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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and obtained from river is not sufficient in amount for the 

demand of construction industry. The production of sand from sea and 

mountain is rapidly increasing for the substitution of the river sand. The 

industry of the crushed sand has recently been brisked for the above. 

Crushing, classification and dewatering are the main processes in the 

crushed sand production. This report concentrates the improvement of 

classification technology and the quality of ready mixed concrete. Air 

separator with testing size for the classification in the process of dry 

system was developed by the Yeung Nam university. This plant has the 

excellent efficiency for the collection of fine powder, but needs the 

improvement for separating function. 

The collection efficiency of the testing size air separator is reached to 

99% in the condition of high revolution and low feeding speed . The 

classification efficiency is checked about 50% maximum in the condition of 

200 rpm and dry sample. 



Energy saving test was carried out in the production process of the dry 

system with the rock samples of 14-17% of water content. The 

classification efficiency for dewatering sample passed the heating process 

was analysed 91 .5%. But that for high water content sarnple skipped the 

heating process was analysed more or less 77%. Even though the heating 

process causes the classification efficiency being high, the energy 

consurnption can also cause the price of the crushed sand high. Water 

content of sample as the effective element for the optirnization of 

classification efficiency and energy saving should be studied next year. 

The quality of crushed sand /can be estimated from the strength of 

ready rnixed concrete as its final application. It is common in the field 

that they use 30% of crushed sansÝ in the mixing design. The test was 

carried out with the various content in rnixing, the strength of ready mixed 

concrete has the maxirnum for the mould with 50-60% content of crushed 

sand. This strength is higher by 5-30% than 30% content and by 20-32% 

than 0% content, which means that the industry has the possibility of 

progress. 

And this report mentions the possibility of utilization in agricultural 

industry of the sludge which is treated as waste in the crushed sand plant. 

The crop growth rate was improved due to higher water holding capacity 

in soil, which increases the water transfer 없ld pH than those of indigenous 

dust waste. Also, we expect the nutritional sources for crops and the 

dilution effects for the salts remained in soils resulted from the variety of 

inorganic ionic species contained in itself. To utilize the dust waste 

efficiently, the mixing ratio for dust waste 하ld organic matter has to be 7 

to 3. on the other hand, it needs a further investigation of application 

하ld utilization of the dust from aggregate plant because of its possibility 

as a waste recycling. 

11 



차
 

목
 

Abstract ................... .. .. ...... ... .... ..... ............... .. ..... .... .. .... ..... ............................. .................... i 

그림 · 사진 목차 .......................... ... ...................... ..... .. ....... .... ............... .............. .. .. .... .. iv 

표 목차 ............... .. .. ................... ............ .. ..... ... ..... ... ........ ... .. ........ ....................... …… .. .... Vl 

제1장 서 언 .. ... .... ........... ... .... ... ....... ... ... ....... ... .... .. ..... .. .............................................. … 1 

제2장 골재의 수급과 생산업체의 현황 ............. ........ ......... .. .... .... ... ... ...... .. ... ...... .. 3 

제3장 언공모래 건식제조법 개선 연구 .......... ................... .. .............. .... ...... ... ..... 12 

제1절 건식제조법 ...... ... ...... ... ... .................................................... .... ..... ... .. ... .. ... ..... . 12 

제2절 공기식 분리기 시험장치 개발 ..... ............ ...... .. ................... ..... .. ......... ....... 14 

제3절 집 진시 험 .......... .. ....................... .... ........ ... .. ... .. ........ ........... ... … ...... ................ . 27 

제4절 모형장치를 이용한 분급시험 .... .. .. ......................................... ................... 39 

제5절 건식제조의 에너 지 절약시험 ...... .. ... ......... .. ...... : .. .................. .. ..... ..... ....... 42 

제4장 콘크리트 강도 향상 연구 ................................................................... ... ...... 강 

제1절 인공모래의 입도와 조립률 ... .. ....... ... ..... ...... ... .. ........ ........... .. ... ...... ...... ..... 58 

제2절 콘크리트 강도에의 영향요소 ... ..... ..... ...... ........ ............. .................. .......... 앙 

제3절 인공모래 함량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시험 ... ......................................... 64 

제5장 미분 슬러지를 이용한 상토 개발 ................... ............... .... ....................... 72 

제1절 연구내용 ......... ....... ...... .. .. ............................................................................... 74 

제2절 연구 방법 및 재료 .. ...... .................... .. .. .... ... ..... ....... .... ........ ... .... ...... .. ..... .. 꺼 

제3절 결과 및 고찰 ... ........... ......... ..... .. ........ ............ ... ... ..... .......... ....... .... ...... .. ... .. .. 83 

제4절 종합 결언 ......... ... ... ..... ....... ........ ... ....... .... ..... .. .. .. .. .... ................ ... ................ .. 98 

제6장 결론 및 제언 .... ... ................ ... ...... .. .. ..................... ... .... .... .... ................... ...... 106 

참 고 문 현 .......... ....... .. .............. ................................................................. .... ........ .... 108 

m 



그럼 ·사진 목차 

그림 2.1 연도별 건축허가면적(백만m2) 및 레미콘 생산실적(백만m\ 
레 미 콘 제 조에 사용한 골재 소비 량(백 만m3) ..... . ......... . . . ..... .. . . ... .. ....... . ... 6 

그림 2.2 골재의 생산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 .... ... ... .. .. ... ...... ........ .. .. .... 8 

그림 2.3 하천골재와 산림골재의 연도별 생산비율 .... ... ............. ...... ... .. .. ... .... ....... 8 

그림 3.1 Type of Cyclone Separators .......... ........ ............ ...... .... .. .... .. .................... 18 

그림 3.2 Trajectory of a particle in turbulent cyclone flow ........................... 22 

그림 3.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 ...... .... .. .... .. .. .. ...... .... 27 

그림 3.4 Sturtevant type cyclone air separator ...... .... .............. .... ...... ...... .......... 28 

그림 3.5 Relationships between gas flowrate and rotating speed .. .. ...... .... .. 34 

그림 3.6 Relationships between efficiency and flowrate for 500 μ m .... .... ... 34 

그림 3.7 Relationships between efficiency and flowrate for 115 μ m ........... 36 

그림 3.8 Relationships between efficiency and flowrate for 61 μ m ............. 36 

그림 3.9 Relationships between efficiency and feeding rate for 500 μ m ... 37 

그림 3.10 Relationships between efficiency and feeding rate for 115 μ m . 37 

그림 3.11 Relationships between efficiency and feeding rate for 61 μ m .. . 38 

그림 3.12 분급된 미분과 모래의 입도분포도 (150 rpm, 습윤시료) ................ 39 

그림 3.13 분급된 미분과 모래의 입도분포도 (200 rpm, 습윤시료) ........ .. ...... 40 

그림 3.14 분급된 미분과 모래의 입도분포도 (200 rpm, 건조시료) ........ .. ...... 40 

그림 3.15 시험시료의 현미경 사진 (상 BK-SS1, 하 BK-SS2) ............................ 43 

그림 3.16 시험시료의 현미경 사진 (상 BK-SS3, 하 BK-Andesite) .................. 44 

그림 3.17 시험시료의 현미 경 사진 (상 OS-SS, 하 BK-Shale) .... .............. .. ...... 45 

그림 3.18 시험시료의 XRD 분석 그래프 (상 BK-SS1, 하 BK-SS2) ................. 46 

그림 3.19 시험시료의 XRD 분석 그래프 (상 BK-SS3, 하 BK-Andesite) ....... 47 

그림 3.20 시험시료의 XRD 분석 그래프 (상 OS-SS, 하 OS-Shale) .. .. ............ 48 

그림 3.21 부광산업(주) 암석의 응력-변형률 특성독선 
(상 BK-SS1, 하 BK-SS2) ....... ... ..................... ..... ..................................... 50 

그림 3.22 부광산업(주) 암석의 응력-변형률 특성곡선 
(상 BK-SS3, 하 BK-Andesite) .................. ................. ....... ... ... ...... ......... 51 

lV 



그림 3.23 오성산업(주) 암석의 응력-변형률 특성곡선 
(상 OS-SS, 하 OS-Shale) ...... ......... ........ .... ... .... .... ........ ...... ... .. ... ........ ... . 앞 

그림 3.24 건식 및 습윤시험에 사용된 두 석분시료의 입도분포도 ................. 53 

그림 3.25 건식시험에 얻어진 인공모래의 입도분포도 .......... .. .. .... ..... ... ... .... ...... 54 

그림 3.26 건식시험에 얻어진 미분 Sludge의 입도분포도 ..... .. ......... ........ ......... 54 

그림 3.27 습윤시료에 의한 인공모래의 입도분포도 ... ..... .. .. .. ...... .. .. ................... 55 

그림 3.28 습윤시료에 의한 미분 Sludge의 입도분포도 ... .... .... .. .. .. ... .... ... .... ...... 56 

그림 4.1 불량 품질 부순모래의 입도분포도 (상:약간불량/ 하:매우불량) .. .... . 59 

그림 4.2 양질 부순모래의 입도분포도 ...... ..... ......... .. .. .. .. .... .. ... .... ..... ........ .... ......... 60 

그림 4.3 낙동강 자연모래의 입도분포도 ..... ...... ... ..... .. ..... .. ..... .... .. ............ ........ . …61 

그림 4.4 레미콘 공시체의 단축압축강도 시험장면 
(MTS, 한국자원연구소 암반공학 실험실) ... ... ... .... .. ........ ......... .. .... .. .. .. 65 

그림 4.5 콘크리트 공시체의 물성과 응력-변형률 특성곡선 ... ... .... ................ ... . 66 

그림 4.6 부광의 부순모래 혼합비에 따른 단축압축강도의 변화 ...... ......... ...... 69 

그림 4.7 대구지 역 부순모래 혼합비 에 따른 단축압축강도의 변화 .. ..... .......... 70 

그림 5.1 수분 보유력 측정 Pressure Chamber 장치 모식도 .... ... ... ........... 80 

그림 5.2 포화투수계수 측정 장치 모식도 .... .. ........ .... ...... .. .. ..... ... ... ... ... ... .... ... .... .. 81 

사진 5.1 입단화 소재인 폐미분(좌)과 건조 파쇄된 생우분 원료(우) .... .... .. .... 99 

사진 5.2 폐미분과 우분 혼합비 에 따라 제조된 입단 모양 .. .............. ............... 99 

사진 5.3 폐미분:우분:CMC 혼합비별 제조된 입단 모양 
(상:직 경 5mm 하:직 경 8mm) ...... ... .. ... .......... ... .... ..... ... .. .. .. .... ... .. ... .. ..... 100 

사진 5.4 폐미분과 우분 혼합기 모양 .... ....... .... ... .......... ...... ........ ........ .... .. ..... .... .. 101 

사진 5.5 수동 압출 입단 제조기 .. ............... .... .. .... .. ... .... .. .... ... ..... ... ... ... ... .............. 101 

사진 5.6 펠릿기의 모양(좌:직경 12mm, 중:5mm， 우:8mm) ...... ... .. .. ........ .... ... 102 

사진 5.7 CMC 처 리 함량별 폐 미 분:우분(7:3)혼합 입 단 모양 ..... .. .. ............ .... 102 

사진 5.8 물질 추출별 발아 실험 ......... .... ... .. ... ...... ... .. .... .. .. ...... .... ..... ..... .. .. .... .... ... . 103 

사진 5.9 입단과 토양 혼합 비율별 생육 실험 ............... .... ...... ... ......... ... ..... .. .... 104 

사진 5.10 입단과 토양 혼합 비율별 생육 비교 ... ..................... ....... ...... ..... .. .... . 105 

사진 5.11 투수계수 측정 및 입단 분산 특성 조사 칼럼 .. .... .. .......... .. ... ... ... . …105 

v 



표목차 

표 2.1 1998년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 ... ..... .. ..... ..... ......... ...... ...... ..... ...... ... 3 

표 2.2 1998년도 골재 수요 전망 (단위: 천m3， %) .... .......... ... .. ... ....... .. ..... .. ....... ... 3 

표 2.3 연도별 건축허가면적및 레미콘 생산실적/ 레미콘에 사용한 
골재 소비 량 ........ ............. .. .. ... ....... .. ...... .... .... .. ... .. ... .. ..... .. ... .. .... .... .. .................... 5 

표 2.4 골재 생산지별 연간 허가공급량 (단위 천m3) . . .... .. ... . . . . . . . ..... . .. . . . . . . ............ 7 

표 2.5 전국의 골재 업종별 퉁록현황 ...... ........... ............. ... ..... ..... .... ... ... ... ...... ..... .. 10 

표 2.6 골재채취업 동록현황 총괄 (1998년 6월 현재) .. ... .. ...... .. .... .. ... ... .... .. .... .... 10 

표 2.7 생산품종별 골재 모래 생산원가 산정표 (단위: 원1m3) .. .. ........ ...... .... 11 

표 3.1 건식제조 분급장치의 특성 .. .. .... .. ..... ...... .. .... ..... .. ... ... ... ... ... .... ...... ..... .. .. .. .... .. 13 

표 3.2 대량처리 · 중세분용 분리기의 분류 ........ ........ ...... .. .......... .. ..... ....... ....... .... 17 

표 3.3 실험 인자와 실험 변수 .... .. ... ............ ... ....... .. ..... ...... .... ...... ... ................. .... .. ... .. . 죄 

표 3.4 풍량과 투입율변화에 대한 집진량과 집진효율 .. .... .. ..... ............... .... ..... .. 32 

표 3.5 시험시료 원석의 물리적 특성 ...... ... ... ........... ....... ...... ..... ... .... ... .. .... .... ..... ... 49 

표 4.1 인공모래 함량에 따른 레미콘의 강도시험 결과 .. .. ... .................... ... ... .. .. 67 

표 5.1 입단 제조에 사용된 시료:유기물:CMC의 혼합 비율 .... .... .... ... ..... ... ...... . 77 

표 5.2 입단제조에 사용된 압출기와 펠릿기의 내용 ... ... ... ...... .......... .. ...... ... ....... 78 

표 5.3 입단과 토양의 혼합비율 ..... .............. .. ... ... ... .. .. ........ ... .. ......... .... ... ... ... .. ... ...... 82 

표 5.4 폐미분의 광물 기본 성분 분석표 ..... .. ....... ........ .................. .. .... ........... .... .. 83 

표 5.5 건조 폐미분의 화학적 특성 ... .......... ..... .... ....... .... ....... ............... ... .. .... .. ... .. ... 없 

표 5.6 폐미분과 유성 시설재배지 A층 토양의 용적 밀도 변화에 따른 
포화 투수계수 .... .. ... ... ........ ... .. .. ..... ....... ... ............. ... .......... ... .......... ... ... ..... ..... 85 

표 5.7 생우분과 유성 Ap층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 ........ .. .. .. .. .... .. ..... ........ 86 

표 5.8 시료 추출물의 발아특성 조사 .. ........... .. ... ...... .. .... .. ........... .. ... .. ... ........... ... .. 앙 

표 5.9 시료 추출물의 발아특성 조사 ........... ... ..... .. ... .. ... ...... .... .. ........ ..... .... ... ...... ‘ .89 

표 5.10 폐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이 7:3일 경우 배추의 생육 특성 ........... .... ... 90 

표 5.11 폐미분/ 유기물 및 토양의 화학성 ... .. .. .... ... ... .... .... .. ..... .. ...... .... ... ...... ...... . 91 

표 5.12 입단 제조시 폐미분과 유기물의 흔합비율 ..... ... ... ..... .. ....... .. .. ..... .. ... .. ... . 91 

표 5.13 입단과 토양의 혼합 육묘토에 2주간 상추 재배후 화학특성 변화 ... 92 

Vl 



표 5.14 토양칼럼에서의 수분 투수계수 특성 변화 및 입단 분산 특성 ......... 93 

표 5.15 토양 칼럼에서 공극수량 통과량별 토양 길이 감소 변화 특성 .... .... 94 

표 5.16 입단 혼합 비율별 입단의 분산 특성 계수 ........ ...... ............. ......... …… ... 94 

표 5.17 폐미분과 유기물의 혼합비율별 제조된 입단의 비중 변화 .. ... ....... .... . 95 

표 5.18 상업적 육묘 상토 분석 결과 ... ...... ... ..... ............ ...... .... ....... ....... ........ .... .. .. 97 

vll 



제 1 장 서 언 

골재수요는 신도시건설과 고속철도건설y 신공항건설 등 대형 국토개발사업 

이 확대되고 산업공단의 신설 등으로 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천연의 잔골재 

(細骨材)인 하천모래(江妙)는 이미 대량 개발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여 고갈단계 

에 이르고 있다. 더욱이 댐 건설로 인하여 새로 생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 

경보호법의 강화로 채굴할 수 있는 가채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천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잔골재로서 바다모래(海妙)가 주목되고 있다. 

바다모래의 허가 공급량은 1996년도 30，591천m3이 었으며 ， 1997년도는 53，389천 

m3으로 급증하였다가， 1998년도에는 41，144천m3이다. 그러나 바다모래는 세 

척을 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완전한 염분제거가 되지 않으므로 철골과 콘 

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및 수명에 치명적 약점을 갖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까 

지 발전된 바 있다. 

하천이나 바다에서 생산되는 천연 세골재를 대체할 수 있는 국내의 자원은 

조골재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얻어지는 대개 -10mm이하 입경의 석분을 이용하 

여 재마광으로 입도와 입형을 양질의 자연사와 같이 제조한 인공모래(부순모 

래/ 햄石妙)로서 현재 국내에서는 개발초기 단계에 있다. 

금년도 골재의 허가공급량은 191.0백만m3이며 그중 52.7% 인 100.8백만m3는 

산림 및 육상에서 파쇄로 생산될 양이다. 이는 1994년도 39.4%를 비롯하여 

95년도 44.2%, 96년도 42.4%, 97년도 44.1% 에 비하여 점유율이 증가하였을 뿐 

만 아니라 생산량은 5년전에 비하여 2배， 10년전에 비하여 9배 정도이다. 업 

종별 등록현황에서도 총 15717~ 업체 중에서 천연콜재를 생산하는 업체는 

31.8% 수준인 5007~ 에 불과하여 산림골재와 파쇄에 의한 인공골재의 중요성을 

알수 있다. 



