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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aste concrete powder from the nuclear-decommissioning
facilities has been utilized as recycling cement.
Most of soil waste has not been used or recylced, and the efforts
are needed to produce non-sintered cement using the clay
minerals in the soil waste.
The recycling of concrete and soil wastes can render collateral
benefits such as the volume reduction and safe disposal of
radioactive wastes.

ABSTRACT
Globally, nuclear-decommissioning facilities have been increased in number, and thereby hundreds of thousands of wastes, such as
concrete, soil, and metal, have been generated.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numerous efforts and researches on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volume reduction and recycling of solid radioactive wastes, and this study reviewed and examined thoroughly such
previous studies. The waste concrete powder is rehydrated by other processes such as grinding and sintering, and the processes
rendered aluminate (C3A), C4AF, C3S, and β-C2S, which are the significant compounds controlling the hydration reaction of concrete
and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olidified matrix. The review of the previous studies confirmed that waste concretes could be used
as recycling cement, but there remain problems with the decreasing strength of solidified matrix due to mingling with aggregates.
There have been further efforts to improve the performance of recycling concrete via mixing with reactive agents using industrial byproducts, such as blast furnace slag and fly ash. As a result, the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olidified matrix was proved to be
enhanced. On the contrary, there have been few kinds of researches on manufacturing recycled concretes using soil wastes. Illite and
zeolite in soil waste show the high adsorption capacity on radioactive nuclides, and they can be recycled as solidification agents. If the
soil wastes are recycled as much as possible, the volume of wastes generated from the decommissioning of nuclear power plants
(NPPs) is not only significantly reduced, but collateral benefits also are received because radioactive wastes are safely disposed of by
solidification agents made from such soil wastes. Thus, it is required to study the production of non-sintered cement using clay
minerals in soil wastes. This paper reviewed related domestic and foreign researches to consider the sustainable recycling of concrete
waste from NPPs as recycling cement and utilizing clay minerals in soil waste to produce unsintered 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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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전세계적으로 해체 대상 원자력 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원자력 시설을 해체하게 되면 수십만 톤의 콘크리트, 토양, 금
속 등의 폐기물이 발생한다. 따라서 고상 방사성 폐기물 감용 및 재활용 기술에 대한 기존 연구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은 소성 및 분쇄와 같은 추가적인 공정을 통하여 재수화 반응이 일어나며, 시멘트 수화 반응 및 고화체 압축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화합물인 aluminate (C3A), C4AF, C3S, β-C2S가 생성된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골재의 혼입으로 인한 고화체의 강도 저하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은
현재까지 연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성분 조정재로 혼합하여 재
생 시멘트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고화체의 압축강도가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폐토양을 재활
용한 비소성 시멘트의 제조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폐토양 내 함유된 일라이트와 제올라이트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흡착능이 우수하며, 이를 고화재로 재활용하면 원전 해체 폐기물의 부피를 저감함과 동시에 방사성 폐기물을 안전하게 담
지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폐토양 내 점토 광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의 제조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국내외 연구를 통하여 원전 해체 폐기물인 콘크리트의 재생 시멘트로서 재활용 가능성
및 개선 방안과 더불어 폐토양 내 점토 광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 제조에 대한 연구 필요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주요어 : 원전 해체 시설, 방사성 폐기물, 재생 시멘트, 비소성 시멘트, 고화재

1. 서 론
노후화된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지속적 원자력 산업을
위한 순환과정의 일환으로서, 국내외적으로 해체 대상이
되는 원자력 시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Moon,
2013; Song, 2016). 기존 원전의 수명 연장과 신규 원전
의 추가 및 해체 시설 등의 각종 원자력 시설에서 발생
하는 방사성 폐기물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국제
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의
통계에 의하면, 전 세계의 원전은 2020년 02월 기준으로
445기가 가동 중이며, 192기가 영구 정지되어 있으며, 이
중 21기만 해체가 완료된 상태에 있다(Lee, 2020; IAEA,
2021). 국내 원자력 시설은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가
영구 정지된 상태이며, 2029년까지 순차적으로 12기가
영구 운전 정지되어 원전 해체될 예정이다. 이러한 원자
력 시설을 해체하게 되면 수십만 톤의 폐기물이 발생하
기 때문에 폐기물에 대한 감용 및 재활용 기술의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Lee et al., 2016; Choi
et al., 2020; Lee, 2020).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이러
한 건설 폐기물 재활용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미흡하며,
재활용 기술 수준 또한 아직까지 미비한 편이다(Ahn et

