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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류 오염 토양 처리를 위한 복합 고화제(lime, DAP, 래들 
슬래그) 성능 평가

최지연․신원식*

경북대학교 건설환경에너지공학부

Evaluation of the Performance of Multi-binders (lime, DAP and 
ladle slag) in Treating Metal(loid)s-contaminated Soils

Jiyeon Choi, Won Sik Shin*

School of Architecture, Civil, Environmental and Energy Engineering,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41566, 
Korea

Abstract
Amendment of multi-binders was employed for the immobilization of metal(loid)s in field-contaminated soils to reduce the 

leaching potential. The effect of different types of multi-binders (lime/diammonium phosphate, diammonium phosphate/ladle 
slag and lime/ladle slag) on the solidification/ stabilization of metal(loid)s (Pb, Zn, Cu and As) from the smelter soil and mine 
tailing soil were investigated. The amended soils were evaluated by measuring Toxicity Characterization Leaching Procedure 
(TCLP) leaching concentration of metal(loid)s. The results show that the leaching concentration of metal(loid)s decreased with 
the immobilization using multi-binders. In terms of TCLP extraction, the mixed binder was effective in the order of lime/ladle 
slag > diammonium phosphate/ladle slag > lime/diammonium phosphate. When the mixed binder amendment (0.15 g 
lime+0.15 g ladle slag for 1g smelter soil and 0.05 g lime+0.1 g ladle slag for 1 g mine tailing soil, respectively) was used, the 
leaching concentration of metal(loid)s decreased by 90%. However, As leaching concentration increased with diammonium 
phosphate/lime and diammonium phosphate/ladle slag amendment competitive anion exchange between arsenic ion and 
phosphate ion from diammonium phosphate. The Standard, Measurements and Testing programme (SM&T) analysis indicated 
that fraction 1 (F1, exchangeable fraction) decreased, while fraction 4 (F4, residual fraction) increased. The increased 
immobilization efficiency was attributed to the increase in the F4 of the SM&T extraction. From this work, it was possible to 
suggest that both arsenic and heavy metals can be simultaneously immobilized by the amendment of multi-binder such as 
lime/ladle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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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4년 토양오염실태조사 결과 전국 2,460개 토양

오염측정망 지점 중 65개 지점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

을 초과하였고, 기준 초과 항목은 8가지(Ni, As, Cd, 
Zn, Pb, Cu, TPH, F)로 조사되었다. 토양오염우려기

준을 초과한 65개 지점 중 21개 지점이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초과하였으며, 우려기준 초과 지역 중에서 산

업단지 및 공장지역이 12개(18%) 지점으로 나타났다

(Ministry of Environment, 2016). 2015년 한국광해관

리공단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에서 개발된 광산의 수

는 5,396개이며 그 중 87%에 달하는 4,681개소가 폐

광산이었다. 광산의 폐석, 광물찌꺼기, 광산배수로 인

한 주변 토양, 지하수, 수질오염이 발생하고 있으며, 
2015년 기준 총 4,942건의 광해가 발생한 것으로 보

고되었다(Mine Reclamation Corp., 2016). 이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 사업장의 중금속류 물질 사용과 폐광

산 광해물질 관리 문제로 인한 토양오염 발생 가능성

이 높고 오염 분포지역이 광범위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어 이들 지역 오염토양의 효과적인 처리기술에 

대한 요구가 증대되고 있다. 
중금속 오염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류의 처리를 

위해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정화방법들이 제시되었다(Yang and Lee, 2007). 이
러한 정화방법들 중 기존에는 유기산, 킬레이트제

(chelating agent) 등과 같은 다양한 용매를 이용한 토

양세척법이 주로 수행되었으나 처리시 약품의 소모가 

많으며, 세척폐액 내에 존재하는 다량의 중금속류의 2
차 처리에 많은 비용이 소요될 수 있으며, 오염원의 종

류 및 존재형태에 따라 제한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최
근에는 2차 오염방지, 효율성, 경제성 등을 고려한 고