이렇게 파쇄골재의 생산이 증가일로에 있고 산업이 활성되고 있는 이면에 

는 파쇄과정에서 발생된 미분의 처리는 매우 심각하다. 산림골재의 생산량에 

서 발생하는 석분의 양은 1/4 - 1/3 정도이며/ 석분의 절반 가량은 인공모래 

의 원료로 활용된다. 이 과정에서 발생되는 -200mesh (-0.074mm) 입도의 미 

분의 양은 2.7% 정도이다. 즉 1996년도에는 1.3백만m3이며 ， 97년도 2.0백만 

m3y 2.2백만m3 발생하고 있다. 

인공모래를 습식방법에 의해 제조하는 경우 발생하는 미분에는 여러가지의 

화학적 첨가제가 혼화되어 있어 이의 재활용은 극히 제한되어 있어 폐자원으 

로 처리될 수 밖에 없다. 건식제조에서는 공정에서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있 

어 미분의 부유에 의한 주변 환경의 오염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어 앞으로 건 

설되는 공정에 추천할 만 하다. 또한 건식제조 공정에는 화학적 처리가 없어 

발생된 미분은 환경오염방지와 폐자원 활용 측면에서 재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연구가 심도있게 추진되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해마다 생산비중이 늘어나고 있는 파쇄업체 및 인공모래 제조업 

체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제조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 

여 산업계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며/ 분급기에 의한 분급성능시험과 에너지 

절약형 공정시험을 수행하여 분급공정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분급제조공정 

의 개선연구는 페자원으로 폐기되는 미분에 함유되는 모래성분의 입도의 양을 

최소화하여 폐자원의 양을 줄임과 동시에 사용가능한 모래의 생산을 높혀 생 

산단가를 낮추고 모래부족 현상을 다소 해결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인공모래가 활용되는 레미콘의 강도시험을 수행하여 

부순모래의 사용 함량을 증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업계가 가장 중 

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폐자원인 미분 Sludge를 농업용으로의 활용가능성을 검 

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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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골재의 수급과 생산업체의 현황 

우리나라는 경제개발 사업추진에 따라 발전하기 시작한 국가의 경제성장 

에 따라 건설경기도 상승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1980년대 중반부터 대단위 

주택사업과 도로/ 지하철/ 항만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으로 건설활동이 크게 

증가되어 건설재료의 수요도 급증하게 되었다. 건설재료에는 시멘트/ 철근 및 

골재 등이 있는데/ 이중 골재는 자연 채취물로서 천연자원이다. 천연자원은 

부존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한적인 개발은 불가능하며/ 자원의 부존량 및 

개발 가능량에 따라 국토의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특히 골재자원 

은 한정된 지표에 부존된 자원으로서 수요지까지의 운반거리/ 주변환경 동에 

따라서도 개발에 제한을 받고 있다. 따라서 골재자원에 대한 기초조사 자료 

는 국토개발계획을 수립하는데 필수적인 기초 자료로 이용되고 있다. 

표 2.1은 주요 건설자재인 철근을 비롯한 시멘트와 레미콘의 금년도 수급 

전망을 수록한 것이며/ 표 2.2에서는 세골재와 조골재로 분리하여 골재의 금년 

도 수요전망을 보여주고 있다. 

표 2.1 1998년도 주요 건설자재 수급전망 

철 二1그- 시멘트 레미콘 

수요 (추정) 10,500 천톤 61,000 천톤 131,973 천rn，j 

생산능력 11,000 천톤 62,000 천톤 301,774 천rn，j 

표 2.2 1998년도 골재 수요 전망 (단위: 천m키 %) 

구분 연간(비율)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합계 
212,395 39,374 61,378 51,561 60,082 

(100) (18.5) (28.9) (24.3) (28.3) 

모래 101,310 (47.끼 18,779 29,277 24,595 28,659 

자갈 111,085 (52.3) 20,595 32,101 26,967 31,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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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의 골재의 수요 및 공급에 대한 기초자료를 설명하기 이전에 전국에 

서 사용되고 있는 골재의 수요현황을 분석하였다. 전국적으로 연도별 골재 

수요량의 실질적인 정확한 통계적 수량은 계산되지 못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골재개발의 허가지역 이외에서도 골재로서 이용될 수 있는 모래와 자갈이 소 

규모적으로 개발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을 위한 기초 토목공사 도중에도 

토지정리 등으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골재를 생산하고 특히 산림골재는 산지에 

부존되어 있는 암반의 체적으로 허가하여 채취실적을 이 기준에 의하여 보고 

량으로 통계처리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유통되고 있는 것은 채광 및 파쇄된 25 - 40mm 동일규격 

크기의 골재로 거래되고 있다. 파쇄에 의하여 생산된 골재의 양은 부존된 양 

보다 약 60% 정도 증가되어 거래된 것이다. 즉 허가는 암석의 비중(2.끼으로 

계산되는데 반하여/ 골재의 시중거래양은 적재비중인 1.6으로 유통되고 있기 

때문에 증량된 약 60%는 보고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골재의 생산 통계는 부 

정확하기 때문에 골재 수요량의 변화 폭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간접적인 계산 

방법으로 골재수요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레미콘 생산실적과 건설허가면적의 

양적 변화를 우선 검토였다. 

건설재료로 이용되는 국내 골재소비의 총량은 레미콘 제조에 81 .5%, 건축 

기초에 9.1%, 아스콘에 2.9%, 일반 콘크리트에 6.5% 가 각각 소비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어 골재의 대부분은 레미콘에 이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전국의 레미콘 출하실적은 정확하게 집산될 수 있기 때문에 레미 

콘의 생산실적에 따른 골재의 수요량을 간접적으로 계산할 수 있다. 즉 레미 

콘 1m3당 평균적으로 조골재 0.73m3 와 세골재 0.52m3가 소요되고 있기 때문 

에 레미콘 출하실적의 1.25배가 레미콘에 이용된 골재 수요량이 된다. 90년도 

후반기에 레미콘제조에 소요되는 골재량은 전체 골재수요량의 75 - 85%에 해 

당한다. 

전국의 골재 수요와 공급에 있어서 주요 지표가 되는 전국 건축허가 면적 

은 표 2.3에서 알 수 있듯이 1996년도에는 전년대비 약 3% 감소하였으나 레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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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 생산실적은 약 12%가 증가하였다. 1998년도에는 국가적 경제사정으로 인 

하여 레미콘 생산실적이 1% 정도 감소하였고， 1997년도에도 역시 건축면적은 

약 9% 감소하였으나 레미콘 및 골재소비량은 약 6% 증가하고 있다. 지난 2 

년간의 추세는 토목부분의 고속철도/ 고속도로 동의 사회간접시설에의 투자증 

가에 원인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연도별 건축허가면적과 레미콘 생산실적에 의한 레미콘에 사용된 골재의 

소요량은 표 2.3 및 그림 2.1과 같은 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림에서 세로축의 

단위는 백만m2 및 백만m3이다. 

표 2.3 연도별 건축허가면적및 레미콘 생산실적/ 레미콘에 사용한 골재소비량 

건축허 가면 적 (천mL) 레 미 콘출하실적 (천mj) 
레미콘제조 

연도 골재의 

총면적 주거용 비주거용 총계 민수 관수 소비량(천m3) 

1985 38,217 20,606 17,616 22,983 17,015 5,968 28,039 

1986 43,543 22,518 21,025 27,524 20,133 7,410 33,579 

1987 47,982 2,639 26,343 33,752 25,400 8,352 41,177 

1988 60,796 30,162 30,162 41,623 31,721 9,902 50,780 

1989 88,615 47,510 47,510 79,378 39,519 9,859 96,841 

1990 116,419 70,927 70,927 58,415 47,760 10,655 71,266 

1991 105,184 59,060 59,060 81,130 65,645 15,485 98,978 

1992 94,647 54,716 54,716 87,217 67,199 20,018 106,404 

1993 117,790 69,299 69,229 91,071 71,528 19,543 111,106 

1994 116,221 63,387 63,387 106,592 85,829 20,763 130,042 

1995 117,328 62,614 62,614 111,902 92,139 19,763 136,520 

1996 113,820 61,062 52,754 125,806 105,182 20,624 153,483 

1997 103,247 56,243 47,004 133,177 101,245 23,752 166,471 

자료)한국레미콘공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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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연도별 건축허가면적(백만m2) 및 레미콘 생산실적(백만m\ 
레미콘 제조에 사용한 골재소비량(백만m3) 

1998 

전국 골재의 총수요 및 생산 품종별 허가공급량은 표 2.3과 같다. 골재수 

요가 1982년 기준으로 지난 16년 동안 수요는 3.7배 (연평균 8.5% ), 공급은 6.4 

배 (연평균 12.3%)로 증가하였다. 골재 종류별 공급량을 보면 하천골재는 

1983년 및 1994년을 정점으로 고갈되어 감에 따라 감소추세로서 2배 정도의 

생산에 그쳤다. 하천골재를 대체하기 위하여 바다골재와 산림골재는 각각 65 

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2.2는 하천골재를 비롯하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 

골재의 연도별 생산량의 변화추이를 도시한 것이다. 

골재개발이 허가되어 공급된 이외의 부족한 골재의 수요는 건설공사도중 

에 획득되는 골재나 혹은 건설회사들이 자체적으로 확보하고 있는 양과 산림 

골재의 증량분이다. 1998년도 공급 허가량 중에서 하천골재가 차지하는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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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26%로서 5년전의 41%에 비하여 크게 감소한 반면/ 산림골재는 31%에서 

증가되어 43% 정도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바다골재는 22%이고 육상골재가 

9.8% 이다. 

그림 2.3은 골재의 공급량에서 차지하는 하천골재와 산림골재의 비율을 연 

도별로 도시한 것인데/ 하천골재는 그 비중이 1982년도 81 %와 1983년도 83% 

표 2.4 골재 생산지별 연간 허가공급량 (단위 천m3) 

골재수요 허가공급 二。l二a그H ‘ H 슨2츠- 생 산 품 -:。z; 별 
연도 

종 계 종 계 (%) 하천골재 바다골재 산림골재 육상골재 

1982 57,204 29,822 52.1 24,281 630 4,281 630 

1983 70,595 41,232 58.4 35,392 754 4,258 828 

1984 74,025 45,536 61 .5 36,347 3,208 5,204 777 

1985 75,905 46,090 60.7 35,989 3,345 6,289 467 

1986 81,549 44,909 55.1 32,791 3,724 7,859 536 

1987 91,021 40,246 44.2 26,464 3,943 9,458 381 

1988 104,808 46,681 44.5 29,765 4,723 10,542 1,650 

1989 112,840 61,554 54.5 31,965 6,519 21,386 1,684 

1990 135,585 72,354 53.4 38,004 6,519 26,109 1,060 

1991 176,747 96,843 54.8 50,577 13,698 30,513 2,055 

1992 186,658 109,859 58.9 47,605 15,735 43,958 2,560 

1993 184,616 95,042 51 .5 44,760 17,746 28,783 3,753 

1994 181,182 127,571 70.4 52,093 25,266 39,912 10,300 

1995 158,415 107,329 67.8 36,774 10,942 36,527 23,086 

1996 188,280 139,029 73.8 49,437 30,591 49,416 9,585 

1997 221,787 197,325 89.0 56,905 53,389 73,459 13,572 

1998 212,395 191,030 89.9 49,074 41,144 82,013 18,799 

자료)건설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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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골재의 생산 품종별 연도별 생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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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2.3 하천골재와 산림골재의 연도별 생산비율 

8 



에 비교하여 최근에는 25 - 35%로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산림골재는 4% 수준 

에서 40% 정도로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표와 그림으로부터 하천골 

재 개발의 어려움과 함께 파쇄에 의한 골재생산의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다. 

레미콘에 소요되는 전체 골재량 중에서 세골재인 모래의 비율 (잔골재율y 

5/A)은 사용에 따라 40 - 45% 이며， 1997년 및 1998년 소요량에 의한 비율은 

48 % 정도이다. 이로 미루어 최근의 국내 각종 모래의 연간 생산량은 1억m3 

정도이며/ 인공모래의 생산량은 1996년도 6.93백만m3이며 ， 1997년도 9.17백만 

m 3, 1998년도 10.33백만m3 정도이다. 이러한 인공모래의 생산량은 매년 25 -

30% 증가하는 추세이며/ 전체 모래 생산량의 8 - 11%를 점유하고 있어 1% 

정도인 1994도 이후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표 2.5는 지난 4년간 골재 채취 둥록회사의 업종별 변화를 연도별로 도표 

화한 것인데 여기에서 알 수 있듯이 업체수는 최근에 매년 10% 정도씩 증가 

하고 있으나y 업종별로 분석하면 하상골재 채취업체 등록수는 정체되어 있는 

바변/ 산림골재 업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파쇄업체의 수는 급증 

하고 있다. 이러한 업체의 현황으로도 산림에서 채취한 원석으로부터 생산하 

는 조골재와 세골재 산업이 활성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2.6은 금년 6월 현재에 등록된 골재 채취업체의 현황을 업종별 및 시도 

별로 수록한 것인데 파쇄업체의 수도권 집중현상을 볼 수 있다. 서울과 경기 

도에 분포된 등록업체 합계와 하상채취/ 산림채취의 비율은 각각 1/4 수준인 

데 비하여 파쇄업체의 비율은 절반수준인 43%에 이른다. 이는 수도권이 최대 

소비지인데 기인하는데y 골재를 생산하고 레미콘으로 생산하여 최종 소비지까 

지에의 운반비의 비중을 최소화하려는 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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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전국의 골재 업종별 둥록현황 

업종별 둥록현황 
연도 업체수 

계 하상 -까r걷 ;ζr 바다 산림 육상 파쇄 세척 

1995 927 1,119 267 114 41 382 315 

1996 1,038 1,274 274 123 44 418 380 28 7 

1997 1,156 1,428 292 132 50 439 404 84 27 

1998 1,251 1,571 297 147 56 447 409 178 37 

자료)한국골재협회 

표 2.6 골재채취 업 등록현황 총괄 (1998년 6월 현재) 

업 도。죠 별 = 트-료1 현 화。 
구분 업체수 

-0 

계 하상 -가「‘걷:x「 바다 산림 1 。커「λ。L 파쇄 세척 

계 1,251 1,571 297 147 56 447 409 178 37 

서울 85 137 25 8 51 28 25 

경기 190 239 48 29 10 57 43 52 1 

인천 31 33 14 12 2 5 

강원 140 192 45 5 2 31 92 14 3 

충북 72 102 34 1 22 32 13 

대전 11 12 8 1 3 

충남 101 120 19 34 2 41 14 10 

전북 137 173 34 4 2 41 75 16 1 
‘τa1L -;x「 31 35 7 1 4 23 
전남 121 138 11 6 16 51 32 5 17 

대구 31 34 1 8 18 4 3 

경북 139 165 47 27 39 37 15 

부산 30 35 5 3 11 1 9 6 

경남 97 117 18 19 1 51 17 8 3 

제주 35 39 5 15 9 3 7 

자료)한국골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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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은 생산 품종별 모래의 금년도 생산원가를 비교분석한 것인데 하상 

이나 수중모래에 비하여 최근들어 생산량과 생산비율이 증가추세인 바다모래 

와 파쇄에 의한 산림모래의 총원가가 2 - 3배에 이른다. 인공모래의 생산원 

가는 하천의 사용료와 운반비를 고려하더라도 하천모래의 소비가격보다 10 -

30% 높다. 이러한 생산원가는 인공모래 생산이 증가됨에 따라 기술향상을 이 

루어 해결되어야 할 과제이다. 

표 2.7 생산품종별 골재 모래 생산원가 산정표 (단위: 원1m3) 

하상모래 수중모래 바다모래 산림모래 

재료비 1,014 1,906 3,115 3,083 

노 
직접노무비 592 1,283 1,081 2,691 

간접노무비 89 192 162 404 
.!그「 

소계 681 1,475 1,243 3,095 
비 

기계경 비 1,016 1,446 2,771 1,488 

산재보험료 30 65 54 136 

켜U 안전관리비 30 60 79 109 

비 기타관리 비 96 191 252 346 

소계 1,172 1,762 3,156 2,079 

합 계 2,867 5,143 7,514 8,257 

일반관리비 172 309 451 495 

이 윤 304 532 727 850 

총 원가 3,343 5,984 8,692 9,602 

1997년 단가 2,741 4,871 7,473 6,949 

작년대비 (%) 21.9 22.8 16.3 37.9 

주) 하상 및 수중모래에서는 하천의 점유사용료비 직영비는 불포함 

자료)한국골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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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상모래 

3,687 

1,564 

234 

1,798 

2,638 

79 

99 

315 

3,131 

8,616 

517 

816 

9,949 

8,370 

18.9 



제 3 장 언공모래 건식제조법 개선 연구 

제 1 절 건식제조법 

국내 쇄석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조골재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얻어지는 석분으로부터 인공모래를 제조한다. 조골재의 최소직경이 10mm이 

므로 석분의 최대 입경은 10 - 15mm 정도이다. 표준의 입도분포를 얻기 위 

하여 석분은 두차례의 파쇄과정을 거치는데 조골재에서도 요구되는 인공모래 

의 입형개선작업도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석분은 여러번의 파쇄과정을 거치면서 미분을 함유하고 있다. 미분은 콘 

크리트 제작과정에서 시멘트와의 접착을 약화시켜 강도를 크게 저하시키는 요 

인이 되므로 인공모래와는 분리되어야 한다. 국내규정은 200mesh (74μm) 

이하의 입자를 미분으로 정의하고 모래에의 함량을 5%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 

국내 산림골재 생산량은 1998년도 허가 공급량을 기준으로 82.0백만m3 정 

도로서 ， 1997년도 68.3백만m3， 1996년도 49.4백만m3에 비하여 매년 10 - 20% 

증가율을 보인다. 이 때 생산되는 석분의 양은 30% 수준이며/ 그 중 절반정 

도는 분순모래 생산에 사용된다. 부순모래의 생산과정에서 분리되는 미분의 

양은 약 15%로 추정되고 있어 그 양은 1.5 - 2.0백만m3 정도이다. 