al and Park, 2013; Lee et al., 2018).
원자력 시설 건물은 철근콘크리트 구조로 되어 있어 원
전 해체 시에는 다량의 콘크리트 방사성 폐기물과 폐 토
양, 금속폐기물 등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Min et al.,
2009; Abdel Geleel and Mahmoud, 2012). 원전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대부분 극저준위로
분류되지만, 전체 폐기물 중 콘크리트 폐기물이 60-80%
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한다(Sawada et al., 2005; Min et
al., 2009; Sasaki et al., 2009). 이러한 콘크리트 폐기물
을 재활용하기 위해 열처리 및 기계적 처리 방법을 통하
여 골재와 페이스트를 분리하며, 골재의 경우 분류된 골
재를 크기에 따라 5mm 체가름 기준으로 굵은 것을 순환
굵은 골재, 작은 것을 순환 잔골재로 재활용하는 것이 일
반적이다(Cheon et al., 2018). 순환 골재 생산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페이스트와 잔골재 미분과 같은 폐미분
말은 소성 및 분쇄와 같은 추가 공정을 통하여 재수화
반응이 일어날 수 있으며, 폐기물 처리용 소재 제조 시
필요한 무기물질인 calcium silicate hydrate (CSH),
Ca(OH)2, SiO2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서 이를 원전 해
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 처리용 고화재로
재활용할 경우 방사성 폐기물 발생량 및 처분 비용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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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할 수 있다(Malviya, 2006; Kim et al., 2020). 또한, 폐
토양 내 실트 및 점토에는 방사성 핵종의 흡착성능이 우
수한 illite, zeolite와 같은 점토 광물이 존재하며, 이를 고
화재로 재활용하여 핵종의 흡착율을 증가시켜 방사성 폐
기물의 안전한 처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
에서 사용된 고화재와 고화체의 용어간 차이점이 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두 용어의 차이를 간략하게 설명하면, 고
화(solidification)는 굳치는 현상을 표현하는 개념이며, 여
기에 사용되는 재료를 고화재, 고화재를 이용하여 방사
성 폐기물 등을 담지하여 제조한 물체를 고화제라 한다
(Lee et al., 2015).
폐콘크리트 내 시멘트 페이스트와 잔골재 미분말과 같
은 폐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한 연구는 200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으나, 내부 잔골재 성분으로
인한 강도 부족 및 화학 성분의 불균형 등의 문제점이
남아있다(Shin, 2003; Kang et al., 2011). 이러한 문제점
을 보완하기 위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비산회(fly ash)를 성분조정재로 혼합하여 재
생 시멘트의 성능을 증진시키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Oh
and Kim, 2002; Jang, 2003; Oh, 2005; Yeon et al., 2008).
그러나, 방사화가 진행된 폐콘크리트를 재생 시멘트 및
재생 골재로 재활용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까
지 수행된 대표적인 연구는 프랑스의 Commissariat à
L'énergie Atomique et Aux Έnergies Alternatives (CEA),
네덜란드의 Keuring van Electrotechnische Materialen
(KEMA), 영국의 British Nuclear Fuel Limited (BNFL)과
공동으로 연구한 DECO 공정으로서, 600oC 이상의 고온
열처리를 통한 방사성 콘크리트 폐기물 일부를 재활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Binkhorst and Cornelissen, 1998;
Min et al., 2009; Mun et al., 2017).
본 논문은 기존 문헌 연구를 통해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다량으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토양을 재생 시멘트 및
비소성 시멘트로 재활용하기 위해 건설 폐기물과 같은
일반적으로 발생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활용한 기존
의 관련 문헌들에 대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세부적으로
는 (1) 콘크리트 폐기물을 이용한 재생 시멘트의 재활용
가능성, (2) 콘크리트 폐기물과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재
생 시멘트의 고품질화, (3) 점토 광물 및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알아보았
으며, (4) 기존 문헌 연구 결과로부터 도출된 시사점과
향후 연구가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2.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 시멘트 활용 가능성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콘크리트 폐기물을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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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시멘트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1차적으로 열처리 및
기계적 처리 방법을 통한 골재와 페이스트를 분리하고 2
차적으로 소성 및 분쇄와 같은 공정을 통하여 재생 시멘
트로 활용할 수 있다(Byun et al., 2004). 이러한 폐콘크
리트를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폐콘크리트 및
재생 시멘트에 대한 화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을 분석한
연구들이 현재까지 수행되고 있다(Park et al., 2004; Kim
et al., 2005; Lee et al., 2013; Kim and Chung, 2019). 폐
콘크리트의 화학적 조성은 모든 연구에서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폐콘크리트를 소성 처리함에 따라, 시멘트 수화반
응 및 고화체의 압축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화합물인
aluminate(C3A, 3CaO·SiO2), C4AF(Ferrite, 4CaO·Al2O3·Fe2O3),
C3S(Alite, 3CaO·SiO2), β-C2S(Belite, 2CaO·SiO2)가 생성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Park et al., 2004; Shi and FernándezJiménz, 2006; Saleh et al., 2019). 이러한 주요 화합물은
식 (1)-(2)와 같은 수화반응을 일으켜 시멘트의 강도를 발
현시킬 수 있다(Kim and Jo, 1999).
2(2CaO·SiO2) + 4H2O → 3CaO·2SiO2·3H2O + Ca(OH)2
(1)
2(3CaO·SiO2)
3Ca(OH)2

