또한 응결조절을 위해 사용한 알루미나 시멘트는 U사

의 밀도 2.95 kg/m3, 분말도 5,210 cm2/g인 것을 사용하였

고, 소석회와 알루미나시멘트의 급격한 응결을 방지하기

위해 무수석고를 사용하였다.

혼화재료로는 기포콘크리트 슬러리의 유동성을 확보하

기 위하여 K사의 나프탈렌계 고성능감수제를 사용하였

으며, 기포제는 H사의 동물성 기포제를 사용하였으며 휨

인성을 증진시키기 위해 사용한 섬유는 S사의 나일론 섬

유를 사용하였다.

3.5 실험 결과 분석

실험 결과의 분석에는 분산분석 (analysis of variance)과

반응표면분석 (response surface analysis)을 이용하였다. 분

산분석은 실험 요인 (물비, 기포비, 섬유비)이 각각 경량

기포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강도 특성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으며, 반응

표면분석은 실험요인의 최적의 배합수준을 결정하기 위

하여 수행하였다.

분산분석은 각각 정규분포를 따르는 세 개 이상의 집

단 평균을 비교하기 위해 비교 과정에 분산을 사용하는

Fig. 3 The making process of lightweight foamed concrete

Fig. 4 Curing process

Table 6 Chemical composition of cements and admixtures

Sam-

ple

Chemical composition (wt,%)

SiO2 Al2O3Fe2O3 CaO MgO K2O Na2O SO3 Ig.loss

OPC 25.0 7.7 3.0 61.9 2.1 0.69 0.11 1.8 1.1

AC 4.2 54.7 0.6 36.9 - 0.23 0.2 0.2 0.3

CH - - - 68.3 - - - - 26.7

AG 3.7 0.7 0.0 38.3 0.0 0.03 0.01 54.4 2.9

OPC : ordinary portland cement, AC : alumina cement,

CH : calcium hydroxide, AG : anhydrite gypsum

Table 7 Chemical properties of superplasticsizer

 Item

Division

Density

(kg/m
3
)

Solidity

(%)

pH

(neat)
Color

Naphthalene 1.20 35.6 7 ± 1 Dark brown

Table 8 Physical properties of foam agent

Division Density (kg/m
3
) Solid (%) pH

Animal protein

foam agent
1.14 35.8 7 ± 1

Table 9 Physical properties of nylon fiber

Division
Density

(kg/m
3
)

Diameter

(mm)

Length

(mm)

Melting 

point (
o
C)

Tensile

strength (MPa)

Nylon 1.16 0.023 7 ± 1 180 896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bottom ash

Sample
Chemical composition (wt,%)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SO3 Ig.loss

Bottom ash 49.1 25.1 5.7 0.6 0.7 3.3 0.1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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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적 기법으로, 여러 모집단의 평균을 주어진 유의수

준에서 동시에 비교하여 각 처리집단에서 얻은 표본평균

들의 분산과 각 처리집단 내의 분산을 비교함으로써 가

설 검증을 통해서 상관관계를 파악하여, 각 요인이 측정

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한지의 여부를 90.0, 95.0, 97.5%

의 유의수준에서 F-검정 할 수 있다.

반응표면분석은 실험요인인 물비, 기포비, 섬유비를 독

립변수로 하고, 밀도 및 압축강도 실험 결과를 반응변수

(종속변수)로 하여 1개 종속변수가 3개 독립변수를 갖도

록 수식화한 다음 이를 등고선 형태의 2차원 반응표면

도로 나타낸 다음, 밀도와 압축강도에 관한 반응표면도

를 중첩시켜 최적의 성능 범위를 갖는 배합수준을 결정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4. 실험 결과 및 고찰

Tables 10은 9개 실험배합의 굳지 않은 상태에서의 슬

러리 밀도와 플로우 실험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4.1 굳지 않은 성상

4.1.1 플로우

Table 11은 굳지 않은 상태에서 실험한 기포콘크리트

의 플로우치 측정 결과를 분산분석 하여 그 결과를 실

험요인별로 F-검정한 것이다. 실험 요인인 물비, 기포비,

섬유비와 플로우의 F값은 각각 7.18, 1.72, 1.42이며, 실

험치가 자유도 2, 에러 2이므로 신뢰한계 95% (유의수준

α = 0.05) 및 90% (유의수준 α = 0.10), 기각치 F0.10 및

F0.05는 각각 19.0, 9.0이다.

