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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ch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develop the method for the pH reduction of recycled aggregate by using

scCO2 (supercritical CO2), maintaining the pH of extraction water below 9.8. Three different aggregate types from a

domestic company were used for the scCO2-water-recycled aggregate reaction to investigate the low pH maintenance

of aggregate during the reaction. Thirty five gram of recycled aggregate sample was mixed with 70 mL of distilled

water in a Teflon beaker, which was fixed in a high pressurized stainless steel cell (150 mL of capacity). The inside

of the cell was pressurized to 100 bar and each cell was located in an oven at 50 oC for 50 days and the pH and

ion concentrations of water in the cell were measured at a different reaction time interval. The XRD and SEM-EDS

analyses for the aggregate before and after the reaction were performed to identify the mineralogical change during

the reaction. The extraction experiment for the aggregate was also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H change of

extracted water by the scCO2 treatment. The pH of the recycled aggregate without the scCO2 treatment maintained

over 12, but its pH dramatically decreased to below 7 after 1 hour reaction and maintained below 8 for 50 day

reaction. Concentration of Ca2+, Si4+, Mg2+ and Na+ increased in water due to the scCO2-water-recycled aggregate

reaction and lots of secondary precipitates such as calcite, amorphous silicate, and hydroxide minerals were found

by XRD and SEM-EDS analyses. The pH of extracted water from the recycled aggregates without the scCO2

treatment maintained over 12, but the pH of extracted water with the scCO2 treatment kept below 9 of pH for both

of 50 day and 1 day treatment, suggesting that the recycled aggregate with the scCO2 treatment can be reused in

real construction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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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임계 CO2(scCO2)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순환골재와 반응한 용출수의 pH를 9.8 이하로 유지시켜

(중성화) 재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실내 배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재료로는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

에서 제공받은 세 종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였으며, 각 종류별로 골재 입자크기 별로 선별하여 총 7개의 시료를 사용

하였다. 먼저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해 순환골재의 pH가 지속적으로 낮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하는 반응실험을

수행하였다. 스테인레스강철로 만들어진 고압셀(150 mL 용량)에 테플론 비이커를 고정시킨 후, 3차 증류수 70 mL와

순환골재 시료 35 g을 혼한한 후 고압용 오븐과 고압시린지 펌프 및 압력조절 장치를 이용하여 10 MPa(10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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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oC 조건에서 50일간 반응시켰다. 반응시간(1, 5, 10, 15, 30, 50일)에 따른 증류수의 pH, 용존 양이온과 음이온 농

도를 측정하였다. scCO2 반응에 의한 순환골재의 지화학적 및 광물학적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응 전/후 XRD,

SEM-EDS 등의 분석을 실시하였다. 마지막으로 scCO2 반응 후 순환골재의 용출수 pH 변화를 용출실험을 통하여 규

명하였다. scCO2-물-순환골재 반응 결과, 반응 전 순환골재의 pH는 평균 1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scCO2와

반응한 지 1시간 경과 후 증류수의 pH는 7이하로 낮아졌고 반응 50일 까지 pH가 8 이하로 안정되게 유지되었다. 순

환골재 종류와 관계없이 scCO2와의 용해 반응에 의해 수용액 내 Ca2+, Si4+, Mg2+, Na+ 이온들의 농도가 증가하였

으며, scCO2 반응 후 골재의 XRD, SEM-EDS 분석 결과, 다량의 방해석과 일부 무정형의 규산염과 수산화물이 침전

되었다. scCO2로 처리하지 않은 순환골재의 용출수 pH는 용출 시간에 관계없이 12-13을 유지하였으나, scCO2로 50

일 처리한 경우와 1일 처리한 순환골재의 경우 모두, 입자크기와 관계없이 용출수의 pH가 9이하를 유지하여 건설현

장에서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주요어 : 순환골재, 초임계이산화탄소, 폐콘크리트, 시멘트, 폐기물 재활용, 이산화탄소 저감, pH 중성화

1. 서 론

국내 폐기물 발생량 중 건설폐기물은 약 46 %를 차

지하며, 이중 60 % 정도가 폐콘크리트이다(MOE, 2014).