+

6H2O

→

3CaO·2SiO2·3H2O

+
(2)

폐콘크리트를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한 기존의 연구에
서 골재의 혼입으로 인한 고화체의 압축강도 저하와 같
은 문제점이 항상 제기되어 왔으나, 골재와 페이스트의
분리 기술이 확립되지 않음에 따라, 산업부산물을 첨가
제로 이용한 재생 시멘트의 성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
안을 제외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2절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문헌들을 통하여 폐콘크리트
에서 파생되는 폐 미분말, 골재를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
하기 위하여 (1) 폐콘크리트의 주요 화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과 같은 기초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2) 폐콘
크리트를 재생 시멘트로 이용하여 제조한 고화체의 모르
타르 유동성, 압축강도, 침출성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2.1.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 시멘트의 특성
본 연구의 목적은 원전 해체 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를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한 기존의 문헌에 대하여 고찰
하는 것이지만, 실제 방사화가 진행된 폐콘크리트는 일
반 실험실로 반출이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본 연구에
서 설명하는 폐콘크리트는 실제 원전에서 채취한 미분이
아닌 일반 폐콘크리트로부터 선별한 것으로서, 이를 재
활용한 재생 시멘트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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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chemical properties of portland cement and waste concrete powder

Portland cement

Type

Particle size
(mm)

-

-

Paste material

Waste cement
powder
Recycled
aggregate

Chemical composition (wt%)
CaO

SiO2 Al2O3 Fe2O3 MgO

SO3 Others LOI

63.3

24.7

1.5

5.8

2.5

2.0

0.1

References

-

Yeon et al., 2008

61.6

21.4

4.7

3.5

2.3

2.1

-

2.9

Mun et al., 2017

< 0.15

62.0

21.3

5.4

3.5

3.3

1.64

-

1.0

Oh, 2005

< 0.15

56.7

17.2

4.5

2.5

2.4

1.0

-

-

Ahn and Park, 2013

-

56.5

17.9

3.8

3.1

1.9

1.6

-

14.1

Mun et al., 2017

< 1

12.2

68.5

10

4

0.8

-

-

Min et al., 2009

< 0.15

22.8

39.4

10.1

2.3

1.8

-

-

Ahn and Park, 2013

> 20

25.3

35.6

8.7

18.3

-

-

12.1

-

5-20

36.8

28.9

6.7

15.9

-

-

11.6

Shin et al., 2013

2.5-5

40.1

28.2

7.4

13.4

-

-

11.0

-

0.4-2.5

44.2

26.1

7.0

12.5

-

-

10.2

-

< 0.4

50.4

21.6

5.9

13.0

-

-

9.0

-

-

24.1

48.8

12.8

4.8

2.3

1.2

6.35

9.7

Mun et al., 2017

9.51

4.2

Jeong et al., 2017

-

26.2

49.1

8.3

2.0

1.6

1.0

-

14.3

57.1

10.8

5.4

1.9

1.0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재생 시멘트는 순환 골재 생산과
정에서 발생되는 시멘트계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하
며, 입도 크기 및 잔골재의 혼입에 따라 미분말의 화학
적 성분은 상이할 수 있다. 이러한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이용한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한 폐콘크리
트 미분말의 화학적 성분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페이
스트 모재에서 파생된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경우 포틀랜
드 시멘트와 화학 성분이 유사하게 나타났다. 일반적인
순환 골재로부터 파생된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경우 잔골
재가 혼입됨에 따라 SiO2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CaO 함
량은 약 30% 미만의 함량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입자 크기가 감소할수록 시멘
트의 수화반응에 영향을 미치는 CaO 함량이 증가하였으
며, 이를 통하여 재생 시멘트의 제조에 있어 세립질의 폐
콘크리트 미분말보다 미립질의 폐콘크리트 미분말이 더
욱 적합한 것을 확인하였다. Ahn et al. (2013)은 잔골재
미분말의 혼입에 따른 폐콘크리트 미분말 내 잔골재 치
환에 따른 구성 성분의 함량 변화를 통하여 CaO 성분이
점차 감소하게 되는 것을 제시하였으며, 순환 골재에서
발생되는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평균 잔골재 성분이 5070% 함유되어 있음을 제시하였다(Fig. 1). 그러나, Shin
et al. (2013)은 순환 골재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입도가
감소함에 따라 CaO 함량이 증가하며, 최대 50.4 wt%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순환 골재 원료인 폐
콘크리트의 구성 성분이 상이함에 따라 화학적 성분이
달라질 수 있으며, 잔골재의 혼입을 줄일 수 있는 기술

Kim et al., 2015

Fig. 1. Variation in the content of constituents according to the
replacement of waste concrete powder and fine aggregate (data
from Ahn et al., 2013).

