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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사용재료의 기  물성

구분 [%] 시멘트 라이애쉬
폐유리분말

S L

SiO2 20.1 58.5 66.8

CaO 64.2 4.37 10.8

Blaine [cm2/g] 3370 3380 7980 5430

ABSTRACT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effects of Alkali Silica Reaction(ASR) by fineness and 

replacement level of waste glass powder(WG). Consequently, expansion was reduced when WG 

was used as 20% cement replacement. 

요  약

이 연구는 폐유리 미분말의 분말도  혼입율이 알칼리 실리카 반응(ASR)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해 수행되었다. 그 결과, 시멘트 체제로 폐유리를 20% 사용했을 경우, 팽창이 감소하 다. 

 

1. 서   론

  

  최근 국내  국외에서 재활용이 되지 않는 폐유리에 한 재활용 방안으로 콘크리트의 재료로의 

용에 한 연구들이 수행되어져 왔다. 본 연구는 폐유리 미분말의 분말도  혼입율에 따른  

ASR을 확인하 으며, 동일한 조건으로 모르타르 압축강도가 수행 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재료의 기 인 물성은 다음 표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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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실험 방법

  모르타르 강도는 KS L 5105, ASR 시험은 ASTM C 1260에 의거하여 시험을 수행하 다.

3. 결과  고찰

  

3.1 모르타르 압축 강도 시험결과

  그림1 은 7, 14, 28일 모르타르 압축강도를 비교하여 나타낸 그래 이다.

3.2 알칼리 실리카 반응 시험 결과

  그림2 는 재령 28일 까지의 ASR 시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 이다.

 그림1 모르타르 압축강도 결과 그림2 ASR 시험 결과

4. 결 론

  폐유리를 분말도  혼입률에 따른ASR과 압축강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ASR 시험의 경우, 본 연구에서 사용된 폐유리 변수로는 분말도 효과를 확인 할 수 없었다. 폐

유리 미분말의 혼입량이 증가 할수록 팽창 감효과를 확인 하 다.

 2) 압축강도의 경우, 폐유리의 분말도가 미치는 향이 확인 되었으며,  폐유리의 혼입량이 증가할

수록 강도는 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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