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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cycling of coal bottom ash generated from coal power plants in Korea has been limited

due to heterogenous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The most common management option for
the ash is disposal in landfills (i.e. ash pond) near ocean. The presence of large coarse and fine
materials in the ash has prompted the desire to beneficially use it in an application such as fill
materials. Prior to reuse application as fill materials, the potential risks to the environment must
be assessed with regard to the impacts. In this study, a total of nine test cells with bottom ash
samples collected from pretreated bottom ash piles and coal ash pond in a coal-fired power plant
were constructed and operated under the field conditions to evaluate the leachability over a period
of 210 days. Leachate samples from the test cells were analyzed for a number of chemical
parameters (e.g., pH, salinity, electrical conductance, anions, and metals). The concentrations of
chemicals detected in the leachate were compared to appropriate standards (drinking water
standard) with dilution attenuation factor, if possible, to assess potential leaching risks to the
surrounding area. Based on the leachate analysis, most of the samples showed slightly high pH
values for the coal ash contained test cells, and contained several ions such as sodium, potassium,
calcium, magnesium, chloride, sulfate, and nitrate in relatively large quantities. Three elements
(aluminum, boron, and barium) were commonly detected above their respective detection limits
in a number of leachate samples, especially in the early leaching period of time. The result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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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산업화와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전력

사용량 및 사용처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석

탄 화력발전소를 통한 전기 에너지 공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석탄 화력발전소에서는 석탄을 미

분기로 분쇄하여 뜨거운 공기와 함께 보일러 내로

주입하면서 약1,500±200℃ 범위의 부유 상태에서

연소가 이루어진다. 이 때 연소 후 남은 물질을 석

탄재 (coal ash 또는 Coal Combustion Residues,

CCR)라고 한다. 국내 석탄재의 발생량은 해마다 점

차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에는 약 841만톤이 발

생하였으며, 이 중 84%인 약 708만톤이 재활용되

었다(대한전기협회, 2011). 그러나 나머지 석탄재

는 해안지역에 단순 매립하고 있는 실정이며, 기 매

립양을 고려한다면 상당한 양이 매립되어 있는 실

정이다. 미국, 유럽연합(EU)과 일본의 경우 발생된

석탄재는 국가마다 방법은 다르지만, 콘크리트 골

재 대체재, 매립재, 건축자재 원료 등으로 재활용하

고 있다. 석탄재는 발생되는 장소에 따라서 비산재

(fly ash, 또는 비산회, 비회)와 보일러 하부 층에

남아 있는 바닥재(bottom ash, 또는 바닥회, 저회)

로 구분한다. 석탄 비산재는 다공성 구형입자, 단단

한 구형입자, 부정형 입자 등의 혼합물이며, 반면

석탄 바닥재의 경우는 석탄 비산재에 비해 비교적

굵은 입자형태이며 입자의 크기가 매우 다양하다.

입경은 대체로 0.5~6.0㎜의 넓은 범위를 나타내어

모래 내지는 잔골재(fine aggregate) 범주로 분류

할 수 있다(한국자원리사이클링학회, 2004). 석탄

바닥재의 화학적 조성은 대체로 석탄 비산재와 비

슷하지만, 비교적 미연소 탄소함량이 크고 입자가

매우 불균질한 특성을 갖고 있다.

석탄 비산재는 국내에서 1980년대부터 많은 재

활용 방안 및 실용화 기술 연구를 통하여 구조체용

콘크리트 혼화재, 시멘트 클링커 제조원료, 흡착제

제조 등 많은 부분에서 재활용(70% 이상)이 이루어

지고 있다(류완호 등, 1997; 환경부, 2004; 한국자

원리사이클링학회, 2004). 반면 석탄 바닥재의 재

활용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화력

발전소 주변 해안지역에 단순 매립되고 있는 실정

이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 석탄 바닥재에 대한 재활

용 관심이 증대되어 콘크리트 골재 대체재로서 모

르타르(mortar)(임남웅 등, 2004), 구조물 뒷채움

재(천병식 등, 2000), 콘크리트 재료 및 포졸란 반

응(김영진, 2005; 김형무, 2005; 김무한 등, 2008),

흡착제(황주영, 2002), 고유동충전재(김성수 등,

2000) 등의 기초 연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

다. 외국의 경우 역시 석탄 바닥재를 재활용하기 위

한 콘크리트용 골재, 구조물 재료, 제올라이트 합성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Kolay et al.,
2001; Targan et al., 2003; Canpolat et al.,
2004; Ozakan et al., 2007; Yazici, 2007;

