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17

서   론

산업 활동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는 국제적

인 이슈이며, 지난 수십 년간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

라도 지난 1977년 최초로 ‘환경보전법’이 제정되었으나, 

오염토양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는 1995년 ‘토양환경보전

법’이 제정되면서 시작되었다(Park, 2010). 토양환경보전

법 제정 후 폐기물 매립지, 산업단지, 휴폐광산주변, 유류저

장시설 및 군부대 부지 등을 대상으로 오염실태를 정밀 조

사한 결과 석유계총탄화수소 등의 유기화합물과 니켈, 아

연 등을 포함하는 총 17종의 중금속류 등에 의한 토양오염

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KMOE, 2012). 특히 휴폐광

산은 무기오염원의 주요 배출원으로 인근에서 주로 나타나

는 납, 비소, 구리, 아연 및 카드뮴 등의 중금속은 주변 토양

에 축적되어 생태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Zheng et al., 

2007; Kwon et al., 2013a; Koh et al., 2015). 이러한 중금속

은 생물난분해성물질로서 식물 내에 축적되면 엽록소 합성

과 광합성을 방해하여 식물생장과 번식에 악영향으로 작용

한다(Rizwan et al., 2016). 또한 토양에 오랜 기간 체류하

여 지속적인 피해를 유발한다는 측면에서 환경적으로도 큰 

위험요소가 되며 오염지역의 개간과 복원에 많은 환경적 

및 경제적 이슈를 야기한다(Adrees et al., 2015; Akcil et 

al., 2015).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은 고형화/안정화

법, 토양세척법, 식물정화법, 부선법 등이 대표적이며 다양

한 오염토양 정화기술이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꾸준히 

연구 개발되고 있다. Klima and Kim(1998)은 인공적인 

Pb/soil system을 제작하고, 물리적 선별기법 중 하나인 hydro-

cyclone을 이용하여 납 오염 토양을 90% 이상 분리해 낸 연

구결과를 보고한 바 있다. 하지만 저밀도 입자에 대한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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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order to remove pollutants from the soil in the Ka-hak mine site, this study investigates optimization of the 

acid washing conditions for the soil. The soil at the site is presumed to be contaminated by diffused heavy-metal-contaminated 

tailings. The major heavy metal pollutants in the soil are copper, lead, and zinc. Gravels larger than 5mm in size constitute 

approximately 38% of the soil, and these are the least polluted by heavy metals. On the other hand, it is difficult to reduce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fine soils, particularly those whose sizes are less than 0.075 mm. The results of the 

continuous process using a hydro-cyclone show that fine soil particles consisting of at least 20% of the raw soil must be 

separated before the chemical soil washing process in order to achieve reliable cl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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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는 가학광산 오염토양 정화를 위해 토양 세척 최적조건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지역 내 토양

은 다양한 중금속에 의해 오염되어 있는데 특히 구리, 납, 아연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다. 염산을 활용한 세척실험 결과 

1 M의 농도로 30분 세척 시 중금속의 제거 효과가 가장 좋게 나타났다. 전체 토양의 38%는 1.18 mm 이상의 굵은 입자

로 오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나 0.075 mm 이하의 작은 입자들은 오염도가 높아 고농도의 염산용액과 긴 세척시간에

도 불구하고 오염도를 기준치 이내로 낮추기 어려웠다. 따라서 오염도가 높고, 중금속 농도 저감이 어려운 작은 토양 

입자들을 토양세척 이전에 물리적인 방법으로 분리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습식 사이클론을 활용한 연속식 

토양세척 실험 결과 20% 이상의 미립자를 제거한 경우 오염토양의 중금속 농도를 기준치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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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효율과 중금속과 토양의 다양한 결합 형태로 인해 실

제 현장에 단독으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화학적 

추출기법 중 토양세척법은 오염토양을 정화하는데 매우 유

용한 방법으로 널리 이용된다(Moutsatsou et al., 2006). 이

러한 토양세척법은 EDTA, 염산, 황산, 질산 및 이소프로필 

알콜 등의 추출액을 이용하여 토양 내 중금속을 효과적으

로 용출할 수 있다(Rybicka and Jedrzejczyk, 1995; Semer 

and Reddy, 1996; Sun et al., 2001; Tokugawa and Hakuta, 

2002; Kwon et al., 2013b).

