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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ce concrete is a hardened aggregates of various materials, it needs to be crushed for chemical analyses.

However, the effect of sample crushing on the analytical results has not been precisely assessed till today. In this

study, we prepared concrete test pieces using Portand cements and fly ashes as binding materials, and ponded ashes

and sands as aggregates and analyzed the heavy metals of the test pieces using 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Soil

Contamination (SFTSC) and Wastes (SFTW). For this, each test piece was partially crushed at first and sieved for

separation of grains of <0.15 mm, 0.15-0.5 mm, and 0.5-5 mm from the same crushed samples (Crushing Method I).

Results of those samples using SFTSC showed a clear trend that analyzed heavy metal concentrations are higher in

the finer fractions. Particularly, fractions with <0.15 mm indicated much higher concentrations than the theoretical

ones, which were calculated based on the concentrations of individual materials and their mixing fractions. In

contrast, the analytical results were generally comparable with the theoretical ones when the test pieces were totally

pulverized such that all the crushed grains were <0.15 mm in size (Crushing Method II). These results are

associated with the fact that cement materials and fly ashes, which are high in heavy metals relative to other

materials, are enriched in the fine fractions. The analytical results using the SFTW derived very low concentrations

in most of parameters and did not indicate the dependence of concentrations on the crushing methods due to using

distilled water as leaching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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콘크리트는 덩어리이기 때문에 분석을 위해서는 분쇄를 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콘크리트와 같이 여러 재료의 혼

합물을 파쇄, 특정 입도를 선별하는 것에 따른 효과는 아직까지 적절하게 평가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시멘트와

비산재를 고화제로 사용하고, 매립재와 모래는 골재로 사용하여 콘크리트 공시체를 제작한 다음, 토양오염공정시험기

준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중금속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공시체를 어느 정도 파쇄한 다음 채질

하여 <0.15 mm, 0.15~0.5 mm, 0.5~5 mm를 선별(분쇄방법 1)하여 분석하였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분석 결과, 작

은 입도의 시료가 높은 중금속 농도를 보이는 경향이 뚜렷하였다. 특히, <0.15 mm는 각 개별재료의 농도와 배합비

로 계산된 이론값보다도 몇 배 높은 값을 보이기도 하였다. 반면, 시료 전체가 <0.15 mm를 갖도록 완전히 분쇄(분쇄

방법 2)하여 분석한 결과는 이론값과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이 같은 결과는, 부분 분쇄 시에는 작은 입도에 중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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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높은 시멘트와 비산재가 농집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반면,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분석에서는 모든 항목에서 매

우 낮은 용출 농도를 보였고,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서와 같은 경향도 관찰되지 않았다. 

중심어 : 콘크리트, 시멘트, 시료준비, 석탄재, 중금속분석,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1. 서 론

석탄은 전 세계적으로 화력발전소의 주요 연료로 사

용된다. 석탄 화력발전소 석탄재는 미분탄을 보일러에서

연소시킨 후 발생되는 부산물로 포집되는 위치에 따라

크게 비산재(fly ash)와 바닥재(bottom ash)로 구분된다.

석탄재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연료로 사용되는 석탄의

종류, 연소온도, 체류시간 등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Ainsworth and Rai, 1987; Ahmaruzzaman,

2010; Kim, 2013). 비산재는 석탄 연소 후 집진기에

포집되는 미분말 입자로 전체 석탄재 발생량 중 약

80 %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비산재는 알루미노실리카

계열의 구형입자형태를 보이며, 천연 포졸란 특성을 가

지고 있어 주로 콘크리트 혼화재로 많이 재활용된다

(Park and Kim, 2012). 바닥재는 보일러 바닥으로 떨어

지는 석탄재로서 입자는 비산재 보다 크며 모양이 불규

칙하고 다공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바닥재는 포졸란

활성을 발휘하는 특성이 작아 콘크리트나 시멘트로의

재활용률이 낮다(Cheriaf et al., 1999; Jaturapitakkul

and Cheerarot, 2003).

화력발전소의 증설에 따라 석탄재 발생량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0년 기준, 약 860만

톤의 석탄재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약 720만 톤(80 %)

은 시멘트 대체제로 사용되고 나머지 20 %는 발전소

인근의 매립장에 매립되고 있는 실정이다(Kim, 2013).

