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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지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화제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압축강도가 우수한 경화체

요약

본 발명은 중금속을 함유한 지정 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고화제(고형화 처리제) 및 상기 고화제 첨가를 통해 우수한 
강도와 함께 중금속 용출에 대해 안정성을 갖고 산업용 자재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화제를 이용한 경화체에 관한 것
이다.

본 발명에 따른 고화제는 CaO 40∼60%, SiO 2 15∼20%, Al2 O3 5∼10%, Fe2 O3 2∼6%, MgO 4∼5%, S 0.5∼1%, 
CaCO3 2∼20%의 조성비를 갖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경화체는 상기 고화제 12∼20%, 지정 폐기물 25∼35%, 시멘트 20∼28%, 모래 25∼35%를 혼
합하여 양생시킨 것을 특징으로 한다.

대표도
도 2a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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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의 간단한 설명

도 1은 본 발명에 따른 지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화제를 이용하여 경화체를 제조하는 공정흐름도,

도 2a 및 도 2a는 본 발명에 따른 경화체의 7일 강도 시편을 전자현미경(SEM)으로 각각 다른 배율로서 관찰한 조직사
진이다.

발명의 상세한 설명

    발명의 목적

    발명이 속하는 기술 및 그 분야의 종래기술

본 발명은 중금속을 함유한 지정 폐기물을 고형화하기 위한 고화제(고형화 처리제)에 관한 것이다. 또한, 본 발명은 상
기고화제 첨가를 통해 우수한 강도와 함께 중금속 용출에 대해 안정성을 갖고 산업용 자재로서 재활용할 수 있는 고화
제를 이용하여 제조된 경화체에 관한 것이다.

최근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 산업폐기물의 급격한 증가는 그 처리 및 처분이 심각한 환경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제철 및 제강공장에서 발생하는 제강분진과 도금공장의 폐수처리장에서 발생하는 도금슬러지(Plating Sludge)들
은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서 자연계에 방치시 그 자체로도 동식물 및 인간에게 유해한 물질 등을 배출하게 되
어, 생태계내의 토양 및 하천과 지하수 등의 자연환경 오염을 초래하여 인간 및 자연환경에 커다란 문제를 야기시킨다.

이러한 유해 산업폐기물은 그대로 매립, 처분될 경우 주변의 토양과 지하수를 유해중금속으로 오염시킬 가능성이 크므
로, 적당한 방법으로 고화처리된 후 매립이 시행되어야 한다.

지정 폐기물 중 무기물질은 중금속이 대부분인데 중금속은 일반적인 처리방법으로 더 이상 분해되지 않는 원소 상태로 
존재하므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지정 폐기물이 그대로 매립될 경우, 상당량의 무기물과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처분 후에도 계속적인 분해 과정이 일어날 수가 있고 동시에, 중금속 용출로 인한 2차적 환경오염을 야기시킨다.

이러한 중금속의 특성을 감안하여, 최종 처분시 고형화 방법을 선택하며, 국내의 폐기물 관리법에서도 특정 유해폐기물
은 시멘트로 고형화한 후 매립지에 매립하도록 되어 있다.

    
이때, 상기 고형화란 첨가제를 첨가함으로써, 고형화과정이 진행되는 동안 폐기물의 물리적 성질(장력, 압축성, 투수성)
을 변화시키는 공정을 말하는 데,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방법으로는 시멘트 고형화, 아스팔트 고형화, 플라스틱 고형화, 
석회 고형화, 물유리 고형화 및 소결법등이 있으며, 이를 좀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폐기물을 압축해서 단단하게 한 다음 
그 주위를 콘크리트로 피복하는 밀폐방식, 폐기물에 고화제를 혼합하여 상온에서 딱딱한 블록으로 만드는 고화방식, 폐
기물을 유리나 점토 등과 함께 고온으로 가열해 버리는 소결방식등이 있다.
    