Abumaizar and Smith(1999)는 다양한 농도의 Na2S2O5 

용액과 Na2EDTA를 이용하여 카드뮴, 아연, 납 및 크롬 등

의 중금속 오염 토양에 대한 세척시험을 수행한 결과 

Na2EDTA의 높은 세척효율을 밝혀내었다. EDTA는 중금

속에 대한 용해도가 매우 높고, 다양한 중금속을 운반할 수 

있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중금속 오염토양 세척 시 가장 널

리 이용되는 세척제이다(Jelusic and Lestan, 2014; Pinto et 

al., 2014; Satyro et al., 2016; Jez and Lestan, 2016; Kim et 

al., 2016). 그러나 생분해도가 낮아 토양 내 장기간 체류하

며 토양미생물과 식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게

다가 지하수에 의한 침출로 2차 중금속 오염의 위험이 있어 

실제 이용에 주의가 필요하다(Jez and Lestan, 2016; Suanon 

et al., 2016).

Baek et al.(2007)은 납으로 오염된 사격장 부지 토양을 

염산을 이용한 토양세척효과를 평가했다. 0.2M의 염산을 

이용하여 고액비 1:3으로 10분간 2회 세척하여 96%의 납

을 제거했으며, 다양한 조건에서 실험을 진행한 결과 중금

속 제거 효율은 토양 세척시간과 세척액 온도에 영향받는 

것으로 평가했다. Lee et al.(2008)은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으로 복합 오염된 토양에 다양한 세척제의 정화효율을 

비교분석했다. 염산, CaCl2, 시트르산, Na2EDTA 등의 상

용화 된 세척제의 세척효율을 비교 한 결과, 염산, 시트르

산, Na2EDTA, CaCl2 순으로 높은 정화효율을 보였고, 1M

의 염산으로 100분 이상 세척했을 때 카드뮴, 구리, 납, 아연

이 초기농도대비 각각 82%, 86%, 80%, 46% 가량 저감 되

었다.

Dermont et al.(2008)은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의 일반적

인 프로세스로 물리적 선별(Physical Sepration/PS), 화학

적 추출(Chemical Extraction/CE) 및 물리적 선별과 화학

적 추출을 혼용하는 방법(PS/CE)을 제안한 바 있다. 오염

토양의 효과적인 정화를 위해서는 토양입자의 모양, 금속

과 토양입자의 결합형태 등을 통해 적절한 정화법을 선택

해야 한다.

본 연구는 중금속 오염토양을 정화하기위하여 물리화학

적 처리방법을 적용하고, 연구대상의 특성에 맞는 처리 가

이드라인을 마련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나아가 토양정화

를 통해 토지의 활용도를 높이고 인체로의 오염물질 전이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한다.

시료특성 및 실험방법

시료특성

본 연구의 대상은 경기도 광명시에 위치한 가학광산 인

근 토양이다. 가학광산은 1900년대 초반부터 은, 구리, 아

연을 채광 했으며 1972년까지 가행되었다. 이 지역에서 채

광되던 광석광물은 방연석(PbS), 섬아연석(ZnS), 황동석

(CuFeS2)이며 기존 선광장 및 광물찌꺼기적치장 부지로부

터 유실된 광물찌꺼기 및 폐석들은 인근 토양에 산재되어 

있다(Lee et al., 2015). 오염토양의 점토, 실트, 모래 함량을 

토성구분 3각도(국제토양학회법)에 대입한 결과 사양토

(Sandy Loam)에 해당되었다. 사양토는 입자가 세밀한 점

토, 중간입자인 실트 그리고 이들보다 약간 많은 모래로 이

루어져 있다. 입도분포의 분류는 미국표준협회의 ASTM 

sieve designation(체번호 16, 100, 200, 400)을 이용하여 

습식으로 체거름 하였다. Table 1의 입도분포 분석결과 

0.075 mm (#200) 이하 입자가 약 26% 존재하며 1.18 mm 

(#16)이상 입자는 약 38% 정도이다.

