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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국내 4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석탄 바닥재를 이용하여 유황 고형화 성형물을 제작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업용 건자재 제조를 위한 실용적 데이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이러한 유황 고형화 성형물 제조를 위하여, 
일축 스크류 형태의 연속식 혼합기를 사용하였다. 또한, 혼합기의 운전 특성으로 인하여, 1.2 mm 이하의 잔골재로서 
석탄 바닥재가 사용되었다. 15, 20, 25, 30 wt%의 다양한 유황 농도의 성형물을 제조되었을 때, 압축강도 특성이 분석
되었다. 그리고 높은 생석회 함량의 석탄 바닥재가 사용되었을 때, 시제품에서 균열이 발생하였고 침투액의 pH가 12 
이상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석탄 바닥재의 재활용 기술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work, we constructed the sulfur-solidified materials using coal bottom ash from four thermal power stations in Korea 
and investigated their practical data for the production of  industrial construction compounds. To manufacture the sulfur-sol-
idified materials, we used a continuous mixer with the uniaxial screw-type. Also, coal bottom ash was used as a fine aggregate 
below 1.2 mm because of the operation characteristics for the continuous mixer. When the sulfur-solidified materials were 
produced with diverse sulfur concentrations (15, 20, 25, 30 wt%), compressive strength properties were analyzed. In addition, 
when the coal bottom ash was used with a high calcium oxide content, crack was found in the test product and pH of sub-
merged liquid was above 12. These experimental results could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recycling technology of coal bot-
tom ash.  

Keywords: coal bottom ash, physical property, sulfur-solidified materials, compressive strength

1. 서    론
1)

전력소비량 증가로 화력 및 석탄가스화복합발전(Integrated Gasi- 
fication Combined Cycle, IGCC) 발생 석탄재의 발생량 증가가 예상

되나, 환경변화 및 활용 핵심기술 미비로 석탄재 활용율은 점차 감소

되어 범정부 차원의 실증적인 활용방안 정립이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보일러 하부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는 비산재에 비하여 안정성, 입도 

등은 일반 골재(KS F 2526)와 차이가 없지만, 낮은 밀도, 높은 흡수율, 
상대적으로 높은 미연탄소의 함량과 같은 특성 때문에 일반 골재로의 

활용이 어려워서 대부분 매립처리하고 있다[1,2]. 바닥재의 활용기술

은 콘크리트 혼화재, 경량골재, 역청 포장용 채움재 등의 일부 토목⋅
건축재료의 첨가제나 바닥재를 활용하기 위한 정제기술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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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3-8]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 알칼리첨가제를 이용한 지오폴리머에 
대한 연구[9-11]가 이루어지고 있다. 

유황은 물에 녹지 않고 119∼159 ℃의 온도범위에서는 용융하여 

저점도(11∼7 cp)의 액상이 되며, 상온에서는 빠르게 고화되어 사방

정계(orthorhombic system)의 결정형태를 갖는 안정된 고체상태로 

고강도를 갖는다. 이러한 유황을 이용한 건설용 재료로의 활용은 

197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포장재료[12,13], 건축재료

용 자재[14,15]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석탄 바닥재는 화력발전소의 발전 방식에 따라서 성상이 조금씩 다

르게 나타나는데, 일반적으로 이산화규소(SiO2), 산화알루미늄(Al2O3), 
산화철(Fe2O3) 성분이 전체의 90% 이상을 차지하며[10], 탈황 방식과 

보일러 운전 특성에 의한 화학적 조성 및 물리적 성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산화칼슘(CaO)은 팽창성 반응의 발생에 의해 스스로 

붕괴하게 되는데, 물(H2O)과 반응하여 알칼리 화합물인 수산화칼슘

(Ca(OH)2)을 생성하게 된다[16]. 이러한 반응과정에서 산화칼슘은 팽창

하여 제품 균열을 발생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성된 수산화칼슘은 
해수, 공기오염 등 환경 악화 요인이기 때문에, 석탄 바닥재의 물리적 

성질에 대한 파악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 



59석탄 바닥재의 물리적 성질에 따른 유황 고형화 성형물의 특성

Appl. Chem. Eng., Vol. 25, No. 1, 2014

Table 1. Basic Operation Condition
Parameters Operation Condition

Reaction temperature 200 ℃

Size of coal bottom ash below 1.2 mm

Amount of coal bottom ash 3 kg (70∼85 wt%)

Content of sulfur 15, 20, 25, 30 wt% of total volume

Figure 1. Preparation of sulfur-solidified materials using coal bottom 
ash.