Kurama, 2008; Koca et al., 2009). 한편 석탄

바닥재를 효율적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는 물리적,

화학적, 및 역학적 특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

(장용철 등, 2009)와 함께 재활용 시 오염물질 배출

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적 영향을 체계적으로 평가

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B시 석탄 화력발전소 회사장에 매

립되어 있는 석탄 바닥재 시료를 채취하였고, 야외

현장실험(Field Test Cells)을 통하여 석탄 바닥재

가 메움재로서 재활용 시 다양한 오염물질의 침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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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st cell study indicate that the pollutants in the leachate from the coal ash test cells were not of a
major concern in terms of leaching risk to surface water and groundwater under field conditions
as fill materials. However, care must be taken in extending these results to actual applications
because the results presented in this study are based on the limited field test settings and time
fram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analysis for coal bottom ash may be warranted to apply the
materials to actual field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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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 배출량 산정 및 잠재적 환경 영향을 평가하고

자 하였다.

II. 연구내용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현장 Test Cell

1) 실험재료

야외현장실험(Field test cells experiment)에

사용된 석탄 바닥재 시료는 B시 화력발전소 회사장

두 곳(A, B)에서 채취하였다. A회사장은 해안매립

후 재활용을 위해 이미 기계적 세척 및 선별과정을

거쳐 야적되어 있는 석탄 바닥재인 반면, B회사장

의 경우는 화력발전소로부터 석탄재가 고압에 의해

해수를 이용하여 이송되어 해안매립이 진행 중인

회사장으로서 바닥재 이외에 일부 비산재, Cinder

ash, 원탄분쇄기에서 나온 Pyrite(FeS2) 등이 혼재

되어 있다. 본 야외현장실험 연구에서는 A회사장

시료(A1, A2, A3)를 채취하여 이미 전처리를 거친

재료이기 때문에 별도의 전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

고 본 연구 실험에 사용하여 오염물질 침출 특성과

잠재적 영향을 평가하였다(Test Cell No. 4-6). 반

면 해안매립 B회사장의 일부 시료(B1, B2, B3)를

채취한 후 회사장 인근 상업용 해사모래 채취 및 선

별처리장에서 기계적 선별과 세척과정을 거쳐 본

연구 실험에 사용하였다(Test Cell No. 7-9). 아울

러 대조군(control group)으로서 강모래 시료(G시

에서 판매하는 놀이터시설용 모래, Test Cell No.

3), 그리고 바다모래 시료(B시 바다모래 채취 및 선

별처리장에서 기계적 선별 및 세척을 거친 상업용

모래, Test Cell No. 1-2)를 사용하였다.

2) Field Test Cell의 구성

석탄 바닥재를 메움재로서 재활용 시 오염물질의

배출량 산정 및 그 잠재적 영향은 현장에서 야외현

장실험을 통하여 수행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방법

이다. 본 연구에서는 메움재로서 재활용 시 석탄 바

닥재로부터의 침출수 특성 변화, 오염물질의 배출

량 산정, 및 잠재적인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표 1

과 같은 Test Cell을 제작, 구성하였다. Field Test

Cell 연구에서 주요 고려 인자로서 Test Cell의 크

기는 중요하고, 충분히 현장조건을 모사할 수 있는

대표성이 있어야 한다. 국외의 사례를 들면, 생활폐

기물 소각 바닥재(MSWI bottom ash)를 메움재로

활용한 Field Test는 침출수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

Test Cell의 크기를 5m(L)×3.7m(W)×0.45m(H)

로 산정하였다(Izquierdo et al., 2008). 국내에 적

용된 Field Test의 경우는 소각재와 일반폐기물을

같은 비율로 섞어 높이 100cm, 직경 28cm의 원통

을 만들어 침출수 특성을 분석하였다(전신성 등,

1997). 본 연구에서 Test Cell의 크기는 실제 현장

조건을 충분히 모사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크기로

서 78cm(L)×54cm(W)×48.5cm (H)를 사용하였

으며, 총 9개의 Test Cell을 구성하였다. Test Cell

의 재질 특성 및 규격은 Polypropylene (PP) 플라

스틱 재질을 활용하였으며 상용화된 제품을 활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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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est Cell의 구조와 구성