3개 실험요인은 신뢰한계 90% (유의수준 α = 0.10)에

서도 모두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플로우치에 미

치는 영향이 크지 않음을 알 수 있다.

Fig. 5는 시험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한 플로우치 값을

나타낸 것으로 플로우의 평균값은 160~190 mm 사이의

범위에서 변화하고 있다. 플로우에 미치는 각 요인의 영

향을 살펴보면, 물비 70~80% 범위에서는 물비의 증가에

따라 플로우치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포비 80~120% 범위에서 기포비가 증가함에 따라 플

로우는 감소하고 있으며, 기포비 100%에서 120%의 사

이에 그 감소비율이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섬유비에 따라

서는 섬유비 0.0~0.4% 범위에서 0.2%가 가장 낮은 플로

우치를 나타냈지만, 본 실험에 있어서는 섬유비가 플로

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4.1.2 슬러리밀도

Table 12는 물비, 기포비, 섬유비에 따른 슬러리의 밀

도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검정을 실시한 결

과 각 실험요인에 따른 플로우의 F값은 각각 15.46,

64.92, 5.62로 나타나고 있어, 기포비의 F값은 신뢰한계

95% (유의수준 α = 0.05)의 기각치인 19.0 보다 크므로,

기포비가 슬러리의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섬유비는 신뢰한계 90% (유의수

준 α = 0.10)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슬러리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6은 슬러리 밀도에 대한 실험인자의 수준별 모평

Table 10 The physical properties in the fresh state of foamed

concrete

No.

Water

ratio

(wt,%)

Foam

ratio

(vol,%)

Fiber

ratio

(vol,%)

Fresh state

Flow

(mm)

Slurry density

(kg/m
3
)

1

70

80 0.0 167 1.09

2 100 0.2 165 1.04

3 120 0.4 157 1.04

4

75

80 0.4 190 1.10

5 100 0.0 180 0.93

6 120 0.2 157 0.86

7

80

80 0.2 186 1.05

8 100 0.4 194 0.95

9 120 0.0 192 0.83

Table 11 Analysis of variance on flow

Factor S Ø V F F0.05 F0.10

Water ratio 1150.89 2 575.44 7.18

19.0 9.00Foam ratio 274.89 2 137.44 1.72

Fiber ratio 228.22 2 114.11 1.42

Error 160.22 2 80.11 - - -

S : the sum of square

Ø : the degree of freedom

V : the mean square

F : the value of F test for the experimental value

F0.05 : F value at the significance limit of 0.05

F0.10 : F value at the significance limit of 0.10

Fig. 5 The variance of flow

Table 12 Analysis of variance on slurry density

Factor S Ø V F F0.05 F0.10

Water ratio 0.01 2 0.006 15.46

19.0 9.00Foam ratio 0.06 2 0.028 64.92

Fiber ratio 0.01 2 0.002 5.62

Error 0.00 2 0.00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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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측정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슬러리 밀도의 변화

에서 물비와 기포비가 증가할수록 슬러리 밀도는 감소하

지만, 섬유비의 증가에 따라서는 슬러리의 밀도가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기포콘크리트는 분체계 재료에 물과 기포를 혼합한 것

이므로 본 실험과 같이 액상 및 기체상 재료의 혼입에

의해 밀도가 변화하게 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이지

만, 본 연구 결과 기포의 혼입이 수량의 증가보다 슬러

리의 밀도에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섬유의 사용량이 낮은 범위에서 검토한 것이 주

요인일 것으로 사료되지만, 본 실험과 같은 범위의 섬유

비에서는 섬유의 혼입은 슬러리 밀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2 경화 성상

경화상태에서의 경화체의 각종 물성 실험 결과를 Table

13에 나타내었다.

4.2.1 절건밀도

Table 14는 물비, 기포비, 섬유비에 따른 절건밀도의 분

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검정을 실시한 결과 F0

값은 물비 6.67, 기포비 21.20, 섬유비 4.47로 유의수준

α = 0.05에서의 기각치인 19.0보다 큰 것은 기포비인 것

으로 나타나 기포비는 유의수준 5%에서 절건밀도에 미

치는 영향이 유의하지만, 물비와 섬유비는 유의수준 10%

에서도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은 절건밀도 변화에 대한 인자들의 수준별 모평

균의 추정치를 나타낸 것이다. 예측한 바와 같이 시험체

의 밀도는 기포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였으며, 감소비는

기포비가 증가할수록 약간 증가하고 있다.

