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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pplicability of acid mine drainage sludge (AMDS) pellets for the

arsenic (As) stabilization and to suggest an evaluation method for arsenic stabilization efficiency in soil around

abandoned coal mines. The soil samples were collected from the agricultural field around Ham-Tae, Dong-Won,

Dong-Hae, and Ok-Dong coal mine. The As concentration in soil was exceeding the criteria of soil pollution level,

except for Ham-Tae coal mine. The AMDS pellets are more appropriate to use by reducing dust occurrence during

the transport and application process than AMDS powder. In addition, AMDS pellets were maintained the As

stabilization efficiency. The application of AMDS pellets for the As stabilization in soil was assessed by column

experiments. The AMDS pellets were more effective than limestone and steel slag, which used as the conventional

additives for the stabilization process. The As extraction by 0.43 M HNO3 or 1 M NaH2PO4 solution were

appropriate evaluation methods for evaluation of As stabilization efficiency in the so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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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폐석탄광 주변 토양을 대상으로 토양 내 비소 안정화를 위한 광산슬러지 펠렛의 적용성을 확인하고 효과

적인 안정화 효율평가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함태, 동원, 동해, 옥동탄광 주변 경작지에서 토양을 채취하여 비소 농

도를 확인한 결과 함태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폐석탄광 주변 토양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비소농도를 보였다.

광산슬러지 펠렛은 미강과 광산슬러지를 혼합하여 제조하다. 분말형태의 광산슬러지에 비해 광산슬러지 펠렛은 운반과

안정화 시공과정에서 분진의 발생이 발생하지 않아 적용성이 높고 광산슬러지가 갖는 비소 안정화 효율을 유지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칼럼실험을 통해 폐석탄광 주변 토양 내 비소 안정화에 광산슬러지 펠렛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

한 결과 기존의 토양 안정화제로 주로 사용한 석회석과 제강슬래그 보다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양 내 비

소 안정화 효율 평가방법으로는 0.43 M HNO3또는 1 M NaH2PO4용액을 이용한 용출법이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폐석탄광, 토양안정화, 비소, 광산슬러지 펠렛, 안정화 평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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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폐광산 주변 토양과 수계에서 나타나는 중금속 및

비소 오염사례는 국내 ·외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알려

져 왔다(Camm et al., 2004; Jang et al., 2005;

Kwon et al., 2012; Khalid et al., 2017; Wang and

Mulligan, 2006). 또한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

와 오염된 토양을 복원하기 위해서 국내에서는 한국광

해관리공단의 주도하에 다수의 연구도 진행되어 왔다.

현재까지 국내 폐광산 주변 광해에 관한 연구는 폐금

속광산, 특히 금(Au)-은(Ag)광산을 대상으로 활발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 이는 국내에 산재한 폐금속광산이

1822 곳으로 전체 폐광산중 약 45%를 차지하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폐석탄광의 경우 국내에 약 376곳으로

폐금속 ·비금속광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비율을

차지하지만, 광산의 규모가 크고 가행기간이 상대적으

로 길어 광산 주변의 토양과 수계에 미치는 영향은 매

우 심각하다. 또한 탄전의 영향으로 국내 석탄광산은

강원도, 충청남 ·북도, 경상북도에 밀집하여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며 해당 지역에서는 과거 채탄활동이 종료

된 폐석탄광으로부터 지속적인 토양과 수계의 오염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그동안의 활발한 광해관리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관심을 받지 못했던 폐석탄광 주

변 토양과 수계에서 나타나는 광해현상에 대해서 앞으

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폐광산 주변 토양복원과 관련해서는 논과 밭으로 사

용 중인 경작지를 대상으로 토양안정화 공법에 대한

연구와 복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물(H2O)과 이

산화탄소(CO2)로 분해가 되는 유기물과 달리 완전히

분해가 되지 않는 무기원소의 특징과 경작지 토양의

질을 유지하기 위한 선택이라 할 수 있다. 토양안정화

공법은 토양으로부터 오염물인 중금속과 비소를 완전

히 제거하지 않고 이동성과 독성을 감소시켜 주변 환

경으로 이동 ·확산을 방지하는 기술로 적절한 안정화제

의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Ko et al., 2010). 앞선 연

구를 통해 광산슬러지 (acid mine drainage sludge;

