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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록

본 연구에서는 바닥재에 CaO와 Al2O3를 중량비로 각각 10~40% (W/W)로 첨가 후 7일 및 28일을 양생시킨 다음 중금
속 용출 저감 효율에 한 영향 등을 연구하였다. 실험결과, 7일 양생 기간에서는 구리 69.3%, 납 52.1%의 중금속 저감 
효율을 보였다. 28일 양생 시에는 구리 85.2%, 납 100% 제거 효율을 보였다. 위 실험결과 양생 시간이 길어질수록 
높은 중금속 저감 효율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In this study, the reduction efficiencies of leachate heavy metal levels were investigated by adding Al2O3 and CaO to the 
bottom ash to observe their effects on the heavy metals leachate reduction efficiency. The ratio of Al2O3 and CaO contents 
were varied by 10~40% (W/W) alongside different curing time of 7 and 28 days. The reduction efficiencies of leachate heavy 
metal levels were estimated to be 69.3% for Cu and 52.1% for Pb during the curing time of 7 days. For the curing time 
of 28 days, the efficiencies changed to 85.2 and 100% for Cu and Pb, respectively. It was thus confirmed that the high reduc-
tion efficiency could be obtained as the curing tim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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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서  론

국내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처리방법 중 매립비율은 좁은 국

토 면적 및 매립지 부족으로 인하여 점차 감소되어 지고 있으며, 소각 

및 재활용 비율은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각처리 비율은 매년 증가하

고 있으며, 또한 매년 건설되어지고 있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수

도 증가하고 있다. 생활폐기물 처리방법 중 소각비율은 정부의 지속

가능한 자원 순환형 사회 확립을 위한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종합계

획”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에 맞추어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

라서 소각되어지는 폐기물의 양이 증가할수록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에서 발생되어지는 소각재의 발생량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소각재는 크게 비산

재(FA : Fly Ash)와 바닥재(BA : Bottom Ash)로 구분되어진다. 소각시 

발생되는 소각재량은 소각되어지는 폐기물양의 중량비로 12~20%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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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발생되어지고 있고, 2012년 기준으로 이 중 바닥재가 약 73%, 

비산재 27%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였다. 국외의 소각재 정책을 살펴보

면 덴마크의 경우 1983년 Danish Ministry of the Environment에서 소

각재의 토목공학적 재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고, 시료를 분석한 

후 결과에 따라 기준에 미달할 경우 매립처분 되며, 기준에 적합할 경

우 후속 절차인 시료량에 따른 신고 또는 허가절차를 이행한 후 재활

용을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바닥재 재활용 시에는 도로건설자재로 

사용되는 광물성분의 품질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RG Min-StB93) 중 

생활폐기물 소각재의 재활용을 위한 지침(TL HMVA-StB 95)[13]의 

기준이 설정되어 있다. 국내 소각재의 처리방법으로 비산재는 지정폐

기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중금속용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중금속 안정

제를 첨가 안정화(Stabilization)를 시킨 후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다. 

바닥재는 일반폐기물로 간주하여 매립지에 매립을 하고 있다. 매립되

어지고 있는 바닥재 중 일부에서 중금속 물질인 납(Pb)이나 구리(Cu)

가 매립기준 이상으로 용출되는 경우가 간혹 발생하고 있으며, 용출기

준 초과 시 지정폐기물로 간주하여 안정화 처리 후 매립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바닥재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 물질 중 용출 

기준을 초과하여 안전성 문제를 발생시키는 납(Pb)과 구리(Cu)의 용출 

수준을 억제시키기 위하여 바닥재에 CaO 성분 및 Al2O3의 첨가 비율

에 따른 pH 변화와 중금속 용출 특성을 알아보는데 실험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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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ffect of leachate time on pH for BA addition with CaO and Al2O3. (a) CaO : Al2O3 = 10 : 10~40%, (b) CaO : Al2O3 = 20 : 10~40%, 
(c) CaO : Al2O3 = 30 : 10~40%, (d) CaO : Al2O3 = 40 : 10~40%.

