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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abilization using limestone (CaCO3) and steel making slag as the immobilization amendments for Cu and

Pb contaminated farmland soils was investigated by batch tests, continuous column experiments and the pilot scale

feasibility study with 4 testing grounds at the contaminated site. From the results of batch experiment, the amend-

ment with the mixture of 3% of limestone and 2% of steel making slag reduced more than 85% of Cu and Pb

compared with the soil without amendment. The acryl column (1 m in length and 15 cm in diameter) equipped

with valves, tubes and a sprinkler was used for the continuous column experiments. Without the amendment, the Pb

concentration of the leachate from the column maintained higher than 0.1 mg/L (groundwater tolerance limit). How-

ever, the amendment with 3% limestone and 2% steel making slag reduced more than 60% of Pb leaching concen-

tration within 1 year and the Pb concentration of leachate maintained below 0.04 mg/L. For the testing ground

without the amendment, the Pb and Cu concentrations of soil water after 60 days incubation were 0.38 mg/L and

0.69 mg/l, respectively, suggesting that the continuous leaching of Cu and Pb may occur from the site. For the test-

ing ground amended with mixture of 3% of limestone + 2% of steel making slag, no water soluble Pb and Cu were

detected after 20 days incubation. For all testing grounds, the ratio of Pb and Cu transfer to plant showed as fol-

lowing: root > leaves(including stem) > rice grain. The amendment with limestone and steel making slag reduced

more than 75% Pb and Cu transfer to plant comparing with no amendm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showed that

the amendment with mixture of limestone and steel making slag decreases not only the leaching of heavy metals

but also the plant transfer from th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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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강슬래그와 석회석을 이용하여 구리와 납으로 오염된 농경지를 대상으로 안정화 배치 및 칼럼실험을 실시하였으

며, 파일럿 규모의 현장 시험구(testing ground: 가로 2 m × 세로 2 m × 깊이 0.5 m)를 4 개 제작하여 실증시험

을 실시하였다. 안정화제 종류별 구리와 납의 용출 저감 효과를 규명하기위한 배치실험 결과, 석회석 3% + 제강슬

래그 2%를 혼합한 경우, 구리와 납 모두 85% 이상의 높은 용출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오염 토양의 장기적 안정

화를 예측하고자 인공강우에 의한 연속 용출 칼럼실험을 실시하였다. 배수시스템이 설치된 직경 15 cm, 높이 100 cm

의 대형 아크릴 칼럼을 제작하였으며, 배치실험 결과로부터 중금속 용출 저감 효과가 뛰어난 석회석 3% + 제강슬래

그 2%를 안정화제로 사용하였다.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칼럼 용출수의 납농도는 시간에 따른 저감이 발생

하지 않아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치(0.1 mg/L)를 초과하였으나, 안정화제를 첨가한 경우 실험진행 1년부터 0.04 mg/L

이하를 유지하여 용출 저감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시험구의 경우, 60 일 이후에도 토

양수의 납 농도는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치보다 높은 0.38 mg/L이었으며, 구리의 농도는 0.69 mg/L를 나타내어 오염

*Corresponding author: heelee@pknu.ac.kr



256 이하정·이민희

토양으로부터 지속적인 중금속 용출이 일어나고 있었다. 안정화제를 첨가한 3 개의 시험구 중, 석회석 3% + 제강슬

래그 2%를 안정화제로 사용한 시험구의 용출 저감효과가 가장 뛰어나 20 일 이후부터는 구리와 납 모두 용출되지 않

았다. 시험구에 벼를 재배하여 부위별 중금속 농도를 분석한 결과, 벼의 성장에 따른 토양으로부터 구리와 납의 식물

전이는 뿌리가 가장 높았고, 잎(줄기포함), 쌀알 순이었다. 안정화제를 첨가한 시험구의 경우, 무처리 시험구보다 단위

중량당 구리, 납의 식물전이량이 75% 이상 감소하였다. 연구 결과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혼합한 안정화제 첨가에 의

해 오염토양으로부터 구리, 납의 용출이 감소할 뿐 아니라, 재배하는 식물로의 전이량도 대폭 저감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주요어 : 제강슬래그, 석회석, 식물전이, 토양 안정화, 토양 오염

1. 서 론

국내 수 백 여개의 폐금속광산 주변에 광폐석과 광

미(tailing)가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으며, 이들의 지표

노출과 주변 수계와의 접촉에 의한 주변 토양의 중금

속 오염이 심각하다(Lee et al., 1996; Kim et al.,

2002; Park and Lee, 2002; KMOE, 2005, KMOE,

2010). 특히 농경지 토양의 경우 오염에 따른 작물생육

장애 뿐 아니라 작물로의 중금속 전이에 의해 인간 건

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정확한 오염도 조사와

적절한 토양오염복원이 필요하다. 지난 10 여 년 간

환경부를 중심으로 폐금속광산 주변의 농경지를 대상

으로 오염 토양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를 통하여 잠재

적인 오염원을 파악하여 왔으며, 복원 우선순위를 선

정하여 오염토양 복원 사업을 수행하여왔다(KMOE,

2006). 국내 중금속 오염 농경지 토양을 복원하기위해

가장 많이 사용된 방법은 토양으로부터 중금속 용출을

억제하는 안정화(stabilization)방법으로,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질을 직접 제거(분리)하기보다는 토양 내 중금속