AMDS)는 토양 내 비소 안정화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

로 나타났다 (Ko et al., 2013; Ko et al., 2015). 그

러나 토양안정화 적용 시 건조한 광산슬러지를 토양과

혼합하는 과정에서 미립질의 광산슬러지에 의해 분진

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어 광산슬러지 결정화 연구가

진행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결정체 제작의 단계가 복

잡하거나 광산슬러지의 비소제거 효율이 다소 감소하

는 문제가 있어 (Lee et al., 2015) 이를 해결하기 위

한 새로운 방법이 필요한 실정이다. 

토양안정화 공법은 다른 토양 복원법과 달리 복원전

후에 토양 내 중금속 및 비소의 전함량이 동일하다.

이는 앞서 기술한바와 해당원소의 지구화학적 이동도

와 독성 저감을 목표로 하는 토양안정화 공법의 특징

이다. 따라서 토양안정화에 대한 효율을 평가하기 위

해 현행 토양오염공정시험법과 같은 전함량법을 사용

할 경우 복원전 ·후에 변화를 확인 할 수 없어 토양복

원이 실패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 따라서 토양 내

중금속 또는 비소 안정화에 대한 효율을 평가하기 위

한 적절한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폐석탄광 주변 경작지 토양을 채취하여

토양 내 비소농도와 존재형태를 확인하고 토양안정화 공

법의 효율성을 평가하기 위한 방법을 도출하고자 하였

다. 또한 광산슬러지 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광산

슬러지 펠렛을 제조하여 비소제거 효율을 평가하고 기

존에 토양안정화제로 주로 사용한 석회석과 제강슬래

그의 효율성과 비교하여 광산슬러지 펠렛의 적용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연구방법

2.1. 폐석탄광 주변 비소오염토양 채취 및 특성분석

실험에 사용한 토양은 강원도 정선, 영월, 태백일대의

폐석탄광을 대상으로 주변의 경작지에서 채취하였다. 대

상 광산은 삼척탄전과 영월탄전에 포함된 함태, 동원, 동

해, 옥동탄광이며 토양시료는 폐석탄광 주변 밭토양과

논토양 3개 필지에서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을 따라 채취

하였다. 특히, 삼척탄전은 동단인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부터 서단인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에 이르는 대규모 탄

전으로 고생태 평안계 대석회암통에 속하는 무연탄전이

다 (Lee et al., 2007). 국내 우수한 탄질의 석탄을 생산

하는 다수의 탄광이 포함되어 국내 석탄생산량의 절반

을 차지하였으나, 과거 석탄합리화사업 이후 대부분 폐

광하고 현재는 폐탄광주변의 토양과 수계에 다량의 중

금속 오염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Cheong,

2004; Jung, 2003). 토양시료는 경작지에서 작물에 직

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상부 20 cm깊이의 표토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토양시료는 실내에서 자연건조 후

2 mm크기로 체가름을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을 사용하여 채취한 토양 내 비소

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KMoE, 2010). 토양오염공정시

험법은 질산(HNO3)과 염산(HCl)을 1:3으로 혼합한 왕

수(Aqua-regia)를 이용하여 토양 내 중금속 및 비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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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경작지의 비소오염에 대해

25 mg/kg (우려기준)과 75 mg/kg (대책기준)을 기준으

로 오염여부를 평가한다. 연속추출법을 이용하여 채취

한 토양 내 비소의 존재형태를 확인하였으며 (Wenzel,

2001), 이를 바탕으로 토양 내 비소의 이동성과 확산가능

성을 평가하였다. 각 단계별 평가방법은 Table 1과 같다.

