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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아말감화에 의한 폐수은 안정화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수은은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 산업체, 연구실은 물론 

우리 생활 주변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일본의 미나마

타현의 알칼리 제조 공장에서 인근 해안에 누출된 수은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

래한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대표적 유해 물질

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

다. 

  그동안 산업체,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폐수은은 증류하여 재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처리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 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고도

화되면서 폐수은이 다른 유독 물질에 오염되어 증류하여 재사용하기가 어려워지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건상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아 회수하여 재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은을 처리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미국 등 선진 각 국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수은에 대한 안정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점차 폐수은의 보관량이 증가하면서 수은

의 위해성 때문에 폐수은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을 서둘러 개발하기 시작하

다.

  본 연구는 폐수은을 적합한 금속으로 아말감화하여 고형화함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켜 취급 및 보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 등에서 개발

하고 있는 방법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고, 처리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성이 높

으며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폐수은을 적당한 금속으로 아말감화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고형체를 제조

함으로써 폐수은을 안정화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 다. 먼저 폐수은을 아말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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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한 혼합 물질을 선정하 으며, 각 물질의 혼합 조성에 따른 제조 조건 

및 구조적 건전성을 관찰하 다. 제조된 시편의 압축강도, 침수 특성, 용출 특

성, 장기 용출 특성, 초기 증기발생 속도 등의 측정을 통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

하 다. 또한 연구소에 보관중인 실제 폐수은 1 kg을 시범 처리하여 실용화 가

능성을 입증하고자 하 다.

Ⅳ. 연구개발결과 

     순수한 수은과 실제 폐수은에 대하여 구리와 청동(구리:아연=0.9:0.1)을 

사용하여 구조적 건전성이 뛰어난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구리 아

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의 압축강도는 일반 시멘트 고형체나 황폴리머 고형체의 압축강

도보다도 2∼3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침수 시에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

다. 우리나라 폐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용출 시험을 한 결과, 구리 아말감 

고형체는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판정기준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미

국 EPA의 TCLP에 따른 용출 시험값은 미국의 유해폐기물 판정기준보다 낮은 값

을 나타내었다. 청동(구리:아연=0.9:0.1)의 아말감 고형체는 우리나라 유해폐기

물 판정기준과 미국의 유해폐기물 판정기준보다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장

기 용출 거동을 관찰한 결과, 두 아말감 고형체의 수은 확산계수는 10
-19 
cm
2
/s 

정도로 기존에 보고된 황폴리머 고형체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어 황폴리머

에 의한 고형화 방법보다 장기 용출 특성이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구리와 청

동(구리:아연=0.9:0.1)의 아말감 고형체들은 모두 제조 초기에는 액체 수은에 

버금가는 수은증기를 발생하나, 점차 시간이 흘러 구조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수은증기의 발생 속도는 현저히 감소하 다. 구리 아말감 고형체와 청동(구리:

아연=0.9:0.1) 아말감 고형체의 미세 조직과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두 고형

체의 아말감 형태는 Cu7Hg6 또는 Cu15Hg11  화합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

으로 실제 폐수은 100g을 포함하는 직경 2.5 cm ×높이 2.5 cm 크기의 구리 아

말감 고형체와 폐수은 800g을 포함하는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구리 아

말감 고형체로 제조하는데 성공함으로써 폐수은 처리에 아말감 고형화 방법이 

실용 가능하다는 사실을 입증하 다.

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및 건의사항

      - 연구소, 병원 발생 폐수은 처리에 적용하도록 보급토록 적극 추진 예정

      - 산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이전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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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 문요약문)

Ⅰ. Project Title

    Conditioning of Spent Mercury by Amalgamation

Ⅱ.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Mercury is a unique metal which is liquid at room temperature. It 

has been widely used in industries, laboratories, and our living 

life. However,

the use of mercury and its compounds must be strictly controlled due 

to their toxicity. 

  Spent elemental mercury from industries and laboratories has been 

recycled through distillation. And the another treatment of spent 

elemental mercury was not seriously considered until recently. Some 

of spent mercury, however, couldn't recycled by distillation because 

of technical or economical problems. In this case, they have been 

stored without any treatment. Scrupulous attention and handling are 

required for safe storage since mercury is very toxic and dispersible 

liquid. Therefore, the conditioning technology  for spent mercury 

must be developed to increase the storage stability and to finally 

dispose in the stable form.

