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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 퇴적물에서 질소, 인 및 유기물질 용출차단을 위한 

활성탄과 폐콘크리트의 피복재로서 적용

Application of Activated Carbon and Crushed Concrete as Capping Material for Interrupting

the Release of Nitrogen, Phosphorus and Organic Substance from Reservoir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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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assess the effectiveness of activated carbon (AC) and crushed concrete (CC) as capping material to block the release of nitrogen, 

phosphorus, and organic substance from reservoir sediments. The efficiency of AC and CC as capping material was evaluated in a reactor in which a 1 

or 3 cm thick layer of capping materials was placed on the sediments collected from Mansu reservoir in Anseong-city. Dissolved oxygen (DO) 

concentration , total nitrogen (T-N), total phosphorus (T-P), and chemical oxygen demand (COD) concentration in reservoir water above the uncapped 

sediments and capping material were monitored for 45 days. The release rate of T-N was in the following increasing order: AC 3 cm (1.18 mg/m
2
·d) < 

CC 1 cm (2.66 mg/m
2
·d) < AC 1 cm (2.94 mg/m

2
·d) < CC 3 cm (3.42 mg/m

2
·d) < uncapped (4.59 mg/m

2
·d). The release rate of T-P was in the following 

increasing order: AC 3 cm (0 mg/m
2
·d) ≊ CC 3 cm (0 mg/m

2
·d) < CC 1 cm (0.03 mg/m

2
·d) < AC 1 cm capped (0.07 mg/m

2
·d) < uncapped (0.24 

mg/m
2
·d). The release of nitrogen and phosphorus were effectively blocked by AC capping of 3 cm thickness, and CC capping of 3 cm thickness 

effectively controlled the release of phosphorus. The order of increasing COD release rate was as follows: AC 3 cm (0 mg/m
2
·d) ≊ CC 3 cm (0 mg/m

2
·d)

< CC 1 cm (5.03 mg/m
2
·d) < AC 1 cm (7.28 mg/m

2
·d) < uncapped (10.05 mg/m

2
·d), indicating that AC and CC capping effectively interrupted the release 

of organic contaminants from the sediments. It was concluded that AC and CC could effectively block the release of T-N, T-P and COD release from 

contaminated reservoir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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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산업화 및 도시화에 의한 폐수의 배출량 증가는 지속적인 

수질오염을 야기하며, 유역으로부터 유입되는 생활폐수, 산

업폐수, 농축산폐수 등과 같은 외부 오염원에서 발생된 다량

의 유기물, 영양염류, 유해화학물질 등은 수층에 용존상태로 

존재하거나 입자성 물질로 수체바닥에 침강하여 퇴적된다. 

퇴적된 오염원은 분해 또는 무기물질로 전환되며, 높은 농도

의 오염물질로 퇴적층에 존재한다. 이러한 오염물질들은 퇴

적층의 재부유, 생물교란과 물질 확산 등의 물리화학적 작용

과 생물학적 과정에 의해 다시 용출되는 내부 오염원으로 작

용하게 되는데 (Bae et al., 1999; Kim, 2002; Cho and Jeong, 

2007), 영양염류의 경우 수중 생태계의 일차 생산량을 결정하

는 물질 중의 하나로 수체 내 물질순환과정에서 주로 퇴적물

에 저장되고 물리적인 교란과 생물학적 및 화학적 작용에 의

해 수층으로 용출되어 부영양화현상을 가속시킨다 (Hakanson 

and Janson, 1983). 이에 따라 조류의 이상증식 유발, 용존산

소 고갈, 저서생물의 고사, 악취 등이 문제점으로 야기된다 

(Persson, 1982; Dawson, 1998; Pouria et al., 1998).