국내 건설 산업 관련 총 골재 수요에 비하여 천연 골

재 공급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고, 이에 따라

정부는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일정한 처리과정을

거쳐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 규

정에서 제시하는 품질기준에 적합하게 처리한 순환골

재를 건설 공사에 재활용하도록 장려하고 있다(MOE,

2009). 건설폐기물로 산출되는 폐콘크리트를 순환골재

로 재활용하여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경우 환경오염 예

방차원에서 특별한 품질 관리가 요구되어, 국토교통부

에서는 2003년 ‘순환골재 품질 기준’을 정하여 재활용

현장에서의 환경관련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MOL, 2005).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

고, 현재 순환골재는 다양한 용도로 활용되지 못하여

도로 성토용 및 택지기반 조성용 등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제한적인 사용조차도

순환골재의 무분별한 사용으로 인한 환경적인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콘크리트의 원료가 되는 시멘트는 석회석을 높은 온

도로 가열하여 형성된 산화칼슘(CaO: 생석회)에 산화

규소나 산화알루미늄 등이 주성분인 점토를 섞어 높은

온도(800 oC 이상)로 소성하여 분말화 한 것으로, 건설

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시멘트는 포틀랜드 시멘트이

다(KSA, 2016). 포틀랜드 시멘트는 주로 규산삼칼슘

(3CaO·SiO2), 규산이칼슘(2CaO·SiO2), 알루민산삼칼슘

(3CaO·Al2O3), 알루미노아철산사칼슘(4CaO·Al2O3·Fe2O3),

석고(CaSO4·2H2O)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Table 1). 일

반적으로 국내에서 생산되는 순환골재 생산시스템은 시

멘트가 주성분인 폐콘크리트를 크러셔(crusher)와 같은

분쇄기를 사용하여 분쇄한 후, 입도별로 분류하여 채

취하는 시스템이므로, 순환골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콘크리트와 유사하다. 

콘크리트 양생과정에서 시멘트는 물과 반응하여 입

자 표면이 겔화 되면서 가수분해 반응이 일어나며, 동

시에 물이 입자 내부로 침투하여 수화 반응이 진행되

고, 이 수화물들이 서로 결합하면서 단단한 콘크리트

가 형성되는데, 이 과정에서 시멘트의 주성분인 규산

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다량의 포틀랜다이트(수산화칼

슘: Ca(OH)2)을 형성하게 되어 콘크리트의 pH는 매우

높다(Song et al., 2011). 콘크리트의 강도를 보다 높

이기 위해 시멘트 외에 다양한 혼화재(주로 모래, 자갈,

포졸란 물질 등)를 첨가하므로, 폐콘크리트로부터 재생

되는 순환골재는 입자가 큰 혼화재(주로 자갈이나 쇄

석류)로 이루어진 반정(pherocryst)과 입자가 작은 포

트랜다이트 위주의 시멘트 성분인 석기(matrix)로 구성

Table 1. Main composition of Portland cement

Name Molecular Formula Abbreviated form

Tricalciumsilicate 3CaO·SiO2 C3S

Dicalciumsilicate 2CaO·SiO2 C2S

Tricalcium aluminate 3CaO·Al2O3 C3A

Tetracalcium aluminoferrite 4CaO·Al2O3·Fe2O3 C4AF

Gypsum CaSO4·2H2O CS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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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로부터 생산된 순환골재가 자

연환경에서 물과 만나면 주성분인 수산화물(대부분 포

들랜다이트: Ca(OH)2)의 용출에 의해 용출수가 높은

pH를 나타내게 된다(Kim et al., 2016; Lee et al.,

2011). Fig. 1은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체에서 생산되는

순환굵은골재(직경 15 mm 이상)와 순환잔골재(직경

5 mm 이하)에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분무한 것으로, 분

무된 골재부위는 붉은색으로 변화하여 순환골재의 초

기 pH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순환골재는

접촉하는 주변 수계의 pH를 상승시켜 환경오염을 야

기할 수 있다. 최근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

률 시행령 개정안(MOE, 2017)이 도입되었는데, 개정

안에 따르면 “물과 접촉되는 수직·수평 배수층에는 pH

9.8 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한다”로 신설항목이

추가되어, 순환골재를 재활용하는 경우 용출수의 pH를

반드시 9.8 이하로 저감해야 한다. 

