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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대 입경 1 mm 이하의 파쇄 바텀애시 혼입이 다양한 물-결합재비를 갖는 모르타르의 성능에 미치는 영향 확인하였다. 이는 파

쇄 바텀애시를 혼입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배합설계기법을 성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행된 것이다. 모르타르의 유동성 및

공기량, 압축강도가 측정되었다. 배합설계기준인 28일 압축강도를 기반으로 CEN/TR 16637에서 제안한 등가압축강도 개념을 고려

하여 파쇄 바텀애시의 강도기여 효율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파쇄 바텀애시가 우수한 결합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

면, 골재에 가까운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음을 확인하였다. 파쇄 바텀애시의 효율은 바텀애시의 종류 및 치환률, 모르타르의 w/의

변화에 따라 달라진다. 

주제어 : 파쇄 바텀애시, 모르타르, 등가압축강도, 효율지수, k-값, 배합설계, 물-결합재비 

Abstract

Effects of crushed coal bottom ash (CBA) with maximum size of 1 mm on the properties of mortar with various water-to-

binder ratios (w/b) were evaluated. The present work is a fundamental study to establish a method of mix proportion design for

mortar and concrete with CBA. The workability, air contents, and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were measured. Efficiency of

CBA on the compressive strength at 28 days, which was adopted for mix proportion design, was evaluated based on concepts

of ‘equivalent strength’ in CEN/TR 16637. It was found that the CBA could be contributed as a binder in mortar in some cases,

while in other cases act as at aggregates. The efficiency of CBA was influenced by types of CBA and their replacement ratio,

and w/b of mortar. 

Key words : Cruched coal bottom ash, mortar, equivalent compressive strength, efficiency coefficient, k-value, mix proportion

design, water-to-binder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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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지난 2011년 3월 지진과 해일로 인한 후쿠시마 원자

력발전소의 사고 후 원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화

함에 따라,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석

탄화력발전소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1).

우리나라 정부는 제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통해 2027

년까지 신규 10기의 화력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며, 영

흥 등의 노후 화력발전소에 대한 개선사업도 동시에 추

진 중이다2). 따라서 최근 석탄연소 시 발생하는 이산화

탄소, 배기가스, 미세먼지 등을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

꾸준히 개발되고 있는 것과 동시에 석탄화력발전의 부

산물 중 하나인 석탄재를 효과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3). 대량 활용 및 중금속 용출 문

제 등을 고려할 때 석탄재의 가장 적절한 활용처는 콘

크리트 분야이다. 석탄재 중 시멘트와 입도가 유사한 플

라이 애시(Fly ash, 비회)의 경우 지난 40년간의 연구

를 통해 콘크리트용 혼화재로 활발하게 활용되는 반면,

모래와 입도가 유사한 바텀애시(Bottom ash, 저회)의

경우 아직까지 재활용률이 높지 않다3). 플라이 애시를

포틀랜드 시멘트와 치환하여 사용함에 따라 유동성 및

일부 내구성 개선, 수화열 저감 등의 부가적 이익이 있

는 반면, 바텀애시를 일반 모래와 치환할 경우 강도 및

유동성 감소, 펌프 압송성(Pumpability)의 급격한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이다1,4). 이러한 이유로 국내

남동발전의 2015년 석탄재 전체의 재활용률은 약

81.9%에 이르는 반면, 그 중 바텀애시의 재활용률은 발

생량의 11%에 그친다5).

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한가지 방법 중 하나는 바

텀애시를 파쇄(Crushing) 하는 것이다6). 본 연구에서

‘파쇄’란 바텀애시 원재료를 공업용 분쇄기를 이용해 최

대 입경 1 mm 수준의 상대적으로 굵은 분말로 가공하

는 것으로써, 이는 플라이 애시의 입도 수준인 100 mm

이하 수준으로 가공하는 ‘분쇄(Grinding, milling)’와 다

른 것으로 정의한다6,7). 파쇄는 분쇄에 비해 장비 및 가

공공정이 단순하고 시간과 에너지가 월등히 적게 소요

된다는 장점을 갖는다. 바텀애시를 파쇄하면 비표면적

이 증가하여 포졸란 반응으로 인한 강도기여 효과가 개

선된다7). 또한 파쇄 전에 비해 표면 거칠기가 개선되고

입자 내 공극률이 감소하므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유동성 감소 및 펌프 압송성 악화 등의 문제가 발생하

지 않는다7). 특히 파쇄 바텀애시는 골재와 결합재의 중

간 수준의 입도를 갖으므로, 골재와 결합재 모두로 치

환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파쇄 바텀

애시를 고강도 모르타르의 혼화재로 사용한 결과, 모르

타르의 유동성과 28일 이내 강도가 플라이 애시를 치

환한 경우보다 우수한 것을 확인 하였다7). 한편 파쇄

바텀애시를 일반강도 모르타르(물-시멘트비 0.45 ~ 0.55

수준) 내 잔골재와 입도 조절 후 골재로서 사용한 결과,

일반골재를 사용한 배합에 비해 유동성은 동일한 반면

30 ~ 50% 이상 강도가 증가한다는 사실을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6). 이러한 파쇄 바텀애시를 콘크리트 및 모

