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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nce 1980's, many mines have been closed and abandoned due to the exhaustion of deposits and declining prices of international
mineral resources. Because of the lack of post management for these abandoned mines, Farm land and rivers were contaminated with
heavy metal ions and sludge. We studied on the solidification/stabilization of heavy metal ions, chromium ions and lead ions, using
magnesia-phosphate cement. Magnesia binders were used calcined-magnesia and dead-burned magnesia. Test specimens were prepared
by mixing magnesia binder with chromium ions and lead ions and activators. We analyzed the hydrates by reaction between magnesia-
phosphate cement and each heavy metal ions by XRD and SEM-EDAX, and analyzed the content of heavy metal ions in the eruption
water from the specimens for the solidification and stabilization of heavy metal ions by ICP. The results was shown that calcined magnesia
binder is effective in stabilization for chromium ions and dead-burned magnesia binder is effective in stabilization for lead 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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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1980년대 이후 광량의 고갈 및 국제 광물 자원의 가격

하락현상 등으로 많은 광산이 폐광되어 방치되어 왔으며

이들 방치된 폐광은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폐광에서 유출되는 광미 등에 함유되어 있는 중금

속 이온에 의한 주변지역의 토양과 지하수 오염 등에 관

한 문제가 제기되었다.
1)

 1994년 조사결과에 따르면 광산

인근 중금속 이온에 오염된 농경지에서 생산된 현미와 채

소류의 중금속 이온의 함량은 타 지역에비해 월등히 높

게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2) 
한편 환경부는 지난 96년부

터 전국 토지를 농경지와 주거지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구

분하여 중금속 6개 항목과 PCB 등 5개 물질을 포함한 토

양오염물질 11종, 환경오염 예상물질 5종과 농약성분 10

종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지반 오염 수치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약 20.3%가 중금속 이온에 오염되어 있음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우리주변에 중금속 이온에 오염

된 지역이 많이있으나 우리나라에서 실시되고 있는 지반

오염정화기술의 수준은 선진국에 비하여 매우 미약한 실

정이므로 이들 중금속 이온 또는 불용성 유기물들로 부

터 미래의 수원으로서 지하수를 보호하기 위한 자연 친

화적이고 경제적인 기술의 개발이 시급한 상황이다.
3)

본 연구에서는 속경성이 있으며 양이온과의 반응성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특수 시멘트의 일종인 인산

염 마그네시아 시멘트를 사용하여 중금속 이온의 고정화

및 안정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마그네시아 시멘트 재료는 800~900
o
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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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소성된 경소 마그네시아와 1400
o
C 이상에서 소성되는

사소 마그네시아로 분류하게 된다. 마그네시아의 XRD 분

석결과는 Figs. 1, 2, Tables 1, 2에 나타내었으며 사소 마

그네시아의 활성화 재료로는 제1인산암모늄을 사용하였으

며 제1인산암모늄의 화학식은 NH4H2PO4이며 공기 중에

안정하고 비중은 1.803이며, 수용액의 pH는 4.3~5.0로 합

성팽창제의 주원료로 사용되어 지고 있다.
4) 
경소 마그네

시아의 활성화제인 염화마그네슘의 화학식은 MgCl2로 무

색의 결정성 분말로, 녹는점 712
o
C, 끓는점 1,412

o
C, 비중

2.325 (25
o
C)이다. 흡습성이 강하고, 물 ·알코올에 잘 녹는다.

예비 실험을 통하여 사소마그네시아와 경소 마그네시

아의 각각에 활성화제에 대한 최적의 배합비 사소마그네

시아:제 1인산암모늄=6:4, 경소마그네시아:염화마그네슘

수용액=5:5로 하였으며 첨가한 중금속인 질산납, 질산크

로뮴을 사소 및 경소 마그네시아를 사용하여 중금속의 고

정화 및 안정화 효과를 XRD, ICP, SEM-EDAX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2.2. 실험 방법

2.2.1. 실험 배합비

경소 및 사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하여 중금속의 고정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배합비는 사소 마그네시아와 제 1인

산암모늄(MAP)=6:4으로 혼합하였으며 W/C는 50 wt%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첨가한 중금속인 크로뮴과 납은 시

Fig. 1. XRD result of calcined magnesia.

