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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본 연구는 개질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SPB), Brand name 

“Thiomer”)를 활용하여 유해물질의 안정적인 고형화/안정화와 산업부산물의 친환

경적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해폐기물 소각재의 적용타당성

과 최적화 방안을 실험적으로 수행하고, 유해 중금속과 Thiomer의 물리․화학적 메커

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해폐기물을 단순 폐기물처리가 아닌 친환경건설재

료로서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우선 Thiomer의 유해물질 고형화/안정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Thiomer로 중금

속을 함유한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과 산업폐기물

(Industrial Solid Waste, ISW)의 소각재를 고형화/안정화하는 실험을 lab scale로 수행

하였다. ASR/ISW 소각재(including bottom and fly ash, 30-50 wt%), Thiomer(20-40 

wt%)와 모래(20-40 wt%)는 6가지 배합비로 설계하여 약 140℃로 예열된 반응기에서 

혼합․가열하여 고화체를 만들었다. 고형화/안정화 효과는 고화체를 대상으로 폐기물

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실험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고형화/안정화 후 중금

속 용출량이 낮게 나타냈으며, 약 91-100%의 중금속이 고정화되는 효과를 나타냈

다. Thiomer로 고형화된 ASR/ISW 소각재의 표면구조와 광물상은 FE-SEM/EDS와 

XRD로 분석하였으며, FE-SEM/EDS 결과, ASR/ISW 소각재 표면의 중금속 양이 감소

하고, 황의 질량 %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XRD 결과를 통해 ASR/ISW 소각재

와 Thiomer 결합물질의 peaks가 황과 관련된 결정질 복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안이 중금속을 포함하는 ASR/ISW 유해 

소각재의 고형화/안정화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Thiomer의 친환경건설재료로서 활용 방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동차 파쇄 

잔재물(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물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는 

D-optimal mixture를 사용하여 Thiomer (20-40 wt%), ASR fly ash (30-50 wt%), 

sand (20-40 wt%)를 14가지 배합설계비로 구성하고 직경 50mm × 높이 100mm의 

고화체를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제작된 고화체는 구조적 특성으로 압축강도와 환경

적 특성으로 중금속 용출특성을 평가하여 최적조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고화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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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구조를 FE-SEM/EDS로 분석하여, Thiomer로 고정화된 ASR 비산재는 처리되지 

않은 ASR 비산재와 비교하여 공극과 간극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XRD 

분석을 통해 ASR 비산재의 유해중금속과 황이 결합제로 작용하여 캡슐화하는 형태

로 확인하였고, 황과 관련된 결정질 복합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였다. 전체 실

험중 30 wt% Thiomer, 30 wt% ASR 비산재와 40 wt% 모래의 배합설계비에서 구조

적 및 환경적으로 최적의 고형화 조건을 보여주었다. 최적화 조건에서 고화시료는 

54.9 MPa의 높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었고, 중금속 용출은 각각 0.0078 mg/L Pb, 

0.0260 mg/L Cr, 0.0007 mg/L Cd, 0.0020 mg/L Cu, 0.1027 mg/L Fe, 0.0046 mg/L Ni, 

0.0920 mg/L Zn으로 국내의 기준(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매립방법을 결정하는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hiomer가 포틀랜트 시멘트를 바인더로 사용하는 전통적인 시멘트 고형화와 비교하

였을 때, 우수한 강도와중금속 용출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를 만족시켜, 시멘트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건설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Thiomer 고형화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약 140℃의 

반응기에서 배합비(Thiomer : Heavy metal = 80 : 20 [wt%])로 순수재료를 혼합하

고, 고화체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고화체의 표면구조는 FE-SEM/EDS로 분석하여 

중금속 산화물 및 화합물의 분포와 표면형태를 조사하여, 중금속 물질이 용융된 황

에 의해 얇은 막으로 쌓이거나 황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XRD로 고화체의 광물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물질은 Thiomer의 황(S)에 의

해 막으로 둘러싸여, 중금속 물질이 황과 반응하여 새로운 황화합물로 변환될 가능

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thermogravimetric analysis(DSC-TGA) 분석결과 반응온도(약 140℃)범위 내에서 무게

의 큰 변화를 볼 수 없었고, 열역학법칙에 의한 계산결과 140℃ 이하의 온도에서

새로운 화합물(중금속 황화물과 같은 결정질 복합체)의 형성이 어려우므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Thiomer를 결합제로 

사용하는 고형화는, 개질된 유황이 중금속 물질을 물리적으로 캡슐화하여, 화학적 

안정화인 기존 시멘트 고형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Thiomer를 활용한 유해폐기물의 고형화/안정화 방안은 압축강도와 중

금속 용출의 관점에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며, 짧은 양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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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도 높은 압축강도와 뛰어난 중금속 고정화 효과가 있어, Thiomer는 유해폐기물

의 안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친환경건설재료로의 사용이 가능함을 보여주었다. 그

러나,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압축강도, 용출특성 및 고

형화 메커니즘을 재검증을 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pilot 규모의 연구가 추가적으

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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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olidify/stabilize hazardous materials such as fly 

ash and ASR residues and to utilize these industrial byproducts as an 

environmentally 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s by modified sulfur polymer 

binder(Brand name “Thiomer”). For this purpose, the application and optimization 

of solidification of hazardous waste incineration ash were experimentally conducted 

and the physical and chemical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of solidification of h

azardous heavy metals and Thiomer were analyzed. Through this study, we tried 

to find the potential of utilization of hazardous waste as an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 rather than simple waste treatment. 

In order to find the feasibility of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toxic substances by 

Thiomer, lab scale experiments were conducted by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and Industrial Solid Waste (ISW) incineration ash. The mixture samples based 

on six mixing design ratios of ASR/ISW materials (including bottom and fly ash, 

30-50 wt%), Thiomer (20-40 wt%) and sand (20-40 wt%), were prepared and 

heated from a preheated reactor at approximately 140℃. In order to assess the 

efficiency of solidification/stabilization, leaching tests of the mixture samples were 

performed by following Korean Standard Leaching Procedure. The results showed 

low leaching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after solidification/stabilization, with 

solidification efficiency of around 91-100%. The morphology and mineral phases of 

the Thiomer-solidified ASR/ISW incineration ash were characterized by 

FE-SEM/EDS and XRD, which indicated that the amounts of heavy metals 

detectable on the ASR/ISW thermal residue surface were decreased as the sulfur 

percent increased. The XRD results also confirmed that solidified mixture of 

ASR/ISW incineration ash and Thiomer produced a crystalline complex with sulfur. 

The Thiomer solidified process could convert the heavy metal compounds into 

highly insoluble metal sulfides and simultaneously encapsulate the ASR/ISW thermal 

residue. These results confirmed that the Thiomer could be applied for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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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ASR/ISW hazardous incineration ash containing heavy 

metals.

In addition, optimization studies were conducted for the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 to assess its utility as an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 The optimization experiments were designed by D-optimal 

mix, consisting of 14 combinations of Thiomer (20-40 wt%), ASR fly ash (30-50 

wt%), and Sand (20-40 wt%), producing solidified molds of 50mm in diameter × 

100mm in height. The physical properties of the prepared solidified materials were 

evaluated by compressive strength as a structural property and leaching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s as environmental characteristics. Analyzing the 

microstructure of the solidified matrix by FE-SEM/EDS, the pores and gaps of 

solidified ASR fly ash was reduced comparing with those of untreated ASR fly ash. 

In addition, XRD analysis confirmed that the hazardous heavy metals in fly ash 

and sulfur in Thiomer produced crystalline complexes associated with sulfur. In the 

lab experiment, the mixture of 30 wt% Thiomer, 30 wt% ASR fly ash and 40 wt% 

sand showed the optimal structural and environmental condition. In this optimum 

condition, A compressive strength of the solidified molds reached to 54.9 MPa, 

while heavy metals leaching were 0.0078 mg/L PB, 0.0260 mg/L Cr, 0.0007 mg/L 

Cd, 0.0020 mg/L Cu, 0.1027 mg/L Fe, 0.0046 mg/L Ni and 0.0920 mg/L Zn, 

respectively, which were substantially lower than the Korean standard leaching 

requirements for hazardous wastes. These results show that Thiomer is an 

innovative binder to utilize Thiomer concrete as a construction material, which 

meets stringent environmental regulations for heavy metal leaching and produces 

excellent compressive strength compared to Portland cement concrete.

Finally, to identify the physical and chemical mechanisms responsible for 

Thiomer solidification, pure materials (Thiomer : Heavy metal = 80 : 20 [wt%]) 

were mixed in a lab scale reactor at about 140℃ and solidified sample matrixes 

were made and analyzed by FE-SEM/EDS, XRD and DSC-TGA, The surface 

structure of solidified mixtures was analyzed by FE-SEM/EDS to investigat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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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ribution and surface morphology of heavy metal oxides and compounds. The 

heavy metal materials were identified to be accumulated in the thin film by the 

molten sulfur or exists inside the sulfur structure. The mineral characterization of 

solidified matrix investigated by XRD, shows that the heavy metal materials are 

surrounded by the sulfur (S) of the Thiomer, which reactivities are lowered. In 

addition, the results of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thermogravimetric analysis 

(DSC-TGA) and thermodynamics parameters calculations showed that sulfur and 

metals reaction at the set temperature (~140℃) range shows least probable to 

form crystalline complexes such as heavy metal sulfides. Therefore, the Thiomer 

can be used as a binder to physically encapsulate the heavy metal materials in 

the modified sulfur structure to replace the conventional cement solidification 

method.

Overall, the solidification/stabilization method of hazardous wastes using Thiomer 

is superior to general Portland cement in terms of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and shows high compressive strength and excellent heavy metal 

fixing effect in short curing period. In addition, Thiomer has shown that it can be 

used not only as a stable treatment of hazardous wastes but also as an 

eco-friendly construction material. However, in order to put the research results 

into practical use, pilot scale future study is highly recommended to further 

elucidate the compressive strength, leaching characteristics, and mechanisms in the 

long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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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전 세계적으로 유황의 생산량은 72.9백만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해왔고, 앞으로

도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이며, 광산, 가스, 원유, Oil sand 등에서 생산된다

(Harrisson, 2016). 특히 국내에서는 연간 많은 양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여 정제

유의 수출과 석유화학 제품생산으로 우리나라 에너지산업의 주요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대기오염 물질에 대한 규제가 엄격해지고 고급 석유화학 제품의 수요가 증

가함에 따라 각 정유사별로 부생유황의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다. 수입된 원유는 정

유사에서 정제과정을 거쳐 석유제품으로 생산되는데 정제과정의 탈황시설을 통해 

부생유황이 연간 1.2백만 톤이 생산되고 있다(고정, 2013; 차수원 et al., 2011). 그러

나 생산량에 비해 수요량이 적어 몇 몇 국가에서는 폐기물로 간주하고 있어 부생유

황을 건설재료로 활용하기 위한 유황콘크리트나 아스팔트로 사용하기 위해 개질 유

황을 사용하는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SPB)를 개발하고 이를 적용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보다 고강

도, 내화학성, 내염성, 초속경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또한 유해한 중금속 화합물

을 불용성 황화물로 변환시키는 동시에 폐기물을 캡슐화하는데 방안에도 사용될 수

도 있다(Sullivan and McBee, 1976; Mishras and Shimpi, 2005; Mohamed and El 

Gamal, 2007). 부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와 환경 친화적 관점에서 유황폴리머바인더

의 활용성과 가치는 더욱 증가할 것이라 생각된다.

매년 500만 톤의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utomotive Shredder Residues, ASR)이 발

생하며, 잔재물 대부분은 매립이나 소각처리 된다(Patnaik and Satapathy, 2009; 

Chung, 2010; Ahmaruzzaman, 2010). ASR은 POPs(Persistant Organic Pollutants)에 추

가된 중금속 PCBs(Polychlorinated Biphenyls), BFR(Brominated Flame Retardants)과 

같은 유해 물질의 함량이 높고, 이질성이 높아 ‘유해폐기물’, 즉 지정폐기물로 분

류할 수 있다(Darnell, 1996; Cunliffe et al., 2003; Ciacci et al., 2010; 

Ahmaruzzaman, 2010). 이와 마찬가지로 산업고체폐기물(Industrial Solid Waste, ISW)

도 인화성, 반응성, 유독성이 높고 유해한 중금속으로 이루어져 지정폐기물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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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진다(Ioannidis and Zouboulis, 2003; Ioannidis and Zouboulis, 2006; Ioannidis et 

al., 2006). 이에 국내에서는‘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환경부, 2014) 재활용률을 95%(에너지 회수 10% 포함)까지 높이고자 하였

다(박정환 et al., 2012).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부피를 감소시키기 위해 소각처리 후 

매립되지만 국내의 경우 매립지 면적이 한정되어 있고 자원 순환에 관한 관심이 고

조되면서 재자원화 및 재활용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산업부산물의 안

정적인 처리와 함께 재자원화와 재활용률 증대를 위해 친환경 건설재료로의 활용방

안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최근에는 환경 분야에서 중금속 오염토양과 소각재에 대한 관심과 유

해물질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인산염계 물질 (인회석, 인광석, 인산염 비료 

등), 금속 산화물계 물질, 산업폐기물 (슬래그, 비산재, 바닥재, 굴폐각 등) 등을 적

용한 고형화/안정화 및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umpiene et al., 2008; 김준

하, 2017). 그러나 여전히 시멘트 고화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는 일반 포틀랜

트 시멘트의 장점인 가격이 저렴하고, 고화체를 만들기가 쉽기 때문이다.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을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환경부, 2018), 압축강도나 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고화제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 언급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개선시킬 수 있는 고화제의 연

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질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SPB), Brand 

name “Thiomer”)를 활용하여 유해물질의 안정적인 고형화/안정화와 산업부산물

의 친환경적 활용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해폐기물 소각재에의 적

용타당과 최적화 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출하고, 유해 중금속과 Thiomer의 물리․화학

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유해폐기물을 단순 고형화/안정화 처리가 아

닌 친환경건설재료로서의 활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1.2.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부생유황을 활용한 개질유황폴리머바인더를 고형화/안정화 방법에 

적용하여 유해폐기물 소각재의 고형화/안정화 적용타당성과 최적화 방안을 실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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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도출하고, 유해 중금속과 Thiomer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하였다.

본 논문의 장별로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제1장의 서론에서 연구의 목적과 내용을 제시하였다.

제2장은 부생유황의 발생과 적용, 유해폐기물(ASR/ISW)의 발생과 재활용 현황, 유

해폐기물의 고형화에 대한 문헌을 정리하였다.

제3장은 유해폐기물(ASR/ISW) 소각 잔재물의 유황폴리머바인더 고형화/안정화 방

법에 응용하고 중금속 용출특성을 평가하고, 기본적인 고형화의 활용가능성을 제시

하였다.

제4장은 유해폐기물 중 ASR 비산재를 제시된 고형화/안정화 방법을 적용하여 친

환경적 건설자재로 활용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압축강도와 용출특성을 실험적으로 

평가하고,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고형화 최적조건을 모델링하였다

제5장은 중금속 물질을 유황폴리머바인더 고형화/안정화 방법에 적용하여 물리․화

학적 고형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제6장은 연구결과를 정리하여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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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문헌 연구

2.1. 개질유황

2.1.1 유황 (Sulfur)의 특성

자연 상태에서 유황 동소체는 준안정 물질이며, 순수한 유황은 다른 물질과 손쉽

게 반응하여, 순수한 상태의 유황으로 존재하기가 어렵다. 유황동소체는 화학적으로 

크게 두 가지 형태를 띤다. 첫째, 분자 내에서 유황 원자 간의 화학적 결합에 의하

여 생성되는 유황 분자이며, 둘째, 분자사이에 일어나는 화학적 결합으로 격자모양

의 결정체 배열을 가진다. 유황 원자는 링(cyclo-Sn)과 체인(catena and poly catena)

형태로 결합한다. 이론상으로 유황은 Sn 원소 수에 따라 원소의 배열과 성질이 달라

진다. 원소수가 6<n<12사이는 링 형태로 배열되며, 이들 중 cyclo-S6, cyclo-S8, 

cyclo-S10가 가장 안정한 상태를 유지한다. 원소 수가 6보다 작거나 12보다 크면, 링 

형태 또는 체인형태로 배열된다. 원소 수가 12보다 많으면 매우 불안정해지고 서로

간의 구속력이 떨어지며, 비연속적 특성을 지닌다. 이러한 상태는 유황이 액체일 때 

나타난다(고정, 2013).

유황의 중합반응에 대한 연구는 많이 진행되어 왔으나, 유황의 중합 현상을 

정확하게 나타내기에는 아직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유황의 용융점은 120℃로 

밝은 노란 색을 띄며, 유황의 분자 구조는 링 형태의 S8 구조를 유지하고 있다. 

유황의 온도가 159℃에 도달하면 다양한 특성변화가 발생한다. 온도에 따라 밀

도의 변화가 발생하며, 색이 점점 어두워지며, 빛의 굴절률이 작아진다. 또한, 

홀 전자의 증가가 나타난다. 이는 링 구조의 유황이 깨져서 선 형태의 유황분자

로 변화가 발생하였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159℃이상의 온도 증가는 링 구조

의 유황을 점점 더 선 형태의 유황분자로 변화시키며 이들은 서로 끄려 체인형

태의 유황분자형태로 결합하게 된다. Table 2.1은 온도에 따른 유황의 상태 변화

를 나타내며, Fig. 2.1은 유황 분자의 폴리머화 과정의 형상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고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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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se Temp (℃) Allotrope
Density

(Tonf/m3)
Arrangement Remark

Solid

-114.5 Sα 2.069
Cyclo-S8

(Orthorhombic)

Bright 

yellow

114.5-119.3 Sβ 1.940
Cyclo-S8

(Monoclinic)
Yellow

Liquid

119.3-157.0 Sλ 1.780

-

1.800

Ring separation Dark red

157.0-160.0 Sμ Ring opening Dark brown

160.0-188.0

Sπ

1.780

-

1.600

Catenation

(Short → Long)
Dark black

188.0-444.6
Cross-linking → 

Chain scission

Gas

444.6 S3

- - -530.0 S3, S2

720.0 S2

Table 2.1 Allotropies of sulfur and their characteristics at different temperature 

(고정,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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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Sulfur polymerization mechanisms (고정, 2013)

2.1.2 유황의 발생량

전 세계적으로 유황의 생산량은 Fig. 2.2와 같이 72.9백만 톤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증가할 추세이다(Harrisson, 2016). 광산, 가스, 

원유, Oil sand 등에서 많은 양이 생산되고 있으며(Harrisson, 2016), 유황은 지구에 

존재하는 원소 중 16번째로서 그 양이 풍부하다. 대부분 지구내부 암석층에 존재하

는 원유나 LNG 가스에 포함되어 있다. 유황은 독성물질로서 원유를 정제할 때 곡 

회수를 하게 되는데 이를 ‘탈황’이라고 한다. 석유제품은 증류, 탈황, 분해 및 개

질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다(박치석,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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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Global sulphur production by country, 2011-2017 (Harrisson, 2016)

국내에서는 매년 막대한 양의 원유를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으며, 이를 자동차 

및 산업용 에너지원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양한 석유제품들을 생산하고 있다. 

이러한 석유제품의 생산을 위해 정유 플랜트에서는 정제과정을 거치게 되고, 이러

한 과정 중 대기환경을 고려하여 공정별로 탈황과정을 통해 산업부산물의 하나인 

황(Sulfur)이 발생하고 있다(차수원 et al., 2011). 환경오염물질 배출의 규제강화와 

고품질 석유제품을 원하는 소비자를 충족시키기 위해 부생 유황의 생산량은 지속적

으로 증대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내 유황 생산현황(광산물 수급현황, 2011)은 Table 

2.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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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정제능력

(천b/d)

탈황시설

(천b/d)

유황 

회수가능량

(천톤/년)

비  고

SK에너지 1,115
90(중질유),

70(분해)
500

내수 : 수출 =

5 : 5

GS칼텍스 775 155(cracking) 70 내수

S-Oil 669 297(중질유) 400
내수 : 수출 =

6 : 4

현대 390 155(등, 경유) 100
내수 : 수출 =

7 : 3

계 2,949 - 1,200 -

Table 2.2 Domestic sulfur production in the year 2011 (광산물 수급현황, 2011)

우리나라의 유황 수요는 과거에는 전량 해외에 의존하였으나 현재는 산업부산

물, 특히 정유사 등에서 환경 문제로 탈황시설이 의무화 되면서 산업의 부산물

에서 공급되고 있다. 고도화 시설이란 단순정제를 통하여 생산되는 중질유인 고

유황 벙커C유를 원료로 하는 고도화 정제가 가능한 시설을 말하며 이를 통해 고도

화 정제를 실시할 경우 중질유 탈황공정에서 다량의 유황이 회수되고 있다(손재협, 

2016). 현재 국내 4대 정유사의 고도화 비율은 평균 18.9% 정도이며 고도화 시설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유황의 부산량 또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현재 국내 4대 정

유사의 탈황정제 능력은 연간 약 120만 톤으로 알려져 있으며 국내에서 생산된 유

황은 비료와 화학제품 등의 원료로 국내에서 50만톤 정도가 소비되고 있으며 일부

는 수출되어 지고 있다(김성구, 2015).

