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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세척에 의한 오염토양의 중금속(Cu, Zn, Pb) 제거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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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heavy metals are removed by soil washing from soils contaminated with Cu, Zn, and Pb, whose

maximum concentrations are up to 3350, 1220, and 2240 mg/kg, respectively. Through various soil washing experi-

ments, the optimum conditions, including type and concentration of washing reagent, washing time, mixing ratio of

soil and washing reagent, and stirring speed, are derived for effective removal of the heavy metals. It is found that

the most effective washing reagent and its concentration are hydrochloric acid and 50 mM, respectively. The most

suitable washing time is 30 minutes and the optimal mixing ratio of soil and washing reagent is 1:30 (g/mL). The

removal efficiency, on the other hand, is not affected by stirring speed. The removal efficiencies of the heavy met-

als decrease when washing reagent is reused. Furthermore, the heavy metals are readsorbed onto soil in case of

consecutive reuse of washing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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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Cu, Zn, Pb 총함량이 각각 최고 3350, 1220, 2240 mg/kg에 이를 정도로 높은 오염토양을 토양세

척에 의해 처리하여 해당 중금속을 제거하였다. 중금속 제거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인 세척제의 종류와 농도,

세척시간, 오염토양과 세척제의 혼합비, 교반속도 등의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세 가지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하

는 최적 세척제는 50 mM 염산, 세척시간은 30분, 오염토양과 세척제의 혼합비는 1:30 (g/mL)이었으며, 교반속도는

중금속 제거효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세척제인 염산을 재사용하면 중금속 제거효율이 감소했고, 연속적으로 재

사용하면 중금속이 토양에 재흡착되었다.

주요어 : 토양세척, 구리, 아연, 납, 염산

1. 서 론

토양세척(soil washing)은 오염토양으로부터 중금속

을 영구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기술로서 미국 및 유럽

에서는 이 기술을 현장에 실제로 적용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는 수준이고 그 기술이 이미 상

용화되어 있다(Dermont et al., 2008). 토양세척은 토

양입자 크기별 분리(Sierra et al., 2010)와 용매추출

방법(Moutsatsou et al., 2006; Wuana et al., 2010;

Moon et al., 2012)으로 나누어지며, 본 연구에서는

주로 용매추출 방법을 다루었다. 용매추출은 세척제를

사용해서 중금속을 용해시키는 방법이며, 지금까지 주

로 사용된 중금속 세척제는 산, 염, 착물화제, 계면활

성제, 산화제 또는 환원제 등 5가지이다(Dermont et

al., 2008). 일반적으로 산은 이온교환, 토양광물의 용해,

중금속의 분리 과정을 통해 중금속을 추출한다.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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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낮은 pH에서 고농도의 염화물을 사용하면 산의 작

용뿐만 아니라 안정한 금속-염 착물 생성반응이 진행

되어 중금속을 토양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추출할 수

있다. 착물화제는 중금속을 착물화반응에 의해 용해시

키고 계면활성제는 토양표면에서 중금속을 탈착시켜 제

거한다. 또한 산화환원제는 중금속의 산화수를 변화시

켜서 중금속의 용해도를 높인다. 지금까지 토양으로부

터 중금속을 추출하기 위해 가장 많이 사용되어온 세

척제는 강산인 염산과 착물화제인 EDTA이었다(Kuo

et al., 2006; Wuana et al., 2010; Moon et al.,

2012; Yang et al., 2012).

토양세척에 의한 중금속 제거효율은 다음과 같은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Dermont

et al., 2008): 토양 특성(예, 입자크기, 양이온 교환용

량, 완충용량, 유기물 함량), 중금속 특성(종류, 농도,

화학종 존재형태 등), 세척제 종류 및 농도, 세척조건(세

척제 pH, 세척시간, 세척횟수, 세척제/토양 비율 등).

세척제의 pH가 낮으면 양이온 중금속이 토양에 흡착

하는 정도가 감소되어 대부분 양이온 중금속(예, Cd,

Cu, Pb, Zn)의 세척효율이 증가한다. 그리고 토양입자

크기가 작은 점토성분이 많을수록 세척시간이 더 길어

지고 중금속 제거효율이 감소할 수 있다(Tampouris et

al., 2001). 또한 토양의 유기물 함량이 높으면 유기물

의 COOH 그룹이 중금속과 강한 결합을 하기 때문에

중금속의 용해를 방해할 수 있다(Isoyama and Wada,

2007).