이 도입될 시, 고품질의 재생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이용하기 위해서
는 시멘트의 수화반응 및 고화체의 초기 강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β-C2S, C3S와 같은 주요 화합물이 존재하
여야 하며, 이러한 주요 화합물은 소성 과정을 거침에 따
라 식 (3)-(4)와 같은 열분해 반응에 의하여 생성될 수 있
다(Qin and Gao, 2019; Qin and Gao, 2019).
Ca(OH)2 → CaO(s) + H2O(g)

(3)

2CaO + SiO2 → 2CaO·SiO2(β − C2S)

(4)

원전 해체 콘크리트 폐기물의 재활용에 대한 고찰

Mun et al. (2017)은 소성하지 않은 폐콘크리트 미분말
내 Ca는 Ca(OH)2의 형태로 존재하나, 500oC 이상의 소
성 조건에서는 열 분해반응에 의한 Ca(OH)2의 형태가 현
저히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600oC 이상의 소
성 조건에서는 방해석(Calcite, CaCO3)의 탈탄산반응에 의
하여 생석회(lime, CaO)가 생성되며, 900oC 이상의 소성
조건에서는 대부분의 방해석이 생석회의 형태로 변환되

Fig. 2. XRD analysis results of waste concrete powder before
and after sintering (data from Mun et al., 2017).

Fig. 3. XRD analysis results of recycling cement and normal
cement (data from Oh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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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Oh (2005)은 700oC로 소성
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와 재생 시멘트 모두 시멘트 수
화반응의 주요 화합물인 β-C2S, C3S가 생성되는 것을 확
인하였으며, 재생 시멘트의 경우 잔골재의 혼입에 따라
SiO2의 피크가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높게 나타난 것
을 확인하였다(Fig. 3). 이를 통하여, 폐콘크리트의 미분
말을 재생 시멘트로서 이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으며,
CaO의 생성이 확연하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700oC로 소
성할 경우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한 재생 시멘트의
제조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된다.
2.2. 폐콘크리트를 이용한 고화체 특성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한 모르타르 유동성은 유리
석회의 소화에 의한 분화 현상이 일어남에 따라 산업부
산물을 혼합한 재생 시멘트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며,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혼합할 경우 유리석회 감소 등의
효과로 인해 유동성이 개선되는 것을 확인하였다(Kang
et al., 2011). 이러한 이유는 폐콘크리트 미분말에 혼합
된 잔골재 표면의 미세균열 및 표면에 부착된 페이스트
에 의하여 유동성이 저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Lim et
al., 2007). 그러나,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한 모르타
르 유동성에 대한 연구는 거의 수행되지 않음에 따라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 제조를 위한 고화재
로 이용할 경우, 원전 해체로 인하여 발생되는 방사성 폐
기물 발생량 및 처분 비용을 저감 할 수 있다. 그러나, 폐
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이용한 고화체의 경우
폐콘크리트 미분말 내 혼입된 잔골재 성분으로 인하여
고화체 압축강도 인수기준 3.44 MPa를 만족하기 어려우
며, 방사성 폐기물을 담지할 경우 고화체의 강도는 더욱
감소할 것으로 생각된다(Kim et al., 2013; Ye et al., 2020).
Ahn et al. (2013)은 폐콘크리트 미분말 내 잔골재 혼합
율이 증가함에 따라 재생 시멘트의 강도가 크게 저하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잔골재의 혼입에 의한 재생
시멘트의 수화성 회복에 영향을 미치는 CaO 함량이 감
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Fig. 4). 이러한 문제에
따라 고로슬래그, 비산회와 같은 산업부산물을 성분조정
재로 첨가하거나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와의 배합을 통하
여 고화체의 특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Lim
et al., 2007). 본 절에서는 재생 시멘트 고화체의 고화재
로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단일로 사용하거나, 일반 포틀
랜드 시멘트와 배합한 고화체의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
으며,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산업부산물을 첨가제로 이용
한 고화체의 특성은 3절에서 제시하고자 한다.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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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Variation in the compressive strength of recycling cement
according to the mixing rate of fine aggregates in the waste
concrete powder (data from Ahn et al., 2013).