Ⅲ.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Solidification by amalgamation was performed to immobilize and 

stabilize the liquid spent mercury. First, the appropriate metal and 

alloy which can convert liquid mercury into a solid form of amalgam 

were selected through initial tests. And optimum composition of the 

metal and the mercury in amalgam was determined by observing 

structural integrity of the amalgam. The amalgam form, formulated in 

optimum composition, was characterized and subjected to selected 

performance tests including compressive strength, water immersion, 

leachability and initial vaporization rate to evaluate mechan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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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grity, durability and leaching properties. Finally, bench scale 

amalgamation trial was conducted with about 1 kg of spent mercury obtained 

from Nuclear Fuel Testing Facility of K.A.E.R.I. to verify the feasibility 

of amalgamation method.

 

Ⅳ. Result of Project

    In this study, amalgam form with structural integrity could be 

fabricated using copper or copper alloy(bronze, Cu:Sn=0.9:1) for pure 

elemental mercury and spent mercury. Optimum loading of mercury was 

determined at 53 wt% in amalgam. Compressive strengths of Copper amalgam 

form and bronze amalgam form containing 53 wt% mercury, respectively, were 

2∼3 times greater  than those of cement waste form and sulfur polymer 

waste form. And compressive strengths of copper amalgam form and bronze 

amalgam form were not decreased after water immersion test. Mercury 

concentration of leachate for copper amalgam,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Korean Environmental Procedure(K.E.P.), was slightly over Korean 

regulatory limit(5 ㎍/L) of hazardous waste. But mercury concentration of 

leachate for copper amalgam, conducted in accordance with the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was well below the Environment 

Protection Agency(E.P.A) limit of 200 ㎍/L. In case of bronze amalgam, 

mercury concentrations of leachates in two tests were, respectively, below 

the Korean regulatory limit and E.P.A. limit. The results of long term 

tests for copper amalgam and bronze amalgam indicated that the leaching 

process was dominated by diffusion. The diffusion coefficients of amalgams 

were around 10-19 cm2/s. Measurement of mercury vapor concentration showed 

that initial vaporization rates of amalgams were remarkably reduced over 

time. By X-ray diffraction and micro-structur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the main constituent of copper amalgam and bronze amalgam was Cu7Hg6 

or Cu15Hg11. Through bench scale trial, copper amalgam containing 800 g of 

spent mercury was successfully fabricated in the waste form of 5 cm in 

diameter and 5 cm in height.

Ⅴ. Proposal for Applications

    The results of this stusy is expected to be widely applied in the 

treatment of spent mercury from industries, laboratories and dental 

clinics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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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수은은 실온에서 액체로 존재하는 유일한 금속으로 산업체, 연구실은 물론 우

리 생활 주변에서 매우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1960년대 일본의 미나마타

현의 알칼리 제조 공장에서 인근 해안에 누출된 수은이 심각한 환경오염을 초래

한 것이 밝혀지면서 세계 각국에서 수은 및 수은 화합물은 대표적 유해 물질로 

분류되어 엄격히 관리되고 있으며, 최근들어 각종 규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 

  원소 상태의 수은 즉 금속 수은은 다른 수은 화합물에 비하여 무해하다고 할 

수 있지만, 수은으로부터 발생하는 증기는 매우 유독하기 때문에 실온에서 액체

로 존재하기 때문에 취급시 부주의로 인하여 보관 용기가 파손되거나 바닥에 떨

어뜨릴 경우 다시 전량 회수가 매우 어려워 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

다.

  그동안 산업체, 연구실 등에서 발생하는 금속 폐수은은 증류하여 재사용하여 

왔기 때문에 처리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보 다. 그러나 산업기술이 고도

화되면서 폐수은이 다른 유독 물질에 오염되어 증류하여 재사용하기가 어려워지

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하고, 여건상 경제적으로 채산이 맞지 않아 회수하여 재

사용하기가 불가능한 경우도 많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수은을 처리

하기 위한 특별한 방법이 없어 그대로 보관만 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연구소의 수은 사용은 그렇게 많은 양은 아니지만, 과거 각종 실험에 사

용되고 난 폐수은이 약 50 kg 정도 보관되고 있다. 이 폐수은 중 일부는 소량의 

우라늄 분말을 함유하고 있어 일반 환경폐기물로 분류하여 외부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기가 곤란하며 수은이 액체라는 특성상 무작정 용기에 넣어 보관하기

