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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혼합재로의 전처리 제지애쉬 적용가능성 연구

정재현 · 서성관 · 추용식

한국세라믹기술원 에너지환경소재본부

A Study on Pretreated Paper Sludge Ash for Cement Admixture

Jae-Hyun Jung, Seong-Kwan Seo and Yong-Sik Chu

Korea Institute of Ceramic Eng. & Tech.

요  약

제지산업은 다량의 산업부산물을 배출하고 있으며, 제지애쉬 발생량도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제지애쉬를 시멘트 혼합재

로 사용하기 위해서 수화수를 사용하여 전처리 하였다. 전처리 제지애쉬와 석고를 혼합하여 혼합재를 제조하였으며, 이후 시멘트를

대체하여 사용하였다. 제지애쉬 혼합시멘트는 제지애쉬 함량에 따라 물성이 변화하였으나, 10% 이하 사용시에는 기존 OPC와 동등

물성이 발현되었다. 이때 압축강도는 수화물 중 Ca(OH)2의 생성량과도 일정 상관성을 나타내었으며, 3일 강도는 Ca(OH)2 함량이

증가할수록, 28일 강도는 감소할수록 압축강도가 증가하였다. 

주제어 : 폐기물 재활용, 제지애쉬, 수화물, 수화수

Abstract

Paper industry discharges many by-products and quantity of PSA (Paper sludge ash) has been increased. In this study, hydra-

tion water was added to PSA for use as cement admixture. PSA with added water was mixed with anhydrite and this mixture

was used as cement substitute. Physical properties of PSA cement were changed by contents of PSA, but PSA cement containing

PSA less than 10% had similar properties to those of OPC. Compressive strength of PSA cement mortar had a certain rela-

tionship with Ca(OH)2 content. Compressive strength at 3 days increased, as Ca(OH)2 content increased. However, the strength

at 28 days increased, as Ca(OH)2 content de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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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 제지산업은 수출증대와 외국자본의 투자에 힘입

어 종이·판지 생산량 세계５위 규모까지 성장하였다. 하

지만 비약적 성장과 더불어 산업부산물 또는 폐기물 발

생량도 증가하였다1,2). 특히 폐수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지 슬러지는 연간 160만톤 수준이며, 제지

슬러지 소각재의 발생량은 연간 50만톤으로 추정된다.

제지 슬러지는 응집된 셀룰로오스 섬유 찌꺼기와 충전

제 등의 무기물질로 구성되어 있다. 슬러지는 기계적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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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과정인 여과, 원심탈수, 압착과정을 통해 수분함량

80% 내외의 여과케이크로 변화된다3,4). 이후 매립 또는

소각 등으로 처리되거나, 일부 재활용되고 있다5).

제지슬러지 소각재인 제지애쉬는 소각과정에서 발생

하는 비산재 혹은 바닥재로서, 유기물 연소 후 잔존하

는 무기계 폐기물의 일종이라 할 수 있다. 제지애쉬는

충전제 등의 무기물질 종류에 따라 일부 고화재로 사용

되고 있으나, 대부분 취급이 어려워 매립되고 있는 실

정이다. 따라서 제지관련 업체들은 경제적이고 효과적

인 제지애쉬 처리 및 재활용 기술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의 일환으로 제지애쉬를 시멘트 혼합재로 재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6-8) 하지만 제지애쉬는 초

지방식에 따라 무기물질에 차이가 발생하고, 애쉬에 함

유된 일부 미연 섬유 및 급결성 광물로 인하여 시멘트

의 작업성과 강도특성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존재한다.

따라서 제지애쉬를 시멘트 대체재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전처리 방안이 도출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제지애쉬 전처리를 위해 수화수를 적

용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으며, 더불어 석고를 혼합·투입

하는 방안도 연구하였다. 즉 제지애쉬를 모르타르에 적

용하기 전에 Prehydration 과정을 거쳐 1차 수화물로

제조한 후 사용하고자 하였다. 이후 석고를 혼입한 전

처리 제지애쉬를 모르타르에 적용하여 작업성 및 강도

특성 등도 분석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는 산성초지 제조과정에서 발생하는 칼슘

계 제지애쉬 2종을 사용하였다. 제지애쉬의 화학 조성

을 분석하기 위해 유도결합플라즈마분광기(ICP-OES

8300, Perkin Elmer社, US)를 이용하였고, 주사전자현

미경(SEM, SM300, Topcon社, JAPAN)을 이용하여 원

료의 입형, 표면상태, 수화물의 미세구조를 분석하였다. 제

지애쉬 및 제지애쉬 수화물의 결정성은 X-선 회절기

(XRD, D/MAX-3000, Rigaku社,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제지애쉬를 전처리하기 위해 수화수 5%, 8%, 12%