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continuous mixer with the uniaxial 
screw-type.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석탄 바닥재와 유황의 특성을 이용하여 용융

유황을 석탄 바닥재의 공극에 침투시켜 유동성 혼합물을 제조해 이 

혼합물을 정해진 형상에서 냉각⋅성형하는 방법으로 유황 고형화 성

형물 제조에 관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산업용 건자

재 제조를 위한 실용적 데이터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방법

본 연구는 바닥재, 유황 등의 산업폐기물과 산업 공정 부산물을 이

용한 프리캐스트 유황 콘크리트 제조 기술로서 용융유황을 고형원료

인 바닥재의 공극에 침투시켜 유동성 혼합물을 조제해 이 혼합물을 

정해진 형상에서 냉각⋅성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석탄 바닥재는 발전방식에 따른 미분탄 보일러(A, B화력)와 유동층 

보일러(C, D화력)에서 발생되는 각각 2개 바닥재, 총 국내 4개 발전사

에서 배출되는 바닥재 물리적 성질에 따른 저온용융 유황 콘크리트 

제작 및 시제품의 특성에 대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바닥재는 bench 혼합기의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1.2 mm 이하의 잔

골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일축 스크류 방식의 가온형 혼합기를 이

용하여 용융 혼합물을 제조한 후 성형몰드를 이용하여 고형화 성형물

을 제조하였다. 제조된 성형물의 압축강도, 침수 테스트, 중금속 용출

테스트 등의 특성에 대하여 파악하였다. 또한, Pond에 방치된 바닥재는 
고형화 성형물의 일정한 성질과 상태를 나타내기 위하여 함수율 5 wt% 
이하로 유지하였으며, 유황과의 혼합 친화성 및 혼합기 운전특성을 

고려하여 핀크러셔를 이용하여 1.2 mm 이하의 일정 입도로 분쇄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고형화 성형물의 압축강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유황 함량을 주요 운전 변수로 설정하여 실험을 실시하였으며, 운전

조건 및 유황 고형화 성형물의 제조 과정을 각각 Table 1과 Figure 1
에 나타내었다.

그리고 Figure 2에서는 1축 스크류식 연속 혼합기를 나타내었으며, 
이 반응기를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운전이 이루어졌다. 먼저 건조 및 

분쇄 완료된 석탄 바닥재와 유황은 정량 후 1차 혼합된 혼합물을 공

급호퍼에 투입하고 최적 혼합을 위하여 호퍼 내 리본믹서를 이용한 

2차 혼합을 통해 혼합기로 공급하게 된다. 혼합물의 공급은 스크류를 

이용한 공급 feeder를 사용하였으며, 메인 혼합기의 혼합 속도에 따라

서 공급량을 조절하였다. 메인 혼합기는 PFR형태의 혼합기로 원료 투

입부로부터 용융부, 혼합부, 계량부의 총 3개 구간으로 나누어 가온하

는 특징을 갖는데, 각 구간은 혼합기 외부의 전기히터를 이용하여 각 

구간별 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제어시스템을 설치하였다. 혼합기에 

공급된 혼합물은 메인 스크류에 의해 이동하면서 용융⋅혼합이 진행

되어 최종적으로 석탄 바닥재와 유황의 용융 혼합물을 제조하게 된다. 
제조된 용융 혼합물은 Ø76 × 190 mm의 원통형 몰드에 채워 지그를 

이용하여 일정 압력으로 다진 후 상온에서 냉각하여 고형화 성형물을 

제작하였다.

2.2. 분석 방법

석탄 바닥재는 국내 4개 발전사에서 발생하는 바닥재로 A화력, B화

력, C화력, D화력 바닥재(이하 각각 A-BA, B-BA, C-BA, D-BA로 칭

한다.) 각각에 대하여 물리⋅화학적 기초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화학적 
조성, X-선 형광분석, 밀도, 입도분석이 이루어졌다.

