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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유체 처리를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 시멘트질 조성물 및이의 제조방법

(57) 요약

본 발명은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에 관한 것이다. 상기 미립자 물질은 시멘트질 매트릭스

또는 결합제 및 처리된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또는 적니를 포함한다. 미립자물질 중 적어도 일부의 세공은 연속 기포 또는

상호연결된 세공이다. 또한, 본 발명은 다공성 물질을 포함하는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의 오염된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용

도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오염된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생산하는 방법 및 상기 다공성 물

질을 사용하여 오염된 유체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및 시멘트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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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여기서 상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이를 칼슘, 마그네슘 또는 이의 배합물로 공급되는 총 경도가 적어도 3.5 mM/

탄산칼슘 등가물 L인 물과 접촉시켜 전-처리된 것인 시멘트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상기 시멘트질 조성물은 빌딩 및 건

축재로서 유용하다.

대표도

도 1

특허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시멘트질 물질과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2.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세공의 용적이 상기 미립자 물질의 용적에 대해 10 % 내지 90 %인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3.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세공의 10 % 이상이 연속 기포 또는 상호연결된 세공인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4.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립자 물질의 세공이 분포된 세공 크기를 갖는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5.

제 1항에 있어서, 상기 미립자 물질의 세공 크기가 0.1 내지 2000 μm의 범위 내인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6.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함하고, 각각의 입자가 시멘트질 물질과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7.

제 6항에 있어서, 과립, 펠렛, 브리켓, 엑스트라다이트, 자갈, 돌멩이, 블럭, 연동 블럭 및 슬랩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

택되는 형태를 갖는 다공성 미립자 물질.

청구항 8.

오염물 포함 유체의 유동로 내에 배치되는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를 포함하는 반응

적 투과성 장애물의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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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9.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고, 상기 시멘트질 결합제가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 위한 조성물.

청구항 10.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고, 수성 매질에서 조성물을 혼합 시 미립자 물질 내에 세공을 생성할

수 있는 세공 형성제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시멘트질 결합제가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

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 위한 조성물.

청구항 11.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고, 수성 매질에서 조성물을 혼합 시 미립자 물질 내에 세공을 생성할

수 있는 과산화수소, 유기 중합체 및 발포제 중에서 선택되는 세공 형성제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시멘트질 결합제가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

자 물질을 형성하기 위한 조성물.

청구항 12.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고, 포스페이트화제를 추가로 포함하며, 상기 시멘트질 결합제가 제 1

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

자 물질을 형성하기 위한 조성물.

청구항 13.

(a)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수성 매질에서 혼합하여 슬러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b) 상기 슬러리를 승온에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14.

(a)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수성 매질에서 혼합하여 슬러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b) 상기 슬러리를 몰드에서 경화시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응집 매쓰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몰드는

다공성 미립자 물질이 과립, 펠렛, 브리켓, 엑스트라다이트, 자갈, 돌멩이, 블럭, 연동 블럭 및 슬랩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형태이도록 모양을 갖는,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생성하

는 방법.

청구항 15.

(a)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수성 매질에서 혼합하여 슬러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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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상기 슬러리를 승온에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경화시키는 단계를 포함하고, 포스페이트

화제를 단계 (a)에 부가하고 잔사 및 결합제와 혼합하여 경화 동안 세공 구조물을 안정화시키는,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

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생성하는 방법.

청구항 16.

제 13항, 제 14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슬러리가 약 1 내지 약 99 % (w/w)의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약 1 내지

약 99 % (w/w)의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7.

제 13항, 제 14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슬러리가 모래, 분쇄된 가성 강철 슬래그 잔사, 알칼리 금속 히드록사이드,

알칼리 금속 카보네이트, 알칼리 토금속 히드록사이드, 알칼리 토금속 카보네이트, 알칼리 토금속 옥사이드, 차아염소산칼

슘, 나트륨명반, 황산제1철, 황산제2철, 염화제2철, 황산알루미늄, 석고, 포스페이트, 인산, 히드로탈사이트, 제올라이트,

감람석, 휘석, 염화바륨, 규산 및 이의 염, 메타 규산 및 이의 염, 명반석 그룹 무기물, 마가다이트, 실리카 공급제, 가소제,

중합화제, 포스페이트화제, AE제 (air entraining agent) 및 이들의 2개 이상의 배합물 중에서 선택되는 첨가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방법.

청구항 18.

제 13항, 제 14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pH가 약 10.5 미만이 방법.

청구항 19.

제 13항, 제 14항 또는 제 15항에 있어서, 상기 시멘트질 결합제가 토버모라이트 겔을 형성할 수 있는 방법.

청구항 20.

- 제 1항 또는 제 6항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를 제공하는 단계; 및

- 상기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를 통해 오염물 포함 유체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는 방법.

청구항 21.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및 시멘트를 포함하고, 여기서 상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이를 칼슘, 마그네슘 또는 이의 배

합물로 공급되는 총 경도가 적어도 3.5 mM/탄산칼슘 등가물 L인 물과 접촉시켜 전-처리된 것인 시멘트질 조성물.

청구항 22.

제 21항에 있어서, 상기 시멘트가 약 1 내지 약 99 중량%의 농도로 조성물 중에 존재하고,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가 약

99 내지 약 1 중량%의 농도로 조성물 중에 존재하는 시멘트질 조성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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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항 23.

제 21항에 있어서, 0.2 내지 3 중량%의 고성능-가소제의 시멘트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멘트질 조성물.

청구항 24.

제 21항에 있어서, 셀룰로즈 에테르, 메틸-히드록시에틸-셀룰로즈 (MHEC) 및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즈 (HPMC)

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가소제를 추가로 포함하는 시멘트질 조성물.

청구항 25.

(a) 바이어법 (Bayer Process)으로 회수되는 적니를 칼슘, 마그네슘 또는 이의 배합물로 공급되는 총 경도가 적어도 3.5

mM/탄산칼슘 등가물 L인 물과 접촉시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수득하는 단계; 및

(b) 상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시멘트질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멘트질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6.

제 25항에 있어서, 단계 (a)에서 적니의 pH가 약 8.2 내지 약 10.5의 값으로 감소되는, 시멘트질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7.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건조시켜 건조 고형 물질을 수득하는 단계 (a1)을 단계 (a) 후 및 단계

(b) 전에 포함하는, 시멘트질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청구항 28.

제 25항에 있어서, 상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건조시켜 건조 고형 물질을 수득하는 단계 (a1)를, 단계 (a) 후 및 단계

(b) 전에 포함하고, 단계 (a1)의 건조된 고형 물질을 세분하여 부분적으로 중화된 건조한 세분된 적니를 수득하는 추가의

단계 (a2)를, 단계 (a1) 후 및 단계 (b) 전에 포함하는, 시멘트질 조성물을 제조하는 방법.

명세서

기술분야

본 발명은 유체 중 하나 이상의 오염물의 처리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오염물 포함 유체의 처리를 위한 다공성 미

립자 물질 및 이러한 미립자 물질을 제조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시멘트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특히, 본 발명은 붓기 (pouring), 퍼올리기 (pumping), 그라우팅

(grouting) 및 쇼크리팅 (shotcreting) 방법을 이용하여 생산 및 적용될 수 있고, 내산성 시멘트질 조성물, 내설페이트성 시

멘트질 조성물. 내염수성 시멘트질 조성물, 결이 고운 표면 감촉 시멘트질 조성물, 통기 또는 발포 시멘트질 조성물, 테라

코타 시멘트질 조성물 등으로의 적용에 대해 유용한, 시멘트질 조성물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이러한 조성물의 제

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배경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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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광산의 배수 (acid mine drainage: AMD)는 술파이드 광산 테일링이 저장되는 곳이면 어디든지 널리 공지된 문제점

이다: 이는 대부분의 구리, 납, 아연, 니켈 및 은 채광 및 제련 작업, 사광상을 수반하는 것 이외의 대부분의 금 회수 작업,

많은 채탄 및 선광 작업 등에 영향을 미친다. 잠재적인 환경적 위험은, 사람 활동이 술파이드가 산화되어 통상 높은 미량

금속 함량을 갖는 산성수를 생성할 수 있도록 술파이드 광물을 대기에 노출시키는 것을 수반하는 곳이면 어디서나 존재한

다. 이들 미량 금속 중 일부는 높은 생태학적 독성을 가져 환경에 고도로 치명적이다. 광물 회수 작업으로부터 산성 금속-

농축 침출수의 형성 및 누출 방지는, 현대의 채광 작업에 대한 관리 문제 및 폐광 작업과 관련된 폐기 매장물에 대한 주요

개선 문제를 제기한다. AMD의 조절은 현재 및 이전 광산 부지 모두에 대해 비용이 많이 드는 활동이다. 현재 및 이전 광산

부지로부터의 산성 금속-농축수의 방출은 채광 및 선광 작업과 관련된 가장 큰 환경적 위험인 것으로 널리 여겨지고 있다.

마찬가지로, 많은 산업 공정 (예: 피혁공장, 전기도금 작업, 비료 제조 등)도 방출 또는 처분되기 전에 처리를 필요로하는

산성 금속-농축수 스팀을 생성한다. 또한, 많은 산업 및 폐기물 관리 공정이 물과 상호작용할 때 산을 생성할 수 있는 냄새

나는 화합물 또는 성분들을 포함하는 기체를 방출한다.

따라서, 다량의 산성수 및 미량 금속-오염수, 예를 들어 상기 언급된 것을 저비용으로 처리하는데 사용될 수 있는 공정 및

조성물이 필요하다.

알루미나 (Al2O3)는 바이어법 (Bayer process)으로 산업적으로 생산된다. 바이어법은 보크사이트 원광에 존재하는 알루

미늄을 포함한 광물을 선택적으로 용해시키기 위해 수산화나트륨 (NaOH)을 사용한다. 이 공정은 순수한 Al(OH)3이 침전

되는 알루민산나트륨 용액을 생성한다. 보크사이트의 가성 소다 분해로부터 생기는 잔사는 일반적으로 '적니 (赤泥;red

mud)'로 공지되어 있다.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또는 적니는 높은 철 함량을 갖고, 약 pH 13.5의 높은 가성을 나타낸다. 알

루미나 생산에서, 이러한 고도로 가성인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가 다량 생산되어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처분하는 것이 어려

울 수 있다.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지구화학적 조사 결과, 매우 높은 표면적/용적비 및 매우 높은 입자 전하/질량비를 갖는 입자가 지

배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조사는 알칼리성은 보유하나 가성은 아니도록 pH를 감소시킨 보크사이트 정련 잔

사가 새로운 저용해성 광물의 형성, 다른 광물과의 공동침전 및 다른 광물 중의 원소를 대신한 이질 동상의 치환에 의해 산

을 중화할 수 있고 많은 미량원소 및 기타 화합물을 결합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적니의 바람직한 산 중화 및 금속 결합 특성에도 불구하고, 적니는 다루기 어렵고, 실질적으로 운송 비용을 증가시키는 높

은 수분 함량을 갖고, 투과성이 매우 낮으며, 건조 시 물리적으로 파괴했을 때 미세한 적색 먼지를 형성한다. 이러한 제한

은 먼 지역에서 고여있는 물을 처리할 때는 심각한 방해가 아니나, 흐르는 산성수, 금속-농축수, 인구 밀집지 근처 지역의

물 및 기체 방출을 처리하는 능력에는 불리하게 작용한다. 또한, 이러한 제한은 적당한 투과성 유지가 필요한 투과성의 반

응적 장애물 또는 수동적 수처리 컬럼 또는 탱크에서 적니의 사용에 주요한 제한을 부여한다. 분명히, 보크사이트 정련에

의해 생성되는 형태의 적니는 미세한 적니 입자의 흐름에 따른 잠재적 손실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흐르는 물을 처리하는

데 적용될 수 없다. 또한, 미세 적니 입자의 작은 입자 크기 때문에, 흔히 반응성 장애물에서의 사용도 적합하지 않다.

가장 기본적인 수준에서, 콘크리트는 모래, 자갈 (또는 쇄석) 및 물과 배합하여 옥사이드를 알루미네이트 및 실리케이트로

전환시킴으로써 모래와 자갈 (또는 쇄석)을 고형 매쓰(solid mass)로 결합하는 토버모라이트 겔을 촉진시키는 시멘트로

구성된다. 통상의 포트랜드 시멘트 (OPC)에서, 시멘트 결합을 위한 4가지 주요 성분은 규산삼칼슘 (C3S), 규산이칼슘

(C2S), 알루민산삼칼슘 (C3A) 및 사칼슘 알루미노-페라이트 (C4AF)이다. 또한, 높은 알루미나 시멘트는 염수 및 고온에

대한 우수한 저항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되나. 이들은 일반적으로 강도가 낮고, 비용이 많이 든다.

[표 1]

일부 일반적 시멘트질 조성물

모래 자갈 시멘트 기타* 용도

6 0 1 0-1 모타르

4 3 1 0-1 필 콘크리트 (Fill Concrete)

3 4 1 0-1 거친 필 콘크리트

5 2 1 0-1 일반 용도 콘크리트

2 3 1 0-1 구조용 콘크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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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타 성분은 비산재 (fly ash), 훈증 실리카 (silica fume), 가소제 (plasticiser) 및 보강재를 포함할 수 있다.

다량의 적니는 매년 호주 및 기타 나라에서 보크사이트 정련에 의해 생산되며, 가성 적니에 의해 잠재적으로 발생될 수 있

는 환경적 문제 때문에, 특히 오랜 기간에 걸쳐 버려지는 경우, 경제적으로 계속될 수 있고 환경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이의 처리 방법이 매우 필요하다.

시멘트질 조성물에 적니를 사용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싱, 엠. (Singh, M.)은 그의 공학 석사 논

문 [제목: Studies on the Preparation of Stabilized Blocks and Special Cements from Hindalco's Uncausticked Mud

and Fly Ash, Department of Chemical Engineering & Technology, Institute of Technology, Banaras Hindu

University, Varanasi, India (May 1995)]의 제 I장에서 문헌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이 학위 논문에서 검토된 공개물 중

어떠한 것도 본 발명의 시멘트질 조성물 또는 이의 제조 공정을 기술하지 않았다.

적니, 시멘트 및 모래를 포함하는 벽돌 (brick)이 자마이카에서 제조되었다. 이 벽돌은 약 4.7 MPa의 압축 강도를 갖는 것

으로 밝혀졌다.

프랑스 특허 공보 제2 760 003호는 적니 및 석회석 또는 기타 산화칼슘 포함 물질을 포함하는 철-농축 시멘트 경질 벽돌

(clinker)을 기술하고 있다. 상기 경질 벽돌은 1175 ℃ 내지 1250 ℃의 온도의 가마에서 구워졌다. 세척 및 비세척된 적니

가 사용되었다. 또한, 이러한 문헌은 상술된 경질 벽돌로부터 수득되는 수경식 시멘트를 기술한다. 또한, 석회-포함 물질

과 혼합된 적니-기재된 시멘트 경질 벽돌 및 추가의 적니로부터의 수경식 시멘트 및 모타르의 생성을 기술한다. 물로의 세

척 및 적니의 특정 성분이 분해될 1175 ℃를 초과하는 온도로의 가열은 별도로 하고, 이 문헌은 적니를 시멘트질 조성물에

혼입하기 전 이에 대한 어떠한 추가 가공도 기술하지 않는다.

미국 특허 제5,456,553호는 토양을 위한 보강재로서 산화철 분말 및 석회와 배합된 적니의 사용을 기술한다.

미국 특허 제5,931,772는 폐기물과 배합된 탈수되고 건조되며 체질된 적니를 사용하고, 이어서 포졸란 물질 (시멘트, 비산

재 또는 석회)와 혼합함으로써 조성물의 생산하는 것을 기술한다. 이 특허는 폐기물을 매립 쓰레기로서 처분하기 위해비교

적 화학적으로 불활성인 고형 폐기물로 처리 및 캡슐화하는 것을 기술한다. 사용되는 적니는 중화되지 않았다.

미국 특허 제3,989,513는 고온에서 철광석을 제련하기 위해 적니를 산화칼슘 물질 및 환원제와 혼합하는 것을 기술한다.

이 특허는 시멘트질 조성물에서 적니의 사용을 기술하지는 않는다.

캐나다 건축 법률 요람 (Canadian Building Digest) (http://irc.nrc-cnrc.gc.ca/cbd/cbd215e.html)은 콘크리트 응집물로

서 유리질화된 적니의 사용을 제시한다. 유리질화된 적니는 화학적으로 불활성이기 때문에 적니와는 상이하다. 유리질화

된 적니는 단지 충전제로서 사용된다. 유리질화는 적니의 지구화학적 반응성을 제거한다.

국제적 연구 개발 센터 (International Research Development Centre) (1992) (http://web.idrc.ca/en/ev-2691-201-

1-do TOPIC.html)는 건축용 벽돌을 생산하기 위해 적니를 비산재를 포함한 다른 폐기물과 혼합하는 것을 제시하였다. 문

헌 [Glanville, J.l. (1991). Bauxite waste bricks (Jamaica): Evaluation Report, June 1991. IDRC, Ottawa]은 적니 및

기타 폐기물로 제조된 벽돌을 평가하였으며, 높은 나트륨 함량이 적니 벽돌을 사용하여 건축된 구조물을 약화시키는 염 침

출 및 염 풍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공개물은 벽돌 제작에 사용되는 적니의 소디시티 (sodicity) 또는 염 함량

의 감소를 고려하지 않았다.

문헌 [Wagh, A.S., & Douse, V.E. (1991). Silicate bonded unsintered ceramic of Bayer process waste, Journal of

Materials Research. Pittsburgh, Pa.: 6(5) 1095-1102]은 세라믹 물질로서 바이어법 폐기물로 제조된 실리케이트 결합

된 세라믹의 사용을 기술하였다. 이 공개물은 적니와 함께 조성물 중의 포졸란 물질로서 시멘트의 사용, 건축용 물질로서

적니의 사용 또는 감소된 소디시티를 갖는 중화된 적니의 사용을 기술하지 않았다.

발명의 목적

본 발명의 목적은 전술된 불편함 또는 필요 중 하나 이상을 검토하거나 개선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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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의 요지

본 발명의 하나의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시멘트질 매트릭스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

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제공한다.