르타르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배합설계 기법’을 성립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목표강도를 얻기 위한 물-결합재비

(Water-to-binder ratio, w/b)를 계산하는 방법을 제시하

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광물계 결합재인 플라이 애

시 및 슬래그의 경우 현재 한국콘크리트 표준시방서 상

에서 배합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w/b의 계산식이 제시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w/b를 갖는 파쇄 바텀애시 혼

입 모르타르의 성능을 실험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향

후 파쇄 바텀애시를 혼입한 콘크리트의 배합강도와 w/b

간 관계식을 성립하기 위한 기초연구로서 수행된 것이

다. 측정된 성능은 유동성, 공기량, 그리고 압축강도 이

었다. 특히, 측정된 압축강도를 기반으로, 유럽 표준화

위원회(Comité Européen de Normalisation, CEN)의

기술보고서인 CEN/TR 16637에서 제안한 등가압축강도

(Equivalent compressive strength) 개념(k-값 개념)8)을

고려하여 파쇄 바텀애시의 강도기여 효율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모르타르의 주 결합재로 국내 S사의 포들랜드 1종

시멘트를 사용하였다. 시멘트의 Blaine 비표면적 및 비

중은 각각 3,322 cm2/g, 3.15이었다. 파쇄 바텀애시는

CEN/TR 16637에 의한 강도기여계수(효율 계수, Effici-

ency factor, k-value)를 계산하기 위해 보조 결합재로

구분하였다7). 전남 여수의 호남 석탄화력발전소 및 충

남 서천의 서천 화력발전소의 애시펀드(Ash pond)에서

각각 채취한 두 종류의 바텀애시를 건조 후 파쇄하여

사용하였다. 파쇄를 위해, 입경 5 mm 및 1 cm의 지르

코니아 볼을 1 : 1로 혼합해 총 10 kg 준비 한 후, 채

취한 바텀애시를 8 kg와 함께 8 L 지르코니아 쟈(Jar)에

투입하였다. 파쇄는 60 rpm으로 60분간 진행되었다. 파

쇄된 바텀애시를 1.2 mm 체를 이용해 체가름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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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과된 것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르타르의 잔골재로

는 전남 나주 지역에서 생산된 세척 강모래를 사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재료의 물리적 특성

및 화학적 구성은 각각 Table 1과 Table 2에 제시되

어 있다. 

참고로 여수의 호남 석탄화력발전소는 유연탄을 단독

연소하는 것에 반해, 서천의 서천화력발전소에서는 무

연탄과 반무연탄 및 소량의 중유를 혼합 연소한다. 이

러한 이유로 여수산 바텀애시에 비해 서천산 바텀애시

의 미연탄소분이 많아 강열감량(Loss of ignition, LOI)

이 높게 나타난다. KS L 5405 ‘플라이 애시’ 표준 및

KS F 4570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용 바텀애시 골재’

표준 모두 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할 수 있는 애시의

강열감량을 5.0%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9,10). 그러나 서

천산의 경우 이보다 월등히 높은 10 ~ 15% 수준의 강

열감량을 보인다. 두 바텀애시의 흡수율이 동일함에도

불구하고 밀도가 매우 낮은 미연탄소분으로 인해 서천

산 바텀애시의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다. 두 바텀애시 모

두 파쇄에 의해 공극률이 낮아지므로, 비중이 증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KS L 5405 표준과 KS F 4570에서

각각 제시하는 비중 규정인 1.95 및 1.5 이상을 확보할

수 있다.

두 바텀애시의 X-선 회절(X-ray diffraction, XRD)

분석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서와 같이

두 바텀애시가 비록 화학적 구성비에서 약간의 차이을

보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미량원소로 인한 XRD peak

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전반

적으로 유리질의 SiO2와 Al2O3, 그리고 소량의 Mullite

결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 외의 특별한 Peak는 확인

되지 않았다. 사용된 모든 재료의 입도는 Fig. 2와 같

Table 1. Characteristics of bottom ash and natural sand (reproduced from Kim6) and Kim7))

Materials Specific gravity Water absorption Fineness modulus

Bottom ash

(Yeosu)a
Raw

2.05(O.D.)c

2.16(S.S.D.)d
5.10 2.08

Crushed 2.47 - -

Bottom ash

(Seocheon)b
Raw

1.80(O.D.)c

1.88(S.S.D.)d
5.10 3.35

Crushed 1.96 - -

Natural sand
2.57 (O.D.)c

2.58 (S.S.D.)d
0.4 2.64

Original type of coal: abituminous coal, banthracite/semianthracite coal, and heavy oil, 
cOD: Oven dry condition; dSSD: Saturated-surface dry condition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cement and crushed

bottom ash (CBA) (reproduced from Kim6) and

Kim7))