최근에는 주민의 반대로 인하여 석탄재 매립장의 신규

허가나 증설허가를 받기 힘든 실정이고, 정부에서도 전

량 재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다량의

재활용방안을 찾는 것이 시급한 실정이다. 일부 석탄

재는 어느 정도의 중금속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Eary et al., 1990; Kim et al., 2009,

2010, 2017), 이는 석탄재 재활용에 장애가 되고 있다.

석탄재를 대량으로 소비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관거

또는 건물 뒷채움재, 지반함몰지, 광산 갱도 메움재 활

용 등이 제안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장소에 석탄재

를 그대로 처리하게 되면, 지하수로의 중금속 용출우

려뿐 아니라, 석탄재의 낮은 점착성과 비중으로 인하

여 매립재가 매우 느린 지하수 흐름에 의해서도 쉽게

침식되어, 바깥으로 유출되고, 매립 장소에서는 지반침

하나 지표함몰이 발생될 가능성도 있다. 소량의 시멘

트와 섞어 침식을 방지토록 하는 기술은 이러한 우려

를 저감시켜 줄 수 있는 새로운 처리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시멘트는 중금속을 안정화하는 효과가 탁월

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Chen et al., 2009; Choi et

al., 2009; Shi and Kan, 2009; Vyšvaril and Bayer,

2016) 석탄재를 이러한 방식으로 처리하면 중금속 용출

에 의한 위험도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특히,

도로의 관거 뒷채움재 등에 이러한 처리방식이 적용될

경우, 저강도이기 때문에 곡괭이나 굴착기에 의하여 쉽

게 파쇄하면서 시설을 보수하거나 해체할 수도 있다.

파쇄된 콘크리트, 폐갱도 채움재로 쓰인 콘크리트는

궁극적으로는 그 자리에서 토양화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석탄재 처리방식을 실제로 활용하기 위해서

는 그에 따른 환경적 안전성도 검증되어져야 할 것이

다. 아직, 우리나라에는 시멘트나 콘크리트에 대하여

공인된 분석방법과 환경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굳

이, 가까운 기준을 찾아보자면 폐기물관리법(법률 제

15103호)에 의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Soil Pollution, SFTSP; 국립환경과학

원고시 제2017-54호)을 들 수 있을 것이나, 이는 재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어서 이미 재활용된 폐기물

에 적용하는 것은 엄밀하게는 맞지 않다. 즉, 폐기물이

활용되었다고 하더라도 토양화시킨다면 토양환경보전

법(법률 제15658호)의 적용을 받아,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Wastes, SFTW;

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7-22호)에 따라 분석하는 것

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는 석탄재를 콘크리트로 활용하고 결국은 토

양화한다고 했을 때, 이를 평가하는 관점에서 폐기물

공정시험기준과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을 비교 분석하

고 그에 대한 문제점을 고찰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2.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의 중금속 분석법 비교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의하면 As, Cd, Cu,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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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Zn, Hg, Cr6+ 등 8개 항목의 중금속에 대하여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이중, Cr6+을 제외한 7개 항목

은 왕수(질산1:염산3)를 이용하여 추출하여 분석한다

(Table 1). 왕수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분석하는 경우, 토

양에 포함된 중금속이 상당부분 용출되기 때문에, 많

은 학자들은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중금속분석

을‘전함량 분석법’이라고 칭하기도 한다(Table 1). 그러

나, 왕수처리이후에도 내산성이 있는 광물들은 잔류물

로 남고, 이 때문에 실제 전함량 분석법에 비하여 중

금속의 농도가 다소 낮게 나오기도 한다(Lee et al.,

2018). 이 때문에,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분석이 엄밀

한 의미의 ‘전함량 분석법’은 아니다. 반면, 폐기물공정

시험기준에서는 고상 또는 반고상폐기물을 pH

6.8~7.3로 조정한 증류수와 반응시켜 준비된 용출용액

을 산분해하여 As, Cd, Cu, Pb, Hg, Cr, Cr6+ 등 7

개 항목의 중금속을 분석한다(Table 1). 