오염퇴적물의 정화기술로는 감시하자연정화 (monitored 

natural recovery), 준설 (dredging), 원위치피복 (in-situ capping)

법이 있다 (Woo, 2011; Kim et al., 2012). 감시하 자연정화는 

정화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경제적이고 친환경적인 공법이지

만 최종정화에 필요한 시간이 매우 길고, 고 농도의 오염원 처

리에는 부적합하며, 주변 환경변화에 매우 민감하다. 준설공

법은 고 농도의 오염물질을 단기간에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

는 장점이 있지만 준설에 필요한 비용이 많이 소요되며, 준설

토의 2차 처리에 추가비용이 발생되는 단점이 있다 (Lee 2011; 

Kim et al., 2012). 이에 반하여 원위치피복 정화 공법은 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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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법과 비교해 처리 비용이 저렴하고, 2차 처리가 불필요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원위치 피복이란 피복에 의해 형성된 복

토층이 오염물질을 물리적인 고립 및 차단, 화학적 흡착 등의 

방법으로 퇴적물 내 오염물질의 용출을 억제시키는 공법이다 

(Park, 2011). 기존 하천 및 항구에서 정화 시 1 m
3
의 정화비용

으로 준설은 132~1750 $의 비용이 소요된 반면에 피복 적용

시 43.2~65 $의 비용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피복공법은 준

설에 비해 매우 경제적인 공법이다 (Perelo, 2010). 특히 저수

지의 경우 도시화된 지역에서는 이수 및 치수 용도보다 경관으

로서 가치가 요구되며, 정화가 시급할 경우 피복 공법을 이용

한 정화 공법이 충분히 적용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오

염퇴적물의 관리 및 제어기술로서 준설공법과 더불어 생물화

학적 처리, 고정화 및 안정화, 자연정화와 함께 피복 (capping)

을 오염퇴적물 정화를 위한 주요 기술로서 소개하고 있다 (Lee, 

2015). 

미국에서는 오염퇴적물의 수계 용출 차단을 위하여 모래, 

자갈, 지오텍스타일 (geotextile), 지오그리드 (geogrid) 등을 

적용한 사례가 있고 (US EPA, 1994), 캐나다의 경우 Hamilton 

harbour에 100 m×100 m 면적에 모래를 피복하였으며 (Azcue 

et al., 1998), 일본에서도 히로시마만에 모래를 피복 적용한 

사례가 있다 (Kikegawa, 1983). 모래를 이용한 피복은 퇴적

물에 함유된 오염물질이 확산 (diffusion)에 의해 수체로 용출

되는 것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US EPA, 1994; 

Azcue et al., 1998). 이와 더불어 zeolite, nitrate storage 

compound, calcite와 같은 피복소재의 물리화학적 기능으로 

퇴적물 내 오염물질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사례도 보고되었다 

(Jacobs and Forstner, 1999; Berg et al., 2004; Wauer et al., 

2005). 최근 국내에서도 피복의 두께를 줄일 수 있고, 소요비

용을 경감시킬 수 있는 저가용 반응성 피복소재에 대한 연구

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의 흡착 및 퇴적물 

내에서의 영양염류 및 중금속 안정화에 대한 연구가 배치실

험 수행을 통해 진행되었다 (Kang et al., 2012; Shin and Kim, 

2013; Jo and Park, 2014; Kang et al., 2014; Shin and Kim, 

2014; Shin et al., 2014). 한발 더 나아가서 기존에 50 cm 이상

의 피복 두께 대신에 1~5 cm 정도의 박막 피복 (thin-layer 

capping)에 대한 연구가 몇몇 연구자들에 의해서 수행 중에 

있다 (Ghosh et al., 2011; Näslund et al., 2012). 하지만 이러

한 연구는 오염물질의 흡착 및 안정화에만 국한되어 있으며, 

다양한 환경 변수 변화에 따른 오염물질 거동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내 오염물질 용출차단을 위한 