Fig. 2. XRD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Table 1. XRF Result of Calcined Magnesia

Calcined

-Magnesia

element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Cl

% 0.03 93.30 0.52 3.14 0.02 0.11 0.06 

element K2O CaO TiO2 MnO Fe2O3 NiO La2O3

% 0.02 2.06 0.02 0.04 0.60 0.00 0.05 

Table 2. XRF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Deadburned

-Magnesia

element Na2O MgO Al2O3 SiO2 P2O5 SO3 Cl

% 0.02 93.60 0.63 3.03 0.02 0.07 0.01 

element K2O CaO TiO2 MnO Fe2O3 NiO V2O5

% 0.02 1.78 0.03 0.10 0.62 0.01 0.05 

Table 3. Heavy Metals Ration Adding to Dead-Burned Magnesia

MgO:MAP
Cr(NO3)3·9H2O(wt%), 

Pb(NO3)2(wt%)

Water ratio

(wt%)

6:4

5

5010

15

Table 4. Heavy Metals Ration Adding to Calcined Magnesia

MgO:MgCl2 Cr(NO3)3·9H2O(wt%), Pb(NO3)2(wt%)

5:5

5

10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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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으로 시료전체 중량에 대하여 5 wt%, 10 wt%, 15 wt%

로 첨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경소 마그네시아의 경우는 염화마그네슘(MgCl2)을 28

Baume 값으로 하여 1:1의 비율을 적용하여 실험을 진행

하였으며 첨가한 중금속인 크로뮴과 납은 시약으로 시료

전체 중량에 대하여 5%, 10%, 15%로 첨가하여 KS L

5109에 따라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2.2.2. 분석방법

사소 및 경소 마그네시아와 각각에 활성화제를 사용하

여 반응시킨 시편을 3일, 7일, 28일 재령일에 맞춰 XRD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사소 및 경소 마그네시아가 중금속

과 반응후 생성되는 생성물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동일한

시편의 SEM-EDAX분석을 통하여 생성물의 결정형태와

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온을 확인하였다.
4)

제작한 시편을 침수시킨 이후에 3일, 7일, 28일 54일의

재령일에 맞춰 용출수를 채취하여 ICP 분석을 실시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XRD 분석결과

Fig. 3은 경소 마그네시아에 크로뮴을 첨가하여 제작한

시편의 XRD 분석결과로써 경소 마그네시아와 염화마그

네슘이 반응하여 Mg(OH)2가 생성되며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Mg(OH)2의 생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크로뮴 이온과 경소 마그네시아와 반응하여 MgCrO4

가 생성된 것임을 XRD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Fig. 4는 경소 마그네시아에 납을 첨가하여 제작한 시

편의 XRD 분석결과로써 이 역시 경소 마그네시아와 염

화마그네슘이 반응하여 Mg(OH)2이 생성되며 재령이 경

과함에 따라 Mg(OH)2의 생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PbMg(CO3)2의 경우 납이온이 경소 마그네

시아와 반응하여 생성된 것을 XRD의 분석을 통하여 확

인할 수 있었다.

Fig. 5는 사소마그네시아에 크로뮴을 첨가하여 제작한

시편의 XRD 분석결과로써 사소 마그네시아와 제1인산암

모늄이 반응하여 NH4MgPO46H2O가 생성되며 재령이 경

과함에 따라 NH4MgPO46H2O의 Intensity가 강하게 나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gCrO4H2O 및 NH4Cr(PO3F)H2O은 첨가한 중금

속인 크로뮴 이온과 사소 마그네시아의 반응에 의하여 생

성됨을 XRD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NH4Cr(PO3F)-

H2O는 재령 3일에서는 확인되나 재령 7일에서는 확인되

지 않았다.

즉, 반응 초기에 크로뮴 이온은 제1인산암모늄과 반응

하여 MgCrO4H2O와 NH4Cr(PO3F)H2O을 생성하였으나 재

령 3일 이후부터 다시 분해되면서 크로뮴 이온과 마그네

시아가 반응하여 MgCrO4H2O를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소마그네시아, 제1인산암모늄이 크로뮴 이온과의

반응은 마그네시아와 크로뮴 이온과의 반응에 의한

MgCrO4H2O과 제1인산암모늄과 크로뮴 이온과의 반응에

의한 NH4Cr(PO3F)H2O를 생성하게 되며, NH4Cr(PO3F)H2O

는 재령이 경과하면서 다시 분해되어 마그네시아와 반응

하여 MgCrO4H2O를 생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위의 내

용을 통하여 크로뮴 이온의 고정화는 MgCrO4H2O 생성

Fig. 3. XRD patterns of calcined magnesia (chromium addition).

Fig. 4. XRD patterns of calcined magnesia (lead addition).