현재까지 연구된 순환골재의 pH 저감 방안으로는

다양한 농도의 CO2를 대기압 하에서 직·간접적으로 분

사 하거나, CO2 농도가 높은 수용액이나 드라이아이스

와 반응시키는 방법, 제1인산나트륨(Na3HPO4)이나 염

화암모늄(NH4Cl) 수용액과 반응시켜 순환골재의 중성

화를 기대하는 기술이 대부분 이었다(Choi and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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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 al., 2010; Fernández Bertos et al., 2004). 그러

나 이러한 기술의 가장 큰 단점은 CO2가 충분하게 순

환골재 모르터 내부에 침투되지 않고 중성화를 유도하

는 반응성이 낮아, 일정 시간이 지나면 순환골재의 초기

pH를 다시 회복하면서 중성화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온/고압(50 oC,

100 bar) 환경에서 scCO2–물-순환골재를 반응시켜, 용

존 CO2에 의해 pH가 낮아진 증류수에 의해 골재로부

터 용출된 수산화이온(OH-)을 중화시키고, 순환골재로

부터 다량으로 용출되는 칼슘이온을 방해석(CaCO2:

calcite)과 다른 광물 형태로 침전시켜 순환골재로부터

지속적인 수산화칼슘의 용출을 방해하고, 침전된 방해

석의 2차 용해 작용에 의한 버퍼링(낮아진 pH의 급격

한 재상승 억제)에 의해 용출수의 pH를 저감시키는 방

법을 이용한 순환골재의 pH 중성화 기술을 개발하고

자 한다. 물에 녹은 CO2와 순환골재 주성분인 규산칼

슘과의 반응에 의한 방해석 형성과 수산화이온 소모

과정을 식(1), 식(2), 식(3)에 나타내었으며, scCO2-증

류수-순환골재 반응에 의한 pH 중성화 기작을 요약하

여 Fig. 2에 나타내었다. 

3CaO·SiO2 + 3CO2 (w) + nH2O→ SiO2 · nH2O +

3CaCO3 (solid)↓ (1)

2CaO·SiO2 + 2CO2 (w) + nH2O→ SiO2 · nH2O +

2CaCO3 (solid)↓ (2)

Ca(OH)2 → Ca2+ + 2OH - + H+ + HCO3
- →

CaCO3 (solid)↓ + 2H2O (3)

여기서 w는 수용액상, s는 고상, solid는 침전물, n

은 임의의 몰수를 의미한다. 

Fig. 1. Phenolphthalein test for the coarse recycled

aggregate (left: > 15 mm in diameter) and the fine recycled

aggregate (right: < 5 mm in diameter). 

Fig. 2. Two mechanisms (① and ②) to lower pH of extracted solution from the recycled aggregate by the scCO2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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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기작을 바탕으로 고온/고압조건에서 scCO2를 순

환골재에 접촉시킴으로서 짧은 시간 내에 시멘트 모르

타르에 깊숙이 침투시키되, 특히 물을 반응에 포함시

켜 중탄산이온(HCO3
-)과 탄산이온(CO3

2-)이 순환골재

내부의 알칼리 성분(주로 OH-)과 중화작용을 일으켜

pH를 먼저 낮추고, 2차로 침전된 방해석의 버퍼링

(buffering)에 의한 pH 중성화를 입증할 수 있는 실내

배치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기술 개발은 포집된

CO2의 영구적 광물화(mineralization of CO2)를 통하

여 CO2 저감을 유도하고, 중성화 반응을 통해 순환골

재의 pH를 떨어뜨려, 환경적 문제없이 안전하게 재활

용할 수 있게 되므로, 자원순환과 이산화탄소의 저감

및 폐콘트리트 환경문제 해결 등 1석 3 조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실험 재료 

