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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도시 쓰레기 소각재 내 미연소 섬유분(Unburned fabric)이 시멘트 복합재료의 기초 물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먼저, 섬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0.6 mm 이하 소각재 미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

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소각재 미분이 혼입된 모르타르형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과 강도를 측정하고, 이 결과

를 소각재 미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은 미연소 섬

유분에 의해 크게 감소한 반면, 복합재료의 강도는 섬유분 보다 소각재 자체에 의해 감소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시멘트 복합재료의 성능을 고려 할 때, 복합재료 내 소각재의 혼입률과 함께 소각재 미분에 대한 혼입률도 제

한되어야 함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도시 쓰레기 소각재, 미연소 섬유분, 시멘트 복합재료, 유동성, 강도 

Abstract

The negative effects of unburned fabric in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MSWI) ash on the performances of cement com-

posite were investigated. The chemical and physical characteristics of MSWI ash powder containing high volume of unburned

fabric were analyzed. The workability and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type cement composites with the ash powder were

evaluated. The workability of the cement composites was decreased mainly by unburned fabric in the ash, while the compressive

strength was decreased by MSWI ash itself. From the experimental results, the critical limits for both MSWI ash and their pow-

der containing unburned fabric in the cement composites should be limited from standpoint of the workability of the composite. 

Key words :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MSWI) ash, unburned fabric, cement composites, workability, str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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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쓰레기 단순 매립으로 인한 환경문제 발생과 매립지

부족 등의 이유로 인해, 도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를 소

각하여 폐기 하는 양이 증가하고 있다. 1995년 생활폐

기물 처리 중 소각과 재활용 처리의 비율이 각각 4%,

23.7% 였으나, 2007년에는 소각이 18.6%, 재활용이

57.8%로 증가하였다.1) 그러나, 국내 소각재 발생량은

2002년 377,495톤에서 2012년 638,328톤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최근에는 소각재 매립장 또한 부족

해진 실정이다.2) 따라서, 소각재의 유효적 재활용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해 지고 있다. 

소각재는 중금속의 농도가 높기 때문에, 시멘트 등으

로 고화시켜 재활용 해야 환경부담 줄일 수 있다.2) 이

러한 이유로 모르타르, 시멘트 벽돌, 콘크리트 등의 시

멘트 복합재료 내에 도시쓰레기 소각재를 골재 및 결합

재로 재활용 하고자 하는 시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소각재는 배출되는 장소 및 계절, 투입된 쓰레

기의 종류에 따라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크게 달라지

게 되므로 품질관리가 어렵다. 또한, 폴리염화비닐(Poly-

vinyl chloride, PVC)계 쓰레기 등에서 발생하는 Cl의

함유율이 높으며 이는 콘크리트 내 철근의 부식을 유발

한다.3) 따라서, 소각재를 구조용 콘크리트에 사용하기는

매우 곤란하며, 이를 시멘트 벽돌, 그라우팅 등과 같은 비

구조용 2차 제품에 활용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다. 외국

에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이미 이와 같은 분야에 활용

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국내에서는 2000년대

초반부터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1,4,5,6) 

소각재를 이와 같이 재활용 하기 위해서는 시멘트 복

합재료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질 또는 성

분에 대한 안정화 처리 및 제거가 필수적이다. 소각재

의 성분 중 복합재료 성능감소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에는 금속, 폐유리, 가용성(Soluble) Cl- 이온 등이 있

으며, 이들에 의한 성능감소 메커니즘 및 성능감소 정

도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를 통해 이미 보고되었다.4,6-9)

그러나 소각재의 성분 중 완전히 연소하지 않은 섬유분

(Unburned fabric)에 의한 복합재료의 성능 변화에 대

해서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이 미연소 섬유분은 복

합재료의 유동성 감소, 수화물 성장방해를 통한 강도 감

소, 공극률 증가와 이로 인한 내구성 감소와 같은 결과

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연소 섬유분이 시멘트 복합재료

의 기초 물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가에 대해 실험

적으로 알아보는 것이다. 참고로, 소각재를 구성하는 여

러 성분 중 섬유분만을 별도로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섬유분이 주로 포함된 0.6 mm 이하의 입자를 소각재에

서 분리하여, 이에 의한 복합재료의 성능변화를 분석하

는 간접적인 접근방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섬유분을 많

이 포함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재 미분의 물리적, 화학

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그 후, 소각재 미분이 혼입된 모

르타르형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과 강도를 측정하고,

이 결과를 소각재 미분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연계

하여 분석하였다. 

