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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오염토양 내 구리를 효과적으로 고정화시키는 조건을 찾고자 고정화제의 주입농도를 변화

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실험결과 고정화제의 주입농도가 높을수록 구리제거효율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mole의 인산염을 주입했을 때 98%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또한 잔류인의

농도를 낮추고 고정화반응을 촉진시키기 위해 알칼리제를 투입하였을 때, 알칼리제의 농도가 높을수록

구리오염 농도와 잔류인의 농도가 더욱 낮아짐을 알 수 있었다.

1. 서론

경제성장과 다양한 산업발달로 환경오염이 심각해

짐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이 큰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다. 환경오염은 크게 수질, 대기, 토양오염으로 분

류할 수 있으며 이중 토양오염은 유동성이 적고 육

안으로 판별하기 어려워 오염에 대한 심각성이 상대

적으로 낮은 실정이다. 토양을 오염시키는 물질로는

유해유기물과 중금속 등이 있으며 이중 중금속은 난

분해성으로 치명적인 독성을 지녔으며 이에 따른 오

염은 장기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오염의 심각성이

다른 환경오염에 비해 가시적으로 잘 나타나지 않는

다.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은 먹이연쇄나 지하수

이동 등을 통해 동․식물에게서부터 인간에게까지

축적되어 신경장애 및 만성빈혈, 요통 등을 일으키

며 그 정도가 심한 경우 사망에까지 이르게 하는 유

해한 오염물질로 작용한다. 이와 같이 유해한 영향

을 미치는 중금속에는 As, Cd, Cu, Pb, Ni, Zn 등이

있으며 이 중 구리는 제련, 가공, 화합물제조 공정

등이 이루어지는 공장주변부지, 사격장, 철도차량 정

비소, 폐 탄약 처리장 등의 넓은 범위에서 발생된다.

구리는 식물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쳐 씨앗의 발아를

방해하고 병충해에 대한 저항력을 감소시키며 동물

에게까지 다양한 질병을 일으킨다. 또한 구리는 인

간에게도 악영향을 미쳐 과다축적 시 빈혈, 설사 등

의 질병을 유발하고, 중독 시에는 신경증, 자폐증,

중추신경장애, 구토, 간세포 손상, 혼수, 혈관질환 등

을 일으키며 황산구리(CuSO4)의 경우 체내흡수 시

5～6시간 내에 순환계장애로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

다.

일반적으로 중금속오염토양을 복원하는 기술로는

크게 토양세척기술, 식물정화법, 고형화/안정화를 들

수 있으며 이와 같은 기술은 대체적으로 비용이 많

이 들고 처리기간이 길며 복원토양의 재사용이 어렵

다는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

하기위한 방법으로 최근 수용성 인산염을 이용한 복

원방법이 대두되고 있으며, 이 방법은 중금속 오염

토양에 수용성인산염을 첨가하면 안정한 불용성화합

물이 만들어져 단시간에 중금속 용출을 급격히 저하

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오염토양 내 구리를 효과적으로

고정화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고정화제의 주입량을

달리하여 최적의 조건의 도출하고자 실험을 진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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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2. 실험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를 위해 구리 오염원으로 Copper(Ⅱ)

Nitrate Trihydrate(Cu(NO3)2 ․ 3H2O), 인산염 공급

원으로 Potassium Phosphate(KH2PO4)를 시료로 사

용하였다.

2.2 구리오염토양제조

상명대학교 인근 야산의 오염되지 않은 토양을 채

취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풍건 후 균일화

시킨 토양에 Copper(Ⅱ) Nitrate Trihydrate

(Cu(NO3)2 ․ 3H2O)를 사용하여 구리농도가

2000mg/kg이 되도록 준비하였다.

2.3 실험방법

효과적인 구리 고정화 방법을 찾고자 인과 알칼리

제의 주입 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준비된 구리오염토양에 인산염과 알칼리제를 차례로

주입하여 반응 시킨 후, 반응이 끝난 토양을 토양오

염공정시험법에 따라 100mL 삼각플라스크에 담고

0.1N 염산용액 50mL을 넣어 항온수평진탕기

(100rpm, 진폭 10cm, 30℃)를 사용해 1시간 진탕한

다음 5B여지로 여과하였다. 전처리한 여액은 원자흡

광광도계를 사용하여 구리를 분석하였다. 또한 고정

화 반응이 일어난 후의 잔류인 농도를 알아보기 위

해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토양 10g을 증류수

400mL와 혼합하여 교반(100rpm, 25℃, 1hr)한 다음

여과하여 아스코르빈산 환원법에 의해 인을 측정하

였다.

3. 결과 및 고찰

구리 고정화를 위한 고정화제의 적정량을 알아보고

자 인산염의 주입농도를 변화시켜가며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그 결과를 [그림 1]에 나타내었다. [그림

1]은 구리와 잔류 인의 농도변화를 나타낸 것으로

인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구리의 농도는 감소하

는데 반해 인의 농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인산염을 3mole 이상 주입했을 때 98%이상의 높은

구리제거효율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구리를 효과적

으로 고정화시키기 위한 인산염의 농도는 구리제거

효율과 잔류인의 농도를 고려하여 3mole이 적당하

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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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고정화제 주입량에 따른 구리와 잔류 인의

농도 변화

구리의 고정화반응을 촉진시키고 고정화제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잔류 인에 의한 2차 오염을 예방하

고자 알칼리제를 주입하였으며, 이의 적정량을 알아

보기 위해 인산염의 농도는 위의 결과에 따라

3mole로 고정하고 알칼리제의 주입 몰농도를 변화

시켜가며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알칼리제를

주입하지 않았을 때 31.66mg/L에서 알칼리제를 주

입했을 때 9.24～3.71mg/L로 알칼리제의 농도가 높

아질수록 잔류인의 농도는 현저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알칼리제를 주입함으로써 구리의 양도

함께 감소하여 99%이상의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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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알칼리제 주입량에 따른 구리와 잔류인의

농도 변화

4. 결론

효과적인 구리고정화를 위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고정화제인 인산염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잔류구리의

농도는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인산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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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2차 오염이 염려되는 잔류인

은 알칼리제에 의해 농도를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구리고정화반응도 가속화되어 99%이상의

구리가 제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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