피복소재 적용성을 살펴보고자 다공성으로 표면에 다양한 작

용기를 갖고 있는 활성탄과 산업부산물로 칼슘 (Ca), 알루미

늄 (Al), 철 (Fe) 성분이 함유된 폐콘크리트의 피복소재로서 

퇴적물 내 총질소 (total nitrogen, T-N), 총인 (total phosphorus, 

T-P), 화학적 산소 요구량 (chemical oxygen demand, COD)

의 용출차단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공기의 유입을 차

단한 조건에서 실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피복소재의 피복두

께 및 시간에 따른 수체의 환경 변수 즉, pH, 전기전도도 

(electric conductivity, EC), 용존산소 (dissolved oxygen, DO)

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T-N, T-P, COD 용출특성을 45일간 

관찰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료채취 및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한 퇴적물은 경기도 안성시에 위치한 만

수저수지의 표층을 grab sampler를 이용하여 채취하였고, 저

수지 수는 동일한 위치에서 표층수를 약 20 L 채취하였다. 채

취된 퇴적물은 고르게 교반 후, 협잡물을 제거하고 실험에 사

용하였다. 채취된 퇴적물의 pH와 EC는 퇴적물과 증류수를 

1:5비율로 혼합하고 1시간동안 교반 뒤 pH/EC meter (Seven 

Multi S40, Mettler Toledo,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퇴적물의 함수율은 건조 전 무게와 건조 후 무게차이에 

의해 결정하였고, 강열감량은 550 °C에서 2시간동안 열처리 

후 측정하였다. 퇴적물의 유기탄소는 염산으로 전처리 후 원

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 2400 Series II, Perken Elmer, 

USA)로 분석하였고, 퇴적물의 T-N 함량은 Kjeldahl법에 따

라서 K2SO4와 CuSO4를 9:1 비율로 첨가하여 가열분해 후 비

색법으로 측정하였다. T-P은 HClO4 분해법에 따라서 열분해 

후 아스크로빈산 환원법으로 발색시킨 후 UV-vis spectro-

photometer (Mecasys, Optizen POP QX,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퇴적물의 COD분석을 위해 산화제로 0.1 N KMnO4

를 사용하였고, 0.1 N Na2S2O3·5H2O 용액으로 적정하여 측

정하였다. 저수지 수의 pH와 EC, DO는 채수 후 즉시 pH/EC

측정기와 DO meter (HI-9146, Hanna istrument, USA)로 측

정하였고, 수질오염공정시험법에 준하여 부유물질은 유리섬

유 거름종이로 여과하여 농도를 산출하였으며, COD는 중크

롬산칼륨으로 분석하였다. 저수지 수의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는 TOC analyzer (TOC-Vcph, Shimadzu, 

Japan)로 분석하였으며, T-N 농도는 수중 질소화합물을 질산

이온으로 산화시킨 후 chromotropic acid로 발색시켜 UV-vis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고, T-P 농도는 유기 및 무기인

을 orthophosphate 형태로 전환시킨 후 acid persulfate digestion 

법에 따라서 발색 후 UV-vis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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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s and (b) digital image 