2. 재료 및 실험 방법 

2.1. 사용재료 및 배합비 

쓰레기 소각재는 광주 상무 쓰레기 소각장에서 채취

한 바닥재(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bottom

ash, MSWI bottom ash)를 사용하였다. 본 소각장은

400톤/일의 처리능력을 갖는 소각장으로, 소각온도는

800ºC이다. 소각재는 습식으로 처리되었기 때문에 채취

시 중량비로 20 ± 10% 정도의 수분을 포함하고 있었다.

채취된 소각재는 110ºC의 오븐에서 1일 건조 후 사용

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각재는 3가지로, 먼저 1)

채취된 재료를 체가름 없이 사용한 미가공 소각재(Raw

bottom ash, Raw BA), 2) 이를 0.6 mm 체로 체가름

하여 미분을 제거한 입도조절 소각재 (Size-controlled

bottom ash, SC BA), 그리고 3) 0.6 mm 체를 통과한

소각재 미분(Bottom ash powder, BA powder)이었다.

Fig. 1는 ASTM C 136 기준에 따라 측정한 소각재의

체가름 실험 결과이다. 0.6 mm 보다 작은 미분(BA

powder)은 미가공 소각재(Raw BA)의 약 10 ~ 15%를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1(a)). Raw BA와

SC BA의 입도 모두 우리나라의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에 제시된 잔골재 표준입도(Fig. 1(a)의 점선)에 비해

굵은 값을 보였다. 

Fig. 2은 0.6 mm 체를 사용한 체가름 후 소각재의

형상을 보여준다. 가시적으로 확인한 결과 0.6 mm 체

보다 더 굵은 입자(SC BA)에서는 섬유분이 확인되지

않았으나, 0.6 mm 체보다 더 가는 입자(BA powder)에

서는 뭉쳐있는 섬유분이 확인되었다(Fig. 2). Table 2는

ASTM D 7348 기준에 따라 측정된 강열감량(Loss on

ignition, LOI)값을 나타낸다. 실험 결과, 미가공 소각재

에 비해 소각재 미분이 월등히 큰 감열감량을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소각재의 강열감량에는 미연소 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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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이외에도 탄산칼슘, 기타 미연 탄소분과 고정형 휘발

성 물질 및 염소 등의 연소 손실분이 포함되어 있다.10,11)

하지만, 체가름 후에 확인된 섬유분 뭉치와 강열감량 결

과를 동시에 고려할 때 소각재 미분 내에는 대량의 섬

유분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시멘트 복합재료를 위한 결합재는 Type I의 일반 포

틀랜드 시멘트, 일반 잔골재는 나주산 강모래를 사용하

였다. 미가공 소각재(Raw BA)와 일반 잔골재의 기초적

물리 특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화학혼화제로는 폴

리카르복실산계 초유동화제(BASF Corporation, Master

Rheobuild® SP1)를 사용하였다. 참고로, ASTM C 128

기준에 따라 Cone을 사용해 소각재의 표건상태

(Saturated-surface dry condition)을 설정 한 후 흡수율

을 측정하게 되면, 소각재 내부의 미연소 섬유분으로 인

해 Cone으로 성형된 소각재의 중력붕괴를 막기 때문에

정확한 흡수율을 측정할 수 없다. 

시멘트 복합재료는 모르타르 타입으로 설계되었다.