에도 관리상 어려움이 있다. 일반 방사성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일반 폐수은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특별한 처리 방법이 없어 액체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는

데, 폐수은에 대한 위해성 때문에 항상 보관 및 운반 등에 세심한 관리가 필요

하다. 또한 이와 같은 폐수은 발생 및 보관 관리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연구에 

필요한 수은의 사용이 제약을 받고 있기도 하다. 현재 연구소에 보관중인 폐수

은의 양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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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ventory of Spent Elemental Mercury in KAERI as of 2001

Sources  Amounts Remarks

 Voltametry  About 8 kg -

 Porosimeter  About 35 kg

 Some of them (about 10   

 kg) are contaminated by

 radioactive materials,

 mainly UO2.

 Etc.  About 5 kg  -

  본 연구에서는 미국 등에서 폐수은 처리를 위하여 개발 초기에 도입되었다 주

목을 받지 못하 던 아말감화 방법을 다시 시도하 다. 아말감화 방법은 수은이 

다른 금속과 안정한 아말감을 형성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폐수은을 안정화시키

자는 것이다. 다만 지금까지는 아말감화에 의하여 일정 형태의 고형체를 제조하

는데 실패하 기 때문에 안정화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받지 못하 다. 그러나 

만약 일정 형태의 고형체를 제조할 수 있다면, 반응이 매우 빠르고 분진이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그 자신이 안정성이 있기 때문에 폐수은 처리 방법으로 적합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는 폐수은을 적당한 금속으로 아말감화하여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일정 

형태의 고형체의 제조가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같이 불가능한 지 확인하고자 하

며, 만약 이와 달리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고형체의 제조가 가능하다면 여기서 얻

어진 고형체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을 관찰하여 그 안정성을 평가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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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대중 매체의 발달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은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 것

이다. 특히 수은 건전지, 형광등 등에 수은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폐기시 조

심해야 한다는 방송이나 기사는 누구나 한 두번씩은 접하여 보았을 것이다. 또

한 수은에 의해 발생된 대표적인 공해병이라 일컫는 “미나마타병”에 대하여도 

카드늄에 의한 “이타이이타이병”과 함께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아직도 수은은 

우리 주변에서 건전지나 형광등 외에도 여러 분야에 여러 형태로 다양하게 사용

되고 있으며, 또한 의외로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도 사실이다.

  수은은 원소 형태의 금속 수은 외에 무기 수은화합물 (HgO, HgS, HgCl2, 

HgCl, HgF, HgBr, HgI, K2HgI4, Hg(SCN)2, Hg2(NO3)2, Hg(NO3)2, Hg2SO4, 

Hg2SO4 등)과 유기 수은화합물(Mercury Acetate (CH3COO)2Hg), 

Alkylalkoxymercury R'-Hg-R", Monoalkyl(aryl)mecury Carboxylate 

R-Hg-O-COR', Monoalkyl(aryl)mercury(II) Halides, Borate, Nitrate, R-Hg-X, 

Monoalkyl(aryl)mecury hydroxide R-Hg-OH) 의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며, 이들은 

전지, 농약,아아크등, 추출제, 가성소다 제조, 종자 소독을 위한 훈증제, 선박

의 오염방지용 페인트, 곰팡이 방지제 등 여러 용도에 사용되고 있다. 수은 중

독 사건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미나마타 사건”은 가성소다를 제조하던 

“미나마타”만 주변의 한 공장에서 전극으로 사용되던 수은이 방류되어 혐기성 

조건하에서 박테리아의 작용에 의하여 메틸 수은 CH3Hg, (CH3)2Hg 으로 변하고 

물고기에 축적된 것을 사람이 섭취하므로써 비롯된 것이다. 이 사건으로 43명이 

사망하 으며, 중독된 어머니로부터 태어난 아이들은 선천적 결함을 나타내었

다. 또한 미국과 캐나다에서도 St. Clair 호에서 잡은 물고기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수은 양을 보여 큰 문제가 된 바 있다. 이때 역시 수은은 메틸 수은의 형

태로 검출되었다. 따라서 최근의 수은 독성 연구의 대부분은 메틸 수은에 집중

되었다.[1,2]

  그러나 금속 수은의 독성은 메틸 수은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을 뿐 역시 사

