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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날로 그 발생량이 증가하고 있는 산성광산배수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하여 수행되었으며,

슬러지의 주성분인 수산화철[Fe(OH)3]이 중금속에 대한 흡착 능력이 우수한 점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광해방지용 중금속흡착제의 제

조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먼저 슬러지의 물성파악을 위하여 슬러지의 화학조성, 광물조성, 입도, 형상 등을 조

사하였고 슬러지 첨가량, 시간, pH, 중금속 농도, 소결온도에 따른 중금속 종별 흡착능을 조사 검토하였다. 

주제어 : 산성광산배수, 슬러지, 재활용, 중금속, 흡착

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for the purpose of obtaining basic data to utilize the AMD sludge as sorbent for heavy metal ions.

The sludge from the treatment process of Acid Mine Drainage mainly consists of fine iron hydroxide or iron oxide hydrate and

calcite, and the fine iron hydroxide or iron oxide hydrate has a property of adsorbing heavy metal ions. In this study, we inves-

tigated the physical property of the AMD sludge like as mineral composition, particle size and shape and chemical composition

and also investigated the influence of dosage of sludge, adsorbing time, pH, initial concentration and sintering temperature on

the adsorption of heavy metal ions.

key worlds : AMD, sluge, utilize, heavy metal, sorbent

 

 

1. 서 론

2006년 한국광해방지공단에서 수행한 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에서는 150여개의 폐탄광으로부터 매일 10만

톤 이상의 산성광산배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들의 환

경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들을 처리

하기 위한 시설물의 설치를 계획하고 있다.1) 

산성광산배수의 처리를 위하여 고려되고 있는 기술들

은 소석회 중화법,2) 전기정화법, SAPS(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등이 있으며 이들은 모두

철수산화물(또는 철산화물의 수화물)을 주로 하는 슬러

지를 발생시키는 공통점을 갖는다. 

이들 슬러지는 지금까지는 매립시설에서 매립처리하

거나 시멘트 부원료로만 활용되고 있으나 발생 슬러지

를 보다 고부가가치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연구

들이 진행되고 있다.3-7)

본 연구에서는 소석회 중화법을 사용하는 함태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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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내수 처리시설에서 발생하는 슬러지와 전기정화법을

사용하는 나전광산 슬러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함태탄광 갱내수 처리시설은 산성광산배수에 소석회

를 첨가함으로써 용존하는 금속이온(주로 Fe3+)들을 수

산화물 침전의 형태로 제거하고 있으며 하루 동안 Fe

57.8 ppm의 함백갱 유출수 3774톤과 Fe 37.8 ppm의

수갱 유출수 1226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함수율이

80%인 슬러지가 5톤/일 정도 발생한다.8) 

나전탄광 처리장의 경우는 3,000 m3/day의 처리 용량

을 가지나 아직까지 정상적으로 운전되고 있지 않아 슬

러지 발생량은 45톤/년 정도에 불과하다.1) 

본 연구의 목적은 산성광산배수 처리과정에서 발생되

는 슬러지를 재활용하기 위한 기술의 개발이며, 그 중

에서도 특히 슬러지의 주성분인 수산화철Fe(OH)3이 중

금속에 대한 흡착능력이 우수한 특성을 이용하여 슬러

지를 중금속흡착제의 원료로 활용하기 위한 기초 자료

를 얻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먼저 슬러지의 물성파악을 위하여 슬러

지의 화학조성, 광물조성, 입도, 형상 등을 조사하였고

온도, pH, 슬러지첨가량에 따른 중금속 종별 흡착능을

측정하였다. 다음으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대상

으로 슬러리의 중금속 고정화 능력을 조사하였다. 

2. 실험 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AMD 처리 슬러지는 함태 AMD

처리장과 나전 AMD 처리장에서 채취하였으며 각 처리

장의 개요를 Table 1과 2에 각각 나타내었다.

함태 AMD 처리장이 시설은 2004년 10월에 준공되

었으며, 유입수를 소석회와 반응시켜 중화함으로써

AMD 내에 용존하는 금속 이온들을 수산화물 형태로

만들고 이들을 침전조에서 침전시켜 회수하고 상등액을

방류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나전 AMD 처리장은 전기화학적 방법에 의해 용존

하는 금속 이온들을 산화(또는 환원)시켜 산화물이 형

성되도록 한 다음 제거하는 방식이며 아직까지는 안정

적으로 운영되고 있지 못하다.