고정화를 유도하여 수계로의 용출을 최소화함으로써 오

염 확산을 방지하는 간접적인 복원방법이다(Conner

and Hoeffner, 1998; McGrath et al., 2006; Lee et

al., 2007; Udovic and Lestan, 2007; Janoš et al.,

2010; Kim et al., 2010). 안정화방법 적용 초기에는

가격이 저렴하여 기존 농경지에서 비료로 사용하여 왔

던 생석회(CaO: 'quick lime')와 소석회(Ca(OH)2:

'lime')를 안정화제로 주로 사용하였으나, 토양의 급격

한 pH 증가에 따른 작물생장 저해와 비산 문제가 심

각하여 이들을 대신하는 안정화제의 개발이 요구되었

다(Bothe and Brown, 1999; Lee et al., 2008). 석

회와 같이 풍부한 Ca를 제공하여 토양 내 중금속의

공침(sweep precipitation)과 재침전을 유도하지만, 입

상으로 제조가 쉽고 토양의 pH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

는 석회석(CaCO3)을 안정화제로 사용하는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제강슬래그(steel

making slag)를 안정화제로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 중

이다(Gupta et al., 1997; Koenig and Liu, 2002;

Xue et al., 2009; Lee and Jeon, 2010). 제강슬래그

는 선철이나 고철을 강으로 제조하는 제강공정 중에

발생하는 슬래그로 CaO, SiO2를 다량으로 함유하고 있

으나 토양오염에 해당하는 중금속은 거의 함유하고 있

지 않으며, 오히려 산화물의 형태로 철, 알루미늄, 마

그네슘, 망간 등을 함유하고 있어서 중금속을 토양 내

고정화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won and Kim, 1999; Dimitrova and Mehanjiev,

2000; Kim, 2002; Park et al., 2008). 중금속 오염

토양에 대한 석회석과 제강슬래그의 안정화 효과는 기

존에 보고된 적이 있으나, 대부분 실험실 규모의 배치

및 칼럼 실험 결과이며, 실제 오염 부지에서 현장 규

모로 수행된 연구는 매우 제한적이다(Lee et al., 2008;

Yun et al., 2010; Yang et al., 2011). 또한 대부분의

토양안정화 연구가 토양으로부터 용출되는 중금속의 농

도를 감소시키는데 집중되어, 안정화가 재배 작물로의

중금속 농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초

보적 단계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구리, 납으로 오염된 농경지 현장에

파일럿 규모의 안정화 시험구(testing ground)를 설치

하여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토양안정화 실증

시험을 수행함으로써 수계로의 구리, 납 용출 저감 효

과를 검증하고, 시험구에 벼를 재배하여 벼 성장 시간

에 따른 구리, 납의 식물전이를 측정함으로써 안정화

제 적용에 의한 식물전이량 감소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는 구리와 납으로 오염된 삼아광산 주변 농

경지(고성군 삼산면 미룡리 위치)를 대상으로 토양 특

성 규명 실험, 석회석 및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안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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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실험, 연속 칼럼실험, 파일럿 규모의 현장 실증시

험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2.1. 현장 실증시험을 위한 부지 선정 및 오염토양

특성 규명 실험

기존의 정밀조사 보고서에서 구리와 납이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삼아광산 주변 농경지 중, 현장

실사를 통하여 오염이 심각한 부지(937-3답, 937-4잡)

를 현장 실증 시험구 설치 부지로 선정하였다. 안정화

배치실험을 위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의 토양 시료 채

취 기준에 맞추어 현장 시험 부지 내 표토와 심토를

혼합하여 약 50 kg 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암석과 불순물을 제거한 후 30oC에서 건조하였으며,

토양시료의 기본적인 물리화학적 특성을 측정하였다.

분말상태의 토양 시료(230 mesh 이하)를 유리비드(glass

bead)에 성형한 후, X선 형광분석기(XRF: SHIMADZU-

1700)를 이용하여 주원소 성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total organic carbon analyzer(SHIMADZU, TOC-vcph)

를 이용해 토양시료의 TOC(total organic carbon: 총

유기탄소량)를 측정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의 pH 및

EC 측정은 국내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실시하였

으며, 토양 입도 분포량 측정은 200 mesh 이상의 경

우 자동체분석기를 사용하였고, 200 mesh 이하의 silt

와 clay 입자의 경우 Pipetting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토양시료의 입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미국농무성

(USDA)에서 제시한 토성삼각법(soil texture triangle)

으로 토성을 결정하였다.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따라

강산추출법(왕수를 이용한 전함량법)으로 전처리한 후

ICP/OES(Perkin Elmer, Optima 7500XL; 비소 분석

의 경우 비소기화장치 추가)를 이용하여 토양의 구리,

납, 카드뮴, 아연, 비소 농도를 분석하였다. (주)부흥석

회로부터 구입한 입상 석회석과 (주)미방산업에서 구입

한 입상 제강슬래그를 안정화제로 선정하였으며 2 종

류의 안정화제에 대하여 기본적인 물성시험과 함께

XRF 분석을 실시하여 중금속 고정효과에 유용한 원소

들의 함량을 파악하였다. 