유리하게는 미립자 물질 내의 세공에 대한 용적%는 10 % 내지 90 %; 20 % 내지 80 %; 30 % 내지 70 %; 40 % 내지 60 %;

또는 45 % 내지 55 %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범위이다. 적합하게는, 미립자 물질 내의 세공 중 적어도 일부가 연

속 기포이거나 상호연결된 세공일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 %의 세공이 연속 기포 또는 상호연결된 세공이다. 보

다 바람직하게는, 미립자 물질 내 연속 기포 또는 상호연결된 세공인 세공의 비율은 10 내지 100 %; 20 내지 100 %; 30 내

지 100 %; 40 내지 100 %; 50 내지 100 %; 60 내지 100 %; 70 내지 100 %; 80 내지 100 %; 및 90 내지 100 %로 이루어

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범위이다.

유리하게는, 미립자 물질의 세공은 분산된 세공 크기를 갖는다. 미립자 물질의 세공 크기는 0.1 내지 2000 μm의 범위일

수 있다. 세공은 100 내지 2000 μm의 세공 크기를 갖는 마크로포어, 10 내지 100 μm의 세공 크기를 갖는 메조포어 및

0.1 내지 10 μm의 세공 크기를 갖는 마이크로포어로 구성될 수 있다. 적어도 얼마간의 마크로포어는 메조포어 또는 마이

크로포어에 의해 상호연결되고 적어도 얼마간의 메조포어는 마이크로포어에 의해 상호연결된다.

본 발명의 제 2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시멘트질 매트릭스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를 포함하는 입자의 응집 매쓰를 포함

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제공한다.

적합하게는, 미립자 물질은 과립, 펠렛, 브리켓 (briquette), 엑스트라다이트 (extradite), 자갈, 돌멩이, 블럭, 연동 블럭 및

슬랩 (slab)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형태로 존재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3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제 1 또는 제 2 또는 이 둘 모두의 양상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

를 포함하고, 사용 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가 오염물 포함 유체의 유동로 내에 배치되는, 오염물 포함 유체의

처리를 위한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 (barrier)을 제공한다.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은 지표하 (sub-surface)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일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

은 컬럼 또는 탱크와 같은 용기에 위치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4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고, 시멘트질 결합제가 제 1 또

는 제 2 양상 또는 이둘 모두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에 충분한 양으로 존재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기 위한 조성물을 제공한다.

적합하게는, 수성 매질에서 조성물의 혼합 시 미립자 물질 내에 세공을 형성하기 위해 어떠한 세공 형성제도 조성물에 포

함될 수 있다. 세공 형성제는, 이로 제한됨이 없이 과산화수소, 유기 중합체 및 발포제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

다.

본 발명의 제 5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a)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수성 매질에서 혼합하여 슬러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b) 정의된 온도 범위 내에서 정의된 시간 동안 슬러리를 경화시켜 시멘트질 매트릭스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를 갖는 다

공성 미립자 물질을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생성하는 방법을 제공한다.

본 발명의 제 6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a)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시멘트질 결합제를 수성 매질에서 혼합하여 슬러리를 형성하는 단계; 및

(b) 슬러리를 몰드에서 경화시켜 시멘트질 매트릭스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를 갖는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응집 매쓰를

형성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 처리용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생성하는 방법

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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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드는 과립, 펠렛, 브리켓, 엑스트라다이트, 자갈, 돌멩이, 블럭, 연동 블럭 및 슬랩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형태

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응집 매쓰를 형성하도록 형태를 취할 수 있다.

적합하게는, 세공 형성제는 혼합 단계에서 첨가되어 미립자 물질 내에 세공을 형성할 수 있다. 세공 형성제는, 이로 제한됨

이 없이, 과산화수소, 유기 중합체, 발포제 및 공기와 같은 기체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적합하게는, 포스페이트화제가 첨가되어 경화 동안 세공 구조물의 안정화를 도울 수 있다. 포스페이트화제는 인산일 수 있

다.

슬러리는 1 내지 60일, 바람직하게는 1 내지 50일,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일의 기간 동안 경화시킬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7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 제 1 또는 제 2 양상 또는 이둘 모두에 따른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를 제공하는 단계; 및

- 다공성 미립자 물질의 투과성 매쓰를 통해 오염물 포함 유체를 통과시키는 단계를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

는 방법을 제공한다.

상기 유체는 오염된 물 또는 오염된 기체 유체일 수 있다. 유체 중의 오염물은, 이로 제한됨이 없이, 금속 이온, 예로 납, 알

루미늄, 베릴륨, 카드뮴, 크롬, 코발트, 구리 철, 니켈, 망간, 수은, 은, 아염; 메탈로이드, 예로 안티모니 또는 비소; 및 음이

온, 예로 보레이트, 카보네이트, 시아나이드, 금속 산화음이온 컴플렉스, 옥살레이트, 포스페이트, 술페이트, 할라이드; 기

체, 예로 이산화탄소, 산화질소, 이산화황, 삼산화황; 및 이의 하나 이상의 배합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될 수 있다.

상기 조성물 또는 슬러리는 1 내지 99 중량%의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1 내지 99 중량%의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할 수

있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50 % 내지 95 % (건조 중량)의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5 내지 50 중량%의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한다. 보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70 내지 90 중량%의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10 내지 30 중량%의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하고, 가장 바람직한 조성물은 80 내지 85 중량%의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및 15 내지 20 중량%의 시멘트질 결합제를

포함한다. 유리하게는, 추가의 첨가제가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에 첨가될 수 있으며, 추가의 첨가제는 모래 및 분쇄된

(ground) 가소성 강철 슬래그 잔사, 알칼리 금속 히드록사이드, 예로 수산화나트륨, 알칼리 금속 카보네이트, 예로 탄산나

트륨, 알칼리 토금속 옥사이드, 예로 산화마그네슘, 차아염소산칼슘, 나트륨명반, 황산제1철, 황산제2철, 염화제2철, 황산

알루미늄, 석고, 포스페이트, 예로 인산암모늄, 인산, 히드로탈사이트, 제올라이트, 감람석 및 휘석 (염기성 또는 초염기성

화성암에 존재하는 것을 포함), 염화바륨, 규산 및 이의 염, 메타 규산 및 이의 염, 자로사이트 또는 다른 명반석 그룹 및 마

가다이트, 및 이의 하나 이상의 배합물 중에서 선택된다. 추가의 첨가제는 향상된 산 중화능 또는 유체 중 특정 오염물의

향상된 제거능을 갖는 조성물을 제공하기 위해 슬러리에 첨가될 수 있다.

적합하게는,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pH는 약 10.5 미만이다. 바람직하게는, 보크사이크 정련 잔사의 pH는 약 8 내지 약

10의 범위를 갖는다.

토버모라이트 겔을 형성할 수 있는 시멘트질 결합제가 바람직하다. 바람직한 시멘트질 결합제는 일반적인 포틀랜드 시멘

트, 높은 초기 강도의 포틀랜드 시멘트, 낮은 열의 포틀랜드 시멘트, 술페이트 저항성 포틀랜드 시멘트 및 높은 알루미나

시멘트, 또는 토버모라이트 겔의 전개가 신뢰되는 기타 시판되는 시멘트화제 중에서 선택되는 시멘트이다.

본 명세서의 맥락에서, 용어 "포함하는"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는, 그러나 반드시 단독적이지는 않은" 것을 의미한다. 또한,

용어 "포함하는"의 다양한 변형, 예로 "포함한다"도 상응하게 변형된 의미를 갖는다.

용어 "적니 (red mud)"는 이하에서는 "처리된 적니",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 "비처리된 적니"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

를 포함할 수 있다.

용어 "처리된 적니"는 적니의 pH가 10.5 미만인 적니를 의미한다.

용어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는 pH가 10.5 내지 13.5의 범위인 적니를 의힘한다. 용어 "비처리된 적니"는 pH가 13.5 이

상인 적니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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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공성 펠렛 생산을 위한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

적니의 처리는, 적니 대 물의 중량비가 1:5이도록 물과 혼합하였을 때 반응 pH가 10.5 이하인 물질을 생성하도록 칼슘 및/

또는 마그네슘 이온으로의 처리를 포함할 수 있다. 달리, 적니의 처리는 산의 첨가에 의한 이의 중화를 포함할 수 있다. 또

한, 달리, 적니의 처리는 이산화탄소와의 접촉 또는 석고와 같은 무기물의 첨가를 포함할 수 있다.

처리된 적니는 산처리 중화 및 하소에 의해 활성화된 적니 또는 물로 세척하거나 크기 분리시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화

학적으로 및/또는 물리적으로 변현된 적니일 수 있다.

적니는 5배 중량의 물과 혼합되었을 때 처리된 적니의 반응 pH가 10.5 미만이도록 적어도 부분적으로 칼슘 및/또는 마그

네슘과 반응될 수 있다. 보다 바람직하게는, 반응 pH는, 5배 중량의 물과 혼합되었을 때 약 10, 약 9.5, 약 9, 약 8.5 및 약

8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 미만이다. 처리된 적니의 반응 pH는, 5배 중량의 물과 혼합되었을 때, 약 8 내지

10.5, 달리 약 8.5 내지 10, 달리 약 8 내지 8.5, 달리 약 8 내지 9, 달리 약 8.5 내지 9 5, 달리 약 9 내지 10, 달리 약 9.5

내지 10, 달리 약 9 내지 9.5일 수 있으며, 약 10.5, 10, 9.5, 9, 8.5 또는 8일 수 있다.

여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처리된 적니가 제조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은, 비처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를 국

제 특허 출원 제PCT/AU03/00865호 (이의 내용이 본원에 전부 참조로 삽입됨) 및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1/01383호

(이의 내용이 본원에 전부 참조로 삽입됨)에 기술된 바와 같이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 이온으로 처리하는 것이다. 처리된

적니를 제조할 수 있는 또 다른 방법은 비처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를 적니의 반응 pH를 10.5 미만으로 감소시

키기에 충분한 양의 바닷물과 반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처리된 적니의 pH가 약 13.5이고 액상 중의 알칼리도가 약

20,000 mg/L인 경우, 약 5배 용적의 지구의 평균적 바닷물의 첨가가 pH를 9.0 내지 9.5로 낮추고 알칼리도를 약 300

mg/L로 낮출 것으로 밝혀졌다.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3/00865호 및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1/01383호에서 교시되는 바와 같이, 비처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와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 이온과의 반응 공정은, 1 중량부의 비처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

니를 5 중량부의 증류수 또는 탈이온수와 혼합 시 적니의 반응 pH를 10.5 미만이 되도록 하기에 충분한 시간 동안 비처리

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를 기본량 및 처리량의 칼슘 이온 및 기본량 및 처리량의 마그네슘 이온을 포함하는 수성

처리 용액과 혼합하는 것을 포함할 수 있다. 기본량의 칼슘 및 마그네슘 이온은 처리 용액 및 적니의 총 용적 L 당 각각 8

mM 및 12 mM이며; 칼슘 이온의 처리량은 탄산칼슘 등가물 알칼리도로서 표현되는 적니의 총 알칼리도의 몰당 25 mM

이상이고, 마그네슘 이온의 처리량은 탄산칼슘 등가물의 알칼리도로 표현되는 적니의 총 알칼리도의 몰당 400 mM 이상

이다. 바닷물의 가능한 사용 이외에,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3/00865호 및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1/01383호에

서 교시되는 바와 같이, 칼슘 및 마그네슘의 공급원의 예는 경질 지하 염수, 천연 염류 염수 (예: 증발적으로 농축된 바닷

물, 염 광산으로부터의 간수 염수 또는 염 호수 염수), 염류 폐기수 (예: 탈염화 플랜트로부터의 폐기수) 및 염화칼슘 및 염

화마그네슘을 용해시켜 제조된 용액을 포함한다. 그러나,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 이온의 공급원은 이들 예로만 한정되지는

않는다.

처리된 적니가 제조될 수 있는 추가의 방법은

(a) 비처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를 알칼리 토금속, 전형적으로 칼슘 또는 마그네슘 또는 이둘의 혼합물의 수용성

염과 접촉시켜 적니의 pH 및 알칼리도 중 하나 이상을 낮추는 단계; 및

(b) 비처리되거나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를 산과 접촉시켜 적니의 pH를 10.5 미만으로 낮추는 단계를 포함한다.

단계 (b)에서, 적니의 pH는 약 8.5 내지 10, 달리 약 8.5 내지 9.5, 달리 약 9 내지 10, 달리 약 9.5 내지 10, 바람직하게는

약 9 내지 9.5로 낮아질 수 있으며, 약 10.5, 약 10, 약 9.5, 약 9, 약 8.5 및 약 8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으로 낮

아질 수 있다.

상기 공정의 단계 (a)에서, 탄산칼슘의 알칼리도로 표현되는 적니의 액상의 총 알칼리도는 약 2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900 mg/L, 달리 200 mg/L 내지 800 mg/L, 달리 200 mg/L 내지 700 mg/L, 달리 200 mg/L 내

지 6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5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4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300 mg/L,

달리 약 3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4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5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600 mg/L- 1000 mg/L, 달리 약 7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8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900 mg/L 내

지 1000 mg/L, 바람직하게는 300 mg/L 미만으로 낮출 수 있고, 약 1000 mg/L, 약 900 mg/L, 약 800 mg/L, 약 700 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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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약 600 mg/L, 약 500 mg/L, 약 400 mg/L, 약 300 mg/L 및 약 200 mg/L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 미만으

로 낮출 수 있거나 약 1000, 약 950, 약 900, 약 850, 약 800, 약 750, 약 700, 약 650, 약 600, 약 550, 약 500, 약 450,

약 400, 약 350, 약 300, 약 250 및 약 200 mg/L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으로 낮출 수 있다.

pH는 통상적으로 약 9.5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9.0 미만으로 낮추고, 약 9.5, 약 9.25, 약 9.0, 약 8.75, 약 8.5, 약 8.25

및 약 8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으로 낮출 수 있으며, 탄산칼슘 등가물의 알칼리도로서 표현되는 액상의 총

알칼리도는 약 200 mg/L, 약 150 mg/L 및 약 100 mg/L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 미만으로 낮추고, 약 200,

약 175, 약 150, 약 125, 약 100, 약 75 및 약 50 mg/L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으로 낮출 수 있다.

처리된 적니는 다공성 펠렛 제조의 목적상 여기에서 정의되는 바와 같이, 통상 풍부한 적철광, 뵘석, 기브사이트, 방소다

석, 석영 및 칸크리나이트, 소량의 선석, 수활석, 방해석, 다이어스포어 (diaspore), 페리히드라이트 (ferrihydrite), 석고,

히드로칼루마이트, 히드포탈사이트, p-알루미노히드로칼사이트 및 포틀랜다이트 및 소수의 저용해성 미량 무기물을 포함

하는 무기물의 컴플렉스 혼합물로 이루어진 건조된 적색 고체이다. 이는 높은 산 중화능 (산 2.5 내지 7.5 mol/처리된 적니

kg) 및 매우 높은 미량 금속 트랩핑력 (금속 1000 mEq 초과/처리된 적니 kg)을 갖는다; 또한, 이는 포스페이트 및 일부 다

른 화학종을 트랩핑 및 결합하는 고능력을 갖는다. 처리된 적니는 개개의 적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 (예: 슬

러리, 분말, 펠렛 등)로 생산될 수 있으나, 이들은 모두 이들의 높은 산 중화능에도 불구하고 약 중성의 토양 반응 pH (10.5

미만, 보다 통상적으로 8.2 내지 8.6)를 갖는다. 처리된 적니의 토양 반응 pH는 충분히 중성에 가깝고, 이의 TCLP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값이 충분히 낮아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 수송되고 사용될 수 있

다.

그러나, 앞선 기술로부터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에 사용하기 위한 적니는, 여기에서 정의되는 바

와 같이, 처리된 적니에 한정되지 않으며, 또한 산으로의 처리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처리된" (pH 10.5 내지 13.5) 적니;

이산화탄소를 사용한 처리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 또는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을 포함한 하나 이상의 무기물

(예: 석고)의 첨가로 적어도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일 수 있다. 적니는 편리하게는, 적니의 반응 pH가 10.5 내지 13으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되는 값 미만으로 감소될 때까지, 이산화탄소로의 처리, 적니의 수성 현탁물에 이산화탄소의 버블

링, 또는 가압 하에 이러한 현탁물로 이산화탄소를 주입하여 적어도 부분적으로 처리될 수 있다.

처리된 적니에 대한 전형의 광물학적 및 화학적 조성이 하기 표 2에 요약되어 있다.

[표 2]

전형적인 처리된 적니의 조성

 
비세척률 (%)

평균

세척률 (%)

평균

철 옥사이드1 & 옥시히드록사이드 31.6 33.2

수화된 알루미나2 17.9 18.1

방소다석 17.3 17.8

석영 6.8 7.0

칸크리나이트 6.5 6.5

산화티탄3 4.9 5.0

Ca(Al) 히드록사이드 & 히드록시카보네이

트4 4.5 4.6

Mg(Al) 히드록사이드 & 히드록시카보네이

트5 3.8 3.9

탄산칼슘6 2.3 2.2

암염 2.7 0.03

기타7 1.7 1.7

1. 산화철 & 옥시히드록사이드는 적철광 & 페리히드라이트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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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화된 알루미나는 뵘석 & 기브사이트 (주로 뵘석)를 포함한다.

3. 산화티탄은 예추광 & 금홍석을 포함한다.

4. Ca(Al) 히드록사이드 & 히드록시카보네이트는 히드로칼루마이트 & p-알루미노히드로칼사이트를 포함한다.

5. Mg(Al) 히드록사이드 & 히드록시카보네이트는 수활석 & 히드로탈사이트를 포함한다.

6. 탄산칼슘은 방해석 & 선석을 포함한다.

7. "기타"는 디아스포어, 레피도크로사이트, 포틀랜다이트, 크롬철석, 모나자이트, 지르콘, 형석, 유크세나이트, 석고, 경석

고, 현무암, 훼휄라이트를 포함한다.