채취한 시료는 5일 동안 풍건한 후 20 kg씩을 건조

기에서 105로 건조한 다음 균일하게 혼합하고 밀봉용

기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용액 내에 용존하는 금속의 농도는 ICP-AES로

분석하였으며 Varian 사의 Vista pro 모델을 사용하였

다. 미립자의 형상은 JEOL사 JSM-5410 SEM으로 관

찰하였고, 광물의 조성은 Rigaku D/Max 2500 XRD로

분석하였다. 

중금속 용출시험은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시험방법

을 준용하였으며, 진폭이 5 cm인 진탕기의 속도를 200

회/분으로 고정하여 사용하였다. 진탕기의 온도는 20로

고정하였고, 진탕시간은 6시간으로 하였다. 진탕이 끝난

시료는 3,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등액

을 채취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슬러지의 중금속 흡착실험도 진탕시험과 동일한 장치

Table 1. Status of hamtae AMD treatment plant

Title
water flow

(m3/day)

Water Quality (mg/l)
Remarks

pH Fe Al Mn

Raw water
water flow (m3/day)

5,000
5.85 57.8 9.9 6.5

Average of 2006shaft 6.55 37.8 0.0 3.8

Treated water 5,000 7.69 1.3 0.1 1.6

*Tot. Area: 5,775, water flow(dry season: 3,000m3/day, rainy season: 8,000m3/day)

Table 2. Status of najeon AMD treatment plant

Title water flow (m3/day)
Water Quality (mg/l)

Remarks
pH Fe Al Mn

Raw water
West level

1,506
6.66 25.76 0.00 1.21

Average of 2006East level 6.73 4.90 0.01 1.00

Treated water 1,506 7.67 1.62 0.01 0.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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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방법을 사용하였으나 진탕시간은 2시간을 기준으로

하였고, 용액의 부피는 200 ml로 하였다. 

중금속 흡착실험을 위한 시험용액은 시약들(PbCl2,

60%-Arsenic acid solution, CrCl3·6H2O, CuCl3·2H2O,

Cd(NO3)2·4H2O)을 사용하여 각 중금속의 농도가 각각

10 mg/l가 되도록 조제하여 사용하였다.

슬러지를 중금속오염 토양에 혼합할 경우 어느 정도

의 중금속 고정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동명 및 세우광산 지역의 대표적 오염토를 대상으로

Sobek 방법9)에 의한 단계별 용출 시험을 수행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3.1. 슬러지의 물성

건조된 슬러지를 압축 펠릿으로 만든 다음 XRF를

이용하여 주요 성분의 함량을 측정하였고, 이와 별도로

1 g의 건조 분말 시료를 질산에 용해시킨 다음 ICP로

중금속 농도를 측정하였다. Table 3의 분석결과에서 함

태슬러지는 CaO와 Fe2O3를 주성분으로 하며 각종 중

금속의 농도는 46~118ppm이고 나전슬러지의 경우는

Fe2O3 함량이 84.2%로 매우 높고 중금속 중에서는 비

소의 함량이 가장 높은 특징을 보인다. 

두 슬러지의 SEM사진을 나타낸 Fig. 1에서는 두 시

료 모두 0.2 µm 이하의 미립자들이 응집한 상태로 존

재함을 보이며, 나전슬러지가 비교적 균일한 0.05~

0.2 µm입자들로 구성되었음을 보인다.

두 슬러지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나타낸 Fig. 2에

서는 함태슬러지의 경우 탄산칼슘의 회절선 만이 관찰

되고 수산화철의 회절선은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이는

중화반응을 위하여 첨가된 소석회의 칼슘성분이 산성배

수에 용존하는 탄산(혹은 중탄산)이온과 반응하여 결정

질의 탄산칼슘으로 침전함을 의미하며, 탄산칼슘과 함

께 공침하는 수산화철은 결정화되지 못하고 비정질로

존재함을 의미한다.