형화/안정화 방법(Solidification/Stabilization, S/S)이 

주목받고 있다(Kim et al., 2010). 고형화/안정화 공법

은 중금속을 화학적으로 안정화하는 방식으로 현장 

내 처리가 가능하여 외부 반출이나 굴토로 인한 2차 

오염을 방지할 수 있으며, 토양 내에서의 이동성, 생물

학적 이용성(bioavailability)과 용출가능성을 저감시

킴으로써 중금속의 유해성을 저감시킬 수 있는 토양

오염 복원공법이다(Lee, 2006; Kim et al., 2012). 
토양 내 중금속류의 고형화/안정화를 위한 고화제

로는 인회석, 인광석, 인산염 등의 인산염계 물질(He 
et al., 2013; Zhao et al., 2014; Falamaki et al., 2016), 
철산화물(Warren et al., 2003)과 망간산화물(Garcia 
et al., 2004) 등의 금속산화물계 물질, 슬래그(Lee et 
al., 2010; Lim et al., 2010; Grubb et al., 2011), 굴폐

각(Moon et al., 2011) 등과 같은 산업부산물 등이 연

구되고 있다. 최근에는 고형화/안정화 효율을 향상시

키기 위해 여러 고화제를 혼합한 복합 고화제를 적용

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Wang et al., 2001; Lee 
and Jeon, 2010). 이처럼 고형화/안정화법은 대상 중

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물질을 사용할 수 있으며, 
토양의 중금속을 효율적으로 고형화/안정화하기 위해

서는 대상 토양의 오염 특성에 따른 고화제의 선정과 

배합이 중요하다(Kumpiene et al.,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중금속류(Pb, Zn, 

Cu, As)로 오염된 제련소 및 광산 인근 토양의 적절한 

처리를 위한 고형화/안정화 기술에 대한 연구로써 

lime과 diammonium phosphate (DAP), 그리고 래들 

슬래그를 혼합한 복합 고화제를 이용한 중금속류 오

염 토양의 고형화/안정화 효율을 평가하는 회분식 실

험을 수행하였다. 칼슘계 화합물인 lime은 포졸란 반

응을 통해 중금속을 고화할 수 있으며, 인산염계 화합

물인 DAP는 금속-인산염 침전을 통해 중금속을 고화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고화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산
업부산물인 래들 슬래그는 산화칼슘의 함량이 매우 

높아 시멘트와 유사한 수화반응을 기대할 수 있으며, 
세가지 물질 모두 단일 고정화제로서의 성능이 검증

된 바 본 연구에서 고화제로 선정하여 복합 고화제를 

개발하고자 한다. 복합 고화제 첨가에 따른 중금속류의 

고형화/안정화 효율 평가는 Toxicity Characterization 
Leaching Procedure (TCLP 법)을 통해 평가되었으며, 
연속추출(SM&T, The Standard, Measurements and 
Testing programme of European Union, formerly 
BCR)을 통하여 토양 및 고화제 혼합비에 따른 반응 

기작을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는 충청남도 서천군 ○○읍 ○○제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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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elter soil Mine tailing soil

pH   5.70   5.20

Elemental analysis

Total carbon (wt %)   0.69   1.04

Hydrogen (wt %)   0.15   0.90

Nitrogen (wt %)   0.79   0.67

Organic carbon content (wt %)   0.44   0.67

CEC (meq/100 g) 11.95   9.41

pHPZC   7.50   7.40

Soil texture

Silt content (%) 26.19 55.50

Clay content (%) 13.48   5.30

Sand content (%) 60.33 39.10

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soils used

Binder

Lime Ladle slag DAP

MgO 0.88 2.82 1.51

Al2O3 0.28 22.50 2.00

SiO2 0.82 11.11 1.49

P2O5 N.D.a 0.05 75.10

SO3 0.14 0.82 12.31

K2O 0.08 0.15 0.86

CaO 97.15 57.87 2.87

TiO2 N.D. 0.24 N.D.

MnO N.D. 1.42 0.25

FeSO3 0.52 2.95 3.54

SrO 0.13 0.08 N.D.