산을 이용한 토양세척에서 세척제의 pH는 매우 중

요하며, 다음 메커니즘에 의해 중금속이 용해된다: 1)

이온교환에 의한 양이온 중금속 탈착, 2) 중금속 화합

물의 용해, 3) 토양 미네랄 성분(예, 철 산화물, 망간

산화물)이 용해되면서 동시에 토양에 결합된 중금속의

용해(Tampouris et al., 2001; Kuo et al., 2006). 강

산을 사용하면 토양세척에는 효과적이나 토양의 특성

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대안으로 착물화제를 사용하

기도 한다(Wuana et al., 2010; Moon et al., 2012).

착물화제는 중금속과 안정한 착물을 형성해서 오염

토양으로부터 중금속을 제거한다. 여러 가지 착물화제

중에서 EDTA는 토양으로부터 중금속(특히 Pb, Cd,

Cu, Zn)을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는

데, 그 이유는 EDTA가 양이온 중금속과 매우 안정한

착물을 만들고, 토양의 특성에 상관없이 사용이 가능

하고, 생분해도가 낮아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Di

Palma and Ferrantelli, 2005; Lim et al., 2005). 염

산에 비해 EDTA는 토양의 특성을 덜 손상하는 장점

이 있지만 값이 더 비싸고 생분해가 잘되지 않으며 환

경에 중금속을 재유동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단점도 있

다. Zou et al.(2009)은 총 EDTA 주입량이 같다면

저농도로 여러번 추출하는 것이 고농도로 한번 추출하

는 것보다 더 효과적으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Yang et al.(2012)은 Cd과 Pb을 염산으로

추출한 다음 연속적으로 EDTA로 추출하면 효과적이

고 경제적이라는 연구결과를 보고했다. 이 연구에서는

낮은 pH에서 중금속을 용해해서 착물화제가 안정한 착

물을 형성하기 때문에 염산과 EDTA를 각각 단독으로

사용할 때보다 중금속 제거효율이 더 높은 결과를 얻

었다.

토양은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독특한 특성으로 인

하여 기존 토양세척 조건을 다른 현장에 그대로 적용

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실험실 규모로 각 단위

공정에 대한 최적인자를 도출한 후 실제 현장에 적용

하여 오염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이

번 연구에서는 B시의 유류 및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

양 중 중금속 관련 오염지역에 대한 정화를 목표로 실

험실 규모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지역은 토양오염 정

밀조사에서 일부 토양의 Cu, Zn, Pb 농도가 토양오염

우려기준치 또는 대책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

다. 토양세척에 의해 중금속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

해서는 토양과 세척제의 최적 반응조건을 도출하는 것

이 가장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제거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인자인 세척제의 종류와 농도, 오

염토양과 세척제의 혼합비, 토양 입자크기, 세척시간,

교반속도 등의 최적조건을 도출하였다. 

2. 연구방법

2.1. 시료 채취 및 보관

연구대상 지역에서 중금속 함량이 높을 것이라고 예

상되는 세 지점(Site 1, Site 2, Site 3)에서 7개의 토

양시료를 채취하였고, 근처에서 1개의 대조군 토양시

료(control soil)를 채취하였다. Site 1은 land farming

과 용매추출에 의해 오염토양을 처리하기로 예정된 지

역으로 토양표면으로부터 40~50 cm를 굴착하여 시료

S1을 채취하였다. Site 2는 토양을 굴착한 후 야적해

놓은 곳으로, 이미 토양이 섞여서 채취 깊이를 알 수

없었다. 임의로 두 부분을 선정하여 시료 S2와 S3를

채취하였다. Site 3은 토양을 굴착하여 단면이 3~4 m

가량 보이는 곳으로, 깊이에 따른 중금속 분포를 알아

보기 위하여 표층(S4), 1 m 깊이(S4-1), 2 m 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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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4-2), 3 m 깊이(S4-3)에서 시료를 각각 채취하였다.

