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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atch and column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overcome the limitation of the neutralization process using

the scCO2-water-recycled aggregate, reducing its treatment time to 3 hour. The waste cement mortar and two kinds

of recycled aggregate were used for the experiment. In the extraction batch experiment, three different types of

waste mortar were reacted with water and scCO2 for 1 ~ 24 hour and the pH of extracted solution from the treated

waste mortar was measured to determine the minimum reaction time maintaining below 9.8 of pH. The continuous

column experiment was also performed to identify the pH reduction effect of the neutralization process for the

massive recycled aggregate, considering the non-equilibrium reaction in the field. Thirty five gram of waste mortar

was mixed with 70 mL of distilled water in a high pressurized stainless steel cell at 100 bar and 50 oC for

1 ~ 24 hour as the neutralization process. The dried waste mortar was mixed with water at 150 rpm for 10 min. and

the pH of water was measured for 15 days. The XRD and TG/DTA analyses for the waste mortar before and after

the reaction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mineralogical change during the neutralization process. The acryl

column (16 cm in diameter, 1 m in length) was packed with 3 hour treated (or untreated) recycled aggregate and

220 liter of distilled water was flushed down into the column. The pH and Ca2+ concentration of the effluent from

the column were measured at the certain time interval. The pH of extracted water from 3 hour treated waste mortar

(10 ~ 13 mm in diameter) maintained below 9.8 (the legal limit). From XRD and TG/DTA analyses, the amount of

portlandite in the waste mortar decreased after the neutralization process but the calcite was created as the

secondary mineral. From the column experiment, the pH of the effluent from the column packed with 3 hour

treated recycled aggregate kept below 9.8 regardless of their sizes, identifying that the recycled aggregate with

3 hour scCO2 treatment can be reused in real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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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에서 초임계CO2(scCO2)-물-순활골재 반응을 이용한 폐콘크리트 순환골재의 중성화(pH 저감) 처리에서 가

장 문제시되었던 오랜 처리시간의 한계(최대 50일)를 최소 3시간까지 단축하는 배치실험과 칼럼실험을 수행하였다. 모

르타르(골재를 포함하지 않은 시멘트+모래 혼합체)와 모르타르에 골재를 포함하는 2 종류의 순환골재를 실험에 사용

하였다. 입자 크기별로 분류한 세 종류의 폐모르타르 시료에 대하여 scCO2-물-폐모르타르 반응 시간을 1시간부터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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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까지 다양하게 설정하여 반응시킨 후, 폐모르타르의 pH가 지속적으로 9.8 이하로 낮게 유지되는 최소 반응시간

을 결정하는 용출 배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 다량의 순환골재를 중성화 처리하는 경우 비평형상태에서

용출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kinetic 효과를 고려한 순환골재의 실제 pH 저감 효율을 측정하고자 대형 칼럼 연속 용출

실험을 실시하였다. 배치실험의 경우, 고압셀 내부에서 3차 증류수 70 mL와 순환골재 시료 35 g을 혼합한 후 100 bar,

50 oC 조건에서 1시간 ~ 24시간 동안 반응시켜 중성화 처리하였다. 처리 후 건조시킨 폐모르타르 시료 10 g + 증류

수 50 ml의 비율(1:5 비율)로 혼합하여 10분 동안 150 rpm으로 교반한 후 정치시키고, 총 15일 동안 용출시간 별로

용출수의 pH를 측정하였다. 중성화 처리 후 순환골재의 광물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처리 전/후 XRD, TG/DTA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대형 칼럼(직경 16 cm, 높이 1 m) 용출실험을 위해 순환골재 2 종류를 대상으로 3시간 동안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와 처리하지 않은 순환골재로 칼럼을 충진한 후, 증류수를 칼럼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통하여 일정하게 총 220 L를 주입하였다. 칼럼에 충진된 순환골재를 통과하여 하부로부터 유출되는 유출수의 pH와

Ca2+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하였다. 배치실험 결과 폐모르타르 시료(직경 10 ~ 13 mm)의 경우 3시간의 중성화 처리에

의해 용출액의 pH가 법적 허용기준인 9.8이하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cCO2 반응 후 골재의 XRD, TG/DTA

분석 결과, 중성화 처리에 의해 시멘트 모르타르의 주성분인 포틀랜다이트(Ca(OH)2) 성분이 감소한 반면 방해석

(CaCO3)이 2차 광물로 생성됨을 알 수 있었다. 칼럼 실험 결과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의 용출수는 kinetic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도 굵은골재와 잔골재 모두 용출수의 pH가 9.8 이하로 유지되어, scCO2를 이용한 순환골재의 3시간 중