of apparatus used for nutrients and chemical oxygen demand 

release experiment

2. 실험방법 및 피복소재

활성탄 및 폐콘크리트 피복에 따른 퇴적물 내 T-N, T-P, 

COD의 용출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지름 15 cm, 높이 25 cm 

규격의 아크릴 재질 원통형수조를 사용하였다 (Fig. 1). 제작

한 원통형 수조에 퇴적물을 각각 5 cm, 3 cm 높이로 채우고, 

퇴적물 위에 활성탄과 폐콘크리트를 박막 피복 두께 범위에 

해당되는 1, 3 cm 두께로 각 수조에 채워 퇴적물과 피복층의 

두께의 합이 6 cm가 되도록 하였다. 저수지 물을 퇴적물과 피

복층이 교란되지 않도록 저 유량으로 정량펌프 (Masterflex 

L/S model No. 7528-1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를 

이용하여 3 L 씩 수조에 채웠다. 실험기간 중 저수지 수의 DO 

변화를 측정하기 위하여 DO meter가 부착된 뚜껑으로 수조

를 밀폐하여 외부공기를 차단하였고, 차광 및 온도 유지를 위

하여 BOD incubator (KINB-250, Kukje Eng., Korea)에서 

20 °C로 45일간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활성탄은 

충청남도 홍성군 가야활성탄에서 구입하였고, 폐콘크리트는 

경기도 안성에 위치한 동부ENT에서 제공 받았다. 활성탄과 

폐콘크리트의 입자 크기를 동일하게 하기 위하여 1.18~2.36 

mm로 체가름 한 후, 증류수로 세척 및 풍건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피복소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X-ray 

fluorescence spectroscopy (S8 Tiger 4K, Bruker, Germany) 

분석과 비표면적을 파악하기 위하여 surface analyzer (Quan-

drasorb SI, Quantachrome INC, USA)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피복소재의 주입된 무게와 부피로부터 피복층의 겉보기 

밀도를 산출하였다. 피복소재를 충진한 원통형 수조 4조와 피

복소재를 충진하지 않는 원통형 수조 1조에 대하여 수질 및 

토양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수중 DO는 수조에 

부착된 DO Meter로 1일 1회 측정하였으며, 수질시료의 분석

은 실험 3일차에 측정한 후, 주 1회씩 주기적으로 채취 및 분

석하였다. 수질시료는 50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20 mL를 채

취하였고, pH와 EC는 pH/EC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후 여과지 (NO. 6, Whatman, USA)로 여과하여 T-N과 T-P

는 각각 chromotropic acid법과 acid persulfate법으로 분석하

였고, COD는 중크롬산칼륨법으로 잔류농도를 측정하였다.

3. 퇴적물 내 오염물질 용출속도 산정

퇴적물 내 오염물질 용출속도 산정은 다음 식 (1)을 이용하

였다.

Release rate (mg/m
2
·d) = (Ct-CI)×V/(t×A) (1)

여기서 Ct는 수조 내 저수지 수 채취 시 오염물질의 농도 (mg/L)

이고, CI는 수조 내 저수지 수의 초기 오염물질 농도 (mg/L), V는 

수조 내 저수지 수의 부피이며 (L), t는 시간 (day), A는 저수지 수

와 퇴적물의 접촉면적 (m
2
)이다.

Ⅲ. 결과 및 고찰

1. 퇴적물, 저수지 수 및 피복소재의 특성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저수지 퇴적물과 저수지 수의 특성분

석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퇴적물의 함수율 (Water 

contents)은 71.70 %이고, pH는 6.55, EC는 739.00 μm/cm

로 나타났다. 강열감량 (ignition loss, IL)은 13.05 %, 유기탄

소 (OC)는 2.12 %, T-N, T-P는 각 899.26 mg/kg, 1,028.15 

mg/kg으로 분석되었고, CODMn은 59,011.00 mg/kg으로 측

정되었다. 환경부 하천 ․호소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2)과 비교하였을 때 T-N과 T-P

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지만, 강열감량의 경우 기준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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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operties of sediments and water sampled from mansu reservoir in anseong-city

Water 

contents (%)
pH

EC

(μm/cm)
IL (%) OC (%)

T-N

(mg/kg)

T-P

(mg/kg)

CODMn

(mg/kg)

Reservoir

Sediment
71.70 6.55 739.00 13.05 2.12 899.26 1,028.15 59,011.00

* Sediment quality

standard
- - - 13 - 5,600 1,600 -

pH
EC

(μm/cm)

DO

(mg/L)

SS

(mg/L)

TOC

(mg/L)

T-N

(mg/L)

T-P

(mg/L)

CODCrCrCr

(mg/L)

Reservoir water 9.49 386.00 5.69 38.00 9.78 1.92 0.14 26.00

** Water quality

standard (Level. Ⅵ)
- - 2.00 - 8.00 1.50 0.15 10.00

* Referred from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 Referred from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Table 2 Chemical composition and physical properties of activated carbon, and crushed concrete