사용이 종료된 콘크리트는 법적으로는 폐기물이기

때문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하는 것이 맞

다. 그러나, 이것이 폐석산 복구, 폐갱도 메움재 등 토

양화를 전제로 하는 곳에 사용된다면, 토양오염공정시

험법에 따라 분석하여야 할 것이다. 실제, 우리나라 산

지관리법도 폐석산 복구재는 토양오염기준을 충족하여

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토양화되는 폐기물은 토양오

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분석되어져야 함을 보여주고 있

다. 마찬가지로, 본 연구도 토양화를 전제로 한 뒷채움

재로 활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

른 분석을 할 필요가 있다.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는 시료를 분쇄하는 것이 명시

되어 있지 않다. 단순히, 0.15 mm체로 체질하여 이를

통과하는 토양을 분석대상으로 하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 때문에, 콘크리트와 같이 큰 덩어리로 있는 고체의

중금속 함량은 토양오염공정시험법으로는 본질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연구자에 따라서는 콘크

리트와 같은 덩어리의 경우, 통상적으로 적당히 분쇄하

고, 0.15 mm체로 체질하는 방법으로 시료를 조제한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는 고형폐기물의 직경이 5 mm

이상인 것은 분쇄 후 체로 걸러 입경이 0.5~5 mm

만을 선택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비산재와

같은 소각잔재는 그대로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콘크

리트는 중금속 농도와 경도가 다른 다양한 재료의 혼

합물이기 때문에 분쇄하게 되면 경도가 작은 재료로

구성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더 잘 분쇄되어 작은 입도

에 농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어, 폐기물공정시험기준

에서와 같이 이를 체질하여 특정 입도범위를 취하여

분석하게 되면 시료의 전체 특성을 반영하기 힘들 것

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이러한 시료 조제방식에 따른

분석결과에 대한 평가는 이루어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3. 재료 및 방법

3.1. 재료

본 연구에는 Lee et al.(2018)이 사용한 것과 같은

Table 1. Comparison of analytical methods for heavy metals

Analytical method
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Soil Pollution (SFTSP)

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Wastes (SFTW)

Reference Korean Law Soil Environment Conservation Act Waste Management Act

Heavy metals under control As, Cd, Cu, Ni, Pb, Zn, Hg, (Cr6+†) As, Cd, Cu, Pb, Hg, Cr, Cr6+ 

Sample size
 <0.15 mm 

(by sieving‡)

0.5~5.0 mm

(by sieving after partial crushing)

Leaching solution
Aqua regia

(HNO3 7 mL + HCl 21 mL)
Deionized water

pH -
Adjusted to pH 6.8-7.3

(before reaction)

Solid Samples ~3 g >100 g

Solid:solution ratio

(during reaction)
3 g:28 mL of aqua regia¶ 1:100

Heating during reaction Yes Not designated

Filtration
Whatman No. 40

(pore size: 8 µm)

Glass fiber filter

(pore size: 1 µm)

Treatment after filtration Not required Acid digestion

† Not analyzed based on the method described above.

‡ Crushing or pulverization is not allowed.

¶ ~3 ml of initial deionized water not inclu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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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를 사용하였다. 이용된 석탄재는 ㈜한국서부발전의

태안화력발전본부에서 생산된 비산재와 회처리장(ash

pond)에 매립되어 있는 매립재(ponded ash)이다. 비산

재는 물과 반응 시에 표면에 흡착된 중금속이 상당부

분 씻겨가기 때문에(Kim, 2013), 물과는 한 번도 접촉

하지 아니한 것을 사용하였다. 시멘트는 국내 모 회사

가 생산한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이용하였고 염

분이 제거된 바닷모래와 바닥재를 콘크리트용 골재로

사용하였다. 

본 연구를 위하여 이들 콘크리트 재료들에 대하여

습식 입도분석을 시행하였고,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

라 중금속용출농도를 분석하였다. 