처리된 적니의 결 (texture) 및 광물학은 매우 높은 미량 원소 트랩핑 및 결합능 (pH 6.5 초과에서 1000 meq/kg 초과) 및

이와 접촉 시 물로부터 미량 원소를 제거하는 능력을 제공한다. 처리된 적니의 금속 결합 특성은 시간이 지날수록 보다 강

해진다. 높은 금속 결합능 이외에, 처리된 적니는 산 3.5 mol 초과/건조된 처리된 적니 kg, 통상적으로 산 4.5 mol 초과/건

조된 처리된 적니 kg인 산 중화능을 갖는다. 이들 특성은 처리된 적니를 넓은 범위의 수처리 및 다른 유사한 적용에 적합하

게 한다.

처리된 적니의 무기질 구성물은 사람 및 동물에게 개별적으로나 집단적으로 무독성이다. 처리된 적니에 존재하는 많은 무

기물이 사람 섭취를 위한 제약학적 제품에 사용된다. 처리된 적니 또는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는 바람직하게는 미세하게

분쇄된다.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에 처리된 적니를 사용하는 것의 특별한 이점은, 가용성 염 농도, 특히 나트륨 농도가 비처리된

적니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처리된 적니의 이러한 특징은 물이 환경으로 방출되거나 관개 목적상 또는 포유

동물의 음료수로서 사용되는 경우와 같이 처리된 적니의 염도가 낮아야 하는 경우 특히 중요하다.

시멘트질 결합제

시멘트질 물질은 토버모라이트 겔일 수 있다. 대부분 전형적으로, 토버모라이트 겔은 산업용 시멘트의 응결시 생산되며,

이로 제한됨이 없이, 일반적인 포틀랜드 시멘트, 높은 초기 강도 포틀랜드 시멘트, 낮은 열 포틀랜드 시멘트, 술페이트 저

항성 포틀랜드 시멘트, 및 높은 알루미나 시멘트, 또는 토버모라이트 겔의 전개가 신뢰되는 모든 시판되는 시멘트화제를

포함하고, 이하 "시멘트"로 언급된다. 토버모라이트 겔에는, 4개의 주요한 구성물이 존재한다. 이들은 규산삼칼슘 (C3S),

규산이칼슘 (C2S), 알루민산삼칼슘 (C3A) 및 사칼슘 알루미노페레이트 (C4AF)이다.

조직의 목질부 및 체관부가 유체 유동에 대해 추가의 상호연결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반면, 펠렛 형성 동안 유기 첨가제의

혼입은 섬유성 매트를 생성함으로써 추가의 결합 강도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기 물질은 적합한 세균 성장 배지를 제공

하여 형성된 펠렛은 생물지구화학적 반응 (예: 술페이트 환원 및 탈질소작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할 혐기성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펠렛이 토양 개선 프로그램 또는 포팅 믹스 증량제 (potting mix extender)에 사용된다면, 펠렛 내

의 유기 물질은 식물의 성장을 위한 추가의 영양물 및 탄소원을 제공할 수 있다. 펠렛에 삽입될 수 유기 물질은, 이로 제한

됨이 없이, 오물, 사탕수수 압착 잔사, 집 겨, 멀치 (mulche) 및 삼 섬유 등을 포함할 수 있다. 첨가되는 유기 물질의 바람직

한 범위는 건조 혼합물의 0 내지 15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의 0.4 내지 10 중량%,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의 0.6 내지 8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의 0.8 내지 5.0 중량%의 범위이다.

무기물 첨가제

처리된 적니의 작업상 이점은 통상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1/01383호에서 교시되는 바와 같이 무기물 첨가제의 추가

에 의해 향상될 수 있다. 가능한 첨가제는 알칼리 금속 히드록사이드 (예: 수산화나트륨), 알칼리 금속 카보네이트 (예: 탄

산나트륨), 알칼리 토금속 히드록사이드 (예: 수산화칼슘), 알칼리 토금속 카보네이트 (예: 탄산칼슘), 알칼리 토금속 옥사

이드 (예: 산화마그네슘), 차아염소산칼슘, 나트륨명반, 황산제1철, 황산제2철, 염화제2철, 황산알루미늄, 석고, 포스페이

트 (예: 인산암모늄), 인산, 히드로탈사이트, 제올라이트, 감람석 및 휘석 (염기성 및 초염기성 화성암에 존재하는 것을 포

함), 염화바륨, 규산 및 이의 염, 메타 규산 및 이의 염, 자로사이트 또는 기타 명반석 그룹 무기물 및 마가다이트로 이루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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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군 중에서 선택되는 하나 이상의 물질을 포함한다. 이들 물질 중 하나 이상이 펠렛의 특정 특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펠

렛화될 혼합물에 첨가될 수 있다. 모든 무기물 첨가제에 대한 첨가 비율의 바람직한 범위는 건조 혼합물의 0 내지 30 중

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의 1 내지 25 중량%,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의 2 내지 20 중량%, 가장 바

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의 5 내지 15 중량%의 범위이다. 무기물 첨가제의 첨가는 사용되는 적니의 양을 감소시킬 것이다.

슬러리 물

물이 적합한 비율 및 건조 시멘트질 물질과 혼합되는 경우, 이는 토버모라이트 겔을 형성시킨다. 이는 펠렛 형성에 유용하

다. 그러나, 너무 적은 양의 물이 첨가되는 경우, 생성된 토버모라이트 겔은 바람직하지 않게 높은 수준의 마크로-다공성

및 낮은 강도를 갖는 고형 물질이 되고, 너무 많은 물이 첨가되는 경우, 생성된 토버모라이트 겔은 낮은 세공 크기 분포, 낮

은 투과성 및 불량한 건조 특성을 갖는 고형 물질이 된다.

혼합물을 약간 지나치게 건조하게 하는 것보다 약간 지나치게 습윤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원활한 페이스트가 전개

될 때까지 물을 건조 구성물에 가하고 블렌딩하여야 한다. 첨가되는 물의 바람직한 범위는 사용되는 처리된 적니 블렌드,

블렌드 중에 존재하는 산 중화 히드록사이드 및 옥사이드 무기물의 비율 및 처리된 적니의 초기 물 함량에 의존한다.

처리된 적니 및 포틀랜드 시멘트가 결합제로서 사용되는 경우, 물 첨가에 대한 바람직한 범위는 건조 구성물의 중량에 대

해 15 내지 55 %의 물, 보다 바람직한 범위는 건조 구성물의 중량에 대해 25 내지 45 %의 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의 중량에 대해 30 내지 40 %의 물, 가장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의 중량에 대해 33 내지 37 %의 물이다. 그러나,

물의 최적량은 또한 사용되는 적니의 수분 함량 (이는 배치에 따라 다를 것이다)에 의존하며, 결과적으로 첨가되는 정확한

양은 작업자의 경험에 의해 결정될 것이다.

실리카 공급제

토버모라이트 겔 형성을 위한 추가의 실리카 공급원을 제공하기 위한 다른 성분이 혼합물에 포함될 수 있으며, 이로 제한

됨이 없이, 실리카 모래, 규조토, 비산재, 바닥재 및 조쇄된 규산암을 포함하며, 이는 단독으로 또는 배합물로 첨가될 수 있

다. 이들 첨가되는 실리카 공급원의 바람직한 범위는 0 내지 30 건조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 건조중량%, 가

장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2 건조중량%의 범위이다.

가소제 및 중합화제

또한, 펠렛 형성의 용이성, 습윤화된 혼합물에 대해 보다 큰 작업성의 제공, 초기 세팅 시간의 억제, 경화된 생성물에 대한

추가의 결합 강도의 제공, 및/또는 펠렛 소화 (slaking)를 방지하도록 물이 세공을 따라 경화된 펠렛으로 침투하는 습윤 표

면의 제공을 위해, 조성물에 가소제 및/또는 중합화제가 첨가될 수 있다.

가소제 및 중합화제는, 이로 제한됨이 없이, 셀룰로즈 물질, 예를 들어 메틸-히드록시에틸-셀룰로즈 (MHEC) 및 히드록시

프로필-메틸-셀룰로즈 (HPMC) 및 중합화제, 예를 들어 디부틸 프탈레이트 (DBP)를 포함한다.

고도로 치환된 유기 가소제 및 중합화제 (예: HPMC)는 처리된 적니 블렌드를 사용하는 펠렛 혼합물에 대한 첨가에 바람직

하고, 반면 낮은 이온 강도 시스템 (예: 담수로 세정된 처리된 적니)에서는 덜 고도로 치환된 가소제/중합화제 (예: MHEC)

가 사용되고; 가소제의 염석 (과다 염 첨가)은 가소제 능력을 감소시킨다. 바람직한 가소제 첨가율은 건조 혼합물에 대해

약 0.01 내지 약 8 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약 0.4 내지 약 5 중량%,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

합물에 대해 약 0.6 내지 약 3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약 0.8 내지 약 2 중량%이다.

AE제 (air entraining agent)

공기의 인트레이닝 (entraining)은 펠렛 내에 다공성 및 투과성을 제공한다. 공기는 2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둘 모두로 인

트레이닝된다. 첫째, 슬러리의 물리적 혼합이 작은 기체 버블을 인트레이닝하고, 둘째, AE제가 슬러리의 화학적 조건 하에

기체를 방출하거나, 슬러리 혼합 동안 공기의 혼입을 돕는다. AE제는 과산화수소, 유기 중합체 및 시판되는 유기 발포제를

포함할 수 있다.

과산화수소는 슬러리의 화학적 조건 하에 불안정해지고, 팽창하는 산소를 방출하도록 분해되어 다공성을 제공한다. 기체

버블의 상승 이동은 펠렛 투과성 (다공성의 상호연결)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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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제로서의 과산화수소는 다양한 세기,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75 % (w/v) 과산화수소,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

(w/v) 과산화수소, 가장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 % (w/v) 과산화수소의 범위로 사용될 수 있다. 3 % (w/v) 과산화수소에

대해, 첨가율은 바람직하게는 l mL 내지 25 mL/건조 혼합물 kg, 보다 바람직하게는 2 mL 내지 20 mL/건조 혼합물 kg, 보

다 더 바람직하게는 5 mL to 15 mL/건조 혼합물 kg, 가장 바람직하게는 8 mL to 10 mL/건조 혼합물 kg이다. 보다 높은

첨가율 또는 보다 높은 농도의 AE제는 보다 높은 다공성 및 투과성를 제공하지만 물리적 강도는 보다 낮아진다.

포스페이트화제

펠렛 내 인회석 유사 광물의 조성 및 광물 결정 사이의 포스페이트 가교 결합은 추가의 강도 이점, 특히 습윤 강도 (이는

AE제와 협력하여 미세다공성의 전개 및 안정성에 조력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포스페이트는 중금속을 트랩핑하고

결합하는 작용을 할 수 있다. 포스페이트화제가 펠렛 혼합물에 가해지 수 있으며, 인산, 인산삼나트륨, 인산수소이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인산삼칼륨, 인산수소이칼륨, 인산이수소칼륨을 포함할 수 있다.

포스페이트화제는 인산일 수 있다. 인산은 약 0.01 M 내지 약 18M, 바람직하게는 약 0.1M 내지 약 5M, 보다 바람직하게

는 약 0.5M 내지 약 3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1M 내지 약 2M의 세기를 가질 수 있다. 1.5M의 인산 세기에서, 바람직

한 첨가율은 0.2 mM 내지 4 mL/건조 구성물 kg, 바람직하게는 약 1 mL 내지 약 3.5 mL/건조 구성물 kg, 보다 바람직하

게는 약 1.5 ml 내지 약 2.5 mL/건조 구성물 kg,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2 mL 내지 약 2.5 mL/건조 구성물 kg일 수 있

다.

혼합

건조 물질은 바람직하게는 <2 mm, 보다 바람직하게는<1 mm, 보다 바람직하게는 <500 μm, 가장 바람직하게는 <250 μm

로 체질할 수 있으며, 물 또는 기타 습윤 물질, 예로 포스페이트화제 및/또는 AE제를 포함하는 수용액의 도입 전에 물질 응

집 (clumping)을 감소시키기 위해 충분히 혼합될 수 있다. 습윤 물질은 바람직하게는 건조 물질을 첨가하기 전에 함께 혼

합되나, 이들은 개별적으로 첨가된다. 습윤 구성물이 건조 구성물과 개별적으로 혼합되는 경우, 바람직한 혼합 순서는 포

스페이트화제 또는 AE제를 가하기 전에 건조 물질에 물을 가하는 것이다.

혼합 공정 동안 공기의 완전한 인트레이닝을 위해 슬러리를 과다 혼합 (즉, 약간 습윤 상태에서 약간 건조한 슬러리로 진

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혼합은, 혼합이 멈추면 공기 인트레이닝이 실질적으로 감소하기 때문에, 바람직하게는 공기 인

트레이닝이 완전할 때까지 진행되어야 한다.

혼합은 시판되는 전단력 혼합기 및 물질을 전복시키는 콘크리트 혼합기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다. 혼합

시, 슬러리 물질은 적어도 5분,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분 동안 적어도 약 10회/min, 보다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약 20회/

min,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30회/min (시판되는 콘크리트 혼합기에 대해 표준 회전수/min으로 표현됨)의 속도로 스스

로를 폴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전단력 혼합기 (예: 브레드 혼합기)는 통상적으로 표준 콘크리트 혼합기보다 높은 혼합속

도로 작동하며, 기계 명세 사항에 따라 혼합 횟수가 조절될 수 있다.

펠렛 성형 및 건조

토버모라이트 겔의 강도는 수개월 및 심지어는 수년을 지속하는 기간 동안 시간에 따라 계속 증가한다. 약 28일 후, 추가의

강도 증가는 서서히 증가적으로 나타난다. 시멘트의 초기 세팅은 0 내지 10일의 기간에 걸친 토버모라이트의 C3A 및

C4AF 형태 및 0 내지 400일에 걸친 C3S 및 C2S 토버모라이트 겔 형태의 전개에 의해 달성된다.

슬랩 캐스팅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습랩에서 캐스팅될 수 있다. 슬랩 푸어링은 정확한 축척을 갖는 충분한 용적 (예를 들어, 배칭은

로드 워크를 줄인다)의 혼합기 및 가소제 등의 혼합을 위한 IBC 혼합기를 필요로 한다. 모든 생성물의 스크리닝이 필수적

일 수 있어 진동 스크린이 시멘트, 석회, 산화마그네슘에 대한 혼합기 도입점 위에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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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된 적니 슬러리는 혼합기로의 첨가 전에 습윤 스크린을 통해 펌프질될 수 있다. 습랩 제조는 습랩 운반을 위한 백-호

우 (back-hoe) 및 리프팅 훅이 습랩으로 성형되는 크레인을 필요로 할 수 있다. 슬랩은 저장을 위해 쌓을 수 있고, 조쇄 전

에 쉐드 (shed)에서 건조시킨 후 벌크 또는 백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 슬랩은 통째로 전달되어 현장에서 분쇄될 수 있다.

슬랩은 온화한 기후에서 저장될 수 있다.

조쇄 (crushing)

슬랩 또는 거친 펠렛 블럭이 일단 경화되면, 이는 조쇄되거나 기계적으로 잘리거나 절단/전단되고 선별되어 모든 목적하는

크기의 펠렛을 제공할 수 있다. 펠렛은 바람직하게는 이들이 패킹될 컬럼의 내부 직경의 약 1/10 미만의 크기, 보다 바람직

하게는 컬럼의 내부 직경의 약 1/20 미만의 크기,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컬럼의 내부 직경의 약 1/40 미만의 크기, 가장 바

람직하게는 컬럼의 내부 직경의 약 1/50 미만의 크기로 조쇄된다.

통상적으로, 조쇄된 펠렛은 약 0.05 mm 내지 100 mm의 바람직한 크기 분포, 약 0.l mm 내지 약 l0 mm의 보다 바람직한

크기 분포, 약 0.2 mm 내지 약 5 mm의 보다 더 바람직한 크기 분포 및 약 0.5 mm 내지 약 2.5 mm의 가장 바람직한 크기

분포를 가질 것이다. 그러나, 필요한 경우 매우 다양한 크기 범위를 갖는 펠렛이 특정 적용을 위해 선택될 수 있다. 예를 들

어, 커다란 입자 (자갈 크기)는 스트림 베드 적용에 사용하는데 필요할 수 있고, 0.5 mm 내지 2 mm의 크기를 갖는 펠렛은

작은 수 처리 컬럼에 대해 가장 적합할 수 있다.

입자의 형성

본 발명의 조성물은 미립자 블렌드의 형태로 제공될 수 있거나, 이용된 조쇄 또는 절단 절차에 따라 혼합된 성분으로 구성

된 과립, 펠렛, 태블릿, 벽돌, 청크 (chunk) 또는 블럭으로 제공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본 발명의 조성물은 조성물의 성

분의 친밀한 혼합물로부터 제조된 펠렛의 형태로 제공된다. 어떠한 거친 입자도 바람직하게는 조쇄, 절단/전단 또는 분쇄

된다. 조쇄, 절단 또는 분쇄 후, 입자는 체질되거나 스크리닝되어 각각의 적용을 위한 목적하는 크기 범위를 제공한다. 크

기는 통상적으로 0.05 mm 내지 lO cm의 범위일 것이다. 그러나, 조쇄, 절단 또는 분쇄의 결과, 일부 입자들은 0.05 mm 미

만의 직경을 가질 수 있다. 0.05 mm 미만의 물질은 통상 사용하는 동안 투과성을 유지시키기 위해 제거될 필요가 있으나

버릴 필요는 없다.

또한, 조쇄, 분쇄 또는 절단 후 제거되는 미세 물질은 수압 프레스를 사용하여 균질 혼합물을 펠렛으로 압착하거나 압축 롤

러 또는 프릴링 (Frilling ) 기계 또는 편리하거나 효과적인 것으로 판명된 다른 유사한 수단을 이용하여 펠렛화될 수 있다.

