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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paper, the properties of reclaimed ash(RA) from various domestic thermal power plants(S, D and H) were analyzed, and the
possibility of fabricating the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ALA) using RA was studied. The chemical compositions of RA are similar
to the clay, but it had higher concentrations of alkali earth metal oxides(CaO, MgO) and unburned-carbon. The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results showed that the dissolution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 ions of RA were below the
limitation defined by the enforcement regulation of wastes management law in Korea. The results of IC analysis showed that leaching
concentration of Cl

-
 ion was 124 ppm for RA of HN and SO4

2-
 ion was leached a few hundreds ppm for all RA in this study. The

ALAs with various mass ratio of clay to reclaimed ash(RA:Clay = 7:3, 6:4, 5:5, 4:6, 3:7) were sintered with a electric muffle furnace
at the temperature of 1050~1200

o
C. The specific gravity and water absorption(%) of the sintered ALAs were 1.1~1.8 and 10~30%

respectively. The ALA sintered in the rotary kiln at 1125
o
C showed a bulk density of 1.7 and water absorption of 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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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력발전소의 발전부산물인 석탄회는 크게 비산재(80%)

와 바닥재(20%)로 나뉜다. 현재 비산재의 경우 발생량의

80% 이상이 콘크리트 혼화재와 시멘트의 원료로 활발히

재활용되고 있으나, 바닥재의 경우 일부만이 도로 성토재

로 사용되고 있다. 재활용 되지 못한 비산재와 바닥재는

대부분 화력발전소 내부의 회 처리장(ash pond)에 매립되

고 있으나, 일부 회 처리장의 경우 처리한계가 거의 포화

상태이고 향후 추가적인 회 처리장의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 회 처리장 매립회의 처리

기술 개발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석탄회 재활용은 주로 비산재를 콘크리트

혼화재로 이용하는 분야에 집중되어 있으며 그 외에는 구

조물 뒷채움으로 활용하거나, 도로 기층재 및 시멘트 모르

타르의 잔골재 대체재로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보

고되었다.
1-3)

 국외의 경우 바닥재나 비산재를 원료로 이용

한 인공경량골재의 제조에 관한 연구와 바닥재를 콘크리

트용 세골재에 적용하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
4-6)

그러나 현재 대부분의 연구들은 석탄회의 비산재와 바닥

재를 구별하여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어 이미 비

산재와 바닥재가 함께 매립되어 있는 회 처리장 매립회

의 경우에 직접적인 적용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매립장에 쌓여 있는 매립회를 별도의 분

리나 선별과정 없이 인공경량골재의 원료로 적용하기 위

하여 매립회의 물리· 화학적, 열적 특성 등의 기초 물성

을 분석 후, 매립회를 이용하여 인공경량골재를 제조하고

경량콘크리트에 적용 가능 여부를 확인하였다.

2. 실험방법

인공골재 적용을 위한 매립회는 국내 ‘S’, ‘D’, ‘H’ 화력

발전소에서 발생되는 매립회를 사용하였다. 각 매립회의

화학조성분석은 XRF(ZSX-100e, Rigaku, Japan)를 사용하였

으며, 결정상 분석과 열적특성 분석은 각각 XRD(X'pert pro,

PANalytical Co. Netherlands)와 TG/DTA(STA 409 C/CD,

Netzsch, Germany)를 사용하였다. 매립회를 고액비(무게비)

=1:20의 용액에서 용출시킨 후 양이온과 음이온의 종류와

양을 각각 ICP(OPTIMA 4300DV, Perkin-Elmer, US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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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DX-500, DIONEX,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SEM(JSM-6500F, JOEL, Japan)과 EDS(Oxford EDS7557,

Oxford, UK)를 이용하여 매립회의 미세구조와 입자별 화

학성분을 관찰하였다. 

3종류의 매립회중 S 매립회를 점토와 다양한 무게비로 혼

합하여 인공골재를 제조하였으며 그 배합비는 Table 1에 나

타내었다. 점토와 매립회는 전기건조기에서 120
o
C/48 h 건

조 후 핀 밀(pin mill)을 이용한 분쇄공정으로 통해 지름

150 µm 이하의 입자를 사용하였다. 원료에 물을 20 wt% 첨

가하여 혼합 후 지름 8~10 mm의 구형 성형체를 제조하였

다. 성형된 건조체는 각각 1050/1100/1150/1200
o
C의 온도

로 예열된 전기로에 직접 투입하여 10분간 직화 소성하

였다. 전기로에서 소성된 인공경량골재의 비중/흡수율(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을 측정

하였으며, 광학현미경(DCS-105, Sometech-vision, Korea)과

SEM을 이용하여 미세구조를 관찰하였다. 

