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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uch of the coal ash by thermal power plant has gradually been increased, however researches on
the recycling of bottom ash has not been investigated enough so far. In this research, the lysimeter test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possibilities of bottom ash as soil amendment to improve the physiochemical properties of
sandy topsoil of turfgrass in golf course. The turfgrass growth test and leaching test were conducted on the lysimeter.
The lysimeter columns were manufactured with various topsoil mixing ratios of 0, 10, 20, 30, and 50% of bottom
ash with sand. As a result of leachate analysis through the lysimeter column, the higher ratios of bottom ash mixed
affect significantly on water holding capacity of topsoil sand media with decreasing of the percolation rate. The
results of leachate analysis in every three days interval, the pH of leachate increased with the bottom ash ratios, but
the volume of NO3-N, NH4-N and K decreased significantly. However, the level of EC of leachate had constantly
maintain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application of bottom ash may improve turfgrass growth with water
holding capability and fertility of sandy topsoil. However, the negative effects of the bottom ash also evaluated by
reducing water permeability and solubility of PO4-P by adsorption into soil particles. The results indicates that the
reasonable mixing ratio of the bottom ash as soil amendment should be less than 20% (v/v) with sand which has a
low water-holding and fertility in golf course topsoil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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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화력발전 후에 발생하는 산업부산

물인 석탄회의 양은 연소 후 약 10~40% 정도의 회분을

배출하고 있으며, 국내 화력발전소에서 발행하는 석탄회의

양은 연간 443만톤에 달하고 있다(전 등, 2000; 이 등, 2001).

석탄회의 발생량은 점차 증가하고 있으나 대부분 매립되

고 있어 환경보호와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석탄바닥재의 재

활용에 대한 연구가 시급한 실정이다. 게다가 석탄바닥재

의 매립은 막대한 처리비용과 매립장 부족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 시키고 있다. 석탄바닥재는 연소에 따라 석탄

에 함유되었던 질소 등과 같은 유기물은 소실되어도 Si, Fe,

Ca, Mg, K 외에도 Mn, B 등의 다양한 무기물이 함유되

어 있으므로, 작물에 유익한 필수 무기질 공급원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능성 농업소재로 개발될 수 있다(Moliner

와 Street, 1982). 그러나 그동안 석탄바닥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재활용이 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일반적으로 골프장에서 한지형 잔디가 식재된 상토층은

골퍼 및 유지관리용 장비 등의 빈번한 답압으로 인해 미

사나 점토가 많이 함유된 일반토양(양토, 식양토, 사양토

등)은 고결되기 쉬워 좋은 잔디 품질을 유지하기 어렵다.

그래서 답압에 쉽게 고결되지 않는 모래가 잔디식재 토양

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다. Bigman과 Kohmke (1970)의 보

고에 의하면 모래는 단립성이기 때문에 그 구조가 잘 변

형되지 않아서 경기장 및 골프장용 잔디의 식재토양으로

적합하며 직경 0.1~0.5 mm의 세사나 중사를 사용할 때 잔

디의 생육이 양호하다고 하였으며, Daniel과 Freeborg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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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조사보다는 중사나 세사가 우수한 재료라고 보고하였