람에게 큰 독성을 나타낸다. 수은은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은백색의 금속이며, 

액화온도가 -38.87℃로 실온에서는 항상 액체로 존재한다. 주 용도는 전극, 치

과용 아말감, 온도계, 전기기기 등이다. 수은 증기는 무색, 무취하며 -10℃에서

도 기화하고 20℃에서 50℃로 온도가 올라가면 기화성은 8배 증가한다. 수은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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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는 쉽게 혈액으로 흡수되며 수은 이온으로 산화되어 뇌, 신장, 심장, 폐, 간, 

등의 장기와 중추신경에 축적된다. 체내에 흡수된 수은 이온은 단백질의 

sulphydryl 기와 phosphoryl 기와 강력하게 결합하여 효소 작용을 방해하므로써 

단백질의 변성을 가져오며 세포의 신진대사와 기능을 저하시킨다. 오염초기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으나 허약, 피로, 식욕감퇴, 체중감소, 위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흡입량이 증가하면 손가락, 눈꺼풀, 입술에 미세한 떨림이 나타나고 

좀 더 진행되면 몸 전체에 떨림이 나타난다. 그밖에 보행실조, 언어장애, 시각

장애, 반사기능 이상, 신경전달 이상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혈액 100 mL당 수

은 이온의 농도가 0.2 mg에 이르면 급성 효과가, 0.1 mg/m3 의 수은 증기 농도

에서 하루 5시간 정도 호흡하면 심각한 만성 수은 중독증세를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다. 25℃ 실온에서 포화 농도는 2 mg/m3이며 공기중 최대 허용 농도는 50 

μg/m3이다. 수은은 증기에 의한 독성 외에도 직접 접촉에 의하여 피부염, 습

진, 두드러기, 발진, 부종, 가려움증 등이 발생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금속 수은 역시 취급, 보관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사용이 끝난 이

후에는 엄격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3,5]

  현재까지 사용이 끝난 폐수은은 수은의 값이 비싸기 때문에 수집하여 증류 등

의 방법으로 정제한 후 재사용하 다. 재사용이 가능하다면 아마도 이 방법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수은의 사용량이 많은 공장이나 큰 업체에서는 

수집에 따르는 비용의 부담이 적기 때문에 경제성이 있으나, 수은 사용량이 많

지 않은 소규모 공장, 병원, 실험실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은은 수집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경제성이 떨어져 지금은 거의 수집, 재사용이 안되고 있는 실

정이다. 또한 재사용하는 경우에도 정제, 증류과정에서 2차 폐기물(잔유물) 발

생과 수은 증기의 발생이 우려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1]

  원자력 분야의 연구소에서 발생하는 방사성에 오염된 수은의 경우, 발생량이 

많지 않아 재사용하기에는 경제성이 없으며, 경제성을 무시하고 증류 등에 의하

여 수은을 회수한다 하여도 증류잔유물, 회수 장치의 오염 등으로 다시 2차 폐

기물이 다량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재까지 별 특별한 방법 없이 주로 보관만 하

여 왔다.

  미국 등 선진 각 국에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하여도 수은에 대한 안정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점차 폐수은의 보관량이 증가하면서 수은

의 위해성 때문에 폐수은을 안정화하기 위한 방법이 서둘러 개발되기 시작하

다.[4,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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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수은을 안정화하기 위하여 처음 시도된 방법은 아연, 구리, 금 등을 이용한 

아말감화 방법이었으나 일정 형태를 갖는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하는데 실패하여 

안정화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 다.[10]

  다음으로 황을 사용한 설파이드(Sulfide) 방법이 개발되었는데[4,10,11], 현

재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미국 BNL(Brookhaven National Laboratory)의 

황폴리머에 의한 고형화 방법이다.[4,10] 이 방법은 폐수은을 황과 반응시켜 황

화수은(HgS)를 만들고, 생성된 황화수은을 다시 황폴리머로 고형화하는 것이다. 