4.2.2 압축강도

Table 15는 물비, 기포비, 섬유비에 따른 압축강도의 분

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검정을 실시한 결과 F0

값은 물비 20.66, 기포비 257.864, 섬유비 7.29로 물비 및

기포비는 유의수준 α = 0.10에서의 유의한 것으로 나타

났으며, 특히 기포비는 유의수준 α = 0.05에서도 유의하

게 나타나 기포비는 압축강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섬유비는 압축강도에 미치는 영

향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인

성 강화를 위해 사용한 섬유가 고온고압의 오토클레이브

양생 과정에서 녹아 메트릭스의 강성에 기여를 못한 것

Table 13 The physical properties in hardened state of lightweight

foamed concrete 

No.

Water

ratio

(wt, %)

Foam 

ratio

(vol, %)

Fiber

ratio

(vol, %)

Hardened state

Oven dry 

density

(g/cm
3
)

Comp. 

strength

(MPa)

Flex. 

strength

(MPa)

Tensile 

strength

(MPa)

1

70

80 0.0 0.84 16.2 1.2 0.9

2 100 0.2 0.83 12.6 1.3 0.9

3 120 0.4 0.75 11.0 1.5 0.6

4

75

80 0.4 0.79 15.3 1.2 1.0

5 100 0.0 0.69 11.4 1.4 0.6

6 120 0.2 0.63 8.2 1.1 0.6

7

80

80 0.2 0.88 14.7 1.3 0.6

8 100 0.4 0.78 12.1 1.3 0.5

9 120 0.0 0.58 9.7 0.6 0.6

Fig. 6 The variance of slurry density

Table 14 Analysis of variance on oven dry density

Factor S Ø V F F0.05 F0.10

Water ratio 0.02 2 0.008 6.67

19.0 9.00Foam ratio 0.05 2 0.025 21.20

Fiber ratio 0.01 2 0.005 4.47

Error - 2 0.001 - - -

Fig. 7 The variance of oven dry density 

Table 15 Analysis of variance on compressive strength

Factor S Ø V F F0.05 F0.10

Water ratio 401.61 2 200.80 20.66

19.0 9.0Foam ratio 5012.83 2 2506.42 257.86

Fiber ratio 141.76 2 70.88 7.29

Error 19.44 2 9.72 - - -

Total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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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판단된다.

Fig. 8은 물비, 기포비, 섬유비 변화에 따른 압축강도

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기포비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

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기포콘크리트가 다공질

로 매트릭스의 강도보다 공극률의 영향을 지배적으로 받

기 때문이다.11)

4.2.3 휨강도

Table 16은 물비, 기포비, 섬유비에 따른 휨강도의 분

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검정 결과 F0값은 물비

0.62, 기포비 0.62, 섬유비 0.58로 유의수준 α = 0.05 및

0.1에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휨강도 변

화에 대한 인자들의 수준별 모평균의 추정치를 나타낸

Fig. 9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휨강도에 미치는 물비,

기포비, 섬유비의 영향이 매우 작음을 알 수 있다.

섬유비의 경우 휨강도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기대

하였으나 경화체가 다공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압축강도

의 결과에서 기술한 내용과 같이 고온·고압조건에서 섬

유가 녹아 휨강성의 증진효과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4.2.4 쪼갬 인장강도

Table 17은 물비, 기포비, 섬유비에 따른 인장강도의 분

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F-검정을 실시한 결과 F0

값은 물비 1.16, 기포비 1.05, 섬유비 0.03으로 유의수준

α = 0.05 및 0.1에서의 기각치 보다 낮아 휨강도에 미치

는 물비, 기포비, 섬유비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섬유비의 경우에는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칠 것으

로 기대하였으나 본 실험의 범위 내에서는 섬유량의 증

진에 의한 인장강도의 증진은 전혀 나타나지 않았다. 이

와 같은 원인은 앞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고온고압의 수

열합성조건에서 섬유가 녹아 인장강도 증진효과가 없었

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4.3 목표성능을 만족하는 최적배합조건 도출

직교배열법을 적용하여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앞에

서 밝힌 목표성능에 적합한 배합조건을 찾기 위하여 반

응표면분석법을 이용하여 최적배합조건을 도출하였다. 최

적배합을 찾기 위하여 선정한 종속변수는 밀도와 압축강

도이었다. 종속변수 중 밀도는 추후 시제품 및 제품 생

산 시 벽체 칸막이로 사용될 것을 감안하여 시공성의 용

이 및 차음성능을 고려하여 밀도를 선정하였으며, 강도

는 시공과정 및 내충격성을 고려하여 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실시한 실험인자인 물비, 기포비, 섬유비