ZnO N.D. N.D. 0.07

Sum 100 100 100
aNot detected

Table 2. XRF analysis results of the binders

에서 채취한 토양(제련소 토양)과 경상북도 영양군 ○

○광산에서 채취한 토양(광미)을 대상으로 하였다. 채
취한 토양은 일주일간 자연건조 후 균일하게 혼합하

고, 2 mm (10 mesh) 체로 체거름하여 이물질이 섞이

지 않게 플라스틱 밀폐용기에 담아 실온에서 보관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중금속류의 고화제로는 lime 
(CaO, 생석회, 백광소재(주), 68%), DAP ((NH4)2HPO4, 
Fluka, 98%), 래들 슬래그(ladle slag, POSCO)를 선정

(Kim, 2011), 이를 혼합하여 복합 고화제로 사용하였

고, 212 ㎛ (70 mesh) 체로 체질하여 플라스틱 밀폐용

기에 보관하며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실험방법

2.2.1. 토양시료 및 고화제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

실험에 사용된 토양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Kim, 2011), 토성(soil 
texture) 분석을 제외한 항목은 2 mm (10 mesh) 체로 

체거름된 토양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pH (Min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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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loid)s
aqua regia 

microwave digestion (mg/kg) TCLP (mg/kg) Criteriaa 
(mg/kg)

Smelter soil Mine tailing soil Smelter soil Mine tailing soil

Pb 122,200 6,908 513 515 100

Zn 1,285 7,664  443 1,564 NAb

Cu 7,583 1,990 2,974 137 NA

As 67,968 1,352 555 67 100
aUSEPA-regulated acceptance level
bNot available

Table 3. Metal(loid)s concentrations in the soils

of Environment, 2013),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USEPA, 1986), 원소분석(Flash 2000, ThermoFisher, 
Italy), 유기탄소 함량(organic carbon content) (Allison, 
1960), 영전하점(point of zero charge, pHPZC, Appel 
et al., 2003)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에
는 형광 X선 분석기(Phiplips, PW2400, Netherland)
로 분석한 X-ray fluorescence analysis (XRF) 분석결

과를 나타내었으며, USEPA Method 3501A의 aqua 
regia (USEPA, 2007)에 의해 분석한 토양내 중금속 

전함량 농도와 TCLP법(USEPA, 1992)으로 추출한 

토양내 중금속 농도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2.2.2. 고형화/안정화 및 중금속 용출 실험

중금속류 오염 토양의 고형화/안정화 효율을 평가

하기 위해 lime, DAP, 래들 슬래그를 고화제로 lime + 
DAP, DAP + 래들 슬래그, lime + 래들 슬래그로 혼

합하여 사용하였다. 고형화/안정화 실험은 토양시료 1 
g에 고화제를 각각의 무게배합비에 따라 혼합·투입하

고 수분함량이 50%가 되도록 조정하여 vortex mixer 
(Minishaker MS1, IKA, Germany)로 균일하게 혼합

한 후, 1일 동안 양생시켜 수행하였다. 
중금속 안정화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TCLP 법을 이

용하였다. TCLP 법은 USEPA SW-846 method 1311
에 따라 수행되었으며, 토양시료 1 g에 TCLP 용출액 

20 mL를 넣어 상온에서 200 rpm으로 18시간동안 교

반하여 용출하였다. 용출 후, 3,000 rpm에서 20분 동

안 원심분리한 후, 분리된 상등액은 0.45 ㎛멤브레인 

필터(cellulous nitrate, Whatman, Φ=25 mm)로 여과

한 후, ICP-OES (Perkin Elmer Co., 2100DV, USA) 

를 이용하여 수용액상의 중금속류 농도를 측정하였

다. 이때 토양 시료의 pH 값에 따라 다른 종류의 용출

액을 사용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는 제련소 토양과 광

미 모두 pH 5 이상으로 조사되어 0.1 M 아세트산 용

액을 사용하여 pH를 2.88±0.05로 조절하였다. 
고형화/안정화 후 복합 고화제와 토양 내 중금속류

의 결합기작은 4단계 연속추출법인 SM&T를 이용하

여 평가하였다(Zemberyova et al., 2006). 각 단계에 

대한 자세한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이온 교환에 

의한 흡착으로 무기 탄소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F1 (exchangeable fraction)은 1 g의 토양에 0.11 M의 

CH3COOH 용액 40 mL를 넣어 상온에서 16시간 동

안 교반하여 용출한다. Metal oxide (iron/manganese 
oxyhydroxides)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F2 (reducible 
fraction)는 2 M의 HNO3 25 mL가 포함된 0.5 M의 

NH2OH·HCl 용액 40 mL를 넣어 상온에서 16시간 동

안 교반하여 용출한다. 토양내 존재하는 biomass, 
humic substance, sulfur와의 결합으로 이루어지는 F3 
(oxidizable fraction)은 H2O2 10 mL를 넣고(pH 2~3),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후, H2O2 10 mL를 주입하

