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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 들어 환경보호나 국토의 효율적 활용 등의 측면에서 산업 각 분야에서 발생되는 각종의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 등의 유효하

고 효율적인 이용이 대두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갈수록 발생량이 증가하는 하수슬러지를 활용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유효한 활

용을 위하여 건설재료로서의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콘크리트 제작 후 평가항목은 압축강도, 중성화저항성 및 환경 평가인 용출시험

으로 압축강도 및 중성화저항성에서 무첨가 콘크리트에 비해 만족스런 결과를 도출하였으며 용출시험 결과 역시 기준치를 모두 만

족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콘크리트용 잔골재로서 활용 가능성이 충분하며 적정 대체율은 약 10% 정도로 판단된다.

주제어 : 하수슬러지, 소각재, 잔골재, 산업부산물, 역학적 성능

Abstract

 In recent years, in terms of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efficient use of the land, efficient utilization of byproducts and

wastes generated in industrial areas are emerging. In this study,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of using ever increasing amount of

utilizing sewage sludge incineration ash to increase sewage sludge, it is evaluated the use of as an construction material. After

making concrete specimens, it is evaluated compressive strength, carbonation and environmental resistance. From the exper-

imental results, compared with concrete without sewage sludge it is obtained satisfactory results for compressive strength and

carbonation and results of the leaching test also satisfies the standard value. So, it is sufficient possibility using of concrete aggre-

gate and the replacement rates is judged to be about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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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하수도 보급률 및 하수 고도처리의 증가에 따라 하수

슬러지의 발생량도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이렇듯

다량 배출되는 하수슬러지의 경우, 농지의 비료나 건설

재료로서 유효하게 이용하는 사례도 있지만 아직은 단

· Received : November 12, 2015    · Revised : December 14, 2015    · Accepted : January 29, 2016

Corresponding Author : Nam-Wook Kim (E-mail : asahi00@jbnu.ac.kr)

Department of Civil Engineering, Chonbuk National University, 567 Baekjae daero, Duckjin-ku, Chonju city, 54896, Korea

ⓒThe Korean Institute of Resources Recycling.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건설재료로서 하수슬러지 소각재 적정 대체율 도출에 관한 연구 11

자원리싸이클링 제 25권 제 1호 , 2016

순 매립되어 처리 되는 양이 더 많은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 최종처분장 잔여용량의 감소, 신규

처분장 확보의 어려움, 소각시설의 노후화 등으로 인한

처리시설의 부족 및 처리 비용 상승이 우려되며 나아가

서 국토 환경보존의 측면에서도 단순 매립보다는 유효

한 활용이 더욱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하수슬러지를

콘크리트용 재로로서 적용하고자 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1,2,3) 하수슬러지는 그 자체로는 활용하기 어려우므

로 이를 소각 후 얻어지는 하수슬러지 소각재(Sewage

sludge incinerated ash)로서 활용될 수 있는데 성분분

석 결과, 콘크리트의 응결이나 강도 발현에 악영향을 미

칠 수 있는 인화합물이 포함되어 있으나 결합재로서 유

효한 SiO2 및 CaO 등이 함유되어 있어 콘크리트용 재

료로서 자원화의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하수슬러지 소각

재에 관한 연구는 그간 일부 진행되고 있으나 내구성능

이나 환경에의 영향에 관련한 내용은 거의 취급되지 않

고 있다.4,5)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고려하여 하

수슬러지 소각재를 잔골재로서 콘크리트에 적용하기 위

하여 대체율을 달리하여 제작한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

험, 탄산화저항성 시험 및 환경적 측면에서의 용출시험

을 실시한 후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하수슬러지 소각재

의 건설재료로서의 적용성을 판단한다. 

2. 하수슬러지 소각재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건설재료로서 유효하게 사용하

기 위해서는 하수처리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슬러지

를 건조시킨 후 약 700 ~ 1000oC의 온도에서의 소각 처리

가 필수적이다. 이러한 소각처리로 인하여 하수슬러지의

약 80%를 차지하는 유기물은 소실되어 건설재료로서 사

용 가능한 고형물질로 되며 하수슬러지 발생 시와 비교

하여 중량을 약 1/500 정도 줄일 수 있다.6,7) 한편, 탈

수 과정 시에 첨가되는 응집제의 종류에 의하여 하수슬

러지 소각재는 크게 석탄계 및 고분자계로 구분되어진

다. 석탄계 하수슬러지 소각재는 탈수과정에서 소석탄

및 염화제이철 등의 응집제를 첨가한 후 얻어지며, 소

각재 중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칼슘화합물 등의 생성

으로 흡수발열반응 및 포졸란 반응 등의 발생이 기대된

다.8) 고분자계 하수슬러지 소각재는 고분자계 응집제를

첨가하여 얻어지는 것으로서, 다량의 규산성분이 함유

되어 블록 등의 콘크리트 2차제품 등의 원료로서 이용

되어 진다. 