최종 처분 목적으로의 고형화는 슬러지가 유해성 물질을 일정량 초과 함유하여 최종 처분시 제 2차 오염원으로 제거될 
때 시행하는 방법으로, 경화제 및 안정제에 의하여 물리·화학적으로 유해물질의 유출속도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따라서 물리적으로 고립되고, 화학적으로 안정된 슬러지 내의 유해물질은 자연계로의 유출율이 매우 느려지므로 환경오
염가능성이 그만큼 적어지나, 고형화 처리된 폐기물은 부피가 증가하며 운반비용이 증가한다는 단점이 있다.

고형화 처리는 적용폭이 넓어 일반적으로 무기성 폐기물에 적합하며, 슬러지의 고형화 처리방법 선택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공정의 비용, 부피의 증가, 전처리 방법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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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의 목적을 재활용으로 할 경우, 최종 처분시를 목적으로 할 때보다 더 높은 강도와 낮은 용출값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위해 대부분의 경우 폐기물과 시멘트에 비산회와 약품을 첨가함으로써 건축 및 건설용재로서의 고형화 실험을 하
여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다.

고형화 시스템은 크게 유기 공정과 무기 공정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 무기 공정은 시멘트에 기초한 방법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대부분이 포틀랜드 시멘트와 석회, 점토, 그밖에 실리카 혼합물을 이용하여 하나의 단일체(monolith
ic)인 최종 물질을 만드는 공정이다.

또한 고형화 온도에 따라 저온 고형화법과 고온 고형화법으로 구분되는 데 이중 저온 고형화법에는 시멘트 고형화법, 
아스팔트 고형화법, 석회포졸란 고형화법, 압축법 등이 있으며, 고온 고형화법에는 방사선 폐기물과 같은 유독성 폐기
물을 소각 처리할 때 발생되는 소각재를 고화물질과 결합시켜 용융시키는 소결 고형화법과 연료 또는 전기를 이용하여 
소각재를 용융 슬래그화하는 고온 용융고형화법이 있다.

    
시멘트 고형화 기술은 고농도의 중금속과 유기독성물질의 고형화에 이용되고 있는 데, 일반적인 시멘트 고화에 의한 유
해물질의 고정화 메카니즘은 시멘트 입자가 물과 수화반응을 일으킬 때 유해물질이 시멘트의 수화반응에 관여하여 고
분자 화합물질 특히 킬레이트(Chelate) 화합물의 생성에 의한 화학적 고정화를 일으키거나, 첨가 혼합제와 반응 생성
물의 흡착에 의한 고정, 난용성 물질의 생성 및 수화 반응에 의하여 생긴 치밀한 조직을 갖는 고화체 내의 공극에 갇히
는 물리적 밀봉 작용(Physical encapsulating) 등에 의한 주위 환경과의 접촉 차단등으로 대별된다.
    

시멘트 고형화는 특히 중금속을 함유하는 무기폐기물에 적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시멘트의 높은 pH로 인해 금속이 
경화된 물질구조내에 불용성 수산화물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데, 납, 구리, 아연, 주석, 카드뮴은 화학적인 고정화
에 의해 불용성 화합물을 형성하여 결합되기 쉬운 반면, 수은은 주로 물리적인 미세 포집에 의해서 고정된다.

반면 유기오염물은 수화반응을 방해하여 최종 결합을 감소시키게 되어 쉽게 안정화되지 않는다.

또한, 유기오염물은 결정구조 형성을 감소시키기도 하여 결과적으로 비결정 물질을 만들게 된다. 유기오염물이 시멘트
수화를 방해하는 것을 감소시키고, 안정화를 증대시키기 위해 시멘트와 혼합하는 첨가제가 사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첨가제는 유기적으로 개조된 점토나 자연점토, 풍화한 흑운모(Vermiculte), 용해성 규산나트륨(Sodium silic
ates)등이 있다.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 폐기물을 안정화 및 고형화시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고화체가 외부의 환경에 잘 견뎌
야하며, 특히 산성비에 의한 유해물질의 용출을 억제할 수 있어야 한다.