건식제조법은 습식제조법과 비교하여 시설비용이 크고 운전비용도 다소 

크므로 제조단가가 다소 높은 단점을 지니고 있어 현재 국내에서는 건식제조 

법을 사용하는 업체는 많지 않다. 그러나 폐자원으로 산출되는 미분 슬러지 

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 쇄석산업에 많이 보급되어야 할 것이다. 

습식제조법은 Spiral Classifier 또는 습식 Cyclone 풍으로 분급하는데/ 건 

식제조에 비하여 미분분급효과가 크고 대량생산이 가능하다. 시설의 설비비 

도 높지 않고 응집제 시약비가 소모되는 것 외에는 운전비용도 낮은 이점을 

지니고 있지만/ 쇄석산업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미분 슬러지의 처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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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이 용이하지 않다. 

이러한 미분을 분리하는 과정에서 암분을 가열에 의하여 수분을 제거하는 

방법이 건식분급이며 건식제조법의 주요 공정이다. 건조된 석분은 Roll 

Crusher 또는 Impact 둥의 파쇄장치를 거쳐 중력이나 관성력y 원심력을 이용 

하여 분급된다. 표 3.1은 건식제조의 분급장치를 분류한 표인데/ 모든 장치는 

입도에 따라 공기저항력이 달라지는 성질을 이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적용이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건식제조시스템에서 

분급효율을 높이는 모형시협과 에너지 절감시험을 각각 수행하였다. 

표 3.1 건식제조 분급장치의 특성 

; trjT ET 분급원리 토-흐1 λ 。4

간단한구조 

τ;rζ~H님r二닙그 
입자의 낙하속도 및 입도가 거친 암분의 분급 

낙차위치의 차를 이용 (200 - 2000 μ m) 

정밀분급에 부적합 

간단한구조 

고1그Lλ 。.:1.!도경드L: a1 입자의 관성력을 이용 비교적 입도가 거친 암분의 분급 

정밀분급 및 대용량처리 가능 

원심분급 자유소용돌이 또는 반자유 비교적 간단한 구조 

(자유소용돌이 및 소용돌이에 의한 원심력과 작은 입도의 분급 (1-20μm) 

반자유 소용돌이) 공기저항력의 균형을 이용 정밀분급에 부적합 

강제소용돌이에 의한 
복잡한 구조와 강력한 동력 

원심분급 작은 입도의 분급이 가능 
원심력과 공기저항력의 

(강제소용돌이) 광범 위 의 분급 (0.5-10 μ m) 
균형을 이용 

고분체 및 정밀분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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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공기식 분급기 모형장치 

인공모래 제조과정에서 핵심장치인 분급기의 개발연구가 영남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개발목표의 분급기는 압축공기에 의하여 이중원통형 사이클 

론을 회전시켜 미분을 분리시키는 장치로서 Sturtevant 형식의 Cyclone Air 

Separator 이다. 건식제조에서 분급기의 처리용량은 시간당 수톤 내지 수백톤 

에 이르나/ 본격 개발에 앞서 120 kgjhr 정도의 용량을 갖는 모형장치를 완성 

하였다. 이는 Cyclone Air Separator의 역학적 해석과 성능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장치이다. 

본 절에서는 공기식 분급기 모형장치의 개발에 대하여 언급하고/ 다음 절 

에서는 공동으로 수행한 집진시험과 분급시험에 관하여 언급하고자 한다. 

1. 공기식 분리기 개발개요 

최근 국내의 중소 기업으로 각종 파쇄시설과 아스콘 및 레미콘생산 프랜 

트 제조를 주업종으로 하는 회사에서 아스콘 생산기법의 일부와 쇄석사 제조 

방법을 접목하여 개발한 밀폐식 건식 쇄석사 제조시스템은 확기적이라 하겠 

다. 이 제조 장치는 폐콘크리트로부터 골재를 재생산하는 시스테으로 건설폐 

기물의 재활용을 위하여 고안되었다. 그러나 아직 이 시스템에는 개선해야 

할 부분과 해결해야할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 중의 하나로 건설폐기물인 콘크리트로부터 골재를 재생하 

는 경우 폐시멘트 가루인 미분의 생성이다. 골재에 미분이 묻어있는 경우 콘 

크리트의 강도에 결정적인 저해 요인이 되므로 KS공업기준에는 미분 포함량 

을 일정량 이하로 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폐콘크리트내의 골재를 재생하기 

위하여서는 많은 양의 시벤트 성분을 제거해야 하며 그러한 부산물은 거의 대 

부분 미분의 형태로 배출되게 된다. 또/ 기존의 건식 골재생산 과정에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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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문제점 중의 하나는 미분을 제거하고 생산된 골재를 입도별로 분리 및 선 

별하는 과정에서 mesh screen을 사용하고 있는데 screen의 잦은 교체가 필요 

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mesh screen의 교체는 시간적 손실과 전체 생산공정 

상의 장애 요인이 되고 있으며y 생산성 향상의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건식 분쇄 골재 생산공정을 그대로 건설폐기물의 골재 재 

생에 적용하면 많은 미분의 생성과 대기방출에 따른 공해 둥으로 인하여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본 연 

구에서는 폐콘크리트의 골재 재생과정에서 발생하는 미분 제거와 미분의 대기 

방출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집진을 위하여 Air Separator의 성능을 개선 

하려 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Air Separator 중 집진장치로서 가장 널리 사 

용되고 있는 사이클론 분리기 (Cyclone Air Separator)를 택하였으며 Fan 

blade에 의해 발생하는 상승기류와 장치의 기하학적 개선에 의하여 집진효율 

에 미치는 각종 인자들의 영향을 측정함으로써 새로운 시스템 설계시에 기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미세 입도의 분체를 사용한 Cyclone Air Separator 내의 집진효율 및 압 

력강하 특성을 측정하고l 결과 분석을 통하여 건식 미분제거 시스템의 주요 

설계자료를 제공하고 성능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유체중에 분산되어 있는 미세입도의 분체를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중 

력집진/ 원심력집진/ 필터집진/ 세정집진/ 전기집진/ 초음파집진 등으로 분류된 

다. 이중 원심력집진은 분체에 원심력을 주므로서 중력집진의 경우보다 수백 

배에서 수천배의 침강 또는 부유속도를 얻을 수 있으므로 집진 성능이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원리를 이용한 장치의 하나가 사이클론 

(Cyclone, Cyclone Separator)인데 구조가 간단하고 취급이 용이하며 처리능력 

이 커서 산업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사이클론내의 기체나 분체의 운동현상에 대한 이론적 해석은 완전 

히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경험적 지식을 근거로 대부분 근사적 해석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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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실험적으로 미해결된 문제도 적지 않다. 즉y 사이클론은 각 부분의 기하 

학적인 형태나 작업조건에 따라 집진효율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실제 

가동을 해 보지않고서는 경험에 의해 제작되고 있으며/ 여러 특수한 형태의 

사이클론들의 특성도 제각기 다르기 때문에 이들의 집진효율에 관한 비교는 

단편적인 이론만으로는 매우 어렵다. 

지금까지 연구된 바에 의하면 사이클론의 집진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로는 사이클론의 직경/ 길이/ 기체 유입관의 폭과 높이 I 기체 유출관의 직경/ 

원추관의 형상I 기체의 밀도와 점도/ 속도， 온도/ 그리고 분체의 수송 농도y 밀 

도/ 입도 둥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는 DAS형 (Dual Air Separator Type)의 Cyclone Air Separator을 

사용하여 분체의 입도와 밀도/ 투입률 및 풍량의 영향에 따른 집진효율을 실 

험적으로 측정하고 이를 이론식 및 반 경험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집진효율과 

비교 검토함으로써 사이클론의 운전조건에 따른 예측식들의 적용범위와 효율 

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들에 대해서 검토하고자한다. 

2. 건식 분급장치의 뾰
 π 건식분급기의 특성에 대해서는 앞 절에서 언급한 바 있다. 건식 미분제거 

장치에 있어서는 마지막 공정인 Air Separator에서 75μm이하의 미분을 제거 

하는 것이 성패를 좌우한다. 즉I 빽 필터 (Back filter)의 집진효율은 대체로 양 

호하므로 Air Separator의 성능개선은 전체 장치의 성능에 큰 비중을 차지하 

게 된다. 적정한 분리기의 선정은 집진효율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분리장치를 분체의 입도 범위에 따라 분류하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즉I 10 μm이 하의 미분영역 I 10-100 μm에 해당하는 중간영역 및 100 

μm이상의 조분영역이다. 이들 제거하고자 하는 분체의 영역에 따라서 선정 

되는 분리기도 달라지므로 목적에 적합한 분리기를 선택하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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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대량처리 · 중세분용 분리기 

75μm이하의 분체를 분리하고 대량처리를 할 수 있는 건식분리기의 특성 

을 비교하면 표 3.2와 같다. 대량처리 · 중세분용 분리기 8종에 대한 성능을 

비 교 검 토하면， O-SEPA형 과 SEPAX separator는 75 μ m 이 하의 입 자에 대 하 

여 집진효율이 90%이상의 높은 효율을 나타내고 있으나/ 처리용량이 100ton 

jhr 미만으로 적은 것이 결점이라 하겠다. 집진효율이 90%이상이고 동시에 

처리용량도 265tonjhr, 320tonjhr으로 대용량인 Cyclone Air Separator와 IHI

SD separator 기종에 대해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요구된다. 

표 3.2 대량처리 · 중세분용 분리기의 님 E 
τC"ìT 

75μm(200#) 처리용량 

분리효율(%) (tonjhr) 

O-SEPA 95-97 4-25 

Kawasaki dynamic separator 65-67 35-410 

Cyclone Air Separator 92 - 23-265 

콘포레이터 0.5 - 40 

M.D.5분리기 
62-65 60-230 

Mitsubish Dual Separator 

SEPAX separator 90 85-100 

IHI-SD separator 100 27-321 

High flow separator 100 7-75 

17 

소요동력 

(kw) 

15-75 

3.7-70 

37-400 

0.2 - 15 

95-385 

805-85 

22-125 

35-160 



분 리 기 (Cyclone Separators 또는 Cyclones) 나. 사이클론 

입자를 분리하는데 공기유동에서 지름 10μm이상의 Cyclone Separator는 

고
 
。유입통로가 설치도어 있어서 이 장치는 수직 실린더에 유용한 장치이다. 

낸 만들어 원심력을 입자에 따라 선회유동하면서 바깥벽을 기가 유입되면서 

분류되며/ 그 종류는 Cyclone Separator는 통상 기 하학적 형 상에 의 해 서 다. 

그림의 (a)는 접선방향 유입과 축방향 유출， (b)는 접선방향 

유입과 접선방향 유출，(c)는 축방향 유입과 축방향 유출， (d)는 축방향 유입과 

접선방향 유출로 이루어진다. 

그림 3.1과 같다. 

ι) (Q) 
~ 

inlet 

비
 

/ , ‘ 
、

Dust ‘-
(a) • 

Dust 

1.. 1 :: 1-을 

Dust 

(d) 

廣포 
• •• 

(c) 
、↓

Dust 

Type of Cyclone Separa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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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Cyclone Separator는 집 진흉류로도 구분할 수 있다. 즉/ 고효율(98 

-99%), 중간효율(70-80%)， 저효율(50%)로 나누어지며/ 이들은 모두 일반적인 

사이클론인 그림 3.1의 (a)형과 유사한 작동원리에 의해서 운전된다. 

일반적인 사이클론 (a)형은 분체입자를 포함한 유체가 사이클론의 상단인 

실린더 부분에 접선방향으로 유입되어 실린더 아래로 내려감에 따라 회전유동 

을 하게 된다. 실린더형벽과 원추형벽의 구분점에서부터 출구까지r 혹은 

Vortex Finder로 인하여 상부로 유출되기까지의 유동은 더욱 복잡한 난류를 

형성하고 유로의 단면적이 줄어들기 때문에 유체내의 입자들은 더욱 밀집된 

상태로 유동을 하게 되고 벽면에서의 충돌과 관성에 의하여 포집된다. 이렇 

게 포집된 입자들은 연속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또 다른 사이클론으로 들어거 

거나， 아니면 콘베이어에 의하여 호퍼에서 모아진다. 그 지름은 대개 600rnrn 

에서 915rnrn 까지 대형이다. 

(c)형 사이클론은 일반적인 사이클론보다 지름이 작은데/ 이 작은 지름 때 

문에 일반적인 사이클론보다 적은 유체의 유입에도 불구하고 높은 효율을 얻 

을 수 있다. 그리고， (b)형과(d)형은 먼지가 완전하게 유체유통으로부터 제거 

되지 않는다. 따라서 집진효율은 전체 유동의 10%정도로 아주 낮다. 사이클 

론의 크기는 길이 방향의 단면적/ 즉 실린더의 지름으로 결정된다. 사이클론의 

지름은 집진효율에 크게 영향을 미치며/ 작은 작은 지름(200 - 600rnrn)일 때 

보다 높은 효율을 얻을 수 있다. 

먼지 유출구의 지름과 사이클론의 지름과의 비는 대개 01.8-0.4 정도이며/ 

일반적으로 큰 사이클론일수록 이 비율이 크게 되며 경사져 있으므로 굵고 조 

도가 거친 먼지를 분리하기에 적당하다. 사이클론의 전체높이는 유체의 유동 

저항 뿐만 아니라/ 집진효율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즉/ 사이클론의 전체높이 

가 커질수록 유동저항과 집진효율이 증가한다. 원추의 정점각은 100 -20。

사이이며y 정점각이 작을수록 보다 높은 효율을 나타낸다. 

사이클론은 성능과 집진효율에 의해서 용도에 맞게 선택하여야 한다. 사이 

클론의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는 인자로는 다음과 같은 기계적인 결함/ 먼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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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에 의한 부분적 고장y 마멸과 소손에 의한 기기의 극심한 소모 둥이다. 

기계적인 결함- 설계/ 제작결함 및 장치를 설치할 때의 실수나 부주의로 

인한 결점이다. 설치시의 결함은 주로 사이클론을 경사지게 설치하거나 습기 

가 스며들어 발생하며 고장의 원인이 된다. 이러한 결함들은 사전에 세밀한 

검토와 주의로 방지할 수 있다. 

고장- Grain size나 먼지의 화학작용에 의하여 고장이 일어난다. 화학작 

용으로 먼지들은 서로 뭉치거나 결합하게 되고 유출구를 폐쇄한다. 

소모-마멸은 오래 진행되면 장치에 구멍을 낼 수 있다. 장치내에서 가장 

마멸이 심한 부분은 입자를 함유한 유체가 사이클론으로 들어오는 유입구 부 

분의 벽면이다. 이 벽면을 Cri tical Zone 이라고 하며/ 다중 사이클론 장치에 

서 는 이 Critical Zone에 서 발생 한 조그마한 구멍 이 전체 유체 유동에 영 향을 

주며 집진효율을 저하시킨다. 

사이클론 분리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성능인자는 집진효율과 압력강하 

에 대한 인자이다. 사이클론의 집진효율은 먼지입자들을 포집하는 직접적인 

성능을 나타내고I 압력강하는 장치가 집진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압력의 총 

합을 말하며 장치구동 동력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그러므로 사이클론은 이 

두가지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 

되어져야 한다. 

3. 집진효율 

사이클론의 집진효율은 다른 집진장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공급된 분진 

총량에 대한 분진 집진량의 백분율로 정의하여 식 (1)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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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 
η =→짜~ x 100 

=짧 x 100 

Wt: 사이클론 내에 유입된 분체의 량 

We: 사이클론에서 유출된 분체의 량 

Wd: 사이클론에서 포획된 분체의 량 

(1) 

(2) 

위의 식 (1), (2)를 집진되는 분체 입자의 갯수로 바꾸어서 표시하면 다음 

과 같이 된다. 

η =1-월 (3) 

N 집진되지 않은 분체 입자의 개수 

N o 전체 분체(유입분체) 입자의 갯수 

식 (1)， (2), (3)은 모두 총괄 집진효율식으로써/ 집진성능을 표시하는데 충분 

한 자료를 제공할 수가 없다. 즉/ 이 효율은 집진장치의 조업에 필요한 조업 

조전으 영향을 예측할 수 없어서 실제 조업 기술상에는 유익하지 못하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사이클론 집진효율을 실제의 조업조건/ 즉 

장치의 제원/ 기체유속/ 입도분포/ 분진농도/ 압력강하 동의 상관관계로 표시하 

려는 연구가 이론적으로 또한 경험적으로 많이 시도되었는데/ 그 기초가 되는 

것은 사이클론내의 유체유동에 관한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사이클론 

내의 유체운동은 보다 더 복잡한 현상/ 즉 기체의 난류운동과 사이클론 벽면 

에서의 입자의 반발 및 마찰현상 둥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론적 해석과 경험 

21 



적 결과를 혼합한 집진효율이 제안되고 있다. 

먼저/ 사이클론내에 유입된 단일 입자으 운동을 해석함으로써 집진효율을 

유도할 수 있는데/ 그림 3.2와 같이 사이클론내에 투입된 입자의 운동을 해석 

할 수 있다. 그림에서 r2 는 사이클론의 반경이며， rl 은 기체 유출관의 반경 

이다. 점선 부분은 분체입자의 운동궤적을 나타내며， dr 부분은 분체의 포획 

구역을 나타낸다. 또， d，맑능 분체입자가 포획되는데 필요한 회전각의 변화를 

나타내며， H는 회전기류의 깊이를 나타낸다. 그리고 Vr, V ()는 각각 반경방향 

과 회전방향으로서 분체입자의 속도 성분을 나타낸다. 