Table 1.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Ka-hak mine soil. [Unit: mg/kg]

Area KMOE Standard1) Wt.% As Cd Cu Pb Zn

1st area

(Agriculural area)

Countermeasure Level - 50 12 450 600 900

Concerning Level - 25 4 150 200 300

Size Range

>11.2 mm 14.82%  N.D2) 3 95 103 135

11.2~1.18 mm 23.45% N.D 3 99 462 277

1.18~0.075 mm 35.35% N.D 3 98 458 430

<0.075 mm 26.38% 3 6 247 954 855

Raw sample 100% 3 5 197 924 835
1)KMOE: Korean Ministry of Environment, 2)N.D =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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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 중금속은 카드뮴, 아연, 납 및 수은 등으로 오염

되어 있으며, 특히 카드뮴과 아연은 각각 우려기준의 최대 

17배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MIRECO, 2014). 이

러한 오염 토양에 대해 지자체 등에서는 오염원 유실방지 

시설 설치, 하천토 준설, 농경지 객토 등을 수행하였으나 근

본적인 오염 원인물질 처리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먼저 가학광

산 인근 오염토양의 입자크기별 중금속 오염 양상을 분석

하였다. 가학광산 오염토양의 중금속 오염 분석결과 카드

뮴, 구리, 아연 등의 중금속이 토양환경보전법 상 1지역 우

려기준을 초과하며, 납의 경우 1지역 대책기준을 초과한다. 

또한 토양 입도별 중금속 농도는 0.075 mm 이하의 미립토

에서 가장 높았다. 0.075 mm를 초과하는 입자에서는 입자

가 클수록 중금속 오염농도는 낮았으며 11.2 mm 이상의 자

갈에서는 모든 중금속 오염농도가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다

(Table 1). 이는 오염된 농경지 미립자들이 가학광산 기원

의 광물찌꺼기로부터 발생되었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실험 방법

실험에 사용된 토양의 균질화를 위해 1.18 mm (#16체)

로 습식 체거름을 수행하였다. 1 mm 이상의 토양 입자는 레

이저 회절형(혹은 산란형) 입도분석기로 분석이 불가능하

여 오염 토양 분리 조건을 정량화하여 판별 할 수 없다. 또한 

1.18 mm 이하의 작은 입자에서는 일반적으로 높은 오염도

를 나타내기 때문에 이 기준으로 세척 조건을 잡을 경우 오

염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큰 입자들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 

세척액은 주 오염원인 구리, 납 및 아연과 반응하여 발생할 

수 있는 침전물, 세척액 비용 및 효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염산(35%, 대정화금, 대한민국)을 선택하였다(Baek 

et al., 2007; Lee et al., 2008). 또한 현장 적용 시 세척 공정

에서 발생 할 수 있는 염소가스 및 공정 종료 후의 세척수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 염산의 농도는 1M을 기준으로 설정하

였다.

본 연구에서의 실험조건은 한국광해관리공단(MIRECO)

에서 수행한 “광산지역 오염 토양의 생태 친환경복원공법 

개발(2015)”을 참고하였다(MIRECO, 2015). 토양세척 시 

토양과 염산의 고액비는 중량을 기준으로 고체농도 약 9%

(토양:세척액 = 1:10)이다. 또한 세척 시 반응기의 교반속도

는 150 rpm이고 교반기 직경은 반응조 직경의 약 70%가 되

도록 설정하였다. 그리고 교반 시 영향을 받지 않는 부분

(Dead point)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반기 위치를 반응조 바

닥에서 크게 떨어지지 않도록(1 cm 이하) 실험을 진행하였

다. 토양 세척시간에 따른 세척 효율 측정을 위해 세척액 농

도를 1 M로 고정하고 세척시간을 10분에서 120분까지 단

계적으로 증가하였다. 세척액 농도에 따른 세척효율 평가

를 위해 오염도가 낮은 1.18 mm 이상의 입자와 장시간 세

척에도 농도의 저감이 어려운 0.038 mm 이하의 입자를 따로 

분리 제거한 뒤 세척액 농도를 0.25 M, 0.5 M, 1 M, 1.5 M로 

증가시키면서 수행하였다. 세척액 농도의 변화에 따른 산

세척 시간은 세척효과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30분 동안 

수행하였다.

본 실험의 모든 공정에서는 세척이 완료된 즉시 혼합물

을 감압 탈수시켜 시료와 세척액을 분리하였고 탈수된 시

료에 증류수를 1:10의 고액비로 첨가하여 5분간 동일 교반

기로 잔류 세척액 제거를 위한 수선(Rinsing)을 수행하였

다. 수선과정은 동일 방법으로 2회 수행하였으며 수선이 끝

난 시료는 습식 체거름을 통해 입도 분리를 수행하였다. 세

척 후 토양 내 중금속 농도는 토양오염공정시험법 상 1지역 

우려기준치를 적용하여 세척효과를 분석하였다.