한편, 기존에 개발되어 실용화되고 있는 시멘트 고형화 방법은 혼합기에 제강분진과 중금속안정화처리제 및 소량의 용
수를 첨가하여 안정화처리한 후 분진 중량비로 약 2∼3% 의 시멘트를 첨가하여 시멘트에 의한 발열반응과 태양열에 의
한 자연건조 단계를 거치는 공정으로 구성되어 고형화된 폐기물질의 강도유지 및 폐기물중의 중금속 등을 비교적 안정
하게 고정시킬 수 있고, 경제성이 높은 처리 방법으로 여러 분야에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특정환경, 즉 산성우나 해수로 인해 고형시편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중금속이 용출될 수가 있으며, 금
속이온이 존재할 경우 시멘트 수화반응을 지연시켜 시편의 경화반응을 저해하여 압축강도를 감소시키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지하수가 산성이고, 시멘트는 산성조건하에서 구조 붕괴를 일으키는 등의 치명적인 영향을 받으므로, 산성
용액에서의 용출을 억제하도록 중금속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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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멘트를 기본으로 하는 안정화 기술이 여러 가지 장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단점으로 지적되는 것은 적당한 
수화를 지연 또는 방해하는 오염원에 대한 시멘트의 민감성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물질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문제시되고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발명이 이루고자 하는 기술적 과제

본 발명은 상기와 같은 문제점과 필요성을 감안하여 창안된 것으로서, 본 발명의 목적은 시멘트와 함께 지정 폐기물을 
고형화할 때 시멘트의 수화반응을 촉진하여 중금속 이온 등에 의한 경화방해효과를 억제시킬 수 있는 고화제를 제공하
는 데 있다.

본 발명의 다른 목적은 전술한 고화제로 제조되어 지정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건설자재, 건축자재 및 토목자재로써 
다각적으로 활용화할 수 있는 고화제를 이용한 경화체를 제공하는 데 있다.

    발명의 구성 및 작용

상기와 같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CaO 40∼60%, SiO 2 15∼20%, Al2 O3 5∼10%, Fe2 O3 2∼6%, MgO 4∼5%, 
S 0.5∼1%, CaCO3 2∼20% 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화제가 제공된다.

아울러, 상기 조성비를 갖는 고화제 12∼20%, 지정 폐기물 25∼35%, 시멘트 20∼28%, 모래 25∼35%를 혼합하여 
양생시킨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강도가 우수한 경화체가 제공된다.

또한, 상기 지정 폐기물은 제강분진과 도금슬러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강도가 우수한 경화체를 제공한다.

이하, 첨부된 도면을 참조하여 본 발명을 상세하게 설명한다.

본 발명에 따른 지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화제는 CaO 40∼60%, SiO 2 15∼20%, Al2 O3 5∼10%, Fe2 O3 2∼6%, 
MgO 4∼5%, S 0.5∼1%, CaCO 3 2∼20%의 조성비로 이루어진다.

또한, 본 발명에 따른 경화체는 상기 고화제 12∼20%, 지정 폐기물 25∼35%, 시멘트 20∼28%, 모래 25∼35%를 혼
합하여 양생시킨 것이다.

상기 조성비의 수치 한정 이유는 다음과 같다.

CaO가 40% 미만일 경우, 수화반응이 적게 일어나 경화를 발생하지 못하고 60% 이상일 경우, 수화반응이 너무 크게 
발생하여 경화체에 균열을 초래하여 결국 경화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하므로 40%∼60% 로 한정한다.

또한, SiO2 ,Al2 O3 ,Fe2 O3 의 조성 수치는 일반 시멘트 이론에 의하면 SiO 2 /R2 O3 비를 통상 1.5 이내로 한다는 내용에 
의하여 한정한 것인 바, 여기서 R2 O3 는Al2 O3 와Fe2 O3 의 합을 의미한다.

또한, MgO, S의 양은 상기 값들이 결정된 후, 일반 시멘트 이론에서의 LSF(Lime Saturation Factor) 식에 의거하여 
산출되어진 양이다.

CaCO3 는 실제로 CaO의 과다 주입에 따른 발열에 의한 균열을 줄여주고, 강도를 증진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며, 10% 
미만일 경우 강도 증진 효과가 없고, 20% 이상일 경우 오히려 강도가 감소되므로 10∼20% 로 한정한다.