3.2. 콘크리트 공시체 제작

본 연구에는 Lee et al.(2018)가 매립재, 비산재, 시

멘트, 모래 등의 재료 배합비를 달리하여 제작한 콘크

리트 공시체가 사용되었다(Table 2). 이들 공시체는 시

멘트를 비산재로 대체하고, 모래골재를 매립재로 대체

함에 따른 중금속의 함량변화를 보기위하여 제작된 것

이다. 본 연구를 위하여 시멘트만을 이용한 공시체와

시멘트(control B)와 비산재를 1:1로 혼합한 공시체

(control A)를 추가로 제작하였다. 

3.3. 공시체에 대한 중금속 분석

3.3.1. 시료 조제

중금속 분석은 공시체를 3등분하고 가운데 부분을

선택하여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이 두

가지 방법으로 분쇄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가. 분쇄방법 I

공시체를 적당히 분쇄한 다음, 눈의 크기가 다른 3

개의 체(0.5~5 mm, 0.15~0.5 mm, 0.15 mm이하)를

이용하여 3개의 입도로 분리하였다. 본 분쇄방법은‘부

분분쇄’라 칭한다. 중금속분석은 각각의 입도에 대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수

행하였다. 

나. 분쇄방법 II

분쇄된 시료가 모두 0.15 mm체를 통과하도록 공시체

를 분쇄하였다. 본 분쇄방법은 ‘완전분쇄’라 칭한다. 본

시료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서만 분석하였다.

3.3.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위의 방법에 따라 조제된 시료 약 3 g을 정량하여

250 mL 반응용기에 넣고 급격한 반응을 막기 위하여

증류수로 시료를 적셨다. 이후, 염산 21 mL와 질산

7 mL을 넣고 유기물이 서서히 분해되도록 약 2시간

정치시켰다. 환류냉각관과 0.5 M 질산이 들어있는 흡

수용기를 연결하여 반응용기에 온도를 서서히 올려 환

류조건에 도달하도록 하고 2시간 동안 가열·분해시켜

중금속이 모두 용출되도록 하였다. 분해가 끝나면 반

응용기를 식힌 후 0.45 µm 주사기 필터로 여과한 다

음 0.5 M 질산으로 최종액량을 100 mL로 하여 분석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3.3.3.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의하면, 조제된 시료를 100 g

이상을 적확히 취하여 시료:용매 = 1:10(W:V)의 비로

2,00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어 반응시키도록 하고 있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실험의 편의를 위하여 조제

된 시료 약 5 g을 정량하여 100 mL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여기에 사전에 pH를 6.8~7.3으로 조정한 증류수

50 mL를 정량하여 첨가한 다음, 상온·상압에서 200 rpm

의 조건으로 6시간 동안 교반, 용출하였다. 용출도중에

는 따로 pH를 조절하지 아니하였다. 폐기물공정시험기

준에 의하면, 이처럼 반응 시킨 용액을 유리섬유여과

지로 여과하거나 3000 rpm에서 20분 이상 원심분리한

다음 다시 산분해하여 분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0.45 µm 멤브레인 필터로 여과

하여 농질산으로 처리한 다음 분석을 수행하였다.

 

3.3.4. 화학분석

비록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서 분석하는 중금속의 항목이 서로 다르기는 하나, 본

연구에서는 각 시험방법으로 준비된 용액을 As, Cd,

Table 2. Mixing ratios of concrete materials used for test

piece preparation

Sample 

ID

Cement Fly Ash Bottom Ash Sand

wt% (dry)

A1 3 3 0 94

A2 3 3 28 66

A3 3 3 56 37

A4 3 3 93 0

B1 6 0 0 94

B2 6 0 28 66

B3 6 0 56 37

B4 6 0 93 0

Control A 50 50 0 0

Control B 10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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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 Ni, Pb, Zn, Hg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분석하였

다. 중금속 분석에는 원자흡광광도계가 이용되었다

(Varian AA240FS). 단, 비소는 원자흡광광도계에 수소

화물 발생장치(Hydride generator)를 장착하여 분석하

였다. 수은은 냉증기법으로 분석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개별 재료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본 시험에 이용된 재료들에 대한 입도분석 결과, 비