또한 연구대상 지역에서 50 m 가량 떨어진 곳에 초등

학교가 위치하고 있었는데, 이곳의 토양을 20~30 cm

깊이로 굴착하여 대조군 토양으로 채취하였다. 채취한

총 8개 토양시료는 중금속 분석 및 토양세척 실험을

위해 풍건하였다.

2.2.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파악

토양의 pH와 전기전도도를 측정하기 위해 8개 토양

시료를 5 g씩 취하여 초순수 25 mL와 각각 섞어

25oC, 80 rpm의 조건에서 1시간 동안 진탕하였다. 그

리고 10~15분 정도 가라앉힌 후, 상등액을 취해 그

값들을 측정하였다. 또한 함수율과 유기물 함량을 측

정하기 위해 건조기와 전기로를 이용하였다. 함수율은

5 g의 건조시키지 않은 토양시료를 증발접시에 담아

105oC에서 6시간 동안 건조한 다음 데시케이터에서 방

냉하여 측정하였고, 유기물 함량은 건조시킨 토양시료

를 전기로에서 450oC의 온도로 6시간 동안 가열한 후

약 하루 정도 방냉하여 측정하였다.

토양세척을 실시하기 전에 토양의 입자크기별로 중

금속 함량을 조사하여 처리할 토양의 부피를 어느 정도

까지 감소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건조한 토양시료

를 미국 농무성법(USDA)에 의한 입경구분을 기초로 다

음과 같이 분리하였다: gravel & debris (2~10 mm),

coarse sand & medium sand (0.25~2 mm), fine

sand & very fine sand (0.05~0.25 mm), silt &

clay (<0.05 mm). 각 입경별로 중금속(Cu, Zn, Pb)

의 총함량을 EPA 6010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Keith, 1998). 이를 위해 HNO3/H2O2/HCl을 가지고

토양을 강산분해한 다음, 각 중금속의 농도를 원자흡

수분광광도계(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S, Perkin Elmer AAnalyst 200)로 측정하였다.

8개 토양시료 각각을 분쇄하여 입자크기를 2 mm 이

하로 한 다음, 각 토양에 포함된 Cu, Zn, Pb의 총함량

를 알기 위해 EPA 6010법을 이용하여 토양을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토양을

처리하여 용출 가능한 Cu, Zn, Pb 함량을 분석하고 토

양정화 여부를 결정하였다. 이를 위해 Cu, Pb는 0.1N

염산으로 침출하고, Zn은 왕수분해(염산:질산=3:1)하여

침출한 다음, 각 중금속의 농도를 AAS로 측정하였다. 

2.3. 토양세척 

“2.2.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파악” 부분 실험

에서 중금속 총함량이 높게 나온 6개의 토양시료(S1,

S2, S3, S4, S4-1, S4-2)를 사용하여 토양세척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는 입자크기 구분을 하지 않은

원시료를 사용하였다.

2.3.1. 세척제 종류 

세척제를 선택할 때는 중금속의 종류 및 농도, 중금

속 화학종의 존재형태, 토양 특성 등을 고려해야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척제로 염산, EDTA, 옥살산을 사용

하여 중금속(Cu, Zn, Pb)의 용출정도를 알아본 후 최

적 세척제를 결정하였다. 염산과 EDTA는 중금속 제거

효율이 우수하다고 잘 알려진 용제이고, 생분해가 가

능하고 친환경적인 유기산인 옥살산은 본 연구실의 이

전 연구에서 중금속 제거효율이 높게 나와서 사용하였

다(Kim and Kim, 2011). 염산의 경우에는 토양오염

공정시험법을 기준으로 하여 100 mM을 최대 농도로

하였고, EDTA는 25oC의 용해도를 기준으로 2 g/L

즉, 6.8 mM을 최대 농도로, 옥살산은 염산과 같이

100 mM을 최대농도로 하여 실험하였다. 각 세척제에

대해 세 가지 농도(앞에 언급한 최대농도, 최대농도의

1/2, 최대농도의 1/10)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

였다. 앞에 언급한 6개 토양 각각 2 g과 각 세척제

100 mL를 250 m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밀봉하였다.

