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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몽골 플라이애시의 기초물성 및 분쇄과정을 통한 시멘트 혼화재로의 사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몽골 플라이애시

는 국내 플라이애시 보다 입자가 컸으며, 구형 입자도 적게 관찰되었다. 몽골 플라이애시의 CaO 함량은 높았으며, 이외 성분은 비

슷한 수준이었다. 진동밀 분쇄 후 플라이애시는 7.9 µm까지 작아졌으며, 분말도도 증가하였다. 분쇄 플라이애시를 시멘트와 혼합할

경우, 60분 분쇄시 가장 우수한 압축강도 값을 나타내었다. 또한 이들 강도값은 모든 재령에서 OPC 보다도 높은 수준이었다.

주제어 : 몽골 플라이애시, 진동밀, 분쇄, 압축강도 

Abstract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of Mongolian fly ash and the possibility of its use as a cement additive through grinding process

were examined. Mongolian fly ash was larger than domestic fly ash and less spherical. The CaO content of Mongolian fly ash

was higher than domestic fly ash and the other components were similar. After vibratory milling, the mean particle size of fly

ash decreased to 7.9 µm and the blaine increased. When milled fly ash was mixed with cement, it showed the best compressive

strength value at 60 min. These strength values were higher than OPC at all curing times.

Key words : Mongolia fly ash, vibration mill, Grinding,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화력발전소 부산물인 플라이애시는 지난 수십년 동안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되어 왔다1-3). 최근에는 정부의 미

세먼지 감축대책 등에 따른 플라이애시 반출량 감소 현

상과 플라이애시 수요량 증가에 따른 플라이애시 수급

불안정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따라서

일부 플라이애시는 일본 등에서 수입·사용하고 있으며,

시멘트 혼화재의 일종인 슬래그 수입량도 증가하는 추

세이다. 이는 최근의 건설경기 호조 및 환경 정책 등에

따른 현상이며, 특히 온실가스 감축 정책에 따라 시멘

트 혼화재 사용량이 증가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4). 그

러나 시멘트 혼화재인 플라이애시 발생량은 향후 점차

감소될 것이며, 이는 국내 온실가스 정책에 따라 화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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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소 발전량 감축이 계획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시멘트 혼화재 발생량 감소에 따른 다양한 해결방안 제

시가 필요한 시점이기도 하다. 

몽골은 세계 10위의 광물자원 부국이며, 대표적 에너

지 자원인 석탄과 석유가 다량 매장되어 있다5). 몽골의

석탄 매장량은 세계 4위로 약 1,750억톤이 매장되어 있

으며, 대부분 갈탄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수의 화

력발전소(11개 공장-920MW 전력생산)가 있으며, 화력

발전소는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 및 전국 지역에 분포

되어 있다. 즉 몽골에서는 다량의 플라이애시가 부산되

고 있으며, 일부 플라이애시는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되

고 있다6). 하지만 대부분의 플라이애시는 애시 폰드에

매립되는 실정이다. Fig. 1은 몽골 울란바타르에 위치한

No.4 화력발전소 및 No.4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플라이

애시 사진이다.

현재 국내에서 몽골 플라이애시 사용은 용이치 않을

것이나, 향후 경제성 측면에서 타당성을 갖는다면 사용

가능성도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 혼화재인 플라이애시

사용량 증대를 위해 몽골 플라이애시를 검토하였다. 특

히 몽골 플라이애시 자체 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에서의

사용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하였으며, 더불어 시멘트 혼

합량 증대를 위한 플라이애시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였

다. 즉 플라이애시를 진동밀에서 분쇄한 후 모르타르에

적용하여, 시멘트 수화물의 충전효과와 더불어 수화반

응성 증대 효과를 분석?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몽골 No.4 화력발전소에서 발생하는 플라이애시의 시

멘트 혼화재 사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물리화학적 특성

을 분석하였다. 더불어 국내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N

社)도 분석하여, 몽골 플라이애시와 상호 비교·평가하

였다.

