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양비료학회지 44권 6호

Korean J. Soil Sci. Fert. Vol. 44, No. 6, 1063-1070 (2011)

중금속 안정화제의 반응 매개변수 결정 및 중금속 안정화 효율성 평가

오세진·김성철·김태희·연규훈1·이진수1·양재의*

강원대학교 바이오자원환경학과, 1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기술연구소 연구개발팀

Determining Kinetic Parameters and Stabilization Efficiency of 
Heavy Metals with Various Chemical Amendment

Se-Jin Oh, Sung-Chul Kim, Tae-Hee Kim, Kyu-Hun Yeon1, Jin-Soo Lee1, Jae E. Yang*

Department of Biological Environment,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00-701, Korea
1Technology Research Center, Korea Mine Reclamation Corporation, Seoul 110-727, Korea

In this study, total of 5 different chemical amendments were evaluated for determining kinetic parameters and 
stabilization efficiency of heavy metals in aqueous phase. Standard solution of Cd and Pb (100 mg L-1) was 
mixed with various ratio of amendments (1, 3, 5, 10%) and heavy metal stabilization efficiency was monitored 
for 24hrs. All examined amendments showed over 90% of removal efficiency for both Cd and Pb except 
zerovalent iron (ZVI) for Cd (43-63%). Based on result of heavy metal stabilization efficiency, it was ordered 
as CaCO3 > Dolomite > Zeolite > Steel slag > ZVI for both Cd and Pb in aqueous phase. For kinetic study, first 
order kinetic model was adapted to calculate kinetic parameters. In terms of reaction rate constants (k), zeolite 
showed the fastest reaction rate (k value from 0.4882 for 1% to 2.0105 for 10%) for Cd and ZVI (k value from 
0.2304 for 1% to 0.5575 for 10%) for Pb. Considering reaction rate constant and half life for heavy metal 
stabilization, it was ordered as Zeolite > CaCO3 > Dolomite > Steel slag > ZVI for Cd and CaCO3 > Dolomite 
> Steel slag > Zeolite > ZVI for Pb. Overall result in this study can be interpreted that lime containing materials 
are more beneficial to remove heavy metals with high efficiency and less time consuming than absorbent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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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중금속이란 금속 중에서도 비중이 5.0 g cm
-3 

이상으로 

지각에 미량 함유되어 있는 원소들을 말하며 중금속을 환경

학적으로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잠재 유해 미량원소라 

부를 수 있다. 특히 다양한 중금속 중 Ni, Cu와 같은 원소들

은 환경 중에 극소량 존재할 때 식물의 미량영양원으로써의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지만 다량 존재하게 될 경우 독성이 

나타나게 되며 이러한 중금속 중 Pb, As, Cd 등은 인체에 

대한 독성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Jung et al., 

2006).

이러한 중금속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환경으로 유입

되고 있다. 그 중 휴·폐광산에서 발생되는 선광폐기물 및 

갱내수에는 다량의 중금속이 들어있으며, 이러한 광산폐기

물의 무분별한 매립으로 발생하는 침출수와 갱내수의 하천

유입으로 인해 인근지역에 위치한 하천과 토양이 오염되게 

된다. 특히, 중금속은 환경에 유입될 경우 미생물의 활성 저

해 및 식물체, 먹이연쇄를 통한 인체로의 유입 등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점점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

고 있다 (Adriano, 1986; Kim et al., 2010; Lee et al., 2010; 

Nriagu and Pacyna, 1988).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한 처리기술에는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 공법으로 분류되어 적용사례가 

보고되고 있지만, 적용의 용이성·경제성 등을 고려할 때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중 화학적 안정

화제를 사용하여 중금속을 안정화시키는 기술은 적용방법

이 용이하고 처리비용이 저렴하여 국내에 적용이 용이한 공

법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화학적 안정화 공법과 관련

된 국내 연구는 특정 안정화제와 중금속에만 한정되어 있으

며 다양한 안정화에 대한 국내 적용 사례는 미흡한 실정이

다 (Kim, 2010). 