삼각플라스크를 항온교반기(25oC)에 넣고 200 rpm에

서 3시간 동안 교반시켰다. 현탁액을 5분간 원심분리

(4000 rpm)하고 상등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

로 여과하였다. 여과액을 농질산으로 산처리한 후

(0.2%), 중금속의 농도를 AAS로 측정하였다. 

2.3.2. 세척제 농도

최적 세척제가 염산으로 결정된 후, 최적 농도를 결

정하기 위해 염산 농도를 7가지(10, 20, 40, 50, 60,

80, 100 mM)로 세분화하여 실험하였다. 비교적 중금

속 함량이 적은 2개의 토양시료(S2, S3)와 함량이 많

은 2개의 토양시료(S4-1, S4-2)를 가지고 실험하였다.

이후 실험의 세부적인 실험방법 및 조건은 “2.3.1. 세

척제 종류” 실험에서와 동일하였다. 

2.3.3. 토양/세척제 혼합비

세척제인 염산의 농도를 50 mM로 고정한 후, 최적

의 토양(g)/세척제(mL) 혼합비를 찾기 위해 토양 2 g

과 반응하는 세척제 부피를 5가지(20, 40, 60, 80,

100 mL)로 변화시키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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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4. 세척시간

토양/세척제 혼합비를 1:30으로 고정한 후, 최적의

세척시간을 찾기 위해 시간을 30분, 60분, 120분, 180

분으로 다르게 하여 실험하였다.

2.3.5. 교반속도

세척시간을 30분으로 고정한 후, 교반속도를 100 rpm,

200 rpm, 300 rpm으로 다르게 하여 실험하였다.

2.4. 세척제 재사용 

2.4.1. 부유고형물의 침강

토양세척 후 세척제를 재사용할 때 부유고형물이 세

척효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연 침강에 의해

이를 제거하는 실험을 실시하였다. 토양(S4-2)과

50 mM 염산을 1:30(3 g : 90 mL) 비율로 혼합한 다

음 25oC, 100 rpm에서 30분 동안 교반하여 세척폐수

를 만들었다.

가라앉은 큰 토양입자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척폐수

를 100 mL 메스실린더로 옮겨 담아 시간에 따른 부

유고형물의 침강정도를 살펴보았다. 침강시간이 15분,

30분, 1시간, 2시간, 5시간 지났을 때, 배경에 흰 종이

를 대고 세척폐수의 투명도 변화를 알아보았다. 부유

고형물이 어느 정도 침강되었다고 판단되는 30분, 1시

간이 지났을 때 세척폐수의 약 2/3 깊이에서 상등액

25 mL를 피펫으로 취한 다음, 여과하여 부유고형물의

양을 측정하였다.

2.4.2. 세척제 재사용 시 중금속의 재흡착

세척제 재사용 실험에는 중금속 함량이 가장 높은

토양시료(S4-2)를 사용하였고, 세척제를 5회 동안 각각

새로운 오염토양에 대해 연속적으로 사용하였다. 토양

세척은 앞에서 구한 최적조건(50 mM 염산, 1:30 혼

합비, 30분, 100 rpm, 25oC)에서 실시하였다. 세척제

100 mL를 가지고 1회 토양세척 할 때마다 1~3 mL

의 세척제가 손실되는데, 세척폐수를 재사용할 때 해

당부피의 세척제를 보충하여 사용하였다. 세척폐수 재

사용 과정에서 중금속의 재흡착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5회 동안의 토양세척 과정에서 발생한 5가지 세척폐수

의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였고, 세척한 토양시료 5개를

EPA 6010법으로 처리하여 잔류 중금속을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3.1. 시료 채취와 보관

Site 1에서 채취한 토양시료(S1)는 검은색을 띠고 콘

크리트 조각이 섞여있었다. Site 2에서 채취한 토양시

료(S2)는 검은색과 짙은 갈색을 띠고 유연탄과 다량의

석탄 슬래그가 섞여있었는데, 탐문 결과 예전에 기관

차 화로에서 나오는 재를 그대로 매립하였다고 하였다.

