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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는 과거 1970~1980년대의 급격한 산업발전과 

함께 많은 수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건축물이 건설되었다. 

국내의 경우, 콘크리트 구조물과 건축물의 수명은 대략 30

년으로 보고 있다(Ministry of Land, Infrastructure, and 

Transport, 2018). 과거 산업화 시기에 지어진 다량의 콘크

리트 구조물과 건축물이 한계 수명에 도달하여 노후화에 

따른 해체 및 재건축이 활발하여 다량의 건설 폐기물이 배

출되고 있다. 수치상으로도 2011년 186,417톤에서 2016

년 199,444톤으로 증가하여 지속적인 배출량 증가 추세에 

있다(Ministry of Environment and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6). 현재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중 약 98% 

가량을 재활용하고 있으며, 재활용 용도는 주로 도로보조

기층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용, 채움재용, 수평배수층용 정

도이다(Kim and Chung, 2012). 이러한 건설폐기물 재활용 

공정에서는 용도에 따른 파분쇄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 과

정에서 발생하는 다량의 미분이 불순물 분리를 위해 투입

되는 물과 혼합되어 슬러리 형태로 배출되는데, 이 슬러리

는 침전 및 탈수 공정을 통해 수분을 제거한 후 슬러지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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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paper investigated the multistep hydrocyclone particle classification for efficient and environmentally-safe 

use of by-product slurry from waste concrete treatment. The sludge obtained from the de-watering process of waste concrete 

treatment slurry is mixed with tap water at different solid-to-liquid ratios (%). Overall, the multistep hydrocyclone system 

appropriately classified the waste concrete slurry into three different particle sizes. Nevertheless, selectivity increase was 

observed with particle size under 2 µm regardless of the solid-to-liquid ratio. It is induced by scrubbing of the aggregates 

during particle size measurement, which were discharged as underflow during the hydrocyclone process. The multistep 

particle classification system proposed in this study effectively separated the fine particles in the slurry emitted from waste 

concrete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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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폐콘크리트 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의 효율적이고 친환경적인 이용을 위해 다단계 분급을 통해 슬러

리 내 미분을 입도별로 분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폐콘크리트 재활용 공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로

부터 수분을 제거한 슬러지를 다양한 고액비 조건에서 3단계 습식사이클론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급실험을 수행하였

다. 전반적으로 사이클론 단계별로 입도가 분리되어 폐콘크리트 슬러지의 입도 분리가 비교적 잘 진행되었다. 그러나 

모든 고액비 조건에서 2 µm 이하 입도 구간에서는 selectivity가 증가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원시료 중 일부 응

집제에 의해 뭉쳐졌던 입자가 해쇄되지 못하고 underflow로 배출된 후 입도 분석 과정에서 해쇄되어 미립으로 분석된 

것이 원인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 설계한 다단계 분급 시스템을 통해 적절한 고액비로 조절한 폐콘크리트 슬러리

를 투입할 경우 미분을 효과적으로 입도별로 분급처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습식사이클론, 폐콘크리트, 다단계분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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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폐기물로 배출되게 된다. 특히, 순환골재의 품질 향상을 

위해 생산 과정에서 파쇄 공정을 반복적으로 수행하여 모

르타르 성분을 제거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미분의 발생

량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Kim et al., 

2015a). 이 때 슬러지에 포함되는 미분은 건설폐기물 처리

장으로 유입되는 폐콘크리트의 전체량의 약 40%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현재는 이 슬러지에 대한 대책이 

미흡한 상황으로 대부분 폐기되고 있다(Shin et al., 2016).

폐콘크리트 분쇄 슬러리의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여러 

연구들이 수행된 바 있다. Song et al.(2014)는 폐콘크리트 

분쇄 슬러리 내 미분을 이용한 저탄소형 시멘트 재료로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폐콘크리트 분쇄 슬러리를 

이용하여 시멘트 생산 시 클링커의 운전 조건을 적절히 조

절하여 수화열이 낮은 저탄소형 시멘트 생산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보였다. Kim et al.(2015a)는 폐콘크리트 슬러

리 내 미분의 활용성 증대를 위한 도로포장용 충전재 활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기준 압축강도가 낮은 편

인 일반도로용(18~25 MPa)으로 사용이 가능하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습식사이클론(Hydrocyclone) 분급기는 원심력과 물질의 