사이클론을 이용한 미립자분리 실증시험은 apex(under)

출수구로 빠져나가는 조립자와 vortex(over)출수로 분리

되는 미립자의 적정 비율을 설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실

험에서는 사이클론의 시료 투입압력과, apex flow의 출수

구 직경을 조정하여 조립자와 미립자의 분리비율을 조정했

다. Apex flow 출수구 직경 조정을 통해 유출량을 조정한 

경우는 시료 투입압력을 0.75 kPa로 고정하였고 사이클론 

apex flow 출수구 직경은 3, 7, 9 mm로 조정하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 투입압력을 조정한 경우는 출수구 직경

을 7 mm로 고정했고, 투입압력을 0.25, 0.5, 0.75 kPa로 조

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중금속 농도와 토양 입도측정

은 ICP-OES(Varian 710-ES, Varian, U.S.) 및 입도분석기

(Mastersizer 2k, Malvern, U.K.)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세척시간 영향 분석

오염토양 중 1.18 mm 이하 입자를 1 M의 염산으로 세척

시간을 달리하여 실험한 결과 0.038 mm 이하의 미립자는 

세척시간과 상관없이 기준치 이상의 구리, 납 및 아연 농도

를 나타내었다(Fig. 1). 0.038~0.075 mm 입자는 구리 및 납 

농도가 30분 이상 세척했을 때 기준치 이하로 나타났으나, 

일부 구간에서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었다. 

반면 0.075 mm 이상의 입자는 30분 이상 세척했을 때 모두 

기준치 이하로 농도가 낮아졌다. 아연은 보다 큰 입자

(0.075~0.15 mm)에서 세척에 따른 중금속 농도가 저감 되

었고 일부 구간에서는 여전히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세척

시간이 증가할수록 전체 토양의 중금속 농도는 감소하지만 

일부 입자 구간에서 세척시간에 따라 중금속 농도가 높아

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0.038~0.075 mm 입자는 60분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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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상대적으로 높은 중금속 농도를 보였다. 보다 큰 

0.075~0.15 mm 입자와 1.18~0.15 mm 입자 또한 세척시간

이 증가 할수록 중금속 저감 효과를 보이다가 120분 세척 

시 높은 중금속 농도를 보였다. 이러한 현상은 침출된 중금

속이 용액 내에 포화되어 재침전이 일어난 결과로 보인다. 

Lim et al.(2004)의 실험에서 산세척을 통한 중금속의 탈착

이 평형상태에 도달하면 그 이상의 세척시간은 효과가 없

거나 세척액의 과포화로 인해 중금속침전이 유발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세척시간의 영향 분석 결과 토양입

자가 작을수록 중금속의 침출이 빨리 일어나지만 그만큼 

재침전 또한 빠르게 진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토양

의 중금속 저감 효과를 고려해 볼 때 구리의 경우 시간이 증

가함에 따른 저감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60분 이후

로는 감소폭이 작다.

세척액 농도 영향 분석

구리는 0.075 mm 이상 입자의 경우 세척액 농도와 상관

없이 모두 기준치 이하의 중금속 농도를 나타내었다(Fig. 2). 

하지만 0.075 mm 이하의 작은 입자는 세척액의 농도가 높

아질수록 오히려 잔류중금속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납의 경우 구리와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큰 입자

의 경우 세척액 농도와 상관없이 기준치 이하의 중금속 농

Fig. 1.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 in the soil washed using 1 M HCl over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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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보인 반면 작은 입자들은 우려 기준치를 초과하였다. 

아연은 여러 입자구간에서 세척액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잔

류 중금속의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입자 크

기가 상대적으로 큰 0.075~0.15 mm 구간의 입자에서도 높

은 잔류 중금속 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적정 세척액 

농도를 선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Park et al.(2009)에 

따르면 아연으로 오염된 토양을 세척할 시 0.1 M이상의 염

산은 아연농도의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다는 연구결과를 보

고한 바 있으며, 연속 세척을 통하여 아연의 제거율을 향상 

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염산 농도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아