Site 3의 토양시료(S4, S4-1, S4-2, S4-3)는 상부로 갈

수록 검은색을 띠고 있었는데 이것은 유류오염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그리고 1 m, 2 m 깊이의 토양

(S4-1, S4-2)에는 S2, S3와 마찬가지로 석탄 슬래그가

높은 비율로 섞여있었다.

3.2. 오염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 파악

오염토양의 pH를 측정한 결과, Table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 토양을 제외한 모든 토양시료의 pH

가 7.89 이상이었다. Site 3에서 깊이에 따라 채취한

토양시료(S4, S4-1, S4-2)는 바닥층인 S4-3를 제외하고

pH가 8.76~9.27 범위로 다른 곳보다 더 높은 알칼리성

을 나타내었다. 전기전도도는 S1 시료가 201.8 µS/cm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soil samples

Unit S1 S2 S3 S4 S4-1 S4-2 S4-3 Control

Soil size (mm)

<0.05 % 1.15 0.49 0.46 0.62 0.50 0.48 0.23 0.41

0.05~0.25 % 6.65 6.36 4.93 7.87 4.40 4.45 3.97 9.20

0.25~2 % 30.95 38.46 32.59 33.38 31.27 24.35 52.50 43.94

2~5 % 23.43 14.11 15.11 13.98 14.34 11.88 17.02 11.24

5~10 % 10.38 8.82 7.42 7.62 11.36 12.23 17.33 15.80

>10 % 27.42 31.76 39.49 36.53 38.13 46.61 8.95 19.41

Water content % 9.6 11.0 9.0 14.0 17.0 13.2 5.6 6.0

pH 8.59 7.89 8.29 9.27 8.76 9.19 8.01 7.25

Conductivity µS/cm 201.8 43.5 57.8 83.0 63.3 76.7 31.5 42.7

LOI % 3.40 7.80 4.80 12.2 14.4 11.4 0.8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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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가장 높았고, 다른 시료들은 31.5~83.0 µS/cm 범

위를 나타내었다. 함수율은 5.6~17.0%, 유기물 함량은

0.8~14.4%로 토양시료마다 상당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특히 Site 3에서 채취한 토양시료(S4, S4-1, S4-2)의

유기물 함량이 11.4~14.4%로 다른 시료보다 10% 이

상 높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은 유류오염에 의

Fig. 1. Total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il samples according to the particle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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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라고 사료된다. 토양의 입경분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토양 입자크기가 0.05 mm 이상으로 모래나

자갈의 형태로 존재하고,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하는 입

자크기는 10 mm 이상과 0.25~2 mm이었다.

토양의 입경별 중금속 총함량을 알아본 결과, 전체

적으로 입경이 0.25 mm 이하인 토양의 중금속 함량

이 그보다 입경이 큰 토양보다 높았다(Fig. 1). 추출에

의한 토양세척의 전처리로서 토양입자 크기에 따른 분

류를 고려할 수 있다(Sierra et al., 2010). 그러나 입

경이 0.25 mm 이상인 토양시료의 중금속 함량도 낮

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토양세척 실험에서 제외시킬

토양이 없었다. 그래서 입경별로 따로 분리하지 않고

모두 혼합한 토양을 토양세척에 사용하였다. 입경 분

리를 하지 않은 토양에 대한 총함량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세 가지 중금속(Cu, Zn, Pb)

모두에 대해 가장 오염도가 높은 시료는 S4, S4-1,

S4-2이었다. 같은 지점에서 채취했지만 3 m 깊이에서

채취한 S4-3 시료는 중금속 함량이 대조군 토양과 비

슷하게 매우 낮았다. 이는 대상지역에서 깊이 3 m 이

상의 토양은 중금속으로 오염되지 않았고 정화하지 않

아도 됨을 의미한다. 모든 토양에서 세 가지 중금속의

오염도는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즉 Cu의 총함량이 높

은 토양은 Zn, Pb의 총함량 또한 높게 나왔다.

총함량 분석의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Montana

soil을 reference로 사용하였으며, 각 중금속의 회수율

이 Cu(92.5%), Zn(91.8%), Pb(100%)으로 나타나 총

함량 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도가 높음을 보여주었다.