2.2. 광산슬러지 펠렛 준비 및 비소제거 특성 평가

광산슬러지의 적용성을 향상하고자 광산슬러지를 미

강과 혼합하여 광산슬러지 펠렛을 제조하였다. 건조한 미

강분말과 광산슬러지를 3:7의 비율로 혼합하여 펠렛타이

저 (pelletizer)를 이용하여 압력을 가해 원주형의 광산슬

러지 펠렛을 제조하였다. 이때 만들어진 광산슬러지 펠

렛은 직경 0.5 cm 높이 1.0 cm의 크기로 조절하였다.

제조한 광산슬러지 펠렛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금속광산 주변 토양복원에 주로 사용한 석회석과

제강슬래그의 비소안정화 효율과 비교하여 평가하였다.

토양에 적용하기에 앞서 각 안정화제들의 용액 내 비소

제거여부를 확인하였다. 이를 위해 Sodium arsenate를

이용하여 초기 비소농도를 180 mg/L로 제조하였다. 비

소용액 40 mL와 광산슬러지 펠렛, 석회석, 제강슬래그

0.5 g을 각각 혼합하여 약 24시간동안 100 rpm으로

교반하였다. 반응 후 상등액 채취하여 0.45 µm 필터

로 여과하고 비소농도를 측정하였다. 초기 비소농도와

반응 후 상등액의 비소농도의 차이를 확인하여 광산슬

러지 펠렛, 석회석, 제강슬래그에 의해 용액으로부터

제거된 비소농도를 측정하였다. 용액 내 비소 농도는

ICP-OES (optima 7300DV, Perkin Elmenr, USA)로

측정하였다.

2.3.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평가방법 도출

폐석탄광 주변 토양을 대상으로 비소의 안정화 평가

에 적합한 방법을 도출하기 위해 광산슬러지 펠렛을

토양과 혼합하여 안정화를 유도한 후 용출실험을 수행

하였다. 광산슬러지 펠렛은 토양 무게(10 g)를 기준으

로 3 wt%를 혼합하였고, 수분함량은 20%로 조절하였

다. 토양과 광산슬러지 펠렛의 혼합비는 선행연구 (Ko

et al., 2015)를 바탕으로 최적혼합비를 도출한 것으로

이후 토양 내 비소 안정화 실험에서도 동일한 혼합비

를 적용하였다. 광산슬러지 펠렛과 혼합한 토양은 약

7일 동안 상온에서 보관 후 토양시료 5 g을 취하여 안

정화 효율을 평가하였으며 모든 용출실험을 반복실험을

수행하였다.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효율평가는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TCLP), 0.43 M

HNO3, 1 M NaH2PO4 용액을 사용하였다. TCLP는

미국 환경청에서 제시한 방법으로 고체시료 내 독성원

소의 용출법으로 사용한다 (US EPA, 1992). 0.43 M

HNO3용액은 토양 내 용출 가능한 금속원소의 농도를

평가하는 국제표준법이다 (ISO 17586, 2016). 1 M

NaH2PO4용액은 인산염과 비소의 경쟁흡착반응을 이용

하여 용출 가능한 비소의 농도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연속추출방법 중 일부를 활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

용한 안정화 평가방법은 토양 내 비소 거동에 상이한

영향을 미처 용출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동일한 토양에

대해서도 적용방법에 따라 다른 결과를 보여줄 수 있

다. 각 평가방법의 세부사항은 Table 2와 같다.

2.4. 토양 내 비소 안정화 칼럼실험

안정화제를 사용하여 토양 내 비소 안정화 처리 후

Table 1. Sequential extraction process for As in soil

Step Fraction Extractant
Geochemical

Mobility

I Non-specifically sorbed (NH4)2SO4 High

II Specifically sorbed (NH4)H2PO4 ↑

III
Amorphous and poorly-crystalline hydrous oxides 

of Fe and Al phase
NH4 oxalate buffer (pH 3.25) Intermediate

IV Well-crystallized hydrous oxides of Fe and Al NH4 oxalate buffer + ascorbic acid (pH 3.25) ↓