2.2.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안정화 배치 실험

안정화제 종류별 구리, 납의 용출 저감 효과를 규명

하여 현장 실증 시험에 적용할 최적 안정화제 및 혼합

비율을 선정하기 위한 배치 실험을 실시하였다. 채취

한 토양 시료를 30oC에서 건조 시킨 후, 10 mesh 체

로 체거름하여 통과한 토양시료(직경 2 mm 이하)를

대상으로 안정화제의 첨가 농도를 달리하여 배치실험

을 실시하였다. 배치 및 현장 실험에 사용된 안정화제

는 직경 3-5 mm 크기의 입상을 사용하였다. 오염토양

대비 석회석과 제강슬래그의 첨가 비율은 각각 0.5, 1,

2, 5%를 유지하였으며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각각

1:1, 1:2, 2:1, 2:3, 3:2의 비율로 혼합한 안정화제를

첨가한 배치실험을 실시하였다. 안정화제+오염토(혼합

토)와 증류수의 혼합 비율을 1:5로 설정하였으며(Lee

et al., 2008; Lee and Jeon, 2010), 결과의 재현성을

위해 3회 반복 실험을 실시하였다. 배치실험에 적용한

안정화제 비율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안정화제를 각

각의 비율로 오염 토양에 첨가한 혼합토(안정화제+오

염토) 20 g 을 증류수 100 ml (1:5 비율)와 혼합하여

20oC, 30 rpm으로 1 시간 동안 항온진탕시킨 후, 상

등수를 채취하여 2000 rpm 으로 10 분 원심분리한 후

5B 필터지(Whatman 제품)를 통과한 상등액의 pH를

측정하고 구리, 납 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화제

를 첨가하지 않은 용출액의 중금속 농도 대비 안정화제

를 첨가한 혼합토로부터 용출한 농도를 %로 나타내어

안정화 효과(용출 저감 효과; stabilization efficiency)

를 정량화하였다.

2.3. 대형 칼럼실험

인공강우에 의한 안정화제 적용 오염토양의 중금속

용출 저감을 규명하기위한 1 차원 연속칼럼 실험을 실

시하였다. 인공강우 주입/배수 시스템과 격자형 하부

스크린과 밸브가 갖춰진 직경 15 cm, 높이 1 m, 두

Table 1. Amendment mass ratio (wt%) mixed with soil for

the batch experiment

Amendment type

Mass ratio (wt%) added 

Limestone
Steel 

making slag

Without amendment 0 0

Limestone 0.5 0

Limestone 1 0

Limestone 2 0

Limestone 5 0

Steel making slag 0 0.5

Steel making slag 0 1

Steel making slag 0 2

Steel making slag 0 5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1 1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1 2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2 1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2 3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3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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께 1 cm 의 대형 아크릴 칼럼을 이용하였다. 균일한

투수를 위해 칼럼 하부에 5 cm 두께의 조립토(직경

3-5 mm)를 충진하고, 배치실험 결과 가장 효율이 좋

았던 석회석 3%와 제강슬래그 2%의 비율로 안정화제

를 첨가한 오염토양 20 kg을 넣고, 그 위에 비오염토

와 조립토를 순서대로 30 cm와 5 cm 두께로 충진 하

였다(무처리 칼럼의 경우 오염토양 20 kg으로 만 충진).

실제 강우와 유사한 조건을 위해 증류수에 염산을 첨

가하여 pH를 5.5 ~ 6.0으로 조정하였고 오염부지와

가장 가까운 경남 고성의 기상청 자료를 참고하여 연

간 강수량을 1450.8 mm로 결정하였다. 하루를 1 년으

로 가정하여 10 일 동안(10 년 모사), 매일 7.69 L(연

평균 강수량의 30%를 칼럼의 면적을 고려하여 계산

한 값)의 인공강수를 12.8 ml/min의 속도로 10 시간

동안 칼럼 상부로부터 주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칼

럼은 Fig. 1에 나타나있다. 하부로부터 배출된 용액의

pH와 구리, 납 농도를 측정하여 안정화 공법 적용 전

과 후의 중금속 용출량 변화와 토양의 화학적 특성 변

화를 규명하였다.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무처리 오

염토양 시료를 이용한 칼럼실험을 반복하여 안정화제

를 적용한 칼럼실험 결과와 비교하여 안정화 효율을

규명 하였다.

