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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 press and institute recognized fly ash as it had excellent performance. Its research and applications

are on the rise largely as a substitute for cement. On the contrary, it is in a situation that the regulation of high fineness fly ash

remains at a low level. As for the fly ash in 3,000~4,500 cm
2
/g class fineness regulated in KS L 5405, it is used by substituting

it around the unit weight of cement 20%. Accordingly, the regulation in upper classification is in a situation of being insufficient.

Therefore, this study aimed to establish 4000, 6000, and 8000 class of fineness of fly ash and three levels of substitute like 15%,

30%, and 45% in order to analyze the substitute and effect of water-binder ratio for fly ash that affected the properties of ternary

system concrete. As a result of experiment by planning water-binder ratio for two levels like 40% and 50%, the more replacement

ratio and fineness of fly ash increased in the performance not hardened, the more the fluidity increased. This study has found out

that the air content decreased, and that there was setting acceleration and it decreased the heat of hydration. In addition, as for the

strength properties in a state of performance hardened concrete, the more the replacement ratio and the ratio of water-binding mate-

rials increased, the more it had a tendency of being decreased. 

Keywords : ternary system concrete, fly ash, fluidity, heat of hydration 

1. 서 론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를 제조할 때 시멘트의 일부분으

로 대체하여 사용되는 플라이애쉬는 입자의 볼베어링

(ball bearing) 효과로 인해 목표 슬럼프를 확보하는데 필

요한 단위수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1-3)

 또한, 현장 품질

관리에 있어서 시공성 및 점성을 개선할 수 있기 때문

에 재료분리 및 블리딩 현상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펌

프압송성, 마감성 등의 개선이 가능하며, 후기재령에서의

포졸란반응성으로 인하여 장기강도의 개선 및 수밀성, 내

구성 등을 확보할 수 있다.
4,5)

그 밖에 수화열 저감과 유동성의 개선 및 수밀성 증진

으로 인한 내구적 우수성 및 시멘트의 절감을 통한 경

제성을 갖추고 있다. 플라이애쉬는 전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아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연구

실적과 적용사례가 있으나, 아직까지 조기강도 저하 및

무분별한 대체사용으로 인한 품질변동의 문제점은 해결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높아질수록 포졸란반응의 활성도가 높아짐에 따라 응결

촉진이 빨라진다는 연구보고가 있지만,
6-8)

 이에 대한 실

용화가 미흡한 실정이어서 현재 국내에는 플라이애쉬

3,000~4,500 cm
2
/g급 분말도의 향상기술의 부족과 자체

성질상의 이유로 조기강도가 낮아지는 단점으로 인하여

단위시멘트량의 20% 전후로 대부분 치환 사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조기강도의 향상 및 수화열

저감을 위한 고분말도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를

개발하기 위한 것으로서 물-결합재비, 치환율 및 분말도

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고분말도 플라이애쉬 콘크리트의

특성을 실험·실증적으로 비교·분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개요

2.1 실험 계획 및 수준

Table 1과 같이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굳지

않은 성상과 경화 성상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 계획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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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이애쉬의 분말도 4000, 6000, 8000급의 3수준과 물-

결합재비 40 및 50%의 2수준으로 설정하였다. 

또한, 2성분계의 조합조건으로 OPC + FA를 사용하였고,

현장 시공성을 위한 2성분계의 높은 점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고로슬래그미분말을 포함한 OPC + FA + SL 3성분

계의 조합조건으로 플라이애쉬의 치환율은 15, 30 및

45%의 3수준과 고로슬래그미분말 3종의 치환율 20%로

설정하였으며, 단위수량을 160 kg/m
3
로 계획하였다. 잔골

재율은 48.5 및 50.5%의 2수준과 점성과 유동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고성능 감수제를 0.8%로 설정하였다. 

이에 따른 평가항목으로 굳지않은 성상에서 슬럼프 시

험, 슬럼프플로우 시험, 공기량 시험, 응결 시험, 간이수

화열 시험을 실시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으며, 경화 성상

에서 재령 3, 7, 28 및 56일을 기준으로 압축강도와 재

령 7, 28일을 기준으로 각각 할렬인장강도와 휨강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계획하였다.