2.1.3 개질 유황의 특성

용융된 유황은 건설재료로서 내산성, 내약품성 및 우수한 내화학성을 지니고 

있어서 내염성 및 부식저항성 등의 우수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오래

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유황 자체의 높은 용융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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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한 별도의 시공 장비 등의 문제점과 상온에서 다시 유황 동소체로 돌아가는 

등의 문제점을 지니고 있어서 오랫동안 실용화 되지 못하였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개질제를 혼합하여 개질하여 유황폴리머의 형태로 적용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개질된 유황은 유황폴리머를 형성하여 현재의 

유황은 개질제의 종류, 다황화물 및 미반응 황의 양에 따라 유황폴리머의 특성이 

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황의 개질제로는 DCPD (Dicyclopentadiene, C10H12)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원유를 정제하는 과정에서 주로 생산되고 있다(김성구, 

2015).

CPD (Cyclopentadiene, C5H6)가 상온에서 중합되어 만들어지는 DCPD의 경우 

150℃ 이상의 온도에서 다시 CPD로 돌아가는 특성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140℃

에서 유황과 상호작용으로 다황화물과 유황 원소의 혼합으로 중합반응이 이루

어 유황폴리머를 형성한다. 이렇게 형성된 유황폴리머의 성질은 유황과 DCPD의 

중량비와 140℃의 온도 유지시간에 따라 차이가 나타난다. 140℃의 온도를 3시

간 동안 유지하여 개질하였을 경우 DCPD의 첨가량에 따른 유황폴리머의 구성은 

Fig. 2.3(Averill et al., 2011)과 같으며 140℃의 온도에서 유황 중량 대비 25%의 

DCPD를 첨가하였을 때 중합반응 시간에 따른 유황폴리머의 구성은 Fig. 2.4와 같이 

DCPD의 첨가비율이 높고 중합반응 시간이 길수록 유황의 개질화가 많이 이루어지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light, L. et al., 1978).

개질유황은 기존의 유황이 지니고 있던 문제점을 개선시켜 산이나 염기를 많

이 사용하는 화학공장의 바닥 재료나 콘크리트 관 등 적용이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개질유황은 향후 예상되는 석유화학 공장의 잉여 유황폐기물을 소화할 수 

있어 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측면에서도 그 기여도가 클 것이라 예상된다(손재협, 

2016). 현재까지 유황의 공급량은 증가하는 반면, 수요처는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유황을 저렴하고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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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Chemical composition of sulfur polymer according to DCPD 

ratios (Averill et al., 2011)

Fig. 2.4 Chemical composition of sulfur polymer according to 140℃ 

holding times (Blight, L. et a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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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4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SPB)의 적용

기존의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는 물로 반죽한 시멘트를 결합재로 삼아 모래나 

자갈과 같은 골재를 혼합하여 제조하였으나 염분에 의한 부식 및 수축현상, 균

열현상, 화학적 내구성 결여와 같은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이러한 기

존의 포틀랜드 시멘트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콘크리트의 바인더로서 시멘트 대

신 황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시멘트 대신 유황을 결합제로 제

조한 유황콘크리트는 오래전부터 내산성, 내약품성, 내화학성 등의 우수한 특성

을 가지고 있었으나 한편으로는 내수성이 부족하다는 결점을 가지고 있어서 오랫

동안 실용화되지 못하였다(손재협, 2016).

그러나 산업발전에 따른 석유, 천연가스 등의 연료소비량이 급격하게 증대함

에 따라 회수되는 유황의 증가가 문제가 되어 유황을 새로운 용도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선진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기존의 유황콘크

리트의 결점인 내수성을 개선하는 방법이 몇 가지 개발되어 Fig. 2.5와 같이 유

황과 폴리머를 반응시켜 노란색을 띄는 액상의 유황바인더를 합성한 후 유황바

인더와 다른 매질을 이용하여 시멘트 2차 가공 산업(해양구조물, 상하수도관, 블

록 등)과 같은 건설인프라 전반에 적용 가능한 유황바인더 기반의 건설재료가 개

발되어 다양한 구조물에 적용되고 있다(차수원 외, 2011).

Fig. 2.5 Manufacturing process of the sulfur polymer binder and the subsequent 

processed product (차수원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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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포틀랜트 시멘트의 대체를 위한 SPB기반 콘크리트의 경우, 양생메커니즘 

(Curing mechanism)을 갖고 있는 유기물의 수분이 없는 열가소성 콘크리트이며, 

내화학성, 초속경성, 고강도 등 일반 포틀랜트 시멘트보다 우수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또한 결합재로서 유황폴리머바인더는 불용성 금속 황화물 형태로 중금

속 화합물을 변환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으며 폐기물을 캡슐화하여 처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rnel, G. Ross, 1996; Kalb. P. D., et al. 1985; Kalb. P. D., et 

al. 1991; Baek et al., 2016)

특징 비교 SPB 기반 콘크리트 일반 콘크리트

양생메커니즘
상 변화

(액상→고상)
화학반응(수화반응)

양생기간
2-3시간 후 

최고 강도의 80% 발현
7-28일 소요

물 사용 여부
물이 필요 없으며, 

겨울에 시공이 가능
겨울에 시공 불가능

재생 여부 재생 사용가능 재생 불가능

Table 2.3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between SPB-based concrete and ordinary 

concrete (차수원 외, 2011)

SPB 기반 콘크리트와 일반 콘크리트의 특징 비교는 위 Table 2.3에 나타내었

다. 일반 콘크리트의 경우 수화작용이 발생하며, 최소 7일에서 최대 28일의 양

생기간이 소요되고 재생이 불가능하다고 알려져 있다(차수원 외, 2011). 반면에 

SPB 기반 콘크리트는 수화작용이 발생되지 않아 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양생

기간 2-3시간 후 최고 강도의 80%가 발현되고 재생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지니

고 있어 Fig. 2.6과 같이 아스팔트, 해안시설(tetrapod), 하수관 등 다양한 구조물

에 적용이 되고 있다(차수원 외,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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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6 Application of sulfur polymer binder (차수원 외, 2011)

현재 세계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의 기조아래 수용한계 내에서의 성장모색, 자원

의 효율적 관리 등 다방면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국내 콘크리트 산업에

서도 지속가능한 콘크리트를 구현하기 위해 시방서의 개발, LCA (Life Cycle 

Assessment)의 도입, 저탄소 시멘트 콘크리트 개발 등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다. 유

황 콘크리트는 구조물이 수명을 다하여 폐기 후 다시 가열하여 사용할 수 있는 모

든 재료가 100% 재활용 되는 획기적인 재료로 친환경적이며 지속가능한 건설재료

이다(배성근 et al., 2014).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부산물인 부생유황을 대량으로 사용

하는 방법의 일환으로 유황 콘크리트를 이용한 저탄소․녹색 건설자재를 개발하여 

사용하게 되면 단순 원료 수출수준에서 소재의 고부가가치화를 도모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유황개질 바인더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품은 각종 오염원 배출을 줄

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전체 공정에서 발생하는 CO2를 30% 이상 저감할 수 있어 

에너지 절약 및 부생자원의 고부가가치화 그리고 저탄소를 동시에 만족하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또한 유황 바인더 기반 콘크리트는 압축강도, 인장강도, 휨강도 등의 

우수한 역학적 특성과 내부식성, 내화학성, 항균성, 동결융해저항성 등의 내구성능

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를 활용한 콘크리트 제품 개발이 지속적으로 연구가 될 것이

다(차수원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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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해폐기물의 발생과 특성 

산업폐기물(Industrial Waste 또는 Industrial Solid Waste, ISW)은 산업현장에서 발

생되는 오니, 잔재물, 폐산, 폐알카리, 폐합성수지 등의 폐기물을 의미하며, 유해성 

유무에 따라 사업장일반폐기물과 지정폐기물(유해폐기물)로 구분된다. 2016년도 산

업폐기물의 발생량은 Fig. 2.7과 같이 1일 162,129톤으로 2011년(137,961톤/일)과 비

교하여 17.5% 증가하였고 점유율은 39.0%로 2011년(37.0%) 대비 2.0%p 증가하였다. 

산업폐기물 중에서 제조업 업종(60.5%)에서 많은 양의 폐기물이 발생하였고,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업종(19.4%), 하수, 폐기물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업

종(15.2%)에서 다량 발생하였다(한국환경공단, 2017). 

Fig. 2.7 Annual increase in the industrial waste generation from 2011-2016 (한국환경

공단, 2017)

산업 활동으로 인해 발생되는 산업폐기물이 버려지거나 방치될 경우 기업 내부적  

으로 이를 처리하기 위한 비용 상승을 유발하여 사회적 비용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이러한 폐기물을 회수하여 공정에 재투입하거나 원재료로 활용하는 재활용 

시설을 통해 재자원화하게 되면 기업차원에서 생산수율을 증가시켜 원가절감과 생

산성 향상을 동시에 기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폐기물의 재활용은 자원의 순환을 

통한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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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의 발생현황

폐기물은 국내 ‘폐기물관리법’(환경부, 2018)에서는 생활폐기물, 사업장폐기물, 

건설폐기물, 지정폐기물로 나뉘고, 미국의 ‘Resource Conservation and Recovery 

Act, RCRA’(EPA, 2017)은 고형폐기물과 유해폐기물로 나뉜다. 국내의 지정폐기물

과 미국의 유해폐기물은 비슷한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부식성, 독성, 인화성, 반응

성이 높아 인간의 건강이나 생태환경에 위험하거나 잠재적으로 해로운 성분을 가진 

액상, 고상, 반고상 등의 폐기물을 의미한다. 한국환경공단 (2017)에서 발간한 ‘지

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 따르면 이러한 유해폐기물은 사업장에서 많이 발생

하고 있으며 국내의 지정폐기물 발생량(2008-2016)을 Fig. 2.8에 나타냈다. 2016년도 

전체 발생량은 약 503만 톤으로 2008년과 비교하여 약 156만 톤이 증가하였고 발생

량은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Fig. 2.8 Changes in the amount of specified waste generation per annum from 

2008-2016 (한국환경공단, 2017)

국내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를 지정폐기물로 구분하는 기준은 중금속 및 

VOCs물질의 용출기준에 따라 기준 이상일 경우 지정폐기물로 특별 관리하고, 기준 

이하일 경우 사업장 폐기물 중에서 일반폐기물로 관리되어진다. 지정폐기물을 구분

하는 기준은 다음 Table 2.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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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 mg/L)

구분 Pb Cu As Hg Cd Cr6+ Cn 유기인 TCE PCE
기름

성분

소각재

(분진포함)
3 3 1.5 0.005 0.3 1.5 1 - - - -

Table 2.4 Korean maximum allowable limits of heavy metals leaching for general 

waste (환경부, 2018)

2.2.2 폐자동차의 발생과 처리공정

국내의 폐자동차 처리는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하여 차종별, 재활용 부품 및 품목

별 구분 없이 탈유과정에서 고철 재활용과 폐기물 처리의 전체 작업공정이 단일 폐

차장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손재협, 2016). 처리업체에서 폐자

동차는 Fig. 2.9(변승혁, 2009)와 같이 액상물질을 1차적으로 제거하고 이때 휘발유

와 엔진오일을 비롯한 폐유들이 제거된다. 다음으로 타이어와 기타 재사용이 가능

한 부품이 해체되며, 2차로 배터리 및 배선, 내․외장부품들의 해체가 이루어지며 3

차 공정에서 엔진과 변속기가 차체에서 분리된 후, 압축․파쇄작업을 통해 고철 및 

비철금속들의 회수가 이루어진다(한국자동차폐차업 협회, 2014). 이와 같이 폐자동

차는 탈유, 해체, 파쇄 3단계의 처리과정을 거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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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The domestic end-of-life vehicle disposal process (변승혁, 2009)

2.2.3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의 발생과 특성

자동차 재활용으로 매년 500만 톤의 자동차 파쇄 잔재물 (Automotive Shredder 

Residues, ASR)이 생산되며, 잔재물 대부분은 매립이나 소각처리 된다(Patnaik and 

Satapathy, 2009; Chung, 2010; Ahmaruzzaman, 2010). ASR은 POPs (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목록에 추가된 중금속, PCBs (Polychlorinated Biphenyls), BFR 

(Brominated Flame Retardants)과 같은 유해 물질의 조성이 높고, 이질성이 높기 때

문에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Darnell, 1996; Cunliffe et al., 2003; Ciacci 

et al., 2010; Ahmaruzzaman, 2010). 폐자동차의 효과적인 재활용을 위해 환경부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자원순환법)을 제정하고(환경

부, 2014), 2015년부터 폐자동차 재활용률을 95%(에너지 회수 10% 포함)까지 높이고

자 노력하고 있다(박정환 et al., 2012). ASR은 폐자동차 처리 시 파쇄공정을 거쳐 

재활용되고 남은 이용이 곤란한 잔재물을 말하며 자동차 총 중량의 20-25%를 차지

하고 있다. ASR의 일반적인 조성은 재활용 재료와 에너지 회수재, 불활성재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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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며 세부내용은 Table 2.5와 같다(이찬희, 2001; 이동석, 2006). 

재활용 재료

l 열가소성수지

� 발포성 소재

� 섬유성 소재

l 강철 후판재

� 녹

� 전선류

에너지 회수재
종이류, 브레이크 액, 엔진오일, 트랜스미션 오일, 

타르, 구리스, 목재, 고무

불활성재 유리, 먼지, 모래, 자갈, 습기

Table 2.5 The composition of general ASR (이찬희, 2001; 이동석, 2006)

이처럼 ASR은 자동차의 종류와 내부 부품의 다양성, 폐자동차 처리과정에 따른 

성상의 변화가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플라스틱, 고무, 섬유류 등의 상당량의 유기성

분으로 구성되어 있다(환경부, 2010). 유기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에너지원으로서 

활용성이 높지만 ASR 내에 함유된 염소성분으로 인해 연소를 통한 에너지회수는 

불가능한 실정이며, 현재 일부는 소각처리에 의해 감량화 과정을 거쳐 매립되고 있

으나 대부분은 단순 매립에 의해 처리 되고 있는 실정이다(오세천 et al., 2008). 대

부분의 파쇄잔재물 재활용업체는 폐기물 중간 처리업 허가를 획득한 사업장으로 사

업장일반폐기물도 함께 처리하는 업체이고, 2009년에는 ASR발생량의 50%를 시멘트 

소성로의 연료로 사용하였으며, 2010년 70%, 2011년도에는 ASR 전량으로 확대할 계

획이었으나, 2011년 9월에 공포된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에 따른 ASR의 중금속 함량

기준으로 인해 시멘트 소성로의 ASR 사용이 불가능해졌다(오재현, 2012). 파쇄잔재

물의 재활용 없이는 법정재활용률인 95% 달성이 어려우므로 파쇄잔재물 재활용 활

성화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이희선 et al., 2015). 또한, 폐자동차의 해체 및 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오일, 각종 중금속등이 유출될 경우 침전 혹은 물리․화학적 과

정을 통해 토양에 축정되고, 흡착 또는 침전된 중금속은 중요한 수자원의 하나인 

지하수를 오염시키게 되며, 다른 매체를 통해 이동 가능하여 오염지역의 확산을 가

져올 수 있다(손영태, 2013). 이러한 유해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ASR의 경우 매

립처분 시 토양오염, 지하수오염, 생태독성 등의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으므로 직매

립 금지와 처리 비용의 증가 등의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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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유해폐기물의 고형화(Solidification)

유해폐기물의 처리방법은 물질의 발생원과 특성에 따라 소각 ․ 고온소각 ․ 고온용

융 ․ 고형화 ․ 매립 ․ 물리․화학적 처리 ․ 재활용으로 분류되며, 물리․화학적 처리는 

중화 ․ 가수분해 ․ 산화 ․ 환원 ․ 증발 ․ 농축 ․ 응집 ․ 침전 ․ 안정화 등으로 세분화되

고, 재활용은 정제처리 ․ 재생원료유 ․ 추출 등으로 세분화된다(환경부, 2018). 그중

에서 유해폐기물의 고형화는 유해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의 방지나 유해폐기물의 

취급개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해폐기물 중에 함유된 중금속 등이 환경중의 매

체를 통해 지하수나 토양 등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무해화 시키거나 용출이 어려운 

형태로 변화시키고, 운반이나 처분과정에서 비산을 방지하거나 침출수의 누출을 방

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고형화물은 취급이 용이하고 건설자재 등으로 재활용이 가

능하다. 고화재료의 특성에 따라 무기성/유기성 공정으로 나타내고, 유기성 고화재

료는 대부분 소수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어 유기 독성물에 적합하나 에너지 및 장

비, 고화제 등의 비용이 비싸기 때문에 유해성이 높은 방사성폐기물과 같이 한정적

으로 이용되고 있다. 무기성 고화재는 시멘트 반응성을 가지고 있어서 적절한 함수

율의 무기성슬러지의 고형화에 적합하며 비교적 저렴한 가격으로 현재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손재협, 2016). 따라서 고형화 방법은 유해폐기물에 함유된 중금속 또

는 유해 성분을 화학적으로 변화시켜 안정화시키고 고화체의 침출성을 낮추어 유해

물질의 용출을 억제하는 등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개선시키는 것이다. 고화처리 방

법을 선택 시 폐기물의 종류와 처리방법의 양립성, 비용, 부피의 증가, 전처리 및 

처분방법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표적인 처리방안은 다음과 같다(반봉찬 et al., 

2006).

v 화학적 처리 방법 (폐기물성분과 고화제의 화학적 반응)

� 시멘트기초법 (Cement-based Processes)

� 석회기초법 (Lime-based Processes)

� 피막형성법 (Surface Encapsulation Techniques)

� 자가시멘트화법 (Self-Cementing Techniq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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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물리적 처리 방법 (물리적 고립)

� 열가소성 수지법 (Thermoplastic Techniques)

� 유기중합체법 (Organic Polymer Techniques)

� 유리화법 (Glassification Techniques)

(1) 시멘트기초법(Cement-based Processes)

시멘트 고화설비를 이용하여 화학적으로 안정한 상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시멘

트를 균일하게 혼합하여 중금속 용출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시멘트 중의 CaO, SiO2, 

Al2O3, Fe2O3 등의 조성광물이 물과 결합하여 수화물로 결정화하면서 유해물질의 흡

착이나 고형화 처리되는 방법이다(송기수, 2003). 시멘트 입자가 수화반응을 일으켜 

중금속 이온이 수화반응에 관여하여 화학적으로 고정화를 일으키거나 고화체내의 

공극에 갇혀 캡슐화되어 주위환경과의 접촉이 차단되게 된다. 시멘트 고화체는 투

수계수가 낮아서 주변에서 침투하는 물과의 접촉 면적이 줄어들고 취급이 용이해지

게 되며, 수화반응에 영향을 주는 물/시멘트비, 슬러지/시멘트비, 양생기간, 공극의 

크기, 투수계수, 압축강도 등의 인자를 고려해야 한다(이동춘, 2007). 시멘트기초법

의 경우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보편화 되어 있는 공정으로 풍부한 원료, 저렴한 가

격 그리고 특별히 요구되는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방법이다. 폐기물의 건조과정이 

필요하지 않고 화학적 변화에 잘 견디며 유해폐기물의 용출을 억제할 수 있고 물/

시멘트 비를 적절하게 조절하면 높은 강도의 고화체를 형성할 수 있다. 그러나 유

해물질의 용출을 억제하기 위해서 많은 양의 시멘트가 필요하기 때문에 무게와 부

피의 증가로 인한 넓은 매립장과 양생공간이 필요하게 된다.

(가) 포졸란 반응(Pozzolan Reaction)

포졸란 반응은 높은 Silica를 포함한 시멘트 고화제를 큰 의미로 Pozzolan이라 하

며 화학적 구성은 Table 2.6과 같고 시멘트 화학상 자체적으로 경화되는 성질을 가

지고 있지 않지만(정호영, 2008), 포졸란을 시멘트와 섞어 사용할 경우 수화반응시 

생성된 Ca(OH)2와 포졸란이 반응하게 되어 Ca(OH)2을 소모하고 수화된 고화체에 있

어 C-S-H의 비율이 증가되며 워커빌리티의 증가, 낮은 수화열, 초기강도는 떨어지

지만 오래 양생할 경우 강도가 증진하고 수밀성과 황산염 이온의 침식에 대한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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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향상되는 장점이 있다(신항식, 1989). 

(Unit : %)

SiO2 Al2O3 Fe2O3 CaO MgO SO3 K2O Na2O

45 25 15 10 1 1 1 1

Table 2.6 Chemical composition of pozzolan (정호영, 2008)

포졸란 물질은 천연 포졸란과 인공 포졸란이 있으며, 인공 포졸란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산재의 경우 석회를 첨가할 때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이와 관련된 포졸란 

물질과 Ca(OH)2의 일반적인 반응은 아래식과 같다. 시멘트와 포졸란 물질의 혼합에 

따른 수화반응은 시멘트가 포함하고 있는 Alite(3CaO․SiO2)와 Belite(2CaO․SiO2)로 수

화시 형성되는 Ca(OH)2와 포졸란과의 수화반응을 말하고 포졸란은 시멘트의 초기 

수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포졸란이 Ca(OH)2와 결합하게 되면 새로운 

Alite로 반응하지만 반응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Alite가 감소하게 된다. 포졸란은 

시멘트의 분산을 도우며 입자 표면의 시멘트 수화물의 방출이 증가하는 광물질 미

분말 효과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Alite의 수화반응을 촉진하는 작용을 하게 된다(정

호영, 2008).