성화 처리에 의해 건설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주요어 : 순환골재, 초임계이산화탄소, 폐모르타르, pH 중성화, pH 저감, 콘크리트 재활용

1. 서 론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은 폐기물의 재활용뿐 아니

라, 폐기물로부터 기인하는 환경오염을 저감하는 측면

에서도 매우 중요하다(MOE, 2014; MOE, 2009). 건

설 현장에서 폐콘크리트를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데 가

장 제약이 되는 법적 조건은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

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MOE, 2017)”에 포함된

“물과 접촉되는 수직·수평 배수층에는 pH 9.8이하의 순

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항목으로, 이 기준에 의

하면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용출수의 pH를 반

드시 9.8이하로 저감해야 한다. 현재까지 순환골재의

pH를 9.8이하로 저감하기 위해 개발된 방법으로는 탄

산화 기작을 이용하여 가스상의 CO2, CO2 농도가 높

은 수용액, 드라이아이스 등과 순환골재를 반응시키는

방법, 제1인산나트륨(Na3HPO4)이나 염화암모늄(NH4Cl)

수용액과 반응시키는 방법 등이었다(Choi and Lee,

2015; Lee et al., 2012; Han et al., 2011; Song

et al., 2011; Gunning et al., 2010; Fernández

Bertos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은 CO2나 반응액이 충분하게 순환골재 모르타르

내부에 침투되지 않고 중성화를 유도하는 반응성이 낮

아, 일정 용출 시간이 지나면 순환골재의 원래 pH로

다시 회복되는 단점이 있었다. 최근에 고압조건(100

bar)에서 초임계이산화탄소(super critical CO2: 이하

“scCO2’’로 표기)-골재시료-물 반응을 이용하여 순환골

재를 중성화 처리하는 방법이 개발되었으며, 실내 배

치실험 결과 1일 ~ 50일 반응에 의해서 순환골재 용출

수의 pH를 9.8 이하로 유지할 수 있었다(de Sena

Costa et al., 2018; Chung et al., 2017). 순환골재는

모르타르(시멘트+모래)와 골재의 혼합 고화체로 골재

외벽에 시멘트의 주성분인 석회(CaO), 실리카(SiO2),

알루미나(Al2O3) 및 산화철(Fe2O3) 등을 다량 함유하는

데, 이들이 물과 반응할 때 Ca2+, Mg2+, Si4+ 등 양

이온이 용출되며, 경화과정에서 형성된 다량의 포틀랜

다이트(portlandite: Ca(OH)2)로부터 OH-가 용해되어

물의 pH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되며, 순환골재를 재활

용하기 위해서는 용출액의 pH가 9.8 이하를 유지해야

된다(Kim et al., 2016; Song et al., 2011). 순환골

재의 pH를 저감하기 위하여 개발된 scCO2를 이용한

중성화 처리 기작은, 고압조건에서 scCO2-물-순환골재

를 반응시켜 순환골재로부터 포틀랜다이트가 용해되면

서 pH가 증가하지만, scCO2 첨가에 의해 물속에서 중

탄산이온(HCO3
-)과 탄산이온(CO3

2-)이 형성되어 수소

이온(H+)이 생기고 추가 침전물(주로 방해석)이 생성

되는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결국 순환골재의 pH가 낮

게 유지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있다(Chung et al.,

2017). 지금까지 연구된 scCO2를 이용한 중성화 처리

방법은 대기로 방출되는 CO2를 고정시키고, 처리한 순

환골재의 내구성을 강화시키는 긍정적인 부분이 있으

나(Ha et al., 2016; Xuan et al., 2016), 순환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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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화를 위한 반응 시간이 1 ~ 50일이므로, 현장에서

다량의 순환골재를 처리하는데 경제적/시간적 측면에

서 제약이 컸다. 따라서 본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서는

순환골재 용출수의 pH를 법적 허용기준인 9.8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는 중성화 처리시간을 최소화 하는 것

이 매우 필요하다. 또한 순환골재 용출수 pH 저감 선

행 결과는 실내 배치실험 결과에 근거하고 있으므로,

kinetic 효과를 고려한 비평형(non-equilibrium)상태에

서의 용출 실험에 의한 결과로부터 순환골재 중성화

효율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cCO2-순환골재-물 반응 시간을 1일 이하로 단축하는 경

우, 용출액의 pH를 재활용 법적 기준인 9.8 이하로 유지

할 수 있는 최소 반응시간을 배치실험과 대형 칼럼 연

속 실험을 통하여 제시함으로서, 실제 현장에서 폐콘

크리트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scCO2 반응을 이용한 중

성화 처리 기술의 상용화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면 주성분인 규산칼슘의 수화

