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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yster shell is produced by shucking process in oyster farming in southern coast of Korea. In average, about 6.7kg 

of oyster shell is produced as an industrial waste for 1kg of oyster flesh, and even only in last year, it is estimated that 

about 150,000 ton of oyster shell is produced. Oyster shell is light weighted and its strength characteristic is similar to 

sand. So we produced mortar test piece using grounded oyster shell powder under 0.6mm, 0.6~1.2mm, 1.2~2.5mm, 

2.5~5.0mm of its particle size according to fine aggregate standard and reviewed strength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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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굴 패각은 우리나라 남해안지역에서 굴 양식을 통해 발생된다. 일반적으로 1㎏의 알굴의 생산에 6.7㎏의 굴 패각이 발생되며 작년 한 해만 

15만 톤의 굴 패각이 발생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굴 패각은 2009년에 정부의 처리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양이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지속적인 노력의 일환으로 2014년 말부터 기준으로 제시하는 조건을 갖추어 매립 성토재로 일부만이 처리되고 있다. 

하지만 이 또한 궁극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하는 실정이다. 굴 패각은 경량이며 모래와 비슷한 강도특성을 나타내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굴 

패각의 잔골재 적용가능성 검토를 위해 분쇄 및 분급하여 모르타르 시험체를 제작하고 이에 대한 강도특성을 검토하였다.

2. 실 험

2.1실험계획 및 방법

실험은 통영지역에 야적된 굴 패각을 사용하였으며, 실험의 오차를 줄이기 위해 수차례 세척하여 불순물을 제거하고 24시간 이상 건조하여 

커터 밀로 분쇄 한 후 분급기(스크린)을 통해 입도별로 분급하여 사용하였다. 모르타르의 제작은 KS L ISO 679「시멘트의 강도 시험 방법」

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굴 패각은 0.6㎜ 이하, 0.6∼1.2㎜, 1.2∼2.5㎜, 2.5~5.0㎜, 분급하지 않은 것으로 사용하였으며, 질량

비는 1:1, 1:2 조건으로 실험하였다. 실험인자 및 수준은 표 1과 같다. 

인자 수준 수준수 측정항목

바인더(Binder)
시멘트
(질량비)

1:1, 1:2 2

- 압축강도
- 휨강도

골재(Aggregate) 굴 패각(㎜)
0.6이하, 0.6∼1.2,

1.2∼2.5, 2.5∼5.0, Mix
5

표 1. 실험인자 및 수준

그림 1. 굴 패각의 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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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배합설계

실험을 위한 배합설계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시험체의 제작은 KS L ISO 679의 방법을 준용하였으나 시멘트와 굴 패각의 재료분리를 방지

하기 위해 건비빔을(15초) 실시한 후, 기존 모르타르 제작방법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ID
W/C
(%)

배합비

C O0.6 O1.2 O2.5 O5.0 OMIX

C1-O0.6

60

1.0 1.0 - - - -

C1-O1.2 1.0 - 1.0 - - -

C1-O2.5 1.0 - - 1.0 - -

C1-O5.0 1.0 - - - 1.0 -

C1-OMIX 1.0 - - - - 1.0

C2-O0.6 1.0 2.0 - - - -

C2-O1.2 1.0 - 2.0 - - -

C2-O2.5 1.0 - - 2.0 - -

C2-O5.0 1.0 - - - 2.0 -

C2-OMIX 1.0 - - - - 2.0

C : 시멘트, O0.6 : 0.6㎜이하, O1.2 : 0.6∼1.2㎜, O2.5 : 1.2∼2.5㎜

O5.0 : 2.5∼5.0㎜ OMIX : 분급 미실시

표 2. 배합설계

그림 2. 재료의 혼합 및 공시체의 제작과정

3. 결과 및 분석

실험 중 C2-O0.6, C2-OMix는 비빔과정에서의 재료분리 및 심한 된 비빔으로 인해 성형이 불가능하여 시험체의 제작이 이루어지지 않았

다. 압축강도 실험결과 C1-O0.6의 경우 28일 강도가 36㎫로 가장 높은 강도 값으로 나타났다. C2-O2.5와 C2-O5.0의 경우 7일 강도에서 

강도 값이 급격히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휨강도의 경우 28일 재령을 기준으로 C2-O1.2를 제외하고 6.0㎫ 이상의 강도 값을 나타냈다.

그림 3. 휨 강도 실험 결과 그림 4. 압축강도 실험결과

      

4. 결 론

가공된 굴 패각의 입도별 분급과 이를 통한 모르타르 공시체의 제작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은 도출하였다. 

1) C1-O0.6의 경우 재령28일 36㎫로 가장 높은 압축강도 특성을 나타냈으며, 고정된 물시멘트비와 가공된 굴 패각의 흡수율 등으로 인하

여 정량화 된 값을 도출하는 것은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바인더에 대비하여 질량비(골재비율)를 2배 증가한 경우 강도 값이 대체적으로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냈으나 C2-O5.0, C1-O5.0의 경

우에는 더 높은 강도 특성을 나타내어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적절한 질량비를 검토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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