Table 1의 배합비에서 성형이 용이하면서 매립회의 첨

가량이 가장 높은 No. 3의 조성을 조립성형기(pelletizer)

와 로타리킬른(rotary kiln)을 이용한 실증라인에서 생산하

였다. 매립회와 점토는 120
o
C/48 h의 조건으로 건조 후 롤

러 밀(roller mill)을 이용한 1차 조분쇄와 핀 밀(pin mill)을

이용한 2차 미분쇄 공정을 거쳐 150 µm 이하의 입자크기

로 제어하였다. 분쇄된 매립회와 점토를 리본 믹서기(ribbon

mixer)를 이용하여 1시간동안 건식혼합 후, 조립성형기를

이용하여 지름 8~10 mm 크기의 구형 인공골재를 성형하

였다. 성형된 인공골재는 건조기에서 120
o
C/48 h 동안 건

조 후, 로타리 킬른에서 1125
o
C/15 min의 조건으로 소성

하였다. 소성된 인공골재의 물성분석을 위하여 광학현미

경, SEM을 관찰하였으며 비중/흡수율을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Table 2는 XRF를 이용하여 각 매립회의 화학조성을 분

석한 결과이다. S 매립회의 경우 SiO2와 Al2O3 성분이 각

각 43.6과 22.3%로 주성분을 이루고 있으며, 소성 시 융

제 역할을 하는 CaO와 MgO 알카리토류 산화물들이 5.3%

와 1.6%로 비교적 많이 포함되어 있다. 특히 미연탄소(C)

의 함량이 17.7%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매립회에 존재

하는 미연탄소 성분은 소성 시 CO2 가스를 발생시켜 세

라믹 소지 내부의 기공 형성과 경량화를 유도하는 발포

제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소수성 표면으로 인하여 물과

혼합하여 성형 시 균일한 혼합과 우수한 가소성을 얻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 D 매립회는 다른 매립회에 비

해 SiO2와 Al2O3 성분이 53.4%와 28.2%로 높으며, 미연

탄소 함량은 6.9%를 나타내었다. 강열감량은 0.3%로 매

우 낮게 측정되었다. H 매립회는 CaO와 MgO 알카리토

류 산화물들이 각각 8.0%와 2.3%로 세 가지의 매립회중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미연탄소 함량은 3.5%로 낮지만

강열감량이 8.1%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매립회의 성

분이 발전소별로 다른 것은 사용되는 석탄의 종류와 운

전조건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인공경량골재 제

조를 위한 원료로는 융제와 발포제 성분이 많이 포함된

S와 H 매립회가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각 매립회의 결정상을 XRD로 분석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모든 매립회의 주 결정상은 Quartz(SiO2)와

Mullite(2SiO2·3Al2O3)로 나타났다. Mullite 결정상은 화력

발전소에서 고온 열처리 시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SiO2

와 Al2O3 성분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 매립회의 결정상은

일반적인 석탄회에서 나타나는 결성상과 동일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2는 각 매립회의 열적특성을 TG/DTA로 분석한 결

과이다. S 매립회는 400~800
o
C 온도구간에서 발열피크를

나타내며, 동시에 19% 정도의 무게감량을 나타내었다. 이

는 매립회내에 존재하는 미연탄소와 유기물의 산화에 의

한 발열반응과 무게감량으로 판단된다. D와 H 매립회도

S 매립회와 같이 400~800
o
C 온도구간에서 발열특성을 나

타내며 무게감량은 각각 6%와 11%를 나타냈다. TG/DTA

분석결과에서 온도에 따른 매립회의 무게감량은 Table 2

의 화학조성분석결과와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은 매립회의 양이온 관찰을 위한 ICP 분석결과이

Table 1. Composition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s

(wt%)