 ∙  →  ∙ 
 ∙  ∙          

(나) 시멘트 수화반응

일반적으로 시멘트는 석회석(Limestone), 보크사이트(Bauxite), 중정석, 복토, 규석, 

동 등을 종류에 따라 적절히 조합하고 1,300℃이상의 고온에서 소성한 Clinker를 분

쇄하여 혼합하며, 석고를 첨가하여 생성된 시멘트 원료는 물과 반응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강도로 경화되어진다. 여러 혼합물에 의해 만들어진 시멘트의 수화과정은 

물과 혼합되는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반응이 존재하기 때문에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러한 반응이 생성되기 위한 시멘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Table 

2.7-9에 나타내었다(정호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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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Name
Chemical Formula Abbreviation

Weight

Percent(wt %)

Tricalcium

Silicate
3CaO․SiO2 C3S 50

Dicalcium

Silicate
2CaO․SiO2 C2S 25

Tricalcium

Aluminate
3CaO․Al2O3 C3A 12

Teracalcium

Aluminoferrite
4CaO․Al2O3․SiO2․Fe2O3 C4AF 8

Calcium Sulfate

Dihydrate(Gypsum)
CaSO4․2H2O CSH 3.5

Table 2.7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Portland cement (정호영, 2008)

구분 명칭 평균(%) 범위(%)

주성분

석회(CaO) 65 60-66

실리카(SiO2) 22 20-26

부성분

알루미나(Al2O3) 5 4-9

산화철(Fe2O3) 3 2-4

기타

산화마그네슘(MgO) 1.5 1-3

무수황산(SO3) 1.5 1-3

강열감량 등 기타 2 -

Table 2.8  Composition of domestic Portland cements (정호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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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ment 수화반응

2C3S + 6H2O → C3S2H3 + 3Ca(OH)2

2C2S + 4H2O → C3S2H3 + Ca(OH)2

2C3A + 27H2O → C4AH19 + C2AH8

C4AH19 + C2AH8 → 2(C3AH6) + 15H2O

C3A + 3CaSO4 + 32H2O → C3A․3CaSO4․32H2O

2C3A + C3A․3CaSO4․32H2O + 4H2O → 3(C3A․CASO4․12H2O)

C4AH + (8+n)H2O → C2AH8 + C2AHn

C4AF + 3CaSO4 + 32H2O → C3(AF)․3CaSO4․32H2O + Ca(OH)2

Table 2.9 Stoichiometric molar ratios for the hydration of Portland cement (정호영, 

2008)

수화반응 중 규산칼슘(C2S, C3S)은 물과 반응하여 규산칼슘 수화물(C-S-H)을 생성

하고, C-S-H 구조에서 중금속 고정은 Si4+ 이온치환이 아닌 결정표면의 흡착에 의해 

이루어지며 알루민산3칼슘(C3A)과 석고가 반응하여 침상결정인 에트린자이트

(ettringite)는 황산이온이 존재하면 생성이 계속되고 24시간동안 일어나며 이후 모노

설페이트(monosulfate)가 생성된다(서의영 et al., 2012). C3S와 C2S는 물과 반응하여 

Calcium Silicate Hydrate (C3S2H3)와 Calcium Hydroxide (Ca(OH)2)를 생성시키며, 시

멘트의 75%를 차지하는 두 가지 물질에 의해 콘크리트의 강도가 발현되는 것이다. 

또한 콘크리트가 알칼리성(pH 12.5)을 나타내는 이유는 Ca(OH)2)가 반응 결과 생성

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난다. 시멘트에 소량 포함된 Calcium Sulfate(Gypsum)는 수

화반응에 의한 콘크리트 경화속도를 늦추는 역할을 하며, Gypsum은 Calcium 

Aluminate Sulfate는 시멘트입자 주위를 둘러싸 수화반응이 일어나는 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초기의 경화속도 조절을 위해 Gypsum의 양을 조절하기도 한다. 시

멘트 수화반응시 많은 양의 물이 필요한데 물과 시멘트의 혼합비를 물/시멘트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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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ter/Cement ratio, W/C)라하며, W/C가 증가하면 압축강도가 감소하게 된다. 강도

가 감소하면 투수계수가 증가하므로 고화체의 유해물질이 용출될 가능성이 높아져 

고형물질을 비교적 적게 포함한 폐기물의 경우 최대 강도를 내기 위해 W/C를 약 

0.5정도로 맞추게 되지만 고형물질이 많게 되면 최대 강도를 위해 W/C를 증가시킨

다(이동춘, 2007).

안정화를 제어하는 근본적인 물리․화학적 반응 기구를 이해하는 것은 유독성 폐기

물 관리기술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요소이며, 새로운 약품이 개발되고, 기존의 안

정화제의 개선, 서로 다른 폐기물에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근본적인 안정화 반응기

구가 개발의 성공과 실패의 가능성을 평가하는데 고려되어져야 한다. 성공적인 안

정화는 다음과 같은 반응기구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내포하고 있다(이범재 and 권

영배, 2001).

� 거대포집(Macroencapsulation)

� 미세포집(Microencapsultation)

� 흡수(Absorption)

� 흡착(Adsorption)

� 침전(Precipitation)

� 비독성화(Detoxification)

(다) 중금속 고정 Mechanism

수화반응에 의한 알칼리 상태에서 중금속은 OH-와 결합하여 난용성 착화합물과 

침전물을 형성하는 반응이 일어나는데, n가의 금속이온 Mn+과 OH-가 결합하여 

M(OH)n의 침전물을 형성하고 이때의 용해도적을 Ksp라 할 때 다음과 같은 평형식이 

성립된다. 다음 평형반응식을 통해 용액의 pH가 높으면 용질(중금속)의 용해도가 낮

아짐을 확인 할 수 있다(송기수, 2003). 이범재 외(2001)의 시멘트 고형화/안정화 공

정에서 pH에 따른 중금속의 용해도를 이론값과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를 비교하여 

Fig. 2.10과 같이 나타내었는데 이론값과 실험값의 pH가 높아짐에 따라 중금속의 용

해도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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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변에 log를 취하면

log   log

(여기서, Ksp : Solubility product, M : Metal ion, Kw : [H+][OH-]=1×10-14)

Fig. 2.10 Solubility of metal hydroxides as a function pH 

(이범재 외, 2001)

시멘트는 비결정질 규산칼슘 수화물(CSH)을 주조성으로 하는 시멘트 gel 외에 

Ca(OH)2, Ettringite, 알루민산일황산칼슘수화물, 알루민산칼슘수화물 등의 결정성물

질과 미수화시멘트 입자로 이루어져있으며, gel 중에는 아주 작은 gel 공극과 모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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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공간이 존재하고 공극과 공간은 대부분 공극수로 채워져 있다. 시멘트 페이스트

의 전 공극은 시간의 경과와 함께 적어지고 공극은 경화가 진행되면서 중금속의 이

동 및 용출을 물리적으로 억제시키는 역할을 한다.

(2) 석회기초법(Lime-based Processes)

석회제품을 기초로 하는 폐기물 고정화 기술은 포졸란 물질(Fine Grainde 

Siliceous)과 물 그리고 석회에 좌우되며, 콘크리트와 같은 물질(포졸란 콘크리트)을 

생성시키는 공정이다. 이 공정은 고형 유기물 및 무기 산성 폐기물, 황산염 함유물, 

중금속, 방사성 폐기물 등에 적용이 가능하며, 장점으로는 가격이 매우 싸고 널리 

이용 가능하며, 석회-포졸란 반응의 화학성은 간단하고 잘 알려져 있다. 또한 물은 

고정반응에 요구되기 때문에 탈수가 필요하지 않을 때도 있으며 소각재와 폐기물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하지만 코팅되지 않은 고정물질은 pH가 낮

을 경우 폐기물 성분이 용출될 수도 있는 잠재적 위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절

한 관리가 요구된다(정호영, 2008).

(3) 피막형성법(Surface Encapsulation Techniques)

이 공법은 폐기물을 건조시킨 후 1, 2-Polybutadiene과 같은 결합체를 혼련하여 

고온에서 응고시킨 다음 Polyethylene 등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피막을 입혀 고형화 

시키는 방법이다. 장점으로 혼합률(MR)이 낮고 침출성이 낮은 반면 설비비가 많이 

들고 별도의 건조 장치를 필요로 하며 피막재료가 많이 들어 경제성이 떨어진다(송

기수, 2003).

(4) 자가시멘트화법(Self-Cementing Techniques)

배연 탈황(석회 흡수법) 후 발생되는 슬러지(FGDS)를 처리할 때 많이 이용되는 방

법으로 슬러지 중 일부를 생석회화한 다음 소량의 물과 첨가제를 가하여 고형화하

는 방법이다. 전처리가 필요 없으며 중금속 처리에 효과적이지만 보조에너지를 필

요로 하며 높은 황화합물을 함유한 Sludge에만 적용된다(정호영,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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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열가소성 수지법

열가소성 유기고화제를 이용하여 건조 폐기물과 혼합하여 고화제의 용융점까지 

가열한 후 실온으로 냉각시켜 단일체로 고형화하는 방법이다. 수분을 다량 함유한 

폐기물의 경우 건조과정을 거쳐야하며 고화제의 용융을 위한 열에너지 공급과 수지

의 가격이 시멘트기초법보다 비싸지만 용융된 고화제에 의해 폐기물 입자를 개별적

으로 캡슐화하여 고화제와 폐기물간의 화학반응을 배제하여 다양한 형태의 폐기물

과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고형화 기간이 짧고 고화체의 부피와 질량이 낮아 고형화 

후 취급이 용이하다(정준오, 정진, 1997). 

(6) 유기중합체법(Organic Polymer Techniques)

유기중합체법에서 가장 흔한 방법이 Urea-formaldehyde(UF) 방법이고 이 polymer

는 일반적으로 특별하게 잘 설계된 혼합기나 폐기물 용기(steel drum)에서 

prepolymer와 건조 또는 젖은 폐기물이 함께 혼합되는 회분식 공정(batch process)

에서 형성된다. 또한 촉매가 전체로 퍼질 때까지 지속적인 혼합과 촉매의 첨가가 

요구된다. 앞서 말한 것처럼 유기중합체법은 저온공정에서 이루어지며 혼합률(MR)

이 낮다. 단점으로 부식성이 있으며 특별한 혼합장치와 라이너가 필요하다. 또한 고

형성분만이 처리가능하며 최종 처분 시 2차 용기를 필요로 한다(송기수, 2003).

(7) 유리화법(Glassification Techniques)

유리화법은 고형화 시키고자 하는 폐기물에 규소를 혼합하여 유리화시키는 방법

으로 침출이 거의 없어 2차 오염의 유발이 거의 없고 첨가제의 비용이 적게 들지만 

장치 및 부대비용이 많이 드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손재협,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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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유해폐기물(ASR/ISW) 소각 잔재물의 중금속 고정을 위

한 Thiomer 고형화의 신규 합성 및 응용*

요  약

제3장에서는 Thiomer의 유해물질 고형화/안정화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Thiomer

로 중금속을 함유한 폐자동차 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과 산

업폐기물(Industrial Solid Waste, ISW)의 소각재를 고형화/안정화하는 실험을 lab 

scale로 수행하였다. ASR/ISW 소각재(including bottom and fly ash, 30-50 wt%), 

Thiomer(20-40 wt%)와 모래(20-40 wt%)를 6가지 배합비로 설계하여, 약 140℃로 예

열된 반응기에서 혼합․가열하여 고화체를 만들었다. 고형화/안정화 효과는 고화체를 

대상으로 폐기물공정시험방법의 용출실험을 실시하여 평가하였다. 실험결과 고형화/

안정화 후 중금속 용출량이 낮게 나타냈으며, 약 91-100%의 중금속이 고정화되는 

효과를 나타냈다. Thiomer로 고형화된 ASR/ISW 소각재의 표면구조와 광물상은 

FE-SEM/EDS와 XRD로 분석하였으며, FE-SEM/EDS 결과, ASR/ISW 소각재 표면의 

중금속 양이 감소하고, 황의 질량 %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XRD 결과를 통

해 ASR/ISW 소각재와 Thiomer 결합물질의 peaks가 황과 관련된 결정질 복합체를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제안된 방안이 중금속을 포

함하는 ASR/ISW 유해 소각재의 고형화/안정화에 적용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3.1. 서론

자동차 재활용으로 매년 500만 톤의 자동차 파쇄 잔재물(Automotive Shredder 

Residues, ASR)을 생산하며, 잔재물 대부분은 매립 식으로 처리되거나 소각처리 된

다(Patnaik and Satapathy, 2009; Chung, 2010; Ahmaruzzaman, 2010). ASR은 

POPs(persistant organic pollutants) 목록에 추가 된 중금속, PCBs(polychlorinated 

* Research paper based on this chapter : “Baek, J. W., Mallampati, S. R., & Park, H. S.

(2016). Novel synthesis and applications of Thiomer solidification for heavy metals 

immobilization in hazardous ASR/ISW thermal residue. Waste Management, 49, 181-1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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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phenyls), BFR(brominated flame retardants)과 같은 유해 물질의 조성이 높고, 이

질성이 높기 때문에 ‘유해폐기물’로 분류할 수 있다(Darnell, 1996; Cunliffe et 

al., 2003; Ciacci et al., 2010; Ahmaruzzaman, 2010). 이와 유사하게 산업고체폐기물

(Industrial Solid Waste, ISW)또한 인화성, 반응성 및 유독성이 높고 유해한 중금속으

로 구성되어 있다(Ioannidis and Zouboulis, 2003; Ioannidis and Zouboulis, 2006; 

Ioannidis et al., 2006). 한국에서 소각은 ASR을 비롯한 도시 및 산업 폐기물을 처리

하는 중요한 방법이다(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EPA), 2010). 최근 몇 년 

동안, 국내에서는 ASR/ISW의 85% 이상이 소각되어 부피를 감소시켰다. 미국 환경 

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 따르면 소각공정을 통해 약 100만 

톤의 ASR을 연료로 회수 할 수 있었다(Hwang et al., 2008). 반면에 ASR/ISW 소각공

정은 유기물질의 일부를 제거하지만 ASR/ISW에 존재하는 중금속과 POPs는 잔재물

에 20배까지 농축하게 된다(Kalb et al., 1985). 결과적으로 ASR/ISW 소각과정에서 

얻은 잔재물 중 중금속 및 POPs의 양은 일반 도시 고형 폐기물 소각장 (Municipal 

Solid Waste Incinerator, MSWI)의 바닥재와 비산재를 비교하면 현저히 높게 나타날 

수 있다(Kalb et al., 1985, Cunliffe et al., 2003; Hwang et al., 2008).

환경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르면 유해 물질을 함유한 비산재와 바닥재는 엄격한 

처리 절차에 따라 유해폐기물 매립장에서 처리된다(Kalb et al., 1991). ASR/ISW 잔

재물의 매립과 관련된 주요 환경 문제는 유해물질, 특히 무기염류, 금속 및 미량 원

소의 침출의 위험과 외부환경에 대한 장․단기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다.(Kalb et al., 

1985; Cunliffe et al., 2003; Hwang et al., 2008). 국내법규에서는 전기 및 전자

(Electrical and Electronic, EE) 제품과 차량의 자원 순환에 대한 열 재활용을 포함

하여 2006년 85%, 2015년 95%의 재활용 목표를 설정하였다. 또한 국내에서 2015년

까지 95%의 재활용을 달성하기 위하여 시멘트 산업에서 ASR 잔재물을 직접 사용하

거나 2차 원료로 ASR을 직접 사용하는 것 등의 몇 가지 공정을 시행할 수 있다

(Katsuura et al., 1996). 그럼에도 불구하고 ASR/ISW 기반 제품의 수용 가능성이 낮

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ASR 소각처리 후 슬래그. 바닥

재 및 비산재의 회수는 과도한 양의 오염물질, 특히 중금속 때문에 일반적으로 고

려되지 않는 사항이다. 따라서 ASR 소각장에서 잔재물을 폐기하거나 사용 시에는 

중금속 고형화/안정화 처리과정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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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각처리 공정에서 배출되는 ASR/ISW의 바닥재 및 비산재에 농축된 중금속을 처

리하기 위해서 용도에 따른 3가지 처리방법이 있다. 첫번째는 금속을 제거하여 회

수하고, 두번째는 매립처리를 위한 고형화이며 세번째는 처리된 폐기물을 건축 자

재로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건설 산업에서 재활용하는 방법이 있다. 이에 산 

추출(acid extraction)에 의한 중금속의 제거가 연구되었지만(Kim et al., 2004), 실제

로 실현되지는 않았다. 반면에, MSW 소각시설 비산재의 고형화 방법인 시멘트와의 

결합에 의한 고형화는 경제적 관점에서 바닥재에 포함된 염(금속) 때문에 시멘트 고

형화시 수화물 형성을 방해하여 적용하기 어렵다(Lee, 2007; Mancini et al., 2014). 

바인더로서 시멘트 대신에 아스팔트를 사용하는 고형화 방법도 보고되었다(Suzuki  

et al., 1979; McBee et al., 1981; McBee and Weber, 1990). 이 방법은 발수성 및 결

합력과 같은 응고 반응으로 아스팔트의 적절한 특성을 이용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

법은 혼합된 비산재와 아스팔트에 수산화나트륨을 첨가하여 용출액의 중금속 농도

를 낮출 수 있다(Mirabile et al., 2002). 반면에 중금속의 용출특성은 용출된 용액의 

pH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중금속 배출 기준에 부합하기가 어렵다.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SPB) 공정은 중금속 화합물을 고도의 불

용성 금속 황화물로 변환시키고 동시에 폐기물을 캡슐화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Sullivan and McBee, 1976; Mishras and Shimpi, 2005; Mohamed and El Gamal, 

2007; Mohamed and El Gamal, 2009). 본 연구에서는 ASR/ISW의 바닥재와 비산재에 

포함된 중금속을 Thiomer와 반응시키는 물리․화학적 반응에 의한 중금속 고형화 방

안을 제안한다. Thiomer는 황 함유 화합물인 “Thio”의 접두어와 고분자 화합물인 

“Polymer”의 접미어가 조합된 단어로서 친환경 건축자재의 새로운 명칭이다. 

Thiomer는 유황폴리머바인더의 상표명이며. filler로 비산재가 포함된 것도 있다. 산

업폐기물인 비산재는 혼합산화물이기에 폴리머 매트릭스 합성물의 잠재적인 filler 

재료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비산재는 고화재료의 물리적�기계적 특성을 향상시

킨다. Filler 크기를 줄이면 고분자 고화체 내의 입자가 균일하게 분산되어 물성이 

향상되고 고화체의 교차결합이 증가하게 된다(Mishras and Shimpi, 2005). Thiomer의 

인장강도, 충격강도 및 경도와 같은 기계적 특성은 보다 작은 크기의 filler 재료의 

첨가로 인해 향상된다(Najat and Samir, 2011). 미립자로 채워진 시스템에서, 고화체

와 충전제 사이의 결합력은 강도 및 인성과 같은 특성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상과 상사이의 계면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filler의 비표면적에 좌우된다. Fill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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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표면특성을 변형하면 강도가 크게 변할 수 있다(Najat and Samir, 2011). 비산재

는 주로 alumina와 silica로 이루어져 복합적 물성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 비산재는 특정 범위의 hollow spherical particles(cenospheres라고도 함)로 구성되

어 복합재의 밀도를 낮추는데 도움을 주며 중량과 관련된 응용프로세스에 영향을 

주게 된다(Pedlow, 1978; Rothon, 1997). 따라서 비산재를 저장하거나 사용하는 것이 

비용적으로 효과적이며 환경적으로 안전하다(Fuhrmann et al., 2002; Randall and 

Chattopadhyay, 2004). Thiomer를 첨가하면 대부분의 금속 황화물이 다른 금속 화합

물보다 용해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금속 황화물로 전환되면 중금속의 침출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 이를 위해 Thiomer로 고형화 된 ASR/ISW 시편의 내구성은 매질

과 시간의 함수로 수분 흡수능과 산/ 염분 침투 저항성 및 침출성 측면에서 평가하

였다.