2.4. 현장 실증시험

실험실 규모의 배치와 칼럼실험은 현장에서 일어나

는 비평형상태의 안정화 반응을 반영하기 어려우며, 대

상 토양의 규모의 차이가 커 오염현장에서의 안정화

결과와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오염 부

지에 파일럿 규모의 시험구를 제작하여 안정화 실증시

험을 실시하였다. 안정화제 종류와 비율에 따라 오염

농지에 총 4 개(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무처리구

포함)의 시험구를 설치하였으며, 각 시험구의 규모는

가로 2 m × 세로 2 m × 깊이 0.5 m이었다. 2011

년 6 월 1 일 굴착기를 이용하여 현장 부지 토양을

깊이 50 cm 이상 채굴한 후 각 시험구별로 적용할

안정화제량을 비율별로 계산하여 채굴한 오염토양과 혼

합하였다. 각 시험구는 정사각형으로 제작하였으며 합

판(2 cm 두께)을 이용하여 시험구 외벽을 70 cm 깊

이까지 차단하였다. 안정화제와 혼합한 토양을 시험구

내에 되묻음 하였고, 각 시험구 마다 PVC 파이프(내

경 2 cm)를 깊이 50 cm로 설치하여 시험구 하부로부

터 토양수를 양수펌프를 이용하여 벼 재배 90 일 동안

총 6 회(모내기 후 1 일, 15 일, 30 일, 45 일, 60

일, 90 일)채취하였다. 안정화제 무처리 시험구(이하

‘T1’로 명명)와 석회석 1%(이하 ‘T2’로 명명), 석회석

2% + 제강슬래그 1%(이하 ‘T3’로 명명), 석회석 3%

+ 제강슬래그 2%(이하 ‘T4’로 명명)를 오염토양에 첨

가한 총 4 개 시험구를 제작하였다. 시험구별 안정화

제 첨가량은 Table 2와 같다. 시험구에 설치한 PVC

파이프로부터 시간에 따라 채수한 토양수의 pH, EC,

TDS(total dissolved solids), ORP(oxidation reduction

potential)를 측정하여 안정화제 첨가에 의한 토양수의

특성변화를 관측하였고, 토양수의 구리, 납 농도를 분

Fig. 1. Schematic and photograph of the column experiment.

Table 2. Amendment mass mixed with soil in the testing ground for the field feasibility test

Type of testing ground
Amendment mass (kg) added for each testing ground

Limestone Steel making slag

T1 (without amendment) 0 0

T2 (limestone only) 24 0

T3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48 24

T4 (limestone + steel making slag) 72 48

* Bulk density of soil : 1,200 kg/m3

* Volume of each testing ground : 2 m × 2 m × 0.5 m = 2 m3

* Mass of contaminated soil in testing ground : 1200 kg/m3 × 2 m3 = 2400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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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함으로써 안정화제 첨가에 따른 중금속 용출 저감효

과를 계산하였다.

시험구 제작 2 주 후 각 시험구에 모내기를 실시하

여 벼를 재배하였다. 시험구에 모내기 전 묘판에서 채

취한 모 시료, 현장 시험구에서 재배한 벼의 뿌리, 잎,

낱알을 습식분석법(‘식품공전’ 제 10 일반시험법, 7. 식

품 중 유해물질 시험법, 7.1 중금속 시험법)으로 전처

리한 후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안정화제 첨가가 중

금속 식물전이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KFDA,

2000). 현장 실증 시험과정은 Fig. 2에 나타나있다.

3. 결과 및 토의

3.1. 현장 실증시험을 위한 부지 선정 및 오염토양

특성 규명 결과

 실증시험 부지에서 채취한 오염 토양과 안정화제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요약하여 Table 3에 나타내었다. 오

염토양 입도분석 결과 모래입자(직경 2 ~ 0.075 mm)

는 90.0%, 실트와 점토입자가 각각 7.9%, 2.2%를 차

지하여 토성(soil texture)은 ‘Sand(사토)’ 에 해당되었

다. 토양의 평균 pH는 8.09로 약알카리성을 나타내었

으며, 이는 부지가 해안가에 인접하여 있어서 해수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토양 시료의

TOC는 1.21%, CEC(cation exchange capacity: 양이온

교환능)는 12.4 cmolc /kg으로 일반 논토양보다 TOC

함량이 낮았으며, T-N(총질소)와 T-P(총인)는 0.085%,

559 mg/kg으로 논농사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

염토양의 평균 중금속 농도 분석 결과, 구리와 납의

농도가 각각 765 mg/kg, 932 mg/kg으로 농경지 기준

토양오염대책기준(구리: 450 mg/kg; 납: 600 mg/kg)

을 초과하였으며, 아연이 토양오염우려기준(300 mg/kg)

을 초과하였다. 비소와 카드뮴은 기준치 이하를 나타

내어 주 오염물질은 구리와 납으로 밝혀졌으며, 본 연

구에서는 구리와 납의 안정화 및 식물전이 효과에 대

한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강슬래그의 위해 중금속 농

도는 토양오염우려기준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나

Fig. 2. Photographs of the pilot scale feasibility test (a: excavation for the testing grounds; b: design for 4 testing grounds; c:

testing grounds with amendment; d: rice-planting on the testing ground; e: rice crop and f: wet extraction process for the rice

c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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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오염 토양의 안정화제로 제강슬래그를 사용

하는 경우 중금속 용출에 의한 오염은 거의 없을 것으

로 판단되었다. XRF를 이용한 오염토양의 평균 주성

분 원소 분석 결과, SiO2가 69%, Al2O3가 15%를 차

지하였으며, Fe-산화물과 CaO가 각각 7%와 3%로 나

타났다(Table 4). 석회석의 경우 탄산염 침전에 의한

중금속 공침 효과가 높은 칼슘의 함량이 97%를 차지

하였으며, 제강슬래그의 경우 칼슘은 32%, 산화물 형

성이 용이하여 중금속 용출 저감에 유리한 철, 알루미

늄, 마그네슘 및 망간의 함량이 전체의 47% 이상을

차지하였다.