수송 및 적당히 거친 취급을 견딜 수 있기에 충분히 강하고 안정한 압착된 펠렛은 약 50 MPa 이상의 적용 압축을 이용하여

용이하게 형성될 수 있다. 그러나, 약 150 MPa 초과의 적용 압축이 바람직하며, 약 250 MPa 초과의 적용 압축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 약 50, 100, 150, 200, 250, 300, 350 또는 400 MPa, 또는 약 50 내지 500 MPa, 또는 약 100 내지 450

MPa, 또는 약 150 내지 400 MPa 또는 약 200 내지 350 MPa의 적용 압축이 이용될 수 있다. 또한, 강하고 안정한 펠렛은

물을 균질한 혼합물에 가함으로써 제조된 축축한 슬러리로부터 생산될 수 있다. 적합한 수분 함량에서 펠렛은 혼합물을 적

은 압축 또는 압축 없이 혼합물을 롤링하여 제조될 수 있다: 필요한 경우, 시판되는 펠렛 결합제 (화학적, 약학적 또는 유사

한 산업에서 사용됨. 예를 들어 메틸셀룰로즈 또는 기타 셀룰로즈 유도체가 있다)를 혼합물에 가하여 추가의 물리적 강도

를 제공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수질 관리 장애물,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 및 여과 컬럼을 포함하여 여러가지의 투과성 수처리

시스템에 사용될 수 있다.

수질 관리 장애물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사용하여 산을 중화시키고 물의 흐름을 막지 않으면서 샛강 또는 방수로의 물로부터 금속, 메탈

로이드 및 다른 잠재적 오염물 (예: 시아나이드 및 포스페이트)를 제거하기 위해 샛강 또는 방수로에 배치될 수 있는 투과

성 장애물을 제조할 수 있다. 물이 이의 경로에 있는 수질 관리 장애물을 거쳐 흐르는 경우, 수질은 실질적으로 개선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필요한 경우 수로에 배치될 수 있는 다공성 백 또는 유사한 용기에 패킹될 수 있다. 바람직한 용

기는 미세 세공 크기 (<5 μ)를 갖는 토목섬유 백의 형태이며, 용기를 제작하기 위해 다른 물질도 사용될 수 있다.

장애물은 하기를 포함하는 모든 크기 또는 형태로 제작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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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 kg 내지 30 kg의 펠렛을 보유하는 배개와 유사한 모양의 백; 홍수 관리에 사용되는 모래 백과 유사하다. 상기 백은

필요한 경우 보다 크거나 보다 작을 수 있으나, 필요할 때 직접 설비가 가능한 편리한 크기를 갖는다. 이들 백은 작은 방수

로 또는 수로에서 일시적인 배치에 적합할 수 있다.

B)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로 제조된 15 kg 내지 50 kg 또는 그 이상을 보유하도록 고안된 소시지와 유사한 모양의 백. 크

기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보다 큰 소시지는 자리 잡기가 매우 어려울 수 있고 들어올리는 기계의 사용이 필요할 수 있다.

이들 백은 보다 큰 수로에 사용하거나 오염된 물의 유출물 의도되지 않은 방출물을 에워싸는 긴급용 장애물을 제조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C) 길게 늘인 백은 부등변 사각형의 단면 및 방수로 또는 수로의 하나의 측면으로부터 다른 측면으로 뻗게 고안된 길이를

가질 수 있으며 수로의 바닥에 핀으로 고정된다. 이러한 디자인을 갖는 백은 물 흐름 용적이 다양할 때 방수로 또는 수로에

서 보다 더 영구적인 사용에 적합할 수 있다. 이들 백은 유속이 느리고 오염물 농도가 높은 경우에 물을 처리하는데 적합할

수 있다. 유속이 낮고 오염물이 너무 희석되는 경우, 수처리는 덜 중요하며, 이러한 환경에서 물은 백에 든 조성물의 산 중

화 또는 오염물 트랩핑능을 감소시키지 않으면서 수질 관리 장애물의 상단 위로 단순히 흐를 것이다. 따라서, 물은 필요한

경우 처리되고 방출 조건이 처리를 불필요하게 하는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포함하는 백은 오염된 물이 넘치는 경우에 필요한 장소 또는 산성의 금속-오염수의 방출에 대해

긴급 대응 형태가 필요할 수 있는 장소에 근접한 위치에 유지될 수 있다. 후자의 의미에서, 백은 기름이 넘치는 것에 빠르

게 대응하기 위해 공급되는 장애물과 유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수질 관리 장애물의 수리전도도가 중요하다. 본 발명에 따

른 조성물의 구성물 및 이러한 구성물의 처리를 위한 공정 단계는 개개의 적용에 대한 필요사항에 부합하도록 선택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수처리능이 제한되기 때문에, 조성물이 장기간 적용에 사용되는 경우, 조성물의 성능을 모니터링

할 필요가 있다. 조성물의 산 또는 금속 제거능이 소진되면, 이는 대체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모니터링은 하류의 수질을 점검하거나 백의 내용물을 서브-샘플링하고 백에 있는 조성물의 잔류 산 중화 및 금속 결합능

을 시험하는 것을 수반할 수 있다. 트랩핑되는 오염물의 유형에 따라, 조성물의 수처리능이 소진되면, 조성물은 토양 조절

제 또는 개선제로서 농업에 재사용하기에 적합할 수 있어, 백 중의 조성물을 대체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산을 중화시키고 금속, 메탈로이드 및 지하수로부터의 기타 잠재적인 오염물 (예: 시아나이드 및

포스페이트)을 제거시키기 위해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땅에 설치될 수 있는 투과성인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을

제공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지하수가 투과성인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을 통해 흐를 때, 지하수의 수질이 개선된다.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 또는 처리벽은 영구적, 반영구적 또는 대체가능한 부분의 벽 또는 장애물의 제작을 수반할 수 있

으며, 이들 각각은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펠렛을 보유하는 용기를 포함한다. 벽 또는 장애물은 지하수 유래 오염물 플룸

(plume)의 유동로를 가로질러 제공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조성물을 포함하는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이 대체가능한 경우,

처리 존을 위한 토목섬유 라이닝을 제공하여 처리 존에 펠렛을 제한시킴으로써 이들의 제거를 도울 수 있다. 조성물의 펠

렛은 처리 존 전체를 차지하는 단일 토목섬유 라이너 내에 포함될 수 있다. 달리, 장애물 또는 벽은, 전술된 바와 같이, 토목

섬유 백이거나 이를 포함할 수 있다. 백을 처리 존 내에 쌓아올려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을 형성할 수 있다.

오염된 지하수는 수압 경사 때문에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로 수동적으로 이동할 수 있으며, 물 중의 오염물은 물리적, 화

학적 및/또는 생물학적 공정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처리될 지하수의 오염에 따라, 반응은 침전, 수착, 산화 또는 환원, 고

정 또는 분해에 의해 일어날 수 있다.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은, 오염물 처리가 물을 표면에 이르게 할 필요 없이 본래의 장소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토양수 개

선을 위한 통상의 펌프-및-처리 방법에 대해 여러 가지 이점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처리는, 반응 존을 통해 오염

물을 운반하는데 천연 수압 경사가 이용되기 때문에, 펌프를 가동하기 위해 에너지를 연속 주입할 필요가 없다. 또한, 반응

성 장애물이 고갈되거나 장애물 수명 동안 막히는 경우, 단지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의 주기적 대체 및 회복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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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은 오염된 지하수의 대용적을 처리할 능력을 갖도록 편리하게 고안된다. 일부의 상황에서는, 비용 때문에 전체적인

문제 중 단지 일부분만을 처리하는 장애물이 설치될 수 있다. 장애물의 처리능이 소진되는 경우, 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

는 것보다 쇄약해진 장애물의 플로우 약간 위에 새로운 장애물을 설치하는 것이 보다 간단하고 저렴할 수 있다. 이러한 방

식으로, 처리 프로그램이 여러 해에 걸쳐 전개될 수 있다.

지표하의 장애물을 설치하기 위해서, 간단한 트렌쳐 (trench)를 지하수 플룸을 가로질러 뚫고 반응성 물질로 다시 메울 수

있다. 트렌쳐는 전문 트렌칭 장비를 사용하여 파헤쳐질 수 있다. 트렌쳐의 크기는 반응성 물질의 투과성, 에워싸는 지질 물

질의 투과성, 장애물 내에서 일어나는 오염물 제거 반응에 필요한 잔류 시간, 유입수중 오염물의 농도, 오염된 토양수 플룸

의 너비 및 깊이, 및 지표하의 반응성 장애물의 고안된 수명에 토대를 둘 수 있다. 또한, 기타 토목공사 (예: 펀넬 및 게이트

시스템)를 하여 토양수 흐름을 반응성 장애물로 유도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장애물의 투과성은 조성물의 입자 크기를

증가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조절될 수 있다.

여과/반응 컬럼 또는 탱크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투과성 컬럼 또는 탱크에 패킹하여 산을 중화하고 심각하게 물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금속

또는 메탈로이드 및 일부 다른 잠재적 오염물 (예: 시아나이드 및 포스페이트)을 제거할 수 있다.

물은 산업적 유출물, 오염된 음료수 또는 산성 광산 배출수일 수 있다.

물은 (직접 공급 또는 사이펀에 의해) 중력 하에 컬럼 또는 탱크를 거쳐 통과되거나, 컬럼을 통해 펌프질되거나, 진공 하에

컬럼 또는 탱크를 통해 빨아들여질 수 있다. 물이 투과성 컬럼 또는 탱크를 통해 흐르기 때문에, 수질이 실질적으로 개선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여과/반응 컬럼 또는 탱크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포함하는 컬럼 또는 탱크일 수 있다. 여과/반응 컬럼

또는 탱크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로 채워진 적합한 튜브일 수 있다. 물이 한쪽 끝에서 다른 쪽 끝으로 통과되어 특정 오

염물의 제거를 수행할 수 있다. 오염물은 침전, 흡수, 산화 또는 환원, 고정 또는 분해 반응에 의해 제거되거나, 물 중의 부

착되거나 현탁된 입자이기 때문에 상호연결 세공 공간을 거쳐 통과할 수 없어 물리적 분리에 의해 펠렛에 의해 제거될 수

있다. 컬럼 또는 탱크는 대나무, PVC 파이프, 폴레에텐 드럼, 스테인레스 강철 파이프 및 폴리카보네이트 튜빙 또는 기타

모든 적합한 물질을 포함한 거의 모든 물질로부터 제작될 수 있다. 적어도 하나의 말단은 여과/반응 매질을 용기 내에 보유

하도록 캡핑되어야 한다. 여과/반응 컬럼 또는 탱크 이용의 이점은, 과부하가 일어났을 때, 여과/반응 매질이 쉽게 대체되

고, 물리적 응집이 일어났을 때, 측정될 시스템을 통한 유속을 모니터링하기 쉬우며, 유속 및 잔류 시간이 쉽게 조절되고,

유출 수질을 모니터링하기 쉬우며, 컬럼 또는 탱크를 목적하는 높이 및 직경으로 제작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 거꾸로 수세

하도록 조작될 수 있다는 점이다.

여과/반응 컬럼 또는 탱크 내의 여과/반응 매질은 융기된 튜브 모서리와 접촉되기 때문에, 이들과 경계 사이에 일부 유리한

유동로가 전개될 수 있다. 또한, 미세하게 입자화된 매질은 막히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매우 미세하게 입자화된 매질은 여

과/반응 컬럼에서 덜 바람직하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펠렛이 컬럼 또는 탱크의 내부 직경의 1/10 미만의 입

자 크기를 갖도록, 컬럼 또는 탱크 내의 펠렛의 입자 크기가 컬럼의 내부 직경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컬럼 또는 탱크의 처

리는, 펠렛의 입자 크기가 컬럼의 내부 직경의 1/50 미만인 경우,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나, 여과/반응 매질의 실질적인 막

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80 % 초과의 펠렛이 100 μm 보다 굵거나, 바람직하게는 90 % 초과의 펠렛이 100 μm 보다 굵거나,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95 % 초과의 펠렛이 100 μm 보다 굵거나, 가장 바람직하게는 98 % 초과의 펠렛이 100 μm 보다 굵

어야 한다.

여과/반응 매질의 막힘을 방지하기 위해서, 축적된 물질을 제거하도록 다시 플러싱될 수 있는 거친 입자의 모래 및 자갈 필

터를 사용하여, 유입수에 현탁된 입자의 예비-여과를 수행할 수 있다. 처리된 적니 펠렛의 과부하가 일어나는 경우, 여과/

반응 컬럼을 간단히 철거하여 펠렛을 끌어내고, 대체하며 및 처분할 수 있다. 산업적 플랜트에서는 수개의 컬럼이 시리즈

로 및/또는 병력식으로 사용될 수 있어, 새로운 컬럼이 다른 컬럼들이 과부하되었을 때 유출물을 처리하는데 이용될 수 있

다.

본 발명에 따른 다공성 펠렛의 기타 적용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펠렛은 영양물을 제거하거나 과다한 조류 성장을 방지하기 위해, 수조, 장식 푸울 또는 기타 수체

(water body)에서 자갈로서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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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펠렛의 백은 물통에 띄우거나 물을 처리하기 위한 뜬 섬 (floating

island)으로 형성될 수 있다.

움직이는 물 처리 탱크 및 정지된 물 처리 탱크가 제공될 수 있으며, 탱크를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펠렛으로 채워 물을

연속적으로나 필요한 경우 처리할 수 있다.

달리, 산을 중화시키거나 금속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거친 자갈 또는 조약돌 크기의 펠렛을 유동 수체 (예: 샛강)에 직접

적으로 배치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잠재적으로 산을 형성하는 물질, 예로 황 및/또는 질소의 옥사이드를 포함하는 기체를 처리하거나 극성 유

기 분자를 제거하기 위해 기체를 처리하기 위한 컬럼의 제공까지 확장된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로 제조된 다공성 펠렛 블랭킷 (blanket)이 냄새 방출을 조절하기 위해

제공된다.

따라서, 본 발명의 교시에 따라, 적니를 포함하는 조성물의 안정하고 강하며 다공성인 입자가 제조될 수 있다. 이들 입자는

펠렛의 형태일 수 있으며, 커다란 표면적 및 높은 산 중화 금속 결합능을 가질 수 있다. 이들 입자의 고유한 투과성은 유동

수가 물질을 거쳐 주위를 통과하도록 할 수 있다. 건조되는 경우, 이들 입자의 먼지 형성 경향이 낮다.

본 발명의 제 8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시멘트질 물질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제공한다.

세공의 용적은 미립자 물질의 용적에 대해 10 내지 90 %일 수 있다. 10 % 이상의 세공이 연속 기포이거나 상호연결된 세

공일 수 있다. 미립자 물질의 세공은 분포된 세공 크기를 갖는다. 미립자 물질의 세공 크기는 0.1 내지 2000 μm의 범위이

다.

본 발명의 제 9 양태에 따라, 본 발명은 입자들의 응집 매쓰를 포함하고, 각각의 입자가 시멘트질 물질 및 보크사이트 정련

잔사의 혼합물을 포함하는, 오염물 포함 유체를 처리하기 위한 다공성 미립자 물질을 제공한다.

시멘트질 조성물

본 발명의 제 10 양태에 따라, 본 발명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및 시멘트를 포함하고,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이를

칼슘, 마그네슘 또는 이의 배합물로 공급되는 총 경도가 적어도 3.5 mM/탄산칼슘 등가물 L인 물과 접촉시켜 전-처리된

것인, 시멘트질 조성물을 제공한다.

적니의 전-처리에서, 이의 pH는 약 8.2 내지 약 10.5의 값으로 감소될 수 있다. 적니의 pH는 약 8.2 내지 약 10.5의 범위

내에서 편리하게 감소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술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값으로 감소된다. pH는 약 8.5 내지 10,

또는 달리 약 8.5 내지 9.5, 또는 달리 약 8.5 내지 9, 또는 달리 약 9 내지 10, 또는 달리 약 9.5 내지 10, 또는 달리 약 9

내지 약 9.5로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제 11 양상에 따라, 본 발명은

- (a) 바이어법으로 회수되는 적니를 칼슘, 마그네슘 또는 이의 배합물로 공급되는 총 경도가 적어도 3.5 mM/탄산칼슘 등

가물 L인 물과 접촉시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수득하는 단계; 및

- (b)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시멘트와 혼합하여 시멘트질 조성물을 수득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시멘트질 조성물을 제

조하기 위한 방법을 제공한다.

단계 (a)에서, 적니의 pH는 약 8.2 내지 약 10.5의 값으로 감소될 수 있다. 적니의 pH는 약 8.2 내지 약 10.5의 범위 내에

서 편리하게 감소될 수 있다. 바람직하게는, 상술된 범위 내에서 가능한 낮은 값으로 감소된다. pH는 약 8.5 내지 10, 또는

달리 약 8.5 내지 9.5, 또는 달리 약 8.5 내지 9, 또는 달리 약 9 내지 10, 또는 달리 약 9.5 내지 10, 또는 달리 약 9 내지

약 9.5로 감소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8556

- 18 -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단계 (a) 후 및 단계 (b) 전에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건조시켜 건조 고형 물질을 수득하는 단계

(a1)을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에 따른 방법은, 단계 (a1) 후 및 단계 (b) 전에 단계 (a1)의 건조 고형 물질이 세분되어 부분적으로

중화된 건조 및 세분된 적니를 수득하는 추가의 단계 (a2)를 포함할 수 있다.

시멘트는 조성물 중에 약 1 내지 약 99 중량%의 농도로 존재할 수 있으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조성물 중에 약 99

내지 약 1 중량%의 농도로 존재할 수 있다.

단계 (c)에서의 세분은 조쇄 및/또는 미분쇄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이는 원뿔 조쇄기, 로드 밀, 볼 밀, 아귀 조쇄기 또는 오

비탈 조쇄기일 수 있는, 조쇄기 및/또는 미분쇄기에 의해 수행될 수 있다.

또한, 본 발명은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 제조되는 시멘트질 조성물로 확장된다.

임의로,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은 단계 (a) 후 및 단계 (b) 전에, 적니 또는 부분적으로 환원된 적니를 산과 접촉시켜 적니의

pH를 약 8.2 내지 약 10.5로 전체적으로 낮추는 단계를 포함한다.