산재는 0.063 mm이하 크기가 전체의 약 90%를 차지

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0.063-0.150 mm에 해당되었

다(Fig. 1). 매립재는 전체의 80%가 5 mm이하의 입도

를 보였으며, 1 ~ 5 mm구간의 입도가 전체의 52.3%,

0.063 mm이하 크기는 19.6 %로 분석되었다. 매립재는

비산재와 바닥재가 혼합된 것으로, 0.063 mm이하의 입

도를 비산재라고 가정한다면, 비산재는 매립재의 약

20 %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골재로 사용된 모래

는 모두가 5 mm이하에 해당하였다. 특히, 0.5~1 mm

크기가 가장 많은 양(76.9 %)을 차지하였으며, 0.150 mm

이하의 입도는 소량이었다(0.063-0.150 mm 4.4%,

<0.063 mm 1.1%). 시멘트는 0.063 mm 체를 모두 통

과하였다.

4.2. 개별 재료에 대한 중금속 분석결과

본 연구에 이용된 시멘트, 비산재, 매립재, 모래 등

콘크리트 재료들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과 폐기물공

정시험기준에 따라 분석한 중금속 농도는 Table 3와 같

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을 위해서 각 시

료들을 완전히 분쇄하여 0.15 mm를 통과하도록 하였

다(Lee et al., 2018). 반면,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

른 분석은 재료들을 분쇄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Hg는 어느 시료, 어느 분석결과에서도

검출되지 않았다. 따라서, Hg는 모든 논의에서 제외하

기로 한다.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에 의하면 본

연구에 이용된 비산재는 모든 항목에서 매립재보다 높

은 농도를 보인다. 이는 비산재가 연소로를 빠져나온

후, 배기가스의 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연소로에서 고

온에 의해 휘발되었던 중금속이 표면에 침착되는 반면

(Eary et al., 1990), 바닥재는 배기가스와 함께 배출되

지 않고 연소로에서 곧바로 아래로 침강함에 따라 휘

발되었던 중금속이 침착될 수 없는 환경에서 만들어진

것과 관련이 있다. 이러한 바닥재가 매립재의 대부분

(80%)을 차지하고 또 일부 포함된 비산재(20%)도 ash

pond의 물에 의하여 중금속이 상당부분 씻겼기 때문으

로 보인다(Jung et al., 2012; Kim, 2013; Kim et

al., 2014). 매립재의 As, Zn와 Pb농도는 특히 낮았다.

매립재에서 Zn와 Pb는 골재로 사용된 모래보다도 낮

은 농도를 보였으며(Table 3), As는 모래보다는 높았지

만, 만경강유역의 답지역에서 채취된 식양토(sily loam)

의 농도(3~6 mg/kg; Kim et al., 2012)보다도 낮은

농도를 보였다. 자연환경에서 일반적인 토양의 비소농

도는 5~10 mg/kg정도이다(Smedley and Kinniburgh,

2002). 모래가 매우 낮은 비소농도를 보이는 이유는 모

래는 점토를 포함하지 않아 비표면적이 매우 작을 뿐

아니라, 대부분 석영, 장석 등 비소를 흡착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광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시멘트는 사용된 재료들 중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

가장 높은 Zn, Cu, Pb의 농도를 보였다. 비소(As)의

경우는 시멘트와 비산재에서 비슷한 수준의 농도를 보

였으며, Ni은 비산재가 더 높은 농도를 보였다. 골재로

Fig. 1. Size analysis results for the concrete materials used

for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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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된 모래는 전 항목에서 가장 낮은 수준의 중금속

농도를 보였지만, Pb의 경우는 매립재에 비하여 높은

값을 보였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결과는 토양오염공

정시험기준와 비슷한 경향을 보여주지 않았다. 시멘트

의 경우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의한 분석에서는 Zn

와 Cu가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할 정도로 높았음에

도 불구하고,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되었다. 시멘트의 Cu는 토양오

염우려기준분석에서 농도가 낮게 나타난 매립재나 모

래보다 같은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비산재에서는 아

예 검출한계 이하로 분석되었다. 시멘트의 As 역시, 토

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시멘트와 비산

재에서 거의 비슷한 수준의 농도를 보였지만, 폐기물

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에서는 시멘트는 검출한계이

하의 농도를 보였다. 반면 매립재나 비산재에서는 어

느 정도의 As가 용출되었다. 이는 서론에서 논의한 것

처럼 시멘트가 Cu, As, Zn와 같은 중금속을 용출을

억제하는 것(Chen et al., 2009; Choi et al., 2009;