반응에 의해 다량의 포틀랜다이트를 형성하면서 단단

한 콘크리트로 고화된다(Song et al., 2011). 건설자재

로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콘크리트는 강도를 높이기 위

해 다양한 혼화재(주로 모래, 골재, 플라이 애시, 슬래

그 등)를 첨가하고, 폐콘크리트로부터 재활용되는 순환

골재는 입자가 큰 혼화재(주로 자갈이나 쇄석류)로 이

루어진 반정(pherocryst)과 입자가 작은 포틀랜다이트

위주의 시멘트와 모래 성분인 석기(matrix: 모르타르)

로 구성된다. 따라서 순환골재가 자연환경에서 물과 접

촉하면 시멘트 주성분인 포틀랜다이트로부터 OH-이온

의 용출에 의해 접촉수의 pH가 증가하게 된다(Kim

et al., 2016; Lee et al., 2011). 이러한 순환골재의

pH 증가는 순환골재에 포함된 시멘트 성분(주로 포틀

랜다이트)의 양에 좌우되며, 순환골재의 골재 입자가 크

거나 골재함량이 증가하면 상대적으로 모르타르 함량

은 감소하여 순환골재의 pH증가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 본 실험에서는 scCO2에 의한 순환골재의 중성

화에 요구되는 최소 처리시간을 결정하는 실험을 위해

순환골재 제조회사로부터 혼화재로 자갈이나 쇄석류를

포함하지 않고 모래+시멘트만으로 구성된(2:1 ~ 3:1 범

위) 폐콘크리트(이후 ‘폐모르타르’로 표기)를 제공받아

입도별로 분리하여 사용하였다. 국토교통부가 제시한

콘트리트표준시방서2016에 다르면, 순환골재는 입자크

기에 따라 크게 순환 굵은골재와 순환 잔골재로 분류

되는데, 순환 굵은골재의 최대 치수는 직경 25 mm 이

하로 하되, 가능하면 20 mm 이하의 것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순환 잔골재는 직경 10 mm

이하의 골재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순환골재는 크게 직경

10 mm를 기준으로 구분할 수 있다(MOLIT, 2016).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폐모르타르의 경우에도 순환골재

의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직경 10 mm이상의 굵은 입

자와 10 mm 이하의 잔 입자로 구분하였으며, 분말형

의 경우(직경 0.074 mm 이하)에는 폐모르타르 내에

존재하는 포틀랜다이트의 용출이 최대화되어 pH가 매

우 높은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별도로 잔골재와 구

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폐모르타르는 순환골재 중

에서 입자가 큰 골재를 포함하지 않아 시멘트의 주성

분이며 pH 상승의 주요 원인인 포틀랜다이트의 함량

비가 높아 물과 반응 시 용출수의 pH 상승이 매우 높

다(일반적으로 pH 12 이상유지). 따라서 자갈이나 쇄

석류를 포함하는 일반 순환골재의 최소 중성화 처리

시간은 본 실험에서 사용한 폐모르타르의 최소 처리시

간보다 짧으며, 중성화 처리에 의해 폐모르타르 용출

수의 pH를 9.8 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면 다른 순환골

재도 pH 9.8 이하로 유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국내 OO사로부터 제공받은 폐모르타르 시료를 입도

별로 각각 직경 10 ~ 13 mm, 직경 2 ~ 5 mm, 분말형

(powder: 직경 0.074 mm 이하)로 분류한 후, 각 입도

별로 중성화 배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대형 칼럼 연속

실험을 위해서는 실제 현장에서 재활용 골재 용도로

생산되는 ① 순환 굵은골재(굵은 골재 주변에 시멘트

모르타르가 결합된 복합 순환골재) 중에서 골재 입자

직경이 13 ~ 20 mm인 순환골재(이후 “순환 굵은골재”

로 표기)와 ② 순환 잔골재(골재 크기가 10 mm 이하

이고, 순환 굵은골재보다 결합된 모르타르 함량이 높

은 복합 순환골재) 중에서 입자직경이 5 ~ 10 mm인

순환골재(이후 “순환 잔골재”로 표기)를 사용하였다. 반

응 전 초기 폐모르타르와 순환골재의 pH는 토양오염

공정시험기준 (제2013-113호)을 준용하여, 분쇄한 폐모

르타르 시료나 순환골재 시료 5 g에 증류수 25 mL를

넣어(1: 5 ratio) 교반기(VM-10, WiseMix)를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1시간 정치시킨 후, pH 측정기(pH/

Ion S220, Mettler Toled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에 사용한 물은 3차 증류수를 사용하였으며, 99.9 %

의 순도인 액상 CO2를 사용하여 scCO2를 제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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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2.2.1.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한 폐모르타르의