국내 H사로부터 제공받은 세 종류의 순환골재(Type

A, Type B, Type C)에 대하여, 종류별로 입자의 크기

를 네 종류(분말, 평균 직경 2 mm, 5 mm, 10 mm)

로 선별하여 반응실험에 사용하였다(Fig. 3). 반응 전

초기 폐콘크리트 순환골재의 pH는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제2013-113호)을 준용하여, 분쇄한 순환골재 시료

5 g에 증류수 25 mL를 넣어(1: 5 ratio) 교반기(VM-

10, WiseMix)를 이용하여 충분히 혼합하여 1시간 정치

시킨 후, pH 측정기(pH/Ion S220, Mettler Toledo)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에 사용한 물은 3차 증

류수를 사용하였으며, 99.9 %의 순도인 액상 CO2를

사용하여 scCO2를 제조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한 순환골재의

pH 변화 실험

순환골재 용출수의 pH 중성화가 이루어지기위해서

는, 먼저 scCO2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순환골재의 pH

감소가 선행되어야 하므로, 이를 입증하기 위한 배치

실험을 수행하였다. 폐콘크리트 순환골재 시료는 골재

외벽에 부착된 시멘트 모르타르의 주성분인 석회(CaO),

실리카(SiO2), 알루미나(Al2O3) 및 산화철(Fe2O3) 등을

다량 포함되어있어서, 이들이 물과 반응할 때 Ca2+,

Mg2+, Si4+ 등 양이온이 용출되며, 경화과정에서 형성

된 다량의 수산화칼슘으로부터 OH-가 용해되어 물의

pH가 급격하게 상승하게 된다(Kim et al., 2016). pH

가 증가한 물에 scCO₂를 첨가하면, 중탄산이온

(HCO3
-)과 탄산이온(CO3

2-)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수소

이온(H+)이 생기고 추가 침전물(주로 방해석)이 생성

되면서 물의 pH가 내려가는 반응이 활발히 일어나, 결

국 순환골재의 pH가 낮게 유지되는 과정을 배치실험

을 통하여 입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은 스테인레스강철

로 제작된 150 mL 용량의 고압셀을 이용하였으며, 고

압셀 내부에 테프론 비이커를 고정시켜 사용하였다. 순

환골재 3종류(type A, type B, type C)에 대하여 입

자크기에 따라 분말상(powder: ‘p’로 표기), 세립상(평

균 직경 2 mm: ‘2’로 표기), 중립상(평균 직경 5 mm:

Fig. 3. A photograph showing the raw waste concrete core (type A) and recycled aggregates ((a): powdered, (b): 2 mm in

diameter, (c): 5 mm in diameter, and (d): 10 mm in dia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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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로 표기), 조립상(평균 직경 10 mm: ‘10’으로 표기)으

로 분류한 후, 총 7종류(type A-10, type A-p, type

B-10, type B-5, type B-p, type C-2, type C-p)에

대하여 scCO2 반응에 의한 수용액의 pH 변화 실험을

실시하였다. 고압셀 내부에 증류수 70 mL에 상온에서

건조한 각 골재시료 35 g(증류수: 골재 = 2:1 무게비

율)을 넣어 밀폐한 후, 고압펌프(260D Syringe pump,

Teledyne Isco)와 역압력조절기(BPR-6000, Hiflux)를

이용하여 액체상 이산화탄소를 주입하고 고압셀 내부

의 압력을 10 MPa (100 bar)로 유지하였다. 발열자켓

(Iwoo Scientific Corp.)으로 고압셀을 피복하여 고압셀

내부 온도를 50 oC로 유지시킴으로서, 셀 내부에 주입

된 액상이산화탄소가 초임계상으로 변화하도록 하였다.