Shi and Kan, 2009; Vyšvaril and Bayer, 2016)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폐기물공정시험

기준이 중금속 용출능력이 낮은 증류수를 용출용액으

로 사용하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공시채 부분분쇄(방법 1)시 입자크기에 따른 공

시체의 중금속 함량 변화

공시체에 대한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분석결과에서는

Cd, Ni, Pb, Zn, Hg 등의 항목은 모든 시료에서 검출

되지 않았다(Table 4). 그러나, Cu, As는 분쇄방법 1로

준비된 시료들 중, 작은 입도범위에서 낮은 농도로 검

출되었다. 본 연구에 시용된 재료에서는 As가 시멘트

를 제외하고 모두 검출되었던 반면(Table 3), 공시체에

서는 시멘트의 반을 비산재로 대체한 A시리즈 공시체

의 가장 낮은 입도범위에서만 미량으로 검출되었다

(Table 4). 증류수에 대한 시멘트의 As용출억제 효과가

매우 큼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분쇄방법 I에 따라 준비된 시료를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에 따라 분석한 결과도 입도별로 다른 농도 값을

보였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분석에서처럼 가장 작은

입도(<0.15 mm)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였고, 입도가

커질수록 급격히 낮아지는 농도를 보였다(Fig. 2). 이와

같이 입경이 작은 시료에서 높은 농도를 보인 것은 크

기가 작을수록 비표면적이 커지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

(Abouelnasr, 2010; Akpomie et al. 2015)라고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왕수와 같이 강한 산성

용액을 이용하여 중금속을 용출하는 경우, 비표면적에

Table 3. Heavy metal analysis results (mg/kg) for the materials used for test piece preparation

ID Cd Cu Ni Pb Zn As Hg

SFTSP1

Ponded Ash† n.d. 17.7 14.8 0.2 25.9 3.05 n.d.

Fly ash‡ 0.1 39.6 36.0 13.4 74.0 24.4 n.d.

Sand¶ n.d. 3.3 2.0 9.5 26.4 0.51 n.d.

Cement 0.3 190 23.6 74.9 786 23.2 n.d.

SFTW2

Ponded Ash† n.d. 0.2 n.d. n.d. n.d. 0.11 n.d.

Fly ash‡ n.d. n.d. n.d. n.d. n.d. 0.15 n.d.

Sand¶ n.d. 0.2 n.d. n.d. n.d. 0.01 n.d.

Cement n.d. 0.2 n.d. 0.5 0.1 n.d. n.d.

SFTSP: 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Soil Pollution 

SFTW: Standards for Fair Testing of Wastes

†: Used as a substitute for aggregate, ‡: used as a substitute for cement, ¶: aggregate
1: Data from Lee et al. (companion paper), 2: This study’s data

Table 4. Analytical results (mg/kg) based on SFTW for the

samples prepared using crushing method 1

Cu As

Size

(mm)
<0.15 0.15-0.5 0.5-5 <0.15 0.15-0.5 0.5-5

A1 0.2 0.1 n.d. 0.03 0.02 n.d.

A2 0.2 0.1 n.d. 0.03 0.01 n.d.

A3 0.2 0.1 n.d. 0.08 0.02 n.d.

A4 0.2 0.1 n.d. 0.06 0.03 n.d.

B1 0.2 0.2 n.d. n.d. n.d. n.d.

B2 0.2 0.1 n.d. n.d. n.d. n.d.

B3 0.2 0.1 n.d. n.d. n.d. n.d.

B4 0.2 0.1 n.d. n.d. n.d. n.d.

N.B.: Cd, Ni, Pb, Hg, and Zn were not detected for all th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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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없이 시료에 포함된 대부분의 중금속이 용출된다

는 점을 감안하면, 비표면적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

보다는 다른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음을 지시한다.