연의 제거율이 증가되지 않는 현상은 중금속과 Cl이 결합

한 염화물 또는 황산염광물의 고정 등의 영향으로 해석된

다(Lee et al., 2008). 가학광산 오염토양과 같은 복합 중금

속 오염 토양에서는 아연만을 대상으로 한 세척조건을 수

립할 수 없다. 따라서 전체토양(total)의 중금속 저감 효과

를 고려해 보면 0.5 M의 염산으로 세척 시 가장 낮은 중금속 

농도를 보이므로 세척액의 농도에 따른 중금속 저감은 0.5 M

을 기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습식사이클론 활용 연속공정 실험 결과

현장실증시험을 수행하기 위해 소규모 파일럿플랜트에 

설치된 습식사이클론으로 오염토양의 분급성능을 확인했

다. 파일럿플랜트는 시료를 투입하면 연속적으로 가동할 

수 있는 장비로서 활용된 공정은 투입피더-볼밀-사이클론-

Fig. 2.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 in the soil washed using acid with different HC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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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세척의 연속공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은 사이클론 

apex flow 출수구 직경에 따른 apex flow와 vortex flow 배

출입자의 입도분포를 나타낸 것이다. Fig. 3의 y축에 평행

하는 세로선은 좌측에서부터 각각 0.038, 0.075, 0.16 mm

를 나타내는데 0.15 mm 이하 입자의 함량은 60% 이상이며 

vortex flow에서 0.15 mm 이하 입자의 함량은 90%를 초과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파일럿 사이클론에 투입되기 전 

볼밀의 분쇄효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apex flow 

출수구 직경 3 mm인 경우 사이클론 vortex flow와 apex 

flow로 분리된 시료의 건조 무게비는 약 3:1이었다. 출수구 

Fig. 3. Cumulative grain size distribution curves caused by different size of apex in cyclone. 

Fig. 4. Effect of cyclone apex diameter and feeding pressure on washing of soil through apex of cyc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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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경 7 mm인 경우 vortex flow : apex flow의 무게비는 1:4

였고, 9 mm의 출수구를 이용한 경우는 그 비가 1:8까지 증

가했다. vortex flow로 토출되는 미립자의 양이 많을수록 

세척공정에 투입되는 미립자의 양이 적어지므로 세척효과

의 측면에서는 유리하다. 그러나 최종 처분해야 하는 미립

자의 양이 많아지므로 적절한 미립자의 분리가 필요하다.

파일럿 사이클론의 적정 공정조건 설정을 위해 apex 

flow 출수구 직경과 시료 투입압력을 변화하여 실험을 수

행했다. Fig. 4는 사이클론 apex flow로 배출된 입자를 1 M

의 염산으로 30분간 세척 후 토양 내 잔류 중금속 농도를 나

타낸 것이다. 출수구 직경을 변화하여 실험한 경우 투입압

력은 0.75 kPa로 고정했고, 투입 압력을 변화한 경우 출수

구 직경은 7 mm로 고정하여 실험을 진행했다. 구리는 산세

척을 수행하지 않고 사이클론을 이용한 미립자 분리 공정

만으로 중금속 농도를 기준치 이내로 저감시킬 수 있었다. 

사이클론 공정만을 통해 저감된 구리농도는 약 24~28% 정

도 인 것으로 나타났다. 납은 apex flow된 세척 전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만, 산세척 후 출수구 직경에 상관

없이 기준치 이내가 되었다. 산세척 후 납 농도의 저감률은 

55~59% 정도이다. 아연의 경우 7, 9 mm 출수구에서 잔류 

중금속 농도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산세척 후 기준치 

초과 시료의 아연 농도는 모두 기준치보다 낮았고, 저감률

은 21~24% 정도로 나타났다.

토양세척 범위 설정

오염토양처리 연속식 공정은 토양 분산을 위한 볼밀 파

쇄공정, 오염도가 높은 미립자를 분리하는 사이클론 공정, 

중금속을 침출시키는 산 세척공정으로 이루어진다. 1지역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중금속 오염은 주로 0.075 mm 이하

의 미립자 토양에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사이클

론을 이용한 물리적 선별을 통해 전체 토양 중 중금속 농도 

저감이 어려운 미립자, 세척대상이 되는 입자, 그리고 원토

양으로 재 사용가능한 굵은 입자를 분리해야 한다. 가학광

산 오염토양에서 1.18 mm 이상 크기의 모래 및 자갈의 비

율은 약 38% 정도이며, 모래와 자갈은 원토양으로 사용가

능하다. 세척대상이 되는 토양은 1.18 mm 이하의 입자들

이며, 이들의 양은 약 62% 정도이다. 산세척을 통해 잔류 

중금속 농도 저감이 어려운 0.075 mm 이하의 입자는 약 

26%이다. 하지만 볼밀공정에서 굵은 입자가 파쇄되며 생

성되는 미립자들의 영향 때문에 사이클론에 실제 투입되는 

토양에는 0.075 mm 이하의 미립자가 더 많을 것으로 추측

된다. 또한 사이클론을 통해 많은 미립자들을 걸러낼 경우 

폐기처분해야 하는 미립자의 양이 증가하므로 적정한 양의 

미립자를 선별적으로 분리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중금속 농도 저감이 어렵다고 판단한 0.075 mm 미만 입

자가 26%에 달하는데 반해 볼밀-사이클론-산세척의 파일

럿 실험에서는 20% 미만으로 최종 처분될 미립자를 분리

하여도 나머지 apex flow 입자들을 대상으로 산세척을 수

행하여 기준치 이하로 중금속농도를 낮출 수 있었다(Fig. 5). 