토양정화 처리가 필요한 토양을 가려내기 위하여 모

든 토양을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처리하여 분석

한 결과, Cu의 대책기준을 1개 토양시료(S4-2)가 초과

하였다(Table 3). 그리고 Cu의 우려기준을 초과한 토

양시료는 5개 시료(S2, S3, S4, S4-1, S4-2)이었고,

Zn에 대해서는 1개 시료(S4-2)가, 그리고 Pb에 대해서

는 4개 시료(S1, S3, S4, S4-2)가 우려기준을 초과하

였다.

3.3. 토양세척 

3.3.1. 세척제 종류

세 가지 세척제(염산, EDTA, 옥살산)의 농도를 달리

해서 토양세척을 수행한 결과를 Fig. 2에 나타내었다.

Cu를 가장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세척제는 염산이었고,

옥살산도 Cu 제거효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50 mM

Table 2. Total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oil samples

Soil Cu(mg/kg) Zn(mg/kg) Pb(mg/kg)

S1 240 340 415

S2 815 420 635

S3 825 610 525

S4 3350 975 2240

S4-1 1405 805 1225

S4-2 1870 1220 1665

S4-3 14 38 19

Control 19 83 31

Table 3. Concentration measurement of heavy metals in soil samples by the Korean standard test methods

Soil Cu(mg/kg) Zn(mg/kg) Pb(mg/kg)

S1 73 80 223

S2 178 112 165

S3 316 177 249

S4 293 249 241

S4-1 282 152 115

S4-2 490 389 203

S4-3 5 6 3

Control 8 26 7

Korean warning standard for residential area 150 300 200

Korean measures standard for residential area 450 900 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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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산으로 39~100%의 Cu를 제거하였다. Zn에 대해서

는 염산과 옥살산의 효율이 비슷하였으며, 50 mM 옥

살산으로 11~71%의 Zn을 제거하였다. 한편, Moon

et al.(2012)은 Zn으로 오염된 토양을 염산, 질산, 황산,

인산, 타르타르산, 옥살산으로 토양세척한 연구에서 염

산의 효율이 가장 높고, 옥살산의 효율이 매우 낮은

결과를 얻었다. 이는 다른 토양시료에 포함된 동일한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해 동일한 세척제를 사용해도 토

양의 특성과 중금속의 존재형태에 따라 토양마다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큰 규모의 토양세척 전에 반

드시 실험실 규모의 실험이 선행되어야함을 보여준다

(Wuana et al., 2010). 모든 세척제가 Pb를 효과적으

로 제거하였으며, 그 중 염산은 농도가 50 mM일 때

모든 토양에서의 Pb 제거효율이 100%에 이르렀다. 사

Fig. 2. Removal efficiencies of Cu, Zn, and Pb at three concentrations according to the washing reag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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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세척제 중 염산은 모든 토양시료에 대해 높은 중

금속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Cu, Zn, Pb를 고르게 제거

하였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최적의 세척제를 염산으

로 결정하였다. 세척제의 농도가 증가하면 모든 중금

속의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물을 이용

한 중금속 제거효율은 무시할 정도로 낮았다. 이것은

중금속이 미네랄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거나 미네랄 표

면에 강한 결합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과 같이 약한

용제로는 그 결합을 끊기 어렵기 때문이다(Ko et al.,

2005; Moon et al., 2012). 

3.3.2. 세척제 농도

염산의 농도변화(10~100 mM)에 따른 세 가지 중

금속의 세척효율을 Fig. 3에 나타내었다. 염산 농도가

증가하면 중금속 제거효율이 증가하다가 일정 농도 이

상에서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 그런데 염산의 농도가

증가해도 중금속 제거효율이 일정해지는 농도가 토양

마다 다르기 때문에 한 가지 농도를 최적농도로 정하

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토양에 대해 염산 농도가

40 mM이 될 때까지 Cu와 Pb의 제거효율이 증가하다

가 그 이상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Zn은

대부분 토양에 대해 염산 농도에 상관없이 제거효율이

거의 일정했고, S4-2 시료의 경우에만 염산 농도가

40 mM이 될 때까지 Zn 제거효율이 증가하다가 그 이

상에서는 일정해졌다. 토양시료 S4-1, S4-2는 염산 농

도에 따른 중금속 제거효율의 차이가 매우 컸다. 전체

적인 실험결과를 바탕으로 50 mM를 세척제의 최적

농도로 결정하였다. 토양세척에서 세척 후 세척제의

pH를 2 이하로 유지하면 높은 중금속 제거효율을 얻

고, pH가 2~10 범위이면 50% 이하의 제거효율을 얻

는다는 이전 연구결과가 있었다(Fedje et al., 2013).