Capping

materials

Weight percentage of element
Surface 

area (m
2
/g)

Bulk 

density 

(g/cm
3
)Al2O3 Fe2O3 SiO2 Na2O TiO2 CaO SO3 P2O5

Activated 

carbon
0.02 0.02 0.30 - 0.01 0.02 0.10 0.10 1130.466 0.60

Crushed 

concrete
9.90 6.00 38.40 1.50 0.40 36.20 0.10 5.981 1.24

13 %를 미미하게 초과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유기물의 비교

적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2). 

저수지 수질의 경우 pH는 9.49이며, EC는 386.00 μm/cm, 용

존산소 (DO) 5.69 mg/L, 부유물질 (SS)과 총유기탄소 (TOC)

는 각 38.00 mg/L, 9.78 mg/L로 분석되었다. 저수지 수의 

T-N 1.92 mg/L, T-P 0.14 mg/L, CODCr 26.00 mg/L로 측정

되었다. 환경부의 호소 생활환경기준과 비교하였을 때 DO는 

좋음 (Ⅰb) 기준으로 나타났고, T-P는 기준치를 미미하게 초

과하지 않았다. 반면, pH와 SS, TOC, T-N, COD는 매우나쁨 

(Ⅵ) 기준을 초과하여 만수저수지의 수질은 전체적으로 나쁜 

것으로 분석되었다 (Korea Ministry of Environment, 2013). 

2006년부터 2014년까지 6월 수질 평균값과 비교하였을 때, 

COD는 1.89배, SS는 1.53배 높게 나타났으며, DO는 절반에 

가까운 0.60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료채취 시기인 

2015년 6월의 강수량 (30.2 mm)이 2006~2014년 6월 평균 

강수량 (145.5 mm)의 약 21 %로 유입량이 매우 적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ww. 

kma.go.kr). 

피복소재인 활성탄과 폐콘크리트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피복소재의 

XRF 분석결과 탄소가 주 구성물질인 활성탄은 SiO2 (0.30 %), 

Al2O3 (0.02 %), Fe2O3 (0.02 %)와 같은 무기성분들이 미량 존

재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폐콘크리트의 경우 SiO2 38.40 %, 

CaO 36.20 %, Al2O3 9.90 %, Fe2O3 6.00 % 등의 순으로 화학

적 조성을 형성한다. 활성탄과 폐콘크리트의 비표면적은 각각 

1130.466 m
2
/g, 5.981 m

2
/g으로 활성탄이 폐콘크리트보다 매

우 큰 비표면적을 보유하고 있다. 겉보기 밀도의 경우 활성탄

은 0.60 g/cm
3
, 폐콘크리트의 경우 1.24 g/cm

3
으로 폐콘크리

트의 겉보기 밀도가 약 2배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 활성탄과 폐콘크리트 피복에 따른 pH, EC 및 DO 

분석 

퇴적물 내 오염물질 용출차단을 위하여 활성탄과 폐콘크

리트를 각 1, 3 cm 두께로 피복하였고, 이에 따른 pH와 EC, 

DO의 변화를 Fig. 2에 나타내었다. pH의 경우 미피복 수조는 

실험 시작 시점 9.49에서 3일차 7.31로 낮아졌고 이후 실험 45

일차에는 7.16으로 큰 변화가 없었다. 활성탄을 1, 3 cm 두께

로 피복한 경우 실험 시작 시점의 pH는 9.49에서 실험 3일차

에는 각각 7.73, 7.68로 낮아졌고 미피복 수조와 동일하게 실

험 45일차까지 7.18 (활성탄 1 cm), 7.60 (활성탄 3 cm)으로 

변화가 미미하였다. 반면 폐콘크리트를 1, 3 cm 두께로 피복

하였을 때 실험 10일차에 pH가 10.29, 10.58로 pH가 높아졌

으며, 실험 45일차까지 pH는 서서히 상승하는 경향을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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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pH, (b) EC, and (c) DO of reservoir water overlying the 

uncapped sediments and capped sediments with activated 

carbon (AC) and crushed concrete (CC)