2.2 사용 재료

Table 2에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의 물리적 성질이 정

리되어 있으며, 시멘트는 국내 H사에서 제조된 보통포

틀랜드시멘트 (종)를 사용하였으며, 시멘트의 대체재로써

플라이애쉬는 국내 D지역에서 생산되는 4000, 6000, 8000

급을 사용하였고. 고로슬래그미분말은 국내 G사에서 제

조된 3종을 사용하였다. 골재로서, 잔골재는 국내 G사의

세척사, 굵은골재는 국내 S사에서 생산되는 쇄석을 사용

하였다. 또한, 콘크리트의 점성과 유동성을 확보하기 위

하여 사용된 혼화제로서 국내 E사에서 생산되는 폴리카

르본산계 감수제를 사용하였다.

Table 1 Experimental plan and mix proportion of concrete

W/B

(%)

S/a

(%)

Fly ash

fineness (%)

Union

condition

W

(kg/m
3
)

Unit weight (kg/m
3
) Measurement item HRWR

(%)C FA BFS S G Fresh concrete Hardened concrete

40 48.5

4000

SL0:FA15(P)*

160

340.0 60.0 0.0 876.4 937.8

·Slump

·Slump flow

·Air content

·Penetration resistance

·Heat of hydration

·Compressive strength

(3, 7, 28, 56D)

·Tensile strength 

(7, 28D)

·Bending strength

(7, 28D)

0.8

SL20:FA15 260.0 60.0 80.0 873.8 935.0

SL20:FA30 200.0 120.0 80.0 863.7 924.2

SL20:FA45 140.0 180.0 80.0 853.7 913.5

6000

SL0:FA15(P)* 340.0 60.0 0.0 876.4 937.8

SL20:FA15 260.0 60.0 80.0 877.5 938.9

SL20:FA30 200.0 120.0 80.0 871.1 932.1

SL20:FA45 140.0 180.0 80.0 864.8 925.3

8000

SL0:FA15(P)* 340.0 60.0 0.0 876.4 937.8

SL20:FA15 260.0 60.0 80.0 878.2 939.7

SL20:FA30 200.0 120.0 80.0 872.6 933.7

SL20:FA45 140.0 180.0 80.0 866.9 927.6

50 50.5

4000

SL0:FA15(P)* 272.0 48.0 0.0 948.0 936.4

SL20:FA15 208.0 48.0 64.0 945.8 934.2

SL20:FA30 160.0 96.0 64.0 937.4 925.9

SL20:FA45 112.0 144.0 64.0 929.1 917.7

6000

SL0:FA15(P)* 272.0 48.0 0.0 948.0 936.4

SL20:FA15 208.0 48.0 64.0 948.9 937.3

SL20:FA30 160.0 96.0 64.0 943.6 932.0

SL20:FA45 112.0 144.0 64.0 938.3 926.8

8000

SL0:FA15(P)* 272.0 48.0 0.0 948.0 936.4

SL20:FA15 208.0 48.0 64.0 949.5 937.9

SL20:FA30 160.0 96.0 64.0 944.8 933.2

SL20:FA45 112.0 144.0 64.0 940.1 928.6

*P: plain concrete

Table 2 Physical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Used materials Physical properties

Cement Density : 3.15 g/cm
3
, Fineness : 3,383 cm

2
/g

Fly ash

4000
Density : 2.22 g/cm

3
, Fineness : 4,125 cm

2
/g

Ignition loss : 5.21%, Flow : 96.5%

6000
Density : 2.46 g/cm

3
, Fineness : 6,229 cm

2
/g

Ignition loss : 5.04%, Flow : 96.8%

8000
Density : 2.56 g/cm

3
, Fineness : 8,840 cm

2
/g

Ignition loss : 5.09%, Flow : 98.1%

Blast furnace slag 

powder
Density : 2.91 g/cm

3
, Fineness : 4,464 cm

2
/g

Fine aggregate Washed sand, Gmax : 5 mm, SG : 2.6

Coarse aggregate Crushed stone, Gmax 25 mm, SG : 2.62 

High-range water 

reducer
Polycarboxylate, Lique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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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 방법 및 평가 항목