분체입자 N가 폭 (r2- rl) 사이에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다고 가정하면/ 

r2d8는 포획에 요구되는 거리에 해당하며 다음 식과 같은 관계를 가진다. 

r2d8 = Vo2dt 

또/ 포획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V v 
dr= Vηdt= -V즙 η뼈 

dr 

r z 

VS2 

(4) 

(5) 

그 림 3.2 Trajectory of a particle in turbulent cyclone fl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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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각 d8에 걸친 분체 입자의 부분적 감소(fractional diminution)는 포 

획 구역에 들어 있는 분체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dN dr V r2 
--ττ τ-;-:- -.. d8 

lV r2 - rl V 82 r2 - rl 
(6) 

이를 적분하여 전체 입자수 No 에 대해 정리하면 다음 식이 얻어진다. 

N=Noexp( -월 뭘τ 8) 
l' 82 r 2 r 1 

여기서 VOi Vr2는 회전기류의 유체 속도식에서 다음과 표시된다. 

1 7 - Q 
l' 82 - r2Hln γ2/ rl 

V - PpQ2x 2 

18μ~H2 ( ln r2/ r l ) 2 

Q: 유량 

Pp 분체의 밀도 

H: 기체 흐름의 깊이 

μ : 기체의 점도 

f) 입자의 포획 회전각 

(끼 

(8) 

(9) 

식 (8), (9)를 식(끼에 대입하고， 이를 다시 식 (3)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은 사이 

클론의 이론 효율식을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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낀 = 1--'꼬 = 1 - exp [ - P pQx2e 
NO ... '-'"""1-' L 18μH(r2- η)lnγU rl 

(10) 

식 (10)은 사이클론내의 균일한 입자의 운동으로부터 유도된 식인데/ 실제 

사이클론에서는 입자운동이 보다 더 복잡한 현상으로 일어남은 물론이다. 또 

한 식 (10)은 장치의 제원 (r! , r 2 , H), 입자 특성 (p ， x)및 분체특성 (μ ， Q, 

e) (여기서 6 는 업자의 포획 회전각으로 유체의 유속으로부터 결정되는 분 

체의 관성력과 관계가 있다)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론식이라 할 수 있으나， 실 

제에 잘 맞지 않으므로 실용적 설계에서는 경험적 영향인자가 포함되어야 한 

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제안된 경험식이 많이 있다. 이 

들 경험식은 사이클론내의 유체의 회전운동에 관계되는 와류현상을 해석하되y 

보다 실험치에 접근할 수 있도록 경험적 인자를 이용하여 보정한 식들이다. 

이론식을 보정한 경험식의 한가지는 식 (10)을 식 (11)과 같이 표시한 것이다. 

r (1- η) ppQx2e 1 

η = 1- expL-18μH(ykn-yf - n)션(Y2-Tl) j (11) 

여기서 ， n은 기체가 사이클론내에서 회전운동을 할 때 나타나는 접선속도 

(tangential velocity)와 반경방향속도(radial velocity)사이에 관계하는 지수이다. 

이 지 수의 n에 대 해 Alexander는 사이 클론의 직 경 D(ft)와 온도 T( OF)의 함 

수로 나타내었다. 

η= 1 - exp [1 - -.i 12D)O . 1~ ][ T~~6ι ] 
2.5 JL 530 (12) 

이 지수의 값은 보통 기체에 있어서는 0.5 -0.7의 값은 갖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경험식의 다른 한 가지는 Strauss의 집진효율식인데， Strauss는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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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의 n값을 0.5로 고정하고 다음과 같은 효율식을 유도하였다. 

r PhQx28 , 
ηs = 1- expl- nn rt 이 、/ 、 j (13) 

여기서 입자가 포희되는데 필요한 유효회전각 θ 와 기류의 깊이 H는 실 

제로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사이클론의 기하학적 치수에 의 

한 함수로 근사치를 얻는다. 

8=2 π(L 1 + L2 /2)/H (14) 

그리고 식 (14)에서 H는 기체 유입관의 높이 H로 나타내었다. 또 다른 

경험식으로써， Licht와 Leith는 다음과 같은 집진효율식을 제안하였는데/ 이 식 

은 기체 및 분체의 불리적 성질에 관한 수치와 사이클론 각 부분의 기하학적 

치수비를 포함하는 식으로 다음과 같이 표시된다. 

ηL = 1 - exp [1 - { C(l + η)S펴 0I2N.+2)] (15) 

여기서 c는 사이클론의 기하학적 치수로부터 계산되는 상수이며 ， Stk는 

Stokes number로서 다음 식 으로 표시 된다. 

ιx
 -
ψ
 

& 

π
m
 

ι
κ
 

Q
] (16) 

따라서 식 (15)는 다음과 같이 정 리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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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J ,= 1- exp[ - 2f호藝(η+ 1)ll/(2n+2)] 
l 18μIY "-'~/ J 

여기서/ G=8Kc/K~K1 

K a= S/D 

Kb=B/D 

K c= (2Vs+ V h)/(2D3) 

(1η 

식 (η에서 S는 사이클론내 기체 유입구의 높이 ， B는 기체 유입구의 폭/ 

Vs는 사이클 론내에서 있는 기체 출구관의 길이에 해당하는 사이클론의 환 

형체적 (annular volume)이 며 VH는 사이클론 전체의 체적을 나타낸다. 

이상의 집진효율식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사이클론의 집진효율은 사 

이클론의 운전 조건과 기하학적 형상에 의한 함수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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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모형장치에 의한 집진시험 

1. 실험 장치 

본 연구에 사용된 실험장치의 전체적인 개략도는 그림 3.3에 나타나 있으 

며/ 장치 주요부인 Cyclone Air Separator 사진과 모식도는 그림 3.4와 같다. 

실 험 장치 는 크게 본체 인 Air Separator와 주파수 조절 에 의 하여 Air 

Separator 구동모터의 회전수를 조절하는 인버터 및 변압기로 이루어져 있다. 

분급기는 앞의 그림들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분과 조입자 분체를 구분하여 분 

리하기 위해 이중원통형 Cyclone으로 나누어져 있고/ 내부 Cyclone은 다시 안 

내깃을 기준으로 상하분리실로 구분되도록 제작하였다. 내부구조가 이중 원통 

형 이 므로 이 장치 는 Sturte、rant type cyclone air separator로 분류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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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3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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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체투입구 @ 외부 사이클론 
@회전축 @미분배출구 

@ Motor(3.7Kw x 6P) @ 분체 배 출구 
@분급날개 @하부분리실 
@내부사이클론 @상부분리실 
@안내깃 @충돌판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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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버터에는 과전류에 의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단기를 설치하였으 

며/ 구동모터는 5마력의 속도가변식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시료를 시간에 따 

라 일정하게 공급하는 공급장치와 분리되는 시료를 모을 수 있는 수급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공급량 및 포집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오차가 

10- 2용1 전자저울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된 Air Separator의 작동원리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모터에 의해서 Separator내에 장착된 블레이드의 회전에 의하여 기류가 발생 

한다. 일정시간 동안 운전을 계속하면 블레이드 주위의 기류는 블레이드의 

회전속도와 같게 되어 정상유동이 된다. 분체가 유입되면 충돌판과의 충돌로 

인하여 입자들이 분산되어 기류를 따라서 운동하게 된다. 이때/ 가벼운 입자 

들은 1차 블레이드에 의하여 Separator 벽면으로부터 가까운 거리로 선회운동 

을 하게 되며/ 무거운 입자들은 Separator 중심부에서 아래로 떨어지게 된다. 

즉/ 강한 기류에 의해서 발생된 원심력에 의해서 입자들은 입도별로 서로 

분리되는 것이다. 이 입자들 중에서 일부 가벼운 입자들은 1차 블레이드와 

충돌하여 원심력에 의해 벽면으로 운동하게 되고， 떨어지는 입자들중에서 일 

부 가벼운 입자들은 2차 블레이드에 의해서 발생된 상승기류에 의해서 비산하 

고 강한 선회류에 의해서 벽면쪽으로 운동하게 된다Separator의 상단 실린 

더에서 기류의 운동은 정상상태에 가까운 운동을 한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 하 

단의 부분에서는 유출구가 2개로 나뉘어져 있으므로 다소 복잡한 유동을 하고 

있다. 

가벼운 입자들은 외부 사이클론으로 유인되며 이 입자들이 선회운동을 하 

면서 점점 유속이 빨라지고 빠른 속도로 유출구로 유출되어 포집된다. 무거 

운 입자들의 운동을 유인하는 내부 사이클론에서는 cone 하부에서 vortex 

flow를 형성하는데/ 이는 2차 블레이드에 의해서 발생하는 상승기류의 작용에 

의하여 다량의 공기가 유입되어 상승하게 되고 이때 떨어지는 입자군들 속에 

가벼운 입자들은 이러한 기류에 의해서 상승하게되어 다시 외부 사이클론으로 

운동을 한다. 이와 같이 Separator내에서는 아주 복잡한 유동이 형성되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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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동을 이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2. 실험방법 

본 시험에서 실험 및 측정데이타의 처리 순서는 다음과 같다. 

i) Air Separator의 설정한 운전속도에 따른 인버터의 주파수를 맞추고/ 

Separator내의 유동을 일정하게 유지시키기 위하여 몇분간 시운전을 한다. 

ii ) 표준체를 사용하여 미리 입도별로 분류된 일정량의 시료를 공급장치에 넣 

고 장치에 투입한다. 이때 시료의 정확한 분급을 위하여 체를 사용하기 전에 

물로 세척하여 미세한 미분들을 제거한다. 

iii ) 시료가 완전히 공급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이때 Separator 

내의 시료는 부분적으로 작동유체와 함께 계속적으로 유동하고 있기 때문에 

시료를 완전히 배출시키기 위하여 시료가 완전히 공급된 후 5분간 더 장치를 

운전한다. 

ψ) 시료 급송 후 Separator에 포집된 분체의 무게를 측정한다. 

v) 운전속도 및 투입율에 대하여 2회 이상 반복 실험을 행한다. 그리고 측정 

된 Data에 대하여 그 값의 산술평균값을 취한다. 

vi) 계산된 평균값으로 사용 시료에 대한 Separator의 집진효율을 구한다. 

표 3.3은 본 실험의 실험인자와 실험범위를 나타내었다. 본실험에 있어서 

구동 모터의 작동범위는 정격 rpm 내에서 인버터의 주파수를 변화시켰으며l 

시료는 비교적 굵은 입자를 선정하였다. 그리고 분산된 입자가 Separator 내부 

에 부착하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각각의 경우에 대 

하여 실험이 끝난 후 압축공기를 내부를 청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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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3 실험인자와 실험변수 

실험 인자 실험범위 

분체의 종류 Sand Stone Powder 

분체의 직경 500μm 115μm 61μm 

분체 투입량 10 

분체 투입률 0.5 - 2 kg/ min 

Separator 풍 량 1.1-6.5 m'/s 

4. 시험결과 및 고찰 

표 3.4는 분체의 직경이 500μm인 경우 풍량과 투입율의 변화에 따른 외부 

사이클론에 의해여 포집된 미분의 집진량과 내부 사이클론에 의한 분체의 유 

출량의 실험값을 나타낸 것이다. 각각의 경우에 대하여 2회에 걸쳐 시험을 

수행하였으며y 실험값을 산술평균하여 집진량과 집진효율을 계산하여 수록하 

였다. 여기서 실험에 사용되는 모래는 입자가 작은 것이므로 실험 도중에 

Separator의 내벽에 부착되거난 미세한 틈을 통해 소량 유실된다. 

본 실험에서 장치내의 실제 유속측정은 장치의 기하학적 형상에 의하여 

측정하기 곤란하므로 면적에 의한 풍량의 변화로써 속도에 의한 영향을 살펴 

볼 수 있다. 

그림 3.5는 구동모터의 회전속도(rpm)에 대한 풍량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회전속도의 증가에 따라 풍량이 거의 선형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3.6은 분체의 직경이 500μm인 경우 풍량의 변화에 따른 Separator 

집진효율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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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풍량과 투입율변화에 대한 집진량과 집진효율 

풍량 1차 실험값 (gr) 2차 실험값 (gr) 

( m3/ s) 
투입율 집진효율 

(kgjrnin) ( % ) 
집진량 유출량 집진량 유출량 

2 168 8740 163 8620 1.7 

1 172 8854 182 8800 1.8 
1.03 

0.67 222 9142 208 8866 2.2 

0.5 270 8682 282 8588 2.8 

2 880 8910 876 8830 8.8 

1 882 9056 886 9038 8.9 
2.06 

0.67 902 9028 966 9348 9.3 

0.5 1274 8672 1264 8688 12.7 

2 1864 8206 1882 8010 18.7 

1 1906 7938 1914 7930 19.1 
3.09 

0.67 1996 7952 2511 7880 22.5 

0.5 2530 7318 2540 7422 25.4 

2 2630 7300 2636 7282 26.3 

1 2766 7030 2874 6550 28.2 
3.43 

0.67 2874 7102 2878 7118 28.8 

0.5 3628 6316 3540 6402 35.8 

2 3648 6390 3628 6324 36.4 

1 4020 5836 3970 5894 40.0 
4 

0.67 4046 5924 4026 5954 40.4 

0.5 5008 4938 4982 4960 50.0 

2 4808 5156 4786 5166 48.0 

1 5086 4764 5366 4540 52.3 
4.46 

0.67 5516 4454 5510 4474 55.1 

0.5 6622 3238 6526 6652 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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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 계속 

걷 II「 그‘fLr 1차 실험값 (gr) 2차 실험값 (gr) 

( m3 I s) 
투입율 집진효율 

(kgjmin) ( % ) 
집진량 유출량 집진량 유출량 

2 6284 3658 6240 3718 62.6 

1 6616 3286 6530 3404 65.7 
5.15 

0.67 7290 2680 7312 2668 73.0 

0.5 8650 1192 8206 1282 84.3 

2 7934 2024 7918 2024 79.3 

1 8327 1326 8568 1286 84.5 
5.49 

0.67 8916 708 9686 254 93.0 

0.5 9594 30 9910 46 97.5 

2 8736 1015 8961 960 88.5 

1 9241 695 9405 563 93.2 
5.83 

0.67 9868 110 9914 36 98.9 

0.5 9880 46 9932 87 99.1 

앞의 표와 그림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풍량이 적을 때 그리고 분체의 

투입율이 높을수록 집진효율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저속이 선회류 

가 형성하는 원심력이 분체의 자중에 의한 낙하에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 풍량 4 m31s까지는 집진효율이 50%이하로 매우 낮은 상태에 있다. 

그리고 저풍량에서는 집진효율이 일정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유 

체에 형성되는 선회류의 유동장이 불안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풍량이 4 

m31s를 넘어서면 집진효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분체의 투입율이 낮을 

각二료ε 드르 
I -, I I 같은 양의 분체에 대한 투입시간이 길수록 집진효율이 높게 나타나 

고 있다. 이는 분체와 선회류를 형성하고 있는 유체와의 접촉시간이 길고 그 

만큼 분체는 유체유동에 영향을 많이 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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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은 분체의 직경 115μm에 대한 Separator 집진효율의 변화를 나타 

낸 것이다. 분체의 직경이 작아점에 따라 저풍량에서 집진효율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풍량 3 m31s 이상에서 집진효율은 70%이상으로 매우 우 

수한 상태에 있다. 

그림 3.8은 분체의 직경이 61μm인 경우 집진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보는 바와같이 입자의 직경이 작아짐에 따라 저풍량에서의 집진효율은 증가하 

는 반면/ 고풍량에서의 집진효율은 감소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입경이 작을수 

록 그리고 풍량이 많을수록 유체에 형성된 선회류의 재비산에 의한 영향이 크 

게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분체의 투입율은 이론적 효율예측식에서는 표시되지 않은 변수로서 이것 

에 대한 영향은 일반적으로 무시되고 있었다. 그러나 분체의 투입율이 증가 

하면 서로의 접촉과 충돌에 의한 응집과 분산 등에 의한 영향으로 수송 농도 

가 증가함에 따라 집진효율이 약간 감소한다는 견해도 있다. 

본 실험은 입자직경이 500μm， 115μm 및 61μm인 시료를 사용하고 투입율 

0.5 - 2 kg/ min 사이에서 효율변화를 측정하여 그 영향을 살펴 보았으며/ 그 

결과를 그림 3.9 및 그림 3.10, 그림 3.11에 나타내었다. 

실험결과에 의하면 투입율이 증가함에 따라 효율이 약간 감소함을 볼 수 

있다. 그리고 분체 직경이 500μm인 경우 풍량이 증가할수록 그 현상은 현저하 

게 나타났으며/ 특히 투입율 1kg/min이하에서는 그 영향이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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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급시험 이용한 모형장치를 절 4 제 

앞 절에서 석분으로 는
 

간
 

<기
 

크
 

이하의 10mm 아닌 미분이 시험대상은 

‘.H /- '-
‘견 Tτ: 실험장치의 수행하였다. 방법으로 이용하여 같은 어그하 λ1 허차치 E 

」님 L "2 1:i ' d """' 1 

하였으나 400 rpm 분급시험을 석분의 150-1200 rpm에 대하여 회전속도로서 

것을 확인 。l 。
1.:용 τr 육안으로도 이루어지지 분급이 미분의 이상의 회전속도에서는 

있어 자료분석은 생략하였다. 할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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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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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닝 

분리된 각각의 모래로 미분과 분급시험결과 

분급결과이며y 습윤시료의 회전속도 150 rpm에서의 3.12는 림과 같은데/ 그림 

3.14는 그림 분급결과이다. 습윤시료의 회 전속도 200 rpm에 서 의 3.13은 그림 

그림 각 분급결과이다. 석분시료의 건조시킨 5%까지 회전속도 200 rpm에서 

습윤시료의 표시한 것이며 값들의 평균값을 。LQ..
I二 '-시험하여 

수분함량은 14%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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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시료 분급결과 미분 Sludge로 분급된 부분에는 -200 mesh 입도의 미 

분의 양은 31.1% 및 43.4%에 불과하여 분급효율이 상당히 낮아 생산될 수 있 

는 모래의 손실이 크다. 미분에 포함된 모래의 양으로 볼 때 본 장치의 분급 

효율은 200 rpm의 경 우가 150 rpm 경 우보다 크다. 또한 200 rpm의 경 우 모 

래로 분급된 부분에도 상당량의 미분이 함유되고 있어 본 실험장치는 개선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150 rpm의 경우 미분에 포함된 모래의 양은 69% 

로 분급효율이 상당히 낮으나/ 모래에 함유된 미분 Sludge의 양은 5.8%로 양 

호한 편이다. 