아울러 시멘트의 양이 20% 미만일 경우, 재활용을 하기 위한 강도값이 떨어지고, 28% 이상 과다 첨가할 경우 경제성
이 저하되므로 20∼28%로 한정한다.

고화제의 양을 12∼20%로 한 것은 상기 시멘트와 마찬가지로 경화체의 경제성과 관련하여 한정한 것이며, 시멘트와 
고화제의 첨가량이 전체 배합비의 40%가 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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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의 양을 25∼35%로 한정한 것은 상기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시험법에서는 시멘트에 대하여 약 2.45배로 첨가
하도록 되어있다. 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지정 폐기물들도 모래와 같은 시멘트 골재로 대체하는 것으로 하여 모래의 첨
가량을 한정한 것이다.

지정 폐기물의 양을 25∼35%로 한정한 것은 지정 폐기물과 모래의 첨가량이 전체 배합비의 60% 이상이 되게끔 하기 
위하여 한정한 것이다.

지정 폐기물을 고화처리하는 경우, 고화제는 무해해야 하고 높은 함수율의 슬러지라도 고화처리할 수 있어야 하며, 경
화체로부터 유해물이 용출되지 않아야 한다. 또한 고화제는 장기간 안정하여 붕괴될 염려가 없어야 하며, 고화처리 작
업으로 공해를 야기시키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용도로 사용되는 고화제를 크게 4가지로 분류하면 수화반응을 이용하는 시멘트계 고화제, 포졸란(Pozzolan) 
반응을 이용하는 석탄계 고화제, 아스팔트계 고화제와, 물유리 우레탄 등의 응집제가 있다.

본 발명에서는 지정 폐기물에 고화제인 포틀랜드 시멘트와 비산회(Fly ash)를 혼합하여 고화하는 방법을 통해 수화반
응과 포졸란(Pozzolan) 반응을 이용하였다.

고화제인 포틀랜드 시멘트에는 CaO, SiO2, Al2O3, Fe2O3가 주성분으로 이 성분들이 전체조성의 90% 이상으로 이들
이 슬러지와 혼합시 수화반응으로 고화가 용이하며 입자간을 결합하여 강성의 골격을 만드는 데 주된 수화반응은 다음
과 같다.

2(3CaO·SiO 2 ) + 6H 2 O → 3CaO·2SiO2 ·3H2 O + 3Ca(OH) 2 (1)

2(2CaO·SiO 2 ) + 4H 2 O → 3CaO·2SiO2 ·3H2 O + Ca(OH) 2 (2)

3CaO·Al2 O3 + 6H2 O → 3CaO·Al2 O3 ·6H2 O (3)

4CaO·Al2 O3 ·Fe2 O3 + 2Ca(OH) 2 + 10H2 O →

3CaO·Al2 O3 ·6H2 O + 3CaO·Fe 2 O3 ·6H2 O (4)

이하에서는 실시예와 관련하여 본 발명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한다.

지정 폐기물을 고형화하는 데 있어서, 시멘트, 점토 등의 고화제와 이들 성분의 결합을 돕기 위하여 첨가되는 각종 염화
물 등 고화조제를 선정하여 조제된 경화체에 대한 압축강도, 용출특성 등을 평가하고 장기적으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데, 지정 폐기물로는 철강공장의 제강분진과 도금공장의 폐수처리장에서 배출되는 도금슬러지를 대상으로 하
였다.

고화제, 고화조제, 배합비 및 양생일수 등에 따른 고화실험을 실시하여, 강도시험(일축압축강도)과 용출시험을 실시하
였다.

(1) 실험 재료 및 플로우 쉬트(Flow Sheet)

본 발명에 사용된 시료는 중금속 함유 폐기물로서 제강분진, 도금 슬러지를 약 100∼110℃의 건조기안에서 2일(48시
간)동안 건조 후 분쇄하여 약 1.19㎜ 체를 통해 나온 분말 형태의 것을 대상으로 전술한 조성비를 갖는 고화제와, 고화
조제로 비산회(Fly ash), 입경이 약 0.85㎜ 이하를 갖는 모래와 점토를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폐기물 공정시험법상에는 고형페기물들의 수분량을 측정하기 위한 온도와 시간을 100∼110℃에서 4시간 
동안 건조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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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본 발명에서는 폐기물의 수분을 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수분이 건조된 상태의 
시료를 얻기 위한 목적으로 건조시키는 것이므로 지정 폐기물을 100∼110℃의 건조기안에서 2일 동안 건조시켰다.