RA
*
(S) Clay

No. 1 30 70

No. 2 40 60

No. 3 50 50

No. 4 60 40

No. 5 70 30

*RA: Reclaimed ash

Table 2. Chemical Compositions of Raw Reclaimed Ash

(wt%)

Ig. loss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TiO2 ZrO2 P2O5 C Total

S 2.3 43.6 22.3 4.6 5.3 1.6 0.4 0.6 1.0 0.1 0.5 17.7 100.0

D 0.3 53.4 28.2 3.6 2.0 0.7 0.6 2.9 1.2 0.1 0.1 6.9 100.0

H 8.1 48.3 20.0 6.5 8.0 2.3 0.7 1.4 0.8 0.1 0.3 3.5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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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 매립회는 Cr과 Pb 이온이 각각 0.059와 0.029 ppm 검

출되었으며, Cd과 As 이온도 0.003 ppm과 0.019 ppm으로

소량 검출되었다. D 매립회는 Zn 이온과 Cu 이온이 각각

0.640과 0.179 ppm으로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었으며, H

매립회는 Ni 이온과 Pb 이온이 상대적으로 높게 검출되

었다. ICP 분석결과 모든 매립회에서 중금속 양이온들이

소량씩 검출되었으나 이는 폐기물 관리법의 중금속 용출

기준이하로 나타나 매립회를 인공경량골재의 원료로 사

용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7)

Table 4는 매립회의 음이온 관찰을 위한 IC 분석결과이

Fig. 1. XRD analysis of raw reclaimed ash: (a) S, (b) D, and (c)

H. Fig. 2. TG/DTA analysis of raw reclaimed ash: (a) S, (b)  D, and (c)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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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 매립회와 D 매립회의 경우 Cl
- 
이온이 검출되지 않

았으며, H 매립회는 Cl
- 
이온이 124 ppm 검출되었다. 매

립회 별로 Cl
- 
이온의 농도 차이는 매립회를 묻는 회 처

리장의 위치 때문으로 예상되며, 회 처리장이 바닷가와

가까울 경우 매립회가 바닷물에 포함된 Cl
- 
이온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모든 매립회에서 SO4
2-

 이

온이 상당량 관찰되었는데 S 매립회가 가장 낮은 232 ppm

나타냈으며, H 매립회는 가장 높은 688 ppm을 나타내었

다. 콘크리트의 알칼리 농도가 낮아지거나, 콘크리트에 유

해성분이 혼입되면 철근은 활성화 상태로 되어 쉽게 부

식하게 된다. 철근의 부동태 피막을 파괴하는 유해성분으

로는 할로겐이온, 황산이온, 황이온 등이 있으며, 이중 콘

크리트 혼입되어, 활발히 작용하는 Cl
-
 이온의 경우가 철

Table 3. ICP Analysis of Raw Reclaimed Ash

(ppm)

Cr Pb Cd Cu As Zn Ni

Limit
*

1.5 3.0 0.3 3.0 1.5 - -

S 0.059 0.029 0.003 0.046 0.019 0.310 0.058

D 0.034 0.190 0.005 0.179 0.098 0.640 0.018

H 0.344 0.174 0.009 0.032 0.058 0.150 0.223

*Defined by waste management law enforcement regulations

in Korea

Table 4. IC Analysis of Raw Reclaimed Ash

(ppm)

Cl
-

SO4

2-

S N.D.
*

232

D N.D. 471

H 124 688

*Not detected

Fig. 3. SEM photographs of raw reclaimed ash: (a) S, (b) D, and (c)

H.

Fig. 4. EDS analysis of raw reclaimed ash: (a) S-1, (b) S-2, (c)

D-1, (d) D-2, and (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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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 부식에 가장 유해한 이온이라 할 수 있다.
8)

 매립회를

철근 콘크리트용 골재로 이용할 경우 수세공정 등의 전

처리 공정을 통해 철근의 부식에 영향을 미치는 Cl
-
 성분

이나 SO4
2-

 성분의 제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3은 각 매립회의 분말형상을 SEM으로 관찰한 결

과이다. S 매립회는 수십~수백µm 크기의 입자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다양한 형태를 갖는 입자들이 관찰되었는데,

특히 다공질 형태의 입자들과 쇄석 형태의 입자들이 다

수 관찰되었다. D 매립회 역시 입자크기가 수~수백µm로

다양하며, 주로 쇄석 형태의 입자들이 관찰되었다. H 매

립회는 S 매립회와 비슷한 입형을 나타내었다. 