먼저 독일 LECO사의 공업분석기를 이용하여 석탄 바닥재에 포함

된 수분(Moisture), 휘발분(Volatile), 애시(Ash), 미연탄분(Fixed-carbon) 
등의 성분을 파악하기 위하여 건조 전과 후 각각에 대한 공업분석을 

하였고, KS에 기준한 시험법(KS L 5110)으로 각 바닥재별 비중을 측정

하였으며 화학성분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형광분석(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XRF)을 수행하였다. 

바닥재별 입도분포를 파악하기 위하여 분쇄하기 전의 건조된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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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oximate Analysis of Coal Bottom Ash

Sample
Contents (wt%)

Moisture Volatile Ash Fixed-C SUM

Before
drying

A-BA 34 0 66 0.0 100 

B-BA 26.6 2.7 66.7 4.0 100

C-BA 7.0 1.0 90.0 1.0 100

D-BA 0.04 0.55 99.4 0.01 100

Sample Volatile Ash Fixed-C SUM

After
drying

A-BA 0 100 0 100

B-BA 3.7 90.9 5.4 100

C-BA 1.1 97.8 1.1 100

D-BA 0.5 99.4 0.1 100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y of Coal Bottom Ash
Chemical (%) Physical (g/cm3)

SiO2 Al2O3 Fe2O3 CaO MgO K2O TiO2 Density

A-BA 65.8 20.9 6.4 2.5 0.9 1.4 1.6 2.19

B-BA 54.4 19.7 10.7 4.9 3.8 1.2 2.2 2.20

C-BA 61.3 22.3 4.00 2.9 1.3 5.6 1.2 2.20

D-BA 37.1 11.7 4.7 34.0 2.1 0.7 1.1 2.53

사별 바닥재를 3개의 testing sieve (No 10, 16, 30)를 이용하여 각 구

간별 입도를 분류하였고 보다 정확한 입도 분포를 확인하기 위하여 

분쇄전의 각 바닥재별 1.2 mm 이하의 샘플을 이용한 입도를 분석하

였다. 또한, 다공성 물질인 바닥재의 표면을 파악하기 위하여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분석기를 이용한 표면분석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석탄 바닥재 분석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이, A, B화력 바닥재에서 건조 전 수분함

량은 높은 값을 나타냈는데, 건조 후 애시 함량은 A화력의 경우 

100%, B화력의 경우 90.9%, C화력의 경우 97.8% 그리고 D화력의 

경우 99.4%로 A화력 바닥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건조 후의 
각 발전사별 미연탄소 함량은 각각 A화력의 경우 0%, B화력의 경우 

5.4%, C화력의 경우 1.1% 그리고 D화력의 경우 0.1%로 B화력 바닥

재에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밀도와 XRF 분석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는데, D화력 바닥재의 

밀도가 2.53 g/cm3으로 가장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지만 그 외의 3개 

발전사 바닥재에서는 2.20 g/cm3으로 일반적인 석탄 바닥재 밀도인 

1.9∼2.4 g/cm3의 범위 안에 드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XRF 성분

분석 결과에서도 A, B, C화력 바닥재에서는 SiO2 > Al2O3 > Fe2O3 > 
CaO > MgO 순으로 SiO2, Al2O3 그리고 Fe2O3 성분이 전체의 85% 이
상을 차지하였다. 그러나 D화력 바닥재의 경우 산화칼슘(CaO)의 함

량이 약 34%로 다른 화력 바닥재의 평균 3.4%의 약 10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분쇄 전 바닥재의 각 구간별 입도분류(Figure 3)에서 B화력의 경우 

67%, D화력의 경우 92.5%로 상대적으로 1.2 mm 이하의 입도가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 C화력 바닥재는 2 mm 이상의 입도가 약 49%로 

상대적으로 큰 입도 비율을 나타내었다. 또한, 1.2 mm 이하의 샘플을 

이용한 입도분석 결과(Figure 4) 전체적인 입도가 B화력 바닥재는 200 
µm 이하에서 분포된 반면 C화력 바닥재는 1.2 mm 이하에서 고르게 

분포하여 각 바닥재별 입도 분포가 크게 차이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각 바닥재별 평균입도는 A화력의 경우 90 µm, B화력의 경우 24 µm, 
C화력의 경우 348 µm 그리고 D화력은 194 µm를 나타내었다.