구분 Test Cell의 구조

자갈층
- 자연강우에 의한 유입수 유입
- 자갈층을 통한 강우의 증발산
- 석탄 바닥재의 비산 방지

메움재층
(석탄 바닥재)

- 석탄 바닥재의 메움재층
- 가로: 78cm, 세로: 54cm, 높이: 48.5cm, 재질: PP
- 선별 및 염분제거

하부층
(배수층)

- 바닥재 층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배수 및 집수
- 자갈층을 두어 침출수의 배수 및 집수를 용이하게 함

Screen층 - 하부층 위와 아래 부분에 screen을 두어 석탄 바닥재의 누출을 방지
- 침출수의 입자물질 유입 차단

침출수 집수층 - 20L 용량의 통 2개를 연결하여 총 40L의 침출수를 집수 할 수 있음
- 희색 천으로 햇빛을 차단하여 조류 등이 번식하는 것을 막음



여 야외현장실험(Field Test Cells)에 적합한 크기

를 선정하였고, 야외 건물 옥상에 설치하여 석탄 바

닥재의 침출특성을 평가하였다.

3) Test Cell의 대상 시료 및 구성

석탄 바닥재는 체거름 선별 후 지름 4.75mm 이

하의 입자를 사용하였으며, 염분제거 등을 목적으

로 석탄바닥재를 세척 후 이들 시료를 Test Cell에

채웠다. 특히, B회사장 시료(Test Cell No. 7-9)는

해안과 근접하여 해수에 의한 높은 농도의 염분 침출

이 실험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다모래

선별처리장에서 수돗물 세척과 기계적 선별과정을

거쳐 실험실로 이동시켰다. Test Cell 내에 석탄 바

닥재를 주입하기 전에 충분히 혼합 후 균질하게 하였

다. 그리고 석탄 바닥재를 채우고 적정 겉보기 밀도

(bulk density)를 달성하기 위해 압밀(compaction)

하였다. 석탄 바닥재의 메움재 재활용 시 오염물질

배출에 의한 영향을 비교하기 위하여 강모래, 바다

모래 등 이미 메움재로 활용되고 있는 재료를 대조

군으로 사용하였다. 그리고 메움재로 채워진 바닥재

의 시료 정확도 비교를 위해 2~3개의 Test Cell을

동일한 조건에서 반복 수행하고자 하였다. 아래의

표 2는 야외현장실험에 사용된 Test Cell 시료의

구성과 용도, 전처리방법 및 겉보기 밀도 등을 나타

낸다.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앞서 선행연구(장용철

등, 2009)에서 사용된 시료와 동일한 것으로 시료

의 입도분포(particle size distribution)는 바다모

래·강모래의 경우 D50이 각각 약 1.22, 0.67mm

로 나타났으며 Test Cell No. 4-6, 7-9의 D50은

각각 약 1.21, 1.02mm인 것으로 나타났다. Test

Cell 내의 석탄바닥재는 강모래에 비해 비교적 입

자가 큰 물질로 구성되어 있고, 바다모래와 비슷하

거나 비교적 작은 입자로 구성되었다.

공극률(porosity)은 오염물질의 이동속도와 관

련이 있는 인자로서 오염물질의 배출특성 및 잠재

적 영향과 관계된 중요한 인자 중 하나이다. 본 연

구에서는 공극률 측정은 수행하지 않았으나, 기존

문헌 연구에 따르면 모래가 갖는 공극률은 0.425이

고 석탄 바닥재의 경우는 0.674로 나타났다(Andrade

et al., 2007). 따라서 공극률은 위의 범위값을 나

타낼 것으로 판단된다. 오염물질의 배출특성은 공

극률뿐만 아니라 겉보기 밀도, 입도분포, 투수계수

등에 의해 좌우될 수 있다.