Fig. 4는 매립회의 특정 입자들을 SEM으로 확대 관찰

하고 EDS로 분석한 결과이다. 그림 (a)는 S 매립회 중 다

공질 입자를 확대한 것으로 세라믹 다공체의 표면에 수

µm 크기의 세노스피어(cenosphere) 입자들이 결합된 형태

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b)는 S 매립회 중 쇄석형태의 입

자를 확대한 것으로 표면이 매끄럽고 유리질 형태를 갖

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EDS 분석결과 Al과 Si, Ca

가 주성분으로 측정되며 이는 석탄의 연소 후 발생한 슬

래그로 판단된다. 그림(c)와 (d)는 D 매립회 입자들을 관

찰한 결과로 (c)는 슬래그 덩어리에 미세한 입자들이 붙

어있어 거친 표면을 나타내며, (d)는 쇄석형태의 입자를

관찰한 것으로 입형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d) 입자의 경

우 EDS 분석에서 황(S)성분이 많이 검출되었다. 그림(e)

는 H 매립회 중 다공성 입자를 확대한 결과로 그림 (a)와

같이 수 µm 크기의 세노스피어(cenosphere) 입자들이 서

로 응집되어 있는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Fig. 5는 S 매립회를 기본으로 점토와 여러 배합비로 제

조한 성형체를 전기로에서 1050/1100/1150/1200
o
C의 온도

로 10분간 직화 소성 후 비중/흡수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a)의 부피비중의 측정결과, 인공경량골재는 소성 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비중 값이 낮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

다. 특히 매립회 첨가량이 낮은 시편일수록 소성온도 변

화에 따른 부피비중 감소변화가 큰 것을 관찰할 수 있다.

매립회가 30 wt% 첨가된 No. 1 시편의 경우 1050
o
C와

1200
o
C 직화 소성 시 부피비중이 각각 1.77과 1.14를 나

타내었으며, 바닥재가 70 wt% 첨가된 No. 5 시편의 경우

1050
o
C와 1200

o
C 직화 소성 시 부피비중이 각각 1.56과

1.27을 나타내었다.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부피비중이 낮

아지는 것은 고온소성 시 골재내부에서 급격히 발생하는

가스가 골재외부에 형성된 액상막으로 인하여 미처 빠져

나가지 못하고 내부에 포집되고 팽창되면서 많은 기공을

형성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0)

 그러나 소성온도 1250
o
C

의 경우 액상형성 과다로 인한 시편의 용융현상이 발생

하였다. (b)는 인공경량골재의 흡수율을 측정한 결과이다.

소성온도가 증가할수록 흡수율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이는 앞서 언급했듯이, 인공경량골재 내부에 가

스의 포집과 팽창으로 인해 형성된 개기공으로 인한 흡

수율의 증가로 판단된다. 

Fig. 6은 전기로 소성골재의 절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한 결과이다. 1050
o
C에서 직화 소성된 인공경량골재들

은 내부에 미세한 기공들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No. 1 인공경량골재의 경우 내부와 표면의 중간에 계

면이 형성됨을 관찰할 수 있다. 인공경량골재의 계면형성

은 온도가 증가할수록 확실 구별되며, 1200
o
C에서 직화 소

성된 인공경량골재들은 거대기공의 형성으로 인해 다공성

구조를 갖는 중심부분(core)과 상대적으로 치밀한 구조를

갖는 껍질부분(shell)을 형성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와 같

이 세라믹 내부에 형성되는 검은 부분을 블랙 코어(black

core)라고 한다. 골재표면의 붉은 색을 나타내는 껍질부분

은 철(Fe) 성분의 산화반응에 의해 붉은색을 나타내며, 골

재내부는 액상형성에 따른 점성거동으로 치밀화 된 골재

Fig. 5.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s

sintered at 1050~1200
o
C in electric furnace: (a) bulk

density and (b) water absor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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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에 의한 산소 차단과 유기물과 미연탄소(C)의 산화반

응에 의해 철성분이 환원되어 검은색을 띠게 되는데, 이는

점토 제품의 급속 소성 시 자주 관찰 된다.
11,12)

 인공경량

골재 중심부분의 거대기공들은 유기물과 미연탄소(C)의 연

소로 인해 발생된 가스와 철(Fe) 성분의 환원에 의해 발생

된 가스성분에 의한 기공들의 합체 결과이다. 