Fig. 5. XRD patterns of dead-burned magnesia (chromium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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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MgO → Mg
2+

+ O
2−

Mg
2+

+ O
2−

+ CrO3
4−

+ H2O → MgCrO4H2O (1)

 
Fig. 6은 사소 마그네시아에 납을 첨가하여 제작한 시

편의 XRD 분석결과로서 사소 마그네시아와 제1인산암모

늄이 반응하여 NH4MgPO46H2O가 생성되며 재령일이 경

과함에 따라 NH4MgPO46H2O의 peak Intensity가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G와 H 및 I로 표기한 PbMg(CO3)2, Mg2Pb 및

(NH4)2PbP4O12은 첨가한 중금속인 납 이온이 사소 마그네

시아와의 반응에 의하여 생성됨을 XRD를 통하여 확인하

였다. 그러나 (NH4)2PbP4O12은 재령 3일에서는 확인되었

으나 재령 7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재령 3일 이전 즉 반응 초기에는 납 이온은 마그

네시아 또는 제1인산암모늄과 반응하여 PbMg(CO3)2, Mg2Pb

및 (NH4)2PbP4O12을 생성하나 (NH4)2PbP4O12은 재령 3일

이후부터 다시 분해되어 납 이온과 마그네시아가 반응하

여 Mg2Pb와 PbMg(CO3)2을 형성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사소마그네시아와 제1인산암모늄의 납 이온과 반응

은 사소마그네시아와 납 이온의 반응을 통하여 Mg2Pb,

PbMg(CO3)2을 생성하게 되고 또한 제1인산암모늄과 납

이온과의 반응에 의해 (NH4)2PbP4O12이 생성되며, (NH4)2-

PbP4O12는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다시 분해되면서 마그

네시아와 반응하여 PbMg(CO3)2와 Mg2Pb를 생성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즉 납 이온의 고정화는 Mg2Pb와 PbMg-

(CO3)2의 생성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3.2. SEM-EDAX 분석결과

Fig. 7은 경소 마그네시아에 크로뮴과 납을 시약으로 첨

Fig. 6. XRD patterns of dead-burned magnesia (lead addition).

Fig. 7. SEM-EDAX result of calcined magnesia.

Fig. 8. SEM-EDAX resultof dead-burned magnesia.

Fig. 9. ICP result of calcined magnesia (chromium addition).

Fig. 10. ICP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chromium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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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시편의 SEM-EDAX 분석결과로써 첨가한 중금속의

크로뮴 이온과 납 이온이 경소 마그네시아와 반응하여

MgCrO4, PbMg(CO3)2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8은 사소 마그네시아에 크로뮴과 납을 시약으로 첨

가한 시편의 SEM-EDAX 분석결과로써 첨가한 중금속의

크로뮴 이온과 납 이온이 사소 마그네시아와 반응하여

MgCrO4H2O, PbMg(CO3)2, Mg2Pb을 구성하는 각각의 이

온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었다.

 

3.3. ICP 분석결과

경소 마그네시아와 사소 마그네시아에 크로뮴과 납을

시약으로 마그네시아 중량에 대하여 5%, 10%, 15%로 첨

가하여 제작한 시편을 3일, 7일, 28일의 재령에 용출되어

나오는 용출수를 ICP 분석을 통하여 중금속 양을 확인하

고자 하였다.

Fig. 9와 Fig. 10은 시편에서 용출되어져 나오는 크로뮴

이온의 용출량을 각 재령별로 나타낸 그래프이다.

또한 Fig. 11와 Fig. 12는 재령일이 경과함에 따라 용출

되어지는 크로뮴 이온의 누계량을 나타낸 그래프로써 재

령일이 경과함에 따라 크로뮴 이온의 전체 용출량을 확

인하고자 하였으며, 경소 마그네시아의 경우 재령일이 경

과함에 따른 크로뮴 이온의 증가량은 감소하며 누적량의

그래프 역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사소 마그네시아의 경우 크로뮴 이온의 재령별 용출증

가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누계량 그래프에서 역시

재령일이 경과함에 따라서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사소 마그네시아의 경우 재령 3일에서는 크로

뮴 이온의 용출량이 미비하나 재령 7일에서 높게 나타나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XRD 분석결과 크로뮴

이온이 제1인산암모늄과 반응하여 NH4Cr(PO3F)H2O를 생

성하나 재령 7일에서는 이 생성물의 peak를 확인할 수 없

었다. 즉 식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초기에 생성된

NH4Cr(PO3F)H2O가 분해되어 다시 마그네시아와 반응하

여 MgCrO4H2O이 생성되는 동안에 미반응의 크로뮴 이

온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령 7일 이후에는 크로뮴

이온의 용출량은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H4Cr(PO3F)H2O가 분해된 후 의한 크로뮴 이온이 마그

네시아와 서서히 반응하여 MgCrO4H2O을 생성하기 때문

인 것으로 판단된다. 