3. 시험 개요 

3.1. 사용재료

Table 1에 사용재료의 물성을 나타내었다. 콘크리트

제작에 사용된 시멘트는 보통포틀랜드시멘트(OPC) 이

며, 잔골재는 비중 2.6의 강모래 및 이를 일부 대체하

여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사용하였다. 굵은 골재는 최대

크기 20 mm, 비중 2.65의 쇄석을 사용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하수슬러지 소각재는 전북지역의 하

수처리시설에서 얻어진 고분자계 소각재이며 그 물성치

및 형상을 Table 2 및 Fig. 1에 나타내었다. Table 2

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비중은 2.57 정도로 강모래

와 유사하였으며 체가름 작업을 통하여 표준 입도를 만

족하도록 하였다. 한편, 비표면적은 약 8.2 m2/g 정도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반적인 시멘트의 비표면적의 약 30

배 정도로 이로부터 높은 반응성을 기대할 수 있다. 한

편, 인화합물인 P2O5가 약 15%정도 함유된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콘크리트의 응결과정에서 악영향을 미칠

Table 1. Properties of used materials 

Items Remarks

Cement
Ordinary portland cement

▶ Density : 3.14g/cm3

Fine 

aggregate

Sea sand (S)
▶ Density : 2.59g/cm3

▶ Water absorption : 1.65%

▶ F.M : 2.89

Sludge ash (A)
▶ Density : 2.50g/cm3

▶ Water absorption : 1.65%

Course 

aggregate

 Crushed stone

 ▶ Density : 2.66g/cm3

 ▶ Water absorption : 0.95%

 ▶ F.M : 6.87

 ▶ Gmax : 25mm

Superplasticizer Polycarbon acid type

Table 2. Chemical components of sewage sludge ash 

CaO SiO2 Al2O3 Fe2O3 MgO K2O Na2O TiO2 P2O5

12.5 35.7 13.6 8.5 1.9 1.1 0.2 0.1 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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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으므로 응결시험을 실시하여 이에 대한 유해성을

판별하였다.

3.2. 콘크리트 배합

본 연구에서 제작한 콘크리트 시험체의 배합설계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대체율은

기존 연구 등을 참고하여 0 ~ 20% 로 변화시켜 시험체

를 제작하였으며 이 경우 목표 슬럼프는 80 ± 20 mm,

공기량은 5 ± 1% 로 하였으며 설계강도는 35 MPa로

하였다.9)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폴리

칼본산계의 고성능감수제(SP)를 시멘트 사용량의

1.5% ~ 1.79% 로 하여 첨가하였다.

3.3. 주요 시험

3.3.1. 콘크리트 응결시험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단점중의 하나인 응결시간 지연

에 대한 영향을 고찰하기 위하여 KS F2436(관입저항침

에 의한 콘크리트의 응결시험방법)에 의거 대체율에 따

른 응결시간을 측정하였다. Fig. 2에 응결시험 광경을

나타내고 있다.

3.3.2. 촉진탄산화(중성화)시험

촉진중성화시험은 KS F 2584(콘크리트 촉진 탄산화

시험)에 의거 실시하였다. 시험체는 100 × 100× 400 mm의

각주형 시험체 이며 중성화의 촉진조건은 온도 20 ± 2oC,

상대습도 60 ± 5%, CO2농도 5 ± 0.2%로 실시하였다.

중성화시험 측정 광경은 Fig. 3과 같다.

3.3.3. 유해물 용출시험

제작한 시험체 유해물의 용출량은 폐기물 공정시험법

인 환경부고시 제2004-185호에 의한 용출시험법에 의거

실시하였다. 시험체는 Fig. 4와 같이 Φ100 × 200 mm의

원주형 시험체를 제작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Fig. 1. Shape of used sewage sludge slag.

Table 3. Mixing design of sewage sludge ash concrete

Specimens
Gmax

(mm)

W/C

(%)

S/a

(%)

slump

(mm)

air

(%)

Sludge 

ash (%)

unit weight (kg/m3)

W C S G SP**

SSA00

25 50

43

80±20 5±1

0 170 340 710 1019 5.1

SSA05 42.5 5 170 340 675 1019 5.5

SSA10* 42.5 10 170 340 639 1019 5.6

SSA15 42 15 170 340 604 1019 5.8

SSA20 42 20 170 340 568 1019 6.1

⊙ SSA10* - usage of sewagw sludge ash 10%

⊙ SP** : Superplasticizer (고성능감수제)

Fig. 2. The whole view of setting ti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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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4.1. 압축강도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05(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에 의거 실시하였으며 시험결과를 Fig. 5에 나타

내었다. 압축강도 시험 결과,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대체

율에 따라 강도는 증가하였으며 첨가하지 않은 시험체

에 비하여 강도가 높아 강도 증진측면에서 효과적 이었

다.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첨가에 따라 압축강도가 증가

하는 이유는 결합재로서 유효한 CaO, SiO2 등이 주성

분이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일반적인 포졸란

재료의 마이크로 필러 효과 까지는 아니지만 하수슬러

지 소각재 또한 비표면적이 크므로 이로 인한 콘크리트

조직의 밀실화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하수슬러지 소각재 대체율 10%까지는 대체율