Fig. 1은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실내배합시

험을 나타낸 것으로, 60l의 스크류 믹서에 우선 잔골재

(세척사)를 넣고, 이어 시멘트, 플라이애쉬, 고로슬래그미

분말을 넣어 30초간 건비빔을 실시한 후, 배합수와 혼화

제를 첨가해 모르타르 비빔을 60초간 교반하였으며, 이

어 굵은골재를 넣어 150초간 교반하여 총 240초의 비빔

시간이 소요되었다.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각종 실험 방법으로 공기량 시험

은 KS F 2421의 시험 방법에 의거하여 실시하였고, 슬

럼프와 슬럼프플로우 시험은 각각 KS F 2402, KS F

2594의 시험 방법에 따라서 실시하였다. 또한, 수화열 측

정은 약 0.05 m
3
의 용량의 박스로 KS L 5121의 시험 방

법을 참고하여 온도 20 ± 1
o
C, 습도 19 ± 1%

o
C의 일정한

온습도를 유지할 수 있는 항온항습실 (지하실)에서 측정

하였으며, 응결시험은 KS L 5108의 시험 방법에 의거하

여 실시하였다.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재령별 굳은 성상을 측

정하기 위하여 압축강도 및 할렬인장강도 측정용 Ø100 ×

200 mm 공시체와 휨강도 측정용 100 × 100 × 400 mm 공시

체를 제작하여, 24시간 후에 몰드를 탈형한 다음, 공시

체는 소요의 재령까지 20 ± 2
o
C의 수중에서 표준양생을

실시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분석

3.1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상

Fig. 2는 플라이애쉬의 치환율 및 물-결합재비에 따른

굳지 않은 콘크리트 성상에서 물-결합재비 40%일 때, 슬

럼프 및 슬럼프플로우, 공기량을 측정한 결과로서 플라

이애쉬의 분말도 및 치환율이 높아질수록 슬럼프플로우

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분말도 8000급의 경우 다

른 분말도에 비해 증가하는 추세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고분말도인 8000급이 높은 비표면적으로 인해, 수

분을 흡착하는 성질이 상대적으로 커서 점성이 증대되어

유동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슬럼프는

분말도 및 치환율이 높을수록 플레인 콘크리트에 비해

미미하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공기량은 플라이애쉬 분말도마다 각각 2.0~1.7,

1.5~0.7, 1.7~1.0%로 나타나 분말도 및 치환율이 높아질

수록 공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시멘트의 대체에 따른 플라이애쉬의 분말도의 증

가에 의해 공극 충전 효과로 인하여 공기포 발생을 억

제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은 물-결합재비가 50%인 경우 Fig. 2와 동일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슬럼프는 플레인 콘크리트에 비해

미미하지만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슬럼프플로우

는 물-결합재비 40%에서 나타낸 경향과 다르게 플라이애

쉬의 분말도 및 치환율이 증가되어도 플레인 콘크리트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물-결합재비 40%에 비해

190~230 mm 정도로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높은 물-결합재비로 인하여 상대적으로 물-결합

재비 40%에 비해 고성능감수제의 감소로 인하여 유동성

을 낮추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공기량은 물-결합재비

40%와 동일하게 분말도와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s. 4 및 5에서는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물-결합재비 40%에 대한 응결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한

관입저항치 변화에 대한 것으로서 플라이애쉬의 분말도

별로 분석한 결과, 분말도 4000급에서는 플레인 콘크리

트보다 응결 촉진의 경향이 치환율에 따라서 현저히 저

하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분말도가 높아질수록 응결

촉진의 경향은 더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플라이애쉬 분말도 8000급의 경우 치환율 30%

Fig. 1 Mixing method of concrete

Fig. 2 The change of slump flow and air content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40%)

Fig. 3 The change of slump flow and air content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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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는 플레인 콘크리트의 응결 경향과 거의 동등한 수

준까지 나타내었고, 치환율 45%에서는 응결이 플레인 콘

크리트보다는 지연되지만, 고분말도에 따른 포졸란 활성

으로 인해 응결 촉진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Figs. 6 및 7은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물-결

합재비 50%에 대한 것으로서, 분말도와 치환율별로 나

누어 관입저항치의 변화를 나타낸 것으로서, 분말도 4000

급의 경우 분말도 6000, 8000급의 경우보다 응결지연이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 

또한, 플라이애쉬 분말도 8000급의 경우 치환율 15,

30%일 때, 분말도 6000급의 경우보다 약 5~70분 정도

응결 촉진이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Figs. 8 및 9에서는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수화열의 온도이력곡선을 나타낸 것으로서, 플라이애쉬

의 치환율이 높아짐에 따라 플레인 콘크리트에 비하여

수화열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림과 같이 실

내온도조건에 의해서 각각 콘크리트 내부의 최고 온도는

확연히 차이를 나타내었다. 