추가의 선택으로, 본 발명의 방법은 단계 (a) 후 및 단계 (b) 전에 액상을 적니 또는 부분적으로 환원된 pH의 적니로부터

분리시키는 단계를 포함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방법의 단계 (a)에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전-처리에 사용되는 물은 칼슘 + 마그네슘에 의해 공급되

는 총 경도가 3.5 mM 이상/탄산칼슘 등가물 L이어야 한다. 그러나, pH가 10.5 미만이도록 하기 위해, 물은 바람직하게는

칼슘 + 마그네슘에 의해 공급되는 총 경도가 약 5 mM 초과/탄산칼슘 등가물 L, 보다 바람직하게는 칼슘 + 마그네슘에 의

해 공급되는 총 경도가 약 10 mM 초과/탄산칼슘 등가물 L,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칼슘 + 마그네슘에 의해 공급되는 총 경

도가 약 15 mM 초과/탄산칼슘 등가물 L이다. 물은 편리하게는 기본량 및 처리량의 하나 이상의 칼슘 및 마그네슘을 갖는

다. 칼슘의 기본량은 약 150 mg/L (1.5 mM/탄산칼슘 등가물 L)이고, 마그네슘의 기본량은 약 250 mg/L (2.5 mM/탄산

칼슘 등가물 L)이다. 약 200 내지 약 300 mg/L 칼슘 및 약 300 내지 약 750 mg/L 마그네슘을 포함하는 염수로 만족스러

운 결과가 얻어졌지만, 효과적으로 작업하기 위한 처리에는 300 mg/L 칼슘 및 750 mg/L 마그네슘을 초과하는 농도가 바

람직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정 세트의 환경에 대해 최적인 농도는 용액 중에 형성될 수 있는 다양한 화합물의 용해도, 용액

의 온도 및 시멘트질 조성물이 사용되는 서비스 및 환경 조건에 따른다

따라서, 단계 (a)에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전-처리를 위해 사용되는 물은 바람직하게는 통상의 수돗물에서 이용가

능한 것보다 상당히 높은 농도의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을 포함한다. 수돗물 또는 음료수의 수질을 관리하는 규제는 (통상

CaCO3 등가물로 표현되는) 경도에 기초한 지침을 포함한다. 음료수의 총 경도 (Ca 경도 + Mg 경도)는 500 mg/L 미만

(약 5 mM/L 미만과 동등)이어야 한다. 따라서, Ca와 Mg의 배합 농도는 약 5 mM/L 미만이어야 하며, 본 발명에 따른 방법

의 단계 (a)에서 적니의 중화 또는 부분적 중화를 위해 사용되는 Ca 및 Mg의 농도와 비교하여 매우 낮다. 물이 경수이면,

비누 및 다른 세제가 거품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대신에, 물의 표면에 스컴 (scum)이 형성된다. 경도에 대한 기준 범위

는 하기와 같을 수 있다:

연수: 0-59 mg/L (0-0.59 mM)

중간 연수: 60-119 mg/L (0.6-1.19 mM)

경수: 120-179 mg/L (1.2-1.79 mM)

심한 경수: 180-240 mg/L (1.8-2.4 mM)

매우 심한 경수: >400 mg/L (>4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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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 mg/L 미만의 경도를 갖는 물은 철 및 강철 부품, 펌프 및 파이프에 대해 증가된 부식 포텐셜을 가지며, 350 mg/L 초과

의 경도를 갖는 물은 퇴적 및 스케일 형성에 대한 증가된 포텐셜을 갖는다. 결과적으로, 상술된 바람직하지 않은 효과를 피

하기 위해서, 음료수의 총 경도는 350 mg/L (약 3.5 mM의 Ca + Mg와 동등)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우수한 품질의 음

료수는 바람직하게는 총 경도가 60 내지 180 mg/L (약 0.6 내지 1.8 mM의 Ca + Mg와 동등)의 범위이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에 따른 방법의 단계 (a)에서, 적니의 pH는 편리하게는 약 8.2 내지 약 10.5의 값으로 감소될 수 있

다. pH는 편리하게는 약 8.5 내지 10, 또는 달리 약 8.5 내지 9.5, 또는 달리 약 8.5 내지 9, 또는 달리 약 9 내지 10, 또는

달리 약 9.5 내지 10, 또는 달리 약 9 내지 약 9.5로 감소될 수 있다.

본 발명의 이러한 양상에 따른 방법의 단계 (a)에서, 탄산칼슘 알칼리도로 표현되는, 적니의 총 알칼리도는 약 2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9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8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7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6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5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400 mg/L, 달리

약 200 mg/L 내지 300 mg/L, 달리 약 3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4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500

mg/L 내지 1000 mg/L, no 달리 약 6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7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약 800 mg/L

내지 1000 mg/L, 달리 바람직하게는 약 300 mg/L 미만으로 감소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의 단계 (a)에서, pH는 편리하게는 약 10.5 미만, 바람직하게는 약 9.5 미만,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9.0 미만으

로 감소되고, 탄산칼슘 등가물 알칼리도로서 표현되는 총 알칼리도는 300 mg/L 미만, 바람직하게는 200 mg/L 미만으로

감소된다.

바람직한 조성물은 50 내지 95 건조중량%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및 5 내지 50 중량%의 시멘트를 포함한다. 보다 바

람직한 조성물은 70 내지 90 건조중량%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및 10 내지 30 중량%의 시멘트를 포함한다. 가장 바람

직한 조성물은 80 내지 85 건조중량%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및 15 내지 20 중량%의 시멘트를 포함한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30 중량% 이상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포함한다. 또 다른 양태에서,

본 발명의 조성물은 50 중량% 이상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포함한다.

본 발명자는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로 제조된 시멘트질 조성물이 높은 산 중화능 및 금속 결합능을 유지한다는 밝혀내었

다. 이들 조성물은 황철광 산화의 결과로서 또는 다른 수단에 의해 생성되는 산도를 처리할 수 있으며, 술페이트에 저항성

을 갖는다. 또한, 본 발명자는, 특별한 적용에 대한 요구에 의해 부여되는 특정 한계 이하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가 조

성물의 강도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는 시멘트 대체물로서 작용할 수 있고 잠재적인 낙석에 대비하여 가파른 암석 표면을 안

정화시키는 것을 돕도록 이에 접착할 것이라는 것을 밝혀내었다. 또한, 본 발명자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이, 건조되는 경

우, 감지할 수 있는 먼지 문제를 낳지 않고, 매우 미세한 결 또는 표면의 세부사항을 갖는 물품으로 성형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강도의 실질적인 감소 없이 통상의 시멘트질 조성물을 대신한 대체물로서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몰드 표면의 미세한 조직상의 세부사항이 몰드 표면에 전달되고 보존되도록 성형되는 능력을 갖

는 캐스팅가능한 물질을 생산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본 발명의 하나의 양태에서, 0.2 내지 3 중량%의 고성능-가소제의 시멘트, 예로 MAPEITM N10 및 R14, MAPETARTM 또

는 MAPEPLAST REX를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 첨가하여 중금속을 트랩핑하고 수직 벽에 분무될 수 있는 향상된 산 중

화능을 갖는 쇼크리트를 생산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추가의 물 및 0.2 내지 3 중량%의 고성능-가소제의 시멘트, 예로 MAPEITM N10 및 R14,

MAPETARTM 또는 MAPEPLAST REX를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 첨가하여, 암석 또는 토양 물질에 가압 주입될 수 있는

그라우트를 생산하여 이들의 강도를 증가시키고 투과성을 감소시키며 산성을 중화시키고 세공 유체에 존재할 수 있는 미

량 금속을 트랩핑할 수 있다.

본 발명의 또 다른 양태에서, 본 조성물은 다공성 펠렛으로 압출된 후 경화되고 건조된다. 이어서, 건조된 펠렛은 산성수

개선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개선은 지하수관 또는 대수층 또는 처리 용기에서 수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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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질 조성물을 위한 부분적으로 처리된 적니

시멘트질 조성물을 위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적니를 수용액 중의 칼슘 및/또는 마그네

슘 이온의 첨가, 또는 산의 첨가, 또는 이산화탄소의 주입, 또는 석고와 같은 무기물의 첨가, 또는 이들 절차의 일부 조합에

의해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응시켜 제조될 수 있다.

달리,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적니를 티탄 정련 공정으로부터 회수된 철 포함 잔사, 철 포

함 토양, 철 포함 암석 물질 (예를 들어 철광석 채광의 부산물로서 생산된 정련광) 또는 보크사이트로 이루어진 군 중에서

선택된 물질과 적어도 부분적으로 반응시켜 제조될 수 있다.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3/00865호 (그 전체 내용을 여기서 참조하기로 함)에 기술되어 있는 바와 같이,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적니는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반응시킬 수 있다. 적어도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가 제조될 수 있

는 또 다른 방법은,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적니를 이의 반응 pH를 10.5 미만으로 감소시키기에 충분한 양의 바닷물,

바람직하게는 증발에 의해, 편리하게는 태양 작용에 의해 농축된 바닷물과 반응시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비처리된 적니

의 pH가 약 13.5이고 알칼리도가 약 20,000 mg/L인 경우, 약 5배 용적의 지구의 평균적 바닷물의 첨가로 pH가 9,0 내지

9.5, 알칼리도가 약 300 mg/L로 감소될 것이다. 또한, 국제 특허 출원 제PCT/AU03/00865호는, 적니의 반응 pH를 10.5

미만이 되게 하기에 충분히 긴 시간 동안 적니 1부를 기본량 및 처리량의 칼슘 이온 및 기본량 및 처리량의 마그네슘 이온

을 포함하는 물 5 중량부와 혼합함으로써,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적니가 칼슘 및/또는 마그네슘 이온과 반응될 수 있

다고 기술하고 있다. 기본량의 칼슘 및 마그네슘 이온은 처리 용액과 적니의 총 용적 L에 대해 각각 8 mM 및 12 mM이다.

처리량의 칼슘 이온은 탄산칼슘 등가물 알칼리도로 표현되는 적니의 총 알칼리도 mol에 대해 적어도 2 mM이고, 처리량의

마그네슘 이온은 탄산칼슘 등가물 알칼리도로 표현되는 적니의 총 알칼리도 mol에 대해 적어도 약 400 mM이다. 칼슘 또

는 마그네슘 이온의 적합한 공급원은 칼슘 또는 마그네슘의 모든 가용성 또는 부분적 가용성 염, 예로 칼슘 및 마그네슘의

클로라이드, 술페이트 또는 니트레이트를 포함한다.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일반적 조성은 적니가 얻어지는 보크사이트 광석의 조성, 보크사이트가 가공되는 정련에 이용

되는 작업 절차, 및 생산 후 적니를 처리하는 방법에 따른다.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원료 적니의 중화는, 가용성 Ca 및 Mg 염의 첨가가 가용성 히드록사이드 및 카보네이트를 저

용해성 무기물 침전물로 전환할 때 달성된다 [McConchie, D., Clark, M.W., Fawkes, R., Hanahan, C. and Davies-

McConchie, F., 2000. The use of seawater-neutralised bauxite refinery residues in the management of acid

sulfate soils, sulphidic mine tailings and acid mine drainage. In: 3rd Queensland Environment Conference, 1, pp.

201-208, Brisbane, Australia]. 이러한 절차는 염기성을 약 9.0의 pH로 낮추고 대부분의 가용성 알칼리물을 고체 알칼

리물로 전환시킨다. 보다 구체적으로, 적니 폐기물 중의 히드록실 이온은 바닷물 중의 마그네슘과의 반응에 의해 대부분

중화되어 보크사이트 [Mg3(0H)6] 및 히드로탈사이트 [Mg6Al2CO3(0H)16.4H20]를 형성하나, 일부는 추가의 뵘석

[AlOOH] 및 기브사이트 [Al(OH)3]의 침전물로 소모되고, 일부는 바닷물 중의 칼슘과 반응하여 히드로칼루마이트

[Ca2Al(OH)7.3H20] 및 p-알루미노히드로칼사이트 [CaAl2(CO3)2(0H)4.3H20]를 형성한다.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풍부한 Al, Fe, Mg, 및 Ca 히드록사이드 및 카보네이트를 포함하여 콘크리트 세팅을 위한 토버

모라이트 겔 구성물을 제공하거나 콘크리트의 조기 세팅을 유도하기 위한 적합한 첨가물을 제공한다. 역으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내의 증가된 석고 함량은 세팅 속도를 지연시킬 수 있다.

보크사이트 정련으로부터의 적니가 바닷물, 또는 증발되어 농축된 바닷물, 또는 다른 칼슘 및 마그네슘-농축 염수, 또는

가용성 칼슘 및 마그네슘 염, 또는 이들 선택의 조합물을 사용하여 부분적으로 중화되는 경우,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높은 산 중화능 (산 2.5 내지 7.5 mol/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kg)을 갖는다. 또한, 포스페이트 및 일부 다른 화학종을 트

랩핑 및 결합하는 높은 능력을 갖는다.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는 개개의 적용에 적합하게 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 (예: 슬

러리, 분말, 펠렛 등)로 생성될 수 있으며, 이들의 높은 산 중화능에도 불구하고 모두 대략 중성의 토양 반응 pH (10.5 미

만, 보다 통상적으로 8.2 내지 8.6)를 갖는다.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토양 반응 pH는 중성에 충분히 가깝고, 이의

TCLP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값은 충분히 낮아 특별한 허가를 받을 필요 없이도 수송 및 사용될

수 있다.

공개특허 10-2007-0008556

- 21 -



본 발명의 조성물 및 방법에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사용하는 것의 특별한 이점은, 가용성 염 농도, 특히 나트륨 농도가

비처리된 적니에서의 것보다 실질적으로 낮다는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나트륨 또는 염도에 민감한 환경으로 방출될 처리

수의 염도가 증가하거나 관개수로서 사용될 방출수의 염도가 식물 성장에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 특히 중요할 수 있다.

또한, 감소된 가용성 염 농도는 본 발명에 따른 시멘트질 조성물의 증가된 최종 강도에 기여한다.

콘크리트 강도는 토버모라이트 겔 형성에 의해 지배된다. 매우 통상적으로, 토버모라이트 겔은 수경 시멘트의 세팅 시에

생산된다. 수경 시멘트는 일반적인 포틀랜드 시멘트, 높은 초기 강도 포틀랜드 시멘트, 낮은 열 포틀랜드 시멘트, 술페이트

저항성 포틀랜드 시멘트, 높은 알루미나 시멘트 및 기타 시판되는 시멘트화제를 포함한다. 본 명세서에서, 표현 "시멘트"는

수경 시멘트에 대한 앞선 예시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토버모라이트 겔에는 일반적으로 4가지 주요 구성물이 존재한다: 규산삼칼슘 (C3S), 규산이칼슘 (C2S), 알루민산삼칼슘

(C3Al) 및 사칼슘 알루미노-페레이트 (C4AlF).

적니가 부분적으로 중화되는 경우 (염수 첨가에 의해 또는 바닷물 또는 농축된 바닷물 첨가에 의해, 가용성 마그네슘 및 칼

슘 염의 보충 하에 또는 보충 없이), 적니의 알칼리도는 지배적으로 탄산나트륨 및 수산화나트륨인 가용성 형태로부터 일

련의 알루미노-히드록시 카보네이트와 같은 고체로 침전되는 불용성 형태로 전환된다. 과다한 나트륨은 잔류 염수와 함께

시스템으로부터 배출된다. 알루미노-히드록시 카보네이트는 산 공격에 대해 pH 완충 시스템으로서 작용한다. 그러나, 이

들은 또한 추가의 포졸란 물질을 제공하여 OPC를 포함한 시멘트가 조성물의 강도에 유의한 감소 없이 시멘트질 조성물 중

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에 의해 부분적으로 치환될 수 있다.

비중화된 적니 (건조 또는 습윤)는 시멘트질 조성물의 강도 전개에 치명적인 높은 Na 함량을 갖는다. 이러한 시멘트질 조

성물 중 일가의 알칼리 금속 (Na 및 K)은 토버모라이트 겔과 반응하여 알칼리-응집물 반응, 알칼리-카보네이트 반응 및

알칼리-실리카 반응을 생성한다 (www.pavement.com 참조).

알칼리-응집물 반응은 포틀랜드 시멘트로부터 또는 다른 공급원으로부터의 알칼리 금속 (나트륨 또는 칼륨)과 응집물에

존재하는 특정 화합물 사이의 모타르 또는 콘크리트에서의 화학 반응이다. 특정 조건 하에서, 콘크리트 또는 모타르의 유

해한 팽창이 강도 전개에 치명적인 이러한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알칼리-카보네이트 반응은 알칼리 금속 (나트륨 또는 칼륨)과 특정 카보네이트 암석, 특히 방해석, 백운석 및 고토석회 (일

부 응집물 중에 존재) 사이의 반응이다. 이 반응의 생성물도 또한 서비스 중인 콘크리트의 비정상적 팽창 및 크래킹을 일으

킬 수 있다.

알칼리-실리카 반응은 알칼리 금속 (나트륨 또는 칼륨)과 특정한 규산을 포함한 암석 또는 무기물, 예로 오팔 같은 실리카,

각암, 옥수, 플린트 스트레인드 석영 (flint strained quartz) 및 산성 흑요석 (일부 응집물 중에 존재) 사이의 반응이다. 이

러한 반응의 생성물은 또한 서비스 중인 콘크리트의 비정상적 팽창 및 크래킹을 일으킬 수 있다.

시멘트질 조성물 중의 높은 나트륨 함량에 의해 유도되는 팽창 및 크래킹은 실리카 겔의 형성에 의해 악화될 수 있으며, 이

는 또한 감소된 최종 강도 및 단축된 서비스 수명을 이끌 수 있다.

(높은 비율이 히드록사이드를 제거하기 위해) 수세척된 적니는, 비록 매우 감소된 나트륨 함량은 갖지만, 또한 아주 적은

산 중화능을 갖는다. 이들은 본 발명에 따른 시멘트질 조성물의 산 중화능에 충분히 기여할 수 없기 때문에 본 발명에 따른

시멘트질 조성물에 바람직하지 않다. 또한, 이들 적니에는 알루미노-히드록시 카보네이트 무기물이 없기 때문에 (중화 동

안 Ca 및 Mg 양이온의 첨가로 침전되지 않았기 때문), 본 발명에 따른 시멘트질 조성물에 삽입되는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

니에 대한 향상된 포졸란 특성이 부족하다. 추가의 포졸란 특성 및 비-중화된 적니와 비교하여 낮아진 나트륨 함량을 제공

함으로써, 본 발명의 조성물에 특징적이고 개선된 특성이 부여된다.