Series A는 소각재 내 미분의 유무에 따른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설계되었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미연소 섬유분이 주로 소각재 미분에 포함되어 있기 때

문이다. Raw BA와 SC BA를 각각 동일 무게비로 혼

입하여 비교하였다. 참고로, 측정 결과 Raw BA와 SC

BA는 비중이 같기 때문에 이를 동일 부피비로 보아도

무관하다. 일반 잔골재와 소각재의 부피비는 8:1이었다.

Series B는 미연소 섬유분이 혼입된 소각재 미분 자체가

미치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일반 잔골재

와 소각재 미분의 부피비는 7.2 : 1이었다. 동일 입도를

갖는 일반 잔골재 미분(Sand powder)을 소각재 미분과

동일 부피비로 치환하여 성능을 비교하였으며, 추가적인

비교군으로 체가름 하지 않은 일반 모래도 동일 부피로

치환하였다(Table 2의 ‘Sand’ 배합). 참고로 Series A과

Series B에서 일반 잔골재와 소각재 부피비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에 제시된 잔골재 표준입도를 만족시키기 위

해 설정한 비율 이다(Fig. 1(b)). 또한, 이후 본 논문에

서 미가공 소각재(Raw BA), 체가름 소각재(SC BA),

소각재 미분(BA powder)등의 원재료명은 한국어로,

Series A/B의 Raw BA, SC BA, BA powder 등의 배

합명은 영문으로 각각 표기하였다.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MSWI bottom ash

(Dashed lines: Standard particle size distributions of

natural sand in Korean Standard Specification for

Concrete): Single materials (a) and blended aggre-

gates (b). 

Fig. 2. MSWI bottom ash after sieving (Diameter of sieves:

200 mm): Particles larger than 0.6 mm (a) and smaller

than 0.6 mm (b). 

Table 1. Physical characteristic of MSWI bottom ash

Raw bottom asha 

(Raw BA)

Normal sand 

(NS)

Specific gravity 2.15 2.58

Water absorption More than 7%b 0.32

Fineness modulus (FM) 3.82 2.60

aUntreated MSWI bottom ash
bCould not be measured accurately via ASTM C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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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방법 

소각재 미분의 구성 입자들의 미세형상과 화학성분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자주사현미경(Field emission-type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JOEL, JSM-840A) 및

동일장비의 Energy-dispersive X-ray spectroscopy (EDX)

를 활용하였다. 소각재의 전반적인 화학성분 구성 및 결

정상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X선회절(X-ray diffraction,

XRD)분석과 열분석(Thermal analysis)를 추가적으로 수

행하였다. 열분석은 열중량/시차열중량 분석법(Thermo-

gravimetry / Derivative thermogravimetry analysis, TG/

DTA)을 통해 분석되었다. 사용된 XRD 및 열분석 기기

는 각각 D/MAX-2500(RIGAKU사)과 TG209F3 (Netzsch-

Gerätebau GmbH사)이다.

소각재 혼입 시멘트 복합재료를 배합하기 위해 10 L

용량의 전동식 믹서를 사용하였다. 소각재를 포함한 모

든 골재는 배합 전 건조된 상태로 준비되었다. 일반적

으로 시멘트 복합재료 배합 시 골재는 표건상태

(Saturated-surface dry condition)로 배합하는 것이 일

반적이지만, Table 2에서 나타낸 것 같이 본 연구에서

사용된 소각재는 흡수율 측정이 불가능 하기 때문에 표

건상태 산정이 불가능 했다. 모든 재료는 한번에 믹서에

투입된 후 3분간 배합되었다.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

을 확인하기 위하여 배합 직후 및 배합 후 1시간 뒤

KS L 5105 규격에 따라 모르타르 흐름시험을 수행하였

다. 복합재료의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각 변이 5 cm

인 정육면체 시편를 제작하였으며 재령 3일의 시편을 탈

형하여 23 ± 3°C의 항온실에서 수중 양생하였다. 압축강

도 측정은 KS L 5105 규격에 따라 측정되었다. 