그러나 15%의 미립자 분리 시 아연농도는 세척 후 기준치

에 매우 근접하게 나타난다. 따라서 사이클론 apex flow 입

자로 산세척을 통해 토양정화 효과를 안정적으로 얻기 위

해 20% 가량의 미립자를 분리해 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

서 적용된 파일럿 실험장비는 apex flow 출수구 직경 7 mm, 

투입압력 0.75 kPa일 때 20%의 미립자를 vortex flow로 분

리해 낼 수 있었다. 습식 사이클론을 활용한 토양 분리는 

apex flow 출수구 직경조정, 유체 투입압력 조정 외에도 유

량의 조정, 사이클론 형태 조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

Fig. 5. Heavy metal concentration in residual coarse soil after the removal of fine soil by cyclone and the soil wa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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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의 최적조건 수립을 위해 가학광산 

오염토양에 대한 실험을 수행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여 

세척액은 염산을 사용했고, 세척액 농도는 1 M, 세척시간

은 30분을 기준으로 설정했다. 토양의 주된 오염 중금속은 

구리, 아연, 납이며, 납의 경우 대책기준(1지역)을 초과하

는 오염도를 보였다. 토양 중 미립자에 오염이 집중되는 경

향을 보였고, 1.18 mm 이상의 굵은 입자들은 오염도가 낮

아 원 토양으로 사용가능하였다.

1 M 염산으로 세척 시 세척시간에 상관없이 0.15 mm 이

상 크기의 입자는 세척 후 기준치를 만족했다. 또한 0.075~0.15 

mm 입자의 토양은 최소 30분 이상 세척을 해야 기준치를 

비교적 만족 할 수 있었다. 그러나 0.075 mm 미만 크기의 

입자는 세척시간과 세척액 농도에 상관없이 기준치 이하로 

중금속 농도를 낮추기 어려웠다. 세척시간이 증가함에 따

라 토양 내 잔류 중금속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했는

데, 이는 침출된 중금속이 용액 내에 포함되어 재침전이 일

어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기 위해 세

척액에 대한 추가적인 중금속농도 분석이 필요하다. 전체 

토양의 중금속 저감 효과와 재침전 효과를 고려해 볼 때 세

척시간은 30분에서 1시간 사이가 적절하다.

세척액 농도의 변화에 따른 중금속 저감 효과는 크지 않다. 

염산 농도가 높아질수록 염화물의 형성 등의 요인으로 잔류

중금속 농도가 증가하는 현상도 나타났다. 0.1 M 이상의 염

산은 아연농도 저감에 효과적이지 않지만, 복합적인 오염원

인(구리, 납)을 고려할 때 최적 세척액 농도는 전체토양의 중

금속 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나는 0.5 M로 설정함이 타당하다.

습식 사이클론을 활용한 파일럿 장비 실험 결과 apex 

flow의 출수구 직경은 3 mm, 투입압력은 0.25~0.5 kPa 정

도로 설정했을 때 세척공정 후 토양 내 잔류 중금속농도가 

가장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이 경우 오염도가 높은 미립자

가 vortex flow로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세척효과가 높게 

나타난 것이므로 최적 세척조건으로 보기 어렵다. 미세토

양 분리정도에 따른 연속식 파일럿 공정 후 토양 내 잔류 중

금속 농도를 도시한 결과 유체투입압력 0.75 kPa, apex 

flow 출수구 직경 7 mm일 때 20%가량의 미립자를 분리해 

낼 수 있었고, 이 경우 세척공정 후 잔류 중금속 농도가 기준

치 이내를 만족했다. 보다 많은 입자를 분리해 낸 경우 잔류 

중금속 농도가 더 낮아지지만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따

라서 가학광산 오염토양은 0.5 M의 염산, 30분에서 1시간 

사이의 세척시간을 세척 최적 조건으로 설정하고, 세척공

정 이전에 물리적 입자 선별과정을 통해 미립자를 20% 정

도 제거해야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토양정화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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