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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per ashes were manufactured from paper sludges collected from a specialty paper mill
at different incineration temperatures, and their characteristics (particle size, zeta potential, particle shape, and chemical composition) were analyzed. As the incineration
temperature increased, the ash content of the paper sludge decreased, as did the particle
size and zeta potential of the paper ash. The paper ash particles were not separated individually but formed agglomerates. The chemical elements Al, Si, and Mg were observed to
exist as dioxides. In addition, the properties of the paper ash did not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ype of paper sludge; the ash content alone showed a difference. Therefore, it is important to control the incineration temperature to approximately
700℃ or less and to select high-ash paper sludge in order to acquire high paper ash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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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슬러지를 보다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
지애쉬를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업을 통해 수익원을

펄프 및 종이를 생산하는 제지공정에서는 셀룰로오스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제

로 구성된 목질계 섬유를 주원료로 지종에 따라 요구되

지슬러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특수지 생산공정에

는 물성을 지닐 수 있도록 여러 종류의 첨가물을 첨가하

서 발생하는 두 종류의 제지슬러지를 수집하여 소각온도

여 제품을 생산한다. 제지공정은 크게 지료조성공정, 초

별로 제지애쉬를 제조하고 주요 물성을 측정하였다.

지공정, 완정공정, 폐수처리공정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1) 각 단위공정에서는 이물질, 폐수, 미보류 첨가제 등

2. 재료 및 방법

의 다양한 폐기물이 생성된다.2) 이 중 폐수 처리 과정에
서 발생하는 고형분 폐기물을 제지슬러지라고 한다.3) 제
지슬러지는 주로 미보류된 섬유와 같은 유기계 폐기물
4)

2.1 공시재료

및 무기계 충전제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크라프트지 폐

본 연구에서는 제지애쉬 제조를 위하여 N사에서 제공

수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1차 슬러지의 경우 섬유계 유

받은 유리간지 슬러지와 크라프트지 슬러지를 사용하였

기물과 충전제에서 비롯한 높은 애쉬함량을 가지는 것으

다. 건조되지 않은 상태의 슬러지를 제공받았으며, 유기

5)

로 나타났다.

물에 의한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4℃에서 냉장 보관하였

국내 주요 제지회사에서 발생하는 제지슬러지의 양은
6)

연간 131만 톤 이상으로, 한국제지연합회에서 발표한

다. 슬러지를 각각 Sludge G, K로 칭하였으며 이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통계자료에 따르면 이는 제지공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양인 261만 톤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양이다. 일반적

2.2 실험방법

으로 제지슬러지는 폐기성 물질로 취급되어 매립, 소각,

2.2.1 제지슬러지의 물성 및 섬유 특성 분석

해양투기 등의 방법으로 처리되어 왔으며 주로 육상처리

제지애쉬를 제조하기 이전 제지슬러지의 주요 물성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해양투기 처분방식이 사용되

분석하였다. 제공받은 제지슬러지의 고형분함량을 알아

었다. 그러나 2003년 7월부터 제지슬러지의 직매립이

보기 위해 함수율 측정기(MB45, OHAUS, Korea)를 이

금지되었고, 국제적으로 폐기물 투기로 인한 해양오염을

용하여 함수율을 측정하였고, 섬유의 형태학적 특성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6년 정식 발효된 런던 협약에 따라

분석하기 위해 실험실용 고속해리기를 이용하여 제지슬

서 해양수산부에서는 해양오염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

러지를 회전횟수 10,000회로 해리하였다. 이어서 슬러지

7)

하였으며 2014년부터 모든 종류의 폐기물의 해양배출

를 광학현미경(BX-51, OLYMPUS, Japan)을 이용하여

이 법으로 금지되어6) 제지슬러지의 처리 및 재활용에 관

섬유 이미지를 촬영하였고, 섬유장 측정기(FQA-360,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처럼 제지슬러지의 매립과

OpTest Equipment, Canada)를 이용하여 섬유장과 섬

배출이 금지되는 상황에서 제지산업은 환경친화적이고

유폭을 측정하였다.

경제적인 제지슬러지 처리 방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제지슬러지의 고부가가치화 방안은 제시되지

2.2.2 소각 온도에 따른 제지애쉬 제조

않은 상황이다. 제지슬러지는 부패와 오염을 일으키는

제지애쉬를 제조하기 위해 실험실용 건조기(WOF-

유기물질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한 처리 및 재활

W155, Wisd, Korea)를 이용하여 105±3℃에서 제지슬

용에 관한 연구가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러지를 24시간 이상 건조시켜 사용하였다. 건조된 제지

일부 공장에서는 제지슬러지의 처리 방안으로 소각 열
처리를 실시하고 있고8) 소각로에서는 폐열,1) 제지애쉬와

Table 1. Paper sludges obtained in this study

같은 부산물이 발생한다. 이때 발생하는 제지애쉬도 제

Paper sludge

지슬러지와 마찬가지로 재활용되지 못해 실용화에 도달
하지 못하고 있으며 대부분 매립지에 매립되는 실정이
다.9) 따라서 제지애쉬의 재활용방안이 도출된다면 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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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ing position of sludge

Sludge G

Production line of glass-supporting
paper

Sludge K

Production line of kraft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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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러지를 실험실용 전기로(Therm FP-14, Wisd,
Korea)에서 소각을 실시하였다. 소각온도는 T 211 om07과 T 413 om-06에 의거하여 525℃와 900℃를 우선
적으로 선정하였고 이들 온도의 중간값인 700℃를 추가
하여 3종류의 온도조건에서 제지애쉬를 제조하였다. 소
각온도와 관계없이 5시간으로 고정하였고 소각 전, 후의
무게를 측정하여 제지애쉬의 회분함량을 계산하였다.