Component Cement CBA (Yeosu) CBA (Seocheon)

SiO2 19.3 54.09 45.74

Al2O3 5.16 15.75 25.33

Fe2O3 2.87 8.19 6.86

CaO 61.7 8.54 0.99

K2O 1.13 7.49 1.25

MgO 4.17 2.69 0.07

MnO - 0.17 0.07

P2O5 - 0.22 0.19

TiO2 - 0.76 3.03

Loss on ignition (LOI) 2.49 2.90 12.6
Fig. 1. XRD spectra of crushed bottom ash (reproduced from

Kim6) and Kim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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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파쇄 바텀애시 및 시멘트의 입도는 헬륨네온 레이

저 회절측정기(Helium-neon laser optical system, HELOS,

Sympatec GmbH)를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파쇄 전 바

텀애시 원재료 및 모래의 입도는 표준 체가름 시험에

의해 측정되었다. 파쇄 전 바텀애시의 50% 평균 입도

(D50)는 서천산 및 여수산 모두 0.6 mm 수준이었으나, 상

대적으로 여수산의 경우가 미분량이 많았다. 그러나 60분

간 동일조건에서 파쇄 후의 입도는, 서천산의 D50이

0.12 mm였음에 반해 여수산은 0.013 mm로 월등히 작았

다. 이는 동일 파쇄조건 및 체가름 조건 하에서도 바텀애

시의 종류에 따라 입도가 다른 파쇄 바텀애시가 생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전자현미경으로 측정된

두 종류의 파쇄 바텀애시의 입자 형상은 각각 Kim6)와

Kim7)에 나타나 있으므로 본 논문에서는 생략한다. 

향후 콘크리트 수준의 연구로의 확장을 고려하여, 굳

지않은 배합의 유동성 및 공기량 확보를 위해 국내 S

사의 폴리카르복실산계 고성능 감수제 및 공기연행제를

사용하였다. 화학 혼화제의 특성은 Kim6)와 Kim7)에서

이미 제시하였다. 

2.2. 배합설계 

Table 3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르타르의 배합비이

다. 여기서 w/b는 시멘트 및 파쇄 바텀애시의 무게 대

비 혼입수량을 의미하며, 0.3, 0.4, 0.5, 0.6의 네 단계

로 설정하였다. 각각의 w/b의 배합에서 파쇄 바텀애시

는 시멘트의 무게대비 15% 및 30% 의 두 단계로 설

계하였다. 모든 배합에서 고성능 감수제와 공기연행제

는 결합재 무게 대비 각각 0.3%와 0.05%로 혼입하였

다. 파쇄 바텀애시를 혼입하지 않는 배합의 시멘트와 모

래 비율은 KS L 5105 시험법에 의한 모르타르 플로

우 값 180 ± 10 mm기준을 고려하여 설정하였다. 파쇄

바텀애시를 시멘트와 무게비로 치환하게 되면, 시멘트

에 비해 바텀애시의 비중이 낮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결

합재의 총 부피가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바텀애시

치환 시 결합재와 모래의 총 부피를 고정하였으며, 따

라서 바텀애시 치환률 증가에 따라 모래의 비율이 감소

하도록 설계하였다. 이는, 향후 콘크리트에서 단위수량

고정를 고려한 설계이다.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rushed bottom ash,

cement, and natural sand.

Table 3. Mix proportion

w/ba w/cb
Weight fractionc

Cement
CBA 

(Yeosu)

CBA 

(Seocheon)

Natural 

sand

0.3

0.300 1 0 0 1.01

0.353 0.85 0.15 0 0.98

0.429 0.7 0.3 0 0.95

0.353 0.85 0 0.15 0.95

0.429 0.7 0 0.3 0.89

0.4

0.400 1 0 0 1.63

0.471 0.85 0.15 0 1.60

0.571 0.7 0.3 0 1.57

0.471 0.85 0 0.15 1.57

0.571 0.7 0 0.3 1.51

0.5

0.500 1 0 0 2.25

0.588 0.85 0.15 0 2.22

0.714 0.7 0.3 0 2.18

0.588 0.85 0 0.15 2.19

0.714 0.7 0 0.3 2.13

0.6

0.600 1 0 0 2.87

0.706 0.85 0.15 0 2.84

0.857 0.7 0.3 0 2.80

0.706 0.85 0 0.15 2.81

0.857 0.7 0 0.3 2.75

aWater-to-binder ratio
bWater-to-cement ratio 
cMaterial weight fraction per weight of cement in mixtures

without C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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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방법 