2. 분석방법

1) 강우량 측정과 침출수 발생량 분석

야외에 설치된 강우 측정계와 대전광역시 유성구

기상 자료를 활용하여 강우량을 측정하였다. 현장

야외실험 기간 중(7개월 총 214일) 측정된 강우량

은 월평균 약 182mm로 나타났으며, 총 강우량은

약 1,276mm로서 주로 여름철에 집중되었다. 야외

에 설치된 현장실험에서 초기 자연강우는 석탄 바

닥재에 일부 흡수되고, 일정 field capacity 도달

이후 석탄 바닥재층을 통과하면서 침출수로 발생하

였다. 실험기간 7개월 기간 총 15번의 침출수 시료

를 채취하였다. 주로 강우가 내린 후 20 liter 용적

의 침출수 집수조(collection container) 부피가

약 1/2 이상 집수된 경우에 침출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2) Test Cell 침출수 성상 변화 분석

야외에 설치한 Test Cell은 장기적인 오염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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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Test Cell의 구성 및 겉보기 밀도

Test Cell No. 1 No. 2 No. 3 No. 4 No. 5 No. 6 No. 7 No. 8 No. 9

시료 바다모래 바다모래 강모래 석탄바닥재
A1

석탄바닥재
A2

석탄바닥재
A3

ash pond
바닥재 B1

ash pond
바닥재 B2

ash pond
바닥재 B3

용도 또는
전처리 

건설용
골재 

건설용
골재 

놀이터용
모래

기계적 선
별 및 세척

기계적 선
별 및 세척

기계적 선
별 및 세척

수동세척
(2회)및 선별

수동세척 (2
회)및 선별

수동세척 (1
회)및 선별

겉보기 밀도
(kg/m3) 1.50 1.51 1.44 1.16 1.19 1.20 1.26 1.27 1.32



모니터링을 통하여 석탄 바닥재로부터 오염물질의

배출량 및 배출특성을 평가하고자 약 210일간 운영

되었다. Test Cell에서 채취한 침출수는 폐기물 공

정시험법 또는 Standard Method에 의거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환경부, 2011; US EPA, 1996a;

US EPA, 1996b). 침출수를 채취한 후 먼저 총 부

피를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pH와 전기전도도, 염

도(Salinity)(CX-401, Multi-function Meter)를

측정하였다. 침출수 내의 금속 및 양이온물질 분석

은 유도결합플라즈마방출기(ICP-AES, Model:

Optima 3300DV)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음이온물

질 분석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Model: Metrohm

761 compact 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강우량과 침출수 발생량의 상관관계

대전지역에서 측정된 누적 자연강우량(cumulative

rainfall)과 Field Test Cell에서 발생된 누적 침출

수(cumulative leachate volume)의 발생량 상관

관계는 그림 1과 같다. 강우량이 증가함에 따라서

선형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초

기 일정기간 지난 후 거의 모든 강우가 침출수로 발

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선형 추세선에서 얻어

진 식에 의하면 자연강우 약 100mm 당 약 61.8L

의 침출수가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투수계수에 따른 체류시간 예측

본 실험에 앞서 선행된 연구에 따르면, 정수위법

(Constant Head Method)으로 측정한 Test Cell

No. 4-6에 사용된 석탄 바닥재의 투수계수(K)는

약 1.16×10-2 cm/sec이었고 Test Cell No. 7-9

에 사용된 석탄 바닥재의 값은 약 0.61×10-2cm/sec

으로 나타났다(장용철 등, 2009). Test Cell의 높

이가 48.5cm인 것을 고려한다면 체류시간은 Test

Cell No. 4-6, No.7-9의 경우 각각 약 1.16, 2.21hr

으로 예상되었다. 강모래와 바다모래의 경우 투수계

수는 각각 약 1.38×10-2, 2.13×10-2cm/sec인 것으

로 선정되었으며 체류시간은 강모래의 경우는 약

0.97hr이고, 바다모래의 경우 약 0.63hr으로 계산

되었다(장용철 등, 2009). 투수계수에 따른 체류시

간은 강모래 및 바다모래의 Test Cell보다 석탄 바

닥재의 Test Cell에서 비교적 더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Test cells 침출수의 성상 분석 결과

1) 침출수 분석 결과-pH, 염도, 전기전도도

Test Cell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pH의 분석 결과

를 그림 2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간의 변화에 따라

크게 변화되지 않고 약알카리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각 이온성분 중에서 알칼리성의 지

표성분인 CaO와 MgO 성분이 회사장 석탄재에 함

유되어 있어 이러한 성분 함량이 증가할수록 pH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김재

관 등, 2002).