고, USGA (United State Golf Association)의 Green Section

에서는 그린용 모래로서 0.25 mm~1.0 mm 입경의 입자를

60% 이상 함유한 모래가 그린조성에 적합한 것으로 권장

하고 있다(USGA Green Section Staff, 2004). Taylor와 Blake

(1979)의 보고에는 잔디식재토양을 구성하고 있는 주재료

인 모래는 토양의 틀을 형성하고, 미사나 점토는 틀 사이

의 공극을 메우므로 미사나 점토의 함량을 증가시키면 공

극률이 현저히 감소하여 잔디의 생육이 불량해지기 때문

에 모래의 양을 87% 이상으로 증가시켜야 한다고 강조하

였다. 그러나 모래로 잔디 식재층을 조성하는 경우에는 투

수성과 통기성 같은 토양물리성은 양호하지만 반대로 보

비력과 보수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토양개량재를 일정비율

혼합하여 개선해야만 잔디생육에 적합한 모래를 기반으로

한 잔디 식재토양을 만들 수 있다. 우리나라 골프장 조성

에 주로 사용하는 개량재는 유기성 토양개량재인 피트나

피트모스 또는 무기개량재인 제오라이트나 소성 점토를

사용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동된 물질의 농도와 전체 이동된 물질의

양을 조사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인 lysimeter를 사용하

여 골프장 모래토양의 보수력과 보비력을 높이기 위한 토

양개량재로 석탄바닥재의 사용 가능성을 입증하고자 수행

하였다(Roth 와 Fox, 1990).

재료 및 방법

석탄바닥재의 화학적 특성

실험에 사용된 석탄바닥재의 화학적 특성을 분석한 결

과는 Table 1과 같다.

Lysimeter 조성

본 연구에 사용된 lysimeter는 투명한 아크릴 재질로서

반경 28 cm, 높이 33 cm의 원기둥으로 제작하였다. lysimeter

내부에는 바닥에서 2 cm정도의 두께로 콩자갈(입경크기

6~9 mm)을 깔고 그 위에 5 cm 두께로 왕사(입경크기 1~4 mm)

를 채운 후 25 cm 두께로 잔디식재층 토양을 충진하였다.

Lysimeter 최하부에는 배수용 유출구를 설치하여 용탈수가

포집되도록 설치하였다. 실험 처리구는 lysimeter의 잔디식

재층을 모래에 대한 석탄바닥재의 혼합비율에 따라 B/A

0, B/A 10, B/A 20, B/A 30 및 B/A 50의 5처리구를 난괴

법 3반복으로 조성하였다.

공시초종, 시비량 및 일반관리

2008년 5월 10일 Lysimeter 조성 후 파종한 잔디의 초종

은 크리핑 벤트그래스(creeping bentgrass, Agrostis palustris

Huds)이며, 품종은 Penncross를 사용하였다. penncross 3.75 g

(15 g/m2)을 1개 처리구에 파종한 후 50% 광투과 차광막

을 피복하고 1일 2~3회, 1회 관수시간은 10분 관수하였다.

파종 후 약 1개월이 경과되어 차광막을 제거하고 10~15일

간격으로 아미노산액비(N-P-K = 5-2-4)를 8월 10일까지 시

비하였다.

용탈수 채취 및 분석

용탈수는 잔디 파종 후 약 4개월이 경과되어 잔디밀도

가 완전히 형성된 9월 4일에 잔디용 복합비료(N-P-K = 11-

7-7) 20 g을 시비하고 다음 날인 9월 5일부터 3일 간격으

로 28일 동안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1회 관수량은 처리구

별 400 ml를 수돗물을 이용해 관수하였다.

용탈수의 pH는 초자전극법으로 pH meter (5 star, Orio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고, EC는 전기저항법으로

conductivity meter (model 150, Orion, USA)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NH4-N과 NO3-N의 함량은 flow injection
autoanalyzer (Quickchem 8500 FIA Automated Ion

Analyzer, Lachat instrument, USA)로 분석하였다. PO4-P 함

량은 UV-VIS spectrophotometer (U-3210, Hitachi, Japan)로

6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K의 함량은 AAS

(AA240FS, varian, Australia)로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결과 및 고찰

관수량과 용탈수량

석탄바닥재 혼합비율이 다른 각각의 lysimeter 관수량에

따른 용탈수량의 관계는 Fig. 1과 같다. Fig. 1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바닥재의 혼합비율이 높아질수록 관수량 대비

용탈수량은 유의성 있게 줄어드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 결

과는 모래위주로 조성되어 보수력이 낮은 골프장 사질토

양의 보수력을 높이는데 석탄바닥재가 효과적인 토양개량

재로 사용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Table 1. Chemical properties of bottom ash.