본 연구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농경지에 적용하였을 때 

토양의 질 및 작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최적의 안정

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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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제 선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수용액을 이용하여 

다양한 화학 안정화물질의 중금속 안정화 효율 및 반응 속

도상수를 결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중금속 안정화제 선정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질의 복

원에 사용되는 처리제는 중금속과 반응하여 이동성·생물

유효도 등을 감소시켜 중금속에 의한 피해를 저감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처리제는 중금속과의 반응특성에 따라 

유기성물질, 토양산도 (pH) 조절물질, 광물성물질로 구분할 

수 있다 (US EPA, 2007). 이중 널리 사용되는 물질은 주로 

토양산도 조절물질과 광물성물질들이 사용되고 있으며 유

기성 안정화 물질은 토양중금속 안정화용도로 사용한 연구

에서는 중금속의 용출량을 증가시키는 결과들이 보고되는 

실정으로 토양적용에 대해서는 논란이 일고 있다. 본 연구

에서는 중금속 복원에 사용이 적합할 것으로 판단되는 5종

의 안정화제[CaCO3, Dolomite, Zeolite, Steel slag, Zerovalent 

iron (ZVI)]를 US EPA (2007)에서 제시된 토양오염복원 가

이드북 및 기타 선행 연구자료 (Dermatas and Meng, 2003; 

Jo et al., 2008; Moon et al., 2010; Pickering, 1982; US 

EPA, 2007)를 참고하여 중금속에 대해 안정화가 가능한 물

질을 참고하였다. 선행연구를 통해 선정한 안정화제는 사용

빈도가 높으며 안정화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로 화학적 특성

은 pH, EC, 치환성양이온함량, 입도분석, X선 회절분석, X

선 형광분석 및 SEM-EDS를 이용하여 물리화학적 특성 및 

표면 특성을 분석하였다 (Moon et al., 2010; Skoog and 

Leary, 1991). 안정화제들의 기본적인 화학적 특성은 Zero 

Valent Iron을 제외한 모든 안정화제의 pH (1:5)는 9-11의 

범위로 강알칼리 물질로 나타났다. 치환성양이온 분석결과 

Dolomite 17.04 cmolc kg
-1
, CaCO3 366.35 cmolc kg

-1
, Steel 

slag 60.12 cmolc kg
-1
, Zero Valent Iron 5.96 cmolc kg

-1
, 

Zeolite 61.47 cmolc kg
-1
, Fly ash 73.06 cmolc kg

-1
, 

Bottom ash 22.62 cmolc kg
-1
로 조사되었으며 CaCO3, Steel 

slag는 높은 함량의 치환성 Ca이 검출되었는데 이는 가공과

정에서 석회 첨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에 사용된 

모든 안정화제의 입자는 Particle size analyzer (Mastersizer)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0.3~300 ㎛의 미립자가 다량 분

포하여 비표면적이 넓은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안정화제 입

자표면 흡착반응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

었다.

중금속 수용액 안정화 시험   선정된 안정화제의 중금

속 안정화 효율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AA-ICP용 Cd, Pb 표

준용액 (SHOWA, Japan)을 100 mg L
-1 

(pH 2)로 조제하여 

안정화제를 1, 3, 5, 10% (solid/solution, W/V)의 비율로 혼

합하였다. 혼합용액은 1, 10, 30, 60, 120, 240, 480, 1440

분 동안 반응온도 25℃, 교반속도 180 rpm의 조건으로 진탕

하였으며, 반응이 종료된 혼합용액은 감압여과기로 여과하

여 반응용액을 취하였다. 반응용액은 중금속 안정화에 영향

을 미치는 pH 및 Cd과 Pb 함량을 측정하여 반응속도상수 

(K)를 산출 하였다. 안정화제별 중금속의 반응속도를 산출

하기 위해 Kinetic model 식을 이용하여 반감기 (half-life)를 

산정하였다 (Kim et al., 2007; Meers et. al, 2005; Yang 

et al., 1995). 

중금속 이온과 안정화제의 반응 생성물 검정   안정

화제 처리에 따른 중금속 안정화 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침전화합물을 검증하기 위해 XRD (X-Ray Diffractometry, 

D/Max-2200, Japan)와 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Spectrometry, JSM-6300, 

Japan)를 이용하여 안정화제의 구성성분 및 표면의 반응 생

성물을 분석하였다. 실험방법은 AA-ICP용 Cd, Pb 표준용

액 (SHOWA, Japan) 1,000 mg L
-1
를 조제하여 안정화제와 

1:10 (W/V)로 혼합 후 진탕기에서 반응온도 25℃, 교반속도 

180 rpm의 조건으로 3일간 충분히 평형상태에 달하도록 반

응시켰다. 반응이 종료된 반응용액은 감압여과기를 이용하

여 혼합용액에서 안정화제만을 분리하였으며, 증류수를 사

용하여 2-3회 깨끗하게 세척하여 건조시킨 시료를 분석용

으로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안정화제의 효율성 검정   문헌조사를 통해 선정된 안정