침출수의 염도(salinity) 분석 결과는 그림 3과

같이 모든 대상 Test Cell에서 낮은 염분농도의 값

을 나타내었으며 시간적으로도 비교적 일정한 염도

변화를 나타내었다. 다만 Test Cell No.9의 경우는

초기부터 0.4% 이상의 상대적으로 높은 염분농도

를 나타내었다. 이는 Test Cell No. 9의 대상 시료

가 회사장 바닥재 시료로서 수동세척을 한 번만 하

였으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염분성분인 염소, 칼

슘, 마그네슘, 나트륨 등이 대상 시료에 많이 남아

있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강우에 의해 이러한 염분 성분들이 화학적, 생

물학적 반응을 하지 않고 용해되어 침출된 것으로

사료된다. 나머지 Test Cell 침출수 대상 시료는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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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강우량과 침출수 발생 상관관계



체로 0.05% 이하이거나 근접하는 값을 나타내었다.

침출수의 전기전도도 분석 결과는 그림 4와 같이

염분농도의 패턴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

으며 이러한 전기전도도의 시간적 변화는 염분의

이온 성분들이 전기전도도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침출수 분석 결과-음이온 (염소이온, 황산염이온)

음이온 물질에는 염소이온, 질산염이온, 황산염

이온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염소이온과 황산염이온

은 주로 해수성분의 주요물질로서 석탄 바닥재로부

터 발생되지 않고 주로 해수에 의한 석탄 바닥재의

이송과정에 의해 생긴 성분이다. 이러한 음이온 물

질은 강우에 의한 용해(dissolution)과정을 통해 침

출수로 이동하였으며, 시간이 경과할수록 점점 그

농도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그림 5-6).

염소이온은 그림 5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Test Cell에서 20일 이후 크게 용출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황산염이온은 염소이온과 달리 Test

Cell No. 7-9에서 지속적으로 배출되지만, 74일을

기점으로 이후에는 황산염이온의 배출량이 크게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5-6에서 Test Cell No. 9는 같은 대상 시

료(B회사장의 석탄 바닥재)를 사용한 Test Cell

No.7-8과 달리 염소, 황산염이온이 비교적 높은

농도를 가진다. 이는 석탄 바닥재가 해수 이송과정

에서 생성된 음이온이 1회 세척되어 충분히 씻기지

않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반면, Test Cell No.

7-8은 2회 세척되었고, 다른 시료와 비교적 큰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염소이온은 염류를 나타내는 주요 인자로

서 그림 3의 염도와 비교할 수 있다. 그림 3의 염도

를 누적배출량(mg)으로 환산하여 비교한 결과, 그

림 5의 염소이온 누적배출량과 유사한 배출특성을

나타내었다. Test Cell의 침출수에서 염도 누적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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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Test Cell 침출수의 pH

그림 3.  Test Cell 침출수의 염도

그림 5.  Test Cell 침출수의 염소이온 누적배출량

그림 6.  Test Cell 침출수의 황산염이온 누적배출량

그림 4.  Test Cell 침출수의 전기전도도



출량(mg)은 염소이온 누적배출량(mg)보다 높은 값

(Test Cell No. 1-2의 경우 약 4배, Test Cell No.

3의 경우 약 7배, Test Cell No. 4-6의 경우 약

23.3배, Test Cell No. 7-9의 경우 약 10.8배)을

가지는 이유는 염도계(Multi-function Meter,

CX-401)가 염소이온뿐만 아니라 염류를 나타내는

모든 이온 및 분자화합물을 측정하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3) 침출수 분석 결과-금속이온 (알루미늄, 붕소, 바륨)

비소, 카드뮴, 구리, 철, 아연 등은 불검출 또는

검출한계 이하(<0.01 mg/L)로 나타났으며, 양이온

물질로 알루미늄, 붕소, 바륨, 칼슘, 칼륨, 나트륨

등이 주로 검출되었다. 검출된 물질 중에서 칼슘,

칼륨, 나트륨은 지하수에서 대표적으로 많이 검출

되는 양이온물질로서 인체의 대사 작용에 꼭 필요

한 물질들이다(김동수 외, 2010). 따라서 이들 세

물질을 제외한다면, 석탄 바닥재 Test Cell로부터

알루미늄, 붕소, 바륨 등이 주로 침출되었다. Test

Cell 침출수의 농도는 대상 시료에 따라 시간적 변

이를 나타내지만, 대체로 칼슘, 나트륨, 칼륨 농도

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바륨, 붕

소 및 알루미늄 등이 높게 검출되었다.