플라이애시의 물리화학적 특성분석을 위해 화학성분,

결정성, 형상 및 입도 특성 등을 검토하였다. 화학성분

은 습식분석(ICP-OES 8300, Perkin Elmer, 미국)을,

결정성은 X-선 회절분석기(D/MAX-2500V, Rigaku, 일

본), 형상 관찰은 주사전자현미경(SM300, Topcon社, 일

본), 입도 특성은 레이저 입도분석기(LA-950, Horiba社,

일본), 분말도는 블레인 측정기(HJ-1100, 흥진정밀, 한

국)를 사용하였다. 기초 특성분석이 종료된 플라이애시

는 진동밀(WTVM, 웅비기계, 한국)을 사용하여 분쇄하

였다. 진동밀 분쇄시간은 15분, 30분 및 60분으로 고정

하였다. 분쇄가 종료된 플라이애시는 형상 관찰, 입도

및 분말도 등을 측정하였다. 또한 플라이애시의 시멘트

혼화재 사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Table 1과 같이

플라이애시를 10%, 20% 및 30% 혼합하였다. 이후 플

라이애시 혼합시멘트는 응결, 플로우 및 압축강도 특성

을 시험하였다. 플라이애시 혼합시멘트의 응결은 KS L

5108-비카트 침에 의한 수경성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

방법에 따라, 플로우 및 압축강도는 KS L 5105-수경성

Fig. 1. No.4 Thermal Power Station and Fly ash.

Table 1. Grinding Time and mixing weight of mortar with

fly ash

Grinding 

Time

Mixing weight (g)

Cement Fly ash Sand Water

Ref. 450 0

1250 225
0, 30, 60 min

405 45

360 90

315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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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시험방법, KS L ISO 679-

시멘트의 강도시험방법에 따라 시험·분석하였다. 

3. 실험 결과 및 고찰

3.1. 플라이애시 분석 

몽골 No.4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이하 몽골 플라이

애시)의 형상을 Fig. 2에 나타내었다. 플라이애시의 형

상은 국내 정제 플라이애시 보다 구형 입자가 적게 관

찰되었으며, 반대로 각이진 입자가 상대적으로 많이 관

찰되었다. 이외에도 완전 연소되지 않은 플라이애시도

일부 관찰되었다. 더불어 몽골 플라이애시의 입자 크기

가 국내 플라이애시 보다 크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

다. 이는 블레인법에 의한 분말도 측정값과도 일치하는

것으로, 몽골 플라이애시의 분말도는 2,751 cm2/g이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정제 플라이애시의 분말도는 3,000 cm2/g

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몽골 플라이애시 분말도 보다 소

폭 높은 값을 나타낸다7,8). 이는 몽골 플라이애시가 정

제과정을 거치지 않고, 지하수와 혼합하여 바로 애시 폰

드로 이송되기 때문이다. 즉 국내와 같이 플라이애시 전

처리 과정(정제, 잔사 분류과정)을 거치지 않아, 구형

입자 존재량 뿐만 아니라 분말도도 낮은 것으로 판단되

었다. 

Fig. 3은 플라이애시 입도 분포를 측정한 것이며, 최

소 입자 크기는 3.4 µm, 최대 입자 크기는 133 µm,

평균 입자 크기는 28.9 µm이었다. 국내 정제 플라이애

시(N社 화력발전소 발생 플라이애시)의 평균 입자 크기

는 18 µm이었으며, 몽골 플라이애시와 약 10 µm 차이

를 나타내었다. 

몽골 플라이애시의 화학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

내었다. 몽골 플라이애시의 주요 성분은 SiO2, Al2O3,

Fig. 2. Morphology of Mongolia Fly Ash.

Fig. 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Mongolia Fly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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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2O3 및 CaO이었으며, 이외에도 미량성분들이 존재하

였다. 몽골 플라이애시의 화학성분은 국내 플라이애시

와 큰 차이가 없었으나, CaO 성분은 국내 플라이애시

의 약 2배 수준 (8.21%→17.4%)이었다. 특히 강열감량

(LOI)은 1.05%로, 국내 플라이애시 보다 매우 낮은 수

준이었다. Fig. 4는 결정성 분석을 위한 XRD 측정 결

과를 나타낸 것이다. Fig. 4에서와 같이, 몽골 플라이애

시의 주요 결정은 quartz와 mullite 등으로 검출되었다.

이는 국내 플라이애시와 동일한 결정성분으로, 몽골 플

라이애시의 결정특성은 국내 플라이애시와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9,10).

