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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t the latest industry develops, heavy metals or sludge contaminated surrounding farm land and rivers.
In this study, wished to solve problem by saying contaminated sludge and tailing and heavy metals to 
do solidification using Magnesia phosphate cement. Confirmed through above experiment that magnesia 
is effect in solidification and stabilization of chromium and l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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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발달에 의한 지하자원의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산업폐기물의 증가와 공장에서 발생하는 

속 이온 등과 같은 오염물질의 유지 리 부재에 의하여 오염 토양  오염 하천이 발생하게 되었으나 

이에 한 해결방안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특수시멘트의 하나인 인산염 마

그네시아를 이용하여 불용성 화합물인 속 이온의 고정화  안정화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다.

    

2.  실험 방법  사용재료

 2.1 사용재료

  마그네시아는 800～900℃로 소성된 경소 마그네시아와 1400℃이상에서 소성되는 사소 마그네시아로 

분류 된다. 사소 마그네시아의 활성화 재료는 NH4H2PO4의 화학식을 갇는 제1인산암모늄이 사용되었

으며, 경소 마그네시아의 활성화제로는 MgCl2가 사용되었으며, 속은 비소와 수은을 사용하 다.

          표 1 XRF result of Calcined Magnesia                 표 2 XRF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Calcin
ed
-Magn
esia

성분 F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K2O CaO TiO2 MnO Fe2O3 계

% 0.01 0.01 98.33 0.44 0.49 0.02 0.1 0.02 0.54 0.01 0.01 0.02 100      

Deadbu

rned

-Magn

esia

성분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Cl

% 0.02 93.60 0.63 3.03 0.02 0.07 0.01  

성분 K2O CaO TiO2 MnO Fe2O3 NiO V2O5

% 0.02 1.78 0.03 0.10 0.62 0.01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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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실험 방법  분석방법

  

  사소 마그네시아와 제 1 인산암모늄(MAP) = 6 : 4 으로 혼합하 으며 W/C 비는 50%로 실험을 

진행하 다.
2)

 첨가한 속인 수은과 납은 시약으로 각각 1만 ppm을 기 으로 첨가하여 실험을 진

행하 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경우는 염화마그네슘(MgCl2)을 28 Baume값으로 하여 1 : 1의 비율을 

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으며 첨가한 속인 납과 수은 시약으로 각각 1만 ppm을 기 으로 첨가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분석은 각 재령일에 맞춰서 침 법에 따른 이온 용출 실험을 실시하 다.

3. 결과  고찰

  

3.1 ICP분석결과

  사용한 속인 비소와 수은의 경우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사용하여 고정화 한 이후에 이온용출

분석을 실시한 결과, 다음의 표 3, 표4.와 같이 고정화 후의 비소와 수은 이온의 용출량이 상당히 낮게 

나타났으며 고정화율은 99.9% 이상임을 확인하 다. 

Dead Burned Magnesia

속

고정화

농도

(mg/l)

재령

일

고정화후

농도

(mg/l)

고정화율

(%)

As 10000

3일 17.28 99.83 

7일 1420.01 85.80 

28일 1959.56 80.40 

Hg 10000

3일 0.29 100.00 

7일 3.37 99.97 

28일 7.25 99.93 

    

Calcined Magnesia

속

고정화

농도

(mg/l)

재령

일

고정화후

농도

(mg/l)

고정화율

(%)

As 10000

3일 4.43 99.96 

7일 5.52 99.94 

28일 4.19 99.96 

Hg 10000

3일 194.10 98.06 

7일 255.71 97.44 

28일 303.51 96.96 

   표 3  사소마그네시아에 의한 속 고정화        표 4  경소마그네시아에 의한 속 고정화   

4. 결 론

경소 마그네시아를 사용한 경우 수은과 비소 각각의 고정화율은 재령 28일에서 각각 96%, 99% 이

상으로 나타났으며, 사소 마그네시아를 사용한 경우 재령 28일에서 수은의 고정화율은 99% 이상이었

으나, 비소의 고정화율은 80%로 나타나, 수은의 고정화에는 경소 마그네시아와 사소 마그네시아가 동

등한 이상의 고정화율을 나타냈으나 비소의 고정화에는 경소 마그네시아가 우수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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