멘트로 이용하여 제조한 고화체에 대하여 배합비에 따른
압축강도를 Table 2에 정리하였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단일로 이용한 연구에서 재생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고화
체 인수기준인 3.44 MPa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Min
et al., 2009; Ahn and Park, 2013; Mun et al., 2017). 그
러나, Mun et al. (2017)의 연구에서는 압축강도가 양생
7, 28일 모두 3.44 MPa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앞서
2.1절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폐콘크리트의 구성 성분 및

잔골재의 혼입에 따라 압축강도가 달라질 수 있음을 의
미한다. 또한, Ahn et al. (2013)은 앞선 선행연구에서 재
생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700oC의 소성 온도에서 최적의
효율을 낼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Mun et al. (2017)은
600oC의 소성 온도에서의 압축강도가 700oC의 소성 온
도보다 약 10 MPa 높게 나타남에 따라 최적의 소성 온
도 조건은 600oC로 제시하였다.
Min et al. (2009)은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고화재로 이
용한 재생 시멘트로 코발트(Co)와 세슘(Cs)을 담지한 고
화체를 제조한 후 침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단기적
침출 시험법인 ANS 16.1 시험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
였으며, 식 (5)를 이용하여 Co, Cs의 침출 지수를 도출하였다.
1 k
Li = --- ∑ [ Log ( β ⁄ De ) ] n
kn = 1

(5)

Li : Leachability index
De : Effective diffusion coefficient
k : Number of times in which the leachant was changed
β : a defined constant, 1.0 cm2/sec
방사성 핵종 침출 지수는 유효 확산계수(De)가 분모에
있어 유효 확산계수가 낮을수록 침출 지수가 증가하게
되어 처분장 인수 기준치인 6 이상의 값일수록 방사성

Table 2. The compressive strength of recycling cement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several materials
Sintering Sintering
temperature duration
Waste concrete
(h)
(oC)
powder
700

2

700

1

Mixing ratio (wt%)
Portland
cement

-

Gypsum

Sodium
silicate

7-day
curing

0.6

2.0

90

-

-

10

80

10

-

10

97

-

3

-

0.6

-

Water
15
wt%

30
-

Fine
aggregate

22.5
15

-

Compressive
strength (MPa)

W/B
(Water/
Binder
ratio)

45
10

7.5

52.5
60

28-day
curing
2.0
3.6
1.5

-

-

67.5

5.0
4.3
10.8

500

15.0

22.0

600

21.3

30.8

14.9

19.9

1.9

20.3

5.9

14.7

700

-

-

4

-

0.6

800
900
-

-

33

67

36

64

38

62

Ahn and Park,
2013
Lee et al.,
2013

5.2
6.1

96

Min et al.,
2009

4.3

0

-

References

-

-

12.2
0.6

-

-

-

12.5
17.2

Mun et al.,
2017

Koo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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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종의 침출이 감소하는 것을 의미한다. 방사성 핵종의
침출 지수는 폐콘크리트 미분말의 조성과 상관없이 거의
동일하였으며, 처분장 최소 인수 기준치인 6 이상으로 나
타났으며, Co는 인수 기준치의 2배 이상의 값으로 나타
났다. 이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이용한 고화체의 침출 지수는 방사성 핵종에 대한 권고
치를 만족시킴에 따라 재생 시멘트로서 활용 가능한 것
을 확인하였다.
Lee et al. (2013)은 콘크리트 폐기물, 물, 시멘트의 배
합비 75:15:10 wt%의 비율로 제조한 고화체 시편을 이
용한 열 순환 시험을 평가하였다. 열 순환 실험 후, 고화
체의 무게는 감소하였으나, 다른 물리적인 변화는 관측
되지 않았다. 또한, 압축강도는 열 순환 시험 이전보다
상승하는 결과로 나타남에 따라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
용한 재생 시멘트의 경우 열저항 특성이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기존 연구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재생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연구에 사용된 폐콘크리트 미분말
및 잔골재의 화학적 성분 차이, 잔골재의 혼입 등과 같
은 원인에 의하여 변할 수 있음에 따라 재생 시멘트로서
활용 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어렵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침출 시험, 열 순
환 시험과 같은 고화체 특성 평가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
지 부족한 실정이며,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생
각된다.

