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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ghtweight materials were fabricated using glass abrasive sludge, bottom ash and slag powder in this study. This study tried to draw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properties and internal pore of lightweight material. The content of bottom ash and slag powder was from
10% to 50% and firing temperature from 760

o
C to 800

o
C in rotary kiln. The lightweight material containing bottom ash or slag powder

had a specific gravity of 0.21~0.70 at particle size 2~4 mm. Replacement ratio of the admixture increasing with specific gravity increased.
Fracture strength of panel made with various lightweight materials was 32~55 kgf/cm

2 
and flexural strength was 11~18 kgf/cm

2
. Fracture

strength increased by 72% and flexural strength was 63% compared with reference. Thermal conductivities of panel was 0.07~0.11 W/
m·k. The water absorption ratios of panel with lightweight materials containing bottom ash were 1.8~2.8% and slag powder were
2.65~2.8%. Excellent results on resistant of water absorption.

key words : Glass abrasive sludge, Bottom ash, Slag powder, Water absorption

1. 서 론

최근 산업폐기물의 증가에 따라 환경오염 및 매립지 감

소등의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에 따라 산업폐기물의

유효적절한 활용이 요구되는 시점이기도 하다. 이러한 폐

기물 중 발생량도 많고 재활용이 용이한 것으로 유리 관

련 폐기물을 들 수 있다.
1) 

1970년대 이후 경제 산업의 발

달과 더불어 유리 제품 소비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따라 유리 관련 폐기물 또한 증가하는 추세이다. 병

유리는 수거가 용이하여 재활용이 용이하지만 유리연마

슬러지는 재활용에 어려움이 있다.
2) 
이는 판유리를 제조

하는 원료물질 자체가 저가이어서 재활용시 부가가치가

높지 않기 때문에 체계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

이다. 그러므로 유리연마슬러지의 재활용률을 높이기 위

해서는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과 더불어 범용으로 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3) 
또한 화력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바텀애

쉬은 전량이 매립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활용기술 개

발이 시급한 실정이며, 바텀애쉬의 효과적인 처리가 중요

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4) 
이러한 용도들 중 주목할 만

한 것은 유리연마슬러지와 바텀애쉬를 사용하여 경량 소

재를 개발 ·활용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무기질 경량소재는

1100
o
C 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해야 하는 에너지 다소비 형

태이며, 다량의 개기공을 함유하여 Table 1에서와 같이 흡

수율이 높다는 단점도 갖는다. 특히 상온에서 공기의 열

전도율은 약 0.02 kcal/mh
o
C인데 비하여 물은 약 0.5 kcal/

mh
o
C로 수분의 흡수에 따라 열전도율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1000
o
C 이하에서 소성이 가능하고, 폐기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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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Selected Lightweight Materials

Aggregate
Dry unit weight

(kg/m
3
)

Origin
Water Absortion 

(Wt%)

Expanded Shale,

Clay, Slate
550~1050 PN 5~15

Sinter Fly ash 600~1000 S 14~24

Expanded Perlite 65~250 PN 10~50

Exfoliated

vermiculite
65~250 PN 20~35

Brick rubble ~750 S 19~36

PN, processed natural material, S, Synthetic material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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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함유하여 수분의 흡수율이 낮은 경량소재의 개발이 필

요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유리연마슬러지와 슬래그 미

분말 및 바텀애쉬 등의 혼합재를 사용하여 경량소재를 제

조하고자 하였으며, 이때 발포제는 graphite를 사용하였다.

또한 표면층에 폐기공을 형성하여 흡수율이 낮은 경량소

재를 제조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2.1. 출발원료 분석

본 연구에서는 판유리 가공 공장에서 판유리 면취 과

정중 발생 ·배출되는 산업폐기물인 유리연마슬러지를 원

료로 사용하였다. 또 혼합재로 고로 슬래그 미분말과 국

내 화력발전소에 폐기물인 바텀애쉬를 사용하였다. 유리

연마 슬러지와 슬래그 미분말 및 바텀애쉬의 화학분석(습

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유리연마슬러지의 주성

분은 SiO2 66.9%, CaO 7.38%, Na2O 9.49%이었으며, 이

는 일반 판유리 가공시 면취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이

기 때문에, 거의 일반 판유리와 유사한 soda-lime계 성분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경량소재 제조를 위해 발포

제로 Kanto chemical사의 시약급 Graphite를 사용하였다. 