V Residual Aqua Regia Low

Table 2. Evaluation method for arsenic stabilization efficiency in soil

TCLP ISO 17586:2016 Phosphate

Extractant Acetic acid 0.43 M HNO3 1 M NaH2PO4

Solid : Liquid 1:20 1:10 1:50

Reaction condition 18 h, 25 oC, 30 rpm 4 h, 20 oC, 25 rpm 20 h, 25 oC, 30 r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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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실험을 통해 용출환경에서 토양 내 비소 안정화를

평가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토양은 동원탄광 주변 경

작지에서 채취한 토양을 사용하였다. 안정화제는 광산

슬러지 펠렛, 석회석과 제강슬래그 혼합물 (w:w=1:2),

석회석과 광산슬러지 혼합물(w:w=1:2)을 사용하였다.

안정화제와 토양은 균일하게 혼합하였으며 안정화 처

리를 하지 않은 칼럼을 추가로 조성하여 대조군

(control)으로 활용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칼럼은 직경

10 cm, 높이 20 cm의 원주형 아크릴 칼럼이고 용출액은

0.43 M HNO3 용액을 사용하였다. 토양 1.75 kg과 안

정화제 0.05 kg (3 wt%)을 혼합하여 토양칼럼을 조성하

고, 물다짐을 통해 칼럼 내 토양을 압밀하였다. 토양칼럼

의 겉보기밀도(bulk density)는 약 1.1 g/cm3으로 느슨

한 점토에 해당한다.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효율을 평가

하기 위해 용액은 상향식으로 주입하였으며 주입속도는

0.16 mL/min으로 하루에 약 0.4 pore volume에 해

당한다. 비소 안정화 칼럼에 용출액의 주입은 총 8 P.V.

(20일)동안 수행하였다. 실험을 진행하면서 주기적으로

토양칼럼을 통과한 침출수를 채취하고 0.45 µm 필터로

여과하여 시간에 따른 비소 용출량을 ICP-OES (optima

7300DV, Perkin Elmenr, USA)로 측정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폐석탄광 주변 토양 내 비소 전함량 및 존재

형태 평가

강원도 일대 폐석탄광인 함태, 동원, 동해, 옥동탄광

주변 경작지에서 채취한 토양 내 비소의 전함량을 확

인하였다. 각 광산별 토양시료의 평균비소 농도는

7.7±1.9 mg/kg (함태), 66.2±22.0 mg/kg (동원),

59.0±13.3 mg/kg (동해), 39.8±2.3 mg/kg (옥동)으로

나타났다. 동원, 동해, 옥동탄광 주변의 비소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국내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에서 제시하는 경작지의 비소오염 우려기준(25 mg/kg)을

Fig. 1. As concentration in soil by aqua-regia digestion and sequential extraction. (a) Ham-Tae mine, (b) Dong-Won mine,

(c) Dong-Hae mine, (d) Ok-Dong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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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토양 내 비소 안정화 적용대

상은 토양에 존재하는 모든 비소가 아니라 상대적으로

이동도가 높은 형태의 비소이다. 연속추출법은 토양 내

비소의 존재형태를 구분하여 평가할 수 있는 방법으로

존재형태에 따라 토양 내 비소의 상대적 이동도를 확

인할 수 있다. 안정화공법의 대상이 되는 존재형태는

1단계(Non-specifically sorbed)와 2단계(Specifically

sorbed)이고 경우에 따라 3단계(Amorphous and

poorly-crystalline hydrous oxides of Fe and Al

phase)를 포함하기도 한다 (Ko et al., 2013). 

함태탄광의 토양은 채취한 시료 중 가장 낮은 비소

농도를 보였고 이동도가 높은 연속추출 1, 2, 3단계의

농도가 1.8 mg/kg으로 나타나 비소의 오염도와 이동도

가 모두 낮은 특성을 보였다 (Fig. 1a). 따라서 함태

토양은 토양복원공법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그러나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동원, 동