의 밀도 및 압축강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 섬유비는 밀

도와 압축강도에 미치는 유의성이 매우 낮아 제외하고

물비 및 기포비만을 검토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18은 물비와 기포비를 독립변수로 하고 절건밀

도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간의 분

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분석 결과 독립변수

의 F값은 유의수준 2.5% (α = 0.02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두 독립변수가 절건밀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

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8 The variance of compressive strength

Table 16 Analysis of variance on flexural strength

Factor S Ø V F F0.05 F0.10

Water ratio 12.56 2 6.289 0.62

19.0 9.00Foam ratio 11.966 2 5.988 0.60

Fiber ratio 11.696 2 5.85 0.58

Error 20.106 2 10.05 - - - Table 17 Analysis of variance on tensile strength

Factor S Ø V F F0.05 F0.10

Water ratio 11.24 2 5.62 1.16

19.0 9.00Foam ratio 10.20 2 5.10 1.05

Fiber ratio 0.34 2 0.17 0.03

Error 9.72 2 4.86 - - -

Total - 8 - - - -

Table 18 Anova table of oven dry density

Factor S DF Mean square F F0.025

Regression 0.0785 5 0.0157 21.23 9.01

Residual 0.0022 3 0.0007 - -

Total 0.0808 8 - - -Fig. 9 The variance of flexural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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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 0.7178 − 0.0917X2− 0.03X1− 0.0217X2

2
− 0.0525X1X

2 +

  0.0733X1

2 (1)

·R2 = 0.97

·Y = Dried density

·X1 = Water ratio

·X2 = Foam ratio

또한 종속변수인 절건밀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물비 및

기포비의 회귀식은 식 (1)과 같으며, 본 회귀식의 결정계

수 R2 = 0.97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본 회

귀식을 절건밀도의 반응표면으로 나타낸 것이 Fig. 11이

며, 그림 내에서 숫자는 밀도를 의미하며, 해칭한 부분

은 목표 밀도를 만족하는 범위를 나타낸 것이다.

Table 19는 종속변수인 물비와 기포비에 대한 독립변

수인 압축강도에 대한 분산분석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분산분석 결과 절건밀도의 경우와 유사하게 독립변수의

F값은 유의수준 2.5% (α = 0.025)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

타나 두 독립변수가 압축강도의 변화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인 압축강도에 대한 독립변수인 물비 및

기포비의 회귀식은 식 (2)와 같으며, 본 회귀식의 결정계

수 R2=0.97로서 매우 높은 신뢰도를 보이고 있다. 본 회

귀식을 절건밀도의 반응표면으로 나타낸 것이 Fig. 12이

며, 그림 내에서 숫자는 MPa로 나타낸 압축강도를 의미

하며, 해칭한 부분은 목표 강도를 만족하는 범위를 나타

낸 것이다.

Y = 11.3111−2.8833X2−0.5500X1−0.4833X2

2
−0.0500X1X

2+

   1.833X1

2 (2)

·R2 = 0.97

·Y = Compressive strength

·X1 = Water ratio

·X2 = Foam ratio

Fig. 13은 밀도와 압축강도의 반응표면도를 중첩시켜

나타낸 것으로 중복 해칭된 부분이 목표 성능을 만족하

는 범위를 의미하며, 전반적으로 절건밀도 보다는 압축강

도의 범위가 좁게 나타나 압축강도가 적정 범위 설정의

주요 지표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 10 The variance of tensile strength

Fig. 11 Response surface plotting of oven dry density (kg / l )

according to W/B and foaming ratio

Table 19 Anova table of compressive strength

Factor S DF Mean square F F0.025

Regression 54.52 5 10.90 20.18 9.01

residual 1.62 3 0.54

Total 56.14 8

Fig. 12 Response surface plotting of compressive strength

(MPa) according to W/B and foaming ratio

Fig. 13 Response surface plotting of target performance r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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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바텀애쉬를 사용한 오토클레이브 경량기포콘크리트