이 방법에 의하면 미국 EPA에서 제정한 TCLP 용출 시험법에 의한 용출수 중의 

수은 농도를 유해 폐기물의 판정기준인 0.2 mg/L 까지 낮추는 것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런데 수은과 황의 반응은 일반적인 액-고 반응이 아니라 실제로는 수은 

증기와 황과의 반응이다. 따라서 표면적을 줄이려고 하는 수은의 특성상 최소한

의 수은 표면에서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반응 속도가 매우 느리다. 또한 생성

된 황화수은은 검은 색깔의 미세한 분말로 주변에 잘 날리기 때문에 완전히 

폐된 설비 내에서 작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황화수은은 다시 황폴리머로 고형

화하여야 하는데 이때 함량은 전체의 40% 이하로 제한된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

구하고 지금까지 이 방법은 폐수은을 안정화하는데 가장 앞선 방법으로 평가받

고 있다.

  앞에서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아말감화에 의한 폐수은 안정화 방법은 지금까

지 일정 형태를 갖는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하는데 실패하여 안정화에 적합한 방

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 다. 그러나 수은의 아말감은 치과재료로써 널리 사용

되고 있다. 수은은 다른 고상 금속을 가소성화합물로 만들어 원하는 형태로 가

공이 용이하고 이후 경화되어 다양한 구강 환경에 잘 견뎌내기 때문에 1800 년

대 초반부터 아직까지 150여년 동안 치과재료로 사용되어 왔다. 수은을 사용한

다는 문제점 때문에 미국에서는 1988년부터 1991년 사이 아말감의 안전성에 대

한 논쟁이 있었는데 이때의 결론은 극히 일부의 환자를 제외하고는 아말감 물질

이 관절염, 다발성 경화증, 또는 그 외의 다른 아말감과 관련된 질환에 연관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아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결론 지은 바 있다. 치

과에서 아말감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가지 금속이 아니라 65%의 은, 29%의 주석, 

6% 이하의 동 합금이 주로 사용된다. 수은은 이들 합금과 50:50 정도 혼합하여 

사용한다. 아말감의 물성은 합금의 조성, 합금 분말의 형상, 수은과의 혼합비, 

연화방법, 응축방법, 변연적합 및 해부학적 특성, 최종 연마 등에 의하여 달라

진다고 한다. 치과용 아말감의 구조와 특성에 대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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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서는 더 이상 자세히 다루지 않고 주요 참고문헌을 소개하

는 것으로 그친다.[5-9] 최근들어 급속한 과학의 발달로 취급이 간편하고 작업

자의 숙련에 상관없이 균일한 물성을 갖는 아말감을 제조할 수 있는 합금과 아

말감화 장치가 사용되고 있다.

  비록 아말감화에 의한 폐수은 안정화 방법이 지금까지 일정 형태를 갖는 아말

감 고형체를 제조하는데 실패하여 안정화에 적합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지 못하

고는 있지만, 치과재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음을 볼 때 일정 형태의 아말감 고형

체 제조의 성공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물론 치과재료학에서의 아말감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값이 주성분이 은인 합금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와 시술이 행하여 

졌기 때문에 폐수은을 처리하기에 직접 적용하기에는 경제성이 따르지 않는다. 

따라서 가격이 저렴한 금속을 이용하여 내침출성, 기계적 강도가 우수한 아말감

을 개발한다면 아말감화 방법은 다시 새로운 폐수은 처리방법으로 각광받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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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개발수행 내용 및 결과

제 1 절 실험 및 방법

    1. 재료

       가. 수은 및 폐수은

           폐수은의 종류는 경우에 따라 다양할 수 있으므로 먼저 순수 수은을 

가지고 아말감 제조 실험을 하 으며, 다음 이를 기준으로 Table 1의 폐수은 중 

한 가지 종류를 선택하여 비교 실험을 하 다.

  순수 수은은 C & S International 사의 순도 99.999%인 것을 사용하 다.

  폐수은은 핵연료시험시설에서 보관중인 것을 일부 사용하 는데 이 폐수은은 

Porosimeter에서 이산화우라늄(UO2)의 공극률 측정에 이용되고 난 후 발생한 것

으로 Fig. 1-(a)의 사진과 같이 병 속에 넣어 보관 중이던 것이다. 보관병 속의 

제일 위층은 수은 증기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물 층이며, 다음은 이산화우라늄 

등의 혼합물 층이고, 마지막 아래층이 수은인데 병 속의 내용물을 분액 깔때기

에 넣고, 일정 시간이 흐른 후 아래 폐수은 층만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이

때 상태는 Fig. 1-(b)와 같으며, 이 폐수은 중 수은의 함량은 Volhard 법으로 

측정한 결과, 99.4±0.2%로 수은이 주성분임을 알 수 있었다. 