또한, 약 1.19㎜ 체를 이용한 이유는 모래보다는 비교적 굵은 형태의 골재로서 폐기물을 적용시키기 위한 것이며, 약 
0.85㎜ 이하의 입경을 갖는 모래를 이용한 이유는 시방서에는 표준 모래의 입경이 적어도 0.8㎜ 이하인 것을 적용하도
록 되어 있으나, 실제 적용시 0.85 ㎜ 이하인 모래를 적용하는 것이 모래 이용면에서 효율적이라고 사료되어 기준보다
는 비교적 큰 입자의 모래를 사용한 것이다.

또한, 일축압축강도 증대와 용출 억제를 위해 두진산업의 약품 GS(Green Star, 특허출원 제 96-32376호(출원일자
:96.3.2)참조)와 본 실험실에서 조제한 약품인 SN 3 등의 고화제 약품을 사용하였다.

상기 SN 3는 SN 5의 예비실험을 위한 고화제 초기 모델로서 SN 3는 SN 5를 사용한 때보다 시멘트, 모래를 비롯한 많
은 배합물등이 첨가되지만, SN 3 자체의 구성분은 단지 CaO와 MgO로만 구성되어 있어 결과적으로 그다지 높은 강도
를 발현하지는 못하였다.

지정 폐기물과 폐슬러지·무기 고화제·고화조제를 혼합하여 조제된 고화 및 고화체에 대한 압축강도, 용출특성 등을 
파악하기 위한 시험방법 및 공정도가 도 1에 나타나 있다.

(2) 시편 제조장치 및 압축강도 측정장치

본 발명에서 사용되어진 장치로 공시체 제작을 위한 몰드(Mould)는 시멘트 화학적 반응에 견디고 비흡수성인 주철제
로서5×5×5 ㎝ 크기인 시편틀을 제작하여 사용하였다.

공시체의 제작을 위해 시편틀을 이용하여 준비된 시멘트, 지정폐기물과 각종 염화물 등을 적정비로 혼합하여 고형체를 
제작하는 데, 제작에 관계되는 필요한 사항은 콘크리트용 공시체 제작의 기준인 KSF 2403을 참조하여 제작하였다.

준비된 시멘트와 지정 폐기물, 고화제, 모래, 고화조제 등을 각각의 혼합비에 맞추어 몰타르 믹서(Mortar mixer)에 투
입한 후 제조하였는데, 이때 흐름시험기(Flow Tester)에 의해 적절한 물량을 조절하였다.

또한, 제작된 공시체의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압축강도기를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상기 시편틀과, 몰타르 믹서, 흐름시험기, 압축강도기는 KS 규격 및 시방서의 몰타르 제작편에 나와 있는 장치들이다.

(3) 일축압축강도 시험방법

각각의 혼합물들을 각 조건의 비율에 맞게 혼합한 후, 몰타르 믹서로 믹싱을 하면서 물량(ml)을 계량한 후, 믹서기를 
저속으로 약 9분∼10분간 혼합한 후 흐름시험기로 흐름정도를 측정한다.

이때 흐름정도는 직경이 약 11.5∼12.5 ㎝가 되게 하고 이 시료를 몰드에 3층 다짐으로 채워 넣어 25∼30회 다짐을 
한다.

다짐이 끝난 후에는 흙손 또는 비슷한 기구로 몰드의 옆면 및 끝면을 따라 스페이징을 한다.

이를 상온에서 2∼3일간 건조시켜 탈형을 하면 일축압축강도를 측정할 수 있는 공시체가 된다.