화제의 중금속 (Cd, Pb) 안정화 효율성 평가 결과는 Fig. 1 

및 Table 1과 같다. 안정화제로 사용된 물질 중 CaCO3, 

Dolomite, Zeolite, Steel slag는 Cd과 Pb에 대하여 모든 혼

합비율에서 90% 이상의 안정화 효율성을 보였으며 이러한 

효율성은 반응시간 동안 수용액 내의 산도 (pH)가 7정도의 

수준으로 교정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Cd과 Pb의 

경우 pH가 8이상으로 교정된 CaCO3, Dolomite, Steel slag 

처리구는 중금속이 대부분 불용화 되었다. 하지만 Ca을 다

량 포함하는 CaCO3의 경우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Ca을 포

함하는 Dolomite, Steel slag에 비해 pH가 낮은 것으로 나

타났는데 이는 수용액 중에 존재하는 음이온보다 양이온을 

많이 흡수하게 되면 전하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수소이온을 

방출하는 기작 (Kim et al., 2011)과 수용액에 함유된 Cd의 

안정화에 사용된 물질이 공통적으로 높은 pH를 갖는 물질

이어서 반응과정에서 수소이온에 대한 완충력이 크게 작용

하고 중금속 이온과 치환될 수 있는 Ca함량이 높았던 것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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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 of heavy metal concentration with different mixing ratio of chemical amendment.

Mixing ratio 1% 3% 5% 10%
---------------------------------------------- mg L-1 ----------------------------------------------

Cd

CaCO3 ND†  1.91 ND ND
Dolomite  4.32  0.19 ND ND
Zeolite  6.73  4.58  3.86  3.23 
Steel slag 68.01  8.47  3.13  1.43 
ZVI 57.76 51.34 45.15 37.55 

Pb

CaCO3  0.18  0.61  0.35  0.31 
Dolomite  0.13  1.92 ND ND
Zeolite ND ND ND ND
Steel slag  0.82  0.34  0.24  0.22 
ZVI  0.12  0.36 ND ND

†ND: Not detected

Fig. 1. Result of stabilization efficiency for (A) Cd and (B) Pb using different chemical amendments.

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Kim et al., 2011; Lee and 

Lee, 2005; Lim et al., 2009). 또한, Dolomite의 경우 혼합

비율이 증가하여도 pH가 8에서 안정화되어 더 이상 상승하

지 않았는데 이는 과량의 Dolomite가 처리되어도 알칼리 조

건에서는 MgO의 용해도가 극히 낮아져 중화에 필요한 양 

만큼의 Dolomite만 물에 용해되는 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판

단된다 (Kim and Kim, 1981). 안정화제로부터 용해된 Ca는 

수용액 상의 pH를 상승시키고 CdCO3, PbCO3 형태로 안정

화제 표면에 흡착 ·침전되는 안정화 메커니즘이 작용한 것

으로 판단되고 (Pickering, 1982; Rob and Jack, 1987), 

Steel slag의 경우는 입자 표면에 포함된 금속산화물에 흡착

되는 안정화기작도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Hwang et al., 

2002). Zerovalent iron은 Cd과 Pb에 대한 저감 효율성이 

최대 60%, 100% 수준으로 나타났다. Zerovalent iron은 환

경계에서 쉽게 산화되면서 전자를 방출하여 산화-환원반응

에 민감한 중금속 원소들의 형태를 불용성 물질로 변환하여 

안정화 (Kim et al., 2007)시키는데, 본 연구에서 Pb이 Cd

에 비해 효율성이 뛰어났건 것은 중금속 이온간의 결합친화

도 및 전기음성도의 차이에 의해 흡착량이 다르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 2010; Lee and Ko, 2007; 