물 및 시멘트질 조성물

물은 토버모라이트 겔의 수화/활성화 및 혼합 동안의 윤활화에 중요하다. 혼합물 중 물의 양은 혼합 일관성, 작업능 및 최

종 강도에 크게 영향을 미친다. 물이 너무 적거나 너무 많으면 강도가 감소된다. 너무 적은 물은 작업을 어렵게 한다. 강도

를 위해, 혼합물은 약간 너무 습윤된 것보다 약간 너무 건조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쇼크리트를 위해, 혼합물은 너무 건

조한 것 보다 너무 습한 것이 바람직할 수 있고, 대부분의 그라우팅 적용을 위해, 습윤 혼합물을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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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을 건조 구성물을 가하고 부드러운 페이스트가 전개될 때까지 블렌딩하여야 한다. 첨가될 물의 바람직한 범위는 사

용되는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블렌드, 블렌드에 존재하는 산 중화 히드록사이드 및 옥사이드 무기물의 비율,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초기 물 함량 및 최종 제품의 의도된 목적에 따른다.

적하 콘크리트 (load bearing concrete)에 대해서, 물 첨가의 바람직한 범위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15 내지 55 중량%의

물, 보다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25 내지 45 중량%의 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30 내지 40

중량%의 물, 가장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33 내지 37 중량%의 물이다.

쇼크리트에 대해서, 물 첨가를 위한 바람직한 범위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25 내지 80 중량%의 물, 보다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35 내지 75 중량%의 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45 내지 40 중량%의 물, 가장 바람직하

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50 내지 60 중량%의 물이다.

그라우트에 대해서, 물 첨가를 위한 바람직한 범위는 사용되는 장비, 그라우팅될 암석 또는 토양 물질의 다공성 및 투과성

및 기타 기술적 인자에 따를 것이나, 일반적으로 건조 구성물에 대해 25 내지 98 중량%의 물, 보다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

성물에 대해 35 내지 95 중량%의 물,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45 내지 90 중량%의 물, 가장 바람직하게

는 건조 구성물에 대해 55 내지 85 중량%의 물이다. 보다 투과성인 수용 물질, 보다 큰 세공 크기, 보다 낮은 펌핑 거리 및

보다 큰 주입 파이프 직경은 건조 혼합물을 필요로 하며, 보다 낮은 투과성 수용 물질, 작은 세공, 긴 펌핑 거리 및 보다 작

은 주입 파이프 직경은 습윤 혼합물이 유리하다.

실리카 공급제 및 시멘트질 조성물

추가의 실리카 공급원이 토버모라이트 겔 형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혼합물에 포함될 수 있다. 이들은 실리카 모래, 규조토,

비산재, 바닥재 또는 조쇄된 실리케이트 암석을 포함할 수 있다. 추가의 실리카 공급원은 단독으로나 배합물로서 첨가될

수 있다. 첨가되는 실리카 공급원의 바람직한 농도는 0 내지 30 건조중량%, 보다 바람직하게는 3 내지 20 건조중량%, 가

장 바람직하게는 5 내지 12 건조중량%의 범위이다.

가소제/중합화제

습윤 혼합물에 대해 보다 높은 작업능을 제공하고, 초기 세팅 시간을 억제하며, 경화된 생성물에 추가의 결합 강도를 제공

하기 위해, 가소제/중합화제가 혼합물에 첨가될 수 있다. 가소제/중합화제는, 이로 제한됨이 없이, Methocell®, 셀룰로즈

에테르, 메틸-히드록시에틸-셀룰로즈 (MHEC), 히드록시프로필-메틸-셀룰로즈 (HPMC) 및 브리키 (Bricky)의 MateTM

를 포함한다. 고도로 치환된 유기 가소제/중합화제 (예: HPMC)는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블렌드를 사용하여 혼합물에 첨

가하는데 바람직하다. 낮은 이온 강도 시스템 (예: 담수 세정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에서는, 보다 적게 고도로 치환된

가소제/중합화제 (예: MHEC)가 사용될 수 있다. 첨가되는 가소제의 바람직한 농도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 내지 8 중량%,

보다 바람직한 농도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1 내지 5 중량%, 보다 더 바람직한 농도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2 내지 3 중

량%, 가장 바람직한 농도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3 내지 2.0 중량%의 범위이다.

AE제

공기의 인트레이닝은 최종 생성물 내에 증가된 다공성 및 투과성을 제공한다. AE제는 혼합 동안 콘크리트로 전단되는 공

기의 트랩핑 능력을 증가시키거나 혼합 또는 세팅 동안 슬러리의 화학 조건 하에 기체의 방출을 통해 작용한다. AE제의 사

용은 크래킹 없이 팽창 및 수축하는 콘크리트의 능력을 증가시켜, 차가운 기후에서 반복되는 동결 및 해동 작용에 대해 최

종 콘크리트 생성물을 보호한다.

AE제는, 이로 제한됨이 없이, 과산화수소, 유기 중합체 및 시판되는 유기 발포제 (예: EP2021TM)를 포함한다. 과산화수소

는 슬러리의 화학 조건 하에 분해한다. 이는 다공성을 제공하도록 팽창하는 산소를 방출시킨다. 기체 버블의 이동은 상호

연결된 다공성을 통해 펠렛 투과성을 제공한다. AE제는 성형 동안 진동-압축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과산화수소는 다양한 세기에서 AE제로서 사용될 수 있다. 세기는 바람직하게는 0.1 내지 75 % (w/v)의 과산화수소, 보다

바람직하게는 1 내지 30 % (w/v)의 과산화수소, 가장 바람직하게는 3 내지 10 % (w/v)의 과산화수소의 범위이다. 3 %

(w/v) 세기에 대해, 첨가율은 바람직하게는 1 mL 내지 25 mL/건조 혼합물 kg, 보다 바람직하게는 약 2 mL 내지 약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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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건조 혼합물 kg,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5 mL 내지 약 15 mL/건조 혼합물 kg, 가장 바람직하게는 약 8 mL 내지 약

10 mL/건조 혼합물 kg이다. AE제의 보다 높은 첨가율 또는 보다 높은 세기는 보다 큰 다공성 및 투과성을 제공하나 보다

낮은 물리적 강도를 제공한다.

포스페이트화제

무기질 결정 사이의 인회석 유사 무기물 및/또는 포스페이트 가교-결합의 전개는 추가의 강도 이점, 특히 습윤 강도를 제

공할 수 있다. 또한, 포스페이트는 중금속을 트랩핑 및 결합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포스페이트화제는 혼합물에 가

해질 수 있으며, 인산, 인산삼나트륨, 인산수소이나트륨, 인산이수소나트륨, 인산삼칼륨, 인산수소이칼륨, 인산이수소칼륨

을 포함한다. 인산 세기는 0.01 M 내지 18 M인 인산이 바람직하고, 0.1 M 내지 5 M인 인산이 보다 바람직하며, 0.5 M 내

지 3 M인 인산이 보다 더 바람직하고, 1 M 내지 2 M인 인산이 가장 바람직하다. 인산 세기가 1.5 M일 때, 0.2 mL 내지 4

mL/건조 구성물 kg의 첨가율이 이용될 수 있으며, 보다 바람직한 첨가율은 1.5 mL 내지 2.5 mL/건조 구성물 kg이고, 가

장 바람직한 첨가율은 2 mL 내지 2.5 mL/건조 구성물 kg이다.

유기 물질

조직의 목질부 및 체관부는 유체 유동에 대해 추가의 상호연결 통로를 제공하는 반면, 시멘트질 조성물의 형성 동안 유기

물질의 혼입은 섬유성 매트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유기 물질은 적합한 세균 성장 매질을 제공할 수 있다. 형성된 생성물

은 생물지구화학적 반응 (예: 술페이트 환원 및 탈질소작용)이 효과적으로 진행되도록 혐기성 처리에 사용될 수 있다. 생성

물에 혼입될 수 있는 유기 물질은, 이로 제한됨이 없이, 오물 생고체, 사탕수수 바가스, 집 겨, 멀치 및 삼 섬유 등을 포함한

다. 첨가되는 유기 물질의 농도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 내지 15 중량%,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4 내지 10 중

량%,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6 내지 8 중량%, 가장 바람직하게는 건조 혼합물에 대해 0.8 내지 5.0

중량%의 범위이다.

보강

콘크리트가 특히 인장 응력 하의 적하일 경우, 큰 구조물 및 콘크리트 유출물 (pours)의 보강이 필수적일 수 있다. 매우 통

상적으로, 콘크리트의 보강은 강철 보강을 이용해 달성된다. 그러나, 클로라이드 유입 및 강철 부식은, 보강 로드 주위에서

의 부식 팽창 때문에, 흔히 콘크리트의 파괴를 이끈다. 결과적으로, 통상의 보강 강철은 흔히 전기도금되거나 에폭시 코팅

되어 부식 염으로부터 강철을 분리시킨다. 이에 대한 대체안은, 강철이 캐소드가 되도록 전류를 유도하여 캐소드 보호를

사용하는 것이다. 또 다른 대체안은 내부식성 강철 (예: 스테인레스 스틸) 또는 비-강철 대체물, 예로 유리 섬유, 아라미드

섬유, 탄소 섬유, 폴리프로필렌 섬유 또는 폴리에틸렌 섬유를 사용하는 것이다. 섬유는 단섬유 (약 50 mm 길이)로 콘크리

트에 첨가되어 콘크리트가 주위에 세팅되고 개선된 강도를 제공하도록 가교결합 매트를 제공할 수 있다.

세트 촉진제

세트 촉진제는 본 발명에 따른 시멘트질 조성물에 첨가되어 조성물 중에 C3A, C4AF 성분의 형성을 촉진하거나 다른 높은

물 필요 무기물 성장을 유도하여 빠른 세팅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시멘트질 조성물의 세팅 공정의 초기 가속화는 이의

최종 강도가 감소될 수 있는 거래를 갖는다. 세트 촉진제는 통상적으로 (그러나 항상은 아니다) 무기질이며, 세팅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거나 물-필요 생성물을 제공할 수 있는 화합물을 제공할 수 있다. 세트 촉진제는, 무기물로서 알칼리 금속

(K, Na & Li) 히드록사이드, 옥사이드 알루미네이트 및 카보네이트, 알칼리 토금속 (Ca & Mg) 히드록사이드, 옥사이드,

알루미네이트, 또는 카보네이트, 훈증 실리카, 규산, 철 (ferric) 염 (클로라이드, 니트레이트 및 술페이트 포함), 및 몬모릴

론석 점토, 또는 유기물로서 N,N-디메틸아크릴아미드, AMIS, RET, 나프탈렌술폰산 및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한다.

세트 지연제

세트 지연제는 시멘트질 조성물의 초기 세팅을 늦추기 위해 첨가될 수 있다. 일반적인 세트 지연제는 석고 (황산칼슘 이수

화물)이다. 이는 특히 이러한 목적을 위해 수경 시멘트에 가해질 수 있었다. 콘크리트의 세트 시간을 늦춤으로써, 콘크리트

의 원활한 움직임, 작업 및 붓기에 보다 긴 작업 시간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단일의 연속한 대용량 붓기가 필요한 경우, 특

히 중요하다. 또한, 세팅 공정을 늦춤으로써 콘크리트의 크래킹 및 수축의 가능성이 덜하다. 수축을 방지하기 위해 석고를

트리에탄올아민과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내염제 (salt resist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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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염제는 염수에 대해 세트 생성물을 보호하는 것을 돕는다. 낮은 C3A 함량을 갖는 콘크리트가 술페이트 공격에 보다 더

저항성을 갖는다. 세팅 구조물을 C3A로부터 C4AF, C2S, C3S 및 다른 화합물, 예로 CA, C3A4 (삼칼슘 테트라-알루미네

이트), 및 C2AS (이칼슘 알루미노-실리케이트)로 변경하는 첨가제를 포함시킴으로써, 보다 우수한 염 보호가 얻어질 수

있다. 보다 우수한 염 저항성을 달성하기 위해, 철 (ferric) 염 또는 알루민산칼륨을 조성물에 가할 수 있다. 일부 가소제는

혼합수의 염도에 의해 영향을 받아 이들의 능력이 저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MHEC (메틸-히드록시-에틸 셀룰로즈)는

낮은 염 허용성을 갖고, 낮은 염 환경에서 제공되는 강도가 높은 염 환경에서 혼합될 때 상실된다. 그러나, 이는 높은 염 허

용 변형물 HPMC (히드록시-프로필 메틸셀룰로즈)를 사용하여 극복될 수 있다.

기타 첨가제

최종 생성물의 지구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을 변화시키기 위해 기술된 바와 같이 혼합물에 기타 성분들을 첨가할 수 있으

며, 이로 제한됨이 없이, 실리카 공급제, 가소제, 포스페이트화제 및 AE제를 포함할 수 있다.

구성물의 혼합

건조 물질을 바람직하게는 < 2 mm, 보다 바람직하게는 < 1 mm,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 500 μm, 가장 바람직하게는 <

250 μm로 체질할 수 있다. 이들은 바람직하게는 물질 응집을 감소시키기 위해 완전히 혼합된다. 습윤 물질 (물, 모든 포스

페이트화제 및 모든 AE제)은 바람직하게는 건조 물질의 첨가 전에 함께 혼합된다. 달리, 이들은 개별적으로 첨가될 수 있

다. 습윤 구성물이 건조 구성물과 개별적으로 혼합되는 경우, 혼합 순서는 물, 포스페이트화제, AE제의 순이다. AE제가 혼

합이 정지된 후 실질적으로 감소되기 때문에 혼합 공정 동안 공기의 완전한 인트레이닝을 확실히 하기 위해, 슬러리의 연

장된 혼합 (즉, 약간 습윤된 슬러리로부터 약간 건조한 슬러리로 진행)이 수행될 수 있다. 포스페이트화제는 인산일 수 있

다. AE제는 과산화수소일 수 있다.

혼합은 시판되는 전단력 혼합기 및 물질을 전복시키는 콘크리트 혼합기를 포함한 다양한 수단으로 달성될 수 있다. 물질이

혼합되는 경우, 혼합물은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5분, 바람직하게는 적어도 10분 동안 적어도 약 10회/min, 보다 바람직하

게는 적어도 약 20회/min, 보다 더 바람직하게는 약 30회/min의 속도로 스스로를 폴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속도

는 시판되는 콘크리트 혼합기에 대한 표준 회전수/min과 동일할 수 있다). 전단력 혼합기 (예: 브레드 혼합기)는 통상적으

로 표준 콘크리트 혼합기보다 높은 혼합 속도로 사용되며, 기계 명세 사항에 따라 혼합 횟수가 조절될 수 있다.

붓기, 성형 및 건조

최적 콘크리트 강도는 통상 약 28일 동안 경화한 후 얻어진다. 그러나, 경화는 수개월 내지 수년 동안 계속될 것이다. 시메

트의 초기 세팅은 0 내지 10일의 기간에 걸쳐 토버모라이트의 C3Al 및 C4AlF 형태 전개에 의해 달성된다. C3S 및 C2S 토

버모라이트 겔은 통상 0 내지 400일에 걸쳐 형성된다.

강도를 최대화하기 위해, 부은 (poured) 생성물은 바람직하게는 사용하기 전에 적어도 28일 동안 수분 상실을 막는 환경

에서 유지된다. 경화 동안, 온도는 물의 상실을 최소화하고 C3S 토버모라이트 전개를 촉진하기 위해 실시가능한 한 차갑

게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성물은 바람직하게는 C3S 토버모라이트 겔의 전개를 제공하고, 소량의 미분쇄물 (< 0.15

mm) 및 먼지 문제 발생에 대한 낮은 잠재성을 갖는 생성물을 형성하기 위해 적어도 28일 동안 경화시킨다.

헤벨 (Hebel) 콘크리트

헤벨 콘크리트는 비-적하 벽 구조물에서 중량을 덜기 위해 사용되는 고도로 다공성인 경량 콘크리트이다. 통상적으로, 이

는 블럭으로 성형되나, 커다란 슬랩에 부어 제자리로 이동될 수 있다. 제조 방법은 EP2021와 같은 발포제 (극도의 AE제)

가 첨가되는 것을 제외하고는 통상의 콘크리트에 대한 것과 같다. 혼합 시, EP2021는 면도 크림과 아주 유사하게 발포하

여 다공성을 보존하면서 세팅하는 매우 다공성인 시멘트 조성물을 제공한다. 헤벨 콘크리트는 다공성 때문에 높은 물 저장

용량을 지녀 콘크리트 플렌터 박스 등에 이상적이다.

쇼크리트

벽 및 천정에 분무될 수 있는 쇼크리트는 본 발명에 따른 방법으로 제조될 수 있다. 이를 위해, 수직 벽에 분무 시 이에 결합

하는 토버모라이트 겔을 형성하도록 물을 첨가하여 사용하게 제조할 때, 최종 쇼크리트 조성물의 펌핑능을 개선하기 위해,

고성능-가소제를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에 첨가할 수 있다. 이어서, 혼합물의 효과적인 펌핑을 용이하게 하는데 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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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것과 같이 물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한 수화된 혼합물이 펌핑되고, 분무 노즐을 통해 수직 벽에 분무된다.

분무 노즐로부터 나오기 직전, 세트 촉진제가 이미 수화된 조성물에 가해진다. 일부 적용을 위해, 이 시점에서 섬유 보강제

가 첨가될 수 있다. 세트 촉진제는 콘크리트가 벽으로부터 떨어지기 전에 분무된 콘크리트를 신속히 세팅한다. 통상적으로

세트 촉진제는 건조 분말, 예로 훈증 실리카, 알칼리 토금속 히드록사이드 또는 알칼리 금속 히드록사이드이다.

그라우트

그라우트는 댐 또는 물을 내부 또는 외부에 유지하는 것이 필요한 다른 구조물의 근처의 암석 또는 토양 물질에서의 밀봉

누출과 같은 환경 적용에 사용된다.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은 그라우팅 공정에 의해 조절되는 유체가 산성, 가소성, 염수,

산성 및 염수, 또는 가성 및 염수인 경우에 특히 유용하다. 필요한 정확한 그라우트 혼합물은 그라우트를 수령할 암석 또는

토양의 지질공학 특성, 그라우트를 설치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 및 그라우팅 공정에 의해 조절될 물의 조성에 따를 것이

다. 작업능 또는 세팅 특성이 그라우트 조성물을 결정하는데 특히 중요하며, 강도는 대부분의 강도 조건이 그라우팅되는

암석 또는 토양 물질에 의해 부합될 것이기 때문에 별로 중요하지 않으며, 그라우트 설치로부터 발생하는 추가의 강도는

통상 비교적 적을 것이다.