비중 차이를 이용하여 물질의 침강 속도를 가속하여 고체를 

입도별로 분리하거나 고액 분리 또는 액액 분리가 가능한 장

치이다. 처리 용량에 비해 설비의 크기가 작아 공간을 적게 

차지하고 구동에 필요한 동력이 낮아 경제적 운용이 가능하

며 특히 미립분의 분급에 효과적인 기기이다(Shin et al., 

2015). 습식사이클론의 처리가능 입도와 성능은 사이클론

의 직경(내경)에 의해 주로 결정되며, 각 부위(주입구, 

vortex finder, apex valve)의 직경 및 사이클론의 길이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사이클론으로 투입

되는 슬러리의 고액비, 주입 속도, 압력 차와 같은 운전 조건

에 따라 분급 성능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5b). Shin et al.(2015)에 따르면, 원시료 주입 압력

을 증가시킬 경우 Underflow 산물의 평균 입도가 감소하는 

결과를 보이며, 원시료의 고액비가 증가할수록 Underflow 

산물의 함수율이 낮아져 습식사이클론의 탈수효과가 증가

하는 효과를 보였다. Kim et al.(2015)은 광물찌꺼기를 이용

한 습식사이클론의 정밀분급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여 원시

료 주입압력이 감소할수록 분리입도가 증가하며, 고액비가 

증가할수록 분리입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Shin et al.(2016)에서는 폐콘크리트 슬러리 내 미분의 구

성 광물의 비가 입도에 따라 달라지는 결과를 확인한 바 있

다. 미립으로 갈수록 탄산염 광물과 백운모의 구성비가 증

가했으며, 중금속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관거 주변 지반 채움재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고

유동 콘크리트의 경우, 미립 입자를 첨가함으로써 주입성

의 증가 등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2). 이외에도 슬러리 재활용 처

리 시 슬러리 내 미분의 입도 분리를 통해 각 입도 구간의 광

물·화학적 조성에 따른 환경적으로 안전한 재활용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슬러리 내 미분을 

효과적으로 분리 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슬러리 고액비가 폐콘크리트 분말 슬러리

의 분급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폐콘크리

트 슬러리를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다양한 고액비에

서 3단계의 습식사이클론을 이용하여 분급 실험을 진행하

였으며, 각 단계별 overflow와 underflow로 배출되는 슬러

리의 고액비와 입도 분포를 조사하여 분급효율곡선을 통해 

분급 효율을 확인하였다.

실험방법

폐콘크리트 슬러리의 미분 다단계 분급 실험을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인천시 소재 건축폐기물 재활용 업체에서 

순환골재 생산 후 발생하는 슬러리를 이용하였다. 폐콘크

리트 처리 공정 중 응집제를 이용한 침전 공정을 거친 후 필

터프레스 공정을 통해 수분이 감소된 슬러지를 채집하여 

사용하였다.

폐콘크리트 미분 원시료의 입도 분석 결과 D10 = 2.625 

µm, D50 = 16.528 µm, D90 = 69.558 µm로 나타났다(Fig. 1). 

전체 시료 중 약 96%가 75 µm 이하 크기로 나타나 본 연구에 

사용된 폐콘크리트 슬러지의 입도가 기존에 알려진 수치와 

유사하게 나타나 실트 성분이 적정이 제거된 것을 알 수 있

다(Shin et al., 2015).

분급 실험에 사용된 시스템은 연 300 m3급 파일롯 폐콘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f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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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트 슬러리 분급 처리 설비로써 Fig. 2에 모식도로 나타