그리고 Kuo et al.(2006)은 토양세척에 사용하는 염산

의 농도가 100 mM 이상이어야 효과적으로 중금속을

제거할 수 있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염

산농도가 50 mM인 상태에서도 만족할만한 중금속 제

거결과를 얻었다. 50 mM 염산으로 20~100%의 중금

속이 제거되었으며, 그 결과 S3 토양이 Cu의 우려기준

을 약간 초과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든 세척토양이 세

가지 중금속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를 만족하였다. 물

론 염산농도를 더 높인다면 중금속 제거효율이 더 높

아질 수도 있다. 그러나 Moon et al.(2012)의 연구에

서는 염산농도가 100 mM에서 500 mM이 될 때까지

Fig. 3. Removal efficiencies of Cu, Zn, and Pb according to the concentration of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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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Zn의 제거효율이 약간 증가하지만 그 이상에서는

제거효율의 변화가 거의 없었다. 염산농도가 증가해도

중금속 제거효율이 크게 상승하지 않는다는 것과 강산

에 의해 토양의 특성이 상실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의 농도가 적절하리라고 사료된다. 그리고 만일 토양

세척 후 토양에 잔류하는 중금속의 농도가 국내 토양

오염 기준치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자연계에 중금속이

용출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본다(Fedje et al., 2013).

3.3.3. 토양과 세척제 혼합비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토양과 세척제의 혼합비

가 증가하면 각 중금속의 제거효율이 증가하다가 일정

비율 이상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실험한 모든

토양에 대해, 그리고 세 가지 중금속에 대해 동시에

적용되는 한 가지 최적 혼합비를 찾기가 쉽지 않았다.

Cu는 S4, S4-2 시료에 대해서는 적정 혼합비가 1:20

이었고, S4-1 시료는 1:30이 적절하였다. 그리고 Zn은

S4, S4-1, S4-2 시료에 대해 1:30 이상의 혼합비에서

세척효율이 일정하였다. 한편, Pb는 S2, S3, S4, S4-1

시료에 대해 1:30 혼합비에서 세척효율이 일정해지거

나 최대 세척효율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Fig. 4. Removal efficiencies of Cu, Zn, and Pb according to the mixing ratio of soil and washing reagent (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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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mM 염산을 세척제로 사용했을 때 토양과 세척제의

최적 혼합비를 1:30으로 결정하였다. 

3.3.4. 세척시간

토양시료마다 시간에 따른 중금속 제거효율의 차이

가 커서 일정한 경향을 찾기 어려웠다. Fig. 5에 나타

낸 바와 같이 세척시간이 길어지면 중금속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지만, Cu는 S1, S3 시료에 대해

30분 이후에 제거효율이 오히려 감소했고, Zn은 대부

분의 토양에 대해 시간에 따른 제거효율의 차이가 크

지 않았다. 한편, Pb는 S1, S4-2 시료에 대해 30분

이후에 제거효율이 감소했으며, 다른 토양시료에 대해

서는 180분 동안 세척했을 때의 제거효율이 다른 시간

보다 훨씬 높았다. 세척시간이 30분보다 길어질 때 중

금속 제거효율이 감소하는 것은 해당 중금속이 토양에

재흡착하기 때문이라고 사료되어 최적 세척시간을 30

분으로 결정하였다. 

3.3.5. 교반속도

교반속도 변화에 따른 중금속 제거효율의 차이가 크지

Fig. 5. Removal efficiencies of Cu, Zn, and Pb according to the washing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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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았기 때문에 실험한 교반속도 중 가장 느린 100 rpm

을 적정 교반속도로 결정하였다.