이상적인 그라우트는 3가지 특성, 구성물, 그라우트 용액 및 최종 생성물의 특성에서 선택가능한 것으로 제안된다. 그라우

트의 구성물은, 저렴하고 풍부한 공급물로부터 유도되며, 침투가 용이하도록 미세분되고, 모든 예상되는 저장 조건에서 안

정하며, 무독성, 비부식, 비가연 또는 비-폭발성인, 물에서 이동하기 쉬운 물질이어야 한다. 모든 일반적 온도에서 안정하

고, 일반적인 비팽창성 화합물로 촉매화되고, 지하수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되는 용해된 염에 민감하지 않으며, 안정한 pH

를 갖고, 빠르고 쉬운 가변 겔 시간을 갖는 그라우트 용액은, 물과 유사한 점도를 가질 수 있다. 따라서, 그라우팅 공정으로

부터 생성된 최종 생성물은 영구적이고, 지하수에서 통상 발견되는 화학 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으며, 고강도이다. 분

명히, 충족이 어려운 세트의 기준이 있으며, 현재 이용가능한 어떠한 그라우트도 이들 특성 모두에 대해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그러나, 각각의 프로젝트 및/또는 위치에 긴요한 특성이 불가피하게 상기한 기준 중 하나 이상을 제거하여 적합한 그

라우트 선택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에서, 도 1 내지 도 6은 하기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펠렛의 주사형 전자 현미경 (SEM) 이미

지이다.

도 7은 하기 실시예 2에서 기술된 결과를 수득하는데 사용된 예시적 실험 장치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갖는 펠렛을 사용하여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시적 산업 공정에 대한 개요도를 나

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펠렛을 사용하는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에 대한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면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펠렛화 동안 전개된 마크로-포어의 분포를 보이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 중 하나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이미

지는 펠렛화 공정 동안 전개된 마크로-포어의 분포를 나타낸다.

도 2는 미세한 세공을 상세히 나타내는 도 1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도 2로부터 펠렛이 고도로 분포된 세공 크기를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크로-포어 크기는 20 내지 lOO μm의 등급의 크기이고, 0.2 μm 내지 l μm의 등급의 마이크로-

포어는 벽을 통해 이들 사이를 연결한다. 2000 μm 이하의 마크로-포어 크기는 다른 실험 결과로부터 달성되었다.

도 3은 미세하게 상호연결된 토버모라이트 겔 형성부를 나타내는 도 1 및 도 2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도 3은 펠렛 1

의 미세한 상호연결된 토버모라이트 겔을 나타낸다. 커다란 능면정계 결정은 경화 동안 세공수로부터 결정화되는 CaC03

이다.

도 4는 2개의 카보네이트로 채워진 마크로-포어의 붕괴된 상면을 나타내는 도 1 내지 도 3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도 5는 펠렛화 공정 동안 전개되는 마크로-포어의 분포를 나타내는 펠렛 2의 SEM 이미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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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6은 펠렛을 투과하는 마크로-포어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펠렛 2의 표면에 대한 고분해 이미지이다.

도 7은 실시예 2와 관련하여 하기에서 기술된다.

도 8은 실시예 5와 관련하여 하기에서 기술된다.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에 대한 예시적인 산업적 수행이 도 9를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된다.

실시예

다공성 미립자 물질

실시예 1: 전개된 펠렛의 내부 다공성에 대한 주사 전자 현미경 조사

하기 방법을 이용하여 2개의 펠렛을 제조하였다.

펠렛 1은 슬러리를 형성하기 위해 하기 성분들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처리된 적니 80 g,

수화된 석회 4 g,

산화마그네슘 4 g,

HPMC 가소제/중합화제 2 g,

포틀랜드 시멘트 15 g,

건조 구성물의 실리카 모래 8 g,

물 70 mL,

3 % H202 8 mL, 및

1.5M H3PO4 0.22 mL.

상기 성분들을 1분 동안 전단력 혼합기에서 혼합하였다. 습윤 슬러리를 높이:직경 비가 3.5:1인 몰드에 붓고, 제한적으로

캡핑한 후, 28일 동안 경화시켰다.

펠렛 2는 슬러리를 형성하기 위해 하기 성분들을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70 g 처리된 적니 70 g,

HPMC 가소제 2 g,

포틀랜드 시멘트 13 g,

실리가 모래 13 g,

물 70 mL,

3 % H202 0.8 m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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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M H3PO4 0.22 mL.

상기 성분들을 1분 동안 전단력 혼합기에서 혼합하였다. 습윤 슬러리를 높이:직경 비가 3.5:1인 몰드에 붓고, 제한적으로

캡핑한 후, 28일 동안 경화시켰다.

28일 후, 몰드를 개방하고, 주사 전자 현미경으로 펠렛 샘플을 관측하여 미세한 조직적 및 구조적 특성을 조사하였다.

첨부된 SEM 이미지 (도 1 내지 6)는 펠렛의 다공성 특성, 구조물을 이루는 미세분된 무기물의 격자 네트워크, 및 펠렛화

동안 전개되는 세공 공간 내의 산 중화 무기물의 존재를 나타낸다.

실시예 2: 다공성 펠렛으로 제조된 컬럼을 사용한 금속 농축 피혁 공장 유출물의 처리

도 7은 실시예 2의 결과를 얻는데 사용된 실험 장치의 개요도이다. 본 시도에는 상기 실시에 1에 나타낸 바와 같은 펠렛 1

을 사용하였으며, 이를 가볍게 조쇄하고, 체질하여 4가지 입자 크기 범위의 물질을 수득하였다: 250 μm 내지 500 μm,

500 μm 내지 750 μm, 750 μm 내지 1000 μm, 및 1000 μm 내지 2000 μm. 4가지 입자 크기 각각을 25 %씩 합한 펠렛 혼

합물로 여과/반응 컬럼 (10)을 제공하였다. 내부 직경이 44 mm인 폴리카보네이트 튜빙을 사용하여 3개의 여과/반응 컬럼

(10, 20, 30)을 제작하였다. 각각의 컬럼 (10, 20, 30)의 한쪽 말단을 막고, 예비-필터로 작용할 10 cm 길이의 거친 모래

및 자갈 혼합물 (12), 토목섬유 워딩 (wadding), 5 cm 길이의 처리된 적니 펠렛 (14), 또 다른 토목섬유 워딩 (16), 처리된

적니 펠렛 (14)를 보유할 또 다른 10 cm 길이의 거친 모래 및 자갈 팩으로 패킹하였다. 여과/반응 컬럼 (10, 20, 30)을 직

렬로 조립하고, 각각의 컬럼 사이에 침강/침전 용기 (22, 24)를 두었다.

피혁 공장 (tannery) 유출물을 600 Mpa 진공 (26) 하에 컬럼을 통해 배출시켜 침강/침전 용기 (32)에 수집하고, 동일한 유

출물에 대해 처리된 적니를 직접적 첨가한 자료와 비교 및 분석하였다. 반응/여과 컬럼 (10, 20, 30) 중의 처리된 적니의 총

매쓰는 직접적 부가 실험에 가해진 처리된 적니의 양과 동일하였다. 유출물 분석, 직접적 첨가 결과 및 반응/여과 컬럼 결

과가 하기 표 3에 나타나 있다. 표 3은 필터 튜브 (반응 컬럼)에 전개된 다공성 펠렛을 사용하여 피혁 공장 유출물을 처리

한 자료를 나타낸다.

[표 3]

처리된 적니를 피혁 공장 유출물에 직접 첨가하여 처리한 결과, 및 실시예 1의 펠렛을 사용하여 동일한 유출물을 처리한 결

과

변수 원료 유출물 직접 첨가 직접 첨가 제거율 % 컬럼 컬럼 제거율 %

pH 2.41 8.06 - 8.03 -

TSS (mg/L) 490 47 90.44 5 98.98

BOD (mg/L) 327 118 63.88 29.4 91.01

총 P (mg/L) 3.54 0.160 95.47 0.063 98.22

총 N (gm/L) 59.52 14.06 76.37 20 66.40

Na (mg/L) 810 824 -1.71 538 33.58

K (mg/L) 817 1388 -69.93 26.3 96.78

Mg (mg/L) 1520 7757 -410.34 902 40.66

Ca (mg/L) 186 506 -172.13 460 -147.31

술페이트 (mg/L) 9310 7237 22.26 3390 63.59

클로라이드 (mg/L) 1844 1198 34.99 992 46.20

Al (mg/L) 384 0.134 99.97 0.0001 99.99997

Cr (mg/L) 53.7 0.33 99.39 0.0009 99.998

Cu (mg/L) 16.2 0.014 99.91 0.008 99.95

Fe (mg/L) 106 0.542 99.49 0.0002 99.9998

Mn (mg/L) 96.7 9.35 90.33 4.260 95.59

Ni (mg/L) 9 0.089 99.01 0.023 99.74

Zn (mg/L) 21.7 0.132 99.39 0.046 9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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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S는 총 현탁 고체를 나타내고, BOD는 5일의 생화학적 요구를 나타낸다.

실시예 3: 4 m3 시멘트 혼합기에서 다공성 펠렛의 배치를 제조하기 위한 설명

구성물

2 mm 미만으로 스크리닝된 Al 처리된 적니 2000 kg,

통상의 포틀랜드 시멘트 400 kg,

미분쇄된 실리카 모래 250 g,

1 mm 미만으로 스크리닝된 수화된 석회 100 kg,

1 mm 미만으로 스크리닝된 산화마그네슘 200 kg,

히드로프로필 메틸 셀룰로즈 (HPMC) 가소제 50 kg,

물 약 2000 L,

3 % 과산화수소 (H2O2) 25 L,

1.5 M 오르토인산 (H3PO4) 7 L.

건조 생성물의 총 중량: 3,000 kg

습윤 생성물의 총 중량: 약 2,032 kg

총 습윤 중량: 약 5,032 kg (2 m3)

상기한 바와 같이 건조 처리된 적니를 사용하는 것은 임의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수분 함량이 약 50 %인 처리된 적니

가 대신 사용될 수 있으며, 첨가되는 물의 양은 처리된 적니와 함께 포함된 물의 양에 직접 비례하여 감소될 필요가 있다.

세척되고 처리된 적니는 필요하지 않으나, 적니는 반드시 처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사용될 처리된 적니가 50 % 슬러리

로서 공급되는 경우에는 단지 건조된 첨가물 및 소량의 물이 필요하다. 처리된 적니를 스크리닝된 슬러리로서 사용하는 경

우 이를 건조하는 것과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을 없애 처리된 적니 생산에서 주요한 장애를 극복할 수 있다.

상기 구성물들은 일반적 목적의 처리된 적니 C5T10 블렌드를 생산하기 위한 것이다. 다른 블렌드가 생산될 수 있으나, 혼

합물은 조심스럽게 조절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으며, 칼슘 또는 마그네슘 결핍 또는 높은 나트륨/칼슘 + 마그네슘 비

율이 세팅 특성에 불리하게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소량의 수화된 석회 및 산화마그네슘을 보유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실시예 4: 펠렛화된 조성물을 제조하기 위한 공정 단계

단계 1: 물 400 L를 혼합기에 가하고, 스크리닝된 처리된 적니 2 t을 가한 후, 건조 페이스트가 형성될 때까지 혼합한다.

단계 2: 혼합하는 동안, 인산 1 L를 물 10 L로 희석시키고, 이를 혼합기에 가하고, 15분 동안 혼합한다.

단계 3: 시멘트 400 kg을 혼합기에 가하고, 추가의 물 400 L와 함께 15분 동안 혼합한다. 필요한 경우 윤활을 개선하기 위

해 소량의 세제를 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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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 4: 주요 구성물들을 계속 교반시키면서, 10분 동안 IBC에서 물 300 L와 함께 산화마그네슘 200 kg 및 수화된 석회

100 kg을 격렬히 혼합한다.

단계 5: 주된 혼합기에 예비-혼합된 석회 및 산화마그네슘들 가하고, 10분 동안 혼합한다.

단계 6: 구성물들을 계속 교반하면서, IBC에서 HPMC 25 kg을 열수 150 L와 혼합하고, 5분 동안 격렬히 혼합한 후, 300 L

로 희석하고, 추가의 5분 동안 혼합한다.

단계 7: 예비-혼합된 중합체를 주된 혼합기에 가하고, 10분 동안 혼합한다.

단계 8: 단계 6 및 7을 반복한다.

단계 9: 목적하는 일관성이 달성될 때까지 (처리된 적니의 수분 함량에 의존하여 300 L 미만으로) 물을 혼합물에 가한다

(단순 지시약 시험이 현재 개발되고 있다).

단계 10: 계속 혼합하면서, 과산화수소 2 L를 물 23 L로 희석하고, 희석된 과산화수소를 혼합기에 가한 후, 5분 동안 혼합

한다.

단계 11: 혼합물을 100 mm 내지 200 mm 두께의 슬랩에 붓는다; 목적량의 혼합물을 유지하기에 앞서 거푸집틀을 조립해

야 한다.

단계 12: 3 내지 6시간 동안 부은 슬랩을 겔로 만들고, 경화되고 조쇄가 필요할 때까지 쉽게 들리고 쌓을 수 있는 긴 직사

각형 블럭으로 찍어낸다.

단계 13: 최종 경화를 위해 쌓기 7 내지 10일 전에 찍어낸 블럭을 세팅한다.

단계 14: 충격 조쇄를 이용하는 경우 최소한 또 다른 21일 동안 또는 슬랩을 펠렛으로 파괴하기 위해 절단기 (예: 목재용

쇄목기)를 사용하는 경우 또 다른 7일 동안, 쌓아올린 블럭을 경화시킨다.

실시예 5: 산업 적용

상기 실시예 1 내지 4 중 어느 하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 펠렛을 오염물을 포함하는 유체로부터 오염물을 제거하기

위해 산업적 공정에 사용할 수 있다.

예시적인 산업적 적용이 도 8에 나타나 있다. 도 8은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산업 공정 (100)의 개요도이다. 이 공정

(100)은 오염된 물을 보유하는 공급 탱크 (105)를 포함한다. 공급 탱크 (105)는 오염된 물을 공급 라인을 통해 오염물 제

거 탱크 (110, 120, 130)의 트레인에 공급한다. 각각의 오염물 제거 탱크 (110, 120, 130)는 상기 실시예 1 내지 4 중 어느

하나에 기술된 바와 같이 제조된 펠렛의 투과성 매쓰 (110', 120', 130')로 채워진다. 오염물 제거 탱크 (110, 120, 130) 내

에 채워진 펠렛의 투과성 매쓰 (110', 120', 130')는 약 60 %의 다공성을 갖는다. 펠렛의 투과성 매쓰 (110', 120', 130')는

필터로서 작용하는 3 내지 5 mm 범위의 입자 크기를 갖는 2개의 모래 다공성 층 (112) 사이에 채워진다. 펠렛의 투과성

매쓰 (110', 120', 130')는 오염물 제거 탱크 (110, 120, 130)으로부터 제거를 위해 철망 (나타내지 않음) 내에 포함된다.

사용 시, 오염물 포함수는 탱크 (110)의 상부 모래층 (112)에 분무시켜 고르게 뿌려진다. 고도로 다공성인 펠렛 (110')은

상기 기술된 바와 같이 공급수 중에 존재하는 오염물의 적어도 일부를 제거하는 것을 돕는다. 이어서, 공급수는 각각의 탱

크 (120, 130)에 위치된 펠렛의 나머지 투과성 매쓰 (120', 130')를 거쳐 성공적으로 통과되어, 물로부터 추가의 오염물이

제거되고, 물은 마침내 화살표 (114)로 표시되는 바와 같이 탱크 (130')로부터 제거된다.

물 오염물 유속과 같은 공정 (100)의 변수가 공급 탱크 (105)의 물에 있는 오염물의 농도에 따라 변화될 수 있다.

다른 양태에서, 탱크 (110, 120, 130)가 컬럼으로 대체될 수 있고, 유체는 오염물 포함 기체일 수 있다.

또 다른 예시적 산업 적용이 도 9에 나타나 있다. 도 9는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

애물 (220)의 단면도이다.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 (220)은 상기 실시예 1 내지 4 중 어느 하나에 따라 제조된 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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렛의 매쓰로 구성된다. 투과성인 반응적 장애물 (220)은 트렌치 벽 (230)으로 나타나는 바와 같이 트렌치 내에 배치된다.

투과성인 반응적 장애물 (220)은 오염물 포함수 (210)의 궤도에 있는 토양 표면 (200) 아래에 배치된다. 투과성이 반응적

장애물 (220)을 거쳐 통과한 물 (210')은 유입수 (210) 보다 오염물 농도가 낮다.

처리된 적니는 펠렛으로 제조되기 때문에 다루기가 용이하다. 또한, 펠렛은 고도로 투과성이고, 건조 시 (적니와 다르게)

어떠한 미세한 먼지도 형성하지 않아, 유동 산성수, 금속-농축수 및 인구 밀집지 근처 지역의 물 및 기체 방출의 처리에 적

합하다. 또한, 펠렛은 적당한 투과성 유지가 필요한 투과성의 반응적 장애물 또는 수동적 수처리 컬럼 또는 탱크에 사용될

수 있다.

또한, 펠렛은 하류로의 미세한 적니 입자의 손실과 관련된 문제점을 극복한다.

본 발명을 기술된 양태를 참조하여 상세히 기술하였으나, 첨부된 특허청구범위에 기술된 바와 같이 본 발명의 취지 및 범

위 내에서 많은 변화 및 변형이 이루어질 수 있다.

실시예 6: 본 발명에 따른 시멘트질 조성물

[표 4]

모래 자갈 시멘트 기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용도

0-1 0 1 0-2 2-5 건축용 콘크리트

1-2 0-1 1-2 0-3 6-8 내산성 콘크리트

1-2 0 1 0 1 포장재

*기타 성분은, 이로 제한됨이 없이, 비산재, 훈증 실리카, 가소제, 인산, AE제 및 보강 섬유를 포함한다.