SEM 분석기를 이용한 4개 화력의 석탄 바닥재 각각에 대한 표면

분석 결과 중 1000배 확대 사진을 Figure 5에 나타내었는데, B, C화력 

바닥재 표면에서 가장 많은 기공이 관찰되었으며 A화력 바닥재에서

는 상대적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기공수가 적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각 화력 발전소 바닥재의 특성에 차이가 나는 이유는 화력발전소 

연소로 형태(미분탄 및 유동층 보일러) 및 운전조건의 차이에 의한 원

인으로, 특히 D화력 바닥재의 산화칼슘 함량이 높게 나타난 이유는 

건식 탈황공정에 의한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탈황공정 시 과량으로 

투입되는 미반응 생석회 함량이 높아 Table 3의 결과와 같이 높은 산화

칼슘의 함량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3.2. 유황고형화 성형물 제작

국내 4개 발전사 바닥재를 이용한 고형화 성형물(A-BA Solids, B-BA 
Solids, C-BA Solids, D-BA Solids) 제조과정에서 15, 20, 25, 30 wt% 
등의 여러 가지 유황 함량으로 제조한 결과를 Figure 6에 나타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유황 과잉 현상인 성형의 옆면이나 상부의 유황막 

형성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전체적으로 성형몰드 형태가 잘 이루어짐

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유황 함량이 적은 15 wt%의 경우에서는 성

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일부 마모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B화력 바닥재를 이용하여 유황 고형물을 제조하였을 경우, 

유황 함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함에도 용융 혼합물이 잘 형성되지 못하

였으며, 그 결과 성형물의 표면에서 부스러짐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입도를 갖는 B화력 바닥재 

혼합물에서 상대적인 표면적 증가로 동일 조건하에서 열전도가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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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ow 0.6 mm 0.6∼1.2 mm 1.2∼2 mm above 2 mm

A-BA

Contents 43.8% 8.4% 12% 35.8%

B-BA

Contents 61.6% 5.4% 7.3% 25.7%

C-BA

Contents 20.4% 14% 17.1% 48.5%

D-BA

Contents 86.3% 6.2% 3.5% 4.0%

Figure 3. Particle proportion of coal bottom a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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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oal bottom ash.

져서 유황의 용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로 판단되었다.

3.3. 압축강도 및 침수테스트

각 발전사별 성형물의 제조과정에서 유황 함량이 높을수록 성형물

의 압축강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Figure 7 참조). B화력 

바닥재 성형물은 유황의 최대 함량인 30 wt%에서도 C, D화력 바닥재 
성형물 압축강도의 50% 정도인 약 11 MPa을 나타내어 각 발전사 시

제품 중 가장 낮은 압축강도 결과를 보였다. 이는 바닥재 입도에 따른 

열전도도 차이로 평균 24 µm의 입도와 200 µm 이하의 입도 분포를 

보여 가장 작은 입도를 나타낸 B화력 바닥재(Figure 4)는 상대적으로 

열전도도가 매우 낮아 메인 실린더 내에서의 동일한 체류시간 동안 

유황의 충분한 용융이 이루어지지 못하여 낮은 결합력을 갖으며, 작
은 입도에 따른 표면적 증가로 충분한 결합력을 갖기 위해서는 더욱 

많은 유황이 필요하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A, C화력 바닥재 성형물의 압축강도는 유황 함량 20 wt% 이상에서 

큰 변화 없이 비교적 일정하였지만, 최대 압축강도는 각각 14 MPa, 
23 MPa로 많은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는 Figure 5에 나타낸 석탄 바

닥재 표면 분석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대적인 기공 수가 적었던 

A화력 바닥재에서는 용융 유황이 침투할 수 있는 공간이 적어 20 wt% 
초과의 유황을 사용하여도 고형화 성형물의 압축강도에는 큰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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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A                                                   (b) B-BA

      

(c) C-BA                                                   (d) D-BA
Figure 5. SEM photographs of coal bottom ash.