증금속 용출 시험 결과를 나타낸 Table 4에서는 중

성뿐만 아니라 산성의 용액에서도 중금속은 거의 용출

되지 않으며 Cd 만이 극미량 용출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중금속 함량이 30 ppm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용출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것은 슬러지의 중금속 흡착

능력이 우수하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3.2. 중금속 흡착 특성

5종의 중금속 농도가 각각 10 mg/l가 되도록 조제한

시험용액 200 ml에 슬러지를 0에서 10 g 까지 변화시키

면서 첨가하여 슬러지 첨가농도가 0~5g/100ml가 되도

록 하고 2시간 동안 진탕하였다. 진탕이 끝난 슬러리의

pH를 측정하고 나서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채취하고

중금속 농도를 분석하여 Fig. 3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결과 중 pH 변화 곡선을 살펴보면 슬러지의 첨가량이

증가함에 따라 pH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는 두 슬러지 모두 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이 우수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ludge samples

Title
Major Elements(%) Heavy Metal(ppm)

SiO2 Al2O3 Fe2O3 CaO MgO Na2O K2O Cu Cr As Pb Cd

Hamtae 2.65 1.87 37.1 48.9 1.04 0.38 0.29 46 118 95 68 52

Najeon 7.07 0.25 84.2 4.56 0.19 0.24 0.15 37 77 233 61 35

Fig. 1. SEM Images of sludge samples.

Fig. 2. XRD pattern of sludg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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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의미한다. 그 중에서도 함태슬러지의 경우 0.2 g만

첨가하여도 pH가 6이상으로 급격히 상승하여 중화능력

이 매우 우수함을 나타내었다. 이와 같이 중화능력에 차

이가 발생한 것은 함태슬러지의 경우 미세한 탄산칼슘

과 수산화철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 중화반응에 대한 활

성이 높기 때문이고, 나전 슬러지의 경우는 조성물의 대

부분을 차지하는 철화합물이 수산화철 형태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보다 활성이 떨어지는 철산화물의 수화물

(FeO(OH)·nH2O) 등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중금속 잔류농도를 살펴보면 Pb의 경우 두 슬러지

모두에서 슬러리의 pH가 6이상이 되는 첨가량인 0.1 g/

100 ml(함태)와 0.6 g/100ml(나전) 이상이 되면 잔류 농

도가 0이 되어 완전히 제거됨을 알 수 있다. 

비소의 잔류농도를 살펴보면, 함태슬러지의 경우 첨

가량이 0.1 g/100 ml 일 때 잔류농도 1.48 mg/l 에서

첨가량이 5 g/100 ml 일 때 잔류농도 0.04 mg/l을 나타

내어 슬러지의 첨가량과비례하여 흡착농도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였다. 나전슬러지의 경우는 첨가량 0.1 g/100 ml 일

때 잔류농도가 0.40 mg/l로 매우 우수한 흡착능력을 나

타내었으나 그 이상의 첨가에서는 첨가량 증가에 따른

흡착량의 증가는 둔화되어 5 g/100 ml의 첨가량에서 그

잔류농도는 0.25 mg/l를 나타내었다. 

카드뮴의 잔류농도 변화곡선에서는 두 슬러지 모두에

서 첨가량이 1 g/100ml가 될 때 까지는 잔류농도가 급

격히 감소하지만 그 이후는 완만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 두 슬러지 중 함태슬러지가 흡착능력이 더 우수

하여 5 g/100ml의 첨가량에서 0.01 mg/l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고 나전슬러지는 5 g/100ml의 첨가량에서

0.05 mg/l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다.

구리의 경우도 카드뮴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였으

며, 함태슬러지의 경우 0.1 g/100 ml의 첨가량에서

0.10 mg/l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고, 5 g/100ml의 첨가

량에서 0.02 mg/l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다. 나전슬러지

의 경우 pH가 3이하를 나타내는 첨가량인 0.2 g/100 ml 까

지는 흡착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으나 그 이상의 첨가량

에서는 급격하게 잔류농도가 감소하여 1 g/100 ml의 첨가

량에서 0.03 mg/l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고, 5g/100ml의

첨가량에서 0.01 mg/l의 잔류농도를 나타내었다. 

크롬의 경우도 첨가량의 증가에 따라 잔류농도가 감

소하는 경향은 동일하였으나 두 슬러지 모두에서 다른

중금속에 비하여 가장 높은 잔류농도를 나타내어 흡착

Fig. 3. The variation of residual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fter adsorbing on sludge as a function of dosage of sludge. 

