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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aper presents experimentall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pozzolan made from various 

by-Product materials on mechanical properties of mortar. Fly ash(FA), slag (BFS), and palm oil 

fuel ash (POFA) were partially used to replace Portland ce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mortars 

containing FA, BFS, and POFA can be used as pozzolanic materials in making concrete with 

28day compressive strength. After curing, the mortar containing 10-30% FA or POFA, and 30% 

BFS exhibited compressive strengths that of the original Portland cement (OPC). The use of FA, 

POFA, and BFS to partially replace Portland cement has evaluation method of the Assessed 

Pozzolan-activity index.(API) 

요  약

POFA(Palm oil fuel ash)는 Palm fiber 와 shell의 부산물로써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POFA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포졸란 반응에 한 연구는 매우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

른 콘크리트용 혼화재료와 동일한 수 으로 POFA의 혼입 치환율을 달리한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활성도 지수, 포졸란 활성도 지수(API)를 정량 으로 평가하여 혼화재료로서의 합성을 평가하 다.

 

1. 서   론

  그린 재생 자원으로서 태국  말 이시아 등의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막 한 양이 추출되는 

palm oil fuel ash(POFA)가 건설재료로서 사용 가능성에 한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하지만 이와 

련된 연구는 기본 물성 분석에 근간한 연구에 국한된 연구로서 시멘트 혼화재로서의 연구는 무한 

실정이다. POFA는 야자수 열매로부터 야자유를 추출하고 난 산업 정제 폐기물로서, 해당 국가의 

심 산업이 야자열매의 생산  야자유 추출에만 맞추어져 있었으나, 그간 야자열매의 껍질  섬유로

부터 기름을 정제한 후 산업폐기물을 집진하여 이를 인공 포졸란으로써 사용하기에 이르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모르타르를  2가지 범주로 나 어 첫째, 기본 물성실험으로 기재령 압축강

도 분석 방법 등을 수행하 고, 둘째, 포졸란 반응성을 알아볼 수 있는 화학  실험을 수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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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용재료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이 연구에서는 POFA 콘크리트의 물리 ,내구  분석을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실험에사용된 배합은 표 1과 같다.

 2.2 실험방법

압축강도 실험  KS에 따른 모르타르 활성도 지수 실험

과 API측정을 하 다. 

3. 시험 결과  고찰

3.1 압축강도 시험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실험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91일 재

령의 OPC와 POFA30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는 약 45MPa로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다. 다른 혼화재가 들어간 모르타르의 

경우에도 치환율이 증가함에 따라 압축강도도 증가하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3.2 KS에 따른 모르타르 활성도 지수 실험

모르타르 활성도 지수의 결과는  그림 2에서  모르타르의 

재령이 증가할수록 활성도 지수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3.3 API법 (포졸란 활성도 지수) 결과 비교

API(포졸란 활성도 지수)의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Ca
2+

이

온을 측정한 결과를 보여 다. 혼입률이 30%일때 포졸란활

성도를 비교한 결과, POFA30이 포졸란 활성도가 가장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4.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얻을수 있는 결론은, 1) POFA를 혼입

한 시멘트 모르타르의 기본 물성실험결과로는 최  치환율

은 20~30%임을 알 수 있었고, 2) Ca
2+

측정을 통한 POFA를 

혼입한 시멘트의 API 포졸란 활성도 지수 비교 실험은 

POFA를 혼화재로 사용했을 경우 더 많은 포졸란 반응이 일

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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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A POFA BFS W S

OPC 750 - - - 375 2250

FA10 675 75 - - 375 2250

FA20 600 150 - - 375 2250

FA30 525 225 - - 375 2250

POFA10 675 - 75 - 375 2250

POFA20 600 - 150 - 375 2250

POFA30 525 - 225 - 375 2250

BFS30 525 - - 225 375 2250

W/B: 0.5

표 1. 실험 배합표

그림 1. OPC와 POFA의 압축강도 비교

그림 2. FA30, POFA30, BFS30 의 활성도 

지수 비교

그림 3. 혼입율 30% 포졸란 활성도 지수 

비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