중성화 처리 시간 단축 실험

순환골재 용출수의 pH 중성화 처리를 위한 scCO2-

물-순환골재 반응 실험은 스테인레스강철로 제작된

150 mL 용량의 고압셀을 이용하였으며, 고압셀 내부에

테프론 비이커를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폐모르타르 시

료를 입자크기에 따라 ① type A(직경 10 ~ 13 mm),

② type B(직경 2 ~ 5 mm), ③ type C(분말형: 직경

0.074 mm 이하)으로 분류한 후, 각type에 대하여

scCO2-물-순환골재 반응을 수행하였다(Fig. 1). 폐모르

타르 시료 35 g, 물 70 ml를 teflon 비이커(100 ml 용

량)에 넣고, 고압 스테인레스강철 고압셀 내부에 고정

시킨 후 scCO2를 100 bar로 주입하고 50 oC 오븐에서

고압셀을 다양한 시간동안 반응시켜 폐모르타르 시료

를 중성화 처리하였다. 중성화 반응시간은 1시간, 2시

간, 3시간, 6시간, 12시간, 24시간 등 총 6가지 조건

으로 진행하였으며, 반응 후 고압셀로부터 분리하여 3

일 간 50 oC 오븐에서 건조하였다.

scCO2-물-폐모르타르 반응으로 중성화 처리하지 않은

입자 크기별 폐모르타르 시료와 중성화 처리한 시료에

대하여 용출수의 pH를 비교하여, 용출수의 pH가 9.8

이하로 유지되는 최소 중성화 처리 시간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중성화 처리 후(1시간 ~ 24시간) 건조한 폐모르

타르 시료와 반응시키지 않은 폐모르타르 시료에 대하여

각각 시료와 증류수를 1:5 비율(10 g: 50 mL)로 혼합한

후 10분 동안 150 rpm으로 교반한 후 정치시키고, 정

치한 시간(용출시간) 별로 용출수의 pH를 측정하였다.

scCO2-물-순환골재 반응시킨 시료와 반응시키지 않은 시

료의 용출수 pH를 용출시간 별로 나타내어 pH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scCO2 반응에 의한 폐모르타르 시료의

pH 저감 효과를 규명하였다. 중성화 처리 후 폐모르타

르 시료의 광물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처리전·후

XRD(X-Ray diffractometer, Rigaku, Japan, Ultima IV),

열중량-시차열(TG/DTA: Thermo Fravimetric-Differential

Thermal Analyzer, Bruker, Germany, TG-DTA 2020)

Fig. 1. Photograph of waste cement mortar (a: Type A, b: Type B, and c: Type C) used in the batch experiment.

Fig. 2. Schematic of the batch experiment for the pH neutralization process of the waste cement mortar.



초임계이산화탄소-물-골재 반응을 이용한 폐모르타르와 순환골재의 중성화 처리 363

분석을 각각 수행하였다. scCO2-물-순환골재 반응 실

험 과정은 Fig. 2에 나타내었다.

2.2.2. Kinetic 효과를 고려한 중성화 처리 순환골재

의 대형 칼럼 용출실험

2.2.1에서 scCO2 반응 실험과 용출실험을 통하여 용

존 CO2의 반응으로 폐모르타르의 pH 증가가 저감(중

성화)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배치실험의 경우 scCO2

반응이 거의 평형상태(equilibrium status)에서 이루어

지는 것을 감안하여, 본 실험에서는 실제 scCO2 처리

현장 조건과 유사한 비평형(non-equilibrium) 조건에서

kinetic 효과를 고려한 대형 연속 칼럼 용출실험을 수

행하였다. scCO2로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의 pH 저

감 효과를 실제 현장의 수계(강우 포함)의 용출 환경과

유사한 조건에서 규명하기 위한 칼럼 연속 실험으로,

배치실험에서 입증된 scCO2로 처리한 순환골재의 pH

저감 효과가 비평형 조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2.2.1에서 type A 폐모르타르(직경

10 – 13 mm)의 경우 3시간의 중성화 처리에 의해 용출

수의 pH를 9.8 이하로 저감시킬 수 있었으므로, 대형

칼럼 실험에서는 총 3시간으로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

재를 대상으로 용출실험을 수행하였다.

2.2.2.1. scCO2+증류수+순환골재 반응에 의한 골재

의 중성화 처리

대형 칼럼 실험을 위해 실제 폐콘크리트 재활용 현

장에서 주로 생산되는 순환골재 2 종류를 대상으로

scCO2+증류수+순환골재 반응을 3시간 동안 수행하였

Fig. 3. Photograph of the recycled aggregate (a: untreated coarse aggregate, b: untreated fine aggregate, c: treated coarse

aggregate, and d: treated fine aggregate) used in the column experiment. 