모든 배합은 5 L의 강제식 믹서를 사용해 3 ~ 4분 혼

합하였다.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유동성 평가를 위해

KS L 5105 시험법에 준하여 모르타르 플로우를 측정

하였다.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공기량은 독일 DIN

18555-2 표준시험규격에 준하여 1 L 용적 모르타르 공

기량 시험기를 이용해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른 모르타

르의 플로우와 공기량의 변화를 평가 하기 위해, 각 성

능은 배합 직후 및 배합 1시간 후 2회 측정하였다. 참

고로, 배합 1시간 후의 각 성능을 측정하기 위해 굳지

않는 모르타르를 용기에 넣고 1시간 대기 후 꺼내어 약

1분간 재혼입 한 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모르타르의 압

축강도는 KS L 5105 시험법에 준하여 각 변이 5 cm

인 정육면체 시편을 이용해 측정하였으며, 측정 재령은

3일, 28일, 91일 이었다. 압축강도용 시편은 배합 1일

후 수중양생 하였다. 양생 온도는 20 ± 2oC 였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유동성 및 공기량 

Fig. 3은 굳지않은 모르타르의 유동성을 나타낸다. 실

험결과 w/b가 0.3 ~ 0.5 수준의 배합에서는 일반적으로

파쇄 바텀애시를 15% 치환했을 때 치환하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유동성이 동일 혹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한편 치환률이 15%에서 30%까지 증가할 경우 유동성

이 유지 혹은 감소되었다. w/b가 0.6 인 경우, 바텀애

시 치환 시 유동성이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다. 이러한

추세는 배합 직후뿐 아니라 배합 1시간 후의 결과에서

도 유사하다. 참고로, 본 연구에서는 모든 배합의 부피

당 단위수량은 고정되어 있으며, 결합재와 골재의 비율

을 조절하여 w/b를 변화시키는 배합설계를 사용 했다.

즉, w/b가 증가할 경우 단위 시멘트량은 감소하고 상대

적으로 골재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골재 간 마찰이 유동

성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w/b 증가로 인한

유동성 증가는 발생하지 않는다.

파쇄 바텀애시가 시멘트와 동일 중량으로 치환되었을

때 모르타르의 유동성이 변화하게 되는 원인은 다음과

같다. 먼저 입도의 효과이다. 파쇄 바텀애시는 시멘트에

비해 입도가 크기 때문에, 모르타르의 유동성을 증가시

킬 수 있다. 입도가 시멘트 보다 큰 서천산 파쇄 바텀

애시의 경우 이 효과가 지배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한

편 입자 비중에 의한 효과도 있다. 위에서 언급한 것과

Fig. 3. Mortar flow of fresh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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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비중이 높은 시멘트와 동일 무게 대비로 비중이

낮은 바텀애시를 치환하였으므로 재료 내 미분의 결합

재 양이 증가하는 특징이 있다. 이로 인해 유동성이 감

소하게 된다. 이 두 가지 효과가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

침에 의해 Fig. 3과 같은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특히,

Kim7)에서 서천산 파쇄 바텀애시를 시멘트와 무게비가

아닌 부피비로 15 ~ 30% 치환하였을 때, w/b가 0.35인

모르타르의 유동성이 급격하게 증가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무게비 치환률이 15%에서 30% 증가

에 따라 유동성이 유지 혹은 감소하는 이유는 결합재의

부피증가로 인함임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효과는 w/b

가 큰 경우에 더 명확하게 나타남도 확인하였다. 그러

나, 파쇄 바텀애시 입자의 형상 혹은 입자에 의한 흡수

의 문제는 유동성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다. 파쇄 중

바텀애시의 입자는 구형에 가깝게 개선되며 동시에 흡

수율이 급격하게 감소하기 때문이다6,7).

그 밖에 바텀애시의 미연탄소분에 의한 유동화제 및

공기연행제 흡착이 발생할 수 있으나 본 연구에서 이

현상으로 인한 유동성 감소는 실험결과에 명확하게 나

타나지 않는다. Table 2에서와 같이 서천산 바텀애시의

미연탄소분량이 여수산에 비해 높은 것에 반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 여수산 바텀애시를 사용한 배합과 서

천산을 사용한 배합의 초기 유동성은 유사하였다. 일부

w/b 0.3일 때 서천 바텀애시를 30% 사용한 배합

(CBA15 (Seocheon))에서는 1시간 동안 유동성 감소가

명확하게 발생하였으나, 그 밖의 모든 배합에서 여수산

과 서천산에서는 그러한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Fig. 4는 굳지 않은 모르타르의 공기량을 나타낸다.

w/b가 0.3과 0.4 인 배합에 여수산 파쇄 바텀애시를 사

용할 경우 공기량은 감소하는 한편 서천산을 사용한 경

우 공기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모르타

르 공기량의 증가와 감소는 모르타르의 유동성에 상당

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5는 모르타르의

유동성과 공기량간의 관계를 나타낸 것이다. 이 결과를

통해 일반적으로 유동성이 증가하면 공기량 역시 증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동일한 유동성을 기준

으로, 공기량이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결과

파쇄 바텀애시의 미연탄소분에 의한 공기연행제 흡착이

모르타르의 공기량 확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w/b 0.3 과 0.4의 배합에서는,

미연탄소분의 양이 높은 서천 바텀애시에서 1시간 동안

공기량의 변화가 OPC와 여수 바텀애시에 비해 더 명

Fig. 4. Air contents of fresh mor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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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나타났다. 파쇄 전 바텀애시의 경우 일부의 미

연탄소분이 물이 침투할 수 없는 내부에 존재 할 수

있으며, 이러한 미연탄소분은 굳지 않은 배합 안에서

공기연행제를 흡착할 수 없다. 따라서 지금까지 바텀

애시의 강열감량의 기준을 플라이애시와 같이 3 ~ 5%

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한가에 대한 논의가 있어왔다.