건조시료의 경우 분급효율은 향상되어 50.4% 이며/ 모래에 함유된 미분의 

양도 10.1%로 나타나/ 본 장치는 습윤시료보다는 건조시료에서 보다 효과적임 

이 판명되었다. 따라서 200 rpm 내외에서의 회전속도를 조절하면서 건조정 

도에 따른 다양한 분급시험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건조비용을 절약하기 위 

하여 수분함량이 5-10% 인 반건조시료에 대한 분급효율을 증대시키는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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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건식제조의 에너지 절약시험 

건식제조 시스템에서 제조단가를 크게 상승시키는 것은 원료인 석분을 건 

조하는 과정이다. 일반적으로 암석의 흡수율은 3% 미만에 불과하나 원석을 

채취하여 제조공정에 이르기까지 기후나 관리로 인하여 석분의 함수율은 보통 

의 경우 10 - 15%에 달한다. 건식에서는 가열로를 통과하면서 수분은 90% 

이상 제거되어 석분은 파쇄과정에서부터 3% 이하의 함수율을 갖는다. 분급효 

율은 석분의 함수량에 따라 크게 변화하는데 이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으 

로 본 연구에서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본 시험연구는 가열량을 조절하여 함수율을 변화시켜 에너지 소비량을 줄 

이고 분급효율을 극대화를 유도한 실험이다. 실험은 부광산업(주)가 보유하고 

있는 제조공정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열장치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는데 탈수과 

정을 거쳤을 경우와 무시된 경우 분급효과를 분석하였다. 

1. 시료의 특성 

시험에 사용된 석분시료는 경북지역의 부광산업(주)과 오성산업(주)에서 

조골재 생산후에 얻어진 것이다. 부광산업(주) 석분시료의 원석은 사암 

(BK-SS1, BK-SS2, BK-SS3)과 안산암(BK-An)이며 y 오성산업(주) 시료는 사암 

(05-S54)과 혈암(05-Sh)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시료의 현미경 확대사진은 그림 3.15 및 그림 3.16, 그림 3.17과 같고 

XRD 분석결과는 그림 3.18 및 그림 3.19, 그림 3.20과 같다. 부광의 사암은 

석영 (Qtz)과 사장석 (Pl)， 방해석 (Cc)이 주성분을 이루고 있는데 ， BK-SS2는 변성 

된 사장석이 보이며 석영보다 사장석 성분이 우세하게 나타났다. 이들 사암은 

조암광물의 크기는 0.2 - O.5mrn 정도로서 중세립질이나， BK-SS3에서는 0.1 

rnrn 이하의 세립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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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5 시험시료의 현미경 사진 (상 BK-SS1, 하 BK-SS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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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시험시료의 현미경 사진 (상 BK-SS3, 하 BK-Ande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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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시험시료의 현미경 사진 (상 OS-SS, 하 BK-S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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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의 안산암은 녹니석(Clinochlore) 이 우세하여 변질된 것으로 판단되며 

사장석중에서도 회장석이 우세하고 사암과 같이 방해석과 백운모/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광의 사암에서도 안산암편(Andersite Rock Fragments)이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매우 어렵다. 

오성의 사암은 BK-552와 같이 0.2 - O.4mm 정도의 중세립질이며 녹니석 

도 함유하고 있으며 다른 점은 방해석이 맥 (Vein)으로 발달되어 구성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혈암은 주성분인 석영 다음으로 황철석을 많이 함유하고 있 

으며/ 방해석이 있어 Calcareous 5hale로 분류된다. 구성 matrix는 석영과 장 

석 이 intergrowth 되 어 있다. 

이들 6 종류의 시료에 대한 암석의 물리적 특성은 표 3.5와 같으며/ 단축 

압축시험에서 얻어진 응력과 변형률 특성곡선은 그림 3.21 및 그림 3.22, 그림 

3.23과 같다. 

표 3.5 시험시료 원석의 물리적 특성 

Absorbtion P-wave Compr. Tensile Young’s 
Sample Density Poisson’s 

(gjcm3) 
Ratio Velocity Strength Strength Modulus 

Name Ratio 
( % ) (mjsec) ( MPa ) ( MPa ) ( GPa ) 

BK-551 2.70 0.39 4,910 126 17.4 34.0 0.146 

BK-552 2.68 0.37 5,010 234 11.1 49.1 0.217 

BK-5S3 2.72 0.38 4,860 146 13.1 34.1 0.189 

BK-An 2.77 0.17 5,990 168 12.6 47.4 0.238 

05 - 55 2.68 0.30 5,030 193 16.6 45.5 0.148 

0 S-5hale 2.70 0.17 3,570 87 9.0 21.0 0.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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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선 인공모래의 함수량이 작아 작업환경을 생산되는 그러나 현장에서는 

현 있는 물을 뿌려주고 콘크리트 제품생산을 위하여 최종생산단계에서 하면서 

개선여 탈수작업은 소모가 심한 가열에 의한 완전한 고려할 때/ 에너지 /、1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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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탈수에 01 
^ 가열 석분시료에 적정한 탈수되지 않은 따라서 지가 있다. 

모형장치를 주요 과제이며 y 앞 절에서 언급한 분급기 제품생산은 차기 연구의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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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콘크리트 강도 향상 연구 

국내에서 생산하는 인공모래는 레미콘의 원료로 사용되는데 쇄석제조회사 

는 직접 레미콘을 생산하고 있어 그 품질은 레미콘의 품질로 평가된다. 금년 

도 국내 건설시장은 상반기 및 중반에 침체기를 거치면서 부순모래는 생산이 

약간 저조하였고 현장에는 재고가 쌓여 있었으나/ 하반기에는 공급과 수요가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부순모래의 품질을 평가하는 항목은 비중을 비롯하여 흡수율/ 단위용적 중 

량y 실적율 및 안정성， 조립율/ 씻기 손실율/ 유기불순물 검토 등이다. 참고로 

10mm 이상의 크기인 조골재의 품질은 상기항목 외에 마모감량율 및 알칼리 

반응시험이 추가된다. 단위용적 중량을 비롯하여 안정성과 손실율/ 조립율을 

규정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는 한국표준규정 KS 2526 및 KS 2558에 언급 

된 입도분포도를 만족하는 입도의 부순모래를 생산해야 한다. 

양질 모래의 요구 조건은 강도와 비중/ 단위용적중량/ 실적율/ 내구성/ 내 

화성/ 내마모성이 클수록 좋은 성질이며/ 흡수율을 비롯한 공극율/ 유해물질인 

점토/ 유해불순물/ 염분등이 작을수록 양질의 것이다. 이외에도 입도/ 조립율이 

적당해야 좋은 세골재이다. 

이러한 규격을 만족하는 모래를 생산하기 위하여 파쇄작업과 분급작업에 

서 비효율적인 과정을 갖고 있지만y 소기업 형태인 쇄석제조회사로서는 대형 

의 공정에 대한 연구는 사실 어려운 형편이다. 따라서 인공모래의 품질을 유 

지하거나 향상시키면서 공정개선연구는 제3장에서 언급한 석분의 함수량 조절 

연구 외에도 파쇄개선연구가 뒤 따라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공정개선연구는 본 연구사업의 향후 목표가 될 것이며/ 본 장에서 

는 최종 제품인 부순모래와 콘크리트의 품질에 대한 연구를 기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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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인공모래의 입도와 조립율 

부순모래의 비중이나 흡수율l 유기불순물 둥은 이미 원석에서 결정되는 항 

목이므로 부순모래의 품질은 입형과 입도분포도에 의하여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지난 2년동안 45개 업체를 대상으로 부순모래의 입도분포를 조사한 결 

과 1/3인 157R 업체가 기준치를 만족하는 제품을 생산하였다. 입도분포가 불 

량한 30개 업체 중에서 10개 업체 정도는 약간 불량하나 147R 업체는 완전 불 

량품질의 부순모래를 생산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림 4.1은 불량 품질 부순모래의 입도분포도를 보여 주고 있는데 대체로 

입도 상한값 보다는 하한값 범위를 벗어나 입도가 크고 따라서 조립율도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양질의 부순모래도 제3장에서 언급한 시료(조립율 2.80 및 3.30)와 그림 

4.2와 같이 하한값에 근접되어 있어 조립율이 대체로 큰 경향이 있다. 이에 

반하여 자연모래는 작은 입도의 함량이 많아 조립율이 작고/ 전체 입도는 그 

림 4.3과 같이 상한값에 가깝게 분포하는 경향이다. 심한 경우 자연모래의 조 

립율 규격 (2-3)을 벗어 나는 경우도 있다. 그림에서 보는 달성지역의 낙동강 

자연모래는 0.074rnrn 이하의 미분의 2.4%가 포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0.6rnrn 및 1 .18rnrn를 통과한 량도 규정보다 많아 조립율은 1.88로서 불량 품 

질이다. 

왜관지역의 경우 입도는 크게 벗어나지 않으며 조립율도 2.55로서 매우 양 

호한 품질의 자연모래이 다. 한강지역의 자연모래도 조립율이 2.4 이하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에서는 콘크리트 재료로서의 세골재의 품질을 3둥급하고 있는데 상 

급은 입도분포도가 규정의 가운데에 위치하면서 조립율의 크기가 2.2-2.8이다. 

중급은 조립율이 1 .8-2.2이며 분급된 입도는 분포도 상한선에 근접되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의 자연모래가 이에 해당한다. 그리고 하급은 조립율이 

2.8-3.2로서 분포도 하한선의 입도를 갖는데 부순모래가 이 둥급에 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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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순모래는 2.3-3.1을 고 조립율은 2-3, g 규정에 의한 우리나라의 자연모래 

있다. 려하면/ 프랑스 규정에 의한 세골재의 입도는 보다 다양한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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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콘크리트 강도에의 영향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는 구성성분인 시멘트와 자갈(조골 

재)， 모래(세골재)， 물이다. 이들의 특성과 함량에 따라 강도는 크게 변화된다. 

세골재인 모래의 입형과 미분함량은 앞에서 언급한 입도분포에 의한 각종 항 

목 및 원석의 특성에 의한 항목과 함께 중요한 영향요소이다. 

쇄석제조회사의 최종 제품인 레미콘에는 상당한 량의 자연모래를 사용하 

고 있다. 이는 자연모래에 비하여 부순모래의 입형이 매우 나쁘기 때문이다. 

인공모래의 제조과정에서 입형을 개선하기 위하여 입형개선기에 의하여 2차 

또는 3차 파쇄과정을 거쳐 편석의 발생은 억제되지만 자연모래와 같이 둥근 

입자를 생산할 수는 없다. 

입형의 영향면에서 볼 때 부순모래는 골재면이 거칠기 때문에 부착강도가 

증진되고 배합조건동이 적절하면 압축강도가 10%까지 증진된다. 그러나 소요 

슬럼프를 얻으려면 5-12%의 단위 시멘트량이 증대하게 되어 경제성이 낮아지 

고 점성증대로 재료분리 현상이 나타난다. 따라서 단위 수량을 증대시키지 

않기 위하여 혼화제인 AE감수제나 유동화제 동을 사용함으로써 어느 정도 조 

절이 가능하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현장에서의 통념일 뿐이며 연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특히 모래의 입형을 규명한 정량적 규정이 없으므로 이에 관한 연구도 

요구되며 입형이 콘크리트의 유동성 및 작업성/ 슬럼프/ 강도 둥에 미치는 영 

향은 연구되어져야 할 것이다. 

세골재에 포함된 미분량이 많을수록 단위수량이 증가하나 부순모래는 자 

연모래인 강모래보다 단위수량 증가도 적다. 부순모래는 미분량이 5-7%까지 

는 단위수량 증가가 큰 변화가 없고 강모래보다는 미분량의 영향이 적다. 미 

분량이 증가하면 소요슬럼프당 단위수량이 증가되어 품질 저하를 가져오나 혼 

화제 사용으로 이를 방지 할수 있다. 그러나 미분량이 적당한 3-5%이면 작업 

성 및 재료분리 저항성과 실적율 둥이 오히려 좋아진다. 

62 



세골재의 미분량은 증가할수록 슬럼프가 저하된다. 강모래나 부순모래를 

비교하면 믹싱 (Mixing) 직후 슬럼프는 거의 동일하지만 믹싱 5분후에는 강모 

래보다 부순모래를 사용한 콘크리트의 슬럼프가 미분량의 영향을 덜 받는다. 

이것은 인공모래에서의 미분의 성분이 점토등 유해물질이 아니고 암석이 파쇄 

된 미분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미분의 특성으로 볼 때 인공모래 제조에 있어 분급과정에서 미분 

의 완전분리는 고려될 가치가 충분하다. 미분의 함량은 그림 4.1이나 그림 

4.2에서 보듯이 인공모래에서는 분급에 의하여 0% 또는 아주 미량이지만I 그 

림 4.3에서 알 수 있듯이 자연모래는 분급과정을 거치지 않으므로 1-3% 정도 

이다. 따라서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미치는 미분의 함량에 대한 정량저 

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 결과에 따라 분급공정을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개 

선할 수 있을 것이다. 

이상으로 검토된 콘크리트 강도 영향요소인 입형과 미분함량은 본 과제의 

차기 연구내용이 될 것이며/ 본 연구에서는 인공모래와 자연모래의 함량이 변 

화할 때 콘크리트의 강도변화를 실험적으로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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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인공모래 함량에 따른 콘크리트 강도시험 

콘크리트의 강도에 영향을 주는 여러 변수들 중에서 인공모래 제조회사가 

겪는 가장 현실적인 문제점은 부순모래 이외에도 자연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인공모래 제조회사에서 생산하는 레미콘에는 인공모래 30% - 자연모 

래 70%의 혼합비를 사용하고 있다. 자연모래가 갖는 입형과 입동의 장점을 

이용하고 인공모래가 갖는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작업이다. 

그러나 이런 혼합비는 인공모래 제조회사에 레미콘 생산원가에 부담을 안 

기고 있는 실정이다. 강모래의 1m3 당 생산원가는 제2장의 표 2.7에서 보듯 

이 3，343원(하상모래) 및 5，984원(수중모래)이며 하천의 점유 및 사용료를 비롯 

하여 레미콘 생산공장까지의 운반비를 포함하면 인공모래의 생산원가를 상회 

한다. 가격측면 외에도 자연모래가 고달되어 가고 인공모래의 생산량이 증가 

하는 추세로 볼 때 인공모래를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관점에서 본장에서는 인공모래의 혼합비를 증가시키면서 레미콘의 

제일 중요한 품질항목인 압축강도의 변화를 시험에 의하여 규명하고자 한다. 

부광산업(주)의 품질관리 시험실에서 자사의 부순모래와 낙동강의 자연모 

래를 일정비율로 배합한 레미콘 공시체 (직경 10cm, 길이 20cm) 약 480개에 

대하여 시험을 수행하였다. 배합비는 전체 잔골재에 대한 부순모래의 함량비 

를 기준으로 0%(100% 강사) 및 30%, 40%, 50%, 100% 이다. 그외 시험에 사 

용한 배합비 가운데 잔골재율 (전체 골재에 대한 잔골재 비율)는 47% 이며/ 

WjC 비는 57% 로서 각각의 상대오차는 5% 정도이다. 