Um and Kim, 2003). 모든 안정화제는 혼합비율에 따른 안

정화 효율성에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Cd의 경우 steel 

slag를 1% 이상 처리해야 90%이상의 효율성이 나타나는 것

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수용액 상태에서 용해될 수 있는 Ca

의 함량이 처리량 3% 수준에서 pH < 7로 교정시킬 수 있었

던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중금속 제거 기작이 표면 

흡착반응으로 유사한 광물성물질 Zeolite (93-100%), Dolomite 

(96-100%)의 효율성은 뛰어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비

슷한 Particle size의 분포 (data not shown)로 비표면적도 

비슷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안정화제의 사용량에 

따른 중금속 (Cd, Pb) 저감 효율을 살펴본 결과 안정화제의 

사용에 따라 중금속 안정화에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안정화기작 및 대상 중금속에 따라 효율성이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안정화

제의 효율성은 Cd과 Pb에 대해 CaCO3 > Dolomite > Zeolite 

> Steel slag > Zerovalent iron 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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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alf-life of Cd and Pb with different mixing 
ratio of chemical amendments.

Material 1% mix 3% mix 5% mix 10% mix
------------- Half life (min) -------------

Cd

CaCO3 0.01 0.02 0.02 0.02
Dolomite 9.02 10.54 8.32 3.08
Steel Slag 27.86 9.05 6.6 1.8
Zeolite 0.02 0.01 0.01 0.01
Zero Valent Iron 123.57 94.92 88.27 69.69

Pb

CaCO3 1.58 1.48 1.4 1.09
Dolomite 2.29 1.6 1.56 2.39
Steel Slag 5.84 0.17 0.01 0.01
Zeolite 11.41 11.2 11.82 11.7
Zero Valent Iron 505.11 108.46 99.14 39.63

Table 3. Reaction rate for Cd and Pb with chemical 
amendments.

Material Ratio Regression equation r2

Cd

CaCO3

 1% -0.3099x - 1.3293 0.5947
 3% -0.3063x - 1.5822 0.5030
 5% -0.3869x - 1.2972 0.7060
10% -0.4337x - 1.3786 0.7277

Dolomite

 1% -0.0139x - 0.0736 0.9705 
 3% -0.0147x - 0.1979 0.7844 
 5% -0.0177x - 0.2651 0.8129 
10% -0.0240x - 0.3150 0.8149 

Steel slag

 1% -0.0197x - 0.0768 0.6411
 3% -0.1212x - 0.1596 0.9397
 5% -0.2515x - 0.1104 0.9929
10% -0.3145x - 0.3176 0.9636

ZVI

 1% -0.1927x - 0.0189 0.9657
 3% -0.1596x - 0.0219 0.9345
 5% -0.1854x - 0.0331 0.8943
10% -0.2093x - 0.0300 0.9293

Zeolite

 1% -0.4882x - 0.0288 0.9873
 3% -1.9345x - 0.9977 0.5038
 5% -1.8882x - 1.1903 0.4045
10% -2.0105x - 1.3629 0.3701

Pb

CaCO3

 1% -0.0507x - 0.0225 0.8907
 3% -0.0412x - 0.9530 0.9656
 5% -0.0286x - 3.8163 0.8986
10% -0.0459x - 3.5465 0.9443

Dolomite

 1% -0.1002x - 0.0193 0.9983 
 3% -0.1170x - 0.1036 0.9908 
 5% -0.1124x - 0.2604 0.9823 
10% -0.0983x - 0.9763 0.7311 

Steel slag

 1% -0.0725x - 1.0242 0.7059
 3% -0.0591x - 2.4994 0.4770
 5% -0.0678x - 2.4887 0.5475
10% -0.0580x - 3.1299 0.3577

ZVI

 1% -0.2304x - 0.3664 0.8891
 3% -0.2689x - 0.5687 0.8595
 5% -0.2873x - 0.5592 0.8806
10% -0.5575x - 0.2728 0.9917

Zeolite

1% -0.1858x - 2.4766 0.7758
 3% -0.1530x - 4.0135 0.6914

 5% -0.1473x - 4.2828 0.6625

10% -0.1448x - 4.4040 0.6480

안정화제의 중금속 반응속도   안정화제의 중금속에 

대한 안정화 효율성을 평가 (Fig. 1)와 함께 안정화제의 반

응력을 산정하였다. 안정화제의 반응력을 산정하기에 앞서 

반감기를 산정하였으며, 반감기는 Figure 2와 같이 산출되

었다. 또한 중금속에 대한 반응력이 좋았던 안정화제 (CaCO3, 

Dolomite, Zeolite, Steel slag, ZVI)에 대한 반응성을 평가

하기 위해 First Order Kinetic Model (Eq. 1)에 적용시켜 

도출된 결과의 회귀방정식 기울기 값으로 반응속도상수를 

산출하였으며 결과는 Table 3과 같이 First order kinetic에 

적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dt
dC 

         

ln C t
               (Eq. 1)