또한, 물-결합재비 50%의 경우 실내온도가 낮을수록

온도차가 확연하게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지만, 다소 감

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명

시된 바와 같이 온도균열을 제어하기 위한 관점에서 저

온으로 해야하며, 콘크리트 타설온도를 낮추는 것을 부

재 내·외부의 온도차와 최고온도를 줄여주므로 온도균

열을 제어하는데 효과가 있다는 이론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물-결합재비 40%의 경우 플라이애쉬 분말도 6000급과

8000급의 온도이력은 거의 동등한 수준으로 나타나 분

말도에 의한 수화열의 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

며, 물-결합재비 40%의 경우가 50%의 경우보다 수화열

의 온도이력이 약 3~7
o
C 정도 높은 차이를 보이고 있어

물-결합재비에 따른 영향이 다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고 있다.

Fig. 4 The change of setting time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40%)

Fig. 5 The change of setting time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40%)

Fig. 7 The change of setting time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50%)

Fig. 6 The change of setting time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50%)

Fig. 8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curve (W/B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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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굳은 콘크리트 성상

Fig. 10은 물-결합재비 40%일 때, 플라이애쉬를 사용

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을 나타낸 것으로서, 분말

도가 높을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

며, 분말도 8000급의 재령 56일 압축강도의 경우 재령

28일의 압축강도를 비교할 때, 분말도 6000급의 압축강

도보다 상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Fig. 11과 같이 플라이애쉬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압축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치환율

15, 30%의 경우 플라이애쉬의 분말도 4000급에서는 재

령 28일에 플레인 콘크리트보다 상회하지 못하는 경향

을 나타낸 반면, 분말도 6000, 8000급에서는 플레인 콘

크리트보다 동등하거나 상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치환율 45%일 경우 플라이애쉬의 장기재령에서는 거의

모든 시험체가 플레인 콘크리트보다는 다소 낮은 강도를

나타내고 있다.

Fig. 12는 물-결합재비 50%일 때, 플라이애쉬를 사용

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발현을 나타낸 것으로서, 물-결

합재비 40%의 경향과 동등하게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재령 56일의 압축강도는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또한, 플라이애쉬의 분말도 6000급의 경우 재령 3일의

압축강도가 분말도 8000급의 경우보다 다소 높은 경향

이 나타났으나, 그 이후의 재령에서는 플라이애쉬의 높

은 분말도에 의한 활발한 포졸란반응으로 인해 분말도

8000급을 사용한 콘크리트가 분말도 6000급을 사용한 콘

크리트보다 강도발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물-결합재비 40%와 동등

하게 플라이애쉬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압축강도가 낮아

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높은 물-결합재비로 인해 플레

인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재령 28일)보다 강도의 증가가

다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재령 56일의 압축강

도는 플라이애쉬 콘크리트가 플레인 콘크리트보다 상회

할 것으로 예상했으나 거의 동등한 수준이었다.

Figs. 14 및 15는 분말도별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

리트의 물-결합재비 40, 50%에 대한 인장강도를 나타낸

것으로서 압축강도와 동일하게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높을수록 인장강도는 증가하였으며, 재령 28일의 경우

플레인 콘크리트의 인장강도와 동등하거나 그보다 상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s. 16 및 17은 치환율별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

리트의 물-결합재비 40, 50%를 나타낸 것으로, 압축강도

와 동일하게 치환율이 높을수록 강도성상이 낮아지는 경

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압축강도와의 발현 비율이 1/

10~1/13 정도로 일반적인 경향을 나타내고 있다.

Figs. 18, 19는 분말도별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

트의 물-결합재비 40, 50%에 대한 휨강도를 나타낸 것

Fig. 9 The change of the temperature curve (W/B 50%)

Fig. 10 The change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40%)

Fig. 11 The change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40%)

Fig. 12 The change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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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압축강도와 동등하게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높을

수록 휨강도는 증가하였다.

Figs. 20 및 21은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치

환율별로 나타낸 것으로서,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높을

수록 휨강도는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와

는 상반되게 플라이애쉬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오히려 휨

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었으나 압축강도와

의 강도 발현 비율이 1/5~1/8 정도로 일반적인 경향을 나

타내고 있었다.