내었다. 폐콘크리트 처리 업체에서 획득한 슬러지는 잔류 

수분에 의해 뭉쳐있어 믹서기를 이용하여 해쇄 처리를 진

행한 후 #50 sieve(0.3 mm)를 이용하여 체거름 한 후 사용

하였다. 해쇄된 슬러지를 혼합조(Mixing tank)에서 정해진 

고액비(1, 2, 5%)에 따라 물과 일정 비율로 혼합하여 1일 이

상 교반한 후 사용하였다. 폐콘크리트 처리 시설에서 발생

하는 슬러리는 원료 물질 변화나 외부 요인에 의해 1~5% 

내외에서 배출되므로 실험 시에 이 조건을 반영하였다. 분

급 실험에 사용된 습식사이클론은 Airsys社에서 제작하였

으며, 각 단계별로 4, 2, 1 인치 크기의 사이클론를 사용하였

다. 실험은 혼합조 내 슬러리를 공급조(Slurry tank)에서 사

이클론으로 설계 압력(각각 0.5, 2.5, 3.4 bar)에 따라 주입

하였다. 습식사이클론 내부로 이송된 슬러리에 포함된 입

자 중 상대적으로 큰 입자는 하부로 이송되어 underflow로 

배출되며,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는 overflow로 배출된다. 

각 단계별 사이클론에서 배출되는 underflow 슬러리는 하

부에서 별도로 채집하였으며, overflow 슬러리는 다음 단

계 공급조(Slurry tank)로 이송되었다. 각 단계별 underflow 

슬러리와 overflow 슬러리는 입도 분석과 고액비 분석을 

위해 50 mL씩 채집하였다.

입도 분석은 Malvern사의 Mastersizer 2000과 Hydro 

2000 MU를 이용하였다. 원시료의 입도 분석은 슬러지를 

고액비 1% 조건으로 물과 혼합하여 측정하였다. 습식사이

클론으로 주입되는 Feed 슬러리 및 Overflow 산물, Underflow 

산물의 고액비는 오븐을 이용하여 110°C에서 24시간 건조 

후 질량 비교를 통해 획득하였다.

실험결과 및 고찰

Fig. 3은 각 싸이클론(#1, #2, #3)에서 입도 분리 후 feed, 

overflow, underflow의 평균입도를 나타낸다. 고액비에 따

른 각 사이클론 통과 후의 overflow의 평균입도는 큰 차이가 

없으며, underflow의 경우에도 습식사이클론 #1에서 큰 입

Fig. 2. Schematic diagram of multi-step hydrocyclone particle classification system.

(a) (b) (c)

Fig. 3. The median particle size of feed, overflow, and underflow at a solid to liquid ratio of (a) Hydrocyclone #1, (b) Hydrocyclone 

#2, and (c) Hydrocyclon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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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이 대부분 분급처리 되면서, 사이클론 #1의 underflow에

서만 평균입도가 비교적 큰 차이를 보였고, 사이클론 #2와 #3

에서는 공정 후 평균입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각 고액비 조건에 따라 각각 사이클론으로 투입되는 feed 

슬러리와 underflow로 배출된 슬러리의 실제 고액비를 측

정해 보았다(Table 1). 1단계 사이클론으로 투입되는 feed 

슬러리의 고액비는 설정된 조건과 유사한 값을 보여 원시

료의 교반이 효율적으로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다만, 고

액비 1% 조건 중 사이클론 #2 feed, underflow의 고액비가 

사이클론 #1 feed, underflow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는데, 

이는 주입 펌프의 특성으로 인해 Feed의 시간별 고액비가 

일정하지 않아 발생하는 현상으로 판단된다. 각 분급 단계

가 진행됨에 따라 feed 슬러리의 고액비가 감소하며 각 조

건별 고액비의 차이가 줄어들어 3단계 사이클론의 feed 슬

러리에서는 고액비의 차이가 크지 않았다.

실제 폐콘크리트 처리 공정의 경우 투입되는 건축폐기물의 

종류와 운전 조건 및 외부 환경 조건에 따라 배출 슬러리의 고

액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본 연구와 같이 다단계 습식

사이클론 시스템을 설치하여 분급 처리할 경우, 투입 시료의 

고액비 조건에 큰 영향을 받지 않고 2단계 및 3단계 습식사이

클론에서는 일정한 결과물을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고액비가 분급 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고액비 조건별(1, 2, 5%) 각 습식사이클론의 분급 실험 결

과를 트롬프 곡선으로 나타내었다(Figs. 4~6).

트롬프 곡선 분석 결과, Fig. 3의 평균 입도 분석 결과와 

같이 모든 고액비 조건에서 분급 처리에 의해 단계별로 평

균 입도가 낮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실험 조건별 

분급 효율은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1)

여기서, I는 분급 효율(imperfection)을 나타내며, d75, d25, 

d50은 각각 selectivity value가 75%, 25%, 50%일 때 통과 

입도를 나타낸다. 트롬프 곡선에 의해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고액비가 증가할수록 각 단계별 사이

클론의 분급 효율 수치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며 이상적 

분급효율에 접근하는 결과를 보였다.