[C]0 : Initial As concentration 

[C]t : Remaining As concentration after time, t

t    : reaction time (hour)

k    : rate constant

Table 2의 결과와 같이 Cd에 대한 반응력은 Zeolite > 

CaCO3 > Steel Slag > Dolomite > ZVI 순으로 반응력이 

높았으며, Pb에 대한 반응력은 Steel Slag > CaCO3 > 

Dolomite > Zeolite > ZVI 순으로 반응력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리고 각 안정화제 처리량으로 산출한 반응속도상

수 (K)와 결정계수 (r
2
)도 first order kinetic에 의해 유의성 

있게 설명되었다. 반응속도상수 (K)는 Cd의 경우 Zeolite > 

CaCO3 > Steel Slag > ZVI > Dolomite, Pb의 경우 ZVI > 

Zeolite > Dolomite > Steel slag > CaCO3의 순으로 반감기

와 비슷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또한 처리량에 따른 반응속

도상수는 Cd에 대해 점차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CaCO3는 1% (K=0.3099) 처리에 비해 10% (K=0.4337)처리

에서 1.4배, Dolomite는 1% (K=0.0139) 처리에 비해 10% 

(K=0.0240)처리에서 1.7배, Steel slag는 1% (K=0.0197) 

처리에 비해 10% (K=0.3145)처리에서 15.5배, ZVI는 1% 

(K=0.1927) 처리에 비해 10% (K=0.2093)처리에서 1.1배, 

Zeolite는 1% (K=0.4882) 처리에 비해 10% (K=2.0105)처리

에서 4.1배의 반응이 빠른 것으로 Kim et al. (2007)의 결과

와 상통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는 연구에 사용한 안정화

제의 메커니즘이 Ca 이온을 방출하여 pH를 상승시키거나 

불용성 화합물을 생성하여 안정화하는 것에 기인하여 다량

의 Ca 이온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Pb의 

경우 ZVI를 제외한 안정화제에서 뚜렷한 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Cd보다 Pb이 이온

간의 결합친화도가 뛰어나다는 Um and Kim (2003)의 선행

연구 결과와 같이 초기 반응속도가 월등히 뛰어난 것에 기

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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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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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sult of SEM-EDS for chemical amendments after reaction with heavy metal solution (a) before reaction (b) after 
reaction with Cd solution (c) after reaction with Pb.

반응 후 생성물 검정   수용액 중에 분포하는 중금속 

이온은 안정화제의 처리에 따라 중금속 이온과 반응하여 불

용성 화합물을 형성하여 침전한다 (Pickering, 1982; Rop 

and Jack, 1987). 하지만 본 연구의 반응생성물을 검정하기 

위한 실험에서 반응 후 용액 상에서 침전물의 확인은 불가

능하였으며, 이를 검정하기 위해 처리제로 사용된 안정화제

의 반응 후 표면을 SEM-EDS와 XR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Figure 2는 3일간 충분히 반응 시킨 안정화제 표면의 

SEM 사진과 EDS 분석을 통한 표면의 구성물질의 함량을 

보여준다. SEM 분석 결과 (Fig. 2)에서 반응 전 입자의 표

면은 매우 거친 판상으로 다공질을 보였지만, 안정화제와 

반응 후의 표면은 중금속 이온과의 반응으로 생성된 화합물

이 불규칙하게 흡착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러

한 입자 표면 생성물의 구성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EDS 분석

을 수행하였다. CaCO3, Dolomite와 반응 후 표면 관찰에서 

Cd과 Pb peak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Rob and Jack (1987)

와 Pickering (1982)의 연구 결과와 같이 CaCO3가 중금속 

(M
2+
)과 반응하여 MCO3 화합물을 형성하여 중금속을 안정

화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안정화제 (CaCO3, Dolomite)

에서 발생한 CaCO3에 의해 Cd과 Pb이 화합물을 형성하여 

표면에 흡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ZVI의 경우 현재까지 잘 

알려진 메커니즘인 산화-환원반응이 진행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침전물로 추측되는 물질들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EDS를 이용한 구성물질 분석 결과 Cd peak가 확인되