3. 실험결과 및 분석 

3.1. 쓰레기 소각재 미분의 형상 및 특성 

Fig. 3는 소각재 미분의 형상을 나타낸다. 입자들은

크게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형상비(Aspect

ratio)가 매우 큰 미연소 섬유분이고 하나는 형상비가 1

에 가까운 구형 입자들이다. 섬유분의 크기는 매우 다

양하지만, 두께 약 10 μm 전후의 것이 주로 발견되었

다. 구형 입자들은 표면이 매우 복잡한 형태로 되어 있

었으며, 경우에 따라 입자 주변에 크기가 매우 작은 분

진이 부착되어 있었다. EDX로 측정된 소각재 미분 내

섬유분과 입자들의 화학적 구성은 Fig. 4에 나타나 있다.

Fig 4(a)와 같이, 구형 입자들은 Ca, Si, Al, Na 등을

기본으로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반해 Fig. 4(b)

와 Fig. 4(c)에 나타난 섬유분의 경우 대부분이 C로 이

루어진 유기물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즉, 이는 여러 종

류의 직물을 소각하고 남은 미연소분 임을 의미한다. 

소각재 미분의 전체적인 화학성분 구성은 Table 4에 나

타나 있다. 재료 전체가 산화물(Oxide) 기반의 세라믹 물

질이 아니기 때문에 산화물 형태가 아닌 원자단위로 표시

하였다. 소각재 미분은 주로 Ca, Si, Al, Fe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K, Ti, Zn 등의 물질이 1% 이상 포함되

어 있었다. 그 밖에도, 일반적인 쓰레기 소각재에서 그러

하듯, PVC (Polyvinyl Chloride) 제품 등의 연소에서부터

발생한 Cl이 약 5% 정도로 대량 함유되어 있었다. 

Fig. 5는 소각재 미분의 XRD 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XRD 패턴을 통해 결정상이 확인된 것들은 Calcite

(CaCO3), Gypsum (CaSO4·2H2O), Quartz (SiO2), α-Fe2O3,

Friedel염 (Friedel’s salt, 3CaO·A12O3·CaCl2·10H2O) 등

이다. 이 중, 일부의 피크가 겹치는 일이 있어 정확한 분

석은 어렵다. XRD 패턴을 통해 정량적 분석은 불가능

하지만, 가장 명확하게 나타나는 결정상은 Calcite이다.

이 중 일부는 쓰레기 자체가 포함하고 있던 것이며, 일

부는 탈황처리(Desulfurization)를 위해 외부에서 혼입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로 인해 일부 Gypsum이 존재

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Gypsum의 피크는

Fig. 3. SEM images of particles of BA powder. 

Table 2. Loss on ignition (LOI) of MSWI bottom ash

Raw BA SC BAa BA powder b

11.8 9.1 27.5

aSize-controlled MSWI bottom ash by eliminating powder

portion using 600 µm sieve 
bPowder portion of MSWI bottom ash passing through 600 µm

si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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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iedel염 등의 다른 결정과 겹치는 경우가 많아 XRD

만을 통해 존재 여부와 그 양을 판단할 수는 없었다.

그 외에도 일부 정확한 확인이 어려운 Peak가 있었다. 

Fig. 6은 소각재 미분의 열분석 결과를 나타낸다. 시

차열중량 곡선 (Derivative thermogravimetry curve,

DTG curve)를 확인 한 결과 600 ~ 700ºC 구간에서만

명확한 피크를 나타낼 뿐 그 이외의 영역에서는 정확한

형태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TG/DTG

곡선은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도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

다.11) 600 ~ 700ºC 구간은 Calcite에서 이산화 탄소 분

해가 나타나는 영역이므로,11) 미분 내 Calcite의 양이

상대적으로 많음을 의미하는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따라서, Table 2에 나타난 강열감량 값은 섬유분을 포