3.2. 플라이애시 분쇄 특성

몽골 플라이애시의 분쇄특성을 검토하기 위해 진동밀

을 사용하여 분쇄시간별 입도특성을 검토하였다. 분쇄

시간은 0분, 15분, 30분, 45분 및 60분 동안 분쇄하였

다. Fig. 5는 분쇄시간에 따른 분말도(블레인 측정법)

변화값을 나타낸 것이다. 분쇄시간 증가에 따라 분말도

도 증가하는 일반적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5분 분쇄시

분말도 값은 3,000 cm2/g을 상회하였다. 즉 몽골 플라이

애시도 적절한 분쇄과정을 거칠 경우, 국내 플라이애시

사용 조건(분말도 3,000 cm2/g 이상)을 만족시킬 수 있

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분쇄시간별 분말도는 각각 0

분-2,751 cm2/g, 15분-3,611 cm2/g, 30분-4,382 cm2/g,

45분-5,316 cm2/g 및 60분-5,757 cm2/g이었다. 입도 분

석기를 사용한 분쇄시간별 평균 입자크기와 입도분포는

Table 3에 나타내었다. 분쇄시간 증가에 따라 평균 입

자크기가 감소하였으며, 분쇄 전 28.9 µm에서 60분 분

쇄시 7.9 µm까지 변화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분쇄시

간에 따른 최대 입자크기도 점차 작아지는 경향을 나타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Fly Ash

 (wt.%)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LOI

Mongolia 46.6 15.5 12.3 17.4 3.14 0.93 0.84 0.52 1.05

Korea 49.9 19.2 10.1 8.21 2.84 1.01 0.72 0.71 5.21

Fig. 4. XRD Patterns of Fly Ash.

Fig. 5. Fineness of Fly Ash with Grind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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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으며, 입도 범위도 좁아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몽골 플라이애시 분쇄 전후 (0분, 60분) 형상을 Fig.

6에 나타내었다. Fig. 6에서와 같이, 60분 분쇄 후 구

형상 입자는 줄어들었으며, 입자 크기가 큰 플라이애시

는 분쇄되어 각이 진 형태로 변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3. 혼합시멘트 특성

3.2와 같이 분쇄된 몽골 플라이애시를 사용하여 시멘

트 응결, 모르타르 플로우 및 압축강도 변화를 관찰하

였다. 이때 플라이애시의 시멘트 혼합량은 시멘트 질량

대비 10%, 20% 및 30%로 고정하였다.

비카트 침을 사용한 플라이애시 혼합시멘트 응결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플라이애시 분쇄시간 증가에 따

라 응결시간은 짧아졌으며, 플라이애시 혼합량 증가에

따라 응결시간은 길어지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분쇄되

지 않은 플라이애시 혼합시멘트의 초결은 OPC 보다

큰 폭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30% 혼합조건에서는 초

결 및 종결 모두에서 60분 이상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하지만 분쇄시간 증가에 따라, 즉 분말도 증가

에 따라 응결시간 차이는 현격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플라이애시 분쇄시 수화반응에 참여할

수 있는 비표면적 증가 및 수화 활성도 증가에 따른

효과로 사료되었다11,12). 일반적으로 KS L 5105에 따른

OPC 응결 기준은 초결 60분 이상, 종결 10시간 이내

이며, 몽골 플라이애시 사용조건에서도 KS 기준을 충

분히 만족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플라이애시 분쇄시간 및 함량별 모르타르 플로우 특

성을 Fig. 7에 나타내었다. OPC 모르타르 플로우는

184 mm이었으며, 플라이애시 혼합시 OPC 보다 플로우

Table 3. Mean Diameter and Particle Size Distribution (PSD) with Grinding Time

Grinding Time (min) 0 15 30 45 60

Mean Diameter (µm) 28.9 13.3 10.9 9.5 7.9

PSD (µm) 3.3~184 0.2~51.5 0.1~44.9 0.1~39.2 0.1~29.9

Fig. 6. Morphology of Fly Ash with Grinding Time.

Table 4. Setting Time of Fly Ash Cement

Grinding 

Time

Fly 

ash

Setting Time (min)

Initial Setting Final Setting

Ref. 0 185 235

0 min

10 205 240

20 230 265

30 245 305

30 min

10 190 230

20 205 245

30 220 270

60 min

10 180 230

20 185 245

30 210 2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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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더불어 플라이애시 혼

합량 증가에 따라서도 플로우는 소폭 증가하였다. 하지

만 분쇄시간과 플로우의 상관관계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최소 플로우는 OPC에서 184 mm, 최대 플

로우는 플라이애시 30%~30분 및 60분 분쇄조건

(192 mm)에서 도출되었다. 이는 플라이애시 혼합조건에

서 초기 수화에 기여할 수 있는 시멘트 사용량이 줄었

기 때문이다. 