그림과 같이 파쇄 바텀애시의 경우 재료 공기량의 안

정성을 고려할 때 바텀애시의 강열감량은 제어되어야

함을 알 수 있다.

하지만, w/b 0.5 및 0.6의 배합에서는 이와 같은 현

상이 뚜렷이 나타나지 않으며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한다. 따라서 향후 w/b에 따른 미연탄소분의 AE제 흡

착 민감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지만, w/b 0.5

및 0.6의 배합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이 뚜렷이 나타나

지 않으며 그 메커니즘이 명확하지 한다. 따라서 향후

w/b에 따른 미연탄소분의 AE제 흡착 민감성에 대한 연

구가 필요하다.

3.2. 굳은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Fig. 6은 모르타르의 3, 28, 91일 압축강도를 나타낸

다. 3일 강도의 경우, 일부를 제외한 모든 배합에서 파

쇄 바텀애시 사용에 의해 강도가 동일 혹은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낸다. 이러한 결과는 28일 역시 마찬가지이

다. 91일의 경우 w/b 0.4인 배합에 여수산 바텀애시를

사용한 것 이외에도 모두 강도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바텀애시는 플라이애시에 비해 비표면적이 크기 때문에

초기 강도 발현이 어렵다. 단지 플라이애시에 비해 유

리질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초기에 포졸란반응이 일어

나 파쇄 바텀애시와 플라이애시의 동일량 사용 시 3일

및 28일 강도는 유사한 경우가 있다7). 

전반적으로, 여수산 바텀애시를 사용하면 서천산 바

텀애시를 사용한 것에 비해 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

이 있다. XRD에서 나타난 것 같이, 둘 다 유리질의

수준에는 크게 차이가 없으므로 두 종류의 바텀애시의

포졸란 반응성에 의한 차이를 고려하기는 어렵다. 두 종

류의 바텀애시의 가장 큰 차이는 입도와 강열감량이다.

여수산 바텀애시는 시멘트와 유사한 입도를 갖는 반면

서천산은 시멘트보다 크고 모래보다 작은 입도를 갖는

다. 따라서 비표면적이 넓은 여수산 바텀애시의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다. 한편, 예전 Kim7)에서 측정한 바와

같이, 강열감량이 큰 바텀애시는 플라이 애시에 비해 동

일 수화량 대비 강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이

는 포졸란 반응이 충분이 일어났다 하더라도 미연탄소

분이 공극으로서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강열감량이 큰

Fig. 5. Relationship between flow and air content of fresh

mortar.

Fig. 6. Compressive strength of hardened mortar at 3, 28,

and 91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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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산 파쇄 바텀애시를 혼입하면 모르타르의 강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Fig. 7은 각 배합에 대해 28일 압축 강도에 대한

3일 및 91일 강도의 비율(상대강도, Relative strength)을

나타낸다. 28일 강도를 고려할 때, 파쇄 바텀애시를 사

용한 배합과 그렇지 않은 배합의 경향성은 정확히 드러

나지 않는다. 전반적으로 3일의 상대강도는 최고 0.8,

최소 0.5 범위를 나타나며, 이는 바텀애시의 혼입량과

종류에 따라 다르다. 단지, 전반적으로 여수 바텀애시

혼입 배합에 비해 서천 바텀애시 혼입 배합의 상대 강

도가 낮다. 이와 유사한 경향이 91일의 상대강도에서도

나타난다. 즉 여수산에 비해, 서천산의 재령 초기 강도

발현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28일에서 91일 사이의

장기강도 증진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는

여수산 바텀애시 보다 서천산 바텀애시의 입도가 크기

때문에, 초기 강도 발현 속도가 늦을 뿐 아니라 장기적

인 강도증진이 크지 않음을 의미한다. 참고로, 일부 배

합에서 91일의 상대강도 값이 1.0보다 약간 낮은 결과

가 나타났는데, 이는 실험결과를 산술적으로 평균화 했

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며 표준편차를 고려할 때 강도

가 감소한 것은 아니다.