Sulfu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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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BA solids                                                       (b) B-BA solids

Sulfur
contents 15% 20% 25% 30%

Solids

        

Sulfur
contents 15% 20% 25% 30%

Solids

   

(c) C-BA solids                                                       (d) D-BA solids
Figure 6. Sulfur-solidified materials by sulfur contents.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는 반대로 가장 많은 기공이 관

찰되었던 C화력 바닥재에서는 유황 함량 20 wt%에서도 압축강도가 

약 21 MPa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상대적으로 용융 유황의 기공 내 

침투가 활발히 진행되어 결합력이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

서 유황 고형화 성형물의 압축강도는 바닥재 기공 수에 따른 유황 함

량에 의한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유황 함량 25 wt% 이상에서는 과잉 

함량으로 압축강도 증가에는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는 기존의 연구결과[17]와 비교하여 압축강도를 약 4배 

향상시킨 23 MPa (2300 N/cm2)의 결과치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제작된 각 발전사별 고형화 성형물(Figure 6) 각각에 대하여 

침수에 따른 제품 및 환경영향 평가를 위하여 증류수에 30일 동안 침

수반응(Figure 8)을 수행하였으며, 완료 후 성형물에 대한 압축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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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mpressive strength of sulfur-solidified materials using 
continuous mixer.

   

(a) A-BA Solids                   (b) B-BA Solids                   (c) C-BA Solids                   (d) D-BA Solids
Figure 8. Submerged test of sulfur-solidified materials.

   

(a) A-BA Solids                  (b) B-BA Solids                  (c) C-BA Solids                    (d) D-BA Solids
Figure 9. The prototype of sulfur-solidified materials after submerged test.

Table 4. Reduction Rate of Compressive Strength after Submerged 
Test

Sulfur contents A-BA solids B-BA solids C-BA solids

15 wt% 61.7% 52.4% 91.4%

20 wt% 23.5% 53.6% 78.9%

25 wt% 16.9% 69.5% 69.1%

30 wt% 10.3% 71.7% 49.3%

Table 5. pH Test of Coal Bottom Ash and Sulfur-solidified Materials
pH

Bottom Aash
A Power B Power C Power D Power

8.69 8.24 8.17 11.95

Sulfur Contents
Submerged liquid 15 wt% 20 wt% 25 wt% 30 wt%

A-BA solids 7.3 7.65 7.23 7.05

B-BA solids 7.71 7.67 7.86 7.76

C-BA solids 7.5 7.28 7.42 7.21

D-BA solids 12.4 12.4 12.41 12.41

침출액에 대한 pH 분석을 수행하였다. 
A∼C화력 성형물은 침출액의 색상이 변하지 않았으며, 성형물도 

균열이 발생하지 않은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를 Figure 9에 나타내었

다. 그러나 D화력 성형물에서는 유황 함량에 의한 차이는 있었지만, 

침수 후 수십 분 만에 발열반응을 하였으며, 약 3일 후 성형물에 균열

이 발생하였고 이를 Figure 9에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산화칼슘

(CaO) 함량이 다른 화력 발전소의 바닥재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약 

34%를 나타낸 D화력 바닥재(Table 4)의 경우 유황 고형화 성형물 표

면에 위치한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Ca(OH)2)이 생성

되는 과정에서 팽창하게 되어 표면에 균열이 발생한 뒤 점차 내부로 

물이 침투하면서 추가적인 반응이 진행되면서 제품 전체에 균열을 발

생 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높은 함량의 산화칼슘이 포함된 바

닥재는 본 연구의 대상 원료로 적합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침수 30일 후 균열이 발생한 D화력 바닥재 성형물을 제외한 

각 발전사별 성형물에 대한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침수 전과의 비교 

결과를 Figure 10에, 침수 전후의 압축강도 감소율을 Table 4에 나타

내었다. 본 실험에서는 A, C화력 성형물의 경우, 유황 함량의 증가에 

따라서 침수 후 성형물의 압축강도 감소율이 작아지는 결과를 나타낸 

반면, B화력 성형물에서는 유황 사용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 감소

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침수 전 B화력 

성형물이 충분한 용융 혼합물을 형성하지 못한 상태로 고형화가 진행

되어 침수 테스트에서 바닥재 기공으로 상대적으로 많은 물이 침투

하여 swelling 상태가 이루어진 것이며, 그 결과 압축강도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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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mpressive strength of the test product by submerged 
experiment.