       나. 아말감용 금속

           아말감화를 위한 금속은 분말 상태의 아연, 주석, 구리와 구리의 합

금인 황동 및 두 종류의 청동을 각각 사용하 다. 각 금속 분말의 제조사, 순

도, 평균입자 크기는 다음 Table 2와 같다. 순도는 제조사의 사양이며, 입자 크

기는 국 Malvern 사제 모델 Mastersizer/E 기기를 사용하여 직접 측정한 결과

이다.

  아연 분말의 순도는 다른 금속 분말에 비하여 다소 낮았지만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시약급 제품이므로 이를 구입하여 사용하 다.

  구리와 황동 분말은 입자 크기가 다른 금속 분말의 입자 크기에 비하여 크게 

나타났지만, 다른 별도의 처리 없이 그대로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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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tal Powders Used in Experiment

Metal Powder Manufacturer
Grade &

Purity

Average Particle

Size (㎛)

Zn Dong Yang Chem. Co.
First grade,

85%+
6.22 

Sn
Shinyo Pure 

Chemicals Co., Ltd.

First grade,

-
8.15

Cu
Yakuri Pure 

Chemicals Co., Ltd.

First grade,

99%+
28.8

Brass Nilaco Co.
Cu 65%

Zn 35%
43.9

Bronze (I) Nilaco Co.
Cu 90%

Sn 10%
4.21

Bronze (II) Nilaco Co.
Cu 70%

Sn 30%
5.79

    2. 고형체 제조

       압축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직경 1 cm ×높이 1.5 cm 크기의 소형 시편은  

Fig. 2-(a)와 같은 용량 1.5 mL 크기의 플라스틱 캡슐에 수은(또는 폐수은)과 금속 

분말을 직경 6.35 mm의 진동자와 함께 넣고, Fig. 2-b와 같은 진동 혼합기로 주파

수 3,000 cpm에서 30∼120 초 정도 진동시킨 다음, 생성된 아말감을 원통형 성형용

기에 넣어 일정 형태로 제조하 다.

  우리나라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한 용출 시험에 필요한 시편은 같은 방법으로 

제조하되 생성된 아말감을 원통형 용기에 넣지 않고 크기가 5 mm 이하인 구형으로 

제조하 다. 미국 미국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의 TCLP(The Toxic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에 따른 용출 시험에 필요한  시편은 같은 

방법으로 크기가 9 mm 이하인 구형으로 제조하 다.

  아말감화 방법에 의하여 비교적 큰 크기(직경 2.5 cm ×높이 2.5 cm, 직경 5 

cm ×높이 5 cm)의 고형체를 제조할 수 있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그림 3-(a)와 

같은  Shatterbox를 이용하 다. 그림 3-(b)와 같은 용량 100 mL의 Shatterbox 

container에 폐수은과 구리 분말을 넣고, 900 rpm으로 8분간 진동시켰다. 여기

서 얻어진 아말감을 적당한 크기의 원통형 용기에 넣어 일정 형태로 제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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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시험 평가

       각 시편에 대하여 제조 1주일 후의 압축강도와 30일 침수후의 압축강도, 

우리나라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 시험에 의한 수은 용출 농도, 미국 EPA의 

TCLP에 따른 용출 시험에 의한 수은 용출 농도,  ALT(Accelerated Leach Test) 

방법에 의한 장기 용출 특성, 초기 증기 발생속도 등을 측정하 다.

  압축강도 측정에는 Zwick/Roell 사의 모델 1445 시험기를 사용하 으며, 각 

용출 시험에서 시료중 수은 함량은 Perkin-Elmer 사의 모델 3100 원자 흡광 광

도계를 사용하여 산화환원 기화법으로 분석하 다.

  초기 증기 발생속도는 시편을 용량 1.3 L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실로 매어 달

은 후, 시간별로 시료 채취관을 통하여 Gastec 사의 수은 검지관으로 수은 증기 

농도를 측정하여 구하 다.

  또한 일부 시편에 대하여 현미경으로 미세 조직을 관찰하 으며, Mac Science 

사의 모델 MXP3A HF X-ray Diffractometer로 Cu Target을 사용하여 X-선 회절 

분석을 하 다.