Table 4.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extracted at various conditions from sludge

Solution Label pH Pb As Cd Cu Cr 

Najeon Sludge

6.5 ND 0.005 0.016 ND ND

2.8 ND ND 0.014 ND ND

4.0 ND ND 0.009 ND ND

Hamtae Sludge

6.5 ND ND 0.011 0.005 0.000 

2.8 ND ND 0.012 ND 0.001 

4.0 ND ND 0.009 ND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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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이 저조함을 보였다. 그러나 이 경우도 1 g/100 ml

이상 첨가하면 청정지역을 제외한 지역의 배출허용 기

준치인 2 mg/l를 만족시킨다.

Fig. 4의 시간에 따른 중금속 잔류농도 변화곡선에서

는 두 슬러지 모두에서 모든 중금속이 30분 이내에 흡

착평형에 도달함을 보인다. 이는 원심분리 시간이 30분

인 점을 고려하더라도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시간은 70

분 이내 임을 의미한다. 

pH에 따른 중금속 이온의 잔류농도를 나타낸 Fig. 5

의 결과에서 Pb는 두 슬러지 모두에서 pH 5이상의 용

액에서 잔류량이 0이 되어 완전히 흡착 제거됨을 나타

내었다. 

비소의 경우는 두슬러지 모두에서 pH 3~5의 영역에

서 잔류농도가 최소가 되는 공통점을 나타내었고, 함태

슬러지가 나전슬러지에 비하여 더 낮은 잔류농도를 나

타내어 비소 흡착능이 우수함을 보였다.

카드뮴, 구리, 크롬이온의 경우도 두 슬러지 모두에서

pH의 증가에 따라 잔류농도가 감소하는 공통적인 경향

을 보이며, 그 중에서도 특히 나전슬러지가 pH의 증가에

따른 잔류농도가 감소가 더욱 현저한 특징을 보인다. 

슬러지의 첨가량을 1 g으로 고정하고 각 중금속의 초

기 농도를 0.5 mg/l에서 360 mg/l까지 변화시켜 중금속의

잔류농도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결과에서 소정의 농도 이하에서는 초기농도의

증가에 따라 잔류농도가 거의 일정하거나 약간씩 만 증

가하다가 그 농도 이상이 되면 잔류 농도가 급격히 증

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는 슬러지 별로 중금속의 종

류에 따라 흡착한계 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된다. 함태슬러지의 경우 잔류농도가 급

격히 증가하는 농도는 Cr 30 mg/l, Cu 30 mg/l, Cd

30 mg/l, Pb 30 mg/l, As 90 mg/l이다. 가장 높은 초기

농도인 360 mg/l에서의 잔류농도는 Cr 298 mg/l, Cu

263 mg/l, As 201 mg/l, Cd 195 mg/l, Pb 154 mg/l을 나타

내었으며 이들로부터 함태슬러지의 중금속 종별 흡착능을

계산하면 Cr 6.2 mg/g, Cu 9.7 mg/g, As 15.9 mg/g, Cd

16.5 mg/g, Pb 20.6 mg/g이고 총 흡착능은 68.9 mg/g이다.

나전슬러지는 모든 중금속에 대하여 초기농도 10 mg/l에

서 잔류농도가 급격히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360 mg/l

에서의 잔류농도는 Cr 325 mg/l, Cd 265 mg/l, As

262 mg/l, Cu 250 mg/l, Pb 205 mg/l을 나타내었으며

Fig. 4. The variation of residual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fter adsorbing on sludge as a function of elution time. 

Fig. 5. The variation of residual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fter adsorbing on sludge as a function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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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로 부터 함태슬러지의 중금속 종별 흡착능을 계산

하면 Cr 3.5 mg/g, Cd 9.5 mg/g, As 9.8 mg/g, Cu

11.0 mg/g, Pb 15.5 mg/g이고 총 흡착능은 49.3 mg/g이다.

Fig. 7은 슬러지를 사용하여 중금속 흡착용 소결체를

제조하는 경우에 있어서 소결온도가 중금속 흡착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슬러지를 700~1100oC

로 소결한 다음 흡착실험을 행하여 잔류농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의 결과에서 함태슬러지는 대부분의 중금속 잔류

농도가 소결온도의 증가와 함께 약간씩 증가하여 흡착

능이 다소 개선되는 경향을 보이지만 비소의 경우는

800oC 이상의 소결온도에서 잔류농도가 급격히 증가하

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800oC 이상의 온도에서 슬러지

에 함유되어 있던 탄산칼슘이 분해되어 CaO를 생성하

고 이 CaO가 용출액의 pH를 11이상으로 급격히 증가

시키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용출액의 pH가 11이상이 되

면 용존하는 비소이온들 중 알칼리성 영역에서 흡착성

이 거의 없는 AsO4
3−와 AsO3

3−의 존재 분율이 현저히

증가하게 된다. 