3. 폐콘크리트와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재생 시
멘트 활용 가능성
앞서 2장에서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재
활용이 가능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폐콘크리트 미분말,
잔골재의 화학적 성분 차이, 잔골재의 혼입과 같은 원인
에 의하여 고화체의 특성이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재생 시멘트의 성능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산업 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비산회를 첨가제로 사용한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어왔으며, 산업부산물을 혼합한 콘
크리트의 사용이 많아질 것으로 생각된다(Park and Kang,
2004; El-Kamash et al., 2006; Cinquepalmi et al., 2008;
Jang et al., 2013). 고로슬래그 미분말을 이용한 콘크리
트의 경우 시공성 및 수축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왔으나
(Yang and Song, 2007), 상온에서 강도 발현이 우수하여
40-70 MPa의 압축강도를 가지는 고화체의 제조가 가능
한 장점이 있다(Collins and Sanjayan, 2000). 또한, 고로
슬래그 미분말은 모르타르 유동성 증가, 고화체 장기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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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 증진, 수화열에 의한 온도 상승 억제 등의 효과를
나타낸다(Koh et al., 2010). 비산회를 이용한 경우, 고화
체 장기적 강도 증진, 수화열 감소, 내구성 향상 등의 효
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Nam, 2010; Lee, 2011), 상온에서
강도 발현의 어려움, 중합반응 활성화를 위한 고온 양생
이 필요한 단점이 있다(Jo et al., 2006).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고품질의
재생 시멘트 및 고화체를 제조하기 위하여 각 물질에 대
한 기초 특성, 배합 비율에 따른 고화체의 유동성, 압축
강도 등을 평가하여 최적의 배합비와 같은 기초자료를
명확하게 확립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3장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문헌들을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혼합하여
고품질의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하기 위하여 (1) 고로슬
래그, 비산회의 주요 화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에 대하여
알아보았으며, (2)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고로슬래그, 비
산회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화체의 모르타르 유동성, 압
축강도 등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3.1. 폐콘크리트와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재생 시멘트의
기초 특성
폐콘크리트 미분말을 이용한 재생 시멘트는 잔골재의
혼입에 따라 Ca 함량이 감소하게 되며, Si 성분은 주로
석영으로 존재함에 따라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주요한 영
향을 미치는 β-C2S, C3S와 같은 주요 화합물 함량이 매
우 낮다(Oh and Hong, 2007). 이러한 이유로 Ca와 Si를
보충하기 위하여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비산회를
첨가하여 재생 시멘트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으
로 기대되어 기존 문헌 조사를 통한 고로슬래그와 비산
회의 화학적 성분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고로슬래그의
주성분은 CaO, SiO2, Al2O3로 나타났으며, 모든 문헌에
서 CaO는 40 wt% 이상의 함량을 나타냄에 따라 폐콘크
리트 미분말의 낮은 CaO 함량을 보완할 수 있으며, 시멘
트의 수화반응을 증진시켜 고화체의 압축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산회의 주성분은 SiO2, Al2O3로
각 평균 함량은 52.8, 29.9 wt%로 반응성 산화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알칼리 활성제의 사
용 및 고온 양생 등에 의하여 Al-Si 중합반응을 통한 콘
크리트의 강도 발현을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Palomo et al., 1999).
Ahn et al. (2013)은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산업부산물
인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혼합한 재생 시멘트에 대한 광
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폐콘크리트 미분말은 시멘트
수화반응을 일으키는 주요 화합물인 β-C2S의 피크가 낮
게 나타났으나, 고로슬래그를 혼합한 재생 시멘트에서 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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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chemical properties of blast furnance slag and fly ash
Type

Blast
furnace slag

Fly ash

Chemical composition (unit: wt%)
Na2O

K2O

Others

LOI

References

CaO

SiO2

Al2O3

Fe2O3

MgO

MnO

41.8

33.5

13.6

0.4

6.4

0.5

-

-

2.3

-

Park et al., 2007

42.1

33.3

15.3

0.4

5.7

-

-

-

2.1

0.03

Koh et al., 2010

42.4

33.1

13.8

0.29

6.1

0.4

0.23

0.31

0.67

-

Kang et al., 2011

44.6

34.7

13.8

0.1

4.4

0.2

-

0.5

1.7

-

Kim et al., 2012

46.2

32.7

13.0

0.5

3.0

0.3

0.2

0.5

1.0

-

Jang et al., 2013

43.5

35.2

16.5

0.5

3.5

-

-

-

0.8

-

Lee et al., 2015

43.3

31.2

11.4

0.5

7.4

-

0.2

0.4

4.1

-

Hwang et al., 2018

6.1

58.8

22.5

5.6

1.7

-

-

0.9

-

-

Jung et al., 1998

3.0

49.6

31.9

5.9

0.9

0.1

0.4

0.9

2.6

4.3

Park et al., 2007

3.0

49.6

31.9

5.9

1.0

0.1

0.4

0.9

2.5

4.3

Kang et al., 2008

3.2

52.0

23.8

4.3

0.9

-

0.7

0.9

1.0

-

Yeon et al., 2008

2.9

55.3

25.8

5.5

0.8

-

-

-

0.3

3.2

Koh et al., 2010

1.7

59.9

27.9

4.6

1.1

-

2.6

0.7

-

3.8

Kang et al., 2011

2.3

44.6

46.1

2.0

0.8

-

2.0

-

-

-

Tian and Sasaki, 2019

Fig. 5. XRD analysis results of recycling cement mixed with
waste concrete powder and industrial by-products (data from
Ahn et al., 2013).