이후 고압셀을 고압펌프로부터 분리하고 내부온도가

50 oC로 고정된 오븐에서 보관하였다. 총 50일 동안

scCO2-증류수-순환골재 반응을 실시하였으며, 일정 반

응 시간마다(1, 5, 10, 15, 30, 50일) 고압셀을 열어

상등액 10 mL를 채취하여 pH, 용존 양이온 및 음이

온 농도를 분석하였으며, 채취한 양 만큼 3차 증류수

를 다시 주입한 후, 초임계상 이산화탄소를 재 주입하

고 밀폐하여 총 50일간 오븐에 보관하였다. 채취된 상

등액의 pH를 측정하였고, ICP/OES(Optima 7000DV,

Perkin Elmer)와 IC(ICS-1000, Dionex)를 이용하여

주요 양이온(Na+, K+, Ca2+, Mg2+, Fe2+, Al3+,

Si4+)와 음이온(SO4
2-)의 농도를 정량분석하였다. 반응

전/후 골재 시료의 광물조성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X-

선 회절분석(XRD: X'Pert-MPD system, Philips)을

실시하였다. XRD 분석은 Cu-Kα타겟과 Ni-필터를 사

용하여 전압 40 kV와 전류 40 mA의 조건으로 분석

하였다. 반응이 끝난 골재 시료의 조직과 형태 및 2차

광물의 침전 등을 관찰하기 위하여 전계방사형 주사전

자현미경(SEM: SUPRATM 40, ZEISS) 분석을 실시하

였다. scCO2 반응과 무관한 순환골재 배경치 pH 값을

구하기위해, scCO2 대신 헬륨가스를 이용하여 C type

순환골재에 대하여 He가스-증류수-순환골재 반응실험

을 위와 같은 조건으로 반복 수행하였다. scCO2-물-순

환골재 반응 실험 과정은 Fig. 4에 나타내었다. 

2.2.2. scCO2로 처리한 순환골재의 용출수 pH 저감

실험

scCO2-물-순환골재 반응으로부터 순환골재에 존재한

수산화칼슘의 분해, 방해석을 포함하여 안정화된 침전

물 형성에 의한 pH 감소, 방해석의 재용출에 의한

buffering 효과(pH의 급상승 억제) 등에 의한 순환골재

용출수의 지속적인 pH 저감(중성화)를 규명하는 용출

배치실험을 수행하여, 순환골재 용출수의 pH 상승을

막는 scCO2 처리 기술의 효율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scCO2로 50일 처리한 순환골재와 처리하지 않은 순환

골재의 용출수 pH를 용출시간에 따라 비교하여,

scCO2 처리에 의해 순환골재의 중성화가 진행되어(pH

9.8 이하), 현장에서 재활용이 가능한 지를 평가하였다.

50일 동안 scCO2-물-순환골재 반응 후, 순환골재를 고

압셀로부터 분리하여, 증류수와 분리시킨 후 상온에서

건조하였다, 순환골재를 분말상으로 반응실험에 사용한

경우에는 건조 후 다시 분말상으로 제조하였다. scCO2

와 반응시킨 순환골재 시료와 반응시키지 않은 순환골

재 시료에 대하여 각각 골재시료와 증류수를 1:5 비율

(10 g: 50 mL)로 혼합한 후 10분 동안 150 rpm으로

교반한 후 정치시키고, 일정 시간 간격으로 용출수의

pH를 측정하였다. 반응시킨 골재와 반응시키지 않은

골재의 용출수 pH를 시간 별로 나타내어 pH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scCO2 반응에 의한 순환골재의 용출 수

pH 저감 효과를 규명하였다. 

2.2.3. scCO2로 1일 반응시킨 순환골재 용출수의 pH

저감 실험

순환골재를 scCO2로 50일 처리하는 과정은 실제 현

장 처리조건과 비용을 고려할 때 제한이 있으므로, 본

Fig. 4. Schematic of the experiment for the scCO2-water-recycled aggregate reaction at 50oC and 10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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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기술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scCO2로 1