sample pH (1:5 H2O) EC (dS·m-1) Av.P2O5 (mg·kg-1) Ex. Cations (cmolc·kg-1) T-N (%)

bottom ash 9.03 0.63 52
K Ca Mg Na

0.34
0.13 1.9 0.3 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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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탈수의 pH 및 EC 변화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에 따른 용탈수의 pH를 측정한 결

과는 Table 2와 같다. 용탈수의 pH는 5.6~7.3 범위 내에

있으며, 석탄바닥재 혼합비율이 증가할수록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Table 1의 석탄바닥재 화학적 특성

분석결과에 나타난 것처럼 석탄바닥재의 pH가 9.03 알카

리성이라 혼합처리된 석탄바닥재의 영향을 받아 석탄바닥

재 혼합비율이 높은 처리구일수록 용탈수의 pH가 높아지

는 것은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된다. 그리고 석탄바닥재 처

리에 의해 pH가 높아지므로 산성토양의 pH를 개량하는

토양개량재로도 사용 가능하다.

시비에 따른 용탈수의 EC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용탈 초기에는 석탄바닥재 혼합비율이 낮은 B/A 0,

10 및 20 처리구의 EC가 높게 나타났으나, 석탄바닥재 처

리 수준이 증가할수록 용탈수의 EC는 낮게 나타났다. 이

는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증가할수록 용탈수의 이동 속

도가 느려지는 것과 다공성인 석탄바닥재의 구조와 밀접

한 관계가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처리 10일 후 EC는 0.35-

0.37 dS·m-1로 모든 처리구가 비슷하게 나타났다. 용탈수

채취 마지막 날인 25일에 채취한 용탈수의 EC를 측정한 결

과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낮은 B/A 0과 10 처리구는

0.13 dS·m-1, B/A 20 처리구는 0.15 dS·m-1로 비교적 낮았으나,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높은 B/A 30 처리구는 0.25 dS·m-1, B/

A 50 처리구는 0.32 dS·m-1로 높게 나타났다.

용탈수의 NO3-N 변화

용탈수 중 무기성 질소의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조성한

lysimeter에 시비 한 후, 3일 간격으로 채취한 용탈수 중의

NO3-N의 농도를 분석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석탄바닥재

를 처리하지 않고 모래로만 상토층이 조성된 B/A 0 처리

구에서는 초기부터 용탈수의 NO3-N 함량이 68.3 mg·kg-1

로 높게 분석되었다. 이는 조성 상토가 모래로 되어있고,

NO3
-는 음전하를 띄어 토양에 잘 흡착되지 않아 빨리 용

탈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비 후 13일째 채취한 용탈수 내

NO3-N의 농도는 처리구 간에 차이가 거의 없었다. 시비

Fig. 1. The correlation quantity of irrigation water and quantity
of leachate.

Table 2. Change of pH in leachate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Treat./day 1 4 7 10 13 16 19 22 25 

B/A 0 5.61c 5.70c 5.63c 5.73d 5.71c 5.90c 5.66c 5.63c 5.57e 

B/A 10 6.16b 6.31b 6.31bc 6.66c 6.30bc 6.35b 6.42bc 6.45bc 6.19d 

B/A 20 6.52b 6.64b 6.68b 6.62c 6.50b 6.46b 6.74b 6.71b 6.62c

B/A 30 7.03a 6.86b 7.13ab 6.93b 6.90ab 6.94a 6.90ab 6.94ab 6.85b 

B/A 50 7.15a 7.15a 7.30a 7.25a 7.16a 7.21a 7.17a 7.11a 7.18a 

* The same letters in column mea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Table 3. Change of EC leachate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Treat./day 
1 4 7 10 13 16 19 22 25