해, 옥동 탄광의 경우 상대적으로 이동도가 높은 비소

의 농도가 각각 7.8 mg/kg, 8.9 mg/kg, 15.1 mg/kg

으로 나타났다 (Fig. 1b-1d). 이상의 결과는 대상광산

토양 1 kg에 안정화 공법을 적용할 경우 안정화제가

약 8 mg ~ 15 mg의 비소 안정화능을 갖추어야 함

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는 본 실험에 사용할 안정화제

의 안정화 효율 평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3.2. 광산슬러지 펠렛 준비 및 비소제거 특성평가

광산배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광산슬러지는 주로

철(수)산화물로 구성되어 있어 용액 내 비소를 빠르게

흡착하고 그 이동도를 감소할 수 있으며 5가 비소 최

대 흡착량은 19.9 mg-As(V)/g-AMDS로 알려져 있다

(Ko et al., 2013). 또한 광산슬러지를 사용하여 토양 안

정화를 적용한 경우 토양 내 비소의 이동도를 저감하

여 작물로 전이되는 비소를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o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광산슬러

지와 미강을 혼합하여 광산슬러지를 펠렛의 형태로 만

들어 토양 내 비소 안정화제로 활용하였다 (Fig. 2a).

광산슬러지 펠렛, 석회석, 제강슬래그를 사용하여 용액

내 비소 제거를 확인한 결과 광산슬러지 펠렛이 반응

시킨 180 mg/L의 비소를 제거하여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다 (Fig. 2b). 이러한 결과는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광산슬러지의 비소제거기작 특성을 광산슬러지 펠렛이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로 광산슬러지 펠렛이

토양으로부터 용출되는 비소를 빠르게 제거하여 토양 내

비소의 안정화에 효과적일 수 있음을 나타낸다. 실험에

사용한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는 용액 내 비소를 제거하

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 향후 토양에 적용 하더라도

토양으로부터 용출되는 비소의 이동도에 미치는 영향

이 광산슬러지 펠렛과 비교하여 작을 것으로 판단된다.

3.3.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평가방법 도출

TCLP용액을 사용하여 용출 가능한 토양 내 비소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조건에서 비소가 용출되지

않았다 (Fig. 3). 특히, 안정화제와 혼합하지 않은 대조

군 토양에서도 비소의 용출이 나타나지 않아 본 실험

에서 사용한 토양을 대상으로 TCLP법은 토양 내 비

소의 용출거동 평가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0.43 M HNO3용액과 1 M NaH2PO4 용액을 사용한

용출실험에서는 안정화제를 혼합하지 않은 대조군 토

양에서 최대 2.0 mg/kg의 비소가 용출된 반면 안정화

제와 혼합한 안정화 토양시료에서는 최대 0.8 mg/kg의

비소가 용출되었다. 또한, 광산슬러지 펠렛을 이용한

안정화 토양을 대상으로 1 M NaH2PO4 용액을 사용

하여 토양 내 비소를 용출한 실험에서는 0.43 M

HNO3용액을 사용한 용출 실험 보다 많은량의 비소가

용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산슬러지 펠렛에 흡착된

비소가 인산염에 의해 탈착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

로 1 M NaH2PO4 용액을 사용하여 안정화 효율을

Fig. 2. (a) Acid mine drainage sludge (AMDS) pellet and (b) As removal ratio by AMDS pellet, limestone and steel sla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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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할 경우 0.43 M HNO3용액 보다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소 안정화 효율을 보여줄 수 있다. 이상의 결

과로 보아 본 실험에서는 0.43 M HNO 용액을 사용

하여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효율을 평가하였다.

3.4. 토양 내 비소 안정화 칼럼실험

광산슬러지 펠렛을 이용한 토양 내 비소 안정화 실

험을 수행하였다. 폐석탄광인 동원탄광 주변 경작지에

서 채취한 토양과 광산슬러지 펠렛, 석회석+제강슬래

그, 석회석+광산슬러지 펠렛을 각각 혼합하여 안정화

처리 후 칼럼의 침출수를 주기적으로 채취하여 용출된

비소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Fig. 4). 침출수의 pH는

초기에 약 8.0에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

였으며 8 P.V.에는 모든 칼럼에서 pH 3.0이하로 나타

났다. 또한 침출수의 EC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

차 증가하였고 최대 40 mS/cm의 값을 보였다. EC의

증가는 토양 칼럼내부 공극수에 이온의 농도가 점차

증가하기 때문으로, 이는 주입수와 토양이 반응하여 토

양으로부터 다양한 이온이 용출된 결과로 판단된다. 칼

럼을 통과한 침출수의 pH와 EC의 결과로 보아 토양

칼럼 내부가 점차 산성 환경으로 변화하면서 비소를

포함한 토양 내 다양한 무기이온의 지구화학적 이동도

가 증가하여 용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칼럼 침출수의 비소 농도는 약 4 P.V. 이후 안정