단축압축강도실험은 부광산업(주) 및 한국자원연구소 암반공학 실험실에서 

수행되었는데 369개의 시험결과는 표 4.1과 같다. 표에 표시한 단축압축강도 

의 크기는 슬럼프의 크기나 공기함량을 고려하지 않고 실험에서 얻어진 값이 

다. 그림 4.4는 본 연구에서 수행된 단축압축시험에서의 시험 후의 시료와 시 

험장치의 사진들이며/ 그림 4.5에서는 시험에서 얻어진 각종 물리적 자료와 웅 

력 - 변형율 특성곡선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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찍/ 
?物/쯤 

그림 4.4 레미콘 공시체의 단축압축강도 시험장변 

(MTS, 한국자원연구소 암반공학 실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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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 E 강도시험결과 

시료번호 M 9809 - 304 。nlλ- 41 도 。죠 T Er Ready Mixed Concrete 

제작장소 부경산업 (주) 시， -1「고。 부순모래 30% 

제작일자 1998. 9. 12 시편크기 D 100 x L 200 mm 

밀도 2.14 gr/cm j 압축강도 290 MPa 

P파 속도 4,050 m/sec 탄성계수 8.84 GPa 

인장강도 포아송비 0.237 

단축압축시험 결과에 의한 응력-변형률 관계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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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콘크리트 공시체의 물성과 응력-변형률 특성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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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인공모래 함량에 따른 레미콘의 강도시험 결과 

Moulding slump alr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 kgfj cm2) 

No. ( cm ) ( % ) 3 data for 3 day 3 data for 7 day 3 data for 28 day 

M324 - Riv 13 7.7 117 116 112 216 217 197 276 281 285 

M324 - C30 12 8.7 136 141 132 238 240 255 311 309 329 

κ1324 - C30 12.5 9.6 136 136 141 244 234 229 324 328 320 

κ1324 - C30 12.5 10 126 130 134 237 225 250 291 282 286 

M324 - C30 13 7.7 113 125 118 196 212 202 246 259 268 

M324 - c.s 11 5.3 159 157 159 263 272 247 321 318 308 

M326 - Riv 11 1.2 97 95 103 199 195 199 305 283 301 

M326 - Riv 11 .5 3.6 110 99 118 223 218 238 311 320 313 

M326 - C50 6 2.1 143 142 149 288 267 278 345 355 363 

M326 - C50 115. 2.4 149 152 160 282 276 294 387 401 400 

M326 - c.s 11 2.2 171 156 181 304 320 308 405 417 407 

M329 - Riv 10.3 11 151 160 159 245 249 256 294 306 287 

M329 - C30 14 10 164 166 165 242 245 268 299 301 303 

M329 - C30 14 10 159 151 157 239 236 246 280 282 270 

M329 - C30 12.5 10 161 165 164 243 243 257 299 294 288 

M329 - C30 13.5 10 153 146 148 269 280 276 286 295 285 

M329 - c.s 13.5 10 121 131 126 216 232 240 287 266 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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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계속 

κ10ulding slump alr uniaxial compressive strength ( kgfj cm2) 

No. ( cm ) ( % ) 3 data for 3 day 3 data for 7 day 3 data for 28 day I 

M331 - Riv 12.5 6.4 148 130 143 252 253 267 299 293 300 

M331 - C30 12.5 4.7 154 152 160 295 277 282 339 332 341 

M331 - C30 12.5 5.2 149 132 158 256 254 268 331 335 339 

M331 - C30 12.5 4 145 143 123 247 260 260 314 298 308 

M331 - C30 12 4 144 141 132 250 234 245 316 330 324 

M331 - c.s 12 3.7 151 151 163 280 258 294 349 338 360 

M415 - C30 14.5 3.7 137 143 145 255 255 264 293 300 297.3 

M415 - C30 14 3.8 152 160 156 262 270 264 332 341 337.3 

M415 - C30 14 3.4 150 156 154 255 268 263 335 339 335.0 
M415 - C30 14.2 4 152 150 157 273 262 272 298 308 306.7 

M415 - c.s 13.5 3.8 157 159 160 249 259 263 330 324 323.3 

M402 - Riv 12.5 5.4 149 149 167 283 279 280 324 340 312 

M402 - C40 12.5 3.5 187 193 189 300 308 310 376 391 384 

M402 - C40 12 3.2 196 204 202 316 320 326 384 356 369 

κ1402 - C40 12 3.5 188 198 211 306 315 313 340 338 369 

M402 - C40 12 3.8 186 175 182 300 310 309 337 351 333 

M402 - C.s 9.5 2.2 146 156 164 261 277 279 310 318 319 

M410 - Riv 15 5.6 155 163 150 266 279 268 329 343 324 

M410 - C40 13.5 3.4 163 163 164 266 282 270 342 326 338 

M410 - C40 13 3.4 151 157 155 237 251 241 323 341 344 

M410 - C40 12 3.4 130 125 135 234 236 244 296 297 285 

κ1410 - C40 12 3.6 149 152 160 253 266 264 333 336 324 

M410 - c.s 7.5 3.1 155 158 165 263 270 269 327 347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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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시될 오차는 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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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순모래의 함량비로 얻어진 강도의 값을 3개씩 평균하여 있는 크기이며/ 까‘ ., 
시험결과는 28일 바와 같이 보는 표와 그림에서 4.6과 같다. 그림 도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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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그림 4.7은 지난 3년동안 한국자원연구를 비롯하여 대한주택공사/ 여 

시험시료는 대구지 러 인공모래 제조회사에서 실험한 자료를 해석한 것이다. 

여기에서도 레미 부순모래와 낙동강 유역의 자연모래를 사용한 것이다 방의 

단축압축강도는 부순모래가 60%일 때 327 kgfjcm2 로서 최대값을 보이 콘의 

약 21%의 강도증가를 비해 경우에 。L 。

1효τr 이는 부순모래를 사용하지 있다. 고 

있으며， 40% 나 70% 혼합된 경우보다 약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현장 보이고 

에서 통용되고 있는 일반적 혼합비 30%보다는 5%의 강도증가를 보이고 있다. 

크기와 비슷하나/ 7일 강도는 50%에서 최고 큰 값이며 40%와 70%에서의 

그림 4.6에서도 초기 강도는 혼 크기이다. 3일 강도는 40% 및 70%에서 최대 

강도는 초 있어 레미콘의 z}-;""] ^ -'-'-크기를 합비가 50%일 때보다 40%일 때 최대 

기강도와 비례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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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인공모래를 50-60% 혼합하는 경우 자연모래 만을 사용하는 경 

우보다 강도는 20-30% 증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으며y 현장에서의 일반적 

인 30% 혼합한 경우보다는 5-25% 증가를 보이고 있다. 콘크리트 타설현장에 

서는 인공모래를 많이 사용하는 경우 레미콘의 유동성이 줄어들어 작업성이 

낮아짐을 지적하고 있어 인공모래 제조회사는 30% 이상의 부순모래 사용을 

피하고 있으므로 작업성 개선을 위한 연구를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제조 

과정에서 건조된 인공모래의 수분함량과 관련이 있어 제3장에서 지적한 분급 

에서의 수분함량연구와 연관된다. 레미콘 배합에서 부순모래의 함량과 분급 

과정의 수분함량에 관한 고찰은 서로 상관되어져 이루어져야 하고/ 이런 연구 

는 다음 연도의 주요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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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미분 슬러지를 이용한 상토 개발 

본 연구는 암석을 사용하여 건축자재를 생산하는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미 

사 크기의 폐미분을 재활용하기 위한 연구로 1997년도에 일반 토양/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업적 육묘 자재/ 그리고 폐미분을 이용하여 종자 발아 및 생 

육 조사 결과를 근거로 하여 농업적 활용방안의 하나로 폐미분과 부자재를 이 

용하여 농자재인 육묘 상토 개발을 목적으로 한다. 

많은 시간과 노력을 요하는 채소 육묘는 시설재배지 면적의 증가l 채소 재 

배 작형의 다양화와 환경 요인 동에 의해 양질의 균일한 묘를 생산하기 위한 

시스템과 소재의 개발이 당면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플러그 

묘 생산을 위한 여러 가지 농자재가 개발되고 있는데 이중 플러그용 농자재는 

Peat moss, Vermiculite, Perlite, 부숙퇴비 둥을 원료한 제품이 개발되어 상업 

적으로 판매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농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제가격변동 또는 수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지속적인 안정 공급이 문제가 

될 뿐만 아니라 가격 또한 농산물 생산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국 

내의 부폰 자원을 활용한 양질의 육묘 자재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육묘용 농자재는 기본적으로 작물의 생육을 양호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는 

인위적 배지의 특성을 가져야 한다. 일반적으로 육묘 배지의 기본 기능은 유 

식물의 생장을 위해 다음과 같은 4가지의 기본 특성을 지녀야한다. 첫째/ 영양 

원소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둘째y 작물이 필요로 하는 가 

용 수분을 저장하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셋째/ 지하부 뿌리와 지상부와의 통 

기성이 개선시키는 역할을 하여야 한다. 넷째r 육모 육성시 관리/ 운반동의 제 

반 문제와 관련하여 단위 비중이 낮아야한다. 끝으로 육묘 완료 후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환경의 2차 오염 유발원인을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특성 

을 가지는 육묘용 농자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육묘용 소재의 물리화학적 특 

성l 이를 보완하는 소재의 물리화학성을 고려한 육묘용 농자재 제조 기술이 

개발되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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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래 육묘 배지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가축분/ 농업부산물y 질석， 퍼라이트 

둥 내용 성분에 차이는 있지만 이를 이용한 육묘 배지가 많이 연구되고 개발 

되어 사용되고 있다. 이와 관련한 국내 기술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채소 · 

화훼류 규격묘 생산기술이 낮아 안정된 묘생산 기술이 미확립 되있고I 2)육묘 

및 양액재배용 배지 재활용 기술이 낮을 뿐만 아니라 환경 친화형 육묘 및 양 

액재배용 저렴한 배지 개발이 미흡하다. 외국의 기술개발 현황 및 개발수준을 

살펴보면 1)묘 생산 및 양액재배용 배지의 품질평가 기술 확립되있고I 2)환경 

친화형 신배지 연구개발에 충분한 투자가 이루어져 안정된 규격 묘생산기술과 

배지 재활용 기술의 체계화 돼있다. 

그러므로 현 국내 농업에서 필요한 저렴한 채소 · 화훼류 육묘용 신배지 개 

발을 하는데 있어 1)육묘 및 양액재배용 배지의 물리화학성을 고려한 안전 육 

묘 농자재를 개발하여 2)환경 친화형이면서 안정 묘생산을 위한 폐미분과 타 

부자재를 이용하여 채소 · 화훼류 규격의농자재를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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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 내용 

연구 내용은 폐미분 자체의 이온성분을 활용하면서 폐미분이 가지고 있는 

낮은 응집력과 양이온 치환율을 높이어 농자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는 입단 

성형 적정 조건을 결정하고 이 성형된 입단을 이용하여 작물 생육 특성을 조 

사한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성형입단의 분산(Dispersion)정도/ 투수계수 등의 

이화학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여 농자재로서의 최적 조건을 결정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기초 특성 : 폐미분/ 생우분/ 부숙퇴비의 이화화 특성 조사. 이에 대한 

조사 항목으로 pH, 전 기 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EC), 양이 온 

치환용량(Cation Exchange Capaciη :CEC), 양이온과 음이온 특성 

2. 종자 발아 : 증류수/ 폐미분 추출액l 입단추출액 

3. 입단 제조 : 폐미분:우분:수분함량별 입단 분산 특성 

4. 입 단 특성 별 투수특성 조사 : 수분보유능/ 투수계 수(Hydraulic 

Conductivity) 

5. 생육 조사 : 토양:입단 혼합비율별 생육특성 조사를 통하여 육모 특성 

에 적합한 폐미분을 활용한 농업 자재 개발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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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방법 및 재료 

사용된 시료는 건조 폐미분r 생우분l 그리고 증점제로서 Carboxy Methyl 

Cellulose의 3가지가 사용되었고 다음과 같은 항목을 조사하였다. 

1. 기초특성 조사 

각각의 기초 특성을 조사하였는데 pH는 증류수와 시료의 비를 5:1로 하여 

Orion pH meter 410으로/ 전기전도도(Electrical Conductivity:EC)는 시료대 증 

류수를 1:10으로 하여 추출하여 추출액의 EC를 ATI 620을 사용하여 조사하였 

으며， CEC는 1N-NH40Ac법으로 측정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기초 조사는 토 

양의 물리 · 화학적 특성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토양의 기초적 특성은 농업 

기술연구소(1988)의 토양화학분석법에 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이때 토성 

(Soil texture) 분석은 Sodium hexametaphosphate 용액으로 분산 후 

Hydr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전기전도도(EC) 및 pH 분석은 물에 

의한 1:5 용출법， CEC는 1N Ammonium acetate 치환법으로 측정하였다. 포 

화투수계수는 일정수두법 (Constant head method)으로 측정하였다. 

2. 종자 발아 실험 

종자 발아 실험은 공시 품종으로서 내염성이 높은 배추(Brassica 

pekinensis Rupr.)와 내염성이 낮고 부적절한 작물 생육환경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엽상추(Lactuca sativa L.)를 선택하여 폐미분/ 우분y 그리고 폐미분과 

우분이 혼합된 각각의 시료 19에 증류수 25mQ를 가한 후 60 0C 에서 3시간동안 

환류 냉각하에서 추출 후 여액 6mQ를 여과지가 깔린 9cm Petri dish에 가한 

후 발아율과 뿌리생장율을 조사하였다. 이때 실험은 각각 3반복으로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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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1 처리구 당 20개의 종자를 이용하였다. 

발아와 뿌리생장율은 3일째 발아율(공식 1)과 5일째 뿌리 성장률(공식 2)을 

대조구에 대한 비율로 조사하였으며I 발아율과 뿌리성장률의 곱으로 발아지수 

(Gerrnination Index:GI) (공식 3)를 계산하였다. 

상대발아A 
발아율= TAX100 

대조구의발아T 

상대근장(根長) 
뿌리성장율_" -y 0 :~ ~ E; ~~~ ia r=; '\ xlOO 

대조구의평균근장(根長) 

시험구(발아수x뿌리평균길이) 
GI = _l~! ~ ì ~ = ~ I Ã H~ J ~S; ~ ~ = ~ < xlOO 

대조구(발아수x뿌리평균길이) 

[공식 1] 

[공식 2] 

[공식 3] 

GI는 100을 기준으로 하여 이하는 발아저조， 이상은 발아율의 상대적 우위를 

나타내는 지수이다. 따라서 상대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 

3. 입단 제조 

시료의 입단제조는 육묘시 폐미분 자체의 입경과 낮은 응집력에 의해 발생 

하는 투수계수(Hydraulic conductivity)의 저하와 낮은 통기성을 개선하기 위 

하여 생 우분과 Carboxy Methyl Cellulose(CMC)를 폐 미 분과 혼합비 를 달리 하 

여 압출과 압착에 의하여 입단을 제조하였다. 각각의 혼합비는 시료와 유기물 

의 비를 무게로 기준하여 5단계로 나눈 후 응집의 결합력을 CMC 0%부터 

0.1 % 증가시켜 가면서 0.4%까지 용액을 만든 후 이를 혼합시료의 무게를 기 

준으로 한 8rn(중량수분함량비)로 10%, 20%, 30%, 40%로 조절하여 혼합 후 

입단을 펠릿제조기와 압출기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표 5.1). 이때 사용된 펠 

릿제조기의 압력과 압출기의 회전수는 아래와 같다(표 5.2). 그리고 혼합 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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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는 각각의 혼합비로 조정된 시료를 섞은 후 입단이 형성되는 과정에 

따라 조절한 후 이를 선택하였다. 이와 같이 제조된 입단은 건조기에서 80 0C 

와 105 0C 의 2가지 온도 조건하에서 6시간， 12시간， 24시간， 36시간 동안 건조 

시키면서 수분함량 변화를 조사하였다. 

입단 제조시 첨가되는 수분 함량은 증점제인 CMC가 첨가된 형태로 폐 

미분과 유기물의 혼합 시료에 무게비로 하여 20%, 30%, 35%, 40%가 첨가되었 

다. 

표 5.1 입단 제조에 사용된 시료:유기물:CMC의 혼합 비율 

구 τ 님r 

시 료 유기물 CMC 

(%) 

100 0 0.0 0.1 0.2 0.3 0.4 

85 20 0.0 0.1 0.2 0.3 0.4 

70 30 0.0 0.1 0.2 0.3 0.4 

60 40 0.0 0.1 0.2 0.3 0.4 

50 50 0.0 0.1 0.2 0.3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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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 입단제조에 사용된 압출기와 펠릿기의 내용 

압출기 펠릿기 

직경 회전수 직경 압력 
비고 

(mm) (회/분) (mm) (kg/crn) 

5 10, 20, 40 5 5, 10, 20 
압출기의 

10 11 10 11 회전수는 

15 11 15 11 
수동 작동임 l 

4. 입단의 물리화학적 특성과 분산특성 

상기 3에서 제조된 각각의 입단을 가지고 입단별 비중/ 수분보유능과 양이 

온치환용량 그리고 입단 강도와 분산특성을 조사하였다. 

가. 입단 비중 

입단 비중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조사하였다 

CD 250mm Beaker를 O.Olg 오차범위 내에서 무게를 단다. 

@ 이 Beaker에 각각의 제조된 건조된 입단 25crn3을 넣은 후 다시 무게를 

측정한다. 

@ 그리고 여기에 50crn3의 증류수를 가한 후 약 30분간 서서히 끓인다. 

@ 30분간 끓인 현탁액을 냉각수를 이용하여 식혀준다. 

@ 다시 이 냉각한 Beaker안의 현탁액을 Wash Bottle을 이용하여 완전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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씻어내면서 새로운 250rnm Beaker에 옮겨 담은 후 O.Olg 오차범위 내 

에서 무게를 단다 

@ 계산식 

250rnrn Beaker 무게 ------------------------…------ (1) 

25cm3 건 조 입 단 무 게 ------------------------------ (2) 

(250rnrn Beaker + 25cm3 건조 입 단) 무 게 ---- (3) 

(250mm Beaker + 현탁액)무게 “---------------- (4) 

현 탁 액 무 게 -------------------------------------------- (5) 

순수 물의 부피 = [(5) - (2)]1물의 비 중 ------ (6) 

입 단의 부피 = Beaker 부피 (250ml) ------------ (6) 

입단의 비중 = 입단의 무게/(6) 

나. 수분 보유능 

Pressure chamber(그림 5.1)를 이용하여 수분 보유력을 측정하였다. 

측정 방법은 상기 장치에 4시간 동안 물을 포화시킨 각각의 입단을 넣고 

A지점으로부터 가압 펌프를 이용하여 압력(포장 용수량: 0.33bar)을 평형에 이 

르기까지 48시간 동안 가한 후 Pressure Chamber에서 입단 시료 (WI)를 꺼내 

어 105 0C 에서 24시간 동안 건조 (W2)한 후 처리 전후의 수분변화를 다음과 같 

은 식으로 계산한다. 

(J m (%)= {(W1 - W2)/W2} X 100 

(J m 보수력 

Wl : 건조하기전 토양 

W2 : 건조후 토양 

79 



Clom~i'9 ‘çfew 

MembfOfl a 

‘ $01 (1 n scr~tn 

IA 

모식도 Pressure Chamber 장치 즈정 려
 「

。

π
 

보
 

i 
( 
} ’ 5.1 그림 

조사 투수계수특성 특성별 입단 5. 

채운 10cm로 깊이는 5cm인 원통형 칼럼내의 직경이 입단을 건조 각각의 

수두(Hydralulic 사용하였으며 룰
 묶

 
증
 

1걷[ 。

<= "L.. 사용되는 조사에 투수계수 다. 