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ZVI의 산화로 Fe2O3와 같은 산화금

속상태로 변하면서 발생시킨 OH
-
가 용액의 pH를 증가시켜 

산화된 ZVI 표면은 음전하를 띄며 Cd이 흡착된 것으로 판

단된다. 또한 Steel slag의 경우도 EDS 분석 결과 Cd과 Pb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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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3. Result of XRD for chemical amendments after reaction with heavy metal solution (a) Steel slag (b) ZVI (c) Zeolite.

peak가 확인되었다. 이는 Dolomite나 CaCO3와 같이 Steel 

slag에 포함된 CaCO3의 영향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또한 

ZVI와 같이 표면에 존재하는 Fe
0
이 산화되며 금속산화물들

에 의해 흡착된 것으로 판단된다 (Jung, 2005). Zeolite의 

경우 EDS 분석결과 Cd과 Pb의 peak가 검출되지 않아 흡착

의 유무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Zeolite의 표면적이 넓어 

반응시킨 Cd과 Pb이 표면 전체에 넓게 분포하며 흡착되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생성물의 다른 검정방법인 XRD 분석 결과 반응 전 Dolomite

와 CaCO3는 2Ø가 29.5에 존재하는 calcite (CaCO3)가 대부

분 이었으며 (Lim et al., 2009) 반응 후에도 생성된 중금속 

화합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Steel slag의 반응 후 

XRD 분석결과 Pb 화합물로 추정되는 peak (2Ø=32, 36, 
Fig. 3(a))가 검출되었으며, 이는 steel slag의 표면에 중금

속 이온이 화합물을 형성해 침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ZVI의 

경우도 Cd 생성물을 확인 (2Ø=38)하였으며 결과는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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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b)와 같이 나타났다. 이는 표면에 분포하는 Fe
0
의 산화로 

인해 Cd
2+
이 Cd

0
으로 전환되며 Cd 이온이 결정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SEM-EDS 분석에서 확인되지 않았던 Zeolite도 

XRD 분석에서는 PbO 형태의 화합물 peak가 검출되었으며 

(Fig. 3(c)), 이는 Zeolite로 인해 상승한 높은 pH하에서 Pb

이 PbO의 형태 (2Ø=29)로 화합물을 형성한 것으로 판단된

다. 연구에 사용한 다양한 안정화제 중 XRD를 이용한 반응 

생성물의 확인은 3종 (Steel slag, ZVI, Zeolite)으로 나타났

으며, CaCO3, Dolomite와 같은 높은 효율성을 나타낸 안정

화제의 확인이 불가능하였던 것은 낮은 함량을 기초로 연구

가 수행되어 생성물의 정확한 흡착 위치를 탐색하지 못 한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다른 안정화제의 경우 

반응성이 낮아 반응에 따른 생성물의 양이 충분하지 못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는 수용액 내 존재하는 Cd, Pb을 다양한 화학적 

안정화제를 이용하여 안정화 효율성을 평가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안정화제는 중금속 이온과의 반응특성 별로 석회물

질, 광물질 등으로 구분하여 문헌조사를 바탕으로 5종을 선

정하여 사용했다. 안정화 효율성 평가방법은 용액 내 중금

속 함량을 단계적으로 제조하여 안정화 효율성, 반감기 및 

반응속도 산정 및 반응 후 안정화제의 반응생성물 확인의 

순으로 진행했다. 안정화 효율성 평가결과 석회물질 (CaCO3)

을 다량 함유하여 기본적으로 pH를 8이상으로 교정하는 안

정화제의 경우 처리량에 상관없이 대부분 불용화되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낮은 산도교정 물질은 50% 수준의 효율성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효율성이 크게 나타난 물질을 

대상으로 반응속도상수 (K)를 산출한 결과 Cd의 경우 처리

량에 따라 증가하였지만, Pb의 경우 초기에 반응속도가 빠

르게 일어나 처리량에 따른 평가는 불가능 하였다. 다량의 

중금속 이온과 반응시킨 안정화제의 표면관찰을 통한 생성

물 검정 결과 SEM 사진으로 반응 전·후의 생성물 확인을 간

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SEM-EDS 분석결과 반응 후 

물질 표면에서 Cd과 Pb의 성분 검출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XRD 분석을 통해 효율성이 좋았던 물질에서 Cd과 Pb 성분

의 검출이 확인되어 수용액 상에 이온형태로 존재하는 중금

속의 복원에 안정화제를 이용한 저감은 효율적일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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