화처리를 하지 않은 대조군 칼럼에서 점차 증가하였다.

또한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혼합하여 안정화를 적용한

칼럼에서는 약 5.5 P.V.이후 침출수의 비소농도가 점차 증

가하였다. 이후 약 8 P.V.까지 모니터링을 수행한 결과

광산슬러지 펠렛을 사용한 칼럼에서만 비소의 용출이 나

타나지 않아 광산슬러지 펠렛에 의한 토양 내 비소 안

정화가 잘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토양 내 비소의

용출은 pH 변화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

나 광산슬러지 펠렛과 같은 적절한 안정화제를 선택하

여 적용한다면 토양 내 비소의 이동도를 감소시켜 토

양 주변 환경으로 확산되는 과정을 막을 수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또한 본 칼럼실험에서 사용한 주입액은

Fig. 3. Arsenic concentrations in leachate from soil

column (a) Dong-Won mine, (b) Dong-Hae mine.

Fig. 4. Variation of (a) As, (b) pH, and (c) EC in leachate

from As stabilization in soil colu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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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3 M HNO3 용액으로 매우강한 산성용액임을 감안

하였을 때, 실제 토양환경에서 광산슬러지 펠렛을 활

용한 비소 안정화는 매우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폐석탄광 주변 밭토양과 논토양을 대상으로 비소농

도와 존재형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토양 내 비소 이동

도 저감에 효과적인 광산슬러지를 미강과 혼합하여 펠

렛으로 만들어 토양안정화제로 활용하였다. 폐석탄광

주변에서 채취한 토양 시료 중 동원, 동해, 옥동탄광

주변 토양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하는 비소 농

도를 보였으며 이중 상대적으로 이동도가 높은 형태의

비소가 각각 7.8 mg/kg, 8.9 mg/kg, 15.1 mg/kg으로

나타났다. 광산슬러지 펠렛은 분말형태의 광산슬러지에

비해 결정화된 형태로 토양과 혼합하는 과정에서 분진

이 발생하지 않아 적용성이 매우 좋고 광산슬러지가

갖는 비소의 흡착 제거능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 기존의 토양오염공정시험법은 토양 내 비소

의 전함량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안정화 공법의 효율을

평가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 이는 토양 내 비소를 완

전히 제거하지 않고 이동도를 감소시켜 주변 환경으로

확산을 방지하는 토양 안정화공법의 특징을 고려하지

않은 방법으로 전함량 용출법이 아닌 적절한 평가방법

이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 평가한 세가지 용출법 중

0.43 M HNO3와 1 M NaH2PO4용액을 이용한 용출

법이 토양 내 비소 안정화 효율평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슬러지 펠렛,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사

용하여 안정화 처리를 한 비소오염 토양에 반응용액을

연속하여 흘려주는 칼럼실험을 통해 토양 내 비소 안

정화를 평가하였다. 산성환경을 조성하여 토양 내 이

온의 지구화학적 이동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광산슬

러지 펠렛을 적용한 칼럼보다 폐금속광 주변 토양 안

정화에 주로 사용하였던 석회석과 제강슬래그를 이용

한 칼럼에서 비소의 용출이 활발하게 나타났다. 이는

광산슬러지 펠렛이 토양 내 비소 안정화에 더욱 효과

적임을 보여주는 결과로, 향후 폐석탄광 주변 토양 복

원에 광산슬러지 펠렛을 활용한다면 효과적인 토양 내

비소 안정화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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