3.2. 재료 및 방법

3.2.1 ASR/ISW 소각 잔재물 시료의 특성

ASR/ISW 소각 잔재물(바닥재와 비산재)는 울산의 ASR/ISW 소각장에서 수집하였

다. 수집된 소각 잔재물을 혼합하여 균질화 된 샘플을 만들고 중금속의 특성을 분

석하였다. 비산재의 잔재물은 bag filter로부터의 미립자 물질(ash)를 포함하거나 배

출가스가 대기로 배출되기 전에 산성가스처리 설비에서 약품을 주입 후에 얻어진다

(Cunliffe et al., 2003). 비산재는 실리카, 알루미늄과 철 산화물로 이루어진 작은 

hollow spherical 형태의 입자이고 주로 실리카로 이루어져 있으며, 칼슘, 마그네슘 

그리고 칼륨산화물이 소량 함유된 매우 미세한 분말형태의 물질이다. 그와 반대로, 

바닥재는 무취이며 다양한 크기의 물질로 구성된 물질이다. 이것은 ASR/ISW 소각의

의 주잔재물이며, 평균적으로 연소된 총 ASR의 약 16-18%에 해당한다(Cunliffe et 

al., 2003). 잔골재(모래)는 표준사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비산재, 바닥재 및 골재 

시료의 무기성분은 X-ray fluorescence (XRF, EDX-720, Shimadzu Corp.)를 이용하

여 정량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는 Table 3.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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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 CaO Fe2O3 K2O MgO SiO2 SO3 Cl

ASR 

fly ash
0.55 40.34 3.07 1.05 0.39 2.65 2.65 30.1

ASR 

bottom 

ash

1.88 32.19 19.54 0.52 0.89 9.16 3.65 4.2

ISW 

bottom 

ash

1.01 30.2 15.43 0.48 0.81 10.1 2.9 6.2

Sand 0.47 16.35 0.68 0.13 1.16 74.43 - -

Table 3.1 Main inorganic chemical composition of ASR materials (wt%) used

ASR/ISW 소각 잔재물의 총 중금속 농도는 소각재 시료를 HF–HNO3–HClO4–H2SO4

과 혼합하여화학적으로 산화하는 전처리 공정을 포함한 Baker and Amacher 방법

(Baker and Amacher, 1982; Najat and Samir, 2011)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소각재 

약 1g을 250mL Teflon 비커에 넣고 40% HF 4mL, 30% HClO4 2mL, 60% HNO3 5mL 

와 60% H2SO4 5mL를 넣어준다. 혼합물을 교반하고 각각의 시약을 첨가 한 후 연속

적으로 가열하였다. 혼합물은 0.1M HCl 500mL 에 용해시켜 용액을 얻었다. 혼합용

액의 총 중금속 함량은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Agilent 72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은 3번 진행하였고 그 평

균값을 나타내었다.

3.2.2 Thiomer의 제조

Thiomer는 유황폴리머바인더의 상표명이다. Thiomer 공정은 95 wt%의 황과 5 

wt%의 유기 개질제를 함유하는 열가소성 재료이며 filler로 비산재를 포함한다(Nomi 

and Hayashi, 1975; Oh et  al.,  1999). 유황(순도 99.9%)은 SK정유 공장에서 공급받

았다. Oil Bath에서 95wt%의 유황과 4wt%의 유기개질제(유화제) 

dicyclopentadiene(DCPD) 및 cyclopentadiene(CPD)의 oligomers와 약 1 wt%의 fly 

ash filler를  약 140℃에서 혼합�교반하였다. 온도는 약 135-140℃로 유지하고 45-60

분 동안 지속적으로 혼합하였다. 혼합물의 온도 및 점도를 주의 깊게 관찰하여 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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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물의 균질성 정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혼합물의 반응은 점성과 동질성의 변화에

서 비롯되었다. 제조된 혼합물을 분당 8-10℃의 속도로 냉각시켰다. 최종 생산물은 

유황폴리머바인더(Thiomer)이고, 냉각시 유리와 같은 성질을 갖는다. Fly ash는 물리

적, 기계적 특성을 향상시킨다. 최종 생산물은 추가적인 처리와 고형화 실험에 사용

되었다. 합성된 Thiomer의 미세구조는 field emission - scanning electron 

microscopy/energy dispersive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FE-SEM/EDS)로 관찰하

였고, 표면의 원소 스펙트럼은 Supplementary Data (Fig. S3.1)에 나타내었다. 

Thiomer의 S, C, H의 원소 조성은 각각 약 95, 4.5, 0.5 wt%이다.

3.2.3 중금속 고형화/안정화 과정

Thiomer, 바닥재/비산재 및 잔골재(모래)를 가열된 혼합용기에 넣은 후 132-141℃

로 조절된 Oil bath에 넣었다. Table. 3.2와 3.3에 ASR/ISW 소각재를 포함한 mortar 

조성성분이정리되어 있다. 가열된 조성물을 균질하게 혼합하여 샘플을 제작하였다. 

ASR 비산재 샘플은 50×100mm 크기의 원형으로 된 강철 몰드를 사용하였다. 반면

에, ASR/ISW 바닥재 샘플의 경우, 크기가 60×55mm인 알루미늄 컵 몰드가 사용되었

다. 몰드는 샘플을 만들기 전에 약 140℃로 예열하고, Thiomer 혼합재료를 몰드에 

첨가하고 가열된 막대로 탬핑하며 10초 동안 진동을 주었다. 각각의 시편 표면을 가

공하고 2℃/min의 속도로 서서히 냉각시킨다. 시편은 몰드에 넣은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해체하였다. 고형화 된 Thiomer 시편을 Fig. 3.1에 나타내었다. 그 후 Thiomer

의 비율에 따른 혼합물의 최적화를 모색하였는데,Thiomer의 양을 적절하게 혼합하

면 콘크리트의 점성이 좋고 작업성이 용이해진다. Thiomer는 약 119℃에서 녹기 때

문에 온도 조절이 매우 중요하며, 149℃를 초과하면 점도가 급격히 증가하여 작업을 

지속적으로 할 수 없게 된다. 또한 황의 함유량은 Thiomer의 작업성 및 기계적 강도

에도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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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no. Thiomer ASR ash
Fine aggregate 

(Sand)

0 0 100a 0

1 20 50 30

2 40 30 30

3 30 50 20

4 30 40 30

5 30 30 40

aonly ASR ash (without solidification)

Table 3.2 Thiomer mortar sample preparation at different ASR ash compositions 

(wt%)

Run no. Thiomer ASR ash
Fine aggregate 

(Sand)

0 0 100a 0

1 20 50 30

2 40 30 30

3 30 50 20

4 30 40 30

5 30 30 40

aonly ISW ash (without solidification)

Table 3.3 Thiomer mortar sample preparation at different ISW ash compositions 

(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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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Solidified Thiomer specimen under different conditions (a) with ASR fly ash, 

(b) ASR bottom ash and (c) ISW bottom ash

3.2.4 중금속 용출 평가

앞서 진행된 응고처리로 만들어진 고형화 시편의 중금속 고정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형화 처리된 샘플(Run 1-5)과 처리되지 않은 샘플(Run 0)를 국내의 폐기

물공정시험방법을 사용하여 용출/침출 테스트를 진행하였고(Osada et al., 2008), 고

형화된 고화체로부터 잠재적 침출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샘플에서 균일한 입자크기

(5mm 이하)의 시료를 약 50g을 취하였다. 묽은 염산(0.1M)으로 pH 6.0-6.5의 용매로 

혼합한 후, 시료를 10:1의 액체-고체 비로 혼합하고, 6시간동안 실온에서 4-5cm의 

진폭, 약 200rpm으로 흔들어 용출시켰다. 용출 후 액체를 3,000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0.45μm membrane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이 용액을 “용출액”

으로 간주하였다. 내산성 평가를 위해 고형화 된 ASR/ISW 샘플 시료를 HCl을 사용

하여 초기 pH를 3으로 조정하였다. 용출액의 중금속 농도는 ICP-OE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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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5 중금속 고형화 매커니즘 분석

중금속 고형화 메커니즘을 규명하고 Thiomer 고형화 반응시 바닥재와 비산재의 

변화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미세구조의 특성화, 원소 mapping의 분석을 위해 

FE-SEM/EDS (JEOL, JSM-6500A)를 사용하였다. X-ray diffraction (XRD, D/Max-B, 

RIGAKU)로 Thiomer 고형화 처리 전후의 변화된 미네랄 조성, 결정질 상 및 성분을 

분석하였다. XRD 데이터는 10°에서 80°에서 얻어졌으며 화학반응으로 인해 생성

된 미네랄은 표준패턴과 측정패턴을 비교하여 결정되었다.

3.3. 결과 및 고찰

3.3.1 ASR/ISW 소각 잔재물 특성

Table 3.4 는 ASR/ISW 소각 잔재물 중 중금속 (Cd, Cr, Cu, Fe, Ni, Zn)의 총량을 

나타내었다. 표에 나타낸 모든 값은 3회 반복하여 평균값으로 나타내었다. ASR 비

산재는 바닥재와 비교하여 Fe와 Zn의 농도가 각각 약 6.5g/kg, 약 6.8g/kg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3.4). 반면에 다른 중금속 (Pb, Cr, Cd, Cu, Ni)의 농도는 ASR 

바닥재와 비교하여 비산재에서 낮게 나타났다 (Table 3.4). 이러한 이유는 Zn과 Fe

의 증발로 인한 것일 수 있으나, ASR에 포함된 대부분의 다른 금속은 연소단계 중 

기화되지 않거나, 응축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3.4와 같이, ASR 바닥재에서 가장 

많이 발견되는 금속 성분으로 Cu, Fe 와 Zn 으로 나타내고 있다. Cu와 Fe는 주로 

전선부분에서 발견된다. ASR 바닥재에서는 Cu 8.6g/kg와 Fe 3.8g/kg의 농도로 측정

되었다. Zn은 ASR 바닥재에서 고농도(4.2g/kg)로 나타났다. 또한 Pb(0.11g/kg), 

Ni(0.14g/kg), Cd(0.021g/kg)과 Cr(0.24g/kg)의 농도가 측정되었다(Table 4.4). ISW 바닥

재에서도 비슷한 경향으로 관찰되었다. Cu, Fe, Zn의 농도가 각각 2.9g/kg, 4.9g/kg, 

4.1g/kg으로 측정되었다(Table 3.4). 그와 반대로 ASR 바닥재와 비교하여 ISW 바닥

재에서는 Pb와 Cd가 각각 0.57g/kg, 0.047g/kg의 높은 농도로 측정되었다. 이것은 산

업폐기물 구성물질의 영향을 받기 때문일 것이다. ASR/ISW 바닥재는 주로 거칠고 

불연소된 유기물질, 강자성(feromagnetic) 금속, 비철금속 및 무기물로 구성되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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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ASR 소각 잔재물에서 모든 금속의 농도는 일반적인 MSWI 바닥재나 비산재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Pedlow, 1978; Polettini et al., 2001; Paria and Yuet, 

2006).

Heavy metals ASR fly ash ASR bottom ash ISW bottom ash

Pb 36±3.6 108±4.9 569±12.3

Cr 41±2.0 239±10.3 281±5.7

Cd 5±1.1 21±1.7 47±1.2

Cu 464±16.7 8,613±239.5 2,970±29.5

Fe 6,575±53.4 3,786±40.6 4,954±32.6

Ni 57±3.6 142±5.6 114±3.3

Zn 6,892±137.8 4,216±96.2 4,059±30.8

Table 3.4 Total heavy metal concentrations in the ASR/ISW thermal residue 

(mg/kg)

ASR/ISW 소각 잔재물을 Thiomer로 고형화 처리 전후 용출 시험결과를 Table 

3.5-7에 중금속 농도로 나타내었다. 처리전 ASR/ISW 소각 잔재물의 용출용액 중 중

금속 농도는 매우 높게 나타났다(Table 3.5-7). 반면 혼합 비율(Table 3.2와 3에 나타

냄)에 따른 Run 1-5는 Thiomer와 미세 결합제로 고형화 된 ASR/ISW 소각 잔재물의 

용출용액의 중금속 농도는 감소되었다(Table 3.5-7). Thiomer가 고형화 매트릭스로 

작용하여 중금속이 용출되는 것을 억제하였다. Thiomer로 고형화 처리시 Run 1, 2, 

5와 같은 상태에서 중금속 농도는 크게 감소하지 않았다. 대조적으로 Run 3, 4의 상

태에서는 중금속 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초기 pH 3인 용

출상태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3.5-7). ASR 바닥재와 비산재, 

ISW 바닥재에서 용출된 중금속 농도는 Run 4의 상태에서 약 91-100% 의 중금속 고

형화 효율을 나타내었다(Supplementary Data(Fig. S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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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s

Run 0 Run 1 Run 2 Run 3 Run 4 Run 5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b 10.34 13.83 0.061 0.12 0.008 0.034 0.015 0.049 0.024 0.072 0.004 0.035

Cr 0.46 0.49 0.03 0.041 0.027 0.035 0.031 0.04 0.046 0.048 0.033 0.034

Cd 0.03 0.05 0.002 0.008 0.001 0.002 0.001 0.003 0.001 0.005 0.001 0.001

Cu 0.09 0.18 0.008 0.046 0.002 0.002 0.004 0.005 0.006 0.006 0.006 0.006

Fe 2.27 2.97 0.128 0.154 0.103 0.155 0.152 0.214 0.276 0.289 0.241 0.345

Ni 0.21 0.31 0.006 0.03 0.005 0.013 0.003 0.017 0.017 0.018 0.007 0.01

Zn 4.74 9.11 0.096 0.144 0.092 0.11 0.122 0.122 0.171 0.222 0.166 0.17

# Allowable limits (Cd 0.3mg/L, Cr 1.5mg/L, Pb and Zn 3.0mg/L, and Cu 1.0mg/L)

Table 3.5 Heavy metal concentration by the leaching test of different ASR fly ash and 

Thiomer solidification compositions (mg/L)

Metals

Run 0 Run 1 Run 2 Run 3 Run 4 Run 5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b 17.10 18.6 1.70 1.74 1.49 1.62 1.56 1.60 1.67 1.63 1.59 1.62

Cr 0.83 0.74 0.06 0.07 0.06 0.07 0.07 0.06 0.06 0.07 0.06 0.06

Cd 1.58 1.76 0.13 0.17 0.14 0.15 0.13 0.14 0.15 0.14 0.14 0.14

Cu 0.47 0.57 0.05 0.03 0.02 0.01 0.01 0.02 0.01 0.01 0.02 0.02

Fe 7.62 8.29 0.29 0.36 0.43 0.26 0.41 0.31 0.34 0.60 0.32 0.32

Ni 1.28 1.42 0.12 0.12 0.11 0.11 0.12 0.12 0.12 0.12 0.12 0.11

Zn 6.67 4.70 0.41 0.44 0.48 0.39 0.42 0.40 0.42 0.37 0.46 0.37

# Allowable limits (Cd 0.3mg/L, Cr 1.5mg/L, Pb and Zn 3.0mg/L, and Cu 1.0mg/L)

Table 3.6 Heavy metal concentration by the leaching test of different ASR bottom ash 

and Thiomer solidification compositions (mg/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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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s

Run 0 Run 1 Run 2 Run 3 Run 4 Run 5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H 6.5 pH 3

Pb 18.1 18.2 1.75 1.63 1.75 1.63 1.56 1.64 1.68 1.58 1.76 1.52

Cr 0.84 0.74 0.059 0.061 0.059 0.0057 0.07 0.066 0.061 0.063 0.056 0.06

Cd 1.53 1.59 0.142 0.149 0.142 0.136 0.13 0.143 0.137 0.139 0.143 0.132

Cu 0.37 0.45 0.032 0.029 0.032 0.018 0.01 0.018 0.013 0.039 0.02 0.032

Fe 4.73 15.91 0.414 0.846 0.44 1.032 0.41 0.647 0.315 1.113 0.342 0.561

Ni 1.3 1.29 0.117 0.108 0.117 0.121 0.12 0.115 0.123 0.115 0.128 0.115

Zn 6.405 7.841 0.531 0.635 0.531 0.585 0.42 0.693 0.4454 0.56 0.3679 0.592

# Allowable limits (Cd 0.3mg/L, Cr 1.5mg/L, Pb and Zn 3.0mg/L, and Cu 1.0mg/L)

Table 3.7 Heavy metal concentration by the leaching test of different ISW bottom ash and 

Thiomer solidification compositions (mg/L)

그러므로 Thiomer 고형화 (Run 3 and 4) 처리 후 낮은 pH에서도 유해폐기물의 

매립처분 허용기준 (Cd 0.3mg/L, Cr 1.5mg/L, Pb and Zn 3.0mg/L, and Cu 1.0mg/L)

보다 크게 감소하여 나타났다(Osada et al., 2008). 유해 중금속 화합물이 포함된 바

닥재나 비산재는 알칼리성 흡착제(CaO)에 의해 용출 용액의 pH가 증가하기 때문에 

알칼리 용액으로 용출되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 제안된 방법이 중금

속 고형화에 적용 가능하고 ASR/ISW 소각 잔재물과 Thiomer의 혼합으로 얻어진 결

과는 유해한 중금속을 고정하기 위해 제안된 방법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hiomer 고형화 (Thiomer 시편) 결과를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 콘크리트(PCC)와 비

교하기 위해 연구했으며, 비교결과를 Table 3.8에 나타내었다. Thiomer 시편은 높은 

압축, 인장 및 굴곡 강도가 높고 투수계수와 수분 흡수계수가 낮으며 수분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다. 특히 산이나 염분 환경에서의 부식이 강하다(Rothon, 1997; 

Reddy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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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Normal concretea Thiomer specimen

Compressive strength 

(kgf/cm2) 1 day
51 - 102 419 – 703

Compressive strength 

(kgf/cm2) 28 days
250 – 450 960

Tensile strength 

(kgf/cm2) 28 days
24.5 – 34.7 63.2 – 105

Flexural strength 

(kgf/cm2) 28 days
62.0 – 73.0 84.6 – 140.7

Expansion coefficient 

(×10-6/℃)
10.0 – 13.0 13.8 – 17.2

Water absorption factor 

(%)
0.3 – 1.0 0 – 0.1

a Portland Cement Concrete (PCC).

Table 3.8 Comparison of the mortar properties of Thiomer with normal concrete

3.3.2 중금속 고형화 메커니즘

Fig. 3.2 는 Thiomer 고형화 전후의 ASR 바닥재와 비산재의 FE-SEM 이미지를 나

타낸다. 고형화 처리전 Fig. 3.2와 같이 모래나 자갈, ASR 바닥재와 비산재의 미세 

구조가 거친 것으로 관찰되었다. 둥글고 불규칙적인 형상의 비정질 입자와 응집제

를 포함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조성을 다르게 하여 고형화 처리(Run 1, 2, 4, 5)를 

한 후, Thiomer는 잔골재와 바닥재 및 비산재 샘플 사이에 결합한 형태로 나타난

다. 비산재의 미세구조 특성은 Fig. 3.2 (Run 4)에서처럼 매트릭스 구조가 밀도가 높

고 균질하게 내부공간을 채우고 유황이 샘플을 덮어씌우는 형상으로 나타난다. 

Mortar에서 비산재의 사용은 황산염의 침투, alkali-silica 반응과 같은 특정 내구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잔골재의 입자 상태는 mortar의 가공성을 감소시킬 수 있

지만 유황이 잔골재 표면에 더 쉽게 접합할 수 있도록 한다(McBee et  al., 1981). 

유황은 골재의 binder 역할을 하게 된다. 개질 유황을 함유한 mortar는 높은 점도를 

나타내며 황의 결정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개질 유황은 골재를 결합하고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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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FE-SEM images of ASR bottom and fly ash before and after Thiomer 

solidification (Run-4) illustrating how Thiomer binds, coats and penetrate deep and 

in between the aggregates at different compositions

하게 만드는 것에 매우 효율적이다. 이러한 Thiomer 고형화 과정에서 생성된 새로

운 골재는 내부에 일정량의 중금속이 고정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또한 

FE-SEM/EDS 정량 분석 결과, Thiomer 고형화(Run 4, Supplementary Data (Fig. 

S3.3)) 후, ASR 소각 잔재물에서 검출 할 수 있는 황원소의 양이 증가하고 중금속 

농도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ASR 바닥재와 비산재 입자 표면의 황 함량의 증가

는 더욱 강한 결합으로 인해 소각 폐기물을 캡슐화 함으로서 Thiomer 고형화 효율

을 증가시키는 것에 대한 설명이 가능하다.

XRD 결과는 Thiomer 고형화(Run 0, 4) 처리 전후의 ASR 바닥재와 비산재의 광물

학적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 대표적인 패턴을 Fig. 3.3에 나타내었다. 

Fig. 3.3은 주로 황(S)과 소량의 광물을 함유한 Thiomer의 XRD peaks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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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 처리 전 ASR 바닥재와 비산재의 주성분은 석영(SiO2)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량의 성분으로 규산칼슘수화물(Ca1.5SiO3.5·nH2O), 탄산칼슘(CaCO3), 산화알루미늄

수화물(5Al2O3–H2O), 산화철(Fe2O3), 백운석(dolomite, CaMg(CO3)2), 산화알루미늄칼슘

수화물(Ca3Al2O6�nH2O)로 구성되어 있다(Fig. 3.3 b와 c)(Sliva et al., 1996). ASR 바닥

재와 비산재가 고형화 처리되었을 때 다른 광물 이외에 유황과 관련된 peaks 가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수화물의 대부분이 결정화되어 결합된 물질이 황과 관

련된 결정질 복합체가 포함되어 있음을 나타낸다(Sawada et al., 2001; Simic, 2013).