C2S의 피크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비산회
를 혼합한 재생 시멘트는 β-C2S의 피크가 증가하였으나,
고로슬래그에 비하여 매우 낮은 증가폭으로 나타남을 확
인하였다(Fig. 5).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통하여,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
그와 비산회를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혼합하여 재생 시멘
트를 제조할 시, 고성능의 재생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으며, 고로슬래그가 비산회보다 시멘트의
강도 발현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3.2. 폐콘크리트와 산업부산물을 이용한 고화체 특성
재생 시멘트 모르타르의 물성으로, 모르타르 유동성은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비산회
를 혼합한 재생 시멘트에서 β-C2S 등의 생성으로 인한
유리석회의 감소 효과로 인해 유동성 개선이 나타났다
(Ahn and Park, 2013). 또한, 고로슬래그와 비산회의 혼
합율이 증가할수록 유동성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산업부산물의 종류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은 것을 확
인하였다(Kang et al., 2011). 그러나, Koh et al. (2010)
은 비산회의 혼합율이 높을 때, 모르타르 유동성이 높은
것을 확인하였으며, 고로슬래그의 경우 알칼리 활성제와
의 빠른 반응을 통한 급결이 일어나 유동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문헌조사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고로슬
래그, 비산회를 혼합하여 제조한 고화체에 대하여 배합
비에 따른 압축강도를 Table 4에 정리하였다. Ahn et al.
(2013)의 연구에서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고로슬래그, 비
산회를 혼합한 재생 시멘트의 압축강도는 폐콘크리트 미
분말을 단일로 이용할 때 보다 증진되며, 양생 91일 이
후 모든 고화체에서 인수기준 3.44 MPa를 만족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또한, 고로슬래그는 높은 CaO 함량을 가
짐에 따라 시멘트 수화반응이 더욱 증진되어 압축강도가
비산회를 혼합한 고화체보다 높게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
다. Koh et al. (2010)은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비
산회 미분말을 이용한 무시멘트 모르터의 유동성과 강도
특성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비산회를 이용한 경우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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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compressive strength of solidified matrix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waste concrete powder, blast furnance slag,
and fly ash
Sintering
temperature
(oC)

700

Sintering
duration
(h)

1

Mixing ratio (wt%)
Waste
concrete
powder

Portland
cement

Blast
furnace
slag

Fly
ash

97

-

-

-

92

-

5

-

92

-

-

5

87

-

10

87

-

-

1
600

1.5
2
76
1

700

1.5
2

-

W/B
(Water/
Binder
ratio)

Compressive strength (MPa)
7-day
curing

28-day
curing

91-day
curing

2.0

1.5

3.3

2.9

5.1

6.2

1.0

2.2

4.5

-

3.9

6.1

7.7

10

2.2

3.2

4.8

Gypsum

3

0.6

20

-

2.4

4.6

-

20

2.2

4.7

20

-

3.0

4.3

-

20

3.5

4.9

20

-

3.6

8.3

-

20

3.2

5.4

4

0.6

20

-

3.0

6.6

-

20

4.4

5.6

20

-

3.3

8.0

-

20

3.4

6.1

20

-

2.6

8.0

-

20

3.3

7.4

에 따른 유동성 변화는 없었으나, 압축강도가 발현되지
않았으며, 고로슬래그를 이용하였을 때, 유동성의 저하가
일어나지만 압축강도는 50 MPa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문제점을 상쇄하고자 비산회, 고로슬래그의 배합비
에 따른 연구 결과 비산회, 고로슬래그 50:50의 배합비에
서 유동성의 저하가 감소되고, 압축강도가 70 MPa 이상
으로 증진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Park and Kang
(2004)은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혼
합한 재생 시멘트의 압축강도 평가에 있어 소성 온도, 소
성 시간에 따른 변화를 고찰하였다. 고로슬래그와 비산
회의 배합에 따른 강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러나, 소성 온도의 증가 및 소성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고로슬래그를 혼합한 고화체의 압축강도가 증진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소성 온도 600oC에서보다 700oC
의 조건에서 시멘트 수화 반응물인 β-C2S의 생성이 더욱
활발히 일어남에 따라 고화체의 압축강도가 증진된 것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혼합한 고성능 재생 시멘트를 제조하기 위한
최적의 소성 온도 및 시간은 700oC, 90분으로 판단된다.
기존 연구를 통하여 폐콘크리트 미분말과 산업부산물
인 고로슬래그, 비산회를 혼합할 경우 고성능의 재생 시
멘트로 이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까