4. 등가압축강도를 고려한 파쇄 바텀애시의 강

도기여도 

비록 본 연구에서는 파쇄 바텀애시를 결합재로 분류

하였으나, 아직까지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혹은 KS규격

상에서 파쇄 바텀애시를 결합재로 구분해야 하는지 아

니면 골재로 구분해야 하는지, 나아가 기존의 w/b식을

사용해 배합설계를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산업규격인 KS F 2523 표준

상에서 골재는 “화학적으로 안정한 것”으로 명시되어

있으나, 이 구절은 단순히 골재가 화학적 반응성이 없

어야 한다기 보다 화학적 반응에 의해 콘크리트의 강도

및 내구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의

미를 내포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따라서 바텀애

시는 화학적으로 반응성은 있지만 이 반응이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의 강도를 증진킬 뿐 내구성에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바텀애시를 골재로

취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로

2012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용 바텀애시 골재에 대한

표준(KS F 4570)이 재정되었다. 그러나, Fig. 2에 나

타낸 서천산 파쇄 바텀애시와 같이 경우에 따라 결합재

수준의 입도를 갖게 될 수 있으므로 KS F 2526 기준

의 잔골재의 표준입도를 고려하여 극소량만을 사용해야

한다. 무엇보다, Kim6)에서 나타낸 것 같이 파쇄 바텀

애시가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에 기여하는 강도 증진 효

과는 미가공된 바텀애시의 그것에 비해 상당히 크기 때

문에, 기존 강도 기반 배합설계 기법을 이용해 파쇄 바

텀애시를 골재로 취급하여 콘크리트를 설계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 과잉설계가 되어 비경제적인 배합을 얻게

될 수 있다. 이러한 여러가지 점을 고려해 본 연구에서

는 파쇄 바텀애시의 정량적 강도기여 효율을 평가한 후

적정 w/b를 설정하고자 하였으며, 정량적 강도기여 효

율 평가를 위해 등가압축강도 개념을 도입하였다. 

4.1. 등가압축강도 및 k-값의 개념 

CEN/TR 16639 보고서에서의 등가압축강도(Equivalent

compressive strength)란, 보조 결합재(Supplementary

cementitious material, SCM)의 강도배합설계를 위한

개념이다8). 여기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Ordinary

Portland cement, OPC) 콘크리트와 동등한 성능을 가

지는 SCM 콘크리트의 w/b 결정을 위해, 등가 압축강

도를 만족하기 위한 효율계수(Efficiency factor, or k-

value)를 도입한다. k-값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w/b

Fig. 7. Relative compressive strength of hardened mortar

at 3, and 91 days by the strength at 28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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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압축강도간의 상관관계를 식으로 표현해야 한다.

CEN/TR 16639 및 Papadakis and Tsimas11)에서는

w/b와 강도의 관계를 선형모델로 제시하고 있으나, 이

는 w/b가 일반강도 콘크리트인 0.4 ~ 0.6 수준에서의 경

우에 성립한다. 실제로 Babu and Kumar12) 및 Yoon

and Yang13)에서는 w/b 0.2 ~ 0.8 범위의 콘크리트에 대

해 지수함수를 사용해 관계식을 결정하였으며, 선형 함

수에 비해 더 높은 결정계수(Determination coefficient,

R2) 값을 얻을 수 있었다. Yoon and Yang13)에서 제시

한 OPC 배합 및 SCM 치환 배합의 압축강도 대 w/c

및 w/b의 회귀분석 함수모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1)

(2)

여기서 f0 와 fa는 OPC 배합 및 SCM 치환 배합의

각각 배합의 압축강도이며, w0와wa는 OPC 100% 배합

및 SCM 치환 배합 각각의 단위수량, c0와ca는 OPC

배합 및 SCM 치환 배합 각각의 단위 시멘트량, a는

SCM 치환 배합의 단위 SCM량, 그리고 A0, Aa, B0,

Ba는 모두 회귀식의 계수이다.

이 때, 효율계수인 k-값은 CEN/TR 16639에 의해

다음의 식과 같이 도입된다8). 

(3)

식 (3)에서와 같이 SCM 배합 내의 SCM이 OPC와

비교하였을 때 어느 정도의 효율로 강도에 기여하는 가

를 나타내는 것이 k-값이다. 예를 들어 SCM이 일정량

치환된 배합의 강도가 OPC와 동일한 경우 k-값은 1이

된다8). 한편 SCM 치환에 의해 강도가 감소하는 경우

는 OPC의 w/c가 증가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내므

로, k-값은 1보다 작다13). SCM 치환에 의해 강도가

증가했다면, OPC의 w/c가 감소하는 것과 동일한 효과

이므로, k-값은 1보다 크다.

OPC 배합 콘크리트와 SCM 콘크리트의 강도가 ‘등

가’라는 것은 식 (1)과 식 (2)는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식 (3)을 대입한 식 (1)이 식 (2)와 동등할 경우 k-값

은 다음의 식으로 계산된다13). 