Fig. 7은 No.3 배합비로 조립성형 후 로타리 킬른에서

1125
o
C/15 min 조건으로 연속 소성한 인공경량골재의 비

중 및 흡수율 측정결과이다. 부피비중은 1.73, 흡수율은

15.2%를 갖는 인공경량골재를 얻을 수 있었다. 전기로 실

험조건과 비교하여 부피비중은 높고, 흡수율은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기로 소성골재의 경우 낮은 비중과 높

은 흡수율은 골재의 우수한 발포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예비가열 없이 바로 1150
o
C로 직화 소성되면서 골재 내

부의 가스 발생과 표면에 점성을 갖는 유리질의 형성이

동시에 발생하면서 골재가 발포된 것이다. 이에 비해 로

타리 킬른의 경우 원료 투입 후 예비 가열대(600~800
o
C)

를 지나서 1150
o
C의 소성대를 통과하게 되므로 표면의 유

리질 형성 이전에 발생된 가스가 외부방출 하여 골재의

발포가 상대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13)

 

Fig. 8은 로타리 킬른에서 소성된 인공경량골재의 표면

과 절단면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절단면을

관찰한 결과, 블랙코어가 표면근처까지 나타나며 바깥껍질

부분만 붉은 색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로타리 킬른에서

많은 양의 인공경량골재를 소성하는 경우 주원료인 매립

회의 미연탄소성분이 산화되면서 로타리 킬른 내부에 중

성 및 환원분위기가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12)

 

Fig. 9는 로타리 킬른에서 소성된 인공경량골재의 절단

면의 미세구조를 SEM으로 관찰한 결과이다. (a)는 절단

된 골재의 중심부분을 관찰한 결과로서, 수십µm 크기의

미세 기공들이 다수 관찰되며, 조직이 치밀하지 않은 것

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b)는 절단된 골재의 껍질부분

을 관찰한 결과로서, 중심부분에 비해 상대적으로 치밀한

구조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앞의 전

기로에서 소성된 인공경량골재 미세구조와 비슷한 경향

을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다. 

4. 결 론

국내 S, D, H 화력발전소 매립회를 재활용한 인공경량

골재 실험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일부 매립회에 포함되어 있는 다량의 미연탄소 성분

과 알카리/알카리토류 산화물들은 인공골재 제조 시 액상

형성과 기공형성을 통한 경량화에 적합할 것으로 판단된다. 

2. 매립회에 대한 용출실험 결과 중금속이 기준치 이하

로 검출되었으며, IC 분석결과 매립회의 종류에 따라 Cl
-

이온과 SO4
2-

 이온이 검출되었다. 매립회를 인공경량골재

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매립회의 종류에 따라 수

세공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Fig. 6. Optical microscopy photograph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s  sintered at 1050~1200
o
C in electric furnace.

Fig. 7. Physical propertie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s

sintered at 1125
o
C in rotary kiln.

Fig. 8. Optical microscopy photographs of artificial lightweight

aggregates sintered at 1125
o
C in rotary kiln furnace: (a)

fractured surface and (b) fre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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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매립회의 이미지 관찰결과, 입도가 수~수백µm로 넓

고 입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인공골재 원료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조분쇄/미분쇄를 통한 입도 제어가 필수적이다. 

4. 매립회와 적점토의 배합비와 온도변화에 따른 인공

골재의 비중/흡수율 분석결과, 비중 1.1~1.8, 흡수율

10~30%의 경량특성을 갖는 인공골재를 얻을 수 있었다. 

5. 매립회50 wt%-적점토50 wt% 조성의 인공골재를 로타

리 킬른에서 1125
o
C/15 min 조건에서 대량 소성한 결과

부피비중 1.73, 흡수율 15.2%의 인공경량골재를 얻을 수

있었다. 

6. 본 연구에서 개발한 매립회 재활용 골재는 일반 인

공경량골재의 비중 2.0 이하 기준은 만족하고 있지만 흡

수율이 15.2%로 높게 나타났다. 흡수율 증가에 의한 콘

크리트 타설 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골재의 표

면개질 및 기공제어에 대한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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