의 증가에 따라 압축강도는 증가하였으나 그 이상의 대

체율에서는 오히려 강도가 약간 저하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대체율의 증

가에 따른 초기 응결 지연현상이 원인으로 이로부터 콘

크리트 조직이 약화된 것으로 다음에 실시하는 응결시

험 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4.2. 응결시험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인화합물 함유에 따른 콘크리트

응결시간의 지연상태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시한 시험결

과는 Fig. 6과 같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P2O5의 함유량은 약 15% 정도인데 시험 결

과, 콘크리트의 응결속도에 다소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로부터,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대

체율이 높을수록 콘크리트 시험체의 응결속도가 지연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율 20%에서도 하수슬

러지 소각재를 첨가하지 않은 시험체에 비하여 압축강

도는 동등 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경우는 P2O5의

함유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의 악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품질은

변화가 심하고 그 성분 또한 일정하지 않으므로 하수슬

러지 소각재를 건설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항상 조성

분의 확인이 필요하며 P2O5가 다량으로 함유되어 있는 경

Fig. 3. The Whole view of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Fig. 4. The whole view of leaching test.

Fig. 5.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test according to the

usage of SSA.

Fig. 6. Results of setting tim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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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콘크리트의 안정적인 성능을 위해서는 응결촉진제의

활용을 동시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3. 촉진탄산화시험

콘크리트의 탄산화(중성화)는 외부로부터 CO2가스가

침투하여 콘크리트 내부의 pH가 알카리성에서 점차적

으로 중성으로 바꿔지는 현상을 말한다. 중성화는 결국

콘크리트 내부 조직의 열화뿐만 아니라 나아가서 철근

의 부식을 유발하므로 장기적인 콘크리트의 내구성능

평가에서 반드시 검토해야할 사항이다. 그러나 중성화

현상은 1년에 1 ~ 2 mm 정도의 느린 속도로 진행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촉진 시험을 통하여 저항성을 판단

한다. 본 연구에도 규정에 의거 온도 20 ± 2oC, 상대습

도 60 ± 5%, CO2농도 5 ± 0.2%의 촉진조건으로 13주

동안 시험을 실시하였다. 촉진중성화 시험 결과는 Fig. 7

에 나타내었는데 압축강도 시험 결과와 같은 경향을 나

타내고 있다. 즉, 대체율 10% 까지는 하수슬러지 소각

재 대체율의 증가에 따라 중성화 깊이가 줄어들었으며

그 이후의 대체율에서는 다시 증가하였으며 대체율

20%에서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무혼입 시험체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대체율 10% 범위

정도 까지는 압축강도 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내구저항

성 증진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대체율이

10%를 초과하면서 효과적이지 못한 이유는 압축강도의

저하 이유와 유사한 것으로 응결반응성의 지연으로 조

직이 치밀하지 못해 CO2의 침입이 용이해진 것으로 판

단된다.

4.4. 용출시험

본 연구에서 실시한 폐기물 공정법에 의한 용출시험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불

소를 제외한 전 항목에서 거의 미검출 되었다. 불소의

경우도 다른 항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수치가 높으나

기준치에 비해서는 안전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사용

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침출수로 인한 2차 피해 등

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나 추 후 장기적 사

용에 따른 용출시험 결과의 확인 또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점점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하수슬

러지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건설재료로서 적용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콘크리트 잔골재

로 대체하여 제작한 후 각 종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로

부터 얻어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압축강도 시험 결과,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대체율

에 따라 일반적으로 강도는 증가하여 강 도증진 측면에

서 효과적 이었다. 이는 결합재로서 유효한 CaO, SiO2

등이 주성분이며 비표면적이 크므로 이로 인한 콘크리

트 조직의 밀실화에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응결시험결과,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대체율이 높을

수록 콘크리트 시험체의 응결속도가 지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대체율 20%에서도 하수슬러지 소각

재를 첨가하지 않은 시험체에 비하여 압축강도는 동등Fig. 7. Results of accelerated carbonation test.

Table 4. Results of leaching test of sewage sludge ash

Material Pb Cu As Hg Cd Cr CN P

Unit ma/l ma/l ma/l ma/l ma/l ma/l ma/l ma/l

Limit (under) 3.0 3.0 1.5 0.005 0.3 1.5 1.0 1.0

Result 0.08 0.40 ND ND 0.01 ND ND ND

*ND : Non detected(미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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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경우는 하수슬러지 소각재

의 첨가에 따른 콘크리트 품질의 악영향은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촉진 중성화시험 결과,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첨가

에 따라 중성화 깊이가 줄어들어 장기적인 내구저항성

증진에도 유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용출시험 결과, 전 항목에서 기준치에 비해 크게

낮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하수슬러지 소각재를 사용한 콘크리트 구조물의 경우

침출수로 인한 2 차 피해 등의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

로 판단된다. 

5. 이러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면, 하수슬러지

소각재의 적정 대체율은 잔골재 사용량의 약 10% 정도

로 판단되며 추 후 장기적인 재령에서의 검토 또한 필

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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