알루미늄은 음용수에 높은 농도 존재 시 알츠하

이머 발병률과 상관성이 있는 인자이다(Flaten,

1987; Flaten, 2001). 그림 7에서 대조군인 Test

Cell No. 1-2에서 알루미늄 누적배출량이 약

8,500mg이다. 이는 바다모래를 함유한 Test Cell

이 석탄 바닥재 Test Cell보다 높은 농도로 알루미

늄이 배출되었음을 보여준다. 다만, 바다모래를 함

유한 Test Cell에서의 알루미늄은 강우에 의한 용

해과정을 통해 배출되어 30일 이후에는 배출량이

현저히 준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그림 8은 석탄 바

닥재 함유 Test Cell이 바다모래 및 강모래 함유

Test Cell보다 많은 양의 붕소가 배출되었음을 보

여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석탄 바닥재 함유 Test

Cell에서의 붕소 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붕소의

먹는 물 수질기준치가 0.3mg/L인 것을 감안할 때

평균 배출농도가 5.62mg/L로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다. 바륨은 대체적으로 석탄 바닥재 함유 Test

Cell이 바다모래 및 강모래 함유 Test Cell보다 바

륨이 많이 배출되었지만, 그림 9에 제시된 바와 같

이 30일 이후에는 석탄 바닥재 함유 Test Cell에서

의 바륨 배출량은 크게 줄었다.

또한, 석탄바닥재 Test cell 침출수의 이온분석

결과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확보를 위해 이온전

하수지(ion balance)를 통해 분석 평가하였다. 이

온전하수지를 평가할 때 쓰이는 전하중성(Electro

-neutrality)의 원리는 총 양이온당량(Total of

cation equivalent)과 총 음이온당량(Total of

anion equivalent) 비가 1이 되는 것이다(윤희정

등, 2009). 이온전하수지 분석은 Test Cell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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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est Cell 침출수의 알루미늄 누적배출량

그림 8.  Test Cell 침출수의 붕소 누적배출량

그림 9.  Test Cell 침출수의 바륨 누적배출량



발생한 침출수의 이온 농도가 가장 높은 초기값(1

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이온전하수지분석 대상

양이온으로는 나트륨, 칼륨, 칼슘, 알루미늄, 붕소,

바륨 이온이었고, 음이온으로는 황산염, 염소, 아질

산염, 질산염 이온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로

총 양이온당량과 총 음이온당량의 비는 Test Cell

No. 1-2 (바다모래)의 경우 평균 1.05로 1.0에 근

접하였다. Test Cell No.3 강모래의 경우 약 0.5,

Test Cell No. 4-9의 경우 평균 0.725로 나타났

다. 대상 Test Cell 마다 총 양이온당량과 총 음이

온당량의 비가 차이가 나는 이유는 침출수에 용출

되어 존재하는 모든 이온에 대해 분석하지 않고, 주

요 오염물질들을 중점적으로 분석했기 때문이라 판

단된다.

3. 오염물질 침출에 따른 잠재적 환경 영향과 희석
저감계수

그림 10은 석탄 바닥재를 메움재로 재활용 시 오

염물질의 이동을 개념화하여 표시한 도식화 그림이

다. 적절한 차수층이 형성되지 않은 경우 강우에 의

해 석탄 바닥재로부터 오염물질은 불포화토양층으로

이동하게 된다. 오염물질은 또한 여러 물리화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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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석탄바닥재의 메움재 재활용 시나리오와 오염물질 이동 개념 모식도

표 3.  석탄바닥재 메움재 재활용 시 오염물질 잠재적 영향 평가

구분 원소 먹는 물 수질 
기준치

Test Cell 
No. 4-6
평균값

(최대, 최소)

Test Cell 
No.4-6

최대값-DAF 
(10~100)

Test Cell 
No.7-9
평균값

(최대 , 최소)