따라서 나타낸 금속들은 황화물, 아황산염과 같이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므

로 Thiomer와 중금속 화합물의 고형화는 황의 반응에 의해 생성된 금속 황화물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추정된다. 결과적으로 Thiomer는 ASR/ISW 소각 잔재물의 중금

속 고형화에 효과적이다.

Fig. 3.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iomer, (b) ASR bottom and (c) ASR 

fly ash before and after Thiomer solidification (Run 0 and Ru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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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결론

Thiomer와 잔골재 그리고 소각재를 혼합하는 고형화/안정화 방안은 시료에 포함

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Thiomer 고형화 후 소

각 잔재물에서 용출된 중금속의 양이 국내의 폐기물 매립처리규정(Cd 0.3mg/L, Cr 

1.5mg/L, Pb and Zn 3.0mg/L, and Cu 1.0mg/L)보다 적게 배출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형화 처리 된 ASR 소각 잔재물의 형태 및 광상은 FE-SEM/EDS 와 XRD로 특징지

어지고, 그 결과 ASR 소각 잔재물 표면에서 검출 가능한 중금속의 양이 감소하고, 

황의 질량%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XRD 패턴은 ASR 소각 잔재물과 결합된 물질의 

peaks가 황 관련 결정질 복합체를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합성된 Thiomer 물질

은 높은 압축, 인장 및 굴곡 강도를 가지며 수분 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으며 특

히 산 및 염분 환경에서 부식에 대한 저항성이 강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Thiomer 고형화 방안은 유해한 ASR/ISW 소각 잔재물의 중금속을 고정시키기 위한 

단순하고 적합한 고효율 재료로 사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Supplementary Data

Thiomer (a) normal photograph, (b) FE-SEM/EDS microstructure and (c) 

elemental spectrum (Fig. S3.1). Heavy metal immobilization efficiency of ASR 

fly ash, ASR bottom ash and ISW bottom ash at different pH with Run 4 

(Fig. S3.2). Percentage of sulfur before and after Thiomer solidified of ASR 

thermal residue, the data obtained from EDS (Fig. S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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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3.1 Thiomer (a) normal photograph, (b) SEM-EDX 

microstructure and (c) elemental spectrum

Fig. S3.2 Heavy metal immobilization efficiency of ASR fly ash, ASR bottom 

ash and ISW bottom ash at different pH with Run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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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3.3 Percent of sulfur before and after Thiomer solidified of ASR 

thermal residue, the data obtained from the E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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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유황폴리머바인더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

화: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 최적화*

요  약

제 4장에서는 Thiomer의 친환경건설재료로서 활용 방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자동

차 파쇄 잔재물(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물에 대한 최적화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적화는 D-optimal mixture를 사용하여 Thiomer (20-40 wt%), ASR fly ash (30-50 

wt%), sand (20-40 wt%)를 14가지 배합설계비로 구성하고 직경 50mm × 높이 

100mm의 고화체를 제작하여 수행하였다. 제작된 고화체는 구조적 특성으로 압축강

도와 환경적 특성으로 중금속 용출특성을 평가하여 최적조건을 규명하였다. 그리고 

고화체의 미세구조를 FE-SEM/EDS로 분석하여, Thiomer로 고정화된 ASR 비산재는 

처리되지 않은 ASR 비산재와 비교하여 공극과 간극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XRD 분석을 통해 ASR 비산재의 유해중금속과 황이 결합제로 작용하여 캡슐

화하는 형태로 확인하였고, 황과 관련된 결정질 복합체로 이루어지는 것을 파악하

였다. 전체 실험중 30 wt% Thiomer, 30 wt% ASR 비산재와 40 wt% 모래의 배합설

계비에서 구조적 및 환경적으로 최적화 고형화 조건을 보여주었다. 최적화 조건에

서 고화시료는 54.9 MPa의 높은 압축 강도를 나타내었고, 중금속 용출은 각각 

0.0078 mg/L Pb, 0.0260 mg/L Cr, 0.0007 mg/L Cd, 0.0020 mg/L Cu, 0.1027 mg/L 

Fe, 0.0046 mg/L Ni, 0.0920 mg/L Zn으로 국내의 기준(지정폐기물의 중간처리 및 매

립방법을 결정하는 기준)보다 낮게 나타나 환경적으로도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Thiomer가 포틀랜트 시멘트를 바인더로 사용하는 시멘트고형화와 비

교하였을 때, 우수한 강도와중금속 용출에 대한 엄격한 환경규제를 만족시켜, 시멘

트를 대체하는 혁신적인 친환경 건설재료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 Research paper based on this chapter : “Baek, J. W., Choi, A. E. S., &Park, H. S. (2017).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ASR fly ash using Thiomer material: Optimiz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s leaching. Waste Management, 70, 139-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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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서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에너지와 전력을 천연가스와 석유산업에 의존하고 

있다. 석유제품의 유황 허용치와 이산화황 배출에 대한 환경규제의 인식이 높아짐

에 따라 부생유황이 발생하게 되었다. 전 세계 부생유황은 약 6-12 백만 톤이다

(Mohamed and El Gamal, 2011). 결과적으로 유황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고 생산업체

의 유황처리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 가스산업과 석유산업은 가스 및 정유 

공장에서 생산된 황을 처리할 수 있는 저장 용량이 충분하지 않아 팔레트

(palletized), 블록이나 자갈형태로 현장에 저장되지만, 저장 시설에 대한 부담이 증

가하고 있다. 21세기 유황산업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허용 가능한 처리방법

을 찾기 위해 새로운 시장에서 유황소비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시

장은 유황을 처분하지 않고 경제적으로 사용가능한 기회를 가져오게 될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건설 산업에서 부산물과 폐기물을 재사용하는 것에 관심이 대두

되고 있다. 그중에서 폐자동차 폐기물 파쇄 설비에서 자동차 파쇄잔재물(Automobile 

shredder waste residues, ASRs)이 연간 500만 톤 발생한다(Baek et al., 2016). 잔재

물의 85%이상이 소각되어 부피를 줄이고 있다. 소각처리 과정에서 유기물을 부분적

으로 제거할 수는 있으나 일반 도시고형폐기물 소각로의 비산재 농도와 비교하여 

약 20배만큼의 중금속을 ASR 비산재에 함유하고 있다(Cunliffe et  al.,  2003;  

Hwang  et al., 2008). 한국에서는 전자 및 전기 자동차의 자원순환을 위해 2015년 

소각 재활용을 95%까지 증가시키고자 하였다(Lee et al., 2003; Lee and Oh, 2005).

따라서 시멘트 산업에서 ASR을 직접적으로 사용하거나 2차 원료 공급원으로 사용

하는 것은 환경부에서 제안한 지침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 또

한, 자연 환경에 유해한 오염물을 방지하기 위해 ASR 소각장에서 발생된 잔재물의 

유해 중금속을 고형화/안정화시켜야 한다. 처리 시 발생된 잔재물은 납(Pb), 크롬

(Cr), 카드뮴(Cd), 구리(Cu), 철(Fe), 니켈(Ni), 아연(Zn)등의 유해한 중금속을 다량 포

함하고 있다. 중금속 오염의 환경영향은 수생 동물에 대한 위협뿐만 아니라 식물과 

토양에 지속적으로 축적 될 수 있다. 중금속 오염은 생분해 과정을 거치지 못하기 

때문에 생물학적 시스템에 유해하다. 또한 생물농축과 생물축적에 대한 위험은 오

염된 지역에서 작물의 생산성을 감소시킬 수 있다(Rajeswari and Sailaj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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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형화/안정화 공정은 고화체내에 오염물을 캡슐화하고 화학적으로 안정한 성분

으로 변환됨으로써 유해 물질을 고정시키는데 널리 사용된다. 현재 포틀랜트 시멘

트는 고형화/안정화 공정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저비용 바인더지만 콘크리

트의 압축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적은 양의 고체폐기물을 처리하는 단점이 있다. 

Su et al., (2016)는 중금속 용출과 압축강도를 만족시키기 위해 고형 폐기물의 20 

wt% 미만으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반면 가스와 석유산업에서 발생되는 부생

유황을 이용한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SPB)는 고체 폐기물을 50 

wt%까지 콘크리트에 활용될 수 있다(Baek et al., 2016). Thiomer는 연구에서 사용

되는 SPB의 브랜드 명칭이다. Thiomer는 친환경 건설 자재로 Thio(황 함유 화합물) 

접두사와 Polymer(반복되는 하위 인자를 가진 큰 분자) 접미사로 이루어져 있다

(Baek et al., 2016). Thiomer는 중금속 용출과 압축강도 측면에서 기존의 시멘트 고

형화 기술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으로 활용될 수 있다. Thiomer 기반 시멘트는 상

업용으로 사용되는 포틀랜트 시멘트와 달리 많은 양의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으며, 

또한 이산화탄소의 배출도 적다. 포틀랜트 시멘트는 클링커 물질을 형성하기 위해 

1,400℃의 가마에서 석회석을 가열하여 1톤의 시멘트를 생산할 때 1톤의 이산화탄

소(CO2)가 발생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CO2 발생량의 5%를 차지한다(Worrell et al., 

2001). 시공 분야에 있어 Thiomer는 제품의 안정성을 향상시킬 수 있어 기존 시멘

트를 대체할 수 있다(McBee and Sullivan, 1979). 일반 포틀랜트 시멘트의 특징을 개

선한 유황폴리머바인더는 염 및 산성 환경에서 우수한 내성을 가진 건설자재로 사

용될 수 있다(Mohamed and Gamal, 2009). 내구성이 뛰어난 콘크리트 측면에서 

Thiomer는 인장, 휨강도 및 압축강도 그리고 수분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포틀

랜트 시멘트보다 우수한 특성을 가진다(Baek et al., 2016). 또한 Thiomer는 오염된 

토양 또는 핵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고정시키고 안정화시킬 수 있다(Fuhrmann et 

al., 2002; Lin et al., 1995; Darnell, 1991; Mohamed and El Gamal, 2007).

Baek et al. (2016)에 따르면 Thiomer의 새로운 합성과 응용에 대해 5가지의 다른 

혼합비에 따른 실험에만 중점을 두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포괄적인 통계분석과 ASR 

비산재의 Thiomer 고형화/안정화 방안에서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과 관련된 공정

변수에서의 상호작용 효과를 결정하는 최적화 방안은 아직 확립되지 않았다. 

RSM(Response Surface Methodology)에서의 D-최적 혼합 설계는 혼합설계 최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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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응답 변수를 모델링하는데 사용된다. 이는 예측 회귀계수의 전체 분산을 동시에 

최소화하는 정보 행렬식 값을 최대화하여 구성된다(Esbensen et al., 2002). D-최적 

설계의 실험영역은 단순하지 않고, 불규칙적이다(Valko,  2000). D-최적 설계는 다른 

혼합물 설계와 비교하여 실험에 필요한 비용을 낮추고 실행 횟수가 적다는 이점을 

가진다. 또한, 프로세스 변수와 결합된 혼합물을 동일한 실험 설계에 사용될 수 있

으며 분산분석(ANOVA)을 통해 유의수준을 결정할 수 있다(Eriksson, 2008).

본 단원에서는 Thiomer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에 대한 최적화 연

구를 수행하였고, Thiomer, ASR 비산재와 모래의 조성을 특성화하였다.  압축강도

와 Pb, Cr, Cd, Cu, Fe, Ni, Zn의 중금속 용출에 대한 시스템 최적화를 위해 반응표

면법(RSM)에서 D-최적 혼합물 설계가 수행되었다. 필수적인 상호 작용 매개 변수를 

통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ANOVA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각 방정식에 대한 프로세

스 매개 변수의 특성을 평가하기 위해 모델 방정식이 생성되었으며, 기존 바인더에 

대처하는 Thiomer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 최적 결과에 대한 비교평가를 통

해 새로운 친환경 건설재료로서의 경쟁력을 효과적으로 평가하였다.

4.2. 재료 및 방법

4.2.1 Thomer, ASR 비산재, 모래의 특성화 실험

Thiomer(원소조성 : 95% S, 2.3% C, 0.1% H, 밀도 : 1.865g/cm3, 비중 : 0.92)는 

Micro Powder Co.(한국, 울산)에서 조달하였다. ASR 비산재는 울산인근의 소각장에

서 채취하였다. 모래(밀도 : 2.65g/cm3, 조립도 : 2.8, 흡수율 1.63%)는 Kwang Duk 

Co., Ltd.(한국)에서 구입하였다. 각 시료의 pH 측정을 위해 25mL 증류수와 10g 시

료를 50mL 비커에서 30분간 혼합하였다. 혼합 후 용액을 3,000rpm으로 원심 분리하

였다. 이 용액을 pH meter (HQ40D, HACH, USA)를 사용하여 각 시료의 pH를 측정

하였다.

처리되지 않은 ASR 비산재의 총 중금속 농도는 Baker and Amacher (1982)의 방

법을 기반으로 유해 물질의 존재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되었다. 이 과정은 불산(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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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산(HNO3), 과염소산(HCIO4), 황산(H2SO4)의 혼합물을 사용한다. 채취한 ASR 비산재

는 불규칙한 모양과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5mm 체를 통과시킨 후 사용하였다. 

Teflon 비커에 2g의 ASR 비산재, 25mL 증류수와 2mL HNO3을 완전히 혼합하였다. 

용액을 건조시킨 뒤 충분히 냉각시키고, 3방울의 H2SO4와 10mL HF를 용액에 첨가

하고 200℃에서 가열하여 증발시켰다. 건조 및 냉각시킨 후, 15mL HNO3, 2mL 

H2SO4와 5mL HCIO4를 순차적으로 혼합하여 강한 SO3 연기를 발생시켰다. 냉각된 

여과액을 1.0㎛ 유리섬유여과지를 이용하여 여과 후 증류수를 첨가하였다. 여과된 

샘플에서 다양한 종류의 중금속(Pb, Cr, Cd, Cu, Fe, Ni, Zn)의 농도는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metry (ICP-OES : Agilent 720)를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고형화/안정화 공정 전후의 표면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과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FE-SEM/EDS : JEOL, 

JSM-6500A, Japan)을 사용하였다. FE-SEM과 EDS 현미경 이미지는 각각 50배, 100

배의 배율로 적용하였다. X-ray diffractometer(XRD, D/Max-B, RIGAKU)는 Thiomer 

고형화 전후의 ASR 비산재의 미네랄 성분, 결정상 및 구성성분을 분석하는데 사용

되었다. XRD에 대한 데이터는 10°에서 80°까지 2θ(2h)로 측정되었다.

4.2.2 고형화/안정화 실험 및 최적화 방법

본 연구에서 Thiomer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 과정은 혼합물의 성

분이 Thiomer, ASR 비산재, 모래로 구성된 것을 제외하고 Baek et al. (2016)의 방

법을 따랐다.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 측면에서 종합적인 반응 표면 최적화에 대한  

분석도 추가되었다. 

최적화 연구에서는 Design Expert 7.0 software의 D-최적 혼합물 설계를 이용하였

고, Thiomer(A : 20-40 wt%), ASR 비산재(B : 30-40 wt%), 모래(C : 20-40 wt%)의 

구성비로 고형화/안정화의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Pb, Cr, Cd, Cu, Fe, Ni, Zn)특성

을 평가하였다. 생성된 D-최적 혼합물 설계에는 최소 6개의 모델 포인트, 4개의 적

합 추정치, 4개의 반복실험으로 구성된 총 14개의 실험을 Supplement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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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S4.1)에 나타내었다. Thiomer 고형 후 압축강도는 compression testing 

machine (JI-108A, JEIL Precision, Korea)으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중금속 용출 전후

의 중금속 농도를 ICP-OES를 사용하여 정량화하였다.

4.2.3 중금속 용출 실험

중금속의 안정화를 규명하고 비교하기 위해 Thiomer로 고형화 된 ASR 비산재 샘

플은 한국의 표준용출시험 방법을 사용하였다(Baek et al., 2016; Osada et al., 2008; 

Park et al., 2013). 이 방법에서는 입자크기가 균일한(<5mm) 크기의 시료 100g을 취

하였다. 묽은 HCl을 사용하여 pH 6의 용매를 제조하였다. 그런 다음 총 부피 

500mL로 고체와 액체의 비율을 1:10으로 하여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대기 중 상태

로 유지하였고, 6시간 동안 4-5cm 진폭과 함께 200rpm으로 혼합 처리하였다. 혼합

물은 20분동안 3,000rpm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이 샘플을 0.45㎛ membrane 필터를 

통해 여과하였다. 여과액에서 Pb, Cr, Cd, Cu, Fe, Ni, Zn과 같은 중금속을 ICP-OES

로 분석하여 잠재적 용출성을 평가하였다.

4.3. 결과 및 고찰

4.3.1 Thiomer, ASR 비산재와 모래의 특성

Thomer, ASR 비산재와 모래에서 측정된 pH는 각각 4.1, 10.8, 6.1이었다. Thiomer

는 산성인 반면에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포틀랜트 시멘트는 알칼리성이다(Guerreiro- 

Tanomaru et al., 2012). Thiomer에서 황과 산소 그리고 물의 반응으로 산성 화합물

을 생성하기 때문이다. ASR 비산재는 소각로에서 생성된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소석회 때문에 높은 알칼리도를 나타낸다(Brereton, 1996). 모래는 약산성

을 나타냈다. 각각의 다른 pH결과는 물질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 용출 pH에 영향

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ASR 비산재의 총 중금속을 측정하였는데, 주로 Zn(6,891.6 mg/kg)과 Fe(6,5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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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이 구성되었고, Cu(463.8 mg/kg), Ni(57.2 mg/kg), Cr(40.7 mg/kg), Pb(35.9 

mg/kg), Cd(4.6 mg/kg)이 낮은 농도로 관찰되었다. 중금속 총 농도가 다른 이유는 

연소단계에서 Zn과 Fe의 증발과 Cu, Ni, Cr, Pb, Cd의 비증발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ASR 비산재에 포함된 모든 중금속은 한국의 규제 수준인 Cu, Zn, Pb 

3.0ppm, Cr6+ 1.5ppm, Cd 0.3ppm을 넘어선다. 이러한 중금속은 고형화/안정화 처리

가 필요하고 중금속 용출에 대한 모니터링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한다.

FE-SEM과 EDS 분석을 각각 50배, 100배의 배율로 수행하여 Thiomer, ASR 비산

재, 모래와 Thiomer 고화체의 표면형태를 Fig. 4.1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Thiomer

와 모래의 미세구조는 Fig. 4.1(a와 e)과 Fig. 4.1(b와 f)에서 각각 표면이 균일하고 

부드러운 형태를 나타낸다. Fig. 4.1(c와 g)에서 고형화되기 전 ASR은 불규칙한 형

태, 구형태의 입자를 포함하는 자갈 구조를 지닌 것으로 관찰되었다. (d)와 (h)의 

Thiomer 고형화 후 이미지는 ASR 비산재가 골재 사이를 채워 Thiomer 코팅이나 결

합을 보여주며 ASR 비산재가 골제 사이를 채워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것은 

Thiomer가 골재를 감싸고 내부 공간의 틈을 채움으로써 보다 작은 다공성 표면 구

조를 갖는 균질한 기질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Thiomer 고형화 후의 형태변화는 콘

크리트 구조를 개선하여 압축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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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FE-SEM image of (a) Thiomer, (b) sand, (c) ASR fly ash and (d) 

Thiomer solidification and EDS images of (e) Thiomer, (f) sand, (g) ASR fly ash 

and (h) Thiomer solidification

Fig. 4.2는 고형화/안정화 공정 전후의 광물학적 조성과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XRD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나타낸 것이다. 고형화/안정화 처리전의 ASR 비산재의 

주성분은 석영(SiO2)이고, 기타 부성분으로 규산칼슘수화물(Ca1.5SiO3.5․nH2O), 석회석

(CaCO3), 알루미나수화물(5Al2O3-H2O), 적철광(Fe2O3), 백운석(CaMg(CO3)2), 칼슘알루

미네이트수하물(Ca3Al2O6․H2O)로 구성되어있다(Silva et al., 1996). ASR 비산재의 고형

화/안정화 처리 후 다른 성분의 미네랄과 함께 추가된 황으로 인한 Thiomer peak가 

나타났다. Thiomer로 밀폐된 물질의 대부분이 황과 관련된 결정질 복합체를 포함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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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대부분의 수화물이 결정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Mohamed and Gamal, 2009; 

Sawada et al., 2001; Silva et al.,  1996;  Simic,  2013). 따라서 ASR 비산재의 중금

속은 Thiomer를 결합물질로 사용하는 고형화/안정화 처리 공정에서 금속 황화물/아

황산염으로 전환되는 것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4.2 X-ray diffraction images of ASR fly ash before and after Thiomer 

solidification

4.3.2 Thiomer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최적화 실험에서 고형화/안정화 공정을 위한 혼합물 조성에 대한 Thiomer, ASR 

비산재, 모래의 효과를 D-최적 혼합물 설계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Table 4.1은 

ASR 비산재를 Thiomer를 이용하여 고화체를 제작할 때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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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14회로 수행된 실험 결과를 나타낸다. 다양한 설계비에서 압축강도는 

6.3-78.96 MPa의 범위에 있었고, 용출 후 중금속 농도는 0.0034-0.0592 mg/L Pb, 

0.0201-0.0482 mg/L Cr, 0.0003-0.0027 mg/L Cd, 0.0022-0.0094 mg/L Cu, 

0.1000-0.2876 mg/L Fe, 0.0033-0.0173 mg/L Ni, 0.0749-0.1872 mg/L Zn의 범위에 있

었다.