---- dS·m-1----

B/A 0 0.37a 0.40a 0.39a 0.37a 0.33c 0.26d 0.19c 0.16d 0.13c

B/A 10 0.34a 0.36b 0.36ab 0.36a 0.38bc 0.31c 0.23bc 0.17d 0.13c

B/A 20 0.28b 0.35b 0.32b 0.36a 0.42b 0.37b 0.27b 0.20c 0.15c

B/A 30 0.14c 0.24c 0.31b 0.37a 0.50a 0.45a 0.38a 0.31b 0.25b

B/A 50 0.13c 0.19d 0.26c 0.35a 0.51a 0.48a 0.40a 0.38a 0.32a

* The same letters in column mea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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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6일부터 채취한 용탈수 내 NO3-N의 농도는 B/A 0과

10 처리구에 비해 B/A 30과 50처리구의 농도가 높게 나

타났으며, 처리 16일 후 부터는 B/A 0과 10 처리구에서

NO3-N의 농도는 급격히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용탈수의 NH4-N 변화

시비 후 3일 간격으로 처리구별로 채취한 용탈수 중

NH4-N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용탈수 내

NH4-N 함량은 시비 후 7일 까지는 석탄바닥재 처리수준

이 낮은 B/A 0, 10 및 20처리구 함량이 석탄바닥재 처리

수준이 높은 B/A 30과 B/A 50처리구보다 높았다. 시비

13일 후에는 모든 처리구의 용탈수에서 NH4-N 농도가 비

슷하게 나타났으나,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

은 B/A 30과 50처리구의 NH4-N 용탈량이 대조구보다 높

게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시비 16일 후 채취한 용탈수 내

NH4-N 농도는 B/A 50처리구는 증가하였지만 나머지 처

리구 모두에서는 감소하였다. 시비 28일 후 용탈수 내

NH4-N 농도를 조사한 결과 B/A 0 처리구는 2.8 mg·kg-1이

었으나, B/A 50 처리구에서는 8배 이상 높은 11.6 mg·kg-

1이 검출되었다. 이렇듯 대조구에 비해 석탄바닥재 처리수

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B/A 30과 B/A 50처리구의 용탈수

에서는 NH4-N이 지속적으로 용탈되었다.

용탈수의 PO4-P 변화

용탈수 내 PO4-P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

다.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B/A 30과 50

처리구의 PO4-P 초기 용탈량은 대조구(B/A 0)에 비해 매

우 낮았다. 시비 후 4일째 되는 날 용탈수의 PO4-P 함량

은 13일째 채취한 용탈수까지 점차 증가 하다가 16일부터

용탈수 내 PO4-P 함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다른 처

리구에 비해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높은 B/A 30과 50처

리구의 용탈수 내 PO4-P 함량이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pH 9.03인 석탄바닥재의 혼합비율이 높아 토양 산도를 높

여 인산이 불용화되고 석탄바닥재 혼합비율이 높아지면서

배수가 불량해져 인산이 토양과 접촉하는 시간이 길어져

토양에 흡착이 증가해 인산의 용출 농도가 낮아진 것으로

사료된다.

용탈수의 K 변화

시비 후 3일 간격으로 채취한 용탈수 내 K 함량을 측

정한 결과는 Fig. 5와 같다.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낮은

B/A 0과 10처리구는 용탈실험 초기부터 K의 용탈량이 많

아 시비 후 13일까지는 용탈량이 많았으나 16일 채취한

용탈수 부터는 용탈량이 급격히 감소하였다. 그러나 석탄

바닥재 처리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은 B/A 20, 30, 50처리

Fig. 2. Change of NO3-N in leachate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Fig. 3. Change of NH4-N in leachate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Fig. 4. Change of PO4-P in leachate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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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용탈실험 초기에는 K의 용탈량이 대조구(B/A 0)의

절반 이하로 적었으나, 시비 후 13일까지 꾸준히 용탈량

이 증가하였고 첫 시비후 28일째 마지막으로 채취한 용탈

수에서도 K함량은 10 mg·L-1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용탈 되

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용탈실험 후 Lysimeter 토양 중 양분함량

용탈실험 후 Lysimeter 토양을 분석해 토양 중에 남아

있는 양분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으며, 양분

별로 다소 차이는 있지만 처리구별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나타났다. 분석한 모든 양분함량에서 석탄바닥재를 처리