었다 (Fig. 2a). 폐콘크리트 피복에 따른 pH 상승이유는 폐콘

크리트의 생성과정에 있어 칼슘-실리케이트-알루미네이트 

화합물의 수화반응에 의해 알칼리성을 띠는 수산화칼슘 (Ca 

(OH)2)이 주성분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Seo and Lee, 2002). 

피복에 따른 EC를 측정한 결과 미피복수조에서 실험 시작시 

386 μs/cm에서 45일차 527 μs/cm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고, 활성탄 1 cm와 3 cm 피복시에는 각각 712 μs/cm, 

920 μs/cm로 실험 종료시 미피복수조의 EC 수치보다 높게 

나타났다. 폐콘크리트를 1 cm 피복하였을 때 실험 45일차 

481 μs/cm으로 미피복수조와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폐

콘크리트 3 cm 피복시에는 853 μs/cm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Fig. 2b). 

미피복수조의 DO는 실험 시작시 5.69 mg/L에서 실험 1일

차 2.22 mg/L로 급격한 감소현상을 보였고 실험 3일차에는 

0.00 mg/L로 DO가 고갈되었다. 활성탄을 1 cm두께로 피복

하였을 때는 실험 1일차 (4.32 mg/L)부터 미미한 감소를 보이

다 실험 14일차 (0.66 mg/L)부터 1 mg/L이하의 DO량을 나

타내었다. 활성탄을 3 cm 피복하였을 때는 실험 5일차 (0.80 

mg/L)부터 1 mg/L이하의 DO량이 관찰되었다. 폐콘크리트

를 각각 1, 3 cm 두께로 피복하였을 때 실험 종료시까지 1.67 mg/L 

(폐콘크리트 1 cm), 2.29 mg/L (폐콘크리트 3 cm)로 완만한 

감소경향을 보였고, 미피복수조 및 활성탄 피복 수조에 비하

여 높은 DO 농도를 나타냈다 (Fig. 2c). 이를 토대로 피복소재 

적용에 따른 DO의 소비가 저감되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 이

는 퇴적물의 피복에 따라 DO를 소모하는 생화학적 물질용출

이 지연 또는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Kim and Jeong, 2006), 

폐콘크리트 피복의 경우 높은 pH (10.29 이상)를 형성하여 미

생물의 서식 및 유기물 분해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판

단된다.

3. 피복소재 적용에 따른 영양염류 및 COD 용출특성

활성탄과 폐콘크리트 피복에 따른 퇴적물 내 영양염류 

(T-N, T-P) 및 COD 용출 차단 실험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

다. 실험 시작시 미피복수조 내 저수지 수의 T-N 농도는 1.92 

mg/L를 나타내었고, 실험 45일차 13.53 mg/L의 농도로 시간

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시간이 지

남에 따라서 퇴적물 내 존재하는 질소성분의 용출이 확인되

었다. 이는 수중 DO의 고갈로 인하여 혐기성 상태가 되고 이

로 인하여 질소 성분이 용출되었다고 판단된다 (Kim, 2003). 

