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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본 연구는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석분 슬러지를 성토재로 활용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강도증진의 방안으

로 쏘일 시멘트 효과를 이용하여 양생기간에 따른 일축압축강도를 분석한 결과 성토재로서의 이용가능성을 모색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I. 서론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석분은 석재 가공시에 발생되는 

부산물로 대부분 매립하여 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매립장 

부족으로 인한 석분 처리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

적, 환경적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분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해 지고 있다. 

Ⅱ. 재료 및 시험

1. 시험 재료

1.1 폐석분과 화강풍화토

  본 연구에 사용한 폐석분은 충청남도 논산시의 석재단

지에 위치한 석재공장에서 발생되는 포천석의 슬러지를 

사용하였다. 화강풍화토는 대전 노은동의 도로공사현장에

서 채취한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그림 1과 같이 자연건조

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쏘일시멘트 효과를 나타내기 위한 

시멘트는 국내 A사의 보통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a) 석분              (b) 화강풍화토

▶▶ 그림 1. 시험 재료 

 2. 시험

2.1 시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의 혼합비율은 송영석 등(2007)

의 연구를 참고로 하여 석분과 화강풍화토의 비율을 중량

비로 하여 75:25, 50:50, 25:75로 하였으며, 시멘트의 함

량은 각각의 혼합토에 대하여 혼합토의 중량비에 대한 

4%, 8%, 12%, 16%의 비율로 혼합하였다.

2.2 물성 및 다짐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에 대하여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함수비시험(KS F 2306), 비중시험(KS F 2308), 액성한계

시험(KS F 2303), 소성한계시험(KS F 2303), 입도분석시

험(KS F 2302)을 실시하였으며, 입도분석시험은 체분석

시험과 비중계분석시험을 병행하였다. 또한 각각의 시료 

및 혼합토에 대해 다짐시험방법(KS F 2312)에 의한 A다짐

을 실시하여, 최대건조단위중량 및 최적함수비를 찾았다.

3. 결과

3.1 물성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화강풍화토와 석분 및 각각의 혼합토

에 대한 물성시험결과와 입도분석시험결는 표1, 그림 2와 

같다.

표 1. 각 시료에 대한 물성시험 결과

종류 비중
75㎛체

통과율(%)

D10

(mm)

균등

계수

곡률

계수

화강 풍화토 2.64 15.73 0.04 15.3 1.64

석분 25% 혼합토 2.64 31.67 0.0061 67.2 1.69

석분 50% 혼합토 2.64 53.67 0.005 34.0 0.34

석분 75% 혼합토 2.63 74.67 0.0031 12.9 0.81

석분 2.62 94.33 0.002 8.0 0.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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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각 시료에 대한 입도분포곡선

3.2 다짐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시료에 대하여 A다짐시험을 실

시한 결과 그림3과 같이 석분의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최

대건조단위중량은 감소하고 최적함수비는 증가하였다.

▶▶ 그림 3. 각 시료에 대한 다짐시험 결과

3.3 일축압축강도 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공시체는 다짐시험에서 구한 최대건

조단위중량 및 최적함수비의 조건이 되도록 조절하여 제

작하였으며, 공시체는 다짐시험 몰드의 직경을 1/2로 축소

하여 제작하였고 A다짐에너지와 같도록 층당 타격 횟수를 

6,6,7회로 조절하여 3층으로 시험을 행하였다. 일축압축

강도 시험의 석분 75% 혼합토에 대한 결과를 그림으로 나

타내면 그림 4와 같으며, 각각의 혼합토에 대한 시멘트 함

량에 따른 일축압축강도는 표 2와 같다.

▶▶ 그림 4. 석분 75% 혼합토 시멘트 함량에 따른 

일축압축강도의 변화

표 2. 각 시료에 대한 양생기간별 일축압축강도   (MPa)

시멘트 

함량 양생기간 4% 8% 12% 16%

시료

석분 

25% 

혼합토

성형직후 0.10 0.10 0.11 0.13

양생 3일 0.87 1.25 1.39 1.90

양생 7일 1.56 2.16 2.91 3.46

양생 14일 2.25 2.92 3.48 4.40

양생 28일 2.60 3.02 3.72 4.91

석분 

50% 

혼합토

성형직후 0.15 0.16 0.12 0.14

양생 3일 0.93 1.10 1.49 1.97

양생 7일 1.14 1.86 2.55 3.21

양생 14일 1.82 2.91 3.33 4.05

양생 28일 2.13 3.15 3.47 4.13

석분 

75% 

혼합토

성형직후 0.17 0.16 0.15 0.15

양생 3일 0.92 1.13 1.38 1.34

양생 7일 1.12 1.97 2.11 2.46

양생 14일 1.60 2.81 3.21 3.68

양생 28일 1.75 2.91 3.22 3.96

        

Ⅲ. 결론

  건설폐기물로 분류되는 석분 슬러지를 성토재로 재활용 

하기 위한 방안으로 쏘일 시멘트 효과에 대한 일축압축강

도 시험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석분의 혼합 비율이 증가할수록 최대건조단위중량이 

감소하고 최적함수비가 증가하였다.

  2. 일축압축강도 시험결과 양생7일 강도의 경우 양생28

일 강도의 60%이상, 양생14일 강도의 경우 90%이상을 나

타내고 있다. 

  3. 석분의 혼합비율이 작을수록 압축강도증가율이 크게 

나타났고, 시멘트 함량이 높을수록 압축강도증가율이 크

게 나타났으며 각 시료에 대하여 쏘일 시멘트 효과는 시멘

트 함량이 12% 이상인 경우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석재 가공시 발생하는 폐석분의 성토재로서 효과적인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토질조건에 대한 연구가 요

구되며, 이를 토대로 실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의 

설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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