유지하 5cm를 표면으로부터 항시 동일하게 상층부 실험조건에 든
 

모
 

head)는 

기록 양을 매 15분마다 수집하여 양을 였으며 칼럼의 하부로 유출되어 나오는 

이와 아울러 양이 일정해 질 때까지 계속하였다. 15분마다 수집되는 한후매 

기준선으로 초기 15분마다 측정하였는데 매 분산 정도를 수분에 의한 입단의 

이를토양 부피 감소 변화 독선을 길이로 측정하여 

비로 나타내었다(그림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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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감소되가는 칼럼내의 

내 전체 칼럼의 길이의 



I피et→ 

Marriotte 

Bottle 

여과지 (#42) 

~ 

여과지 (#42) 

~ 

• 

15cm = D. H 

q 

그림 5.2 포화투수계수 측정 장치 모식도 

투수계수를 측정하는데 사용한 공식은 Darcy의 포화 투수계수 공식을 이 

용하였는데 공식은 아래와 같다. 

q=Ks쁜 

q = Flux(cm/sec) ( = 냈T) 

Q = Volume of water eluted (cm3) 

A = Area of column (cm 2) 

T = Time required to collect the Q 

D. H = Hydraulic head difference (cm) 

L = Length of Column 

Ks = saturation hydraulic conductivity (cm/s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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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혼합비율별 생육특성 6. 토양:입단 

입단 적용 실험은 실험실에서 Growth Chamber를 이용하여 작물의 생육과 

물리화학적 변화 특성을 조사하였다. 입단의 

발아와 생육특성조사는 공시품종인 상추를 대상으로 대조구로 유성토양(식 

40, 30, 20, 10, 하여 무게비로 토양:입단을 사용하였고/ loam)를 양토:Clay 

조사하 3반복하여 혼합하여 생육 Pot에 채운 발근력과 생육지수를 50%η}지 

여 비교하였다. 

CD 처리내용 

입단화된 시료를 표 5.3과 같은 혼합비율로 처리하여 40 x 40 x 40 mm 

한 다음 Growth chamber에서 생육실험을 파종 픔
 

품
 

공시 충진하고 Pot어1 

온도는 23 0C, 수분 65%, 광 1200 Lux Growth chamber 의 진행하였다.이때 

오전 10 건조하지 않도록 수분을 매 일 표면이 Pot의 조건을 유지하였으며 의 

표면이 적시어 지도록 공급하였다. 스프레이를 이용하여 시와 오후 5시에 

@ 공시품종 

낮은 상추를 이용하였다 소독이 된 내염성이 생육시험은 종자 처리 

@ 조사방법 

뿌리성장률/줄기성장률I 잎장과 파종 후 3주 동안의 성장률을 조사하여 

잎폭의 길이 성장률을 조사하였다. 이 때 각 처리구는 3반복을 하였으며 대조 

구로서는 유성의 시설 재배지 토양의 Ap층을 이용하였다. 

혼합비율 

시 료 입단 토 양 

1 5 95 

2 15 85 

3 30 70 

4 45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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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결과 및 고찰 

1. 시료의 물리적 · 화학적 특성 

일반적으로 농경지에 있어서 작물의 수량증대에 양호한 토양은 점토와 미 

사의 함량이 각각 30내지 40% 정도로 구성하는 Clay loam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점토와 미사의 함량이 이 정도 수준에 이를 때 토양의 유효양분 치환능 

력이 좋고 수분 보유력이 증대될 뿐만 아니라 토양의 통기성도 양호해지기 때 

문이다. 그러나 점토의 함량이 40% 이상일 경우 투수계수값이 떨어져 배수가 

불량하게 되어 토양이 혐기 상태로 전화되어 작물의 뿌리 생육에 지장을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육묘나 본포지의 토양은 Clay loam의 토성을 유지해야 한 

다. 폐미분의 농업적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물리성과 화학성을 조사 

한 결과는 표 5.4와 같다. 

폐미분의 광물성분을 조사한 결과 일반 토양에서 발견되는 1:1광물인 

Kaolinite나 2:1광물인 Mica 또는 Smectite와는 다른 Si와 Al의 구성 비율을 보 

였고 따라서 이는 일반 토양을 구성하는 광물과는 다른 종류의 1차 광물인 것 

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구성 성분중 Ca-oxide가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되어 

이는 토양에 가해졌을 때 토양의 산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 

다. 

표 5.4 폐미분의 광물 기본 성분 분석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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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폐미분의 화학적 특성을 살펴보면(표 5.5) 증류수를 1 :5로 희석하여 

조사된 pH는 8.8로 약 알칼리성을 나타내며I 일반 토양과 비교시 약 3unit 정 

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약산성화되고 있는 토양에 이용한 토양개량제로서 사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작물 생육의 중요한 지표 요인인 EC는 

2.3dSjm 일반 생육 허용치인 1 dSjm를 기준할 때 작물의 생육에 장해를 가 

져오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처리가 요구된다. 시료의 화학적 특성을 보면， pH가 

높은 낮은 양이온 치환용량과 다른 무기이온에 비해 Ca의 함량이 높음을 볼 

수 있다. 

한편 영양원소로 이용할 수 있는 양이온이 다량 있어 작물의 생육에 추가 

적 비료의 투입이 없이도 작물의 초기 생육에 이용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그 

러나 일반적으로 작물에 생육에 필요한 질소나 인산계통의 영양원이 결핍되어 

이의 보충을 위하여 추가적인 소재가 더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Texture 

조사 결과 주로 미사에 해당하는 0.05 - 0.002mm 크기의 입경으로 구성되 있 

어 전체 공극의 크기가 일반적인 육모에 적합한 Meso-공극 이상을 유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상대적 입단화를 결정하는 응집력은 매우 낮을 것으로 추 

정되어 본 연구가 목표로 하는 육묘용 농자재인 입단화를 위해서는 부수적인 

응집력을 증가시키는 소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5 건조 폐미분의 화학적 특성 

pH EC 
C.E.C Texture(%) Ex. Cation(cmolcjkg) 

구분 (cmolcjkg (1:5) (dsjm) Sand Silt Clay K+ Na+ CaL+ MgL+ 

건조 
8.8 

폐미분 
2.3 6.04 31 55 12 0.24 0.3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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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본 미분을 그대로 육묘 소재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분의 투수수계를 

측정하기 위하여 폐미분을 일정 용적밀도로 조정하여 각각의 포화 투수계수를 

측정하여 보았다(표 5.6). 그리고 이를 일반 토양과 비교하기 위하여 유성 시 

설재배지의 A층 비교란 시료를 선정하여 포화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표 5.6 폐미분과 유성 시설재배지 A층 토양의 용적 밀도 변화에 따른 

포화 투수계수 

Particle Distribution(%) 수리 전도도(cmj day) 
시료 

Clay Silt Sand 1.2gjcmj
' 1.3gjcmj l .4gjcm j l .5gjcm j l 

건조 
12 55 31 0.30 0.11 0.04 0.03 

폐미분 
유성 

29 50 21 1.15 0.82 0.36 0.18 
토양 

'---------득득 

용적밀도 

본 폐미분의 모래의 함량이 약 31%로서 상대적으로 점토의 함량이 낮아 

포화투수 값이 높을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실제 포화투수계수 값은 A층 토양 

보다 3-5배 정도 낮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토양의 경우 입단화에 의해 공극이 

발달한 반면 폐미분의 경우에는 입단화가 거의 형성되지 않아 구조내에 존재 

한 공극이 작기 때문에 토양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폐미분의 농업적 이용가능성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입단형 

성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건조 폐미분의 조사 결과에서 얻은 결과를 근거로 할 때 응집력과 CEC 증 

대를 위한 부수적 소재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에 대한 방안으로서 농 

업에서 쉽게 얻을 수 있는 소재인 생우분을 부수 소재로서 선택하였다. 현재 

생우분은 환경 오염물질로서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여러 방안으로 연구되고 

있고 다량의 생우분이 부숙과정을 거쳐 퇴비화되어 비료로서 사용되고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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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퇴비에는 폐미분이 가지고 있는 양이온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에 대 

한 보완이 필요하다. 특히 본 연구에서 생우분을 부수 소재로서 선택한 이유 

는 우분내에 미사나 점토입자를 응집시키는 역할을 하는 유기물이 포함되 있 

어 이를 이용하여 폐미분을 육묘 농자재로서 개발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퇴비화 과정을 거치는 과정을 제한 직접적인 혼합을 

통하여 생우분을 이용하고자 한다 

한편 본 실험에서 생육 실험에 대조구로서 사용될 유성의 A층 토양과 생 

우분을 농장에서 취한 후 실험실에서 풍건하여 생우분내의 과도한 수분을 제 

거한 후 생우분의 화학적 특성을 조사한 결과는 아래 표 5.7과 같다 

생우분의 화학적 특성 중 폐미분이 가지지 못하는 질소와 인산이온의 조사 

결과는 전체 생우분을 건조 중량으로 비교시 질소원은 약 2.51%와 1.03%로서 

이들 함량이 육모에 충분한 양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직접 가용할 수 있는 질 

산태 질소(N03-N)의 양도 약 95ppm 정도로 본 실험에 대조구로서 사용될 유 

성 시설재배지 토양에서 조사된 질산태 질소 양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육묘용 배지로 사용하기 위한 기준 중 기본 영야원소 공급 조건은 폐 

미분과 생우분을 혼합시 서로 보완하는 특성을 가지기에 생우분은 폐미분의 

첨가 소재로 충분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되나 이를 혼합시의 조건과 특 

히 혼합 후 입단 제조 결과에 따라 그 양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7 생우분과 유성 Ap층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pH EC TC TN TP Cations(%) 질산태 

구분 1:5 d5jm % K Ca Na Mg 
질소 

(mgjkg) 
생건조 

8.38 5.8 42.6 2.51 1.03 1.03 .64 1.20 0.57 95 
-。「τHr 

A층 6.7 5.08 * * * 1.07 7.7 0.5 3.3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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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아 및 생육 특성 조사 

가. 발아율 조사 

폐미분에 대한 작물의 발아율을 조사하기 위해 내염성이 높은 배추와 내염 

성이 낮은 상추를 대상으로 하여 발아 실험을 한 결과는 표 5.8과 같다. 발아 

율에 있어서 배추에 비해 내염성이 낮은 상추가 약간 저조하였으나 대조구와 

비교해 큰 차이를 볼 수가 없었다. 

뿌리 성장률과 GI값에 있어서는 모두 대조구에 비해 좋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폐미분에 존재하는 다량의 수용성 무기 영양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 

으며/ 시료내에 작물의 발아에 악영향을 미치는 독성물질이 존재하지 않는 것 

으로 판단되었다. 

표 5.8 시료 추출물의 발아특성 조사 

구 τ trj 건조폐미분 비 고 

발아율(GR) 101.2 

배추 뿌리성장률(RE) 124.0 

Germination lndex 126.1 대조구는 증류수를 

발아율(GR) 91.1 이용하였다 

사。~ 뿌리성장률(RE) 132.4 

Germination lndex 120.6 

시료 추출물을 이용한 발아실험을 증류수만을 이용한 발아상을 대조구로 

하여 폐미분에 유기물(OM)을 각 10% 증가 비율로 20%부터 50%까지 4단계로 

나누고 여기에 각각 입단 증진제인 Carboxy Methyl Cellulose를 0.1, 0.2, 0.3 

그리고 0.4%의 4단계로 하여 발아추출물을 만든 후 이 추출물을 이용하여 발 

아 특성을 조사하였다.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대조구를 기준하였을 때 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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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유기물과 CMC가 동시에 처리된 곳에서는 상대적 발아율이 매우 낮았으 

나 CMC나 폐미분만을 이용한 발아구에서는 발아율이 높았다. 따라서 유기물 

과 CMC가 동시에 처리된 곳에서는 발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끼 . 

반면 뿌리 성장률과 Gerrnination Index는 대조구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크 

게 증가됨을 알 수 있었다. 발아율의 최대치는 유기물 함량이 30% 일 경우가 

다른 유기물 함량 비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GI 역시 30% 유기물 곳에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30%의 유기물이 첨가된 처리구에서 CMC양을 

가지고 비교하여 볼 때 CMC가 0.2%와 0.3% 사이에서 뿌리 성장률과 GI값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발아 조건만을 평가 할 때 입단화의 최적 조건 

은 폐미분:유기물의 비는 7:3 정도이고 이때 혼합되는 CMC는 0.25%가 적정하 

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비교 조사로 토양과 폐미분 입단을 혼합하여 조사한 

실험에서도 일반 토양과 비교시 폐미분 입단이 처리된 구에서 상대적으로 초 

기 발아율이 대조구에 비하여 낮은 값을 보여주었으므로 입단 제조시 직접 파 

종에 의한 발아 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보완 방법으로 초 

기 발아시까지 관수량을 증가시켜 본 결과 포장 용수량 이상으로 초기 육묘상 

의 수분을 유지시 발아율이 크게 향상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폐미분 입단 

을 이용한 육묘시에는 초기 수분함량이 발아율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 

로 판단된다. 

상기 결과를 토대로 폐미분과 유기물을 7:3의 비율로 혼합한 0.25%의 CM 

C 용액으로 혼합시료를 제조한 후 저항성이 높은 배추를 3주 동안 재배 생육 

특성을 조사하였다(표 5.9, 5 . 1이. 

아래 표 5.9와 5.10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뿌리의 신장은 (30% OM + O. 

25% CMC) 처리구에서 대조구와 비교시 약 3배정도 30% OM 처리구보다 약 

1.6배정도 증진된 것으로 나타났고/ 이외 다른 처리구에서도 대조구와 비교시 

상대적 신장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M과 CMC는 작물의 생육에 

촉진 작용을 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그러므로 입단제조시의 적정 혼합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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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은 7:3정도이고 이에 첨가되는 CMC의 농도는 0.2%와 

0.3%사이의 농도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이의 평균값인 0.25%를 입단제조 

시의 CMC의 농도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5.9 시료 추출물의 발아특성 조사 

시료 발아율(GR) 뿌리성장율(RE) Germination lndex 

대조구 (증류수) 100 100 100 

+ 20% OM 75 178.28 133.7 

+ 30% OM 77 184.37 138.42 

+ 40% OM 72 143.27 131.12 

+ 50% OM 69 142.14 129.44 

0.1 % CMC 37 286.27 107.4 

0.2% CMC 42 233.5 115.32 
20% OM 

0.3% CMC 43 218.6 119.63 

0.4% CMC 31 233.5 113.4 

0.1 % CMC 32 299.3 139.34 

0.2% CMC 38 311.42 139.03 
30% OM 

폐 
0.3% CMC 32 304.31 140.44 

0.4% CMC 28 284.5 132.34 
미 0.1 % CMC 28 234.2 127.34 
;tr3 

40% OM 
0.2% CMC 27 218.5 129.12 

0.3% CMC 29 224.5 131.44 

0.4% CMC 32 239.1 122.45 

0.1 % CMC 22 193.6 121.12 

50% OM 
0.2% CMC 29 204.54 118.34 

0.3% CMC 27 226.4 109.43 

0.4% CMC 26 257.7 114.23 

0.1% CMC 125 153.07 191.3 

0.2% CMC 132 155.6 188.4 

0.3% CMC 118 149.9 178.4 

0.4% CMC 123 152.4 191.6 

단독처리 125 106.35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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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0 폐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이 7:3일 경우 배추의 생육 특성 

시료 뿌 리 입 장 입 프-E1 투 ;<를」 기 

대조구 (증류수) 4.88 2.33 0.89 0.48 

+ 30% OM 8.70 3.67 1.57 0.83 
폐 

30% OM + 0.25% CMC 13.97 3.37 1.80 0.67 
미 

+ 0.25% CMC 7.47 2.70 1.08 0.67 
분 

단독처리 5.19 2.31 0.90 0.61 

폐미분과 유기물 발아 실험 결과를 근거로 폐미분의 낮은 수분 보유력과 

낮은 양이온 치환용량을 보완하기 위해 유기물과 증점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입단을 토양과 9:1, 8:2, 7:3, 그리고 6:4 비율로 혼합한 후 투수계수와 입단의 

분산 정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상기에서 얻어진 조건을 가지고 분산형태로 하여 포트에서 배추 생 

육 실험을 한 결과를 뿌리/ 입장/ 입폭/ 줄기의 생체중을 비교하여 보면 폐미 

분:유기물을 여기에 CMC를 0.25%로 만든 용액으로 생육시간동안 포장용수 

량 정도의 수분을 유지한 포트에서 줄기만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서 성장이 

가장 양호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와 별도로 2주 동안 상추를 재배한 후 재배 전후의 육묘상의 화 

학적 특성 변화를 조사하였다. 

아래 표 5.11에서 보여 주는 바와 같이 각각의 소재별로 성상을 조사 한 

결과 폐미분의 pH는 8.78로 유기물이나 사용된 토양보다 높았고 0.7과 약 

3Unit 정도 높았고 EC와 CEC의 경우는 유기물에서 가장 높았다. 따라서 유기 

물의 혼합 비율은 CEC 측면에서는 가장 좋았고 토양 산도를 기준하였을 시는 

폐미분이 가장 좋은 것으로 판단된다. 

% 



표 5.11 폐미분/ 유기물 및 토양의 화학성 

시 료 pH (1:5) EC (dSjm) CEC (cmoljkg) 

폐미분 8.78 1.2 8.9 

유기물 8.05 6.9 70.8 

토 양 5.91 1.41 7.2 

그리고 각각의 재배 포트에 사용된 폐미분과 유기물의 혼합율을 폐미분을 

60%에서 90%까지 매 10%로 증가시켜 가면서 상대적 유기물의 비율은 40%부 

터 10%까지 매 10% 간격으로 감소시키면서 총 4개의 시료 혼합 기준을 선택 

하였다(표 5.12). 