Fig. 4. Photography of the high pressurized tank for the neutralization process of the recycle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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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골재 입자직경이 13 ~ 20 mm인 순환 굵은골재

(recycled coarse aggregate) 와 골재 입자직경이 5 ~

10 mm인 순환 잔골재(recycled fine aggregate)를 사

용하였다(Fig. 3). 대형 칼럼실험을 위해 다량의 순환골

재를 scCO2로 처리해야하므로, 내부 용량이 75 L인 원

통형 스테인레스강철 고압탱크(내부 반지름 20 cm, 높이

60 cm)를 사용하여,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 골재 24 Kg

+증류수 48 L + scCO2 17 L를 100 bar/50 oC 조건에서

3 시간 반응시켰고, 순환 잔골재의 경우 골재 27 Kg

+증류수 54 L + scCO2 10 L로 동일조건에서 반응시

켰다. 3시간 동안 반응시킨 골재 시료는 물과 분리한

후 50 oC 조건의 오븐에서 약 일주일간 건조시킨 후

용출실험을 수행하였다. 다량의 순환골재를 중성화 처

리하는데 사용되었던 고압탱크와 사용된 장비들은

Fig. 4에 나타내었다. 

2.2.2.2. 대형 칼럼 용출실험

입자 크기가 다른 2종류의 순환골재를 scCO2로 3시

간 반응시켜 중성화 시킨 후, 대형 칼럼에 충진하여

용출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용출실험을 위해 아크릴로

대형 칼럼(내부지름 16 cm, 높이 1 m인 원통형) 4개를

제작하였다. 칼럼 상부에는 용액을 균등하게 주입하기

위한 스프레이 주입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칼럼 벽면

과 하부에는 용액 시료 채취가 가능한 시료 채취 밸브

가 균일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고, 칼럼 하부는 용출

액을 저장하는 저장탱크로 연결되었다. 칼럼에 순환골

재 시료를 칼럼 높이 60 cm까지 충진하였다(칼럼 A :

중성화 반응시키지 않은 순환 굵은골재로 충진, 칼럼

B : 중성화 반응시키지 않은 순환 잔골재로 충진, 칼럼

C : 3시간 중성화 처리한 순환 굵은골재로 충진, 칼럼

D : 3시간 중성화 처리한 순환 잔골재로 충진). 칼럼에

충진된 골재시료 부피는 12 L로 모두 동일하지만 상대

적으로 유효공극률이 높은 굵은골재가 17 Kg, 유효공

극률이 낮은 잔골재는 18 Kg이 사용되었다. 순환골재

의 평균 비중을 2.5라고 가정하고 골재가 채워진 공극

의 부피를 약 5 L로 계산하는 경우, 6 시간 만에 골재

사이의 공극에 물이가득 채워질 조건으로 설정하고 2

차 증류수를 15 ml/min으로 일정하게 down-flow(하향)

방식으로 칼럼 상부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를 통하여 일

정하게 주입하였다(Fig. 5). 대형 칼럼 용출실험에 사용

된 총 증류수량은 220 L로, 지난 10년간 국내 평균

연강수량 1226.6 mm를 기준으로 약 8.9년 동안의 총

강수량에 해당된다(KMA, 2017). 칼럼 상부로부터 충

진된 순환골재를 통과하여 하부로 유출되는 유출액을

칼럼 하부 물 시료 채취 밸브를 통해 일정 시간 간격

으로 채취하여 용출수의 pH와 용존 Ca2+ 농도를 분석

하였으며, 칼럼 하부로부터 유출된 모든 용출액은 저

장탱크(20 L 용량)에 저장하여 pH와 용존 양이온 농도

를 측정하였다. 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근거하여 용출

수의 pH를 측정하였으며(MOE, 2018), Ca2+ 농도 분

Fig. 5. Schematic of the continuous column extractio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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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위해서는 용출수 내 불순물을 먼저 제거하기 위해

5B 필터지로 여과한 후 ICP/OES(Optima 7000DV,

Perkin Elmer)로 분석하였다. 실제 순환골재가 강우를

포함한 수계에 노출되는 경우, 용출액의 pH가 재활용 법

적 기준인 9.8 이하로 유지되는지를 비평형 상태 용출

이 진행되는 칼럼 실험을 통해 검증함으로서, scCO2+

증류수+순환골재 3시간 반응으로 중성화 처리한 순환

골재의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한 폐모르타르 중

성화 처리 시간 단축 실험 결과

 다양한 시간별로 중성화 처리한 폐모르타르 3 종류

(Type A, Type B, Type C) 시료를 대상으로 총 15일

동안 용출 실험하여, 중성화 처리 시간별 폐모르타르

시료 용출액의 pH 값을 용출 시간별로 정리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입자가 큰 페모르타르 시료(Type

A: 직경 10 ~ 13 mm)의 경우 중성화 처리하지 않은

시료는 용출수의 pH가 12.2 ~ 12.9 범위를 유지하였고,

폐모르타르 시료 입자가 감소할수록 용출수의 pH는 높

게 유지되었다(Type B인 경우 pH 12.7 ~ 13.1, 분말

형 시료인 Type C인 경우 pH 13.1 ~ 13.2를 유지).