및 16% 투입 후, 제지애쉬와 무수석고를 9 : 1 비율로

혼합하였다. 전처리(수화수 처리와 무수석고 혼합)가 완

료된 제지애쉬는 5%, 10% 및 15% 비율로 시멘트와

혼합하여 모르타르 압축강도와 플로우 특성도 검토하였

다. 압축강도 시험은 KS L ISO 679(시멘트의 강도

시험방법)을 기반으로 하되 W/B 비와 S/B 비는 실제

현장에서 적용중인 건조 모르타르의 배합을 기준으로

조정하였으며 배합비는 Table 1과 같다. 제작된 시편은

항온항습기에서 24시간(습도: 90%, 온도: 23oC) 동안

양생 후 각각의 양생일(3, 7, 28일) 동안 수중 양생하

였다. 모르타르의 플로우 측정은 KS L 5105 (수경성

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 시험)에 준하여 실시하였

다. 실험에 활용된 시멘트는 국내 H社 의 1종 보통 포

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였고 모래는 합천 강모래 6호사

를 사용하였다. 더불어 prehydration이 완료된 제지애쉬Fig. 1. Experimental flow sheet.

Table 1. Mix design for mortars containing PSA

Type Cement (%) Prehydrated PSA : A (%) Prehydrated PSA : B (%) Anhydrite (%) S/B ratio W/B ratio

OPC 100 - - - 2.5 0.4

A-5% 95 4.5 - 0.5 2.5 0.4

A-10% 90 9 - 1 2.5 0.4

A-15% 85 13.5 - 1.5 2.5 0.4

B-5% 95 - 4.5 0.5 2.5 0.4

B-10% 90 - 9 1 2.5 0.4

B-15% 85 - 13.5 1.5 2.5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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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혼합수와 혼합하여 제지애쉬 수화물을 제조하고 수

화특성을 분석하였다. 수화물 제조시 혼합수 함량은 분

체량 기준 40%로 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제지애쉬 분석

제지애쉬는 국내 A社 및 B社에서 발생하는 제지애쉬

를 사용하였으며, 이들 애쉬 색상은 노란색과 회색 계

열이었다. Table 2에서와 같이, 제지애쉬의 주요 화학성

분은 CaO, SiO2 및 Al2O3 등이, 미량성분은 Fe2O3,

Na2O, SO3 등이 존재하였다. CaO 함량은 약 51 ~

54%이었으며, SiO2 함량은 13 ~ 16% 수준이었다. 특히

강열감량은 약 11 ~ 12%이었으며, 이는 석회석의 탈탄

산 및 유기 섬유의 열분해에 의한 것이다.9) Fig. 2는

(a) A社 제지애쉬와 (b) 제지애쉬에 존재하는 유기 섬

유를 분리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제지슬러지는

800 ~ 900oC의 소각로에서 2 ~ 3초 정도 체류하며 연소

되는데 짧은 슬러지 체류시간으로 인하여 일부 미연 셀

룰로오스 섬유가 제지애쉬 내에 잔존하게 된다. 제지애

쉬를 일정량 이상 사용할 경우, 상기 섬유에 의해 모르

타르 또는 콘크리트 등의 작업성이 하락할 것으로 사료

되었다.

제지애쉬의 XRD 패턴은 Fig. 3에 나타내었으며, 모

든 애쉬에서 CaCO3, CaO 및 C12A7 (12CaO·7Al2O3)

등이 검출되었다. 이외에도 quartz 및 Ca(OH)2 피크도

검출되었다. 미세하게 검출되는 Ca(OH)2 피크는 제지애

쉬에 존재하는 CaO가 대기 중의 수분 (H2O)과 반응하

여 생성된 수화물이라고 사료된다.

상기 CaO와 C12A7는 혼합수와 반응하여 급격히 수

화하는 특징이 발현되며, CaCO3는 수화반응이 거의 발

생치 않는 물질이다.10,11) 따라서 제지애쉬 적용시 CaO

와 C12A7는 미리 수화 반응(prehydration)을 진행시켜

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 적용과정에서 급결 및 물성저

하 현상이 발생치 않도록 제어되어야 한다.

3.2. 제지애쉬 Prehydration 

제지애쉬 Prehydration을 위해서 수화수를 제지애쉬

대비 5%, 8%, 12% 및 16% 투입한 후 볼밀에서 30분

동안 혼합하였다. 이후 제지애쉬의 외관, CaO와 C12A7

의 미세구조 등을 관찰하였다.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PSA                        (Unit : %)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SO3 LOI

A 13.6 9.47 6.11 51.4 2.68 0.78 0.36 1.77 11.6

B 15.8 9.29 1.22 54.2 3.42 0.89 0.27 0.72 12.2

Fig. 2. PSA and organic fiber.