2.2.3 제지애쉬의 주요 물성 측정
제지슬러지 종류별, 소각온도별로 제조된 제지애쉬의
주요 물성을 측정하기 위해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쇄
를 실시한 후 200 mesh 스크린을 통과하는 제지애쉬

Fig. 1. Solid contents of Sludge G and K.

를 수집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제지애쉬의 평균 입자
크기를 측정하기 위해 입도측정기(1090LD, CILAS,
France)를 이용하여 평균 입도를 측정하였고, 제타전위
분석기(Zetasizer Nano ZS, Malvern, UK)를 이용하여
제타전위를 측정하였다. 제지애쉬의 입자형태를 관찰하
기 위해 FE-SEM(JSM-7610F, JEOL, Japan)으로 이
미지를 촬영하였고 EDS(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분석을 통해 제지애쉬의 성분분석을 진
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Fig. 2. Average fiber length of Sludge G and K.

3.1 제지슬러지의 물성 및 섬유 특성 평가
제지슬러지의 주요 물성과 섬유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함
수율, 섬유장 및 섬유폭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를 Figs. 13에 도시하였다. 제지슬러지의 고형분함량은 Sludge G
는 79.7%, Sludge K는 78.0% 수준을 나타내었다. 평균
섬유장을 비교해 보면 Sludge G는 1.15 mm, Sludge K
는 1.13 mm로 나타났고, 평균 섬유폭은 Sludge G와
Sludge K가 각각 31.6, 31.1 µm로 나타나 큰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광학현미경 관찰 결과를 Figs. 4-5에 나타
내었고 Sludge G와 Sludge K 모두 주로 섬유로 구성되
어 있으며 무기물 응집체 등은 관찰되지 않았다. 따라서

Fig. 3. Average fiber width of Sludge G and K.

슬러지 주요 물성에서 생산 지종에 따른 차이는 크게 나
타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온도별로 제조된 제지애쉬 함량을 Fig. 6에 도시하였
다. Sludge G가 더 높은 회분 함량을 나타냈고 소각온도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제지애쉬의 수율을 고려
하면 소각온도를 700℃ 이하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고 판단된다.

가 상승함에 따라 전체적으로 회분 함량은 다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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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sludge G.

Fig. 5. Optical microscope images of sludge K.

Fig. 6. Ash contents of Sludge G and K by
temperature.

Fig. 7. Average particle size of ash made from
Sludge G and K by temperature.

3.2 제지애쉬의 입도와 제타전위 분석

단된다. Sludge G, K로 제조된 제지애쉬는 슬러지의 종

온도별로 제조된 제지애쉬의 평균입도 및 제타전위를

류와 소각온도에 관계없이 제타전위의 값은 음으로 나타

Figs. 7-8에 도시하였다. 525℃ 조건에서 Sludge G로

났다. 소각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제타전위가 감소하는

제조된 제지애쉬의 평균입도는 18.3 µm로 나타났고 온

경향이 나타났는데, 이는 유리간지와 크라프트지 제조

도가 상승함에 따라 평균입도는 다소 감소하여 900℃ 조

공정에서 사용되는 탈크의 정전기적 특성 및 분해온도와

건에서는 평균입도가 16.8 µm의 값을 나타내었다.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탈크는 산성조건에서 0에

Sludge K로 제조된 제지애쉬의 평균입도 또한 소각온도

가까운 제타전위 값을 나타내고10) 분해 온도는 850℃ 이

가 증가함에 따라 18.3 µm에서 16.3 µm로 입자 크기가

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때문에 소각온도가 낮을수록

감소하였다. 제지애쉬의 입자크기는 제지슬러지의 종류

제지애쉬에 탈크 잔류량이 높아 높은 제타전위 값을 나

보다는 소각온도와 분급공정에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

타내고 소각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탈크가 분해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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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제지애쉬의 형태 및 성분 분석
온도별로 제조된 제지애쉬의 입자 형태 및 분석 결과를
Figs. 9-10 및 Tables 2-3에 나타냈다. 제지슬러지 종
류와 소각온도에 따른 제지애쉬의 형태를 분석해 보면
슬러지 종류와 소각온도 상승에 따른 입자 형태에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소각 열처리 및 분급 공정을 통해
제지애쉬가 제조되었지만 입자별로 분리되지 않고 서로
응집체를 형성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DS 분석을
통해 제지애쉬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슬러지의 종류와
관계없이 Al, Si, Mg이 관찰되었고 소각과정에서 이들
금속성분들이 산화물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

Fig. 8. Zeta potential of ash made from Sludge
G and K by temperature.

다. 일반적으로 국내 제지산업에서는 충전제로 탄산칼슘

에 더 낮은 제타전위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제

공정상 탄산칼슘의 적용에 한계가 있다. 탄산칼슘 이외

지애쉬 종류에 따른 정전기적 특성은 큰 차이를 보이지

에 많이 사용되는 충전제로는 탈크가 있는데 이는 Mg,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Si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분석결과로 보아 N사에서는

을 이용하지만 N사는 산성 초지 공정을 이용하기 때문에

Fig. 9. FE-SEM images of Sludge G ash by temperature.

Fig. 10. FE-SEM images of Sludge K ash by temperature.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sh from
Sludge G as varied incineration temperature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the ash from
Sludge K as varied incineration temperature

Wt%

C

O

Al

Si

Mg

Wt%

C

O

Al

Si

Mg

525℃

11.20

34.48

28.80

18.28

7.22

525℃

10.72

36.33

34.11

15.16

3.68

700℃

11.89

32.98

25.57

18.77

7.80

700℃

12.68

35.53

31.77

16.01

4.00

900℃

12.07

31.82

28.66

17.90

9.54

900℃

13.08

34.14

34.88

13.74

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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