용출차단을 위해 활성탄을 1 cm 두께로 피복한 경우 실험 3일

차 (2.61 mg/L)와 실험 10일차 (6.20 mg/L)에는 미피복수조 

보다 낮은 농도의 T-N 값을 나타내었지만, 실험 17일차 (미피

복수조: 4.41 mg/L, 활성탄 1 cm: 4.27 mg/L)부터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활성탄 3 cm 피복수조는 실험 3일차 1.62 mg/L

의 T-N 농도를 나타내었고, 실험 45일차에는 11.55 mg/L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미피복수조에 비해 낮은 T-N 농

도를 나타내었다. 폐콘크리트를 각 1, 3 cm 두께로 피복하였

을 때 실험 45일차의 T-N 농도는 10.88 mg/L (폐콘크리트 1 

cm), 9.89 mg/L (폐콘크리트 3 cm)로 폐콘크리트 피복에 의

해서 퇴적물로부터 T-N 용출이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3a). 활성탄 및 폐콘크리트 피복에 의해서 T-N의 용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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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centrations of (a) total nitrogen, (b) total phosphorus, 

and (c) chemical oxygen demand released from uncapped 

sediments and capped sediments with activated carbon 

(AC) and crushed concrete (CC)

정도가 감소하는 것은 활성탄 및 폐콘크리트 피복층에 의한 

물리적 차단뿐만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피복에 따른 DO의 고

갈이 지연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T-P의 경우 미피복수조에서 실험 시작시 농도는 0.14 mg/L

에서 실험 45일차 0.96 mg/L로 T-N과 같이 퇴적물 내 인 (P)

성분이 지속적으로 용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N과 마

찬가지로 혐기성 상태에서 퇴적물로부터 P이 용출되기 때문

에 수중 P의 농도가 증가되었다 (Kim, 2003). 용출차단을 위

하여 활성탄과 폐콘크리트를 각 1, 3 cm 두께로 피복하였을 

때 실험 45일차의 수중 T-P 농도는 폐콘크리트 3 cm (0.13 

mg/L) < 폐콘크리트 1 cm (0.15 mg/L) < 활성탄 1 cm (0.16 

mg/L) < 활성탄 3 cm (0.26 mg/L)의 순으로 낮게 나타났다 

(Fig. 3b). 

미피복수조의 COD 농도는 실험 시작시 26.00 mg/L에서 

실험 45일차 23.40 mg/L 측정되었고, 이로 인해 퇴적물로부

터 COD 용출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폐콘크리트

를 1 cm 두께로 피복한 경우 실험기간동안 5.20∼50.70 mg/L 

범위의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실험 45일차에는 32.00 mg/L

로 COD 용출차단 및 제거에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활성탄 1 

cm와 폐콘크리트 3 cm를 피복한 경우 실험기간 내 농도의 증

감이 지속되었으며 활성탄 1 cm와 폐콘크리트 3 cm 피복시 실

험 45일차 22.90 mg/L, 24.40 mg/L의 농도로 미피복수조와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반면, 활성탄을 3 cm 두께로 피복

한 경우 실험 45일 동안 미피복수조에 비해 낮은 COD 농도가 

지속적으로 측정되었으며, 실험 종료시점에는 15.10 mg/L의 

COD 농도를 보여 COD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활성탄과 폐콘크리트 피복에 따른 영양염류 및 COD 

용출속도

피복소재 적용에 따른 수조실험 결과를 평균 용출속도로 산

출하여 Fig. 4에 나타내었다. T-N은 활성탄 3 cm (1.18 mg/m
2
·d) 

< 폐콘크리트 1 cm (2.66 mg/m
2
·d) < 활성탄 1 cm (2.94 mg/m

2
·d) 

< 폐콘크리트 3 cm (3.42 mg/m
2
·d) < 미피복수조 (4.59 mg/m

2
·d)

의 순으로 용출속도가 낮게 나타났고 (Fig. 4a), T-P의 경우 활

성탄 3 cm (0 mg/m
2
·d) ≊ 폐콘크리트 3 cm (0 mg/m

2
·d) < 폐

콘크리트 1 cm (0.03 mg/m
2
·d) < 활성탄 1 cm (0.07 mg/m

2
·d) 

< 미피복수조 (0.24 mg/m
2
·d)의 순으로 낮은 용출속도를 나타

내었다 (Fig. 4b). 마지막으로 COD는 활성탄 3 cm (0 mg/m
2
·d) 

≊ 폐콘크리트 3 cm (0 mg/m
2
·d) < 폐콘크리트 1 cm (5.03 mg/m

2
·d) 

< 활성탄 1 cm (7.28 mg/m
2
·d) < 미피복수조 (10.05 mg/m

2
·d)

의 순서로 용출속도가 낮게 나타났다 (Fig. 4c). 