Fig. 3. XRD patterns of P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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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화수 처리 전후 제지애쉬의 외관 관찰 결과, 수화

수 12%까지는 제지애쉬 전처리 후에도 분말상태로 존

재하였다. 하지만 수화수 16%에서는 제지애쉬 일부가 알

갱이로 변화 (다량의 수화수에 의해 입자들이 엉겨 붙어

1 ~ 2mm 크기로 알갱이 지는 현상) 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은 A社 및 B社 제지애쉬에서 모두 발생하였다. 

Fig. 4는 수화수로 처리된 A社 제지애쉬를 3일 양생

시킨 후 수화물의 XRD 패턴을 나타낸 것이며, 주요

수화물로는 Ca(OH)2와 C-A-H (CaO-Al2O3-H2O) 등이

검출되었다. 수화수를 첨가하지 않은 (a) Ref. 패턴에서

는 34°부근의 Ca(OH)2 피크 강도(Intensity, CPS (count

per second))가 매우 낮게 검출되었으나, 수화수 함량

증가에 따라 피크 강도는 더욱 커지는 것으로 관찰되었

다. 하지만 12% 이상에서는 더 이상 피크 강도 증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1°부근의 C-A-H 피크 강도는 수

화수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가 도출되

었다. 반대로 CaO 및 C12A7 피크는 수화수 증가에 따

라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즉, 수화수 증가는 12%까지

Ca(OH)2 결정상 생성에 주요한 역할을 하며, 그 이상

증가시에는 C-A-H 상의 생성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칼슘 알루미네이트(C3A, C12A7) 성분의

급격한 수화와 다량의 C-A-H 생성은 급결현상의 원인

이기도 하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prehydration과 더

불어 무수석고를 첨가하여 에트링자이트 생성을 통한

메트릭스 치밀화 및 급경 방지 효과를 얻고자 하였다.

제지애쉬 미세구조를 관찰한 결과, Fig. 5(a)와 같이

미세한 1차 입자들이 결합하여 2차 입자를 형성하며, 2

차 입자들은 다량의 기공을 보유하고 있었다. 1차 입자

크기는 약 1 ~ 3 µm 수준이었며, 1차 입자들로 구성된

2차 입자 크기는 약 5 ~ 30 µm이었다. 하지만 제지애쉬

에 수화수를 혼합할 경우, 2차 입자에 존재하는 대부분

의 기공들이 발견되지 않았다. 즉 prehydration 처리에

따라 입자들은 치밀화 되며, 형상도 변화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수화수 투입 및 볼밀 처리와 수화물 생성

에 따른 2차 입자의 치밀화 및 볼밀 혼합과정에서의 압

착효과라고 추정되었다. 또한 수화수가 16%로 증가할

경우에는 잉여의 수화수에 의해 치밀화 및 압착현상이

좀 더 진행되어, 제지애쉬 일부가 작은 알갱이로 변화

되는 현상도 발생하였다.

3.3. 제지애쉬 혼합시멘트의 물리적 특성

전처리 제지애쉬 혼합시멘트의 물리적 특성을 검토하

기 위해 모르타르 플로우 및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또

Fig. 4. XRD patterns of water treated PSA.

Fig. 5. Micro structure of PSA (Before and after water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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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수화물과 압축강도와의 상관성을 도출하기 위해 제

지애쉬 혼합시멘트의 페이스트를 제조하여 양생일별

XRD 패턴을 관찰하였다. 

제지애쉬 혼합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Fig. 6

에 나타내었다. OPC 압축강도는 3일 22.9MPa, 7일

27.3MPa 및 28일 35.7MPa이었다. 제지애쉬 혼합시멘

트에서는 특정 경향을 도출하기 어려웠으나, 3일 양생

시 제지애쉬 10% 혼합조건에서 우수한 강도가 발현되

었다. 특히 A社 제지애쉬 10% 혼합조건에서 가장 우

수한 강도값 (24.1MPa)이 도출되었으며, 이는 OPC 대

비 105% 수준이었다. 하지만 A社 및 B社 제지애쉬

15% 조건에서는 OPC 보다 낮은 강도값이 발현되었으

며, 이는 OPC 대비 각각 95% 및 91% 수준이었다.

그러나 7일 및 28일 양생조건에서는 OPC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일부 시편에서는 OPC 보다 양호한

강도값이 발현되었다. 