4. 결 론

콘크리트 특성에 미치는 고분말도 플라이애쉬의 치환

율 및 물-결합재비 영향에 관한 실험적 연구의 결과, 다

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슬럼프 성상은 물-결합재비 40, 50 (%)의 경우 플

라이애쉬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플레인 콘크리트에

비해 미미하지만 개선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Fig. 13 The change of compressive strength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50%)

Fig. 14 The change of tensile strength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40%)

Fig. 15 The change of tensile strength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50%)

Fig. 16 The change of tensile strength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40%)

Fig. 17 The change of tensile strength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50%)

Fig. 18 The change of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40%)

Fig. 19 The change of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he fineness

of FA (W/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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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슬럼프플로우의 성상은 물-결합재비 40%의 경우 치

환율이 높아질수록 슬럼프플로우가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내었으나, 물-결합재비 50%의 경우 치환율

이 증가되어도 플레인 콘크리트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물-결합재비 50%가 물-결합재비

40%의 경우보다 슬럼프플로우가 190~230 mm 정도

로 현저히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3) 공기량의 변화는 플라이애쉬의 분말도와 치환율이

높아질수록 공기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

었으며, 물-결합재비 40%일 경우 50% 보다 공기량

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4) 관입저항의 변화는 플라이애쉬의 분말도와 치환율

이 높아짐에 따라 응결 촉진이 증대되는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플레인 콘크리트보다 두드러진 응결 촉

진을 보여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증가함에 따라

포졸란반응의 활성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수화열의 변화는 플라이애쉬의 치환율이 높아질수

록 수화열이 저감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6)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인장강

도 및 휨강도의 변화는 플라이애쉬의 분말도가 높을

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이

와는 반대로 치환율이 높을수록 압축강도는 낮아지

는 경향으로 나타났다. 한편, 압축강도 대비 인장강

도 및 휨강도비는 1/10~1/13, 1/5~1/8 정도 발현되었다.

참고문헌

1. 노영섭, 노형남, 김주상, 최세진, 이상수, 송하영, “고분

말도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공학적 특성에 관

한 실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7권, 1

호, 2007, pp. 563~567.

2. 박영수, 노형남, 김주상, 김성수, 이상수, 송하영, “고품

질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모르타르의 물-결합재비 및 치

환율에 따른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

대회 논문집, 19권, 2호, 2007, pp. 709~712.

3. 이상수, 송하영, 원철, “F급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콘크리

트의 공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0

권, 11호, 2004, pp. 67~74.

4. 백민수, 이영도, 정상진, “플라이애쉬를 다량 치환한 콘

크리트의 수화열 및 강도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대

한건축학회 논문집, 19권, 9호, 2003, pp. 87~94.

5. 이동하, 공민호, 박선길, 백민수, 이영도, 정상진, “플라

이애쉬를 다량 치환한 콘크리트의 초기 특성에 관한 실

험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1

권, 2호, 2001, pp. 347~350.

6. 이동하, 박재한, 강태경, 백민수, 김우재, 정상진 “하이볼

륨 플라이애쉬 콘크리트의 초기강도 성상에 관한 실험

적 연구,”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2권, 2호, 2002,

pp. 311~314.

7. 규광일, 윤병수, 김진만, 남상일, 김무한 “플라이애쉬를

대체한 초고강도 콘크리트의 시공성 및 공학적 특성에

관한 기초적 연구,” 한국콘크리트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5권, 2호, 1993, pp. 5~10.

8. Brook, J. W., Berkey, Reynold A., and Farzam, H. “A Non-

chloride Accelerating Admixture for Class CF Fly Ash,”

Concrete International, Vol. 12, No. 10, 1990, pp. 51~54.

요 약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수한 성능을 인정받는 플라이애쉬는 시멘트의 대체재로 많은 연구와 적용사례가 늘

어나고 있으나, KS L 5405에 규정된 분말도 3,000~4,500 cm
2
/g급인 플라이애쉬를 단위시멘트량의 20% 전후로 치환하여

사용하고 있어 그 이상의 분급에 관한 규정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성분계 콘크리트의 특성에 미

치는 고분말도 플라이애쉬의 치환율 및 물-결합재비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분말도 4000, 6000, 8000급과 치환율 15, 30,

45%의 3수준으로 설정하였으며, 물-결합재비는 40, 50%의 2수준으로 실험한 결과, 굳지않은 콘크리트의 성상에서 플라

이애쉬의 치환율과 분말도가 높을수록 유동성이 향상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물-결합재비가 높을수록 현저히 낮아지

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기량은 플라이애쉬의 치환율과 분말도가 증가하고 물-결합재비가 낮아짐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플라이애쉬의 치환율과 분말도가 높을수록 응결이 촉진되는 현상을 나타내었으며, 물-결합재비에 관

계없이 플라이애쉬의 치환율이 높을수록 수화열 저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강도특성에서는 치환율과 물-결합재비

가 높아질수록 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핵심용어 : 3성분계 콘크리트, 플라이애쉬, 유동성, 수화열

Fig. 20 The change of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40%)

Fig. 21 The change of flexural strength according the replacement

ratio of FA (W/B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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