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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there have been many studies about recycling cementitious powder from concrete waste, generated after 

recycle aggregate production.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when the heating process of waste powder in paste is 

dehydrated making possible the restoration of hydraulic properties. Thu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n 

experimental review on properties of concrete products made vibration-compressive according to waste concrete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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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1 연구의 목적

폐콘크리트는 건설폐기물의 60%이상을 차지하며 파쇄 및 분쇄 공정을 통해 순환골재로 재활용된다. 순환골재는 국토해양부에서 제시하는 

순환골재품질기준안에 적합해야 하며 대부분 도로 기층재, 노반재 등 단순용도로만 재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순환골재의 한계성은 순환골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시멘트 및 모르타르 성분에 의해 높은 흡수율이나 강도저하 등에 의한 것이다. 최근 순환골재 표면에 부착되어 있는 

기존시멘트 모르타르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파쇄 및 분쇄 공정을 추가하는 것이 일반화 되어 있다. 그러나 순환골재 공정의 추가는 품질향상은 

가능하지만 부산물로 폐콘크리트 미분말이 20%이상 발생되는 역기능을 가지고 있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은 CaO가 30∼40%, SiO2가 20∼30%, 

Al2O3가 10∼15% 등으로 시멘트 성분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순환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하여 실험을 통해 시멘트의 일부를 대체하고 진동가압성형 콘크리트 제품의 적용에 관한 검토를 목적으로 하였다.

2.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물리/화학적 특성

폐콘크리트 미분말 발생량은 순환골재 생산 공정 중, 건식생산 공정에 대해서만 조사하였다. 골재생산 조건에 대해 시간당 40ton의 폐콘크리트

가 투입되며, 골재는 약 30ton/hour, 폐콘크리트 미분말은 약 9.48ton/hour가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이에 관한 생산 공정 및 물질수지

는 다음의 그림 1과 같다. 발생된 폐콘크리트 미분말에 대한 물리적/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과 표 1과 같이 입자크기 평균 20㎛, 밀도는 2.1∼

2.3g/㎤으로 나타났다. 또한 기존의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것과 같이 SiO2와 CaO성분이 3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3. 실 험

3.1 실험계획 및 방법

진동가압성형 콘크리트 제품의 실험을 위한 실험배합 및 조건은 표 2와 같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시멘트 대체율은 5%, 10%, 15%에 대하여 

진행하였으며, 측정항목은 KS F 4419와 KS F 2505에 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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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물질수지

구분
입자
크기
(㎛)

밀도
(g/㎤)

SiO2 CaO Fe2O3 Al2O3 K2O SO3 Ig.loss

폐콘크
리트
미분말

20 2.1∼2.3 37.74 34.74 9.02 7.54 4.66 3.46 2.54

표 1.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구분 물시멘트비 시멘트 골재
폐콘크리트

미분말

중량비(%) 30 16 79 5%, 10%, 15%

표 2. 실험배합 및 조건

측정항목 실험방법

▪휨강도
KS F 4419

▪흡수율

▪단위용적질량 KS F 2505

표 3. 측정항목

3.2 실험결과 및 분석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시멘트 대체율 5%에서는 휨 강도 5.2㎫, 흡수율 6.8%로 기존의 진동가압성형 콘크리트 제품(대체율 0%)과 동일한 

성능을 발휘하였다. 10% 대체에서는 휨강도 4.8㎫, 흡수율 6.8%로, 15%에서는 휨강도 4.3㎫, 흡수율 7.1%로 나타났다. 대체율 5%에서는 

KS F 4419에서 제시하고 있는 휨강도 5.0㎫이상, 흡수율 7%이하를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 폐콘크리트 미분말 대체율에

따른 휨강도

그림 3. 폐콘크리트 미분말 대체율에 따른

흡수율

그림 4. 폐콘크리트 미분말 대체율에 따른

단위용적질량

4. 결 론

1) 기존 진동가압성형 콘크리트 제품에 대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5% 대체한 경우, 기존 제품과 동일한 성능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추후 이에 대한 장기내구성 평가를 통해 진동가압성형 콘크리트 제품 적용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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