Table 6. Heavy Metal Leaching Test of the Sulfur-solidified Materials

Sample
Heavy metal leaching test (mg/L)

As Cd Cu Cr6+ Pb Hg

Environmental criteria 1.5 0.3 3.0 1.5 3.0 0.005

Sulfursolidified material

A-BA solid ND ND 0.022 ND ND ND

B-BA solid ND ND ND ND ND ND

C-BA solid ND ND 0.028 ND ND ND

D-BA solid ND ND ND ND 0.09 ND
ND : 불검출

상대적으로 낮은 결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침수 후 압축강도 실험결과, A화력 성형물에서 최대 약 

13 MPa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현상은 상대적으로 적은 기공을 갖는 

A화력 바닥재에서 충분한 유황이 침투하여 성형물을 형성하였으며, 
침수 테스트에서도 상대적으로 압축강도 감소율이 낮은 결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3.4. pH 테스트

바닥재 성형물의 황산이온 용출로 인한 침수액의 수소이온 농도 변

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바닥재와 침수 30일 후 유황 고형화 성형물 각

각의 pH를 측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일반적으로 석탄 바닥재는 처리특성상 해수가 함유되어 pH 8에 

가깝거나 그 이상의 약알칼리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되었으며[11], 본 

연구에 사용한 바닥재에서 중 D화력 바닥재를 제외한 A, B, C화력 

바닥재에서도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그리고 유황 고형화 

성형물의 침수 실험에서 A, B, C화력 바닥재의 경우, pH는 7대 후반

의 결과를 보였으며, 초기 바닥재의 pH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큰 

영향은 없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D화력 바닥재 성형물의 침출액

에서 pH 12 이상의 높은 값을 나타낸 것은 Figure 9의 시제품 균열에

서도 알 수 있듯이 바닥재 내의 높은 함량의 산화칼슘이 물과 반응하

여 수산화칼슘이 생성되어 강알칼리성분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

었다.

3.5. 중금속 용출테스트

혼합기를 통해 제작된 성형물의 환경영향에 대한 평가를 위해 폐기물

공정시험기준(환경부고시 제2011-160호)에 따른 중금속 용출테스트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6가지 항목에 대해서 용출시험을 한 

결과, 유황으로 고형화 처리된 일부 성형물에서 소량의 구리(Cu)와 납

(Pb) 등이 검출되었으며 비소(As), 카드뮴(Cd), 6가 크롬(Cr6+), 수은

(Hg) 등은 검출되지 않았다. 소량 검출된 구리 0.022 mg/L와 납 0.09 
mg/L의 경우도 각각의 환경기준치인 구리 3.0 mg/L, 납 3.0 mg/L 이
하의 값을 나타내어 제작된 성형물의 중금속용출에 대한 환경 영향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제작된 4개 발전사별 유황고형화 성형물의 특성

평가 실험에서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1) 바닥재의 평균입도 분포는 혼합물의 열전도에 큰 영향을 주어 

가장 낮은 평균입도를 나타낸 B화력 바닥재를 이용한 제작에서는 조

금 더 가혹한 조건에서의 제작과정이 필요하였고 표면적 증가에 의한 

유황양도 더욱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2) 높은 산화칼슘을 포함한 D화력 바닥재는 침수테스트에서 물과 

반응하여 수산화칼슘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팽창하여 균열이 발생하

였으며, 시간이 지날수록 내부까지 추가적인 반응이 진행되어서 제품이 
깨지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3) 압축강도는 전체적으로 유황 함량이 증가할수록 증가한 반면, 표면 
기공 수에 따라 침수 전⋅후의 압축강도가 매우 다르게 나타났는데 

상대적으로 많은 수의 기공을 보인 C화력 바닥재에서 침수 후 압축

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4) 각 발전사별 바닥재를 이용한 고형화 성형물의 중금속 용출테스트 

결과, 모든 시제품에서 환경기준치 이하의 값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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