2.2. 경량소재 제조방법

출발원료인 유리연마슬러지와 혼합재인 슬래그 미분말,

바텀애쉬를 건조기에서 100
o
C 조건에서 24시간 동안 건

조시켰다. 건조가 완료된 유리연마슬러지에 혼합재 함량

을 10%, 20%, 30%, 40% 및 50%로 외할 첨가하여 혼합

하였다. 이때 발포제도 동시에 혼합하였으며, 발포제 함

량은 1%로 고정하였다. 혼합이 끝난 원료는 성구기를 사

용하여 성구를 제조하였다. 이때 점결제로 사용한 물유리

는 혼합분말 대비 5%(물유리 :증류수=3:7)를 사용하였다.

구형으로 제조된 성구는 완전히 건조하여 자유 수분을 제

거하였다. 건조된 성구는 회전로에서 소성하였으며, 이때

회전로를 4구역으로 구분하였다. 1구역(760
o
C) 및 2구역

(780
o
C)은 유리연마 슬러지의 연화를 목적으로, 3구역(790

o
C)

은 1~2구간에서 연화된 유리에서 기공형성을 위한 발포

를 위해 설정하였다. 또한 4구역(800
o
C)은 발포된 경량 소

재 표면층(surface layer)의 기공을 폐기공화하기 위해 설

정하였다. 회전로의 회전 속도는 분당 30~50회, 동체 기

울기는 1~2
o
C로 하였으며, 경량 소재의 회전로 체류시간

은 150~250초이었다. 경량소재의 실험 배합과 실험공정

flow chart를 각각 Table 3 및 Fig. 1에 나타내었다.

2.3. 경량소재 및 패널의 물성분석

회전로에서 제조된 경량소재는 기초물성으로 비중 및

흡수율을 측정하였으며, 내부미세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주사전자 현미경(SM-300, Topcon사, Japan)을 사용하였다.

제조된 경량소재의 기초물성을 검토하기 위해 KS F 2504

“잔골재의 흡수율 및 비중 측정방법”에 따라 흡수율을 측

정하였고, 비중은 메스실린더에 시료를 넣은 후 더 이상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Raw Materials

 (unit : wt%)

Type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Cl SO3 Ig. Loss

glass abrasive sludge 66.90 1.14 0.16 7.38 3.82 9.49 0.43 0.05 0.12 24.40

Slag powder 33.50 15.20 0.50 43.90 2.60 0.70 0.95 0.03 2.50 -

Bottom ash 43.50 22.40 5.15 0.99 0.42 0.43 0.62 0.01 0.42 8.42-

Table 3. Composi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unit : wt%)

glass abrasive 

sludge

Admixtures Blowing agent

Slag powder Bottom ash Graphite

SP 10 90 10 1

SP 20 80 20 1

SP 30 70 30 1

SP 40 60 40 1

SP 50 50 50 1

BA 10 90 10 1

BA 20 80 20 1

BA 30 70 30 1

BA 40 60 40 1

BA 50 50 50 1

Fig. 1. Flow chart of manufacturing procedure for lightweigh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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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부피 변화가 발생하지 않을 때까지 tapping 한 후 측

정하였다. 경량소재를 치밀화하여 단열제 등으로 사용할

것을 예측하여, 경량소재를 패널화 하기 위해 binder로 페

놀수지를 사용하였다. 이때 페놀수지와 경량소재의 부피

비는 1:10으로 고정하였으며, 페놀수지 혼합후 200
o
C 건

조기에서 1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건조가 끝난 패널은 만

능재료시험기(M-4204, Instron사, America)를 사용하여 압

축강도와 휨강도를 측정하였으며, 열전도율은 KS L 9016-

보온재의 열전도율 측정방법에 따라 시험하였다. 보온재

의 열전도율 시험방법은 평판열류계법을 사용하여 열전

도율 시험기(HC-074, EKO사, Japan)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경량소재의 미세구조