고 85℃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고, 1 M NH4CH3CO2 
50 mL를 넣어(pH 2) 상온에서 16시간 동안 교반하여 

용출한다. 마지막으로 F4 (residual fraction)는 aqua 
regia 법으로 용출한다. 각 단계에서 용출 후, 3,000 
rpm에서 20분 동안 원심분리 후, 분리된 상등액은 

TCLP 용출액과 동일하게 전처리하여 중금속류 농도

를 측정한다. 각 단계별 용출이 끝난 뒤, 시료가 들어 

있는 바이알에 초순수 10 mL를 넣고 15분간 교반하

여 이전 분율의 용출액을 세척하는 과정을 실시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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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모든 용출실험은 2회 반복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중금속류 오염 토양과 고화제의 특성평가

제련소 토양과 광미의 물리화학적 특성 분석결과

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Table 2의 XRF 분석 결과

에 따르면 lime은 SiO2와 Al2O3의 함량은 1% 미만으

로 거의 없었으나 CaO의 함량이 97%로 높게 나타났

다. 래들 슬래그는 SiO2의 함량 11.1%, Al2O3의 함량 

22.5%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 인자들은 포졸란 반응

으로 인한 중금속류 고정화 기작에 주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Shi et al., 2000). DAP는 주 성분인 P2O5 
(75.1%)를 제외하고, SiO2와 Al2O3의 함량은 lime과 

마찬가지로 낮게 나타났다. 
각 토양시료를 aqua regia 법을 통한 전량추출 결

과 제련소 토양과 광미 모두 납, 아연, 구리, 비소가 용

출되었다. 제련소 토양의 경우 납(122,200 mg/kg)과 

비소(67,968 mg/kg), 광미의 경우 납(6,908 mg/kg), 
아연(7,664 mg/kg), 비소(1,352 mg/kg)가 특히 높게 

검출되었다. TCLP 법에 의한 용출실험 결과, 두 토양 

모두 크롬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제련소 토양은 구리

(2,974 mg/kg) > 비소(555 mg/kg) > 납(513 mg/kg) > 
아연(443 mg/kg)의 순으로 검출되었으며, 납과 비소

가 USEPA의 TCLP 용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광미는 아연(1,564 mg/kg) > 납(515 
mg/kg) > 구리(137 mg/kg) > 비소(67 mg/kg) 순으로 

용출되었으며, 납이 TCLP 용출 규제기준을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참조). 

3.2. Lime/DAP 복합 고화제를 이용한 고형화/ 안정화 

효율 평가

Lime과 DAP를 혼합하여 고형화/안정화한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Lime/DAP 복합 고화제를 투입

한 후 제련소 토양과 광미를 TCLP 법으로 용출한 결

과 DAP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비소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류의 용출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 토양의 경우 0.15 g의 lime과 0.15 g의 DAP를 

혼합하여 투입시 중금속류의 용출량이 납은 82%, 아
연은 83%, 구리는 82%로 각각 감소하여 TCLP 용출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a). 광미

의 경우 0.05 g의 lime과 0.01 g의 DAP를 혼합하여 

투입시 중금속류의 용출량이 납은 93%, 아연은 48%, 
구리는 80% 감소하여 TCLP 용출 규제기준을 만족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b). 
Lime에 물을 가하면 수화반응이 발생하여 pH를 증

가시키고, 알칼리 상태 하에서 토양내 중금속은 OH-
와 결합하여 Ca(OH)2, C-S-H gel (식(1)), C-A-H gel 
(식(2))를 형성하는 포졸란(pozzolan) 반응이나 중금

속 탄산염 침전을 통하여 중금속을 고형화/안정화한

다고 보고된 바 있다(Brallier et al., 1996; Lee et al., 
2004; Kostarelso et al., 2006; Moon et al., 2010). 