하지 않은 대조구(B/A 0) 토양의 양분함량이 가장 작아

석탄바닥재 처리구에 비해 양분용탈에 의한 유실량이 가

장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NO3-N 함량은 3.1~9.1 mg·kg-1

으로 조사되었으며, 시비한 양분 중 가장 작은 양이 토양

에 남아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는 NO3-N이 시

비한 양분 중 유일하게 -하전을 띄고 있어 토양에서 거의

흡착되지 않고 용탈수와 함께 빠르게 이동해 용탈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NH4-N의 함량은 5.2 - 14.1 mg·kg-1 으

로 NO3-N의 함량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고 PO4-P의 경우 용

탈량이 B/A 0 > B/A > 10 > B/A 20 > B/A 30 > B/A 50순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높을수록 pH가

높은 석탄바닥재에 의해 토양 pH가 증가하고, 토양과 흡

착되는 시간과 양이 증가하여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K

의 함량은 7.3-17.4 mg·kg-1으로 조사되었고 B/A 0, B/A 10

및 B/A 20 처리구 간에는 큰 차이가 나지 않았으나 B/A

50 처리구의 K 토양잔류 함량은 17.4 mg·kg-1으로 대조구

보다 2배 이상 정도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런 결과를 종합하면 양분의 종류와 상관없이 모래토

양에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증가할수록 토양에 잔류하고

있는 양분의 함량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전하를 띈

양분보다는 +전하를 띈 양분의 용탈량이 적었다.

요 약

화력발전 후 발생되는 석탄회의 발생량은 점차 증가하

고 있으나, 석탄바닥재의 재활용에 대한 연구가 충분하지

않아 재활용이 잘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석

탄바닥재와 모래의 혼합비율을 달리한 상토로 lysimeter를

제작한 후에 잔디를 재배하고 용탈실험을 수행해 석탄바

닥재가 골프장 사질토양의 토양개량재로 적합한지 여부를

검정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석탄바닥재와 모래를 일정비

율(석탄바닥재 0, 10, 20, 30, 50%)로 혼합하여 조성한

lysimeter에 일정량의 관수를 실시하고 용탈수를 채취한 결

과 석탄바닥재 처리수준이 증가할수록 용탈수량은 유의성

있게 감소해 석탄바닥재 처리가 모래토양의 보수력을 높

이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시비 후 3일 간

격으로 용탈수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석탄바닥재의 처리

수준이 증가할수록 용탈수의 pH는 증가하였으나, 관수량

에 대한 용탈수량, NO3-N, NH4-N 및 K의 용탈량은 유의

성 있게 감소하였다. 또한 용탈수의 EC는 석탄바닥재의

처리수준이 증가할수록 용탈초기부터 끝까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들 결과는 석탄바닥재가

사질토양의 보수·보비력 및 산성토양을 개량하는데 효과

적임을 의미 한다. 그러나 석탄바닥재 pH가 9.03의 알칼

리성이고, 처리수준이 증가할수록 투수성이 불량해지고 토

양에서 PO4-P의 흡착량이 증가하는 문제점도 조사되었다.

본 연구 결과 석탄바닥재를모래에 20% 이하의 적정 비율

로 혼합하면 보수·보비력이 낮은 골프코스의 사질토양을

개량할 수 있는 토양개량재로 재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

단된다. 

Fig. 5. Change of K in leachate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Table 4. Contents of NO3-N, NH4-N, PO4-P and K in the
lysimeter soil with different levels of bottom ash ratios.

Treat./elements
NO3-N NH4-N PO4-P K

 - - mg kg- - -

B/A 0 3.1c 5.2c 23.8c 7.3c

B/A 10 5.4b 5.5c 34.1bc 7.5c

B/A 20 5.3b 7.6bc 41.7b 8.9c

B/A 30 8.0a 9.2b 57.0a 11.6b

B/A 50 9.1a 14.1a 64.5a 17.4a

* The same letters in column mean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the 5% level by DM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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