4.4.완전분쇄방법(분쇄방법 II)에 따라 준비된 공시체

시료의 중금속함량 

콘크리트를 분쇄하였을 때 작은 입도에서 높은 중금

속 농도가 관찰되는 현상에 대한 원인을 더 고찰하기 위

하여, 공시체를 완전히 분쇄하여 모든 입자가 0.15 mm

체를 통과시키는 방법(분쇄방법 2)으로 시료를 준비하

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아울러, Table 3에 제시된 각

재료 내 중금속농도를 바탕으로 콘크리트 공시체 속의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농도를 계산하고, 실제 분석결과

와 비교하였다(Table 6; Fig. 3). 본 연구에서 제작된

공시체들의 중금속 이론값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계산

하였다.

공시체의 중금속 이론농도(mg/kg) =

(equation 1)

Ci :재료 i의 중금속 농도

mi :이용된 재료 i의 질량

본 계산은 재료에 포함된 중금속을 대부분 용출시키

는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에 대하여만 이

루어졌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분석시 중금속

용출은 중성으로 pH를 조절한 증류수를 이용하는 바,

왕수와 같이 중금속을 포함한 광물들을 녹여내지 못한

다. 이러한 경우, 용출용액속의 중금속농도는 중금속

포함 광물에 대한 포화상태, 흡착, 등에 의해 좌우되고

이는 용액의 pH와 용액 내 용출된 농도에 크게 영향

을 받는다(Eary et al., 1990). 즉, 용액 내 농도가 높

ΣCimi

Σmi

--------------

Fig. 2. Heavy metal analysis results for each test piece sample in different size ranges after partial crushing (Crushing

metho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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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Analytical results (mg/kg) based on SFTSP for the samples prepared using crushing method 1

Cd Cu Ni

Size

(mm)
<0.15 0.15~0.5 0.5~5 <0.15 0.15~0.5 0.5~5 <0.15 0.15~0.5 0.5~5

A1 1.1 0.2 n.d. 40.5 9.10 3.7 13.8 3.3 1.3 

A2 0.6 0.1 n.d. 41.2 15.3 6.8 15.1 6.3 2.8 

A3 0.5 0.1 n.d. 42.3 15.6 7.0 15.1 8.0 3.8 

A4 0.3 0.2 n.d. 35.3 22.7 10.0 16.3 13.3 6.9

B1 1.6 0.2 0.1 55.3 15.0 6.7 12.3 3.5 1.6 

B2 0.6 0.1 n.d. 57.2 23.2 9.0 13.6 7.4 3.1

B3 1.3 0.1 n.d. 61.1 20.3 8.0 17.3 8.7 3.8

B4 0.7 0.2 n.d. 50.4 24.7 14.4 16.1 12.7 7.3 

Pb Zn As

A1 27.4 12.8 7.3 158 45.6 18.3 10.0 2.01 1.08

A2 22.0 12.1 7.0 135 56.8 27.3 11.3 3.01 1.21

A3 15.4 10.5 7.5 105 48.0 25.9 8.92 4.01 1.18

A4 11.9 6.8 1.8 100 57.5 18.5 10.3 5.97 2.40

B1 32.2 15.1 9.6 197 65.1 36.9 7.30 2.59 1.25

B2 28.2 15.5 8.2 188 82.7 39.3 8.66 4.03 1.25

B3 33.2 12.0 5.8 172 63.4 29.4 10.4 3.57 1.75

B4 18.3 9.0 3.1 151 70.4 33.3 8.78 5.15 2.39

N.B.: Hg was not detected for all the samples.