2. 실    험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는 A시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배출

되는 소각재를 자력 선별기를 거쳐 재 피트로 이동되는 컨베어 공정

에서 삽을 이용하여 100 L 용기의 비닐 백에 채취 후 고형화시 소각

재 내의 수분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기 위하여 시료를 100~105 ℃에

서 건조시킨 후 파쇄 및 체 분리를 실시하였다. 체 분리 후 0.42 mm 

이하의 입자를 사용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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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L.O.I moisture

 Bottom ash (%) 5.05 16.69

Table 1. L.O.I and Moisture of BA2.2. 실험 방법

본 연구에서 사용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 시료에 한 물리

⋅화학적 실험으로 수분, 강열감량, pH, 화학성분 분석 및 용출시험을 

실시하였다. CaO 및 Al2O3를 각각 중량비로 10~40% : 10~40%의 비

율로 첨가하여 전체 중량을 200 g으로 하였다. 증류수는 전체 중량의 

40% 비율로 첨가하였으며[1], 25 ℃에서 7일 및 28일 양생시킨 다음 

데시케이터에서 항량 후 생성물을 파쇄하였다. 

2.2.1. 기초 실험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바닥재의 물리⋅화학적 특성 중 

기초 물성 실험으로 pH, 삼성분, 강열감량 등을 조사하였다. 

2.2.2. 화학적 조성(XRF)

바닥재의 화학적 조성 분석은 Philips Analytical B.V.사의 Philips 

PW2404의 X선 형광분석기(XRF : X-Ray fluorescence spectrometer)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2.4. 중금속 분석

채취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바닥재에 존재하고 있는 중금속의 함

유량 및 중금속 용출실험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항목은 구리(Cu)와 납

(Pb)으로 선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물리화학적 특성 

3.1.1. pH

소각 바닥재의 중금속 용출 시 pH가 차지하는 역할은 상당히 중요

하며, pH 변화 조건에서 양성자 교환(proton exc -hange) 반응인 산-염

기 반응, 착화반응, 침전반응 전자교환반응, 산화환원 반응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2]. 또한, 바닥재의 주요 구성성분이 pH 상승물질(CaO, 

MgO)의 해리반응으로 인해 OH-가 증가하면서 평형을 이루며, 아래 

제시한 반응식과 같은 반응에 의해 중금속을 수산화금속 형태로 흡착

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e-OH는 수산화물 형태의 중금속 

흡착 site를 표적으로 표현한 것이다[3]. 식 (3. 3)은 낮은 pH에서의 

Pb 용출 특성을, 식 (3. 4)에는 높은 pH에서의 Pb 용출 특성에 관한 

반응식을 제시하였다[4]. 일반적으로 높은 pH에서는 바닥재가 음전하

를 띠기 때문에 양전하 상태로 존재하는 중금속을 흡착하기에 유리하

며, 높은 pH에서의 H+의 흡착 강도는 약해지고, 금속이온들(Metal 

ions)의 흡착되는 양은 증가되어진다[5-6]. 따라서 pH가 증가할수록 금

속의 용해도는 감소하나, 복합 생성물은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e-OH+M2++H2O 

   → Fe-O-M-OH+2H+ 식 (3. 1)

-Fe-OH+M2+

   → Fe-O-M++H+ 식 (3. 2)

PbO+2H+ → Pb2+ + H2O
2) 식 (3. 3)

Pb2+ + 2OH- → Pb(OH)2(s)2) 식 (3. 4)

M2+(aq) + nH2O → M(OH)g
2-n + nH+ 식 (3. 5)

M(OH)2(s) ⇔ M2+ + 2OH- 식 (3. 6)

바닥재에 CaO와 Al2O3를 각각 중량비로 10~40% : 10~40%의 비

율로 섞어 7일 및 28일간 양생 후 pH를 측정하였으며 Figure 1에 그

림으로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7일과 28일 양생시킨 제품 모두 CaO 첨가비율이 증가할

수록 pH가 증가하였다. 이것은 위에서 제시한 반응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용액에서 용출된 CaO가 수화반응 등의 과정을 통해 Ca(OH)2 

로 된 후, Ca2+ + 2OH-로 되어 용액의 pH를 증가시켰기 때문인 것으

로 판단된다. 양생일수가 길어질수록 pH 농도가 낮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양생과정이 길수록 제품의 강도가 강해지면

서 용출액 중의 OH- 농도가 감소하여 pH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CaO와 Al2O3 첨가비율을 각각 10 : 10~40% 첨가 후, 용출액의 