-

References

Ahn and Park,
2013

Park and Kang,
2004

지 수행된 연구는 재생 시멘트의 재활용 가능성에 대한
평가만 이루어졌으며, 방사성 폐기물 처리 소재로 사용
하기 위한 평가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
한 고성능의 재생 시멘트를 이용한 방사성 폐기물 처리
를 위해서는 방사성 핵종을 담지한 고화체를 제조하고
압축강도, 침출, 열 순환 시험과 같은 고화체 특성을 평
가하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4. 폐토양 내 점토 광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
원자력 시설 해체 시 발생되는 폐기물은 폐콘크리트,
폐토양 등이 발생된다. 폐콘크리트의 경우 재생 시멘트
로 재활용할 수 있으며, 고로슬래그, 비산회와 같은 산업
부산물을 혼합한 고강도, 고성능 재생시멘트의 제조에 관
한 연구가 현재까지 활발히 수행되고 있음을 앞서 제시
하였다. 그러나, 폐토양은 실트 및 점토에 Co, Cs와 같은
방사성 핵종의 흡착성능이 우수한 illite, zeolite와 같은
점토 광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소성 시멘트로 활용한
연구가 현재까지 수행된 바 없으며, 점토 광물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의 흡착에 관한 연구만 수행되었다(Cheon et
al., 2014; Kim et al., 2016; Hwang et al., 2018).
점토 광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의 제조는 연구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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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에서 수행된 바 없으며, 특허를 인용하여 일라이트와
시멘트, 산업부산물을 혼합한 비소성 시멘트의 제조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하고자 한다. Im et
al. (2016)은 일라이트 및 고로슬래그, 제올라이트와 같은
혼화재를 혼합하여 비소성 시멘트를 제조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발명에 사용된 일라이트의 함량
은 3-5%로 매우 적으며, 고화체의 압축강도, 침출 등에
대한 자료를 제시하지 않음에 따라 비소성 시멘트로서
활용 가능성을 평가할 수 없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과는 다소 부합되지
않지만 향후 폐토양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 제조에 있
어 혼합물의 기초자료를 제시하고자 산업부산물을 이용
한 비소성 시멘트의 제조 및 활용 가능성을 평가한 연구
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고자 한다. Choi et al. (2020)은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와 비산회를 이용한 비소성 시
멘트를 제조하여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교 평가하였
다. 고로슬래그와 비산회를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의 압
축강도는 재령 3, 7, 28일 각 13.7, 15.6, 18.9 MPa로 나
타남에 따라 재생시멘트로서 활용 가능함을 알 수 있다.
전 세계적으로 노후화된 원자력 시설의 해체 시장은 급
격하게 부상하고 있으며, 발생 폐기물은 콘크리트, 토양,
금속 등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발생량 또한 방대하
다(Song, 2016). 원전 해체 폐기물인 폐콘크리트의 재활
용 방안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중
·저준위 폐토양을 재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직접적인 연
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폐토양 내 일라이트는 세슘 흡착
능이 우수하며, 제올라이트와 함께 핵종을 흡착할 수 있
다(Kim et al., 2016). 이러한 이유에서 폐토양 내 점토
광물을 이용한 방사성 핵종의 고화 처리 시, 다른 흡착
제를 사용하지 않아도 방사성 폐기물에 함유되어 있는
핵종의 흡착능을 증가시켜 안전하게 처분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또한, 원전 해체 폐기물인 중·저준위 폐
토양 내 일라이트와 제올라이트를 원전 해체 폐기물인
굵은 골재, 산업부산물인 고로슬래그, 비산회와 같이 혼
합하여 비소성 시멘트를 제조할 경우, 원전 해체 폐기물
을 줄임과 동시에 방사성 폐기물을 담지할 수 있는 효과
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점토 광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의 제조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5. 시사점 및 제언
국내외적으로 원자력 시설의 해체는 증가하고 있으며,
방대한 양의 콘크리트, 금속, 토양 등의 폐기물이 발생한
다. 이러한 이유에서, 폐기물 감용 및 재활용 기술의 확

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원전 해체 폐
기물 중 60-80%를 차지하는 콘크리트 폐기물은 골재와
페이스트를 분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순환 골재 생산
과정에서 발생되는 시멘트 페이스트와 잔골재 미분과 같
은 폐미분말을 고화재로 재활용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
행되어 왔다. 폐미분말을 재생 시멘트로 재활용한 고화
체는 처분장 인수기준 3.44 MPa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폐미분말 내 잔골재의 혼입이 최소화될 경우, 압축강도
인수기준 이상의 값을 만족하는 것이 입증되었다. 또한,
폐미분말의 내부 잔골재 혼입에 의한 강도 부족 및 화학
성분 불균형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산업부산물인 고
로슬래그와 비산회를 혼합한 고화체는 처분장 인수기준
을 만족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렇게 원전 해체과정에
서 발생하는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중·고준위 방사성 폐
기물을 담지한 고화체로 재활용한다면, 혹시 폐콘크리트
에 잔류할 수 있는 방사화된 핵종원소의 고정화로 안전
성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원전 해체
폐기물인 중·저준위의 폐토양을 재활용하는 직접적인 연
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폐콘크리트를 재생 시멘
트로 재활용할 수 있는 것처럼, 방대한 양의 폐토양도 비
소성 시멘트로 재활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폐토양 내 일라이트와 제올라이트와 같은 점토 광물은
방사성 핵종에 대한 흡착능이 우수하다. 폐토양 내 점토
광물을 이용한 비소성 시멘트 제조 시, 다른 흡착제 혼
합 불필요, 원전 해체 폐기물 감소, 방사성 폐기물을 안
전하게 담지할 수 있는 효과를 도출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폐 토양 내 점토 광물을 재활용한 비소성 시멘
트의 제조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의 수행이 필요한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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