Run
Compressive

strength (MPa)

Heavy metal concentration (mg/L)

Pb Cr Cd Cu Fe Ni Zn

1 57.6 0.0090 0.0229 0.0003 0.0022 0.1004 0.0045 0.0834

2 79.0 0.0342 0.0389 0.0014 0.0088 0.2876 0.0087 0.1305

3 6.7 0.0408 0.0407 0.0014 0.0040 0.1875 0.0059 0.0880

4 49.9 0.0071 0.0394 0.0008 0.0038 0.1303 0.0094 0.0799

5 68.3 0.0130 0.0315 0.0012 0.0038 0.1338 0.0034 0.1289

6 75.6 0.0034 0.0338 0.0013 0.0069 0.2422 0.0072 0.1725

7 6.8 0.0592 0.0307 0.0027 0.0094 0.1265 0.0082 0.1131

8 75.5 0.0195 0.0358 0.0020 0.0065 0.2663 0.0107 0.1872

9 66.7 0.0253 0.0482 0.0017 0.0064 0.2400 0.0173 0.1728

10 11.5 0.0157 0.0259 0.0018 0.0042 0.1062 0.0064 0.0827

11 58.8 0.0095 0.0201 0.0005 0.0023 0.1000 0.0033 0.0749

12 6.2 0.0589 0.0332 0.0023 0.0084 0.1241 0.0071 0.1067

13 43.6 0.0090 0.0403 0.0011 0.0039 0.1305 0.0093 0.1012

14 63.6 0.0247 0.0478 0.0017 0.0066 0.2506 0.0173 0.1704

Table 4.1 Observed experimental results of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for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ASR fly ash

모든 독립변수(A, B, C)의 계수에 대한 산술방정식과 계수 값을 얻기 위해 실험결

과를 상호 연관시킬 cubic model을 사용하였다.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에서 

반응 표면 예측모델의 압축강도(YCS)와 중금속 용출 Pb(YPb), Cr(YCr), Cd(YCd), 

Cu(YCu), Fe(YFe), Ni(YNi), Zn(YZn)에 관한 방정식을 Eqs. (1)-(8)에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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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s. (1)

  


      Eqs. (2)
  

  


      Eqs. (3)
  

  ×
×


Eqs. (4)

  


     Eqs. (5) 

  


      Eqs. (6)
  

  


Eqs. (7)

  


Eqs. (8)

D-최적 혼합 설계에서 수학적 모델링 접근법은 생성된 방정식의 부호와 계수로 

해석할 수 있다. 양수와 음수부호는 반응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개별매개변

수 또는 상호작용매개변수로 나타난다. 방정식에서 수치계수는 반응에 대한 매개변

수의 민감도를 나타낸다. ASR 비산재 고화체에서 Thiomer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골재를 보다 강하게 결합시키고 압축강도는 증가하고 중금속 용출은 억제하게 된다

(Baek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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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ANOVA 연구와 진단결과

ANOVA 연구는 회귀모형방정식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해 반응에 관한 필수변수

의 중요도(Degree of importance)를 분석하고자 수행되었다. Table 4.2는 ASR 비산

재의 고형화/안정화의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대한 ANOVA 결과를 나열하였다. 

신뢰수준은 반응표면3차 모델의 적합성의 중요도를 확인하기 위해 0.05로 가정하였

다. 단일작용과 상호작용하는 공정매개변수의 중요성은 Fisher분산비율(F-value)과 

확률 값(p-value)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p값보다 높은 F값과 0.05미만의 p값은 독

립 변수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의미한다(Subramonia Pillai et al., 2016). p값을 기본

으로 하여 만들어진 cubic model과 사용된 변수가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의미

한다. BC와 ABC의 상호작용 항만이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 시 압축강도의 반

응에 있어 통계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용출되는 중금속에 대한 반응은 BC(B-C), BC

와 AB(A-B)는 각각 Pb, Cu, Fe 용출에 대해 영향이 작음을 나타냈다. Cr 용출에 대

해서는 AB, BC, ABC의 조건이 통계적으로 중요하지 않았고, Cd 용출은 AC, ABC, 

AC(A-C)가 중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Ni의 경우 모든 조건이 유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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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

Responses

Compressive

strength (MPa)

Pb

(mg/L)

Cr

(mg/L)

Cd

(mg/L)

Cu

(mg/L)

Fe

(mg/L)

Ni

(mg/L)

Zn

(mg/L)

p-value (Prob>F)

results:

Model <0.0001 <0.0001 0.0008 0.0046 0.0006 <0.0001 0.0004 0.0023

Linear Mixture <0.0001 <0.0001 0.0001 0.0017 0.0003 <0.0001 <0.0001 0.0008

AB 0.0007 0.0002 0.0652 0.0453 0.0041 0.0003 0.0203 0.0024

AC 0.0006 0.0013 0.1468 0.1763 0.0054 0.0016 0.0005 0.0124

BC 0.1595 0.0057 0.1490 0.0406 0.0674 0.0104 0.0111 0.0084

ABC 0.4265 0.0011 0.3154 0.2227 0.0181 0.0006 0.0056 0.0282

AB(A-B) 0.0021 0.0492 0.5079 0.0198 0.0355 0.1495 0.0007 0.0041

AC(A-C) 0.0027 0.0056 0.0443 0.3872 0.0084 0.0166 0.0043 0.5599

BC(B-C) 0.0001 0.8105 0.0238 0.0349 0.0016 0.0095 0.0051 0.0013

Other statistical

results:

Pure error 25.4 2.2×10-6 7.4×10-5 1.1×10-7 5.0×10-7 5.9×10-5 1.3×10-6 2.9×10-4

Cor Total 10,188.54 4.4×10-3 9.2×10-4 5.7×10-6 7.3×10-5 0.062 2.5×10-4 0.021

Std. Dev. 2.5 7.4×10-4 1.7×10-4 1.7×10-4 3.5×10-4 3.8×10-3 5.8×10-4 8.5×10-3

C.V.% 5.3 3.1 3.9 11.6 6.4 2.2 6.8 7.0

R2 0.9975 0.9995 0.9920 0.9802 0.9932 0.9991 0.9946 0.9862

Adj-R2 0.9919 0.9984 0.9739 0.9358 0.9779 0.9969 0.9825 0.9552

Adequate precision 34.0 89.6 23.1 14.9 22.4 58.0 28.6 15.1

Table 4.2 ANOVA for the Thiomer solidification mixture cubic model

통계적 모델에서 일반적으로 적합성은 결정계수(R2)에 의해 정해진다. 보정된 결

정계수(Adj-R2)는 일반적으로 적합함을 결정하는데 중요하게 이용된다. Adj-R2은  

압축강도에 대해 0.9975, 중금속 Pb, Cr, Cd, Cu, Fe, Ni, Zn 의 용출에 대해 각각 

0.9920, 0.9802, 0.9932, 0.9990, 0.9946, 0.9862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생성된 cubic 

model은 실험변수의 범위를 예측하는데 적합함을 확인할 수 있다. 각각의 반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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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적화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모델이 충분함을 나타내고 있다. 적절성을 나타내는 

집단내분산의 비율은 적절한 정밀도 값으로 관찰된다. 그 비율이 4이상이면 적절하

다(Sengupta, 2014). 따라서 cubic model에서 얻어진 비율은 압축강도(34.0)와 각각의 

중금속 용출은 Pb(89.6), Cr(23.1), Cd(14.9), Cu(22.4), Fe(58.0), Ni(28.6), Zn(15.1)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설계가 적합함을 나타낸다. 변동계수(C.V.%)는 평균값으

로 확산되는 정도를 측정하여 정밀도를 결정한다. 낮은 C.V.% 값은 평균 분산이 낮

기 때문에 실험에서 높은 신뢰성을 나타내게 된다(Li et al., 2009). 따라서 D-최적 

혼합물 설계에서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기초한 C.V.% 값이 2.2-11.6로 낮아 결

합물질로서 Thiomer를 사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의 평균 데이터의 높은 

신뢰성을 확인할 수 있다.

Supplementary Data (Fig. S4.1)에서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대한 잔차의 정규

확률 도표는 모든 실험의 실행점이 정상선(빨간선)에 가깝게 나타나기 때문에 정규

성에서 문제가 없어, 모델에 대해 수용 가능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편차가 

균일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각 실험번호에 대한 스튜던트화 잔차

(Studentized residuals)에 대한 그림을 Supplementary Data (Fig. S4.2)에 나타내었다. 

그 결과는 모든 잔차가 –3에서 3의 범위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실험에서 잠재적 

특이치가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낸다.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의 실제 값과 예측 값

을 Fig. 4.3에 나타내었다. 실제 값은 특정 실험에서 반응데이터의 측정된 값을 나타

내며, 예측된 값은 근사함수를 사용하여 생성된 모델에서 값을 찾을 수 있다. 생성

된 cubic model은 측정된 데이터와 일치하는 예측 값에 의해 신뢰할 수 있다는 것

을 그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모델의 정규성과 반응변형을 다루는 특별한 

문제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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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Predicted versus actual diagnostic plots for (a)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of (b) Pb, (c) Cr, (d) Cd, (e) Cu, (f) Fe, (g) Ni, and (h) Zn in Thiomer 

sol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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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반응분석

RSM은 Thiomer, ASR 비산재, 모래의 혼합물 구성이 고형화/안정화 공정에서 압축

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는 3차원 상호작용도를 도출하는데 사

용되었다. Table 4.2의 ANOVA에 근거하며, Thiomer, ASR 비산재, 모래의 혼합물 구

성에서 대해 대부분의 상호 작용하는 항은 유의했다(p-value<0.05). 압축강도와 중금

속 용출을 기반으로 Thiomer 고형화에 대한 ASR 비산재의 반응표면도 결과를 Fig. 

4.4에 나타냈다. 이 결과는 바인더로서 Thiomer와 모래에 대해 ASR 비산재가 filler

로서 중요한 상호작용 효과를 나타냄을 일관되게 보여준다. 

압축강도(Fig. 4.4a)의 반응에 있어서, Thiomer와 모래를 사용한 ASR 비산재의 고

화체는 결합력과 크기로서 작용하기 위한 적절한 형태와 크기로 인해 혼합물의 일

관성과 작동가능성을 높이는데 도움이 된다(Mohamed, 2002; Mohamed and Gamal, 

2009; Na and Lee, 2013). 적절한 혼합은 효과적으로 결합력을 강화하고 Thiomer의 

개질된 황으로 인해 높은 압축강도를 얻을 수 있다(Baek et al., 2016; Mohamed and 

El Gamal, 2007). Thiomer와 ASR 비산재의 상호작용은 Thiomer로 고형화 된 ASR 

비산재의 내구성을 향상시킨다(McBee et al., 1981). 게다가 Thiomer와 모래의 상호

작용은 Thiomer의 황이 모래입자의 표면에 쉽게 달라붙도록 하기 위함이다(McBee 

et  al., 1981).

중금속 용출반응(Fig. 4.4b-h)을 위해, Thiomer의 개질된 황은 고형화/안정화 공정 

후에 생성된 고화체 내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고 강화시킬 수 있다. ASR 

비산재에 황을 추가하면 중금속 화합물이 용해성 폐기물에 캡슐화되는 고가용성 금

속 황화물로 전환되므로 고형 용량이 증가하게 된다(Sawada et al., 2001; Simic, 

2013). XRD 분석 결과는 ASR 비산재에서 중금속의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효과적인 

재료로서 Thiomer가 중금속 화합물과 반응한 후 금속 황화물이 생성되는 것이 확인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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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Response surface plot for the effect of Thiomer (A, wt%), ASR fly ash (B, wt%) 

and sand (C, wt%) compositions on (a)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of 

(b) Pb, (c) Cr, (d) Cd, (e) Cu, (f) Fe, (g) Ni, and (h)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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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최적화 및 모델 검증

고형화/안정화 과정에서 최대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대해 최적화된 조건은 회

귀방정식을 해석하고 반응 표면도를 분석하여 얻어졌다. 그 결과 30 wt% Thiomer, 

30 wt% ASR 비산재, 40 wt% 모래에서 최적의 조건을 찾을 수 있었다. 압축강도 예

측 값은 58.2 MPa이고, Pb, Cr, Cd, Cu Fe, Ni, Zn에 대한 중금속 용출 예측 값은 

각각 0.092, 0.0215, 0.0004, 0.0022, 0.1002, 0.0039, 0.0791 mg/L로 나타났다.

Table 4.3은 D-최적 혼합 설계에서 cubic model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검증하기 

위해 최적결과에 대한 포인트 예측과 검증실행으로 나타냈다. 반응에 대한 예측된 

간격은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 결과의 오차와 불확실성을 설명한다(Choi et al., 

2014). 반응이 확인된 실행점이 지정된 간격 내에 있으면 생성된 cubic model을 검

증 할 확률은 95%이다. 관측된 평균 압축강도는 54.9 MPa이고, Pb, Cr, Cd, Cu Fe, 

Ni, Zn의 중금속 용출 농도 각각 0.0078, 0.0260, 0.0007, 0.0020, 0.1027, 0.0046, 

0.0920 mg/L로 나타났다. 이 결과 값은 예측된 간격 내에 존재하기 때문에 cubic 

model이 최적화 연구에 적합하고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Predicted Predicted interval Observed

Low High

Compressive strength (MPa) 58.2 49.1 66.8 54.9

Heavy metal leaching:

Pb (mg/L) 0.0092 0.0067 0.0117 0.0078

Cr (mg/L) 0.0215 0.0169 0.0261 0.0260

Cd (mg/L) 0.0004 0.0000 0.0010 0.0007

Cu (mg/L) 0.0022 0.0010 0.0034 0.0020

Fe (mg/L) 0.1002 0.0872 0.1132 0.1027

Ni (mg/L) 0.0039 0.0019 0.0058 0.0046

Zn (mg/L) 0.0791 0.0504 0.1079 0.0920

Table 4.3 Validation runs using optimum conditions for Thiomer sol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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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연구결과 비교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에 기초한 본 연구의 고형화/안정화 과정은 과거의 다양

한 비산재의 포틀랜트 시멘트 연구결과와 비교하였다(Cerbo et al., 2016; 

Mangialardi et al., 1999; Pesonen et al., 2016). Table 4.4에서 Thiomer의 활용은 우

수한 특성을 보였다. Thiomer는 일반적인 포틀랜트 시멘트보다 압축강도가 약 

5.5-10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Thiomer는 양생시간 측면에서 포틀랜트 

시멘트를 양생 후 1일 만에 가장 높은 압축 강도를 능가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러한 결과는 Thiomer의 최대 강도를 얻기 위해 물이 필요 없는 개질 유황

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Moon et al., 2016). 중금속 용출의 경우, Thiomer

의 활용은 기존의 시멘트보다 국내의 엄격한 환경규정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기

존의 중금속 용출 농도를 낮출 수 있었다.



- 68 -

This study
Pesonen et 

al. (2016)

Mangialardi et 

al. (1999)

Cerbo et al. 

(2016)

Fly ash source ASR
Recovered 

fuel-biofuel

M u n i c i p a l 

solid waste

H o u s e h o l d 

and industrial 

waste

Treatment time (day) 1 28 7 28

Binder Thiomer
P o r t l a n d 

cement

P o r t l a n d 

cement

P o r t l a n d 

cement

Compressive strength (MPa) 54.9 4-10 0.6-1.4 0.54

Heavy metal leaching:

Korean 

regulatory 

limit:

Pb (mg/L) 0.0078 3.61 50 0.126 3.0

Cr (mg/L) 0.0260 1.0 28 0.117 1.5

Cd (mg/L) 0.0027 0.1 11 0.009 0.3

Cu (mg/L) 0.0020 0.25 25 0.004 1.0

Ni (mg/L) 0.0046 0.5 - 0.04 -

Zn (mg/L) 0.0920 7.53 - 0.178 3.0

Table 4.4 Comparison of various solidification/stabilization research findings

4.4. 결론

본 단원에서 수행된 Thiomer 고형화/안정화 공정은 고형화 된 ASR 비산재를 효

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었다. FE-SEM/EDS를 사용한 Thiomer 고형화의 표면형태는 

높은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의 결과를 가져오는 표면구조의 변경으로 인해 성공적

인 혼합임을 확인하였다. XRD 분석에서 중금속 성분의 반응이 감소하는 이유는 결

정질 복합체의 형성과 관련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RSM에 따른 D-최적 혼합물 설계

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 및 회귀분석에 의한 모든 실험 영역에서 발생하는 압축

강도와 중금속 용출 반응을 예측하기 위해 Thiomer, ASR 비산재, 모래에 대한 효과

를 통계적으로 연구하였다. 반응표면 결과에서는 대부분의 상호작용하는 변수가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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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30 wt% Thiomer, 30 wt% ASR 비산재, 40 wt% 

모래의 혼합 최적 조건에서 압축강도 54.9 MPa와 Pb, Cr, Cd, cu, Fe, Ni, Zn의 각

각의 중금속 용출은 0.0078, 0.0260, 0.0007, 0.0020, 0.1027, 0.0046, 0.0920 mg/L로 

나타났다. Thioemr로 고형화 된 ASR 비산재는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의 관점에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보다 우수함을 보여주었다. Thioemr를 결합물질

로 사용하면 짧은 양생기간(1일)에서 54.9 MPa의 매우 높은 압축강도가 나타났다. 

Thiomer로 고형화된 ASR 비산재의 고화체는 포틀랜트 시멘트를 사용하는 것보다 

적어도 1.8배 낮은 수준으로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고정시킬 수 있었다. 따라서 

Thiomer는 일반 포틀랜트 시멘트보다 5.5-101.7배 높은 압축강도 특성으로 혁신적

인 건축자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또한 Thiomer 고형화/안정화 과정에서 

ASR 비산재의 중금속 용출을 한국의 용출 기준보다 최대 32.6배 낮은 수준으로 나

타나 환경 친화적인 것으로 입증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hiomer는 단기간

에 높은 압축강도를 발현하고 ASR 비산재의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고형화/안정화시

키기 때문에 우수한 결합물질로 판단된다.

Supplementary Data

Normal plot of residuals for (a)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of (b) Pb, (c) Cr, (d) Cd, (e) Cu, (f) Fe, (g) Ni, and (h) Zn in 

Thiomer solidification (Fig. S4.1). Run and internally studentized residuals for 

(a)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of (b) Pb, (c) Cr, (d) Cd, 

(e) Cu, (f) Fe, (g) Ni, and (h) Zn in Thiomer solidification (Fig. S4.2). 

Mixture composition of Thiomer solidification using D-optimal mixture design 

(Table S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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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4.1 Normal plot of residuals for (a)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of (b) Pb, (c) Cr, (d) Cd, (e) Cu, (f) Fe, (g) Ni, and (h) 

Zn in Thiomer solidification



- 71 -

Fig. S4.2 Run and internally studentized residuals for (a)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 leaching of (b) Pb, (c) Cr, (d) Cd, (e) Cu, (f) Fe, 

(g) Ni, and (h) Zn in Thiomer solid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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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un A: Thiomer (wt%) B: ASR fly ash (wt%) C: Sand (wt%)

1 30 30 40

2 40 40 20

3 25 50 25

4 30 40 30

5 25 35 40

6 40 30 30

7 20 50 30

8 40 35 25

9 30 50 20

10 20 40 40

11 30 30 40

12 20 50 30

13 30 40 30

14 30 50 20

#

Table S4.1 Mixture composition of Thiomer solidification using 

D-optimal mixture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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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유황폴리머바인더와 중금속의 고형화 메커니즘

요  약

제 5장에서는 Thiomer 고형화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을 확인하기 위해 약 140℃

의 반응기에서 배합비(Thiomer : Heavy metal = 80 : 20 [wt%])로 순수재료를 혼합

하고 고화체를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고화체의 표면구조는 FE-SEM/EDS로 분석하여 

중금속 산화물 및 화합물의 분포와 표면형태를 조사하여, 중금속 물질이 용융된 황

에 의해 얇은 막으로 쌓이거나 황의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XRD로 고화체의 광물상 특성을 분석한 결과, 중금속 물질은 Thiomer의 황(S)에 의

해 막으로 둘러싸여, 중금속 물질이 황과 반응하여 새로운 황화합물로 변환될 가능

성이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thermogravimetric analysis(DSC-TGA) 분석결과 반응온도(약 140℃)범위 내에서 무게

의 큰 변화를 볼 수 없었고, 열역학법칙에 의한 계산결과 140℃ 이하의 온도에서

새로운 화합물(중금속 황화물과 같은 결정질 복합체)을 형성이 어려우므로 화학적 

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따라서 Thiomer를 결합제로 

사용하는 고형화는, 개질된 유황이 중금속 물질을 물리적으로 캡슐화하여, 화학적 

안정화인 기존 시멘트 고형화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방안임을 확인할 수 있다.