3.2.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안정화 배치실

험 결과

석회석 및 제강슬래그를 안정화제로 이용한 오염토

양의 안정화 배치 실험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토양의 구리와 납 용출 농

도는 0.23 mg/L와 0.15 mg/L로, 납의 경우 지하수

Table 3.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contaminated soil and amendments

pH
TOC

(%)

CEC

(cmolc/kg)

T-N

(%)

T-P

(mg/kg)

Soil 

texture

Heavy metal concentration (mg/kg)

Cu Pb Zn As Cd

Before 

feasibility 

test

Contaminated 

soil
8.09 1.21 12.4 0.085 559 Sand 765.12 931.51 341.88 17.37 n.d.

Steel making 

slag
10.30 n.d. ND n.d. n.d. ND 0.02 0.01 n.d. 0.14 n.d.

Limestone 8.44 n.d. ND n.d. n.d. ND ND ND ND ND ND

After 

feasibility 

test

Contaminated 

soil
8.14 1.24 12.9 0.082 493 Sand ND ND ND ND ND

* Data represent the average value from 5 testing grounds.

* ND : No data

* n.d. : < detection limit

Table 4. Results of XRF analysis for soil and amendments

Component

Mass ratio (%)

Contaminated 

soil
Limestone

Steel 

making slag

SiO2 69.18 0.36 16.43

Al2O3 14.50 0.22 6.29

Fe2O3 6.53 0.28 32.29

CaO 2.90 97.12 31.47

K2O 2.64 0.04 0.06

MgO 1.98 1.73 6.02

TiO2 0.75 - 0.82

MnO 0.38 - 3.97

Na2O 0.34 0.06 -

P2O5 0.30 - 2.03

SO3 0.20 0.05 0.22

CuO 0.10 - -

PbO 0.07 - -

ZnO 0.06 - -

SrO - 0.14 -

Cr2O3 0.04 - 0.18

ZrO2 0.02 - -

Total 99.99 100.00 99.76

* "-" represents < 0.01%

Fig. 3. Results of batch experiments by using amendments

(L: limestone; S: steel making slag; Number : % of added

ame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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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 기준(0.1 mg/L)를 초과하였다. 석회석 0.5%

의 첨가만으로도 용출액의 구리 농도는 안정화제를 첨

가하지 않은 경우보다 77% 감소하였으며, 5% 석회석

첨가 시 80%의 농도 감소를 나타내어 오염토양으로부

터 구리를 안정화하는 효과가 높았다. 제강슬래그의 경

우 석회석보다 구리 용출 저감효과가 매우 낮게 나타

났는데, 2% 이하 첨가 시 구리 농도 감소는 30% 이

하를 나타내었고 5%를 첨가하는 경우 안정화효율은

51%를 나타내었다.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혼합하여

첨가한 경우 구리 농도는 첨가하는 양과 관계없이

85% 이상 감소하여 혼합한 안정화제의 효율이 단일종

을 사용한 경우보다 높았다[Fig. 3(a)]. 납의 경우에는

석회석 0.5% 첨가에 의해 용출 농도는 37% 감소하였

으며, 5% 첨가 시 59% 감소하여 석회석의 납 안정화

효과는 구리보다 낮았다. 제강슬래그 0.5%를 첨가한

경우 용출 농도는 75% 감소하였으며, 5%를 첨가 시

89% 감소함으로써, 납의 경우 제강슬래그가 석회석보

다 안정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나타났다[Fig. 3(b)].

첨가된 제강슬래그에 의해 토양수의 pH가 8 이상으로

증가하면서 철과 칼슘 중심의 수산화물로 고정되어 안

정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구리보다 납의 제거효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pH 8-10 범위에서 구리보다는

납이 고상으로 고정화되는 안정화 능력이 더 좋기 때

문으로 판단된다(Sparks, 1995).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혼합하여 첨가한 경우 제강

슬래그의 안정화 효율과 비슷한 73-83% 안정화 효율

을 나타내었다. 배치실험 결과 오염토양으로부터 구리

와 납을 모두 안정화하기위해서는 단일종의 안정화제

보다 두 안정화제를 혼합하여 첨가하는 경우 제거효율

을 높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안정화 효율과 비

용 측면을 고려하면 석회석 3% + 제강슬래그 2%를

사용하는 경우 두 중금속의 용출 저감 효과가 가장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3.3. 대형 칼럼실험 결과

연속칼럼 하부로 부터 배출된 용출수의 pH 및 구리,

납 농도 값의 변화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안정화제

첨가 후 5 년 모사 기간 동안 안정화제 첨가에 의한

토양수의 pH 변화는 거의 없었으며[Fig. 4(a)], 두 칼

럼 모두 용출수의 pH는 7.5-8.2 사이를 유지하여, 안

정화제 첨가에 따른 pH 변화가 농지 작물 재배 환경

이나 주변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판

단되었다.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칼럼 하부 용출수의 구리

농도는 초기에는 0.078 mg/L이나 점차 감소하여 5 년

후에는 0.031 mg/L로 낮아졌으며, 이는 토양의 완충능

력 결과로 판단된다. 안정화제를 첨가한 경우에도 시

간에 따라 구리 농도는 감소하였으나 5 년 후에는

0.010 mg/L를 나타내어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토

양보다 용출저감 효과는 3 배 높았다[Fig. 4(b)]. 안정

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경우 용출수의 납 농도는 큰 저

감효과를 보이지 않으며, 평균 지하수 생활용수 기준

치(0.1 mg/L)를 초과하였다. 안정화제를 첨가한 칼럼의

Fig. 4. Results of the column experiments to immobilize

Cu and Pb.