Fig. 8은 플라이애시 혼합시멘트의 압축강도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Fig. 8에서와 같이, 분쇄되지 않은 플라

이애시 혼합시멘트의 압축강도는 OPC 보다 낮게 발현

되었다. 하지만 분쇄 플라이애시 10% 혼합시멘트의 압

축강도는 모든 재령에서 OPC 보다 높은 강도값을 나

타내었다. 특히 28일 재령뿐만 아니라 초기 3일 재령에

서도 높은 값을 나타내어, 플라이애시 분쇄 후 미립 플

라이애시의 충전효과와 더불어 수화 활성효과가 발현되

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2,13). 아울러 플라이애시

를 분쇄할 경우 미분쇄 플라이애시보다 높은 강도 값을

나타낸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는 플라이애시를 분

쇄할 경우 포졸란 반응이 더욱 촉진된 결과라 판단된

다. 또한 20% 혼합시에도 OPC와 유사한 압축강도 값

을 나타내어 플라이애시 분쇄효과가 충분히 발현되고

Fig. 7. Mortar Flow of Fly Ash Cement.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Fly Ash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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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L. Elfgren 등은 진동밀 등

에 의한 기계적 분쇄시 플라이애시 입자가 활성화된다

고 하였으며, 활성 플라이애시 등을 혼합한 시멘트를

EMC (energetically modified cement)라고 언급하였다13).

하지만 30% 혼합시에는 OPC 보다 낮은 압축강도값을

나타내었으며, 이는 분쇄효과 보다 시멘트 함량감소 효

과가 더욱 크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판단

되었다. Fig. 9는 OPC 대비 압축강도 비율을 나타낸

것으로, 3일 재령에서는 플라이애시 10% 혼합시 103%

(30분 분쇄)~108% (60분 분쇄), 20% 혼합시에는 95%

(30분 분쇄)~97% (60분 분쇄) 수준이었다. 28일 재령에

서는 플라이애시 10% 혼합시 103% (30분 분쇄)~

106% (60분 분쇄), 20% 혼합시에는 102% (30분 분

쇄)~106% (60분 분쇄) 수준이었다. 그러나 분쇄되지

않은 플라이애시 혼합시멘트의 3일 압축강도 비율은

OPC 대비 플라이애시 10% 혼합시 90.5%, 20% 혼합

시 80.0%, 30% 혼합시 63% 수준이었다. 28일 재령에

서의 압축강도 비율은 플라이애시 10% 혼합조건에서

96.8%, 20% 혼합시 88.7%, 30% 혼합시 73.2% 수준

이었다. 즉 몽골 플라이애시는 적절한 분쇄과정을 통해

서 압축강도 증진 등 물성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몽골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의 사용 가능성 검토를

위해 기초 물성분석 및 모르타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

였다. 이를 위해 몽골 No.4 화력발전소 플라이애시를

입수·분쇄한 후 모르타르 플로우 및 압축강도를 시험·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본 연구에서 사용한 몽골 플라이애시는 국내 플라

이애시보다 분말도가 낮으며, 입자 크기도 큰 형태이었

다. 몽골 플라이애시의 CaO 함량은 17.4%로써 국내 애

시(8.21) 보다 높았으며, 이외 성분은 유사 수준이었다.

2) 플라이애시 분쇄시간 증가에 따라 분말도도 증가

하였으며, 60분 분쇄시 평균 입자크기는 7.9 µm로 감소

되었다. 입자 형상도 변화되어 구형 입자가 상당량 줄

어들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시멘트 응결 시간은 플라이애시 사용량 증가에 따

라 대부분 OPC 보다 증가하였다. 그러나 60분 분쇄

플라이애시 10% 및 20% 혼합시멘트의 응결 시간은

OPC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4) 모르타르 플로우는 플라이애시 사용량 증가에 따

라 소폭 증가하였으나, 분쇄시간에 따른 경향성은 발현

되지 않았다. 압축강도는 혼합량 및 분쇄시간에 따라 차

이가 있었으며, 60분 분쇄 플라이애시를 20% 혼합할

경우 압축강도는 39.1MPa로써 OPC보다 높은 값이 발

현되었다.

5) 몽골 플라이애시 기초 물성분석 및 시멘트 혼화재

로의 실험을 통해 몽골 플라이애시를 적절히 분쇄하여

시멘트 혼화재로 사용할 경우, 모르타르 작업성 및 압

축강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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