Fig. 7은 제지애쉬 혼합시멘트 모르타르의 플로우를

나타낸 것이며, OPC 플로우는 174mm이었다. 제지애쉬

혼합량 증가에 따라 모르타르 플로우는 소폭 감소하였

다. 특히 15% 혼합조건에서는 A社 163 mm, B社

165 mm이었으며, 이는 OPC 대비 94% 및 95% 수준

이었다. 하지만 제지애쉬 5% 및 10% 혼합시에는

97 ~ 100% 수준으로, OPC 플로우와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그러므로 압축강도와 플로우만을 고려한다면,

제지애쉬 사용량은 10% 이하로 관리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제지애쉬 혼합시멘트 모르타르의 압축강도와

XRD 패턴

제지애쉬 혼합시멘트의 압축강도는 분체의 수화특성

에 좌우될 수 있으며, 주요 수화 생성물들은 Ca(OH)2,

에트링자이트 (3C3A·CaSO4·32H2O)및 C-S-H로 대분할

수 있다. 따라서 수화시간에 따른 상기 수화물 함량을

정확히 분석해야 하나, 이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문

제이다. 하지만 XRD 패턴에 존재하는 각 결정 피크들

의 강도(Peak Intensity)를 상호 비교할 경우, 수화물들

의 많고 적음에 대한 상대적 비교는 가능하다12). 따라

서 본 연구에서도 제지애쉬 혼합시멘트 수화물들의

XRD를 측정하여, 압축강도와 상호 비교·분석하였다. 

Fig. 8은 페이스트 수화물 (Ca(OH)2, 에트링자이트)의

XRD 피크 강도와 압축강도의 상관성을 그래프화 한

것이다. 이때 상관성은 Origin 8.0 프로그램을 사용하였

으며, 상관관계방정식은 2차 방정식을 적용하였다. 3일

압축강도와 Ca(OH)2 함량과의 상관관계 계수 (R)는

–0.73이었으며, 에트링자이트와는 –0.66이었다. 특히

Ca(OH)2 피크 강도가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약 7500 CPS 이상에서는 압

축강도가 유사해지는 경향이 발현되었다. 즉 Ca(OH)2

함량이 일정량 이상일 경우에는 더 이상 압축강도가 증

가하지 않음을 의미한다고 추정된다. 7일 압축강도와

Fig. 6. Compressive strength of PSA cement mortar.

Fig. 7. Mortar flow of PSA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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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H)2 함량과의 상관관계 계수 (R)는 –0.56이었으며,

에트링자이트와는 –0.10이었다. 이 값들은 3일 계수보

다 낮은 값이며, 특히 에트링자이트 함량은 압축강도와

의 상관성이 존재치 않는다고 언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

다. 28일 압축강도와 Ca(OH)2 함량과의 상관관계 계수

(R)는 –0.59이었으며, 에트링자이트와는 +0.49이었다.

28일 압축강도는 3일 압축강도와는 달리 Ca(OH)2 함량

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일반적으

로 Ca(OH)2는 미수화 시멘트 클링커 광물 (alite 또는

belite 등)과 반응하여 CSH 겔 또는 결정으로 변화·소

모된다. 생성된 CSH 겔 또는 결정은 강도 특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하지만 CSH는

결정 형태 및 구성 성분들의 몰비에 따라서도 다양한

종류가 존재하여, 정확한 함량분석 등은 매우 어려운 것

으로 알려져 있다.13)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멘트 페이

스트에 존재하는 일부 Ca(OH)2도 양생일 증가에 따라

CSH 수화물로 변화된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따라

Ca(OH)2 감소 및 압축강도 증가 현상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제지산업에서 발생하는 제지애쉬를 시

멘트 혼합재로 적용하기 위해서 수화수 전처리 및 석고

혼합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때 수화수 함량은 5 ~ 16%

로 변화시켜 제지애쉬 수화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처리 제지애쉬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수화특성과 더불

어 물리적 특성을 분석하였으며, 아래와 같은 결론을 도

출하였다. 

1) 제지애쉬는 주로 CaCO3, CaO 및 C12A7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CaO와 C12A7 등은 급결현상을

야기하므로, 미리 수화반응을 진행시켜야 함을 알 수 있

었다. 

2) 수화수가 5%에서 16%로 증가함에 따라 C-A-H

피크 강도가 증가하였으며, CaO 및 C12A7 피크는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하지만 수화수 16%에서는 제지애

쉬 일부가 1 ~ 2mm의 알갱이로 생성되었다.

3) 제지애쉬 혼합시멘트의 압축강도는 제지애쉬 발생

처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제지애쉬 10% 이하에서는

OPC와 유사한 강도값이 발현되었다. 특히 압축강도는

Fig. 8. Relationship of XRD peak intensity & compressive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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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 수화물 중 Ca(OH)2 함량과도 상관성이 존재하

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플로우 값도 제지애쉬 10% 이

하에서 OPC와 유사한 결과 값이 도출되었다. 

4) 상기 결론으로부터, 제지애쉬를 전처리하기 위한

최적 수화수 함량은 12%로, 전처리 제지애쉬를 사용한

시멘트 혼합량은 10% 이하로 추정되었다. 즉 전처리

제지애쉬는 적정량 사용시 시멘트를 대체·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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