[OH-]농도는 7일 양생 시 4~8%, 28일 양생 시 4~5% 증가하였으며, 

20 : 10~40% 첨가 후, 7일 양생 시 1~4%, 28일 양생 시 1~8% 정도 

증가하였다. 30 : 10~40% 첨가 후, 용출액의 [OH-]농도는 7일 양생 

시 1~4%, 28일 양생 시 2~9%, 40 : 10~40% 첨가 후 7일 양생 시 

3~6%, 28일 양생 시 1~4% 정도 증가하였다. [OH-]농도 증가는 약품 

첨가에 따른 안정화/고형화 메카니즘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중금속 

용출 저감 효과를 높이는데 기여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실험을 통해 

식 3.5∼3.6에서 제시한 반응식처럼 CaO 첨가 비율이 증가할수록 

OH-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2. 바닥재의 수분 및 강열감량

바닥재의 수분 및 강열감량 측정값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바닥

재의 수분은 16.99 %, 강열감량(Loss Of Ignition ; L.O.I)은 5.05로 나

타났다. B.W. Jo의 연구에서 분석한 바닥재의 강열감량은 3.44 %[12]

로 본 연구에서 분석한 결과와 비슷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강열감량

은 소각재 내에 탈 수 있는 미연탄소의 양을 나타내는 수치로서 콘크

리트 첨가제용은 강열감량이 낮을수록 좋으며[7], 수분은 법적인 규제

치가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수분함량이 높을수록, 고화제를 이용한 

재활용 제품으로 사용 시 강도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바닥재 + 첨가제가 수화반응을 일으키면 체적이 증가해서 

수화생성물이 입자사이의 공극을 채우게 되며, 이때 수화정도와 물/

(바닥재 + 첨가제)비에 따라 공극율이 달라지는데, 물/(바닥재 + 첨가

제) 비가 증가함에 따라 공극율도 커진다. 공극율이 커지면 이것이 중

금속 용출 시의 통로 역할을 하게 되어 용출량을 크게 하는 역할을 

한다.

3.1.3. 바닥재의 화학성분

바닥재의 화학성분 분석 결과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Fe2O3, 

MgO, CaO, Na2O 및 SiO2는 바닥재의 기초 구성성분이며, 바닥재 용

출액의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물질들이다. CaO는 용해성 물질로

서, 바닥재 내에 포함되어 있는 CaO의 함량은 바닥재의 알칼리도에 

영향을 미치며, 알칼리 활성도는 Pb과 Cu의 고정화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로 작용한다. 바닥재 성분 분석결과 SiO2가 30.11%로 가장 많이 

존재하였고, CaO 21.79%, Fe2O3 13.76% 및 Al2O3 12.81%로 확인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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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l2O3 CaO Fe2O3
* K2O MgO MnO Na2O P2O5 SiO2 TiO2

BA 12.81 21.79 13.76 1.52 2.96 0.23 4.90 3.75 30.11 1.97 

※ Fe2O3
* : Total Fe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of MSWI BA          (unit : %) 

Item Pb Cu

Heavy metals
Content (mg/kg) 438.6 1,896.7

Leachate level (mg/L) 1.7936 0.2935

Table 3. Content and Leachate Levels of Heavy Metals in MSWI BA

(a)

(b)

(c)

(d)

Figure 2. Heavy metals removal ratio of MSWI Bottom ash with CaO and Al2O3. (a) CaO : Al2O3 = 10 : 10~40%, (b) CaO : Al2O3 = 20 : 
10~40%, (c) CaO : Al2O3 = 30 : 10~40%, (d) CaO : Al2O3 = 40 :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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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J. S. Park의 바닥재 화학성분 분석 결과 CaO 40.8%, Fe2O3 1.13% 

및 Al2O3 7.14%이었으며[11], B. W. Jo의 바닥재 화학성분 함량은 

CaO 39.58%, Fe2O3 3.95% 및 Al2O3 6.78%[12]이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바닥재가 위에서 비교한 바닥재보다 CaO 함량은 낮았으며, 

Fe2O3 및 Al2O3 함량은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3.1.4. 바닥재의 중금속 함유량

바닥재에 존재하는 납(Pb)과 구리(Cu)의 중금속 함유량 실험에 

한 결과를 아래 Table 3에 나타내었다. 납과 구리의 b.p (boiling 

point)가 각각 1,744, 2,595 ℃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의 연소시설의 