나전슬러지의 경우는 모든 중금속에 대한 잔류농도가

소결온도의 증가와 함께 증가하여 흡착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나전슬러지의 주 구성 물질인 철

산화물의 수화물이 소결 온도의 증가와 함께 탈수반응

과 소결에 의한 입도증가가 일어나 흡착활성을 소실하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향후 슬러지를 이용한 중

금속 흡착용 소결체의 제조 시 흡착능의 감소를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3. 단계별 용출 시험

슬러지를 중금속오염 토양에 혼합할 경우 어느 정도

의 중금속 고정화 효과가 발생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

여 Sobek 방법9)에 의한 단계별 용출 시험을 수행하였

다. 동명 및 세우광산 지역의 오염토를 대상으로 함태슬

러지의 첨가량을 0%, 1%, 5%로 변화시켜 시험하였다.

시료의 전처리로 토양 시료를 40에서 건조시켜 망눈

의 크기 63인 비금속 체(nylon bolting cloth sieve)로

체질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중금속의 존재형태는

Tessier 등(1979)의 방법10)에 따라 adsorbed form,

Fig. 6. The variation of residual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fter adsorbing on sludge as a function of initial concentration.

Fig. 7. The variation of residual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after adsorbing on sintered sludge as a function of sintering

tempera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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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ate form, reducible form, organic form, residual

form로 분석하고 이들의 합을 총량으로 하였다.

여기서 Adsorbed form은 미립자 표면에 흡착된 중

금속으로 중금속이 점토 등의 표면에 전기적으로 흡착

된 것으로 그 결합력이 약하여 입자의 교란이나 pH 변

화에 의해 쉽게 탈착,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이다.

Carbonate form은 탄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는 중금속으

로 수층에서 pH가 낮아지면 쉽게 용출되는 부분이다.

Reducible form은 금속 산화물과 공침된 중금속으로 점

토 표면에 철이나 망간 산화물과 공침되어 있는 부분으

로 혐기성 상태로 될때 용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Organic form은 유기물에 흡착된 중금속 또는 유기

물 분해에 의해 유화물로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호기성

상태에서 유기물의 분해시 용출이 일어날 가능성이 크

다. Residual form은 광물의 결정 구조 속에 존재하는

중금속으로 자연적 환경에서는 거의 용출이 되지 않으

나 풍화 및 분해 등에 의해서 용출될 가능성이 있다. 

Table 5에 나타낸 시험의 결과에서 오염토 중 Pb의

총 농도는 322.50 mg/kg이었으며, 이 중 이동성이 높은

adsorbed가 2.34 mg/kg, carbonate가 5.52 mg/kg 존재

하였다. 오염토에 함태슬러지를 첨가한 경우는 1% 이

상 첨가 시 adsorbed가 0으로 낮아짐을 확인하였다. 

오염토에 함유되어 있는 Cd의 총 농도는 5.44 mg/kg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이동성이 높은 adsorbed가 0.78 mg/kg,

carbonate가 0.59 mg/kg 존재하였고, 오염토에 함태슬러지

를 1% 첨가한 경우는 adsorbed와 carbonate가 각각

0.14 mg/kg, 0.49 mg/kg로 감소하였다.

오염토에 함유되어있는 비소의 존재형태별 농도는

adsorbed, carbonate, reducible, organic, residual이 각

각 0.51 mg/kg, 0.17 mg/kg, 21.26 mg/kg, 52.77 mg/kg,

304.74 mg/kg로 이동성 성분이 매우 낮은 특징을 나타

내었다. 이 오염토에 함태슬러지를 5% 첨가한 결과 이동성

인 adsorbed form과 carbonate form이 각각 0.01 mg/kg,

0.06 mg/kg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오염토에 함유되어있는 구리의 존재형태별 농도는

adsorbed, carbonate, reducible, organic, residual이 각

각 0.59 mg/kg, 0.51 mg/kg, 6.96 mg/kg, 48.93 mg/kg,

51.82 mg/kg로 조사되었다. 이 오염토에 함태슬러지를

Table 5. Result of Sequential extraction test in the mixture of contaminated soil and Hamtae sludge    (Unit:mg/kg)