시방서에 따르면 대부분의 시편의 양생일수는 7∼28일 동안에 이루어진다. 간혹 콘크리트 등에서는 장기적인 양생일수
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시멘트 제품들이 이용할 수 있을 만큼의 양생기간을 고려해볼 때 7, 14, 28일 양생 후 
강도를 측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제작된 공시체를 7일, 14일, 28일 별로 압축강도를 측정하는 데, 측정기기로는 UTM(Torsee's Universal Testing 
Machine)을 이용하여 압축강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압축강도(㎏f/㎠)는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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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축압축강도(㎏f/㎠) = 최대하중(㎏f)/시험체의 단면적(㎠)

[실시예 1]

폐기물(도금슬러지와 제강분진)과 시멘트에 SN 5라 명명한 고화조제를 혼합시켜 벽돌로서 지정 폐기물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때의 혼합 구성비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이때 시멘트와 SN 5는 각각 50:50과 70:30으로 하여 3종의 구성비를 갖는 SN 5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실제 벽돌 제조에 이용이 될 수 있는 강도치인 80 ㎏/㎠ 보다 높은 100 ㎏/㎠ 이상의 높은 강도를 보이는 시편
들이 나타났고, 시멘트와 SN 5를 70:30으로 혼합시킨 경우에는 14일 양생 후 200 ㎏/㎠ 이상의 강도치를 나타냈다.

특히 SN 5 자체만으로도 80 ㎏/㎠ 이상을 나타냈고, 여기에 CaO를 CaCO 3 로20 %치환하여첨가시 가장 좋은 압축강도
치를 보였으나, CaCO3 량이과도하게 주입이 되는 경우 특별한 강도의 증가는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CaCO3 와CaSO4 를 동시에 주입하는 경우에도 특별한 강도 증진은 없고 도리어 28일 시편에 균열이 발생하고 강
도치가 발전되지 못하는 현상을 나타냈다.

또한, 시멘트와 SN 5의 비를 50:50으로 주입한 것보다도 70:30 으로 주입하는 경우가 더욱 높은 강도치를 보이는 것
으로 보아 SN 5를 주 고화제로서의 이용보다는 고화조제로서 시멘트 단독으로 고화시 낮은 강도에 대한 대응책인 고화
보조제로서 이용하는 것이 더욱 경제적이고, 우수한 강도를 발현시켜 벽돌뿐만 아니라 콘크리트로서도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론적으로 경화물질의 압축강도를 좌우하는 것은 결정화(結晶化)이다.

하지만 도금슬러지나, 제강분진에는 이러한 결정화를 저해하는 중금속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어 고형화시 낮은 압축강도
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적절한 발열은 고화제 구성분들 간의 결정화를 촉진시킬 수 있으므로 온도 조절 또한 필요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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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2a 및 도 2b는 본 발명에 따른 경화체의 미세구조를 전자현미경(SEM)으로 관찰한 것으로서, 7일 강도가 100 ㎏/
㎠ 이상으로 측정되었다.

[실시예 2]

지정폐기물을 이용한 경화체가 벽돌로서 재이용될 때 중금속에 의한 2차 오염이 발생된다면, 매우 높은 강도를 나타낸
다할지라도 재이용이 재고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중금속의 고정율은 경화체의 재이용에 따른 장기적 환경영향의 지표로서 이용되어질 수 있다.

특히 장기간의 용출시험을 통해 높은 중금속 고정 효율을 보여준다면, 충분히 재이용할 수 있는 제품이 되는 것이다.

제강분진 및 도금슬러지에 대한 고화실험에 있어 압축강도를 측정한 후 부서진 시편을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근거하여 
적정한 크기로 파쇄한 후 그에 대한 중금속 함유량을 용출시험하여 그 분석 결과를 표 2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볼 때, 본 실험 조건에서 고형화를 시켜 그에 따른 용출시험결과는 폐기물 관리법상의 규제농도 이하인 것
으로 나타났다.

주) ND(Not Detected) : 미용출

(1) 용출 시험방법

고화처리된 시편의 7일, 14일, 28일 경과 후 및 장기용출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의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거한 
용출시험방법과 미국에서 사용되고 있는 TCLP 방법을 이용하여 용출하여 비교 분석하였다.