크로뮴 이온의 감소는 사소 마그네시아에 비하여 경소

마그네시아가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보아 사소 마그네시아보다는 경소 마그네시아가 크로뮴

이온을 고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 ICP result of calcined magnesia (chromium addition).

Fig. 12. ICP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chromium addition).

Fig. 13. ICP result of calcined magnesia (lead addition).

Fig. 14. ICP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lead ad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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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크로뮴 이온의 검출량은 공정시험법의 기준치에

하회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Fig. 13와 Fig. 14는 제작한 시편에서 용출되어져 나오는

납 이온의 용출량을 각 재령별 증가량을 나타낸 그래프로

써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납 이온의 증가량을 나타낸 그

래프이다. Fig. 15와 Fig. 16은 재령이 경과함에 따라 용출

되어지는 납 이온의 재령별 누계량을 나타낸 그래프이다.

분석 결과 사소 마그네시아에 첨가한 납 이온의 경우

재령이 경과함에 따른 납 이온의 증가량이 현저하게 감

소하였으며 재령별 납 이온의 누계량 그래프 역시 재령

이 경과함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사소 마그네시아의 경우 재령 3일에서는 납 이

온의 용출량이 미비하나 재령 7일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는 XRD 분석결과 납 이온이

제1인산암모늄과 반응하여 (NH4)2PbP4O12를 생성하나 재

령 7일에서는 이 생성물의 peak를 확인할 수 없었다. 즉

초기에 생성된 (NH4)2PbP4O12가 분해되어 다시 마그네시

아와 반응하여 PbMg(CO3)2와 Mg2Pb이 생성되는 동안 미

반응의 납 이온이 검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재령 7일 이후에는 납 이온의 용출량이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NH4)2PbP4O12가 분해 된 후 납

이온이 마그네시아와 반응하여 PbMg(CO3)2와 Mg2Pb을

생성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납 이온의 감소는 경소 마그네시아에 비하여 사소 마

그네시아가 감소율이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으로 보

아 경소 마그네시아보다는 사소 마그네시아가 납 이온을

고정화하는데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납 이온의 검출량은 공정시험법의 기준치에 하회

하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5)

4. 결 론

사소 마그네시아와 경소 마그네시아를 이용한 중금속

고정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XRD와 SEM-EDAX 분석결과 사소 마그네시아와 경

소 마그네시아가 각각의 활성화제와 반응하면서 첨가한

중금속인 크로뮴 이온 및 납 이온이 MgCrO4, MgCrO4H2O,

PbMg(CO3)2, Mg2Pb의 생성물을 만들어 납 이온과 크로

뮴 이온을 안정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2) 활성도가 경소 마그네시아에 비하여 낮은 사소 마그

네시아의 경우 크로뮴 이온과 납 이온의 고정화 반응은

사소마그네시아와의 직접 반응과 제1인산암모늄과의 반

응을 거쳐 다시 사소 마그네시아와 반응하는 2단계 반응

에 의하여 중금속 이온을 고정화 시키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납 이온의 고정화에는 사소 마그네시아가 경소 마그

네시아 보다 탁월한 효과가 있으며 크로뮴 이온의 고정화

는 경소 마그네시아가 사소 마그네시아 보다 탁월한 효

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REFERENCES

1. Y. H. Park and K. W. Seo, “Policy Suggestions for Soil

Contamination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Inactive or

Abandoned Metal Mines,” J. Kor. Soil and Groundwater

Environment Soc., 11 [3] 1-11 (2006).

2. J. I. Ham and Y. S. Shim, “Observed Acid Mine Drainages

of Closed Coal Mine and Treatment Methods,” J. Kor Insti-

tute of Chemical Eng., 2 [2] 1975-78 (1996).

3. M. Y. Kwak, “Prospect and Present Status of Soil Envi-

ronmental Remediation Industry,” J. Kor. Environmental

Engineers Soc., 29 [3] 271-74 (2007).

4. I. S. Kang, M. Y. Ahn, M. S. Paik, and S. J. Jung “A Study

on Field and Hydration Properties Ultra Rapid Hardening

Mortar Using Magnesia-Phosphate Cement,” J. Kor. Arch.

Ins., 24 [2] 79-86 (2008).

5. Contamination in Standard Method for Examination of Soil

in Korea, pp. 2-3, 2007.

Fig. 15. ICP result of calcined magnesia (lead addition).

Fig. 16. ICP result of dead-burned magnesia (lead addi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