중성화 처리하지 않은 폐모르타르 용출액의 pH 증가

는 모르타르 시멘트의 주성분인 수산화물(대부분 포틀

랜다이트: Ca(OH)2)의 용출에 의한 것으로 기존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Chung et al., 2017). 폐모르타르 시

료 입자 크기가 작을수록 포틀랜다이트의 함량이 높고

비표면적이 증가하여 시료 체적 당 pH 증가를 유발하

는 성분의 용출이 높아지므로 용출액의 pH는 입자가

적을수록 높아지게 된다. 중성화 처리한 폐모르타르 시

료의 경우 입자크기와 관계없이 처리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1시간 ~ 24시간), 처리한 폐모르타르 용출액의 pH

는 뚜렷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입자크기가 큰 폐모르

타르 Type A 시료의 경우 중성화 처리 시간이 3시간

이상일 때 용출액의 pH가 법적 기준인 9.8이하를 유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6(a)). 중간 크기의 Type B

시료(직경 2 ~ 5 mm)의 경우에는 처리 시간이 6시간

이상일 때, 분말형 폐모르타르 Type C 시료의 경우에

는 처리 시간이 12시간 이상일 때 용출액의 pH가 9.8

이하로 유지되었다(Fig. 6(b)와 Fig. 6(c)). 폐모르타르

가 입자가 골재를 포함하지 않은 모래+시멘트만으로

이루어진 시멘트 고화물인 것을 고려하면, 폐모르타르

내 다량의 골재를 포함하는 순환골재의 경우에는 용출

액의 pH가 9.8이하로 유지되는 중성화 처리 시간은

폐모르타르의 경우보다 짧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폐모

르타르 용출실험 결과로부터, 골재를 포함하는 순환골

재의 경우 용출액의 pH를 법적 허용기준인 9.8 이하

Fig. 6. The pH change of the extracted solution from the

waste mortar after the scCO2-water-waste mortar reaction

(a: Type A, b: Type B, and c: Type C) in the batch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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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지할 수 있는 최소 중성화 처리 시간은 3시간

이하일 것으로 판단되었다.

3.2.폐모르타르의 중성화 처리 전·후 XRD 분석

및 TG/DTA 분석 결과

폐모르타르 시료가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해

중성화되는 기작을 규명하기 위해 전처리 전·후 폐모

르타르 시료의 XRD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ype A와

Type C의 XRD 분석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다. 폐

모르타르 시료의 XRD 분석 결과, 시멘트와 모래의 주

성분인 Ca(OH)2 (portlandite: 포틀랜다이트)와 SiO2

(quartz:석영) 피크가 확인되었다(Fig. 7(a)와 Fig. 7(b)

하부 peak 참조). scCO2-물-순환골재 반응 처리 후 폐

모르타르의 포틀랜다이트 피크(18.1°와 34.1°부근: 검은

색 점선) 강도가 처리 전보다 현저히 낮게 나타나며,

이로부터 OH기를 함유한 포틀랜다이트가 중성화 처리

에 의해 폐모르타르 내에서 상당량 소모된 것을 알 수

있다. 중성화 처리에 의해 많은 양의 포틀랜다이트가

제거되었음에도, 폐모르타르에서 CaCO3(calcite: 방해

석)의 피크(29.4°부근 오렌지색 점선) 강도는 처리 후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중성화 처리 과정에 의

해 순환골재 성분 중에서 pH를 증가시키는 포틀랜다

이트는 감소하고, 대신 방해석이 2차 광물로 침전되었

음을 의미한다. 중성화 과정에서 생성된 방해석은 중

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와 물이 접촉 시 재 용해되어 지

속적으로 순환골재의 pH를 저감하는 역할을 하게 되

는데, 이러한 결과는 scCO2-물-순환골재 반응 후 순환

골재 표면에 다량의 방해석 결정들이 자형(euhedral)으

로 생성되었음을 보여주는 Chung et al.(2017)의 결과

와 일치한다.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waste mortar with/without treatment process (a: Type A and b: Typ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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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중량-시차열(TG/DTA) 분석을 활용하여 온도상승