5.1. 서론

최근에는 환경 분야에서 중금속 오염토양과 소각재에 대한 관심과 유해물질 관리

의 필요성이 증가되면서 인산염계 물질 (인회석, 인광석, 인산염 비료 등), 금속 산

화물계 물질, 산업폐기물 (슬래그, 비산재, 바닥재, 굴폐각 등) 등을 적용한 고형화/

안정화와 최적화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Kumpiene et al., 2008; 김준하, 2017). 그러

나 여전히 고형화/안정화 방안으로 시멘트 고화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이는 

일반 포틀랜트 시멘트의 장점인 가격이 저렴하고 고화체를 만들기가 쉬워 오래전부

터 연구가 진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시멘트로 고형화하는 경우에는 시멘트의 양이 

1세제곱미터당 150킬로그램 이상 혼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환경부, 2018) 강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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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의 다양한 특성에 맞는 고화제의 선정 등에 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 이를 

보완해야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고화체를 유해물질 

고형화/안정화 방안에 적용시키고 있다.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Brand name is‘Thiomer’)를 활용한 유

해폐기물 고형화 공정은 중금속을 불용성 금속 황화물로 변환시켜 유해물질을 캡슐

화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Sullivan and McBee, 1976; Mishras and Shimpi, 2005; 

Mohamed and El Gamal, 2007; Mohamed and El Gamal, 2009). 선행연구에서 진행

된 자동차 파쇄 잔재물(Automotive Shredder Residues, ASR)이나 산업고체폐기물

(Industrial Solid Waste, ISW)등과 같은 유해폐기물에서 발생된 소각재(비산재, 바닥

재)는 소각하기 전 폐기물 중의 농도보다 높은 농도로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다. 그

러나 소각재에 포함된 중금속은 산화물형태로 존재한다(김삼권 et al., 2006; 

Sobiecka et al., 2010). 이러한 소각재에 포함된 다양한 중금속과 Thiomer의 메커니

즘을 확인하기에는 중금속 이외의 물질이 다량 존재하여 명확히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또한 중금속은 염화물이나 화합물 등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다양

한 형태의 중금속에 대한 Thiomer의 고형화/안정화 메커니즘을 규명할 필요가 있

다.

본 연구에서는 Thiomer를 결합물질로 한 중금속 산화물/화합물의 고형화 공정의 

물리․화학적 반응 메커니즘을 명확히 하고자 한다. 연구결과는 향후 진행될 유해폐

기물의 고형화/안정화와 더불어 친환경 건설재료로의 활용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5.2. 재료 및 방법

5.2.1 유황폴리머바인더, 중금속 산화물 및 화합물의 고형화 실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유황폴리머바인더는 울산광역시에 위치한 마이크로파우더(주)

에서 생산된 개질유황바인더를 사용하였다. Thiomer의 경우 Powder 형태의 균일한

입자로 조성되어 있으며, 밀도는 1.865 g/cm3 비중은 0.92, 색상은 연한황토색을 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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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으며 원소조성은 95% S, 2.3% C, 0.1% H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중금속 산

화물(CdO, Cu2O, Pb2O)과 화합물(Cd(NO3)2․4H2O, CuCl, PbCl2)의 종류와 기본적인 특

성을 Table 5.1에 나타내었다. 

Heavy metal 

chemical type 

Chemical 

formula

Molecular 

Weight

Melting Point/

Boiling Point
Density Company

Cadmium 

oxide
CdO 128.4 1,385℃/1,430℃ 8.15 DAEJUNG

Copper(Ⅰ) 

oxide
Cu2O 143.09 1,232℃/1,800℃ 6 DAEJUNG

Lead(Ⅱ,Ⅳ) 

oxide, Red
Pb2O 685.57 500℃/NA 9.1 DAEJUNG

Cadmium 

nitrate 

tetrahydrate

Cd(NO3)2․4H2O 308.46 59.5℃/132℃ 2.45 SIGMA-ALDRICH

Copper(Ⅰ) 

chloride
CuCl 99 430℃/1,490℃ 4.14 SIGMA-ALDRICH

Lead(Ⅱ) 

chloride
PbCl2 278.11 501℃/950℃ 5.85 DAEJUNG

Table 5.1 Types and characteristics of heavy metal compounds studied

고형화 실험을 위해 배합설계비를 80 wt% SPB, 20 wt% 중금속 산화물/화합물로 

혼합하였다. 1L의 Oil bath에 실리콘 오일을 500ml 채우고 약 140±5℃로 설정하고, 

실험 과정에 필요한 모든 비커와 스푼은 Oven에서 Oil bath의 온도와 똑같이 예열

하여 사용하였다. Oil bath에 설정된 온도까지 예열이 끝나면 충분히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4시간을 추가로 예열한 후, Thiomer와 중금속 산화물/화합물을 비커에 

넣은 뒤 충분히 섞일 수 있도록 15분간 혼합하였다. 혼합이 완료된 고화체는 24시

간 상온에서 양생시켰다. 그 후 샘플을 분석조건에 맞게 전처리 한 후 필요한 분석

을 실시하였으며, 전체적인 실험절차는 Fig 5.1에 나타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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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Thiomer solidification/stabilization treatment process

5.2.2 중금속 고형화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분석

24시간 양생시킨 고화체는 수분을 제거하고 일부를 채취하여 고형화 전�후의 샘

플을 x-ray diffractometer (XRD, D/Max-B, RIGAKU)를 사용하여 미네랄 성분, 결정

상을 분석하였다. XRD는 10-80°(2θ)의 결과를 나타냈으며,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생성된 황 화합물의 측정패턴과 ICDD (International centre for diffraction data), 표

준패턴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고화체의 표면 형태를 분석하기 위해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y와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FE-SEM/EDS 

: JEOL, JSM-6500A, Japan)을 사용하였다. FE-SEM은 500, 1,000배, EDS는 3,000배의 

배율로 관찰하였다. 고형화/안정화 후의 샘플을 differential scanning calorimetry - 

thermogravimetric analysis (DSC-TGA, TA Instruments, SDT Q600)를 이용하여 온도 

변화에 따른 시료 무게의 변화를 측정하여 Thiomer 고형화/안정화 공정에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황 화합물이 생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등온속도 10℃/min, 

온도범위 RT - 1,400℃, 분위기는 N2의 분석조건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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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결과 및 고찰

5.3.1 X-ray diffraction 특성 

XRD는 Thiomer로 고형화 처리 전․후의 중금속 화학물질의 조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하였고, 중금속 산화물(CdO, Cu2O, Pb2O)의 고화체에 대한 XRD 결과를 Fig. 5.2

에 나타내었다. (a)와 (a′)는 CdO에 대한 고형화에 대한 결과로 대표적인 peaks를 

확인할 수 있다. 단순히 혼합된 Mix 그래프와 Solidification 그래프는 대부분 일치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CdO의 intensity가 고형화 처리 후 Thiomer에 의해 낮아짐을 

확인할 수 있으며, 중금속 물질을 황(S)이 코팅을 하는 물리적 결합(encapsulation)으

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고형화 처리 후 새로운 peaks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CdO의 melting point와 boiling point가 높기 때문에 Thiomer 고형화 공정의 낮은 온

도 범위(약 140℃)에서는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된다. Cu2O의 고형화 

결과 (b)와 (b′)의 결과도 CdO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Pb2O의 경우 

Fig. 5.2(c)와 (c′)에서 큰 차이는 아니지만 새로운 peaks를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이 peaks가 XRD 결과만으로 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황화합물이 생성되었다고 판단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중금속 산화물을 고형화 처리 후 결과는 약간의 차이가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중금속 물질이 Thiomer에 의해서 encapsulation 된 것으로 판

단된다. 따라서 중금속 산화물(CdO, Cu2O, Pb2O)은 높은 MP/BP를 나타내는 안정된 

물질로서 Thiomer 고형화 공정의 낮은 온도에서는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 물리적 

반응으로 인한 encapsultation인 것으로 판단된다.



- 82 -

Fig. 5.2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iomer, CdO, mixture of Thiomer and CdO 

before and after solidification, (a’) same as (a) with scale change for individual peak 

identification, (b) Thiomer, Cu2O, mixture of Thiomer and Cu2O before and after 

solidification, (b’) same as (b)withscale change for individual peak identification, (c) 

Thiomer, Pb2O, mixture of Thiomer and Pb2O before and after solidification, (c’) 

same as (c)withscale change for individual peak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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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 산화물의 고형화 처리 후의 결과와는 다르게 중금속 화합물(Cd(NO3)2․

4H2O, CuCl, PbCl2)의 XRD peaks는 다른 패턴으로 관찰되었다. 산화물의 peaks 패

턴과는 다르게 고형화 후 새로운 peaks 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5.3(a)와 (a′)에서 Cd(NO3)2․4H2O의 경우 고형화 처리 후 단순한 MIx 결과에서 확인

되지 않은 새로운 peaks 가 관찰되었다. 이는 낮은 온도에서 중금속과 Thiomer가 

일부 반응을 하여 새로운 황화합물이 생성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

난 이유는 Cd(NO3)2․4H2O의 MP/BP가 각각 59.5/132℃로 낮은 온도에서 반응할 수 있

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때문이다. Cd와 S가 반응하여 CdS의 황화합물이 생성되면서 

Thiomer 고형화 공정에서 중금속을 안정화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b)와 (b′)

의 CuCl의 고형화 전후 결과도 새로운 peaks를 확인할 수 있으며 일부 중금속이 유

황과 관련된 결정질 복합체로 변환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Baek et al., 2016; 

Mohamed and Gamal, 2009; Sawada et al., 2001; Silva et al.,  1996;  Simic,  2013). 

PbCl2의 고형화 전후 (c)와 (c′)의 결 중금속 화합물(Cd(NO3)2․4H2O, CuCl, PbCl2)은 

Thiomer를 결합물질로 이용하는 고형화 공정 온도 약 140℃에서 S와 일부 반응하여 

금속 황화물/아황산염으로 전환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중금속 화합물은 낮은 온도인 약 140℃에서 물리․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고형화/안정

화 할 수 있는 시멘트 대체 결합물질로 활용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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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a) Thiomer, Cd(NO3)2, mixture of Thiomer and 

Cd(NO3)2 before and after solidification, (a’) same as (a) withscale change of scale 

for individual peak identification, (b) Thiomer, CuCl, mixture of Thiomer and CuCl 

before and after solidification, (b’) same as (b) withscale change of scale for 

individual peak identification, (c) Thiomer, PbCl2, mixture of Thiomer and PbCl2

before and after solidification, (c’) same as (c) withscale change of scale for 

individual peak ident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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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FE-SEM/EDS 특성 

FE-SEM 이미지는 Thiomer 고형화 처리 후 표면 형태를 분석하고자 시행하였다. 

중금속 산화물(CdO, Cu2O, Pb2O)의 이미지는 Fig. 5.4(a) - (c′)로 나타내었으며, 

CdO (a-a′)의 고형화 후의 결과로 작은 알갱이(CdO)와 용융된 Thiomer(대부분 S)

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 결합물질인 Thiomer가 액체의 상태에서 중금속 물질을 

얇은 막의 형태로 캡슐화하면서 형성된 결과로 판단된다. 또한 Cu2O (b-b′)와 

Pb2O (c-c′)의 결과도 CdO와 같은 결과로 간주된다. 이는 대부분의 중금속이 물리

적 결합으로 인해 생성된 결과로 보여진다. 그와 반대로 중금속 화합물(Cd(NO3)2․

4H2O, CuCl, PbCl2)의 이미지 결과는 Fig. 5.5(a) - (c′)이며 산화물과는 다른 형태로 

관찰되었다. Cd(NO3)2․4H2O (a-a′)의 낮은 MP/BP로 인해 Thiomer와 반응하여 작은 

알갱이의 형태를 확인할 수는 없었다. 이러한 경우는 용융된 Thiomer의 내부에 중

금속 물질이 존재하거나 중금속 물질이 금속 황화물/아황산염으로 전환되어 이러한 

형태로 관찰 될 수 있다. CuCl (b-b′)의 표면 형태는 겹겹이 쌓여있는 형태를 나타

낸다. CuCl의 결과 또한 용융된 Thiomer의 내부에 존재하거나 금속 황화합물로 전

환된 것으로 판단된다. PbCl2 (c-c′)는 매끄러운 표면을 가지며 고형화 처리 후 깨

진 부분의 이미지를 확인하였으며 이 결과도 앞선 결과와 같은 형태를 나타내는 것

으로 판단된다. 



- 86 -

Fig. 5.4 FE-SEM images of Thiomer after solidification. Micrographs were taken at  

the magnification of (a) 500x CdO, (a’) 1,000x CdO (b) 500x Cu2O, (b’) 1,000x 

Cu2O, (c) 500x Pb2O, and (c’) 1,000x Pb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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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FE-SEM image of after solidification (a) 500x Cd(NO3)2․4H2O, (a’) 1,000x 

Cd(NO3)2․4H2O (b) 500x CuCl, (b’) 1,000x CuCl, (c) 500x PbCl2, and (c’) 1,000x 

PbCl2

FE-SEM 이미지 분석의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표면 원소분석을 실행한 결과는 

Fig. 5.6과 Table. 5.2같다. 중금속 산화물(CdO, Cu2O, Pb2O) 고화체의 원소분석 결

과, Fig. 5.6(a-a’)의 CdO 고화체의 표면에서는 다량의 황(46.10 wt%)과 카드뮴

(34.34 wt%)이 확인되었고, 탄소(13.71 wt%)와 산소(5.85 wt%)도 검출되었다.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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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갱이의 Cd물질은 Thiomer의 황으로 얇은 막을 형성하여 고형화 효과를 가진다. 

결합물질인 Thiomer가 중금속 물질을 외부 자극(산소 또는 물)으로부터 최소화 할 

수 있는 물리적 결합을 이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와 유사하게 

Cu2O 고화체는 황(46.33 wt%), 구리(29.04 wt%), 탄소(15.96 wt%) 그리고 산소(8.67 

wt%)로 나타났다. Pb2O 고화체의 표면분석 결과 또한 황(41.32 wt%), 납(37.45 wt%), 

탄소(16.03 wt%), 산소(5.21 wt%)로 중금속 산화물의 고형화 처리 후 물리적 결합으

로 인한 고형화라고 판단된다.

Fig. 5.6 EDS analysis exhibiting the elemental composition of Thiomer after 

solidification (a) 3,000x CdO, (a’) CdO elemental analysis, (b’) 3,000x Cu2O, (b’) 

Cu2O elemental analysis, (c) 3,000x Pb2O, (c’) Pb2O element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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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lement Weight% Atomic%

CdO Solidification

C 13.71 35.12

O 5.85 11.24

S 46.10 44.24

Cd 34.34 9.40

Total 100.00

Cu2O Solidification

C 15.96 35.23

O 8.67 14.36

S 46.33 38.30

Cu 29.04 12.11

Total 100.00

Pb2O Solidification

C 16.03 42.64

O 5.21 10.40

S 41.32 41.18

Pb 37.45 5.78

Total 100.00

Table 5.2 Elemental contents of Thiomer surface estimated by EDS analysis 

(heavy metal oxides)

중금속 화합물(Cd(NO3)2․4H2O, CuCl, PbCl2)의 고화체 표면 원소분석 결과를 Fig. 

5.7와 Table 5.3에 정리하였다. 분석과정 중 기기의 Beam에서 나오는 온도(약 20

0℃)에 의해 미량의 휘발성 물질로 인한 charging이 발생하였다(Fig. 5.7(a), (b), (c)). 

발생된 Charging으로 인한 원소성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반복된 측정

을 시행하여 확인한 결과 구성 원소성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낮은 MP/BP의 특성을 가진 Cd(NO3)2․4H2O의 고화체 (a-a’)는 이미지 상단의 

작은 알갱이(하얀 부분)가 카드뮴으로 확인되었고, 일부 카드뮴 물질이 화학적 결합

으로 새로운 금속 황화물/아황산염으로 변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5.7(b-b’)는 

CuCl의 고화체 표면으로 용융된 Thiomer의 내부에 CuCl이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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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bCl2 고화체 (c-c’) 결과는 이미지에서는 중금속 물질(하얀 알갱이)을 육안으

로 확인되지만 원소분석에는 나타나지 않는다. 하얗게 보이는 부분을 원소분석을 

통해 Fig. 5.8과 같이 나타났다. 하얀색 부분은 중금속물질로 Pb의 원소성분을 확인

할 수 있고, 그 외의 부분은 용융된 Thioemr의 S원소로 확인되어 진다. 이러한 결

과로 미루어 볼 때, Thiomer가 용융되어 중금속 물질을 얇거나 두꺼운 막으로 둘러

싸는 형태의 결합물질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판단되어진다. 또한 일부 미량의 중금

속 물질이 S과 화학적으로 결합하여 새로운 황화물이 생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Thiomer를 이용한 중금속 물질의 고형화 공정은 물리/화학적 반응으로 인해 고형화

/안정화 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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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EDS analysis exhibiting the elemental composition of Thiomer after 

solidification (a) 3,000x Cd(NO3)2․4H2O, (a’) Cd(NO3)2․4H2O elemental analysis, (b) 

3,000x CuCl, (b’) CuCl elemental analysis, (e) 3,000x PbCl2, and (f) PbCl2 element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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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Element Weight% Atomic%

Cd(NO3)2․4H2O 

Solidification

N 10.74 18.02

O 49.93 73.33

S 0.80 0.59

Cd 38.53 8.06

Total 100.00

CuCl Solidification

C 21.44 42.26

S 78.85 56.76

Cl 1.18 0.79

Cu 0.54 0.20

Total 100.00

PbCl2 Solidification

C 23.13 44.54

S 76.87 55.46

Pb - -

Total 100.00

Table 5.3 Elemental contents of Thiomer surface estimated by EDS analysis  

(heavy metal compou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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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8 EDS images of after solidification(PbCl2) (a) white particle part, (b) other 

part and EDS elemental analysis (a’) white particle part, (b’) other part

5.3.3 DSC-TGA 특성 

Fig. 5.9는 고형화/안정화 후의 고화체를 온도변화에 따른 시료의 무게 변화를 측

정하여 공정에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DSC-TGA 분석을 수

행하였다. 6개 고화체의 분해온도는 약 260℃ 내외로 측정되었으며, 150℃ 이상부터 

급격한 분해가 시작된 후, 약 300℃까지 황(S)이 분해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후 

중금속 물질들의 분해가 진행되었으며 대부분의 물질이 높은 온도에서 분해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Fig. 5.9(b)의 경우 낮은 온도(약 150℃까지)의 범위에서 작은 peaks

를 나타내었다. 이는 Cd(NO3)2의 낮은 MP/BP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

는 Thiomer 고형화/안정화 공정(약 140℃)의 낮은 온도 범위에서는 중금속 물질과 

Thiomer의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는 물리적 반응에 의한 encapsulation 과정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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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9 DSC-TGA results of Thiomer after solidification (a) CdO, (b) Cd(NO3)2․4H2O, 

(c) Cu2O, (d) CuCl, (e) Pb2O, and (f) PbCl2

이러한 반응의 설명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열역학 제2법칙을 적용하였으며, △Suniv

는 자발적 과정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Gibbs Free Energy 공식에 대입하여 확인하

였다(Lida, 1992; Kerr, 2002; Haynes, 2014). 이는 반응물이 생성물로 전환할 때 자

유에너지의 변화량으로 Thiomer 고형화/안정화 공정의 화학적 반응을 예측할 수 있

으며, 다음 방정식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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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bs Free Energy (G) = H – TS

△G = △H – T△S (일정한 T와 S)

△G : Standard molar Gibbs energy of formation at 298.15 K in KJ/mol

△H : Standard molar enthalpy (heat) of formation at 298.15 K in KJ/mol

△S : Standard molar entropy at 298.15 K in J/mol

△G의 값에 따라 △G<0 이면 자발적 반응으로 예측된 반응에 의해 생성물이 형

성될 수 있고, △G=0 이면 평행상태, △G>0이면 비자발적 반응으로 예측된 반응에 

의해 생성물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중금속 물질의 열역학적 인자

(Table 5.4)와 반응에 의해 예상되어지는 생성물에 대한 열역학적 인자(Table 5.5), 

Thiomer 고형화 반응에 따른 최종 계산된 Gibbs Free Energy의 결과를 Table 5.6에 

나타내었다. 140℃의 Thiomer 고형화 공정에서 처리 후 예상된 결과는 모든 중금속 

물질의 Gibbs Free Energy 값이 △G>0 으로 비자발적 반응으로 나타났다. 이는 반

응물 쪽으로의 반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며 낮은 온도에서 금속 황화물/아황산염

이 형성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 DSC-TGA 결과와 함께 Thiomer를 이용하여 중

금속 물질을 고형화하는 공정은 물리적 반응으로 중금속 물질을 외부와 차단시키는 

encapsulation 과정으로 판단되며, 일부 물질이 Thiomer와 반응하여 황화합물이 생

성되는 것을 확인할 다른 연구 방법이 필요하다.