Table 6. Theoretical concentration (mg/kg) of heavy metals in test pieces

Cd Cu Ni 

method 2† cal’d‡ method 2 cal’d method 2 cal’d

Control A 0.1 0.23 115 115 18.9 29.8

Control B 0.2 0.32 190 190 14.3 23.6

A1 n.d. 0.01 9.5 9.45 5.7 3.58

A2 n.d. 0.01 13.9 13.9 5.9 7.30

A3 n.d. 0.01 18.5 18.5 9.2 11.0

A4 n.d. 0.02 24.3 24.3 11.6 15.9

B1 n.d. 0.02 13.6 13.6 5.4 3.23

B2 n.d. 0.02 18.4 18.4 5.7 6.93

B3 n.d. 0.02 23.3 23.3 10.6 10.6

B4 n.d. 0.02 29.3 29.3 9.7 15.4

Pb Zn As

method 2 cal’d method 2 cal’d method 2 cal’d

Control A 30.4 44.1 185 430 11.7 23.8

Control B 46.6 74.9 400 786 11.0 23.2

A1 6.8 11.5 49.2 48.8 2.52 1.80

A2 6.1 8.95 47.0 50.2 2.87 2.61

A3 2.3 6.52 50.6 52.1 2.71 3.43

A4 3.0 3.21 48.3 53.5 2.74 4.46

B1 9.2 13.1 66.2 68.4 2.53 1.76

B2 6.8 10.8 78.8 71.2 2.78 2.56

B3 6.3 8.46 78.4 74.6 3.30 3.38

B4 2.6 5.27 61.3 77.3 2.86 4.41

† Crushing method 2 (<0.15 mm)

‡ Calculated concentrations using equatio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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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수록 용출양이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고, 반응시 pH

도 일정하지 않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이론값을 계산

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분쇄방법 II로 준비된 공시체시료를 토양오염공정시

험기준 분석한 결과, 분쇄방법 II에 따라 시료를 조제

하여 분석한 값들은 공시체의 중금속 이론농도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Table 6; Fig. 3). 골재를 이용하지

않고 준비된 공시체들(Control A, B)에 대한 결과에서

도 계산된 이론농도와 매우 유사했다(Table 6). 반면,

분쇄방법 I을 이용하여 준비된 <0.15 mm시료는 모든

항목에서 중금속 농도가 이론 농도 값보다 약 2배가

넘는 높은 값을 보였으며 비소(As)의 경우에는 3배가

넘는 값을 보였다(Fig. 3). 

이러한 결과는 공시체를 분쇄하여 체질하는 과정에

서 모래나 매립회보다 상대적으로 작은 입도를 가지는

시멘트나 비산재가 <0.15 mm 입도범위에 치우치게 되

면서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분쇄방법 I로 시료를 준

비할 경우 입자가 작고 중금속농도가 높은 시멘트성분

이 상대적으로 작은 입자에 농집됨에 따라 나타난 것

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탄재를 저강도 콘크리트 등으로 제

작하여 재활용하고 그대로 토양화될 경우를 대비한 중

금속 분석법에 대하여 고찰하였다. 본 연구를 통하여

얻어진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본 연구의 폐기물공정시험기준 분석결과는 모든

입도범위에서 중금속이 거의 용출되지 않음을 확인하

였다. 이 같은 결과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분석이 용출

능력이 낮은 증류수를 이용하여 중금속을 용출시켜 분

석하는 방법 자체의 문제 때문으로 판단된다. 

Fig. 3. A comparison of heavy metal concentrations of test pieces prepared using different crushing methods with theoretica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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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 분석을 위하여 콘크리트를

적당히 분쇄한 후, 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에 규정된 입

도크기(<0.15 mm)만을 선별하여 분석하게 되면, 상대

적으로 입자가 작거나 경도가 낮은 상들이 선택적으로

많이 영향을 주고, 이에 따라, 이 같은 분석결과는 콘

크리트 전체의 특성을 반영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다.

우리의 결과에서는 중금속농도가 높은 시멘트와 비산

재가 작은 입도구간에 농집되어 결과적으로 아주 높은

중금속농도가 관찰되었다. 

3. 따라서,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서처럼 고형폐기물

은 적당히 분쇄, 0.5~5 mm의 입도범위를 선별하여

분석하게 되면, 사람에 따라 또는 분석시마다 파쇄정

도가 달라서 다른 물질들이 해당 입도범위에 다른 비

율로 농집되어 다른 분석결과를 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4. 토양이나 폐기물은 다양한 물질의 혼합물이고, 각

물질마다 경도가 다르기 때문에 분쇄시 특정물질이 더

잘 부서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정입도만

을 선택하여 분석하는 것은 결과가 크게 왜곡되어 나

타날 수 있다. 따라서, 콘크리트 내 중금속농도를 측정

하기 위해서는 시료를 완전히 분쇄하여 체질을 하지

않고 분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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