에 따른 중량 및 열량 변화로부터 중성화 처리에 의한

폐모르타르 시료 내의 포틀랜다이트의 중량감소량을 정

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Fig. 8에

나타내었다. scCO2로 중성화 처리 전 Type A 의

TG/DTA 분석 결과, 450-550 oC 온도 구간에서 포틀

랜다이트(Ca(OH)2)로부터 물(H2O)이 증발함에 따라 약

4.84 %의 무게 감소가 발생하였으며, 이를 Ca(OH)2

분자량으로 환산하면 전체 시료 량의 7.89 %에 해당하

고, 이는 폐모르타르 시료 내에 상당량의 포틀랜다이

트가 존재하는 것을 의미한다(Fig. 8(a)). 600-800 oC

온도 구간에서는 방해석(CaCO3)으로부터 이산화탄소

기체(CO2)가 증발함에 따라 약 7.89 %의 중량 감소가

발생하였는데, 이로부터 중성화 처리 전 폐모르타르 시

료 내에 약 11.00 %의 방해석이 존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Fig. 8(a)). scCO2를 이용하여 6시간 중성화

처리한 폐모르타르 Type A와 C시료의 TG/DTA 분석

결과, Type A시료의 450-550 oC 온도 구간에서 물분

자의 증발에 의한 중량변화는 0.88 %를 나타내었고,

Type C시료의 경우 중량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Fig. 8(b)와 8(c)). 이러한 결과로부터 중성화 처리 후에

는 폐모르타르 시료 내에 매우 적은 양의 포틀랜다이

트만이 시료에 남아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6시간 중

성화 처리 한 Type A와 C시료에 대하여 600-800 oC

온도 구간에서 각각 9.90 %와 13.53 % 의 중량감소가

발생하였는데(처리하지 않은 시료 대비 중량 감소율 약

2-3배 증가), 이는 6시간의 중성화 처리에 의해 2차 광

물 형태로 방해석이 추가로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600-800 oC 온도 구간에서 CO2 가스 증발에 의한 중

량감소를 CaCO3 분자량으로 환산하면, 6시간 중성화

처리 후 Type A와 Type C의 방해석 함량은 처리전

시료의 11.00 %에서 각각 22.50 %와 38.26 %로 증가

되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TG/DTA 분석 결과는 이

전의 XRD 분석 결과들과도 일치한다(de Sena Costa

et al., 2018; Chung et al., 2017). 중성화 처리 중에

일어나는 방해석의 2차 생성은 scCO2-물-순환골재 반

응 시 물에 녹은 CO3
2-를 소모하여 지속적으로 scCO2

가 물에 용해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처리 후 순

환골재가 강우나 지하수와 접촉 시 재용해되어 용출수

의 pH가 급격하게 재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버퍼링

(buffering) 역할을 한다.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

한 중성화 처리 전/후 폐모르타르 시료의 XRD 분석

및 TG/DTA 분석 결과로부터, 중성화 처리과정을 통

해 폐모르타르 시료에서 포틀랜다이트의 용해와 방해

석의 침전을 포함하는 광물학적 변이가 발생되었으며,

이들이 폐모르타르 시료 용출액의 pH를 9.8 이하로

낮출 수 있는 주요 기작임을 알 수 있었다. 

3.3. Kinetic 효과를 고려한 중성화 처리 순환골재의

대형 칼럼 용출실험 결과

scCO2를 이용하여 중성화 처리한 순환 굵은골재와

순환 잔골재로 충진한 칼럼 하부로부터 채취한 용출수

Fig. 8. The TG/DTA curves of untreated and 6 hour treated

waste mortar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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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H 값을 중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순환골재 용출

수 pH 결과와 비교하여 Fig. 9에 나타내었다. 중성화

처리하지 않은 순환 굵은골재로 충진된 칼럼의 경우

용출수의 pH는 초기에는 pH 10.8을 나타내다가 약간

증가하여 최대 11.4를 정점으로 감소하여 10.9 ~ 11.2

를 유지하였다(Fig. 9에서 오렌지색 선). 중성화 처리하

지 않은 순환 잔골재로 충진된 칼럼의 경우, 용출수의

pH는 11.5 ~ 12.2 범위를 나타내어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보다 약간 높게 유지되었는데(Fig. 9에서 빨간색 선),

이는 순환 잔골재에 결합된 모르타르의 양이 순환 굵

은골재보다 많고, 체적당 입자 표면적이 넓기 때문으

로 판단된다. 중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순환골재의 경

우 입자 크기와 관계없이 용출수의 pH가 법적 허용기

준인 pH 9.8보다 매우 높게 나타났다. 3.1. 배치실험

에서 중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폐모르타르 시료 용출

수의 pH 결과(12.2 ~13.2)보다 약간 낮게 유지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폐모르타르 시료는 골재를 포함하

지 않아 시멘트 모르타르 함량이 순환골재 보다 높으

며, 연속 칼럼 실험의 경우 배치실험과는 달리 비평형

상태의 용출에 의한 kinetic 효과를 반영하기 때문이다.