Parameter

(Unit)
Reactants

CdO Cu2O PbO Cd(NO3)2 CuCl PbCl2

△H

(KJ/mol)
-258.4 -168.6 -217.3 -933.3 -137.2 -359.4

△G

(KJ/mol)
-228.7 -146.0 -187.9 -822.8 -119.9 -314.1

△S

(J/mol)
54.0 93.1 68.7 123.0 86.2 136.0

Table 5.4 Thermodynamic parameters of the React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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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
Products

CdS CuS Cu2S PbS

△H

(KJ/mol)
-161.9 -53.1 -79.0 -100.4

△G

(KJ/mol)
-156.5 -53.6 -86.2 -98.7

△S

(J/mol)
64.8 66.5 120.9 91.2

Table 5.5 Thermodynamic parameters of expected Products

△G (KJ/mol) = △H - T△S

CdS CuS Cu2S PbS

CdO Cd(NO3)2 Cu2O CuCl Cu2O CuCl PbO PbCl2

△G

(KJ/mol)
92.1 794.9 126.2 92.0 78.4 44.2 107.8 277.1

Table 5.6 Spontaneity of the chemical reaction (based on Gibbs Free Energy) at 

T=140℃

5.4. 결론

Thiomer와 중금속 물질을 혼합하는 고형화/안정화 공정은 중금속 물질을 물리적 

반응으로 한 encapsulation 한 고형화 공정이다. Thiomer 공정의 낮은 온도(약 14

0℃)범위에서는 화학적 반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화체의 중금속 물질

의 분포와 형태는 FE-SEM/EDS, XRD로 특성을 확인할 수 있고, 고화체의 표면을 

Thiomer의 황(S)이 얇은 막으로 중금속물질을 감싸고 있거나 용융된 황의 내부에 

존재함을 나타낸다. 이는 산화물의 경우 XRD peaks의 패턴에서도 황의 첨가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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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새로운 황화합물의 peaks를 확인할 수 없었으며, 고형화 후 peaks가 변하지 않

음을 보여준다. 화합물의 경우 새로운 peaks가 관찰되어 일부 물질이 황과 결합하

여 황화합물로 결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DSC-TGA의 그래프에서 낮은 범위의 온도

에서 중금속 물질과 Thiomer가 화학적으로 반응하지 않음을 열역학적으로 규명하였

다. 따라서 Thiomer로 고정된 중금속 물질의 고형화는 유해물질을 얇은 막으로 둘

러싸는 encapsulation 처리 방안으로 간단한 공정을 통해 높은 압축강도와 다양한 

폐기물의 고형화 결합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친환경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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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본 연구는 부생유황을 활용한 개질유황폴리머바인더를 고형화/안정화 방법에 적

용하여 유해폐기물 소각재에의 적용타당과 최적화 방안을 실험적으로 도출하고, 유

해 중금속과 Thiomer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얻어

진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유해폐기물은 다량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으며 중금속 함량 결과 ASR 비산

재와 바닥재에서는 Fe와 Zn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각각 약 6.5g/kg, 

6.8g/kg으로 매우 높은 농도로 확인되었다. ISW 바닥재의 경우 Pb와 Cd가 

각각 0.57g/kg, 0.047g/kg으로 상당히 높은 농도로 조사되었다. 

2. 배합설계비에 따른 고화체의 용출실험 결과 Thiomer에 의해 중금속 물질을 

결합함으로서 용출이 억제되며 국내의 지정폐기물 유해물질 용출기준(Cd 

0.3mg/L, Cr 1.5mg/L, Pb and Zn 3.0mg/L, and Cu 1.0mg/L)보다 약 90%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분침투에 대한 저항성이 높아 산 및 염분 상

태의 환경에 대한 저항성이 높게 나타났다.

3. 고형화 처리 후 유해폐기물 소각재의 형태와 광물상을 FE-SEM/EDS와 XRD

로 측정한 결과, 소각재의 공극과 간극이 감소되었고 용융된 황이 소각재를 

밀폐하는 형태로 나타났다. 또한 XRD 결과에서도 새로운 peaks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Thiomer로 인해 대부분의 물질이 encapsulation 되고 일부 물질

이 황화합물로 변환되어 소각재에 포함된 유해물질을 안정적으로 처리 할 

수 있는 방안임이 확인되었다. 

4. 배합설계비 조건에 따라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Thiomer의 함량이 증가하

고 소각재의 양이 감소할수록 강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SM에 따

른 D-최적 혼합물 설계를 사용하여 모든 실험 영역에서 통계적으로 각 물질

에 대한 변수가 유의한 것임을 확인하였고, 검증된 모델은 95%의 신뢰구간

에서 신뢰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 wt% Thiomer, 30 wt% A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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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산재, 40 wt% 모래의 최적 혼합조건에서 압축강도는 54.9 MPa와 Pb, Cr, 

Cd, cu, Fe, Ni, Zn의 각각의 중금속 용출결과는 0.0078, 0.0260, 0.0007, 

0.0020, 0.1027, 0.0046, 0.0920 mg/L로 나타났다. 

5. Thiomer와 중금속 산화물/화합물 고화체의 결정상과 표면구조형태를 분석한 

결과, 산화물의 경우 고형화 전․후의 XRD 결과에서 새로운 peaks 가 형성되

지 않았고, 주성분인 황(S)에 의해 중금속 물질의 Intensity 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화합물의 결과는 새로운 peaks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중금

속 물질 일부가 황과 반응하여 황화합물로 변환되었음을 나타낸다. 표면구조

형태를 분석하기 위한 FE-SEM/EDS의 결과에서도 중금속 물질이 황에 의해 

얇은 막으로 감싸져 있거나 용융된 황의 내부에 존재하는 형태로 났으며 이

는 Thiomer에 의해 대부분의 중금속이 물리적 반응으로 고정되어 있음을 나

타내었다. 

6. DSC-TGA 분석을 통해, 제안된 고형화 공정의 낮은 온도(약 140℃)에서 황의 

분해가 시작되는 것으로 나타냈고 중금속 물질과 Thiomer가 화학적으로 반

응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하기 위해 열역학 제2법

칙(Gibbs Free Energy)으로 계산한 결과 모든 반응이 △G>0 인 비자발적 반

응으로 화학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음을 나타냈다. 따라서 Thiomer에 의한 

중금속의 고형화/안정화 공정은 물리적 반응에 의한 encapsulation 처리 공법

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반응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관점의 접

근법과 분석기기를 사용하여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7.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의 관점에서 일반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할 때보다 

우수함을 보여주며, 짧은 양생기간에 높은 압축강도와 뛰어난 중금속 고정 

효과가 있으므로 유해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뿐만 아니라, 친환경건설재료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연구결과를 실용화하기 위해서는 

장기적 관점에서 압축강도, 용출특성 및 메커니즘을 명확히 규명할 수 있는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 100 -

참고문헌

1) 고정 (2013). 개질유황 콘크리트의 역학적 특성 및 내구성 평가, 충분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 김삼권, 권명희, 전종주, 송금주, 송선희 (2006).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비산재의 

안정화 전․후의 XRF 및 XRD 분석 특성, 한국환경분석학회지, Vol.9 No.2, pp.84-90

3) 김성구 (2015). 유황폴리머를 활용한 콘크리트 표면보호재의 역학적 특성 및 유

해성 평가,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 김준하 (2017). 중금속 오염토양 및 광미 처리 시 토착미생물 및 고형화 최적조

건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박사학위논문 

5) 박정환, 이화조, 박면웅, 손영태 (2012). 폐자동차의 실질적 재활용률 산정을 위한 

모니터링 체계에 관한 연구, 청정기술, Vol.18 No.4, pp.373-378

6) 박치석 (2014). 개질유황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역학 및 내구특성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한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7) 박혜옥, 최지연, 오상화, 신원식 (2015). 단일 고형화제를 이용한 중금속류 오염 

토양의 고형화/안정화,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지, Vol.20 No.7, pp.135-147

8) 반봉찬, 전상호, 최준길, 정서연, 이종남, 이상호, 우재태, 백승관, 김석기, 김근표, 

김희진 (2006). 중금속 함유 폐기물 고형화 유리화/안정화 기술에 관한 연구, 순천

대학교

9) 배성근, 권성우, 김세원, 차수원 (2014). 유황개질 바인더를 사용한 유황 콘크리트

의 물리적 특성, 토목학회지, Vol. 34 No. 3, pp.763-771

10) 백진웅 (2015). 유황폴리머바인더/소각재/잔골재의 혼합비가 모르타르 특성에 미

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1) 변승혁 (2009). 폐자동차 해체공정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환경부하량 산정 및 

저감방안 연구,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2) 서의영, 민경원, 이현철 (2012). 폐금속광산 광물찌꺼지의 시멘트 고화체의 특성 

연구. 한국자원공학회 49, 6, 757-765

13) 손영태 (2013). 적응형 폐자동차 해체플랜트 설계지원 시스템 개발,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4) 손재협 (2016). 유황폴리머바인더/폐자동차 파쇄잔재물 소각재/모래의 혼합비율

이 몰드의 유해용출과 강도에 미치는 영향, 울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101 -

15) 송기수 (2003). 특수 고화제를 이용한 유해폐기물의 고형화 및 재활용에 관한 

연구, 수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6) 신항식 (1989). 시멘트 고형화에 의한 유해폐기물의 처분. 레미콘 21, 13-23.

17) 오세천, 권우택, 김수룡 (2008). 자동차 폐차잔재 (ASR)의 시멘트제조 열원활용

공정의 최적화,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2009년도 춘계학술대회 논문집, 464-467.

18) 오재현 (2012). 도시광산 재자원화기술의 진보와 과제-일본과 한국의 비교, 자원

리싸이클링, 21(2):17-33

19) 이동석 (2006). 자동차 파쇄 잔재물 및 용융슬래그의 특성에 관한 연구, 한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20) 이동춘 (2007). 폐석분이 유해물질의 고형화 및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21) 이범재, & 권영배. (2001). 폐기물 고형화 처리 기술의 현황과 전망; 유해폐기물 

시멘트 고형화 처리 특성.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지, 18(6), 22-30.

22) 이찬희 (2001). 폐자동차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3) 이희선, 주현수, 조지혜, 이정민 (2015). 폐자동차의 자원순환 고도화 방안을 위

한 폐자원 및 잔재물 흐름 분석,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24) 정준오, 정 진 (1997). 열가소성 수지를 이용한 유해 폐기물의 고형화에 관한 연

구. 공업기술연구 논문집, 16(1): 719-729

25) 정호영 (2008). 소각장 비산재의 시멘트 및 폐석분 고형화시 압축강도 및 용출

특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6) 차수원, 김기수, 박흥석 (2011). 유황개질 바인더의 제조 및 유황 콘크리트의 특

성, 콘크리트학회지, Vol. 23 No.6, pp. 40-42

27) 한국자동차폐차업협회 (2014). 폐자동차 통계 현황

28)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1). 광산물 수급현황

29) 한국환경공단 (2017).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0) 한국환경공단 (2017). 지정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31) 환경부 (2010). 폐자동차 플라스틱류 재활용 제고방안 연구

32) 환경부 (2018). 폐기물관리법

33) 환경부 (2018).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34) 환경부 (2014).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 102 -

35) Ahmaruzzaman, M. (2010). A review on the utilization of fly ash. Prog. Energy 

Combust. Sci. 36, 327–363.

36) Averill, B., & Eldredge, P. (2011). General chemistry: principles, patterns, and 

applications. The Saylor Foundation.

37) Baek, J. W., Choi, A. E. S., & Park, H. S. (2017).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ASR fly ash using Thiomer material: Optimization of compressive strength and 

heavy metals leaching. Waste Management, 70, 139-148.

38) Baek, J. W., Mallampati, S. R., & Park, H. S. (2016). Novel synthesis and 

applications of Thiomer solidification for heavy metals immobilization in 

hazardous ASR/ISW thermal residue. Waste Management, 49, 181-187.

39) Blight, L., Currell, B.R., Nash, B.J., Scott, R.A.M., & Stillo, C. (1977). 

Preparation and properties of modified sulfur systems. In ABSTRACTS OF 

PAPERS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Vol. 173, No. MAR 20, pp. 

16-16). 1155 16TH ST, NW, WASHINGTON, DC 20036: AMER CHEMICAL SOC.

40) Chung, S. (2010). Import and Export of Waste in Korea: Regulation and Actual 

Practice.

41) Ciacci, L., Morselli, L., Passarini, F., Santini, A., Vassura, I. (2010). A 

comparison among different automotive shredder residue treatment processes. 

Int. J. Life Cycle Assess. 15, 896–906.

42) Cunliffe, A., Jones, N., Williams, P. (2003). Pyrolysis of composite plastic waste. 

Environ. Technol. 24, 653–663.

43) Darnell, G.R. (1996). Sulfur Polymer Cement, A Final Waste Form for 

Radioactive and Hazardous Wastes.

44) Harrisson, P. (2016). Global Sulphur Market Outlook.

45) Haynes, William M. (2014).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CRC press

46) Ioannidis, T.A., Zouboulis, A.I. (2003). Detoxification of a highly toxic 

lead-loaded industrial solid waste by stabilization using apatites. J. Hazard. Mater. 

97 (1), 173–191.

47) Ioannidis, T.A., Zouboulis, A.I. (2006). Selective removal of lead and bromide 

from a hazardous industrial solid waste using Limited Acid Demand and 

Separation Factor at ambient conditions. J. Hazard. Mater. 131 (1), 46–58.



- 103 -

48) Ioannidis, T.A., Zouboulis, A.I., Matis, K.A. (2006). Effective treatment and 

recovery of laurionite-type lead from toxic industrial solid wastes. Sep. Purif. 

Technol. 48 (1), 50–61.

49) Kalb P.D., and P. Colombo (1985). Modified Sulfur Cement Solidification of 

Low-Level Waste, Topical Report, BNL-51923, 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 

NY

50) Kalb, P.D., Heiser III, J.H., & Colombo, P. (1991). Modified sulfur cement 

encapsulation of mixed waste contaminated incinerator fly ash. Waste 

Management, 11(3), 147-153

51) Kerr, J.A., and D.W. Stocker. (2002). Standard Thermodynamic Properties of 

Chemical Substances.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52) Kumpiene, J., Lagerkvist, A., & Maurice, C. (2008). Stabilization of As, Cr, Cu, 

Pb and Zn in soil using amendments–a review. Waste management, 28(1), 

215-225.

53) Lide, David R. (1992). Standard thermodynamic properties of chemical 

substances. CRC handbook of Chemistry and Physics

54) Mishras, Shimpi, N.G. (2005). Comparison of nano CaCO3 and fly ash filled 

styrene butadiene rubber on mechanical and thermal properties. J. Sci. Ind. Res. 

64, 744–751.

55) Mohamed, A.O., El Gamal, M. (2007). Sulfur based hazardous waste 

solidification. Environ. Geol. 53, 159–175.

56) Patnaik, A., Satapathy, A. (2009). Erosion wear response of fly ash-glass fiber– 

polyester composites: a study using Taguchi experimental design. Malaysian 

Polym. J. 4 (2), 13–28.

57) RCRA (2017). http://www.epa.gov/

58) Sawada, K., Matsuda, H., Mizutani, M. (2001). Immobilization of lead compounds 

in fly ash by mixing with asphalt, sulfur and sodium hydroxide. J. Chem. Eng. 

Jpn. 34, 878–883.

59) Simic, V. (2013). End-of-life vehicle recycling – a review of the 

state-of-the-art.

60) Sobiecka, E., Cedzynska, K., & Smolinska, B. (2010). Vitrification as an 



- 104 -

alternative method of medical waste stabilization. Fresenius Environmental 

Bulletin, 19(12a), 3045-3048.

61) Son, J. H., Baek, J. W., Choi, A. E. S., & Park, H. S. (2017). Thiomer 

solidification of an ASR bottom ash: Optimization based on compressive strength 

and the characterization of heavy metal leaching. Journal of Cleaner 

Production, 166, 12-20.

62) Sullivan, T.A., McBee, W.C. (1976). Development and Testing of Superior Sulfur 

Concretes.


	제1장 서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2. 연구내용

	제2장 문헌 연구
	2.1. 개질유황
	2.1.1 유황(Sulfur)의 특성
	2.1.2 유황의 발생량
	2.1.3 개질 유황의 특성
	2.1.4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SPB)의 적용

	2.2. 유해폐기물의 발생과 특성 
	2.2.1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의 발생현황
	2.2.2 폐자동차의 발생과 처리공정
	2.2.3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의 발생과 특성

	2.3. 유해폐기물의 고형화(Solidification)

	제3장 유해폐기물(ASR/ISW) 소각 잔재물의 중금속 고정을 위한 Thiomer 고형화의 신규 합성 및 응용
	요약
	3.1. 서론
	3.2. 재료 및 방법
	3.2.1 ASR/ISW 소각 잔재물 시료의 특성
	3.2.2 Thiomer의 제조
	3.2.3 중금속 고형화/안정화 과정
	3.2.4 중금속 용출 평가
	3.2.5 중금속 고형화 메커니즘 분석

	3.3. 결과 및 고찰
	3.3.1 ASR/ISW 소각 잔재물 특성
	3.3.2 중금속 고형화 메커니즘

	3.4. 결론

	Supplementary Data
	참고문헌
	제4장 유황폴리머바인더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 최적화
	요약
	4.1. 서론
	4.2. 재료 및 방법
	4.2.1 Thiomer, ASR 비산재, 모래의 특성화 실험
	4.2.2 고형화/안정화 실험 및 최적화 방법
	4.2.3 중금속 용출 실험

	4.3. 결과 및 고찰
	4.3.1 Thiomer, ASR 비산재와 모래의 특성
	4.3.2 Thiomer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4.3.3 ANOVA 연구와 진단결과
	4.3.4 반응분석
	4.3.5 최적화 및 모델 검증
	4.3.6 연구결과 비교

	4.4. 결론

	Supplementary Data
	참고문헌
	제5장 유황폴리머바인더와 중금속의 고형화 메커니즘
	요약
	5.1. 서론
	5.2. 재료 및 방법
	5.2.1 유황폴리머바인더. 중금속 산화물 및 화합물의 고형화 실험
	5.2.2 중금속 고형화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분석

	5.3. 결과 및 고찰
	5.3.1 X-ray diffraction 특성

	5.2.2 FE-SEM/EDS 특성
	5.3.3 DSC-TGA 특성
	5.4. 결론

	제6장 결 론
	참고문헌 


<startpage>19
제1장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내용 2
제2장 문헌 연구 4
 2.1. 개질유황 4
  2.1.1 유황(Sulfur)의 특성 4
  2.1.2 유황의 발생량 6
  2.1.3 개질 유황의 특성 8
  2.1.4 유황폴리머바인더(Sulfur Polymer Binder, SPB)의 적용 11
 2.2. 유해폐기물의 발생과 특성  14
  2.2.1 유해폐기물(지정폐기물)의 발생현황 15
  2.2.2 폐자동차의 발생과 처리공정 16
  2.2.3 Automobile Shredder Residue (ASR)의 발생과 특성 17
 2.3. 유해폐기물의 고형화(Solidification) 19
제3장 유해폐기물(ASR/ISW) 소각 잔재물의 중금속 고정을 위한 Thiomer 고형화의 신규 합성 및 응용 28
요약 28
 3.1. 서론 28
 3.2. 재료 및 방법 31
  3.2.1 ASR/ISW 소각 잔재물 시료의 특성 31
  3.2.2 Thiomer의 제조 32
  3.2.3 중금속 고형화/안정화 과정 33
  3.2.4 중금속 용출 평가 35
  3.2.5 중금속 고형화 메커니즘 분석 36
 3.3. 결과 및 고찰 36
  3.3.1 ASR/ISW 소각 잔재물 특성 36
  3.3.2 중금속 고형화 메커니즘 40
 3.4. 결론 43
Supplementary Data 43
참고문헌 45
제4장 유황폴리머바인더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 압축강도와 중금속 용출 최적화 49
요약 49
 4.1. 서론 50
 4.2. 재료 및 방법 52
  4.2.1 Thiomer, ASR 비산재, 모래의 특성화 실험 52
  4.2.2 고형화/안정화 실험 및 최적화 방법 53
  4.2.3 중금속 용출 실험 54
 4.3. 결과 및 고찰 54
  4.3.1 Thiomer, ASR 비산재와 모래의 특성 54
  4.3.2 Thiomer를 이용한 ASR 비산재의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수학적 모델링 57
  4.3.3 ANOVA 연구와 진단결과 60
  4.3.4 반응분석 64
  4.3.5 최적화 및 모델 검증 66
  4.3.6 연구결과 비교 67
 4.4. 결론 68
Supplementary Data 69
참고문헌 72
제5장 유황폴리머바인더와 중금속의 고형화 메커니즘 77
요약 77
 5.1. 서론 77
 5.2. 재료 및 방법 78
  5.2.1 유황폴리머바인더. 중금속 산화물 및 화합물의 고형화 실험 78
  5.2.2 중금속 고형화의 물리․화학적 메커니즘 규명을 위한 분석 80
 5.3. 결과 및 고찰 81
  5.3.1 X-ray diffraction 특성 81
 5.2.2 FE-SEM/EDS 특성 85
 5.3.3 DSC-TGA 특성 93
 5.4. 결론 96
제6장 결 론 98
참고문헌  100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