일 반응시킨 후 순환골재 용출수 pH 저감 효과를 측

정하였다. 반응시간을 1일로 단축한 조건을 제외하고

다른 실험 조건은 2-2-2의 용출실험 조건과 동일하게

설정하여 용출실험을 반복하였다. 1일 반응 전/후 순환

골재의 광물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순환골재 Type

A를 큐브 모양 (약 3 cm × 3 cm × 3 cm) 으로 절단하

여 1일 동안 scCO2-물-순환골재 반응을 수행하였으며,

반응 전/후 골재 큐브 시료 표면에 대하여 SEM/EDS

분석을 실시하여, 1일 반응에 의한 순환골재 용출수의

pH 저감 효과를 나타내는 광물학적 원인을 규명하고

자 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scCO2-물-순환골재 반응에 의한 순환골재의

pH 변화 실험 결과

scCO2 반응실험 전 순환골재의 pH를 측정하였으며,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반응실험 전 순환골재

의 평균 pH는 모두 12보다 높은 값을 나타내어, 폐콘

크리트 순환골재의 재활용을 위해서는 순환골재의 pH

를 낮추어, 용출수의 pH를 9.8 이하로 유지하는 처리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순환골재 종류별 scCO2 반응시간에 따른 증류수의

pH 변화 결과를 반응시키지 않은 순환골재와 접촉한

증류수의 pH와 함께 Fig. 5에 나타내었다. 골재 종류

와 관계없이 scCO2와 반응한 지 1시간 경과 후 증류

수의 pH는 7 이하로 급격히 낮아지며, 약간의 차이는 있

으나 반응 50일 이후에도 pH가 8 이하로 안정되게 유

지되었는데, 이는 scCO2 일부가 지속적으로 증류수에

용해되며 생성된 수소이온(H+)이 수산화이온(OH-)과

중화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scCO2 대신 비활성기

체인 헬륨으로 반응시킨 C type-2 골재의 경우(Fig. 5

에서 붉은 선으로 표시된 값으로, 배경치를 의미함), 반

응 1일 이내에 증류수의 pH가 12이상으로 상승하며

지속적으로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나 일반 폐콘크

리트 순환골재의 초기 pH와 유사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밝혀졌다(Table 1 참조). 반응시간에 따른 증류수의 용

존 양이온과 음이온 농도 변화를 Fig. 6에 나타내었다.

scCO2와 반응하지 않은 순환골재의 경우에도 Ca2+의

농도가 200 mg/L로 높게 나타났는데(Fig. 6(b)의 붉은

선으로 표시된 값임), 이는 순환골재에서 수산화칼슘이

용출된 결과이며, 순환골재의 pH가 12 이상을 유지하

는 Fig. 5 결과와도 일치한다. scCO2와 반응시킨 경우

골재 종류와 관계없이 Ca2+, Si4+, Mg2+, Na+ 이온

농도는 scCO2와 반응하지 않은 경우보다 크게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scCO2가 증류수의 pH를

낮춘 결과이다. 다만 Al3+ 이온 농도의 경우 scCO2와

반응하지 않은 경우에서 더 높게 나타나(Fig. 6(e)), 증

류수의 pH가 12이상을 유지하는 환경에서는 Al3+가

착염수화물이온(hydroxide chelate: Alx(OH)y
-) 상으로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scCO2 반응에

의해 황산이온(SO4
2-)의 농도도 크게 증가함을 보여주

는데(Fig. 6(f)), 탄산이온(CO3
2-)뿐 아니라 이러한 착염

수화물이온과 황산이온들도 주변 양이온과 결합하여 2

차 침전물을 형성함으로써 수용액의 pH 증가를 추가

로 제어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은 고온/고압 상태에

서 증류수에 용존된 scCO2가 pH를 낮추며 지속적으

로 골재와의 지화학반응을 일으켜 골재의 용출특성을

변화 시킬 수 있음을 의미한다. 

scCO2 반응에 의한 순환골재의 특성 및 표면 변화

를 규명하기 위하여 반응 전/후 Type-A 골재 성분을

Table 2. The pH of three recycled aggregates before the reaction

Aggregate A-P-1 A-P-2 B-P-1 B-P-2 C-P-1 C-P-2

pH 12.92 12.86 12.89 12.99 12.44 12.46

Average pH 12.89 12.94 12.45

* A: A type, B: B type, and C: C type aggregate

Fig. 5. pH change of water during the scCO2-water-

recycled aggregate reaction at 50oC and 100 b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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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D로 분석한 결과를 Fig. 7에 나타내었으며, 반응 전/