함한 미연 탄소분의 연소에 이외에도 Calcite의 이산화

탄소 분해에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그 밖에 Gypsum의

열분해에 의해 발생하는 DTG 곡선의 피크 대역인

130 ~ 180ºC12)에서는 명확한 피크를 거의 확인 할 수

없었다. 또한 Table 4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미분 내

S의 혼입량이 1% 미미한 것을 고려할 때, Gypsum의

양은 상대적으로 적으며, XRD 곡선 중 중 11º의 피크

는 Gypsum 보다 Friedel염의 존재에 기인한다고 판단

하였다.13) Qian et al. (2006)의 논문에서도 이 영역의

XRD 피크를 Friedel염에 의해 기인한다고 보고한 사례

가 있다.10) 이는, 소각재 내 Cl이 일부 Friedel염의 상

태로 고정되어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염은 일

Fig. 5. XRD patterns of BA powder. 

Fig. 6. TG/DTG curves of BA powder. 

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BA powder

Compound Ca Si Al Fe Cl P S K Ti Cr Mn Ni Cu Zn

Mass (%) 68.1 4.4 5.9 7.12 4.9 0.93 0.9 1.9 2.6 0.18 0.26 0.09 0.84 1.82

Fig. 4. Chemical composition of various types of particles

from BA powder detected via 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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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적으로 불용성이지만, 탄산화(Carbonation)에 의해 분

해되어 Cl-이온을 용출시킬 수 있다.13)

참고로, Fig. 6의 TG/DTG 곡선을 기반으로는 소각

재 미분 내에 어떠한 종류의 섬유가 존재하는 지 정확

히 알 수 없었다. 일반적으로 천연섬유 및 합성섬유의

연소온도는 400 ~ 600ºC의 범위이지만,14) 그 영역 대에

서의 분해 피크가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TG

곡선이 100 ~ 600ºC 범위에서 전체적으로 고른 기울기

의 중량감소를 나타내는 것을 고려할 때, 소각재 미분

에는 섬유분 이외에도 미연탄소분을 포함한 여러 종류

의 유기물이 존재한다고 추측된다. 

3.2. 쓰레기 소각재 혼입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 

Fig. 7은 소각재를 혼입한 시멘트 복합재료의 모르타

르 흐름 값(Mortar flow)을 나타낸다. 먼저, Series A

의 결과를 통해, 쓰레기 소각재 내 미분 제거 여부에

따른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 변화를 확인 할 수 있

었다. 배합 직후 흐름 값의 경우, 미분을 제거하지 않은

Raw BA을 혼입한 배합이 207 mm, 미분을 제거한 SC

BA을 혼입한 배합이 212 mm로, 약 5 mm 정도의 차

이가 있었다. 하지만 배합 1시간 후 측정된 흐름값은

Raw BA 배합 177 mm, SC BA 배합 190 mm로,

두 값의 차이가 13 mm 로 늘어났다. Fig. 1(a)에 나타

난 것과 같이, Raw BA 입자 내 소각재 미분의 부피

는 15% 이하이며, Series A의 배합 중 Raw BA 배

합 내 잔골재 전체 중 소각재 미분의 부피는 1.7%에

지나지 않는다. 또한, 이 중 Table 2의 강열감량 값과

Fig. 6에서 나타난 탄산칼슘 열분해에 의한 질량감소분

을 고려하면, Raw BA 배합 내 미연소 섬유분은 골재

전체 부피의 0.3%에 못 미친다. 소각재 미분과 섬유분

이 소량인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유동성 차이는

매우 큰 것이라고 판단된다. 