Fractions Pb Cd As Zn Cu Cr Ni

contaminated 

soil only

ads. 2.34 0.78 0.51 16.28 0.59 0.38 1.53 

carb. 5.52 0.59 0.17 12.09 0.51 1.35 5.59 

red. 110.00 2.62 21.26 164.29 6.96 5.70 5.71 

org. 91.81 0.28 52.77 39.29 48.93 8.03 3.07 

res. 112.83 1.16 304.74 183.97 51.82 52.34 30.79 

tot. 322.50 5.44 379.45 415.92 108.82 67.79 46.69 

contaminated 

soil+Hamtae sludge

1%

ads. 0.00 0.14 0.20 4.16 0.13 0.31 1.13 

carb. 5.82 0.49 0.10 16.74 0.55 1.37 2.05 

red. 101.76 3.45 18.97 183.40 6.85 4.61 7.17 

org. 88.84 0.30 51.19 35.96 44.31 8.83 3.62 

res. 101.14 1.60 292.56 169.08 49.39 52.63 30.52 

tot. 297.55 5.98 363.02 409.35 101.39 69.74 44.48 

contaminated 

soil+Hamtae sludge

5%

ads. 0.00 0.10 0.01 1.13 0.11 0.21 0.67 

carb. 4.20 0.30 0.06 18.51 0.54 1.32 1.10 

red. 100.11 3.26 13.34 191.22 7.48 4.61 11.06 

org. 86.73 0.33 60.42 36.23 43.73 6.56 3.57

res. 96.22 1.21 265.84 163.92 44.14 49.38 30.50 

tot. 287.26 5.2 339.66 411.01 96.19 65.29 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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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첨가 시 adsorbed form과 carbonate form이 각각

0.13 mg/kg, 0.55 mg/kg로 감소하였고 5% 첨가 시는

각각 0.11 mg/kg, 0.54/로 감소하였다.

오염토에 함유되어있는 크롬의 존재형태별 농도는

adsorbed, carbonate, reducible, organic, residual이 각

각 0.38 mg/kg, 1.35 mg/kg, 5.70 mg/kg, 8.03 mg/kg,

52.34 mg/kg로 조사되었다. 이 오염토에 함태슬러지를

1% 첨가 시 adsorbed form과 carbonate form이 각각

0.31 mg/kg, 1.37 mg/kg로 감소하였고 5% 첨가 시는

각각 0.21 mg/kg, 1.32 mg/kg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함태슬러지를 중금속 오염토양에 첨

가할 경우 이동성인 adsorbed form의 중금속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그 용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

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함태슬러지는 탄산칼슘과 철수산화물로 구성된 것으

로 판단되었고, 나전슬러지는 주로 철산화물의 수화물

로 구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이들의 중금속 흡착 특

성을 조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두 슬러지는 모두 산 중화능력이 우수한 것으로 조사

되었으며 그 중에서도 함태슬러지의 중화능력이 더 우

수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첨가량을 변화시키면 pH의 증

가와 함께 중금속 잔류농도가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대부분의 중금속은 용액의 pH가 증가 할수록 낮은

잔류농도를 나타내었으나 비소의 경우는 pH 3-5의 영

역에서 잔류농도가 최소가 되는 특징을 보였다. 

함태슬러지의 중금속 흡착능은 Cr 6.2 mg/g, Cu

9.7 mg/g, As 15.9 mg/g, Cd 16.5 mg/g, Pb 20.6 mg/g

이고 총 흡착능은 68.9 mg/g으로 조사되었으며, Cr

3.5 mg/g, Cd 9.5 mg/g, As 9.8 mg/g, Cu 11.0 mg/g,

Pb 15.5 mg/g이고 총 흡착능은 49.3 mg/g으로 조사되었다.

슬러지를 소결할 경우 소결 온도가 증가할수록 중금

속 흡착능은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따라서 슬러지를 이

용하여 소결체와 같은 중금속 흡착용 구조체를 제조하

고자 할 경우 중금속 흡착능을 감소시키지 않고 구조체

를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음을 알았다. 

함태슬러지를 중금속 오염토양에 첨가할 경우 이동성

인 adsorbed form의 중금속을 현저히 감소시킴으로써

그 용출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제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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