262 이하정·이민희

경우 용출수의 납농도는 안정화제 처리 후 1년부터

0.04 mg/L 이하를 유지함으로써 빠른 안정화 효과(안

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칼럼 대비 78% 농도 감소)를

나타내어, 오염토양 내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혼합한

안정화제의 납 고정 효과가 매우 높았다.

3.4. 현장 실증시험 결과

총 4 개의 시험구(무처리구 포함) 50 cm 하부에서

PVC(polyvinyl chloride) 파이프를 통하여 채수한 토양

수의 pH 및 구리, 납 농도 값의 변화를 Fig. 5에 나

타내었다.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무처리구(T1) 토

양수의 pH는 7.71-7.94를 유지하였으며, 안정화제를 첨

가한 모든 시험구(T2, T3, T4)에서 안정화제 첨가 초

기에는 pH가 8보다 약간 높았으나 처리 40 일 후부

터는 무처리구 토양수와 비슷한 pH를 나타내어 안정

화제 첨가에 의한 현장부지의 pH 변화는 거의 없었다

[Fig. 5(a)]. 토양수의 구리 농도는 초기에는 4 개 시험구

모두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나(T1의 농도가 0.70 mg/L

로 가장 높았음), 안정화제를 첨가한 시험구의 경우 처

리 20 일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0.02 mg/L 이하

를 유지함으로써 안정화제 첨가에 의한 구리의 용출

저감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무처리구의 경우

에는 60 일 이후에 토양수의 구리 농도가 0.69 mg/L

로 다시 증가하였는데, 이는 토양의 이온교환능력에 의

한 완충효과에 의해 구리 용출 저감효과가 지속적으로

일어나지 않고 있음을 의미한다[Fig. 5(b)]. 납의 경우

에도 시험 10 일에는 4 개 시험구 모두 토양수의 납

농도가 생활용수 허용치(0.1 mg/L)보다 높게 나타났으

며, 이 중 무처리구의 농도는 1.5 mg/L로 안정화제

처리 시험구 보다 2 배 이상 높았다. 안정화제를 첨가

한 3 개 시험구는 처리 20 일부터 안정화 효과가 나

타나 토양수의 납 농도가 측정한계(0.01mg/L) 이하로

나타났으나, 무처리 시험구의 경우 60 일 이후에도

0.38 mg/L를 나타내 기준치를 초과하였다[Fig. 5(c)].

시험구를 이용한 현장 실증시험 결과 T4(석회석 3%

+ 슬래그 2% 첨가) 시험구의 경우 구리와 납에서 처

리 20 일 이후부터 안정화 효과가 높게 나타나 토양수

로부터의 중금속 용출이 거의 발생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4 개의 시험구(무처리구 포함)에서 모내기를 실시한 후

벼의 성장 시간에 따른 구리와 납의 식물전이 분석 결과

를 Table 5에 나타내었다. 벼의 성장에 따른 단위 무게

당 구리와 납의 전이량은 뿌리가 가장 높았고, 잎(줄기

포함)과 쌀알 순이었다. 모내기 전 묘판에서 채취한 벼

의 구리, 납의 초기농도는 각각 3.98과 1.24 mg/kg으

로 낮았으나, 안정화제를 첨가하지 않은 무처리 시험

구에 모내기하여 15 일 경과한 벼 뿌리의 구리와 납의

농도는 170.23과 278.68 mg/kg으로, 오염토양으로부터

다량의 중금속 전이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안

정화 처리한 3 개의 시험구에서 성장한 벼 뿌리의 구

리, 납농도는 무처리 시험구와 비교했을 때 최대 1/5

이하로 낮게 나타나 (15 일 재배 후 T1과 T2 시험구

벼 뿌리의 납농도 비교), 안정화제 첨가에 의해 중금속

의 식물전이가 상당히 감소했음을 알 수 있었다. 벼가

Fig. 5. Results of the pilot scale test for 4 testing

grounds(T1, T2, T3 and T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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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함에 따라 모든 시험구에서 뿌리의 중금속 농도는

감소하였으며, 쌀알이 여무는 80 일 이후에는 무처리

시험구의 경우 벼 뿌리의 구리와 납농도는 각각 22.41

과 25.71 mg/kg으로 감소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안

정화제 처리구에서 재배된 벼 뿌리의 구리농도는 모두

5 mg/kg 이하를 나타내었고, 납농도는 T3와 T4의 경

우 5 mg/kg을 나타내어, 안정화제 첨가에 의해 토양으

로부터 뿌리로의 중금속 전이가 재배 기간 동안 지속

적으로 저감됨을 알 수 있었다. 벼의 뿌리를 제외한

부분(잎과 줄기)의 구리, 납 농도 결과도 뿌리의 중금

속 전이 결과와 유사하였다. 무처리 시험구에서 성장

한 벼의 쌀알(모내기후 80 일 경과)의 구리와 납농도

는 각각 0.109와 0.043 mg/kg으로 농산물의 중금속

허용기준(납: 0.2 mg/kg)보다 낮아(KFDA, 2000), 오

염토양에 벼를 재배하는 경우에도 산출되는 쌀알의 위

해성은 적은 것으로 밝혀졌다. 안정화제로 처리한 시

험구 모두에서 산출된 쌀알의 구리와 납농도는 무처리

시험구에서 생산된 쌀알보다 낮았으며, 특히 T2와 T4

시험구의 경우 쌀알의 납농도는 0.01 mg/kg 이하(기준

치의 1/20 이하)를 나타내었다. 실험 결과로부터 안정

화제 첨가에 의해 오염토양으로부터 중금속 용출이 감

소할 뿐 아니라, 식물로의 전이도 저감하는 효과가 있

음을 입증할 수 있었다. 