→··

                        (1)


→··

                         (2)

DAP를 투입할 경우 인산염계 화합물이 토양내 

중금속과 반응하여 광물흡착 및 침전 등 중금속의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Basta and 
McGowen, 2004; Cao et al., 2009), Conesa et al. 
(2010)에 따르면 KH2PO4를 이용하여 사격장 토양 처

리시 구리, 납, 니켈의 용출량이 감소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인산염계 고화제(DAP)를 이용하여 중금속

류를 고정화할 경우 토양내 흡착되어 있는 비소가 물

리화학적으로 유사한 인산염과 경쟁 탈착됨에 따라 

비소의 용출량이 증가한다고 하였다(Chrysochoou et 
al., 2007; Lim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lime과 DAP를 혼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비소를 포

함한 모든 중금속류의 용출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DAP에 의한 비소의 용출이 lime의 

포졸란 반응으로 의해 상당부분 억제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DAP의 함량이 증가할수록 비소 용

출농도가 다시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나 lime과 DAP
를 혼합 고화제로 적용할 경우 DAP 함량은 오염토양 

대비 15% 미만으로 투입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3.3. DAP/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제를 이용한 고형화/ 

안정화 효율 평가

DAP와 래들 슬래그를 혼합한 결과를 Fig. 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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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CLP leaching concentrations of metal(loid)s in soil 
after amendment as Lime/DAP binders at 1 day of 
curing (water content = 50%) : (a) smelter soil, (b) 
mine tailing soil. 

Fig. 2. TCLP leaching concentrations of metal(loid)s in soil 
after amendment as DAP/Ladle slag binders at 1 day 
of curing (water content = 50%) : (a) smelter soil, 
(b) mine tailing soil. 

나타내었다. 래들 슬래그는 강한 알칼리 유발물질로 

산화칼슘의 함량이 매우 높아 시멘트와 유사한 C-S-H 
gel을 형성하는 수화반응을 일으켜 토양 내 중금속을 

고형화/안정화시키고(Rha et al., 2000; Kim et al., 
2005), 래들 슬래그 내 존재하는 가용성 CaO에 의해 

오염 토양 내 알칼리도 증가로 인한 양이온 중금속의 

흡착(Kostarelos et al., 2006)에 의해 중금속의 용출을 

억제된다. 
제련소 토양과 광미를 DAP/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

제로 고형화/안정화한 결과 래들 슬래그의 투입량이 

증가할수록 제련소 토양의 경우에는 비소를 제외한 

모든 중금속류의 TCLP 용출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광

미의 경우에는 모든 중금속류의 TCLP 용출 농도가 

감소하였다. Fig. 2a를 보면, 제련소 토양의 경우 0.15 
g의 DAP와 0.15 g의 래들 슬래그를 혼합하여 투입시 

중금속류의 용출량이 아연은 100%, 납은 99%, 구리

는 82% 감소하여 TCLP 용출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Fig. 2b를 보면, 광미의 경우 0.05 g
의 DAP와 0.05 g의 래들 슬래그를 혼합하여 투입시 

중금속류의 용출량이 납은 100%, 아연은 64%, 구리

는 98% 감소하여 TCLP 용출 규제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제련소 토양의 경우 고형화/
안정화 후 비소의 TCLP 용출 농도가 증가한 것은 

DAP에 의한 것으로 보여지며, 비소 공침효과가 높은 

Ca, Fe, Al, Mg 산화물 함량이 86% 이상 함유되어 있

는 래들 슬래그의 투입량이 증가함에 따라 비소 용출 

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복합 고화제 

함량이 오염토양 대비 45%일 경우에도 TCLP 용출 

기준을 만족하지 못함에 따라 DAP/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제에 의한 비소 용출 저감 효과는 기대하기 어려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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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판단된다.

3.4. Lime/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제를 이용한 고형화/ 

안정화 효율 평가

Lime과 래들 슬래그의 복합 고화제를 사용한 결과

를 Fig. 3에 나타내었다. Lime/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

제를 투입한 후 TCLP 법으로 용출한 결과 제련소 토

양의 경우에는 비소를 포함한 모든 중금속류의 용출 

농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5 g의 lime과 

0.15 g의 래들 슬래그를 혼합하여 투입시 중금속류의 

용출량이 납은 99%, 아연과 구리는 100%, 비소는 

94% 감소하여 TCLP 용출 규제기준을 만족하였다

(Fig. 3a). 또한, 모든 중금속류 항목에서 90% 이상의 

높은 처리 효율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나 제련소 토

양의 중금속류의 고형화/안정화에 가장 적합한 조합

이라고 판단된다. 그러나 광미의 경우 납의 용출량이 

일부 조건에서 증가하였으며, 납을 제외한 중금속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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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CLP leaching concentrations of metal(loid)s in soil 
after amendment as Lime/Ladle slag binders at 1 day 
of curing (water content = 50%) : (a) smelter soil, 
(b) mine tailing soil. 