경량 소재의 미세구조는 소재의 물성을 좌우하는 중요

한 요소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사전자현미경을 사

용하여 소재의 미세구조를 관찰하였으며, 이를 Fig. 2에

나타내었다. Fig. 2는 경량소재의 내부구조와 표면층의 기

공상태를 관찰한 것으로 내부구조는 경량소재의 중심부

를 표면층은 외각부를 촬영한 사진이다. Ref.의 기공 크기

는 150 µm 수준이며, 작게는 수 µm에서 크게는 300 µm 범

위에 이르는 기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슬래그 미분말

10% 혼합 경량 소재의 평균 기공 크기는 약 100~150 µm

수준이며, 기공 크기의 범위는 수 µm에서 크게는 300 µm

범위에 이르는 기공으로 형성되어 있었다. 슬래그 미분말

30% 혼합 경량 소재의 기공 크기는 50~70 µm 수준, 슬래

그 미분말 50% 혼합 경량 소재의 기공 크기는 10 µm 전

후 수준이었다. 또한 바텀애쉬 10% 혼합 경량 소재의 기

공 크기는 100~150 µm 수준이며, 기공 크기의 범위는 수

µm에서 크게는 200 µm 범위에 이르는 기공으로 형성되

어 있었다. 바텀 애쉬 30% 혼합 경량 소재의 기공 크기

는 50~70 µm 수준, 바텀애쉬 50% 혼합 경량 소재의 기

공 크기는 10 µm 전후 수준이었다. 슬래그 미분말 및 바

텀애쉬를 혼합한 경량 소재의 내부구조는 혼합재의 함량

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이 크게 작아지는 경향을 확인하

였다. 이는 모재인 유리연마슬러지의 함량이 감소함에 따

라 소성조건에서의 발포 여력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판단

된다. 즉 유리의 연화 및 용융과 발포가스의 생성에 의해

기공이 생성되어야 하나, 유리의 연화 및 용융량이 적어

져 기공생성이 더욱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유리

연마슬러지에 혼합할 수 있는 혼합재의 함량의 한계점을

갖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혼합재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이 감소하면서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어

진다. 표면층의 미세구조를 확인한 결과 내부영역보다 폐

기공 함량이 증가하고, 개기공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이는 경량 소재의 중심영역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surface layer에서 발생하는 가스보다 외부로 빠져나가기

가 용이하지 못하여 발포가스에 의해 생성된 기공들이

surface layer 기공들보다 좀 더 쉽게 성장할 것으로 판단

되며 이러한 기공의 성장과정 중에 폐기공이 개기공으로

전환되는 것으로 추측되어 진다. 이러한 표면층은 흡수율

저하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6,7)

 그러나 혼합

재의 종류 및 함량에 따른 표면층의 두께는 큰 차이를 발

견할 수 없었다.

3.2. 경량소재 및 패널의 물성

유리연마 슬러지에 혼합재인 슬래그 미분말과 바텀애

쉬를 혼합한 경량 소재의 비중을 Table 4에 나타내었다.

경량소재의 비중은 소재의 크기가 커질수록 작아졌으며,

슬래그 미분말과 바텀애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상기의 Fig. 2에서 관찰한 바

Fig. 2. SEM micrographs of Lightweight Materials with slag

powder and bottom ash (* : Surface layer).

Table 4. Specific Gravity of Lightweight Materials Foamed with Slag Powder and Bottom Ash

Ref.
 Slag powder content (%) bottom ash content (%)

10 20 30 40 50 10 20 30 40 50

2 mm under 0.25 0.3 0.39 0.46 0.55 0.72 0.26 0.33 0.42 0.54 0.69

2~4 mm 0.2 0.24 0.35 0.44 0.53 0.70 0.21 0.30 0.40 0.51 0.67

4 mm over 0.19 0.23 0.33 0.42 0.52 0.67 0.18 0.29 0.39 0.49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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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연화점이 높은 슬래그 미분말과 바텀애쉬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소성 온도에서 낮아 발포 여력이 적어

서 기공량이 줄어들기 때문으로 판단되어진다. 최소 비중

은 바텀애쉬 10% - 4 mm over 분에서 발생하였으며, 이때

비중은 0.18로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최대 비중은 슬래

그 미분말이 50% - 2 mm under 분의 소재에서 발생하였

으며, 이때 비중값은 0.74 이었다. 단열패널 제조에 사용

한 입도가 2~4 mm인 경량소재의 비중은 혼합재를 10%

사용하였을때 0.24~0.30 수준의 비중값, 30%일때 0.40

~0.44, 50%일때 0.67~0.70 수준을 나타내었다. 입도가 2~

4 mm인 경량소재로 제조된 단열패널의 강도특성은 Fig. 3

및 Fig. 4에 나타내었다. 압축강도는 혼합재의 함량이 커

짐에 따라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으며, 휨강도 특성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혼합재의 함량이 증가함