Test Cell 
No.7-9

최대값-DAF 
(10~100)

pH 5.8 ~ 8.5 8.37
(9.04 , 7.94) - 8.14

(8.87 , 7.71) -

음이온
(mg/L)

Cl- 250 6.66
(36.9 , 0.34) 3.69(DAF 10) 34.8

(218 , 0.43) 21.8(DAF 10)

NO3
--N 10 5.08

(77.5, <0.01)
7.75(DAF 10),
0.78(DAF 100)

4.86
(56.8, <0.01)

5.68(DAF 10),
0.56(DAF 100)

SO4
2- 200 125.3

(616 , 4.62) 61.6(DAF 10) 302.5
(531 , 61.6) 53.1(DAF 10)

양이온
또는 
금속

(mg/L)

Al 0.2 0.25
(0.59 , 0.06) 0.059(DAF 10) 0.10

(0.24 , 0.04) 0.024

As 0.05 < 0.01 < 0.01 < 0.01 < 0.01

B 0.3 6.74
(10.5 , 1.96)

1.05(DAF 10)
0.1(DAF 100)

4.51
(12.2 , 1.10)

1.22(DAF 10),
0.12(DAF 100)

Cd 0.005 < 0.01 < 0.01 < 0.01 < 0.01

Cu 1 < 0.01 < 0.01 < 0.01 < 0.01

Fe 0.3 < 0.01 < 0.01 < 0.01 < 0.01

Zn 1 < 0.01 < 0.01 < 0.01 < 0.01



생물학적 반응 작용을 거치면서 희석(attenuation)

되고 저감(reduction)되기도 한다. 이러한 희석 및

저감되는 계수값을 흔히 희석저감계수(Dilution

attenuation factor, DAF) 값이라고 한다. 침출

된 오염물질에 대해서 적절한 DAF 값(흔히 10~

100 값의 범위)을 적용하여 먹는 물 기준치와 비교

검토하여 위해성을 간접적으로 산정한다(류혜림,

2010).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이러한 재활용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석탄 바닥재로부터 관측된 오염물질의 최

대값에 대해 DAF값 ‘10’을 적용하여 먹는 물 수질

에 대한 영향을 평가한 결과, 모든 먹는 물 수질항

목에 있어서는 규제 기준치 이하를 만족하였다. 다

만, 붕소의 경우는 규제기준치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DAF값 ‘10’을 적용한 결과, 석탄 바

닥재로부터 용탈되어 나온 붕소의 경우는 주변지역

먹는 물 수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 하지만 만약 DAF값 ‘100’을 적용한다면, 먹는

물 기준치 이하로 나타나기 때문에 석탄 바닥재의

메움재 재활용에 따른 먹는 물 수질의 오염물질 잠

재적 영향은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표 3).

IV. 결 론

석탄 바닥재를 메움재로서 재활용 시 오염물질의

배출특성 및 배출량 평가 및 영향 분석을 위해 9개

의 Test Cell을 야외에 설치하여 약 200일 정도 자

연강우에 의해 배출된 침출수를 분석 연구 결과 다

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est Cell에서 발생한 침출수의 pH는 중성 또

는 약알칼리성을 나타내었으며, 염분농도는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낮은 0.05%이

하의 농도를 나타내었다.

2) 양이온 물질로서는 칼슘, 칼륨, 나트륨 등이

검출되었으며, 음이온 물질로서는 염소이온과

황산염 이온이 비교적 높은 농도로 주로 검출

되었다. 이들 양이온과 음이온 물질은 주로 석

탄 바닥재를 해수 이송과정에서 생성된 것임

을 알 수 있다.

3) 알루미늄, 붕소, 그리고 바륨 등은 침출수에서

검출한계 이상으로 자주 검출되었다. 그리고

나머지 유해중금속의 경우는 침출수에서 검출

한계 이하이거나 간헐적으로 저농도 범위에서

검출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침출수를 통한 이들 금속

성분의 배출량은 양이온과 음이온 물질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배출되었으며, 이로 인한 주

변지역의 오염영향은 매우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일부 오염물질 (바륨, 붕소, 알루미늄 등)에 대

한 보다 상세한 거동평가 및 위해도 평가가 고려되

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아울러 석탄 바닥재의 재

활용 시 향후 보다 상세한 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 등

을 추가 연구를 통해 메움재로서 재활용 방안이 강

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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