4. 결 론

본 연구를 통하여 도출된 결론은 아래와 같다. 

(1)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배치실험의 경우

석회석 0.5% 첨가만으로 오염토양으로부터 구리 용출

은 77% 감소하여, 석회석의 구리 용출 저감 효과가

높았으나 납의 경우에는 5% 첨가에 의해서도 60%의

비교적 낮은 용출 저감 효과를 나타내었다. 제강슬래

그를 이용한 경우 0.5% 첨가만으로 납의 용출이 75%

감소하여 구리보다 납 용출 저감 효과가 높았다. 석회

석과 제강슬래그를 혼합한 경우, 구리와 납 모두에서

용출 저감 효과가 뛰어나 3% 석회석 + 2% 제강슬래

그 첨가에 의해 85% 이상 저감할 수 있었다. 

(2) 3% 석회석 + 2% 제강슬래그를 첨가한 연속

칼럼실험 결과 1 년 이내에 안정화 효과가 나타나 용

출수의 구리와 납 농도 모두 0.04 mg/L 이하로 유지

되었다.

(3) 4 개의 시험구를 사용하여 안정화제 첨가에 의

한 중금속 용출 저감 현장 실증 시험 결과 토양수의

pH 증가가 거의 없으며, 3% 석회석 + 2% 제강슬래

그를 첨가한 시험구(T4)의 경우 용출 저감 효과가 가

장 뛰어나 20 일 이후에는 구리와 납이 거의 용출되지

않았다. 

(4) 시험구에서 재배한 벼의 중금속 전이 효과를 측

정한 결과, 구리의 경우 뿌리, 잎(줄기포함), 쌀알 모두

에서 석회석만을 첨가한 경우(T2) 저감효과가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납의 경우에는 뿌리의 경우에는 2% 석

회석 + 1% 제강슬래그를 첨가한 경우(T3), 잎(줄기포

함)과 쌀알의 경우 3% 석회석 + 2% 제강슬래그를

첨가한 시험구(T4)에서 식물전이 저감 효과가 높게 나

타났다.

(5) 안정화 실험 결과로부터 구리와 납으로 오염된

본 농경지 토양의 경우, 토양 pH 변화, 중금속 용출,

벼로의 식물전이 효과를 모두 고려하여, 3% 석회석 +

Table 5. Results for the rice plant accumulation of Cu and Pb in the pilot scale test

Part of 

rice crop

Growth 

time (day)

Average con. of Cu (mg/kg) Average con. of Pb (mg/kg)

T1 T2 T3 T4 T1 T2 T3 T4

Root

15 170.23 40.30 87.63 62.46 278.68 49.58 97.96 112.00 

30 103.26 39.73 73.93 85.79 98.56 32.66 70.57 45.99 

50 76.84 69.83 33.02 27.51 45.10 31.61 20.25 14.72 

80 13.93 3.15 3.35 4.75 17.34 22.55 1.91 3.63 

115 22.41 7.34 4.05 11.09 25.71 9.76 4.55 11.84 

Leaves + stem

15 27.79 14.26 14.43 11.28 32.67 15.85 13.21 8.26 

30 4.16 6.41 4.01 6.22 4.47 7.85 5.36 3.69 

50 4.64 4.75 4.53 3.88 7.95 5.23 4.78 4.52 

80 0.45 0.67 0.26 0.29 3.25 0.44 0.13 0.13 

115 0.11 0.07 0.10 0.10 0.04 n.d. 0.08 0.01 

Rice grain 80 0.11 0.07 0.10 0.10 0.04 n.d. 0.08 0.01

* Initial Cu and Pb concentrations of the rice crop before rice-planting (0 day) were 3.98 and 1.24 mg/kg, respectively. 

* n.d. : < detection limit (0.001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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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강슬래그 첨가 시 토양 안정화 효율이 가장 좋

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 사

이 논문은 2011년도 부경대학교 기성회지원사업에

의하여 연구되었음(C-D-2011-0191). 논문을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신 익명의 심사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본

연구를 위해 오염 농경지를 제공하여 주고 시료 채취

에 협조하여주신 ‘준엔지니어링’ 회사에 감사드립니다.

참고문헌

Bothe, J.V. and Brown, P.W. (1999) Arsenic immobili-
zation by calcium arsenate formation. Environ. Sci.
Technol., v.33, p.3806-3811.

Conner, J.R. and Hoeffner, S.L. (1998) The history of sta-
bilization/solidification technology. Crit. Rev. Environ.
Sci. Technol., v.28, p.325-396.

Dimitrova, S.V. and Mehanjiev, D.R. (2000) Interaction of
blast-furnace slag with heavy metal ions in water
solutions. Wat. Res., v.34, p.1957-1961.