후 골재의 SEM 이미지 분석 결과는 Fig. 8에 나타내

었다. XRD 분석 결과 scCO2 반응 전 순환골재에서는

예상대로 시멘트 주성분인 포트랜다이트(portlandite:

Ca(OH)2)와 미사장석(microcline: KAlSi3O8), 석고

(gypsum: CaSO4
·

nH2O) 등의 피크가 명확하게 보이

나, 50일 반응 후에는 이 광물들의 피크는 사라지고

대신 방해석(Cacite: CaCO3) 피크가 뚜렷하게 나타남

을 알 수 있다(Fig. 7). 이러한 결과는 scCO2-물-순환

골재 반응에 의해 순환골재 성분 중에서 pH를 증가시

키는 포트랜다이트는 용해되어 감소하고, 대신 다량의

방해석이 2차 광물로 침전되었음을 의미한다. Fig. 8의

SEM 영상들은 반응 후 순환골재 표면에 다량의 방해

석 결정들이 자형(euhedral)으로 생성되었음을 보여주

는데(Fig. 8(B)와 8(C)), 반응 중에 일어나는 방해석의

침전은 물에 녹은 CO3
2-를 소모하여 지속적으로 scCO2

가 물에 용해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scCO2로 처

리한 순환골재가 용출수와 접촉 시 용해되어 용출수의

pH가 급격하게 재상승하는 것을 막아주는 버퍼링

Fig. 6. Concentration of cations and sulfate ion in solution during the scCO2-water-recycled aggregate reaction at 50oC and

100 bar.

Fig. 7.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recycled aggregate

(type A-p) (a) before and (b) after 50 days reaction of the

scCO2-water-aggregate at 50oC and 100 bar (Al: albite,

Cal: calcite, Gp: gypsum, Mc: microcline, Ms: muscovite,

Qtz: quartz, and Po: portland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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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ing) 역할을 한다. 본 scCO2-물-순환골재 반응

실험 결과로부터 주입한 scCO2로부터 물로 용해되는

CO2에 의해 증류수의 pH가 낮게 유지되며, 이에 따라

순환골재의 pH 증가의 원인인 포틀랜다이트가 소멸되

고, 대신 골재 표면에 보다 안정적인 규산염, 탄산염

광물이 형성되는 용해/재침전 반응에 의해 순환골재의

pH 저감을 유도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2.초임계이산화탄소로 처리한 순환골재의 용출수

pH 저감 실험 결과

다음 단계에서는 scCO2로 반응시킨 순환골재와 반

응시키지 않은 순환골재에 대하여 반응이 종료된 후

접촉하는 용출수의 pH 차이를 측정하는 용출실험을 수

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Type-A와

Type-B 골재시료의 경우 입자크기와 관계없이 scCO2

Fig. 8. SEM-BSE photomicrographs of recycled aggregate ((A): before the scCO2-water-aggregate reaction; (B), (C), (D):

after 50 day reaction at 50oC and 100 bar).

Fig. 9. pH change of the extraction water for the aggregates with scCO2 treatment and without scCO2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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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반응시킨 순환골재 용출수의 pH는 3시간 용출이후