소각재 미분이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로 고려된다. 먼저, 입

도가 작은 소각재 미분이 배합의 점성을 증가 시키고

이로 인해 유동성이 감소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소각재

미분 내 섬유분에 의해 유동성이 감소 할 수 있다.15)

Series B의 배합은 소각재 미분의 입도에 따른 배합의

유동성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설계되었다. Fig. 1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잔골재 미분은 일반 잔골재에 비해

명확히 입도가 작지만, Sand powder 배합은 Sand 배

합에 비해 유동성 감소 폭이 BA powder 배합 만큼

명확하지 않았다. 한편, 잔골재 미분과 소각재 미분의 입

도는 유사하지만, BA powder 배합의 유동성은 Sand

powder 배합 및 Sand 배합에 비해 월등히 낮은 값을 나

타내었다. 이는, 소각재 미분에 의한 복합재료 유동성 감

소의 주된 원인이 골재의 입도가 아님을 반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현상은 소각재 미분 내 미연소 섬유분에

의한 표면 수분 흡착(Adsorption)/흡수(Absorption) 혹

은 물리적 엉김(Agglomeration)에 의해 유발된다고 추

측된다. 이 현상은, 미세섬유(Micro fiber) 혼입 콘크리

트에서 주로 발견되는 유동성 저하와 유사하다. 예를 들

어, 폴리프로필렌 섬유, 폴리비닐알콜 섬유와 같이 형상

비가 큰 유기계 합성섬유를 혼입한 콘크리트에서는 부

피비 1% 이내의 함유량에도 불구하고 급격한 유동성

감소를 나타낸다.15-17) 소수성 섬유는 수분흡수/흡착은

없지만, 배합 중 물리적 엉김(Agglomeration)이 발생하

기 때문에 유동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키게 된다.16) 이와

같은 현상은 친수성 섬유를 사용한 콘크리트에서도 발

견되는데,17) 이는 물리적 엉김 이외에도 친수성 섬유의

표면에서 수분을 흡착 내지 흡수 하기 때문에 유동을

위한 자유수(Free water)가 줄어들게 되면서 발생하는

Fig. 7. Flow of mortar containing MSWI bottom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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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연소 섬유분의

흡수에 의해 재료의 정확한 흡수율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미가공 소각재와 체가름 소각재의 흡수율 비교

는 불가능하다. 그러나, Fig. 3와 Fig. 4에 나타난 것

같이, 소각재 미분의 구형 입자는 대량의 수분 흡수가

가능한 공극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구형 입자의

수분 흡수로 인한 시멘트 복합재료 배합 내 자유수 감

소 및 이로 인한 유동성 감소는 매우 미미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소각재 미분 내 미연탄소분(Unburned

carbon)에 의한 초유동화제 흡착 및 이로 인한 유동성

감소18)가 발생할 가능성은 존재한다. 그러나, Table 2에

나타난 것 같이, 미가공 소각재와 체가름 소각재의 강

열감량 값은 2% 이내의 미세한 차이를 나타내므로,

Raw BA 배합과 SC BA 배합 내에서 미연탄소분의

초유동화제 흡착으로 인한 유동성 차이는 미미할 것으

로 판단된다. 미연탄소분 이외의 기타 유기물 역시 시

멘트 복합재료 내에서 유동성을 감소시키는 요인 중 하

나일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메커니즘 및 사례가 보고되

지 않았으므로 이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위에서 언급한 것 같이 소각재 미분 혼입에

따른 유동성 감소는 미연소 섬유분에 기인하는 결과라

고 판단된다. 특히, 소량의 미연소 섬유분에 의한 시멘

트 복합재료의 유동성 감소는 무시 할 수 없는 수준이

므로, 이후 소각재를 시멘트 복합재료에 사용 할 경우

미연소 섬유분이 포함된 미분을 가능한 한 제거해 주어

야 함을 알 수 있었다. 

3.3. 쓰레기 소각재 혼입 시멘트 복합재료의 강도 

Fig. 8은 소각재를 혼입한 시멘트 복합재료의 압축강

도(Compressive strength)을 나타낸다. 먼저, Series A

의 결과를 통해, 쓰레기 소각재 내 미분 제거 여부에

따른 시멘트 복합재료의 강도변화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실험 결과, 미분 제거여부에 따라 강도의 차이는 크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다. 미분을 제거하지 않은 Raw BA