활성탄 피복에 따른 T-N과 T-P의 용출차단과 수중 COD 

제거효율은 일차적으로 퇴적물과 수층을 격리시키는 벽체 

(barrier)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후 피복소재 사이

로 확산 용출되거나 수체 내 존재하는 오염물질은 활성탄의 

물리적인 특성 즉, 넓은 비표면적과 다공성 구조에 의해 흡착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Ryoo and Choi, 2012; Bansode et al., 

2004). 폐콘크리트 피복에 따른 T-N 용출차단은 피복소재의 

높은 밀도 특성에 따른 퇴적물과 수층간의 벽체 형성에 기인

한 것으로 판단되며, T-P의 용출차단은 퇴적물과 수층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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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verage release rate of (a) total nitrogen, (b) total phosphorus, 

and (c) chemical oxygen demand from uncapped sediments 

and capped sediments with activated carbon (AC) and 

crushed concrete (CC) for 45 days

벽체형성과 더불어 폐콘크리트의 화학적 구성요소인 Ca, Al, 

Fe성분이 P과 inner sphere complex에 의해 흡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Goldberg and Johnson, 2001). 이에 따라 오염퇴

적물 내 T-N, T-P, COD 용출차단을 위한 피복소재로써 활성

탄 3 cm 피복은 T-N, T-P, COD에 효과적이며, 폐콘크리트 3 

cm 피복은 T-N과 T-P 용출차단에는 효과적이지만, COD 용

출차단에는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퇴적물 내 T-N, T-P, COD 용출차단을 위하

여 다공성의 기능성 흡착제인 활성탄과 산업부산물인 폐콘크

리트를 저수지 퇴적물에 피복하여 45일간 실험을 수행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안성시 만수저수지 퇴적물의 T-N은 

899.26 mg/kg, T-P는 1,028.15 kg/mg으로 나타났고, CODMn

는 59,011.00 mg/kg으로 분석되었으며, 퇴적물의 오염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활성탄 피복시 수체의 pH는 피복

시료와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지만, 폐콘크리트를 피복한 

수조는 pH 10.29 이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활성탄 및 폐콘크

리트 피복에 따른 수중 DO 분석결과 폐콘크리트 3 cm < 폐콘

크리트 1 cm < 활성탄 1 cm < 활성탄 3 cm < 미피복수조의 순

으로 DO의 소비량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폐콘크리트 피복

에 따른 DO농도 감소는 높은 pH 형성이 미생물의 서식 및 유

기물 분해에 영향을 미치고, 또한 피복에 의해 수층과 퇴적층

이 격리되어 생물 ․ 화학적으로 소모되는 산소량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활성탄과 폐콘크리트 적용에 따른 용출속도 산출 

결과 T-N은 활성탄 3 cm < 폐콘크리트 1 cm < 활성탄 1 cm < 

폐콘크리트 3 cm < 미피복수조의 순으로 낮은 용출속도를 보

였고, T-P는 활성탄 3 cm ≊ 폐콘크리트 3 cm < 폐콘크리트 1 

cm < 활성탄 1 cm < 미피복수조의 순으로 용출속도가 낮게 

나타났다. COD의 경우 활성탄 3 cm ≊ 폐콘크리트 3 cm < 

폐콘크리트 1 cm < 활성탄 1 cm < 미피복수조의 순으로 낮은 

용출속도를 보였다. 이에 저수지 퇴적물 내 영양염류 및 COD 

용출차단을 위한 피복소재로 활성탄과 폐콘크리트의 적용은 

효과적이며, 피복두께는 3 cm이상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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