연소온도 범위에서는 두 물질 모두 가스상 물질로 휘발되는 것보다 

입자상 물질의 형태로 소각재에 존재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어 납과 구리의 중금속 함량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바닥재 중의 납 함량은 438.6 mg/Kg, 구리 

1,896.7 mg/Kg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3.1.5. 바닥재의 중금속 용출 특성

바닥재의 납(Pb)과 구리(Cu)의 용출특성에 한 실험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중금속은 소각 바닥재 내의 총량보다는 생물 및 동⋅
식물이 흡수하거나, 자연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형태로 이동되

는 용출 양이 중요하며, 쉽게 교환되거나 녹아 나올 수 있는 중금속 

양의 파악이 중요하다. A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한 소각재

의 납 용출 농도는 1.7936 mg/L, 구리 0.2935  mg/L로 분석되었다. 납

과 구리 모두 소각재 내에 존재하는 함유량에 비해 적게 용출되었으

며, 구리보다 납의 용출능이 더 크게 나타났다. 또한 납과 구리 두 물

질 모두 중금속 용출 매립기준 이하인 것을 확인하였다. H. J. Jang의 

연구에서 분석한 납과 구리의 농도는 각각 4.50~7.97 mg/L와 

4.114~6.211 mg/L 범위로 분석되었다. 또한 중금속 억제제 처리 후 

분석결과 구리 0.13~0.301 mg/L, 납 N. D~0.033 mg/L로 본 연구와 

비슷한 중금속 용출 특성을 보였다[10]. 또한 J. S. Park의 연구에서도 

구리 0.01 mg/L, 납 0.05 mg/L의 용출 특성을 보였으며[11], 생활폐기

물 소각시설 특성에 따라 중금속의 용출 수준이 다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납에 비해 구리의 용출 농도가 적은 이유는 소각 바닥재 내의 구리

이온이 다른 금속에 비하여 높은 수착 형태의 결합력을 보이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되며[8], 용출 후 최종 pH에 의한 중금속 용출 영향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3.1.6. 고형화 후 중금속 용출 특성

Figure 2에 CaO와 Al2O3을 중량비로 각각 10% :  10~40%의 비율

로 첨가한 후 7일 및 28일간 양생 후의 중금속 용출 저감율을 나타낸 

것이다. (a)는 구리의 저감율을 나타낸 것으로, Al2O3의 첨가비가 증가

할수록, 양생기간이 길어질수록 저감율이 증가하였다. (b)는 납의 용출 

저감율을 나타내었으며, 7일간 양생시켰을 때에는 저감율이 21.4~24%

로 낮게 나타났으나, 28일 양생 시킨 후의 저감율은 100%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낮은 양생기간에서 저감 효율이 낮은 이유는, 완전한 형성

이 이루어지지 않은 ettringite가 물과 반응하여 구조체가 팽창되고 내

부로 물이 스며들어 물 분자가 닿는 부분의 고정되어져 있던 중금속

들이 용출되어졌기 때문이며, 양생기간이 길어질수록 ettringite 형성

에 의한 알루미늄(Al)과 납의 치환작용에 의해 저감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납과 구리의 저감율 비교 시 구리보다 납의 저감율이 높은 것

으로 미루어 보아 납이 구리 보다 고정 작용이 더 높은 것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납의 고정성은 알루미늄의 총 양이온 농도에 영향을 

받으며, 알루미늄의 첨가량이 많아질수록 납의 침전성은 구리의 침전

성보다 커지고 불안정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납의 저감율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9]. 

4. 결   론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에서 발생하는 바닥재에 CaO와 Al2O3를 첨가

하여 바닥재 내에 함유되어 있는 Cu, Pb의 중금속 용출 저감에 한 

실험결과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바닥재의 고형화시 수분에 의한 중금속 용출에 영향을 작용하므로, 

수분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분 함량을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CaO와 Al2O3의 첨가 결과 CaO 함량이 증가할수록 [OH-]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바닥재중의 중금속 용출 저감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바닥재에 CaO와 Al2O3를 첨가한 후 양생기간이 짧은 기간에는 구

리의 저감율이 납 보다 높았으나 양생기간이 길어질수록 납의 저감율

이 구리보다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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