Gupta, V.K., Rastogi, A., Dwivedi, M.K. and Mohan, D.
(1997) Process-development for the removal of zinc
and cadmium from waste-water using slag–a blast-fur-
nace waste material. Separation Science and Tech-
nology, v.32, p.2883-2912.

Janoš, P., Vávrová, J., Herzogová, L. and Pila ová, V.
(2010) Effects of inorganic and organic amendments
on the mobility (leachability) of heavy metals in con-
taminated soil: A sequential extraction study. Geo-
derma, v.159, p.335-341.

Kim, K.R., Park, J.S., Kim, M.S., Koo, N.I., Lee, S.H.,
Lee, J.S., Kim, S.C., Yang, J.E. and Kim, J.G. (2010)
Changes in heavy metal phytoavailability by appli-
cation of immobilizing agents and soil cover in the
upland soil nearby abandoned mining area and sub-
sequent metal uptake by red pepper. Korean J. Soil
Sci. Fert., v.43, p.864-871.

Kim, M., Ahn, K. and Jung, Y. (2002) Distribution of inor-
ganic arsenic species in mine tailings of abandoned
mines from Korea. Chemosphere, v.39, p.307-312.

Kim, T.H. (2002) Recycling of steel slag.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v.5, p.14-18.

KFDA(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0)
MRS for Pesticides in Foods.

KMOE(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05) Gen-
eral soil investigation for abandoned heavy metal
mines in Kyungsang Province; Final report.

KMOE(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06) Eval-
uation of the remediation ranking system in the
report "Soil pollution state for abandoned heavy metal
mines"; Final report.

KMOE(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010) General
investigation of 20 abandoned asbestos-mines, Korea;
Final report.

Koenig, A. and Liu, L.H. (2002) Use of limestone for pH
control in autotrophic denitrification: continuous flow
experiments in pilot-scale packed bed reactors. Jour-
nal of Biotechnology, v.99, p.161-171.

Kwon, S.D. and Kim, S.J. (1999) A study of on the treat-
ment of the acid mine drainage using the steel mill
sla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Groundwater
Environment, v.6, p.206-212

Lee, M., Paik, I.S., Kim, I.S., Kang, H.M. and Lee, S.H.
(2007) Remedi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ed
groundwater originated from abandoned mine using
lime and calcium carbonate.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144, p.208-214.

Lee, M., Lee, Y.S., Yang, M.J., Kim, J.S. and Wang, S.K.
(2008) Lime (CaO) and limestone (CaCO3) treatment
as th stabilization process for contaminated farmland
soil around abandoned mine, Korea. Eco. Environ.
Geol., v.41, p.201-210.

Lee, M. and Jeon, J.H. (2010) Study for the stabilization
of arsenic in the farmland soil by using steel making
slag and limestone. Eco. Environ. Geol., v.43, p.305-
314.

Lee, T.J., Kim, K.C., Shin, I.C., Han, K.S., Shim, T.H.,
Ryu, M.J. and Lee, J.K. (1996) Survey on the contents
of trace heavy metals in agricultural products of Gang-
won-do. Rep. Inst. Health Environ., v.7, p.75-87.

McGrath, S.P., Gray, C.W., Dunham, S.J., Dennis, P.G. and
Zhao, F.J. (2006) Field evaluation of in situ remedi-
ation of a heavy metal contaminated soil using lime
and red-mud. Environmental Pollution, v.142, p.530-
539.

Park, D.H., Lim, S.R., Lee, H.W. and Park, J.M. (2008)
Mechanism and kientics of Cr(VI) reduction by waste
slag generated from iron making industry. Hydro-
metallurgy, v.93, p.72-75.

Park, J.S. and Lee, M.K. (2002) A study on contents of
heavy and trace metal of the agricultural products
around miners located in Chollanamdo. Korea J. Food
Nutr., v.15, p.64-69.

Sparks, D.L. (1995) Environmental soil chemistry, Aca-
demic Press, CA, p267.

Udovic, M. and Lestan, D. (2007) The effect of earth-
worms on the fractionation and bioavailability of
heavy metals before and after soil remediation. Envi-
ron. Pollut., v.148, p.663-668.

Xue, Y., Hou, H. and Zhu, S. (2009) Competitive adsorp-
tion of copper( ), cadmium( ), lead( ) and zinc( )
onto basic oxygen furnace slag. Journal of Hazardous
Materials, v.162, p.391-401.

Yang, J.E., Oh, S.J., Kim, S.C., Yoon, H.S., Kim, H.N.,
Kim, T.H., Yeon, K.H., Lee, J.S. and Hong, S.J. (2011)
Evaluating heavy metal stabilization efficiency of
chemical amendment in agricultural field: field exper-
iment. Korean J. Soil Sci. Fert., v.44, p.1052-1062.

Yun, S.W., Jin, H.G., Kang, S.I., Choi, S.J., Lim, Y.C. and
Yu, C. (2010) A comparison on the effect of soil
improvement methods for the remediation of heavy
metal contaminated farm land soil. Journal of the
Korean geotechnical society, v.26, p.59-70.

2012년 3월 23일 원고접수, 2012년 5월 29일 게재승인

r

ê

 ∏  ∏  ∏  ∏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9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9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