용출 농도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납의 

경우 lime과 slag를 함께 첨가하여 고정화할 때 pH가 

높아질수록 용출 농도가 증가하는 사례가 있으며

(Kogbara and Al-Tabbaa, 2011), 고정화 후 광미내 납

의 TCLP 용출 농도가 높게 나타났다. Son et al. 
(2009)은 철강 슬래그와 lime을 이용한 중금속으로 오

염된 폐광산 인근 토양의 안정화에 있어 이와 유사한 

현상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고형화 후 TCLP 용출 실

험시 낮은 pH의 추출액(pH 2.88)을 사용함에 따라 화

학적 변화를 일으키기 쉬운 납이 산화철 표면에 의해 

처리되지 못하고 용출되거나 토양내 알칼리도 상승효

과를 억제시키기 때문으로 설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TCLP 추출법만으로 고형화 효율을 평가하

는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SM&T 추출을 병행하

여 고형화 효율을 평가하였다. 토양은 다양한 유기물, 
무기물, 미네랄 등의 혼합체로써 다양한 물리화학적 

기작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3.5. SM&T법에 의한 고형화/안정화 전·후 중금속 용출 

특성 비교

토양 내 중금속은 제거하기가 쉽지 않고 유기물과 

달리 화학 반응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며 존재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고형화/안정화 처리 전/후의 토양 내 

중금속류의 존재 형태와 결합 형태를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Burrows and Peters, 2013). 본 연구에

서는 제련소 토양과 광미에 대하여 TCLP 용출 규제

기준을 만족하는 최적 조건에서의 복합 고화제 투입 

후 SM&T를 통해 토양 내 중금속류의 결합단계(특성)
별로 중금속류를 추출한 결과를 Fig. 4(제련소 토양)
와 5(광미)에 나타내었다. 제련소 토양을 대상으로 한 

고형화/안정화 전·후 토양에 대하여 SM&T 용출실험

을 수행한 결과 3가지 종류의 복합 고화제 모두 납을 

제외한 중금속류(아연, 구리, 비소)에서 치환 및 탄산

염 결합 부분(exchangeable fraction)인 F1과 철/망간 

산화물 결합 부분(reducible fraction)인 F2 비율은 감

소하고 유기물 결합 부분(oxidizable fraction)인 F3과 

잔류태 결합 부분(residual fraction)인 F4 비율은 증가

하였다. F3과 F4 비율의 증가는 lime, 래들 슬래그와 

중금속류의 포졸란 반응에 의한 결합, 이온교환과 



962 최지연․신원식

(a) Pb

Control LD1 LD2 DS1 DS2 LS1 LS2

Pb
 d

is
tr

ib
ut

io
n 

(%
)

0

20

40

60

80

100

F1 
F2 
F3 
F4 

(b) Zn

Control LD1 LD2 DS1 DS2 LS1 LS2

Zn
 d

is
tr

ib
ut

io
n 

(%
)

0

20

40

60

80

100

(c) Cu

Control LD1 LD2 DS1 DS2 LS1 LS2

C
u 

di
st

rib
ut

io
n 

(%
)

0

20

40

60

80

100
(d) As

Control LD1 LD2 DS1 DS2 LS1 LS2

As
 d

is
tr

ib
ut

io
n 

(%
)

0

10

20

30

40

50

100

Fig. 4. Effect of binders amendment on the SM&T fraction of metal(loid)s in the contaminated smelter soil (Control: Initial 
concentration, LD1: 0.15 g lime + 0.10 g DAP, LD2: 0.15 g lime + 0.30 g DAP, DS1: 0.15 g DAP+ 0.10 g ladle 
slag, DS2: 0.15 g DAP + 0.30 g ladle slag, LS1: 0.15 g lime + 0.10 g ladle slag, LS2: 0.15 g lime + 0.30 g ladle 
slag).