실시예 7: 본 발명에 따른 추가의 시멘트질 조성물

[표 5]

모래 자갈 시멘트 기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용도

0-15 0-5 1-15 0-10 1-50 전문적 쇼크리트

0-10 0-5 1-20 0-5 1-30 헤벨 콘크리트

1-4 1-4 1-3 0-2 1-3 건축용 콘크리트

*기타 성분은, 이로 제한됨이 없이, 비산재, 훈증 실리카, 가소제, 인산, AE제 및 보강 섬유를 포함한다.

실시예 8: 시멘트질 페이스트 중의 포졸란 (시멘트 대체물)으로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각각 A, B, C 및 D로 표시되는 4개의 페이스트 혼합물을 제조하였다. 혼합물 A는 Australian Standard AS 1315에 따라

제조하였다. 혼합물 B, C 및 D도 유사한 방식으로 제조하였으나, 단 100 % 통상의 포틀랜드 시멘트 (OPC)를 사용하는 대

신, 이들 혼합물은 OPC를 증가량 (%)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슬러리와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며, 여기서 적니의 pH는

이를 탄산칼슘 등가물로 표현되는 알칼리도가 5 mM 보다 큰 칼슘 + 마그네슘에 의해 제공되는 경도를 갖는 수용액과 반

응시켜 8.2 내지 10.5로 감소시켰다. 슬러리는 약 51 %의 고체를 포함하였다.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로 대체된 OPC의 양이 표 6에 열거되었다. 대체된 비율 (%)은 각각 5 %, 10 % 및 20 %였다. 모든

4개의 혼합물은 25 mm 입방체였으며, 0.45의 물/결합제 비율에서 캐스팅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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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4개의 혼합물은 56일 동안 23 ℃의 포그 룸에 보관되는 밀폐된 플라스틱 백에서 계속해서 경화시킨 후, 각각의 샘플

에 대해 압축 강도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가 하기와 같다:

[표 6]

혼합물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비

율 (%)
유동 (mm) 초기 세팅 시간 (분) 56일 후 압축 강도 (MPa)

A 0 220 275 82

B 5 220 325 73

C 10 205 305 73

D 20 150 320 62

최종 세팅 시간은 300 내지 340 분이었으며, 다양한 혼합물 사이에 식별가능한 차이가 없었다.

혼합물 A (100 % OPC)의 경우, 경화된 페이스트의 압축 강도는 28일 후 70 MPa였으며, 혼합물 D (20 %의 OPC가 부분

적으로 중화된 적니로 대체됨)의 경우 28일 후 경화된 페이스트의 압축 강도는 60 MPa였다.

100 % OPC의 경우 (28일 후) 경화된 페이스트의 반-단열적 온도는 42 ℃였으며, 20 %의 OPC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로 대체된 경우 (28일 후) 경화된 페이스트의 반-단열적 온도는 48 ℃였다.

각각의 혼합물의 유동 또는 슬럼프는 혼합한지 5분 후 측정되었다. 혼합물 A, B 및 C의 페이스트는 매우 유동적이었으나,

혼합물 D (20 %의 OPC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로 대체됨)의 페이스트는 상당히 덜 유동적이었다.

작업능은 페이스트 또는 콘크리트가 혼합되고 자리를 잡아 균일한 물질을 생성하는 것의 용이함을 기술한다. 이러한 특성

에 대한 단일한 측정치는 없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물질을 원뿔형 용기에 꽉 채운 후, 한쪽을 들어 물질에 생긴 유동을 측

정하는 방식으로, 변형된 유동 시험을 이용하였다. 보다 높은 유동이 보다 유동적인 페이스트를 나타내었다.

페이스트에 대한 세팅 시간은 Australian Standard AS 1315에 따라 측정하였다.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첨가는 혼합물 B, C 및 D에 대해 초기 세팅 시간을 각각 18 %, 10 %, 및 17 %로 증가시켰다. 이

는 100 % OPC 대조군 혼합물 A와 비교하여 중요하지 않은 차이인 것으로 간주되었다.

혼합물의 최종 세팅 시간은 300 내지 340분이었으며, 참조 포뮬레이션과 시험 포뮬레이션 사이에 인식가능한 차이는 없

었다.

페이스트의 초기 및 최종 세팅 시간 측정은 바늘의 투과에 대한 특정 저항성을 나타낸다. 바늘의 투과에 영향을 끼치는 수

개의 변수가 있으며, 본 실시예에서는 수화된 페이스트 중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함량을 제외하고는 모든 변수를 일

정하게 유지하였다.

혼합물 A, B 및 C는 56일 경화까지 연속적인 강도 전개를 나타내었으나, 혼합물 D (20 %의 OPC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

니로 대체됨, 80 % OPC)는 포그 경화의 7일의 초기 기간 후 최저 한계 강도를 얻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시예 9: 콘크리트 중의 포졸란 (시멘트 대체물)으로서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공칭 압축 강도가 40 MPa인 일반적 용도의 콘크리트로서 사용하기 위한 시멘트질 조성물에 대한 2개의 혼합물이 제조되

었다. 이들은 각각 혼합물 E 및 F로 명명된다. 혼합물 E에서, 100 % 통상의 포틀랜드 시멘트 (OPC)가 결합제로서 사용되

었다. 혼합물 F의 조성물은 실시예 3의 결과에 기초한 결론, 즉 20 % 이하의 OPC를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로 대체하여

압축 강도가 최소 허용 수준 이하로 감소되지 않는 40 MPa 콘크리트를 생성할 수 있다는 것에 기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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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가지 콘크리트 모두를 혼합하여 75 mm 슬럼프 (slump)를 수득하였다. 20 %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포함하는 콘

크리트에 대해서는 결합제에 대한 물의 비율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밝혀졌다. 2개의 혼합물의 조성물이 표 7

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 고체의 매쓰는 포화된 표면 건조 중량/m3으로 나타낸다.

[표 7]

 혼합물 E 혼합물 F

통상의 포틀랜드 시멘트 (OPC) (kg) 325 255.2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0 63.8

물 (I) 172 194

응집물 (14 mm) (kg) 578 567

응집물 (9 mm) (kg) 652 639

모래 (kg) 790 774

물 환원제 (I) 1.72 1.69

물/결합제 비율 0.53 0.61

2개의 혼합물의 샘플을 밀폐된 플라스틱 백에서 계속해서 경화시키고, 23 ℃의 포그 (fog) 룸에서 저장하였다. 다양한 단

계 후 압축 강도를 시험하였다. 그 결과는 하기와 같다:

혼합물 E 및 F에 대해 3일에 걸친 조기 압축 강도 전개는 유사하였다. 3 내지 7일 사이의 경화에서, 혼합물 E의 강도는 혼

합물 F의 강도보다 높은 속도로 증가하였다. 7일 내지 28일 사이에 두가지 콘크리트 모두 유사한 강도를 나타내었으며, 28

일의 포그 경화 후, 혼합물 F가 혼합물 E보다 약 10 % 낮은 강도를 가졌다. 혼합물 F의 감소된 28일 압축 강도는 참조 혼

합물 E 콘크리트에 비해 75 mm 슬럼프에 필요한 결합제에 대한 물의 비율이 보다 높은 것에 기인하였다. 동등한 슬럼프를

위한 결합제에 대한 물의 보다 높은 비율의 필요성은 (표 7 참조) 보다 적합한 물 환원제를 사용함으로써 극복될 수 있다.

혼합물 E와 혼합물 F 사이의 결합제에 대한 물의 비율의 차이가 혼합물 F 콘크리트에 대해 관측된 감소된 28일 압축 강도

에 대해 부분적으로 책임이 있는 것으로 믿어진다. 그러나, 2개의 콘크리트 모두 40 MPa의 28일 디자인 강도에 도달하였

다.

2개의 혼합물 E 및 F에 대한 절정의 반-단열적 온도는 약 30.5 ℃였으며, 두 경우 모두 혼합을 개시한지 11.24 시간 후에

발생하였다.

혼합물 F의 작업능은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가 세트 촉진제로서 작용하였기 때문에 혼합물 E의 작업능 보다 낮았다. 그

러나, 혼합물의 작업능의 감소는 가소제의 첨가로 극복되었다. OPC 대체물로서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의 사용은 보다 높

은 초기 강도 (7일 경화) 및 보다 높은 반-단열적 온도 (7일 경화 후, 31.5 ℃)를 제공하였다. 용적에 대한 낮은 표면적 비

율이 존재하는 경우 열적 스트레스로부터 조기 크래킹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반-단열적 온도의 상술한 바와 같은 증가가

중요하다. 반-단열적 온도의 증가는 경화 동안 생성되는 사칼슘 알루미노-페라이트 (C4AF)의 보다 높은 비율에 의해 초

래될 수 있었으며, 보다 적은 규산삼칼슘 (C3S) 및 규산이칼슘 (C2S)이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포틀랜드 시멘트에 형성되었

기 때문이다. 달리,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에 의해 공급되는 추가의 알루미네이트 때문에, 시멘트는 높은 알루미나 유형

시멘트로 전환될 수 있었다.

실시예 10: 미세 세부 사항의 보존

3개의 비다공성 조성물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4부 및 시멘트 1부; 혼합물 G),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3부, 모래 1부

및 시멘트 1부: 혼합물 H), 및 모타르 (모래 4부 및 시멘트 1부; 혼합물 I)를 250 mL 몰드에 부었다. 상기 몰드는 이의 내벽

에 용적 눈금을 위한 미세한 엠보싱된 글자새김을 가졌다. 블럭이 경화되었을 때, 몰드를 제거하였다. 혼합물 G 및 H 모두

눈금이 쉽게 읽히도록 미세한 세부 사항을 보존하였으나, 혼합물 I는 이러한 세부 사항을 보존하지 않았다. 시멘트질 조성

물의 표면에 미세한 세부 사항의 보존은 미끄럼 방지 타일 및 콘크리트 길(concrete paths)의 제작에 중요하다. 시멘트질

조성물 중의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에 의해 취해지 수 있는 미세한 세부 사항은, 미세한 세부 사항이 타일의 표면 또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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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제작물, 예로 콘크리트 조각 또는 빌딩 및 벽에 대한 장식적 (예: 엠보싱되거나 성형된) 표면 단장에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 물의 표면 장력에 의해 제공되는 모세관 당김을 이용할 수 있는 매우 미세한 선이 물을 이들 미세한 채널로

끌어들어 미끄럼의 위험이 생기기 전에 물을 제거할 수 있다.

실시예 11: 테라코타 타일

시멘트 1부, 모래 1부 및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 3부를 포함하는, 우수한 습윤 및 건조 저항성을 갖는, 다공성의 시멘트

조성물을 생산하였다. 또한, 이러한 조성물로 제조된 테라코타 시멘트 포장재 (paver)는 우수한 동결/해동 저항성을 가졌

다. 이들 포장재는, 형성 후 여전히 습윤 상태인 동안, 시멘트 포장재의 표면에 옥사이드 분말을 뿌려 제조된 통상의 포장

재와 유리하게 비교되었다. 이러한 통상의 포장재의 경우, 얼마 후 옥사이드 코팅물에 대한 마모로 기초가 되는 (착색되지

않은) 시멘트를 노출시키나, 본 발명의 공정에 따라 제조된 타일에 대한 마모는 타일이 전체에 걸쳐 균일한 색상을 갖기 때

문에 색상에 영향이 없다.

실시예 12: 발포 (blown) 시멘트 조성물

실시예 10의 조성물을 EP2021 (발포제)와 배합하여, 경량의 (다공성) 플래깅 (flagging) 스톤 및 타일을 생산하였다.

실시예 13: 산 중화

3개의 비다공성 조성물, 혼합물 J, 혼합물 K 및 혼합물 L을 실시예 8과 같이 제조하였다.

각각의 혼합물로부터 하나의 샘플을 수일 동안 경화시키고 이의 중앙 홀에 구멍을 뚫고, 1.5 cm 두께의 슬랩을 톱질해 잘

랐다. 이어서, 3개의 슬랩을 milli-Q 물의 분리된 1 L 단지 (jaw)에 매달고, pH를 2.5로 조절하였다. 총 50 mL의 황산이

각각의 단지에 첨가될 때까지 황산의 소량 첨가와 함께 며칠에 한번씩 pH를 2.5로 재조절하였다. 약 2개월에 걸쳐 각각의

단지에 산 50 mL를 증가하게 첨가한 후, 샘플을 4주 동안 단지에 있는 용액으로 평형화시켜 용액의 pH를 슬랩과 평형이

되게 한 후 꺼내어 표면을 검사하였다. 4주의 평형화 시간 동안 용액의 pH를 매주 2회 모니터링하였다. 샘플 J는 첫주 내에

시멘트 슬랩과 평형에 도달하고, 샘플 K는 2주의 중간에 평형에 도달하며, 샘플 L은 3주의 중간에 평형에 도달하였다. 각

각의 용액의 최종 평형 pH는 다음과 같았다:

혼합물 J: 7.94;

혼합물 K: 7.88;

혼합물 L: 7.79.

혼합물 J 및 K는 혼합물 L의 샘플 보다 훨씬 빠르게 산 용액에서 pH를 증가시켰으며, 이는 각각의 혼합물의 샘플에 대한

산 중화능이 보다 쉽게 이용가능하였다는 것을 나타낸다. 혼합물 L의 샘플은 슬랩에 대해 상당히 심각한 표면 에칭 및 표

면 무기물 침착이 있었다. 혼합물 J 및 K 시멘트의 샘플 모두 어느 정도 에칭을 나타내었으나 혼합물 L의 샘플과 같지는 않

았다. 혼합물 J 및 K 시멘트의 샘플 모두 이들의 표면에 무기물 침착을 나타내었으며, 혼합물 J은 침착량이 많았다. 혼합물

K 시멘트의 샘플은 이의 표면에 미세한 바늘 모양의 무기물 결정을 가졌다.

실시예 14: 내산성

(실시예 4의) 혼합물 E 및 F 각각에 대해 하나의 샘플을 HCl, HNO3, 및 H2SO4 각각의 10 % 산 용액에 담갔다. 8주 후, 모

든 샘플을 꺼내고, 각각의 샘플의 매쓰 손실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산에서 1주 후, 포틀랜드 시멘트 대조군 (혼합물 E)은

100 % 손실로 완전히 분해되었으며, 10 % HNO3에 담근 혼합물 F의 샘플은 이의 매쓰의 단지 10 %를 손실하고, 10 %

HCl에 담근 혼합물 F의 샘플은 이의 매쓰의 약 20 %를 손실하며, 10 % H2SO4에 담근 혼합물 F의 샘플은 이의 매쓰의 약

40 %를 손실하였다.

10 % 세기에서, 산의 몰농도는 HCl에 대해서는 1.2 M, HNO3에 대해서는 1.6 M, H2SO4에 대해서는 1.8 M이었다. 조성

물에서 공격에 이용가능한 H+의 몰은 HCl 및 HNO3에 대해서는 같으나, H2SO4에 대해서는 3.6 M이 이용가능하다. 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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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담긴 샘플로부터 보다 큰 물질의 손실은 HNO3에 대한 것과 비교하여 3배 이상의 수소 이온 이용가능성에 의해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었다. HCl에 의한 공격에 대해 부분적으로 중화된 적니를 포함하는 혼합물의 보다 큰 감수성은 본 발명에 따

른 조성물의 클로라이드에 대한 낮은 저항성에 의해 설명될 수 있다.

따라서, 본 발명에 따라 제조되는 시멘트질 조성물은 산 술페이트 토양으로 오염된 지역 또는 산화성의 술파이드 폐기 암

석 또는 광산 부지에서의 테일링에 사용하기에 특히 적합하다. 술페이트 저항성은 통상 알루민산삼칼슘 (C3A) 성분의 비

율 감소와 연관되며, 술페이트 저항성 시멘트에 대해 4 내지 10 %의 C3A 함량이 바람직하다. 슬러리를 쇼크리트하는 능

력과 연관된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술페이트 저항성은 산 누출을 최소화하고 산소 확산을 막도록 개방 절편 구멍 벽

(open cut pit wall)에 분무될 수 있는 물질을 제공하여 추가의 술파이드 산화를 방지한다.

도면의 간단한 설명

첨부된 도면에서, 도 1 내지 도 6은 하기하는 바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의 펠렛의 주사형 전자 현미경 (SEM) 이미

지이다.

도 7은 하기 실시예 2에서 기술된 결과를 수득하는데 사용된 예시적 실험 장치의 개요도를 나타낸다.

도 8은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을 갖는 펠렛을 사용하여 오염된 물을 처리하기 위한 예시적 산업 공정에 대한 개요도를 나

타낸다.

도 9는 본 발명에 따른 펠렛을 사용하는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에 대한 단면도를 나타낸다.

도면의 상세한 설명

도 1은 펠렛화 동안 전개된 마크로-포어의 분포를 보이는 본 발명에 따른 조성물 중 하나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이미

지는 펠렛화 공정 동안 전개된 마크로-포어의 분포를 나타낸다.

도 2는 미세한 세공을 상세히 나타내는 도 1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도 2로부터 펠렛이 고도로 분포된 세공 크기를 갖

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크로-포어 크기는 20 내지 lOO μm의 등급의 크기이고, 0.2 μm 내지 l μm의 등급의 마이크로-

포어는 벽을 통해 이들 사이를 연결한다. 2000 μm 이하의 마크로-포어 크기는 다른 실험 결과로부터 달성되었다.

도 3은 미세하게 상호연결된 토버모라이트 겔 형성부를 나타내는 도 1 및 도 2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도 3은 펠렛 1

의 미세한 상호연결된 토버모라이트 겔을 나타낸다. 커다란 능면정계 결정은 경화 동안 세공수로부터 결정화되는 CaC03

이다.

도 4는 2개의 카보네이트로 채워진 마크로-포어의 붕괴된 상면을 나타내는 도 1 내지 도 3의 펠렛의 SEM 이미지이다.

도 5는 펠렛화 공정 동안 전개되는 마크로-포어의 분포를 나타내는 펠렛 2의 SEM 이미지이다.

도 6은 펠렛을 투과하는 마크로-포어 네트워크를 나타내는 펠렛 2의 표면에 대한 고분해 이미지이다.

도 7은 실시예 2와 관련하여 하기에서 기술된다.

도 8은 실시예 5와 관련하여 하기에서 기술된다.

지표하의 반응적 투과성 장애물에 대한 예시적인 산업적 수행이 도 9를 참조하여 하기에 설명된다.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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