모든 실험 조건에서 트롬프 곡선이 0에 닿지 않는 By-pass

효과를 보였다. 이는 사이클론으로 투입된 시료 중 입자의 

일부가 분급이 되지 않고 underflow 배출구로 배출된 것을 

나타낸다(Cho and Kim, 1999). 이와 함께, 고액비 1%와 

2% 조건에서는 입도 70~80 µm 구간에서 Selectivity 값이 

낮아지는 결과를 보였다. 이는 사이클론 분급 과정에서 상

대적으로 큰 입자들이 underflow 배출구로 배출되지 못하

고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들과 함께 overflow 배출구로 함

께 배출된 것을 나타낸다. 그러나 고액비 5% 조건에서는 

이러한 Selectivity 저하는 관찰되지 않았다. 고액비 1%와 

2% 조건에서는 1 µm 이하 구간에서 selectivity가 높게 나

타났으나 고액비가 5%까지 증가하면서 selectivity값의 증

가량도 줄어들었다.

트롬프 곡선에서 나타나는 Selectivity 저하는 본 연구에

서 사용된 폐콘크리트 슬러지 시료 내 응집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폐콘크리트 처리 

공정에서는 응집제를 이용하여 폐콘크리트 슬러리 내의 고

체 입자의 응집 작용을 유도한 뒤 필터프레스를 이용하여 

고액분리 공정을 진행한다. 이 때 배출되는 폐콘크리트 슬

러지 내 미분은 응집제에 의해 입자가 뭉쳐진 형태로 존재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서 언급한대로 폐콘크리트 슬

러지를 현장에서 채집하여 실험실에서 해쇄 공정을 거친 

후 1일 이상 교반한 후 사용하였음에도 미분의 해쇄가 완전

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입도 분석 과정

에는 입자의 분산을 위해 초음파를 이용하는데, 이로 인해 

Table 1. Actual solid to liquid ratio of feed slurry and underflow slurry

Solid to liquid ratio 1% 2% 5%

Hydrocyclone No. #1 #2 #3 #1 #2 #3 #1 #2 #3

Feed 1.14 1.23 0.71 1.96 1.44 1.01 5.50 3.19 1.67

Underflow 7.97 9.33 1.29 13.92 11.24 2.82 42.41 23.94 4.92

Table 2. Imperfection value of hydrocyclones at a different solid to liquid ratio

Solid to liquid ratio Hydrocyclone #1 Hydrocyclone #2 Hydrocyclone #3

1% 0.44 0.50 0.68

2% 0.42 0.51 0.65

3% 0.42 0.41 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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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쳐져 있던 미분이 해쇄되어 2 µm 이하의 미분으로 측정

된 것으로 보인다. 결국 2 µm 이하의 입자가 뭉쳐진 상태로 

underflow로 배출됨으로써 Selectivity 값이 증가하는 원인

이 된 것으로 보인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콘크리트 슬러리를 3단계 습식사이클

론 분급 시스템을 통해 입도별로 분리하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원시료를 직접 분급 처리한 습식사이클론 #1의 경우, 

원시료의 변동이나 고액비 차이에 따라 산출물의 평균 입

도가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사이클론 #2와 #3에

서는 고액비에 따른 평균 입도의 유의미한 차이는 관찰되

지 않았다. 트롬프 곡선 분석 결과, 고액비에 따른 분급 효

율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낮은 고액비에서는 많은 

양의 수분으로 인해 미분과 비교적 큰 입자(>50µm) 분급 

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볼 때, 폐콘크리트 처리 고정에서 

발생하는 슬러리 내 미분의 활용을 위해서는 응집제 처리 

전의 슬러리를 대상으로 다단계 습식사이클론 공정을 적용

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 폐콘크리트 처리 공정에

서 발생하는 슬러리의 고액비가 낮아지면 분급 효율이 떨

어지는 결과를 보였으며, 슬러리 내 미분의 입도 분리 효율 

증대를 위해서는 슬러리 배출 시 고액비를 5% 가량으로 유

지하는 것이 유익하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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