반면에 scCO2로 3시간 중성화 처리한 순환 굵은골재

로 충진된 칼럼의 경우, 초기 용출수의 pH는 9.0을 나

타내고 약간 감소하여 최저 7.8을 저점으로 다시 증가하

여 8.3 ~ 9.1 범위를 유지하였다(Fig. 9의 파란색 선).

중성화 처리한 순환 잔골재의 경우, 용출수의 초기 pH

는 9.4로 순환 굵은골재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약간의

감소(최저점 pH 7.8)와 증가를 반복하면서 8.3 ~ 9.1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9의 녹색 선).

칼럼 용출 실험 결과,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 용출수

는 굵은골재와 잔골재의 차이가 거의 없이 pH 9.8 이

하로 유지되어, scCO2를 이용한 순환골재 중성화 처리

(3 시간 반응)는 kinetic 효과를 고려한 경우에도 효과

Fig. 10. The pH change of the effluent solution in the storage tank from the column experiment.

Fig. 9. The pH change of the effluent solution from the column packed with treated or untreated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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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칼럼 하부로부터 유출된 용출액이 저장된 저장탱크

내 용출액의 pH 변화를 Fig. 10에 나타내었다(저장탱

크 별 20 L 용량의 유출수 평균 pH 변화를 저장탱크

별로 나타낸 결과임). 칼럼으로부터 유출된 용출액의

평균 pH는 처리하지 않은 순환 잔골재의 경우 pH

11.5 내외를 유지하였으며, 순환 굵은골재의 경우 pH

11.0을 유지하여 평균 용출액의 pH는 9.8보다 높게 나

타났다. 중성화 처리한 순환골재의 경우 용출액의 평

균 pH는 8.1 ~ 9.1 범위를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법적허용기준인 pH 9.8보다 낮게 유지되었으며, 결과

로부터 3시간 중성화 처리에 의한 순환골재의 pH 저

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대형 칼럼실험에서 순환 잔골재와 접촉한 유출수의

용출시간에 따른 Ca2+ 농도 변화를 Fig. 11에 나타내

었다. 중성화 처리하지 않은 순환 잔골재의 경우, 용출

수의 Ca2+ 농도는 60 ~ 20 mg/L 범위를 유지하며 비

교적 높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나, 중성화 처리를 한 순

환 잔골재의 경우 유출수의 농도는 초기를 제외하고는

15 mg/L 이하를 유지하였다(최저 농도: 9.8 mg/L). 이

러한 결과는 순환골재에 포함된 시멘트 모르타르의 주

성분인 포틀랜다이트의 용출에 의한 Ca2+농도 증가가

scCO2로 중성화 처리를 한 경우 중성화 처리를 하지

않은 경우보다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중성화 과

정에서 포틀랜다이트 성분의 감소에 의한 Ca2+ 용출

농도 감소와 함께 순환골재 내 2차 광물 형태로 형성

된 방해석이나 다른 규산염광물의 경우 기존의 포틀랜

다이트보다 Ca2+ 용해도가 적기 때문이라는 기존의 배

치실험 결과와도 일치한다(Chung et al., 2017). 

4. 결 론

폐콘크리트를 다량 함유하고 있는 순환골재를 건설

현장에서 재활용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순환골재의 용

출수의 법적 pH 허용기준인 9.8이하를 유지하기 위하

여, 대기로 방출되는 CO2를 초임계화하여 순환골재와

반응시키는 중성화 처리의 pH 저감 효과는 입증되었

으나, 처리시간이 24시간 이상(최대 50일) 걸리는 제약

이 있었다. 본 연구는 scCO2-물-순환골재 반응을 이용

한 중성화 처리 시간을 3시간으로 단축하여도 순환골

재 용출수의 pH 9.8 이하로 유지시킬 수 있음을 배치

실험과 대형 칼럼실험을 통하여 입증함으로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scCO2를 이용한 중성화 처리 후 순환골

재를 재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비평형(non-equilibrium)상태에서 대형 칼럼 용출 실험

을 수행하여, 현장에서 순환골재를 대규모로 중성화 처

리하는 경우 용출과정에서 발생하는 kinetic 효과를 고

려한 순환골재의 실제 pH 저감 효과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기존에 처리 시간에 제약을 받았

던 scCO2를 활용한 순환골재의 중성화 처리가 순환골

재를 재활용하여 사용하는 건설현장에서 보다 활발하

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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