3.4. 세척제 재사용

3.4.1. 부유고형물의 침강

침강시간에 따른 세척폐수 상등액의 투명도 변화는

15분이 지난 후 현탁액이 반투명해지면서 시작되었고,

30분이 지나자 배경이 투명하게 비치기 시작하였다. 약

5시간이 지난 후에는 상등액이 부유고형물이 거의 없

는 투명한 상태가 되었다. 침강시간이 30분, 1시간 지

났을 때, 토양세척에 사용한 토양 중 부유고형물로 존

재하는 비율은 각각 0.44%, 0.30%이었고, 부유고형물

의 농도 또한 각각 0.15 mg/L, 0.10 mg/L로 매우

낮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부유고형물이 30분 이내에 자

연 침강했다고 판단하였다.

3.4.2. 세척제의 재사용 시 중금속의 재흡착

세척제인 염산을 5회 연속 사용하여 토양시료 S4-2

의 각각 다른 5개 시료를 토양세척한 결과는 Table 4,

Table 5와 같다. 세척제의 중금속 제거효율은 세 가지

중금속에 대해 사용회수 2회부터 급격하게 감소했으며,

재사용하는 세척제의 pH는 계속 증가했다(Table 4).

또한 세척제의 사용회수가 증가하면 중금속의 재흡착

으로 인해 음(-)의 제거효율 값이 나타났으며, 그 시점

은 Cu는 4회, Zn은 5회, Pb은 3회째이었다.

세척제를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과정에서 중금속의

재흡착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척된 토양시료의 중금속

총함량을 분석하였다(Table 5). 이 실험에 사용한 S4-2

시료의 Cu, Zn, Pb의 총함량은 각각 1870, 1220,

1665 mg/kg 인데, 세척회수가 증가하면서 세척한 토양

시료의 각 중금속 총함량이 원시료보다 커지는 시점이

있다. 이는 중금속의 재흡착이 일어나는 증거로서 Cu

는 3회, Zn은 5회, Pb는 4회째 토양세척에서 재흡착

결과가 나타났다. 이 실험결과를 통해 세척제인 염산

을 2회 사용하면 1회 사용보다 중금속 제거효율이 절

반 이하로 낮아지고, 3회째부터는 토양에서 용출된 중

금속이 재흡착되기 시작하므로 세척제인 염산의 재사

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재사용하는 세

척제에 소량의 진한 염산을 첨가하여 pH를 낮춘다면

세척제의 재사용 효율이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

(Lim and Kim, 2013).

4. 결 론

오염토양에서 Cu, Zn, Pb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토양세척기술의 최적 조건을 도출하기 위한 실험 결과,

세척제는 50 mM 염산, 토양/세척제 혼합비는 1:30,

세척시간은 30분, 교반속도는 100 rpm에서 높은 중금

속 제거효율을 얻었다. 이 조건에서 Cu는 21~100%,

Zn은 31~83%, Pb은 33~100%의 제거효율을 나타내

Table 4. Removal efficiencies of heavy metals from effluent produced by soil washing of S4-2 according to the reuse number

of effluent

Number of 

soil washing 

pH of washing reagent 

after soil washing 

Removal efficiency(%)

Cu Zn Pb

1 1.64 59.0 67.1 40.7

2 2.04 26.8 21.2 12.7

3 3.12 0.64 16.5 -17.1

4 4.06 -26.8 3.7 -25.1

5 5.19 -43.0 -14.3 -9.2

Table 5.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remaining in S4-2 according to the reuse number of effluent

Number of soil washing Cu(mg/kg) Zn(mg/kg) Pb(mg/kg)

1 1180 575 962

2 1551 810 1276

3 1885 850 1264

4 1735 1070 1825

5 5020 1275 2400

Original soil 1870 1220 1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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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실험결과는 오염토양의 세 가지 중금속을 기준

치 이내로 처리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세척제

재사용 시 문제가 될 것이라고 예상되었던 부유고형물

은 응집·침전을 거치지 않고 자연적인 침강으로도 충

분히 제거가 가능하였다. 세척제인 염산을 재사용하면

중금속 제거효율이 크게 낮아질 뿐만 아니라 용출된

중금속이 토양에 재흡착하므로 추가적인 처리 없이 세

척제의 재사용이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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