표 5.12 입단 제조시 폐미분과 유기물의 혼합비율 

시 료 폐미분 유기물(우분) 

A 90 10 

B 80 20 

C 70 30 

D 60 40 

이를 기준으로 입단과 토양의 혼합 육묘토에 2주간 상추 재배 후 화학특성 

변화를 조사한 결과 pH는 수확전보다 수확 후 0.2내지 0.5 Unit 정도 증가되 

었다. 그러나 EC는 수확전보다 수확후 0.5내지 1 dSjm 정도 감소하여 육묘토 

내에서 존재하던 수용성 형태의 많은 이온들이 영양원으로 작물에 의해 흡수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CEC는 폐미분 자체보다 약 2내지 4정도 

증가하여 토성이 개선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표 5.13). 

그리고 수분 보유력은 유기물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됨을 알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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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폐미분 입단화에 있어서 수분 보유력 증가를 위해서는 반듯이 유 

기물이 첨가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3 입단과 토양의 혼합 육묘토에 2주간 상추 재배 후 화학특성 변화 

시 
pH (1 :5) EC (dSjm) 

WHC (%) 료 
수확전 수확후 수확전 수화후 

CEC (cmoljkg) 

A-1 7.18 7.34 1.45 0.75 7.7 17.01 

A-2 7.29 7.87 1.95 1.05 7.9 17.57 

A-3 7.55 8.24 2.25 1.71 8.3 18.51 

A-4 7.66 8.21 3.05 2.05 8.8 20.22 

B-1 7.18 7.37 1.31 0.92 8.2 16.61 

B-2 7.25 7.79 1.92 1.25 8.7 19.01 

B-3 7.41 8.01 3.25 2.63 9.2 20.47 

B-4 7.60 8.17 4.83 3.24 9.7 20.77 

C-1 7.17 7.29 1.55 0.85 8.4 
18.37 

C-2 7.20 7.73 2.74 1.75 9.1 19.60 

C-3 7.51 7.97 4.71 3.05 10.4 21.63 

C-4 7.59 7.95 7.05 3.85 10.9 22.90 

D-1 7.19 7.36 1.95 0.95 8.7 19.25 

D-2 7.31 7.79 3.75 2.41 10.2 20.33 

D-3 7.62 7.95 6.12 4.35 12.5 24.24 

D-4 7.75 8.04 8.65 4.85 14.5 27.33 

대조구 6.47 5.76 0.2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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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분 투수계수 특성 변화 및 입단 분산 특성 

육묘상에서 수분 변화 특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아래 표와 같이 0.25%의 

CMC로 폐미분:유기물을 7:3으로 혼합하여 제조된 건조 입단을 이용하여 

계수 특성 변화 및 입단의 분산특성을 조사하였다. 

E..-'-‘ 
TT 

직경 O.5cm로 제조된 입단대 토양의 비율을 무게비로 5%부터 45%까지 4 

가지 비율로 증가시키고 이를 길이 10cm, 직경 5cm의 원형 칼럼에 자연 낙하 

법으로 채운 후 여기에 수두를 5cm로 유지하면서 매 20분마다 유출수를 포집 

하면서 유출수량이 변화가 없을 때까지 유출수를 포집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 

였다. 

표 5.14 토양칼럼에서의 수분 투수계수 특성 변화 및 입단 분산 특성 

시 료 
K x 10• (cmjsec) 

초기 최종 

1 9.81 6.06 

2 7.31 4.37 

3 4.95 2.61 

4 4.27 2.17 

투수계수 특성은 초기에는 9.81cmjsec부터 4.95cmjsec까지 입단의 혼합 비 

율이 감소되면서 급격히 저하되는 경향을 보여 주었고 최종 안정된 투수계수 

값은 약 공극수량 기준으로 볼 때 약 37에서 46배 정도에서 얻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에 소용된 시간은 약 18시간부터 25시간까지 다양한 변이를 보여주 

었다. 이는 토양과 혼합된 입단이 분산되면서 토양내 공극이 작아짐으로서 투 

수계수에 영향을 미치고 한편 토양내 수분보유력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동시에 토양 컬럼내 토양의 부피 변화를 토양 길이로 측정한 결과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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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비 최종 길이 감소는 5%의 경우 3.5mm, 15%의 경우 6.2mm, 30%의 경 

우 10.강nrn， 그리고 45%는 12.7mm로 증가되었다. 수분 통과에 따른 길이 감 

소는 초기 5시간 이내에 전체 길이 감소의 약 80% 이상 감소하였다(표 5.15). 

표 5.15 토양 칼럼에서 공극수량 통과량별 토양 길이 감소 변화 특성 

시간 수분 처리전 기준선 O 로부터 감소 길이 (rnrn) 

(hr) 1 2 3 4 

0.5 2.5 3.9 5.7 8.1 
1 2.9 4.6 7.2 9.5 
5 3.1 5.1 8.1 10.3 
10 3.2 5.4 8.7 10.9 
20 3.3 5.7 9.3 11.4 
30 3.5 5.9 9.8 11.7 
40 3.5 6.1 10.1 12.1 
50 3.5 6.2 10.2 12.3 

이 길이 감소율은 Regression 공식으로 표시하면 y = ln(a + bx)으로 각각 

의 pararnater를 살펴보면 입단의 혼합 비율이 증가하면 할수록 상대적 분산 

비율을 기울기 별로 비교하여 보면 4.43ge-1, 7.068e+1, 6.083e+2, 4.692e+3로 

점점 더 증가하여 즉 입단의 분산은 토양에 가해진 입단의 양이 많으면 많을 

수록 입단의 분산은 더욱 빨라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결과로 볼 때 입단의 

분산을 억제하는 방법은 수분관리 방식이 기존의 수분관리 방식과는 다른 형 

태로 조절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5.16 입단 혼합 비율별 입단의 분산 특성 계수 

처리 a b 공식 

1 1.668e+1 4.43ge-1 
2 1.053e+1 7.068e+1 y = ln(a + bx) 
3 1.025e+2 6.083e+2 
4 2.68ge+3 4.692e+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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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단 입경별 입단 제조 실험 

상기에서 도출된 최적 혼합 비율인 폐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을 7:3으로 조 

절한 후 이를 0.25% 의 CMC 용액으로 최적 수분 조건인 30%로 조절하여 5, 

8, 1강nm 크기의 압출기와 펠릿기를 이용하여 입단을 제조하여 본 결과 압출 

기의 경우 5mm 이상의 경우 입단의 절단이 약 15mm 내지 20mm까지 되어 

육모시 이의 파쇄를 실시하여야만 되는 번거로웅이 있는 반면 5mm의 입경은 

길이가 5mm 이내로 한정되어 토양과 혼합시 공극성을 유지 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펠릿기의 경우 일부 시료가 밖으로 밀려나와 이의 처리를 요구 

할 뿐만 아니라 압력을 가한 후 펠릿기로부터 입단을 제거하는데 어려움이 있 

어 이의 원할한 제거를 위하여 윤활제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량 생산 

시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적 입단제조방법은 

직경 5mm의 압출기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으로 조사되었다(첨부 

시료 참조). 그리고 폐미분과 유기물 혼합 비율별 입단비중은 유기물의 혼합 

비율이 높아질수록 입단 비중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주었다(표 5.1꺼. 

표 5.17 폐미분과 유기물의 혼합비율별 제조된 입단의 비중 변화 

입경 입단길이 용적비중 입자비중 
시료 폐미분 유기물 

(gjcm3) (gjcm3) (rnm) (mm) 
5 5 0.692 2.415 

A 90 10 8 5 0.675 2.415 
12 5 0.674 2.415 
5 5 0.623 2.18 

B 80 20 8 5 0.619 2.18 
12 5 0.608 2.18 
5 5 0.556 1.945 

C 70 30 8 5 0.552 1.945 
12 5 0.546 1.945 
5 5 0.448 1.71 

D 60 40 8 5 0.442 1.71 
12 5 0.416 1.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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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상업적 육묘용 상토의 입자비중(particle densíty)은 154g/cm3부터 

2.63g/cm3까지 평 균 2.085g/cm3의 분포를 보이 고 있고 용적 비 중(Bulk densíty) 

은 O.13g/cm3부터 1.36g/cm3까지 평균 O.745g/cm3의 다양한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표 5.18). 본 실 험 에 서 직 경 을 5mm, 8mm, 12mm까지 3종류의 입 단을 길 

이 5mm로 선정하여 측정한 입자비중은 폐미분과 유기물이 혼합 비율이 8:2 

이하일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업용 육묘 상토의 평균치 이하이었고 그리고 용 

적 밀도는 혼합 비율 모두 평균치 이하의 값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 

과로부터 본 폐미분 입단은 폐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을 8:2 이하로 선정할 경 

우 상업적 육묘 상토보다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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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8 상업적 육묘 상토 분석 결과 

pH EC WC OM Ash CEC WHC BD PD TPS 
Samples 

(1:5) (dSjm) (%) (%) (cmoljkg) (%) (gjcm.j) (%) 

5-1 5.70 3.57 40.0 32.0 68.0 58.63 29.21 0.28 2.16 87.20 
2 5.82 2.68 27.3 18.3 81.7 14.71 37.62 0.38 2.35 83.90 
3 6.12 3.63 53.4 70.2 29.8 69.86 56.46 0.20 1.77 88.51 
4 5.45 3.22 57.8 61.6 38.4 112.34 76.62 0.13 1.84 92.88 
5 5.56 4.89 17.6 4.8 95.2 37.93 20.27 0.91 2.56 64.38 
6 4.73 5.98 17.2 4.7 95.3 46.74 19.67 0.90 2.57 64.78 
7 5.60 3.30 55.0 58.3 41.7 101.70 63.03 0.15 1.87 92.13 
8 6.05 2.04 71 .5 86.4 13.6 144.21 63.80 0.16 1.64 90.12 
9 4.24 6.05 50.3 18.5 81 .5 61.04 40.97 0.41 2.34 82.44 
10 5.39 2.92 40 .5 27.1 72.9 62.90 54.19 0.24 2.22 88.99 
11 6.86 3.58 44.7 30.9 69.1 75.67 56.32 0.23 2.17 89.21 
12 6.14 3.60 53.4 43.9 56.1 165.48 69.06 0.16 2.02 92.16 
13 4.77 4.95 24.9 15.3 84.7 47.17 38.18 0.37 2.39 84.60 
14 5.21 1.12 46.7 67.3 32.7 86.82 78.28 0.15 1.79 91.91 
P-1 6.83 3.17 18.5 18.1 81.9 69.49 57.91 0.30 2.35 87.26 
2 9.98 2.82 20.9 7.8 92.2 9.98 41.64 0.32 2.51 87.15 
3 9.18 2.48 1.9 14.8 85.2 4.83 29.44 0.24 2.40 90.01 
4 6.01 1.09 14.6 85.0 15.0 63.95 83.50 0.16 1.65 90.53 
5 7.66 1.28 6.9 6.1 93.9 73.71 27.47 1.05 2.54 58.67 
6 7.04 0.11 0.4 2.2 97.8 72.26 64.11 0.20 2.61 92.28 
7 7.02 0.12 0.9 0.5 99.5 0.99 32.36 0.33 2.64 87.33 

-8 5.59 0.51 9.5 5.6 94.4 63.93 29.16 1.02 2.55 59.96 
9 3.20 6.53 13.9 5.6 94.4 34.39 36.83 0.90 2.55 64.68 

10 6.03 0.24 0.7 1.1 98.9 4.65 3.66 1.38 2.63 47.66 
11 3.44 0.55 13.1 95.8 4.2 59.70 59.91 0.11 1.58 92.94 
12 7.84 20.40 30.0 67.7 32.3 12.71 38.90 0.50 1.79 71.83 
13 7.24 10.96 21.6 33.1 66.9 46.56 34.86 0.65 2.15 69.76 

바로커 6.69 0.14 2.3 4.8 95.2 12.32 56.84 0.17 2.56 93.33 
포 장 6.74 0.07 0.4 0.6 99.4 17.48 57.92 0.17 2.64 9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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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종합 결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폐미분을 이용한 농업적 상토개발 연구의 결과 

를 종합하면 첫째l 폐미분에 의한 pH상승으로 인해 작물의 생육이 증대되었 

으며 둘째/ 입단화된 폐미분에 의한 수분보유력이 증대되어 작물에 수분공급 

이 원활히 이루어졌으며 셋째/ 폐미분에 존재하는 무기이온에 의한 양분 공급 

효과와 토양내 과량 존재하는 일부 무기이온의 희석효과 등을 기대할 수 있었 

다. 

이러한 최적 농업용 육묘 상토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한 적정 방식은 첫째/ 

폐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은 무게비로 7:3이 가장 적합하며y 둘째로y 적정 입단 

을 형성시키기 위한 증점제의 농도는 0.25%이며 이 증점제를 이용한 입단용 

반죽에 필요한 수분양은 폐미분과 유기물의 혼합 무게의 약 30%가 적정한 것 

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이러한 입단을 토양과 혼합하여 시용하고자 할 때의 적정 혼합비율 

은 수분보유력/ 용적밀도와 입자비중y 투수계수 특성을 고려할 때 토양과 입단 

의 비율이 약 7:3일 경우가 가정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증류수를 이용한 대조구나 일반 토양에 

비하여 발아 후 생장율은 높지만 초기 종자 발아율이 낮기 때문에 이에 대한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의 대한 보완 연구는 초기 수용성 형 

태로 나타나는 이온에 의한 전기전도도를 낮추어 상대적 종자와 이온간의 수 

분 경쟁력을 낮추어 수분 경쟁력을 감소하던지 아니면 상대적 초기 수분 조절 

공급방법에 대한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더하여 현 국내 육묘상토 시장뿐만 아니라 벼재배지 논과 일반 농지 

에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장 적용 및 보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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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 입단화 소재인 폐미분(좌)과 건조 파쇄된 생우분 원료(우) 

사진 5.2 폐미분과 우분 혼합비에 따라 제조된 입단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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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1 ι 

세’ 

사진 5.3 폐미분:우분:CMC 혼합비별 제조된 입단 모양 

(상:직경 5mm 하:직경 8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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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4 폐미분과 우분 혼합기 모양 

사진 5.5 수동 압출 입단 제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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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6 펠릿기의 모양(좌:직경 12mm, 중:5mm， 우:8mm) 

사진 5.7 CMC 처리 함량별 폐미분:우분(7:3)혼합 입단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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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8 물질 추출별 발아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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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9 입단과 토양 혼합 비율별 생육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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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10 입단과 토양 혼합 비율별 생육 비교 

사진 5.11 투수계수 측정 및 입단 분산 특성 조사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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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및 제언 

천연의 잔골재인 하천모래는 최근의 경제발전으로 대량 개발되어 급격하게 

감소하여 고갈단계에 이르고 있다. 국가 경제의 발전으로 인하여 골재의 수 

요는 매년 증가 추세인데 하천모래는 댐 건설로 인하여 새로 생성되지 않을 

뿐 아니라 환경보호법의 강화로 채굴할 수 있는 가채량이 감소하고 있다. 

하천모래를 대체할 수 있는 잔골재로서는 바다모래와 인공모래가 최근에 

대두되고 있어/ 인공모래 제조공정인 파쇄와 분급기술의 향상이 요구된다. 또 

한 건식제조 공정에는 화학적 처리가 없어 발생된 미분은 환경오염방지와 폐 

자원 활용 측면에서 재활용될 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관련하여 인공모래 제조산업의 현황을 조사분석하였으 

며/ 분급시험 모형장치에 의한 분급성능시험과 건식제조에서 건조과정을 생략 

한 에너지 절약형 공정시험을 수행하여 제조공정 개선방안을 연구하였다. 그 

리고/ 인공모래가 활용되는 레미콘의 강도시험을 수행하여 부순모래의 사용 

함량을 증가시키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산업계가 가장 중요하게 지적하고 

있는 폐자원인 미분 Sludge를 농업용으로의 활용가능성을 검토한 결과는 다음 

과 같다. 

1. 해마다 늘어나는 인공모래 제조업체는 제조공정에서 발생하는 미분의 

재활용 측면에서 건식제조법을 우선 검토하는 것이 추천된다. 정부는 방향설 

정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지원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2. 분급시험 모형장치는 고속회전에서 분진의 집진효과는 99%로 대단히 높 

으나 분급효과는 50% 정도로 만족할 수준이 되지 못한다. 모래와 미분을 분 

급하는 장치로는 200rpm 수준의 회전속도에 맞추고 공기흐름을 변화시키는 

연구가 이루어지어야 할 것이다. 

3. 분급시험 모형장치와 건식제조 공정에 사용된 공기식 분급기는 습윤시 

료 보다는 건조시료에서 분급효과가 우수하였다. 습윤원료를 건조시키기 위 

해서는 상당한 에너지가 소요되기 때문에 제조비용이 커진다. 따라서 습유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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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를 정밀히 조절하여 분급효과와 에너지 사용이 최적화되는 시료의 습윤상 

태를 찾는 시험연구가 요구된다. 

4. 레미콘의 배합에서 부순모래가 50-60%일 때 강도는 최대값을 보이고 있 

다. 이때의 단축압축강도는 30% 배합의 시료보다 5-30% 큰 값이며， 부순모 

래를 사용하지 않은 시료보다 20-32% 큰 값이다. 현재 통용되고 있는 30% 

의 배합비는 하천모래의 공급제한으로 부순모래의 생산이 증가되는 추세와 강 

도변화를 고려할 때 50% 이상으로 증가되어야 할 것이다. 부순모래가 많이 

함유되었을 때 발생하는 타설작업의 어려움은 물과 시멘트의 함량조절로 가능 

하며 최적의 배합비를 얻는 실험실 시험연구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 

5. 입단화된 폐미분의 의하여 토양은 수분보유력이 증대되어 작물에 수
 
’ 

공급이 원활하고I pH의 상승으로 작물의 생육이 증대되었다. 또한 미분에 함 

유된 무기이온에 의하여 양분의 공급효과와 토양 내에 존재하는 과량의 일부 

무기이온의 희석효과가 기대된다. 

6. 폐미분을 이용하여 농업용 육모 상토를 만들기 위해서는 입단화가 이루 

어져야 하며/ 이때 미분과 유기물의 비율은 7:3 정도가 적합하다. 이러한 농 

업적 활용연구는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어 전문가에 의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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