(ALFC)의 최적 배합비 결정에 관한 실험적인 연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미분쇄한 바텀애쉬를 규산질 원료로 사용하고 석회

질원료와 고온고압의 수열반응 조건에서 반응시킨

결과 토버모라이트 수화물을 매우 잘 형성하고 있

어 바텀애쉬를 오토클레이브에 의한 경화체 제조용

원료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2) 바텀애쉬를 사용한 기포슬러리의 굳지 않은 상태에

서 플로우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인자는 물비이고,

슬러리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기포비

와 물비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포비는 플로우에,

섬유비는 플로우 및 슬러리 밀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3) 바텀애쉬를 사용한 오토클레이브 경량기포콘크리트

의 경화상태에서 분산분석 결과 기포비는 절건밀도

및 압축강도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인자이며,

물비는 압축강도에서만 유의한 인자로 나타났지만,

휨강도 및 쪼갬인장강도에는 두 요인 모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섬유비의 경우에는

절건밀도, 압축강도, 휨강도, 쪼갬인장강도의 모든 측

정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4) 휨강도 및 인성 증진을 위해 사용한 나일론 섬유는

고온고압의 수열합성의 양생과정을 거치는 동안 섬

유의 분해로 인해 강도 발현 및 증진효과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고온·고압조건에 적합

한 섬유에 대한 선정 및 후속 실험이 필요할 것으

로 판단된다.

5) 기포비와 물비를 독립변수로 하여 압축강도와 절건

밀도의 반응표면분석을 행한 결과, 반응표면에서 절

건밀도 보다는 압축강도의 범위가 좀 더 좁게 나타

나 압축강도가 최적 배합비 결정에 있어서 좀 더

지배적인 요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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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석탄의 수요증가와 소비는 석탄의 이용과정에서 생성되는 고형페기물의 처리와 관련된 문제들을 증대시켰

다. 석탄 부산물의 주요한 이용은 건설과 관련돼 적용되었다. 석탄부산물의 하나인 플라이애쉬는 폐기물 재활용 생산의

일부분으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과학적인 조사의 대다수는 많은 사용에서 플라이애쉬의 활용에 관하여 초점이 맞

춰졌다. 반면에, 바텀애쉬의 재활용에 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러한 소홀함의 결과로서, 많은 양의 바텀애

쉬가 처리장에 쌓여왔다. 따라서, 바텀애쉬의 적당한 이용을 위한 안전하고 경제적인 해결을 얻기 위한 필요성이 좀 더

긴급하게 되었다. 논문에 나타낸 연구는 오토클레이브 경량기포콘크리트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된 바텀애쉬의 성능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획되었다. 실험실 측정 결과, 토버모라이트는 수열합성반응을 위한 재료로서 바텀애쉬가 사용되

었을 때 생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산분석에 따른 결과로서, 기포슬러리의 굳지 않은 상태에서 물비는 플로우와 슬

러리의 밀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기포비는 슬러리의 밀도에만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굳은

상태에서에서 기포비는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절건밀도와 압축강도에 영향을 끼쳤지만 휨강도와 인장강도에는 영향을 끼

치지 않았다. 반응표면분석의 결과에서, 목표성능을 얻기 위한, 바텀애쉬를 사용한 경량기포콘크리트의 최적배합조건은

물비 70~80%, 기포비 90~100%로 나타났다.

핵심용어 : 바텀애쉬, 오토클레이브, 경량기포콘크리트, 통계분석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PDF documents with higher image resolution for improved printing quality. The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Reader 5.0 and later.)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KOR <FEFFd5a5c0c1b41c0020c778c1c40020d488c9c8c7440020c5bbae300020c704d5740020ace0d574c0c1b3c4c7580020c774bbf8c9c0b97c0020c0acc6a9d558c5e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b9ccb4e4b824ba74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2edc2dcc624002e0020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9ccb4e0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CHS <FEFF4f7f75288fd94e9b8bbe7f6e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ff0c5c065305542b66f49ad8768456fe50cf52068fa87387ff0c4ee563d09ad8625353708d2891cf30028be5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4ee54f7f75280020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4e0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48c66f49ad87248672c62535f00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5b9a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05542b8f039ad876845f7150cf89e367905ea6ff0c4fbf65bc63d066075217537054c18cea3002005000440046002065874ef6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53ca66f465b07248672c4f86958b555f3002>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