(4)

4.2. k-값을 통한 파쇄 바텀애시의 강도기여도 평가 

위의 식 (1)과 식 (2)를 각각 유도하기 위해 Fig. 8

과 같은 비선형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여기서 압축강

도는, 배합설계 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28일 압축강도

이다. 수행 결과 모든 식에서 결정계수(R2)의 값이 0.7

이상임을 확인하였다. 식 (1)과 (2)가 콘크리트의 w/b와

압축강도간의 관계를 얼마나 정확히 표현하는 모델인지

를 확인하기 위해, 식에 의해 계산된 압축강도와 실제

압축강도를 Fig. 9와 같이 비교하였다. 그 결과, 일반적

으로 편차는 대부분 오차범위 10% 이내로, 오차범위

20%를 넘어가는 결과는 없었으며, 이는 식 (1) 및 식

(2)의 지수형 모델이 w/b와 압축강도 관계를 잘 묘사하

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회귀분석을 통해 얻어진 상수 및 이를 통해 계산된

k-값은 Table 4와 같다. 본 연구뿐 아니라, 기존 연구결

과 얻어진 k-값은 각 배합 마다, 그리고 w/b 마다 다

른 특징을 나타낸다. 여수산 바텀애시의 경우 w/b 0.3

의 조건에서 15 % 치환 시 k-값이 1 이상임을 알 수

있다. 즉, 시멘트를 넣는 것 보다 파쇄 바텀애시를 넣는

것이 강도 측면에서 더 효과적임을 의미한다. 하지만,

w/b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하게 감소하여 w/b 0.6 에서

는 k-값이 0.28까지 감소하게 된다. 한편 여수 바텀애시

를 30% 치환한 경우는 w/b에 상관 없이 강도 기여율

이 0.25 수준이다. 즉, 여수 바텀애시를 약 15% 전후

치환 후 고강도에 적용하면 효과적인 결합재가 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크게 효과가 없다. 서천 바텀

애시는 이와 반대로 소량 15% 만 사용했을 때 w/b에

관계 없이 k-값이 0보다 낮다. 즉, 바텀애시를 사용함에

따라 시멘트 요구량이 오히려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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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는 바텀애시가 이 경우 결합재로서의 역할 보다

골재 혹은 충전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옳다. 그에 반해 오히려 서천 바텀애시 혼입량을

30% 까지 높이면 바텀애시의 결합재로서의 효율이 오

히려 15% 사용했을 때 보다 우수한 것을 알 수 있다.

Yoon and Yang13)의 결과에서는 플라이애시 사용량

증가에 따라 k-값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w/

b 0.3 ~ 0.6 사이 콘크리트에 플라이 애시를 30% 치환

했을 때의 k-값은 대략 0.3 ~ 0.4 수준으로 계산되었다.

여수산 파쇄 바텀애시를 30% 치환한 경우 k-값은 약

0.24 ~ 0.26 수준으로 플라이애시와 유사, 혹은 약간 부

족한 수준의 강도기여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

편, 본 연구에서 얻은 파쇄 바텀애시의 k-값은 치환률

에 따라 큰 폭으로 변화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 다르

면, 플라이 애시와 슬래그의 경우 치환률이 각각 20%

에서 50%까지, 10%에서 80%까지 변화하는 경우에도

k-값의 변화폭은 w/b 동일 조건에서 최대 ±0.3 수준이

었다11-13). 그러나 본 연구에서 파쇄 바텀애시의 치환률

이 15%에서 30% 변화 함에 따라 k-값이 최대 ±0.5

이상의 폭으로 변화 하였다. 파쇄 바텀애시는 플라이 애

시에 비해 입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k-값의 변화 경

향이 플라이애시 혹은 슬래그와 유사하지 않을 수 있다.

이와 같은 변동폭에 대한 이유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유사 실험이 꾸준히 진행되어야 한다. 플

라이 애시 및 슬래그를 사용한 콘크리트에 대한 연구결

과 데이터 베이스는 막대하므로 기존 연구의 경우 최소

10개에서 최대 1000건 이상의 실험결과를 이용해 회귀

분석식을 유도한 반면, 파쇄 바텀애시에 관한 실험결과

는 본 연구가 유일하므로 실험을 통해 얻은 적은 결과

를 활용해 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결과값의 편차가 클

수 있다. 

추가적으로, 등가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OPC의 w/c와

파쇄 바텀애시 모르타르의 w/b의 관계는 식 (1), (2)로

부터 다음과 같이 유도할 수 있다. 

(5)

그리고 이 때, 동일 강도를 확보하기 위한 OPC 배

합의 단위 시멘트량 대비 파쇄 바텀애시 모르타르의 단

위 시멘트량의 비율(Ca/Co)은 식 (5)로부터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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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lationship between compressive strengths at 28

days measured by experiments and calculated by

Eqs. (1) and (2).