부터 9 이하를 유지하였으나, 반응시키지 않은 원래 순

환골재의 용출수 pH는 12-13을 유지하였다 (약 1,000

– 10,000배의 수산화이온 농도 감소 효과). 용출실험

결과로부터, 폐콘크리트 주성분인 포트랜다이트

(Ca(OH)2)를 포함하는 순환골재를 고온·고압 환경에서

scCO2와 반응시키는 경우, 수용액의 pH 감소에 의해

포틀랜다이트 성분은 분해되고, 용존하는 Ca2+ 이온은

물에 용해된 CO3
2- 이온과 결합하여 방해석으로 골재

표면에 재침전되어, 순환골재의 용출수 pH를 저감시켰

음을 알 수 있다(이는 3.1에서 scCO2 반응 전/후 XRD

분석 결과와 골재 표면 SEM 이미지 분석 결과와 일

치함). 위와 같은 실험 결과는 순환골재를 물과 접촉되

는 수직·수평 배수층에 재활용하는 경우 pH 9.8이하의

순환골재를 사용하여야 하는 현행 법률 조건을 충분히

만족하는 것으로(MOE, 2017), scCO2 처리에 의하여

순환골재의 pH를 중성화(9.8 이하)시켜 현장에서 재활

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3.3. scCO2로 1일 반응시킨 순환골재 용출수의 pH

저감 실험 결과

경제성과 현장 조건을 만족하기 위하여, scCO2 반응

을 1일 시킨 후 Type A 순환골재의 용출수 pH 저감

실험을 반복하였으며, 그 결과를 Fig. 10에 나타내었다.

Type A 순환골재를 입자별로 100 bar, 50 oC에서 scCO2

와 물로 1일간 반응시킨 경우, 용출수의 pH는 50일

반응 실험 결과와 유사하게 pH 9 이하를 유지하는 것으

로 나타나, scCO2로 1일 처리하는 과정만으로 순환골재

의 pH 저감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1일

반응 후 순환골재의 광물학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해 수

행한 SEM 분석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Fig. 11(a)

와 (c)는 scCO2 반응 전 Type A 골재 표면 사진이고,

Fig. 11(b)와 11(d)는 1일 반응 후 동일한 위치 사진이다.

1일 반응만으로도 순환골재의 시멘트 성분으로 이루어

진 석기(matrix)부분은 포트랜다이트의 용해작용에 의해

심한 풍화를 받은 흔적을 보이며(Fig. 11(b), 골재의

반정(phenocrysts) 표면에는 방해석(Fig. 11(e)와 11(g))

을 포함하여 다량의 2차 침전물(Fig. 11(f)는 침상의 철

규산염 광물)이 형성된 것이 보인다. 또한 scCO2 반응

시 용해된 다량의 양이온들의 일부가 수산화이온과 반

응하여 보다 안정적인 수산화물(예: Mg(OH)2)이나 무

결정의 규산염광물을 형성하여(Fig. 11(b)), 반응 후 순

환골재의 pH를 저감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폐콘크리트의 주성분인 포틀랜다이트(Ca(OH)2)를 다

량 함유하고 있는 순환골재를 건설현장에서 재활용하

기 위해서는, 순환골재의 pH 중성화가 이루어져 주변

수계에 환경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

서는 대기로 방출되는 CO2를 초임계화하여 고온
·
고압

Fig. 10. pH change of the extraction water after only one

day the scCO2-water-recycled aggregate reaction. 

Fig. 11. SEM-BSE photomicrograph of recycled aggregates

((a) and (c): before reaction, (b) and (d); after 1 day reaction;

boxes labelled ‘e’, ‘f’, and ‘g’ on (d) indicate the position of

image (e), (f), and (g); (h) represents the EDS peak o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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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에서 순환골재와 반응시켜, 순환골재 내 포들랜다

이트가 용해되어 생성되는 수산화이온(OH-)을 소비하

고, 방해석과 같은 2차 광물을 침전시켜 급격한 pH

변화를 완충시키는 지화학적 반응기작을 이용하여 순

환골재의 pH를 중성화(pH 9.8 이하로 유지)시킴으로

서, 다양한 건설현장에서 순환골재를 재활용 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활용한 순환

골재 중성화 기술이 상용화되면, 기존에 제약을 받았

던 순환골재의 재활용이 건설현장에서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 질 것으로 기대하며, 현재 본 기술과 관련하여

국내 특허 출원을 마치고 특허 등록을 기다리고 있다.

순환골재의 pH를 8.5 이하까지 낮추기 위해, 필요한

물리적/화학적 추가 기작에 대하여 추가 연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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