배합에 비해 미분을 제거한 SC BA 배합의 압축강도가

3일, 28일 모두 약 1 ~ 2 MPa 정도 높게 측정되긴 했

으나, 20 ~ 40 MPa의 강도를 갖는 시멘트 복합재료의

강도 실험 표준편차가 약 3 ~ 5 MPa 인 점을 감안할

때 두 배합의 차이는 없다고 판단하였다. 한편, Series

B의 결과를 보면, 소각재 미분 혼입한 BA powder 배

합이 다른 배합에 비해 3, 28, 91일 강도 모두 최대

20 MPa의 폭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eries A의 배합들은 Series B의 배합에 비해 물시

멘트비(W/C)가 0.18이나 낮기 때문에 시멘트 페이스트

자체의 강도가 높게 설계되어 있다. 하지만, Series A의

Raw BA 배합과 SC BA 배합의 강도는 Series B의

Sand powder 배합과 Sand 배합에 비해 거의 20 MPa

나 강도가 낮다. 즉, 섬유분 이외에도 소각재 자체가 시

멘트 복합재료의 강도를 급격하게 낮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원인은 다공성 소각재 혼입으로 인한 복합재료 전

체의 공극량 증가2,6)와 2) 미세량의 금속상 Al의 알칼

리 반응으로 인한 미세기포 발생,8) 3) 유리질 물질에

의한 알칼리-실리카 반응(Alkali-silica reaction, ASR)7)

등으로 추측된다. 또한, Series B의 BA powder 배합

은 Series A의 두 배합에 비해 3일, 28일 압축강도가

낮다. 이 결과가 Series B의 높은 W/C에 의한 것인지,

혹은 소각재 미분과 미분 내 혼입된 섬유분에 의한 것

Fig. 8. Compressive strength of mortar containing MSWI bottom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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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지 분리하여 판단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일반적인 섬유는 Bridging 혹은 Anchoring을 통해

시멘트 복합재료 특유의 취성적 성질을 제어한다.16,17)

즉, 섬유는 시멘트 복합재료 내 균열부위의 응력 집중을

막아 균열의 확대 및 전파를 줄인다.16,17) 따라서, 천연섬

유 및 합성섬유가 적당량 혼입된 시멘트 복합재료는 섬유

를 혼입하지 않은 복합재료에 비해 강도가 유사하거나 혹

은 높다.16,17) 그러나 본 실험의 결과를 바탕으로는 이러

한 현상이 미연소 섬유분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시멘

트 복합재료에 소각재를 혼입할 경우, 소각재 미분 혹은

미분 내 섬유분의 혼입량을 별도로 제한하기 보다 소각재

자체의 혼입량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미연소 섬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재 미분이 시멘트 복합재료의 기초 물성인

유동성과 압축강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실험적

으로 확인하였다. 섬유분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재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확인하였으며, 이 재료

가 혼입된 몰탈형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과 강도를

측정하였다.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채취된 쓰레기 소각재 중 미연소 섬유분은 0.6 mm

이하의 미분에 주로 분포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소

각재 미분은 많은 양이 탄산칼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밖에 SiO2, α-Fe2O3, Friedel염 등이 포함되어 있었

다. 또한 XRD 및 XRF 등으로 분석이 어려운 여러

종류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시멘트 복합재료의 유동성은 미연소 섬유분이 포함된

0.6 mm 이하의 미분의 혼입에 의해 감소하며 그 폭은

무시할 수 있을 만한 수준이 아니다. 이는 소량의 미세

섬유가 복합재료의 유동성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 효과

와 유사한 것이다. 따라서, 복합재료의 유동성 측면에서

는 소각재 미분의 함유량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 

시멘트 복합재료의 강도는 소각재 자체에 의해 감소

한다. 하지만, 소각재 미분 중 미연소 섬유분에 의한 별

도의 강도감소효과는 정확히 확인 할 수 없었다. 따라

서, 추후의 연구에서는 섬유분 함량에 따른 강도 변화

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실험된 결과는 이후 시멘트 복합재료를

위한 쓰레기 소각재의 재활용 기준 및 규정을 확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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