Table 4. Constants of regression models of Eqs. (1) and (2) obtained by measurements and k-values of the CBA in mortar

mixtures with various w/b 

Mixture

Constant for Eq. (1) and (2) k-value

A B
w/b

0.3 0.4 0.5 0.6

OPC 101.6 -1.9 1 1 1 1

CBA15 (Yeosu) 126.9 -2.6 1.24 0.76 0.47 0.28

CBA30 (Yeosu) 100.6 -2.4 0.24 0.25 0.26 0.26

CBA15 (Seocheon) 101.0 -2.3 -0.28 −0.26 −0.25 −0.25

CBA30 (Seocheon) 149.1 -3.5 0.66 0.36 0.18 0.06

Note) k > 1: better than cement; 0.5 < k < 1: high efficiency SCM; 0 < k < 0.5: low efficiency SCM; k < 0: no efficiency (act as filler

or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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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식 (5)를 통해 계산된 OPC 배합의 w/c와 등가 강도

를 얻기 위한 파쇄 바텀애시 배합의 w/b의 관계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비록 Table 3와 같이 k-값은 배

합마다 크게 차이가 났지만, 동일 압축강도를 얻기 위

한 요구 w/b는 여수 바텀애시 15%를 사용한 경우 이

외에는 대략 0.03 이내로 작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즉,

OPC 배합과 등가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파쇄 바텀애시

배합의 w/b은 파쇄 바텀애시의 치환률 및 종류에 따라

약 3% 이내의 작은 편차로 변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수 바텀애시 15 %를 치환한 경우 요구 w/b가 다른

경우에 비해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단위 결합재량이 상

대적으로 낮아도 등가 강도 발현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

미한다. 이 때, 파쇄 바텀애시 배합의 w/b는 바텀애시

종류에 따라 최저값을 고려하여 설계식에 반영하면 그

안전률이 확보할 수 있다.

동일 강도를 얻기 위한 OPC 모르타르와 파쇄 바텀

애시 모르타르의 단위 시멘트량 비율인 Ca/Co 값(식

(6))은 Fig. 11과 같다. 서천산 파쇄 바텀애시를 15%

사용할 경우 그 값이 1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Table 3에서 계산된 것과 같이 바텀애시 사용에 따

라 오히려 요구 시멘트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경

제성 혹은 수화열 발현 등을 고려할 때, 이는 효과적인

배합방법이 아니다. 한편, 50 MPa 이상의 강도를 발현

하기 위한 배합(w/c 0.4 이하)의 경우 k-값은 여수산

바텀애시를 15% 치환한 것이 서천산 바텀애시를 30%

치환 것 보다 더 크지만(Table 4), Ca/C0 값은 더 낮

은 것을 알 수 있다. 압축강도 50 MPa 이상의 고강도

모르타르의 경우 서천산 바텀애시 30% 치환 배합이 여

수산 바텀애시 15% 치환 배합보다 오히려 더 적은량의

단위 시멘트가 요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로, Ca/Co 값은 파쇄 바텀애시를 결합재가 아닌

골재로 소량 사용하는 경우 큰 의미를 갖는다. 이 값이

1보다 작다는 것은 OPC와 동일강도를 발현하기 위한

파쇄 바텀애시 배합의 단위시멘트량이 감소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즉 경제적인 배합의 설계가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파쇄 바텀애시가 일반잔골재 중 미분을

일부 치환하여 사용될 경우, 단위 시멘트량 감소에 의

한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의 가격 저감이 가능하다.

5. 결  론

본 연구는 파쇄 바텀애시 혼입 모르타르 및 콘크리트

의 배합설계기법 제시를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다

양한 물-결합재비를 갖는 모르타르의 물성에 대한 파쇄

바텀애시 혼입의 효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

구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동일한 공법으로 파쇄된 경우에도, 바텀애시 원재료

의 물리적 특성 및 입도에 따라 파쇄 바텀애시의 입도

는 크게 달라진다. 따라서, 바텀애시 전체에 대한 단일

배합설계식 보다 원재료 및 파쇄분의 물성을 고려한 개

별적 배합설계식이 제시되어야 한다. 

파쇄 바텀애쉬는 그 입도적 특징으로 인해, 시멘트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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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Relationship between w/c of OPC mixtures and w/

b of CBA mixtures with equivalent compressive

strength.

Fig. 11. Values of Ca/Co of CBA mixtures considering

equivalent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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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량비로 치환 시 모르타르의 유동성을 개선 할 수 있

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이 효과는 w/b 0.3 ~ 0.5의

경우에 나타나며, w/b 0.6인 경우 나타나지 않는다. 한

편, 감열감량이 높은 파쇄 바텀애시 사용 시 시간에 따

른 공기량 저하가 발생하므로 감열감량에 대한 기준 준

수가 필요하다.

파쇄 바텀애시는 바텀애시의 종류 및 치환률, 그리고

모르타르의 w/b 등에 의해 압축강도에 기여하는 효율

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28일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경

우에 따라 k-값이 0 이하로, 결합재가 아닌 골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 k-값이 1 이상으로 시

멘트보다 더 우수한 결합재로서의 역할을 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경향성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따라서, 향후 파쇄 바텀애시 혼입 모르타르 및 콘크리

트의 배합설계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생산되는 파쇄 바

텀애시의 종류에 따른 다양한 w/b의 모르타르의 압축

강도 데이터베이스 확보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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