1) 폐기물 공정시험법 - 고상 또는 반고상 폐기물에 대하여 폐기물 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정 폐기물의 판정 및 
중간 처리방법 또는 매립방법을 결정하기 위한 시험에 적용되는 환경부 고시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따라 분석한다.

2) 미국 TCLP - TCLP(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는 현재 미국 RCRA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
는 시험법으로 액상, 고상, 및 혼합 폐기물의 유기 또는 무기물의 용출 가능성을 시험하는 회분 시험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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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분석에 사용된 기기로는 최신 고도의 정밀도를 나타내고 있는 측정기기인 ICP(Inductively Coupled PlasmaE
mission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사용된 모델로는 Perkin Elmer Plasma 2000 이었다.

고형화 처리 후 1차 용출시험을 한 결과, 비소(As)는 제철 폐기물과 도금 슬러지에는 전혀 용출되지 않고 있으며, 두 
폐기물의 중금속 용출 농도는 기준치 이하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제강분진의 경우 도금슬러지에 비해 총 크롬(T-Cr)이 상대적으로 낮게 용출되었고, 반면에 도금슬러지는 제철
폐기물보다 납(Pb)이 낮게 나타났다.

본 실험범위에서는 중금속 용출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특히 압축강도가 크고 고화조제에 의해 고화가 촉진되어 
중금속이 잘 고착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고형화에 따른 중금속 제거율을 계산하여 표 3에 나타내었다.

전체적으로 중금속 제거효율은 납과 크롬을 제외하고는 거의 99% 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특히 비소와 카드뮴의 경우 
아주 높은 효율을 보였고, 납과 크롬의 경우에도 비록 제거율은 약간 떨어지나 규제 농도에는 미달되는 것으로 나타나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표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른 용출 실험결과는 단기용출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기준치 이하의 농도를 나타냈고, 
장기용출에서도 Cu의 경우 초기에는 약 1.3 mg/L 로 기준치 이하의 농도를 나타냈고, 장기적인 반복 용출에는 그보다 
더욱 낮은 약 0.3∼0.75 mg/L 의 평균 농도치를 나타냈다.

이러한 실시의 예를 통해서 본 발명에 따른 고화제를 이용한 경화체를 건설재료 등으로 재활용이 가능할 정도의 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의한 환경 영향이 없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발명의 효과

이상에서와 같이, 본 발명에 따르면 시멘트와 더불어 지정폐기물의 경화를 용이하게 하고, 고화된 경화체의 압축강도를 
향상시키며, 중금속 용출에도 안정성을 보유하여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이 시멘트 벽돌 및 보도블럭 등의 건
설재료로서 재활용 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상에서 본 발명에 따른 지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화제 및 이를 이용하여 제조된 압축강도가 우수한 경화체에 대
한기술사상을 첨부도면과 함께 서술하였지만 이는 본 발명의 양호한 실시예를 예시적으로 설명한 것이지 본 발명을 한
정하는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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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이 기술분야의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이면 누구나 본 발명의 기술사상의 범위를 이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
한 변형 및 모방이 가능함은 명백한 사실이다.

(57) 청구의 범위

청구항 1.

중량%로서 SiO2 15∼20%, Al2 O3 5∼10%, Fe2 O3 2∼6%, MgO 4∼5%, S 0.5∼1%, CaCO 3 10∼20%및 CaO 40∼
60%로 구성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지정 폐기물 재활용을 위한 고화제.

청구항 2.

중량%로서 SiO2 15∼20%, Al2 O3 5∼10%, Fe2 O3 2∼6%, MgO 4∼5%, S 0.5∼1%, CaCO 3 10∼20% 및 CaO 40∼
60%로 구성되는 고화제 12∼20%, 지정 폐기물 25∼35%, 시멘트 20∼28%, 모래 25∼35%를 혼합하여 양생시킨 것
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강도가 우수한 경화체.

청구항 3.

제 2항에 있어서,

상기 지정 폐기물은 제강분진과 도금슬러지인 것을 특징으로 하는 압축강도가 우수한 경화체.

청구항 4.

삭제

도면
도면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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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a

도면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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