에 따라 소재의 기공이 감소하고, 비중이 높아져 강도 증

진에 기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8,9)

 또한 연화점이 높

은 혼합재의 함량이 증가하면서 발포가 적게 발생하여 조

직의 치밀화로 인하여 강도는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슬래그 미분말의 최대 강도 값은 압축강도는 55 kgf/cm
2
,

휨강도 18 kgf/cm
2
이었다. 이는 Ref.와 비교하여 압축강도

는 72%가 증진된 값이며, 휨강도는 63%가 증진된 값이

다. 바텀애쉬를 혼합한 경량소재는 슬래그 혼합한 경량소

재와 비교하여 압축강도 값은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었고, 최대 강도 값은 압축강도는 40 kgf/cm
2
, 휨강도

는 15 kgf/cm
2
이었다.

열전도율도 강도측정과 동일한 입도를 갖는 2~4 mm 분

의 경량소재를 사용하였으며, 페놀수지로 경화한 후 측정

하였다. Fig. 5와 같이 열전도율은 Ref. 시험체에서 가장 낮

았으며, 혼합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혼합재의 Ref.의 열전도율은 0.06 W/m·K

이었으며, 슬래그 미분말 10% 혼합시 0.07 W/m·K, 30%

혼합시 0.09 W/m·K, 50% 혼합시 0.11 W/m·K이었다. 바텀

애쉬 10% 혼합시 0.06 W/m·K, 30% 혼합시 0.08 W/m·K,

50% 혼합시 0.11 W/m·K이었다. 

Fig. 6의 흡수율은 혼합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Ref.

보다 낮아지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슬래그 미분말의 경우

최소 흡수율은 50% 조건에서 1.8%이었으며, 최대 흡수율

은 슬래그 10% 혼합조건에서 2.8%로 모든 시험체에서

Fig. 3. Fracture strength of lightweight materials. Fig. 4. Flexural strength of lightweigh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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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이하의 낮은 흡수율을 나타내었다. 각각의 혼합재를

유리연마슬러지와 혼합하여 제조한 경량 소재는 높은 강

도 특성, 낮은 흡수율 등 우수한 물성도 발현되었으나, 혼

합재 함량 증가에 따라 비중의 증가 등 단점도 발현되었다. 

회전로에서 소성된 경량 소재 중 크랙 발생 및 파괴된

것을 Fig. 7에 나타내었다. 바텀 애쉬를 40% 이상 혼합조

건에서는 회전로에서 소성 중 파괴되는 현상이 발견되어

주의가 요구되며, 30% 이하로 혼합 제조하여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는 바텀애쉬의 미연카본이 소성로에서 계

속적으로 산화하여(C→CO2) 소재 내부압력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크랙 발생에 원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유리연마슬러지에 혼합재로 슬래그 미분

말와 바텀애쉬를 사용하여 제조하였다. 경량소재의 미세

Fig. 5. Thermal conductivity of lightweight materials.

Fig. 6. water absorption of lightweight materials.

Fig. 7. Appearance of manufactured lightweight material (a)

bottom ash 40% and (b) bottom ash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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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는 혼합재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기공의 크기가 작

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모재인 유리 연마슬러지

함량이 감소함에 따라 발포 여력이 적어지기 때문으로 판

단되었다. 혼합재를 혼합한 경량 소재의 비중은 각각의 함

량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소재의 기공이 감소하며 비중도 높아지면

서 강도가 증가하는 특징을 나타내었다. 입도가 2~4 mm분

인 슬래그 미분말을 혼합하여 제조된 경량소재를 페놀수

지로 경화한 후 측정한 최대강도 값은 55 kgf/cm
2
이고, 휨

강도는 18 kgf/cm
2
로 Ref.와 비교하여 압축강도는 72%, 휨

강도는 63% 증진한 값을 확인하였다. 열전도율은 Ref. 가

가장 낮았으며, 혼합재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열전도율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혼합재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Ref. 보다 낮은 흡수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경량 소재

의 조직이 치밀화되고, 폐기공이 증가하기 때문으로 판단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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