침전 반응에 의한 불용성 물질의 형성, 흡착 등에 의한 

보다 강하게 결합(Basta and McGowen, 2004; 
Ownby et al., 2005)하였기 때문 또는 DAP에 의해 금

속-인산염 형태로 안정화된 결과로 볼 수 있다(Jeong 
and NamKoong, 2013). 납의 경우 lime과 래들 슬래

그를 복합 고화제로 사용한 경우 F1 비율이 증가하였

으나 F4 비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미를 대

상으로 한 고형화/안정화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3
가지 종류의 복합 고화제에서 모든 중금속류의 F1 비
율이 감소하고 F3과 F4의 비율이 증가하는 결과를 알 

수 있었다. 
Lime/DAP 복합 고화제를 주입하여 고형화/안정화

한 광미의 SM&T 납 용출 결과 F1과 F2 비율의 합이 

증가하고 F3과 F4 비율의 합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

나 슬래그가 첨가됨에 따라 납이 쉽게 용출이 가능한 

exchangeable 단계(F1)로 이동함에 따라 다른 중금속

류에 비해 쉽게 용출되어 납의 TCLP 용출 농도가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련소 토양의 납에서 동일

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은 것은 제련소 토양의 생물학

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bioavailable fraction)으로 알

려진 F1과 F2 비율의 합(Bade et al., 2012)이 6.7%로 

광미의 F1과 F2 비율의 합(22.0%)보다 작아 쉽게 용

출될 수 있는 부분이 적었기 때문으로 판단되었다. 제
련소 토양 내 비소는 lime/DAP, DAP/래들 슬래그를 

각각 혼합하여 이용한 고형화/안정화 반응 후 DAP의 

함량이 높을 경우 F1에서 용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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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binders amendment on the SM&T fraction of metal(loid)s in the contaminated mine tailing soil (Control: 
Initial concentration, LD1: 0.15 g lime + 0.10 g DAP, LD2: 0.15 g lime + 0.30 g DAP, DS1: 0.15 g DAP+ 0.10 g 
ladle slag, DS2: 0.15 g DAP + 0.30 g ladle slag, LS1: 0.15 g lime + 0.10 g ladle slag, LS2: 0.15 g lime + 0.30 g 
ladle slag).

나타나 복합 고화제의 DAP로 인해 비소와 물리화학

적으로 유사한 인산염이 토양 내 흡착되어 있던 비소

와 경쟁함에 따라 비소의 용출량과 생물학적 이용이 

가능한 부분(bioavailable fraction)이 증가하여 용출

량이 증가하는 결과를 뒷받침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Chrysochoou et al., 2007; Lim et al., 2013). 반면, 광
미내 비소는 3가지 복합 고화제 모두 납, 아연, 구리 

등과 같은 경향을 보이며 강한 결합력을 가지는 F4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복합 고화제에 의해 안정적

으로 고형화/안정화가 이루어졌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 중금속류 오염 토양의 중금속류를 고

형화/안정화시키기 위하여 3가지 종류의 복합 고화제

를 이용하였으며, TCLP를 통한 중금속 안정화능, 
SM&T를 통한 결합기작 평가 등을 이용하여 효율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3가지 종류의 복합 고화제를 비교하였을 때, lime/

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제가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

타났으며, 각 토양별로는 제련소 토양의 경우 lime/래
들 슬래그 투입량 0.3 g ((0.15 g lime + 0.15 g 래들 슬

래그)/1 g 제련소 토양), 광미의 경우 DAP/래들 슬래

그 투입량 0.15 g((0.05 g DAP + 0.1 g 래들 슬래그)/1 
g 광미)이 최적 비율로 나타났으며 TCLP 용출 기준을 

만족하였다. 또한, SM&T 용출 결과를 보면 고형화/
안정화 후 중금속류의 F1(exchangeable)의 비율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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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F4(residual)의 비율이 증가하여 중금속류 용출 

저감에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Lime/DAP, DAP/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제를 이용

할 경우 DAP로 인한 비소의 용출농도 증가로 인해 비

소 용출저감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웠으며, lime/래들 

슬래그 복합 고화제의 경우 제련소 토양에서는 모든 

중금속류에서 용출저감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광미에

서 납의 TCLP 용출 농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일한 고화제를 사용하였을 때에도 대상 토

양(제련소 토양, 광미 토양)에 따라 중금속의 존재 형

태가 다르기 때문에 고형화/안정화 반응기작이 달라 

동일한 처리 효율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물리화학적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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