제 2 절 결과 및 고찰

    1. 고형체 제조

       Table 2에 나타낸 각 금속 분말을 가지고 순수한 수은과의 혼합비를 변

화시켜가며,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고형체 제조 시험을 하 다.

  아연은 어떠한 혼합비에서도 기존의 보고와  같이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고형

체를 제조할 수 없었다. 아연 아말감은 Fig. 4-(a)에서 보는 바와 분말 또는 과

립상으로 얻어졌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일부 시료에서는 수은이 분리되어 나

오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주석은 수은과 중량비 1:1(주석:수은) 정도로 혼합하면 Fig. 4-(b)에 나타낸 

바와 같이 일정 형태를 갖는 고형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강도가 매우 약

하여, 작은 힘에도 부스러지는 취약한 물성을 나타내었다.

  구리는 수은과 혼합하면 중량비 0.3:1∼1:1(구리:수은)의 넓은 범위에서 가소

성을 갖는 아말감이 형성되며, 이를 일정 틀에 넣고 형태를 만든 후 8∼24 시간 

방치하면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고형체가 얻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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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 4-(c)에 수은 53 wt%가 함유된 구리 아말감 고형체를 나타내었다.

  구리와 아연이 중량비 0.65:0.35(구리:아연)인 황동은 수은과 중량비 !:1(황

동:수은) 정도로 혼합하면 Fig. 4-(d)와 같이 일정 형태를 갖는 고형체를 만들 

수 있었다. 그러나 일정 시간이 지나면 고형체 표면에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연 아말감과 비슷하게 수은이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이 나타났다.

  구리와 주석이 중량비 0.9:0.1(구리:주석)인 청동은 구리의 경우와 같이 수은

과 혼합하면 중량비 0.3:1∼1:1(청동:수은)의 넓은 범위에서 가소성을 갖는 아

말감이 형성되며, 구리 아말감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구조적 건전성을 갖는 고형

체가 얻어졌다. Fig. 4-(e)에 수은 53 wt%가 함유된 청동 아말감 고형체를 나타

내었다.

  구리와 주석이 중량비 0.7:0.3(구리:주석)인 청동은 수은과 중량비 !:1(황동:

수은) 정도로 혼합하면 Fig. 4-(f)와 같이 일정 형태를 갖는 고형체를 만들 수 

있었다.

    2. 압축강도

       고형체를 만들 수 없었던 아연 아말감과 고형체가 만들어지기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은이 분리되어 나오는 현상이 관찰된 황동 아말감을 제외하

고, 구리 아말감, 청동 아말감, 주석 아말감에 대한 제조 7일 후의 압축강도를 

측정하여 그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구리 아말감에 대하여 순수 수은이 사용된 수은 함량 50 wt%, 53 wt%, 67 wt% 

인 각 아말감 고형체들과 폐수은을 사용한 수은 함량 53 wt% 인 아말감 고형체

의 압축강도를 측정한 결과, 시편들 모두 매우 우수한 압축강도를 지니고 있음

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아말감내 수은 함량이 증가할수록 압축강도는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수은이 53 wt% 함유된 아말감의 경우, 순수 수은을 사용한 

고형체의 압축강도와 폐수은을 사용한 고형체의 압축강도는 거의 비슷하 다. 

  구리와 주석이 중량비 0.9:0.1(구리:주석)인 청동의 아말감은 순수 수은과 폐

수은을 각각 사용하여 수은 함량 53 wt% 인 고형체를 제조 한 후, 압축 강도를 

측정한 결과, 두 고형체의 압축강도는 비슷하 다. 비록 같은 수은 함량을 갖는 

구리 아말감에 비하여는 압축강도가 다소 낮게 나타났으나, 일반 시멘트 고형체

나 황폴리머 고형체에 비하여는 2∼3 배 정도 높은 값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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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mpressive Strengths of Amalgam Forms

Amalgam Type Compressive Strength

Cu-Amalgam (50 wt% Pure Hg)  1,065 Kgf/cm
2
 (104 MPa)

Cu-Amalgam (53 wt% Pure Hg)    789 Kgf/cm2 ( 77 MPa)

Cu-Amalgam (53 wt% Spent Hg)    797 Kgf/cm
2
 ( 78 MPa)

Cu-Amalgam (59 wt% Pure Hg)    777 Kgf/cm
2
 ( 76 MPa)

Cu-Amalgam (67 wt% Pure Hg)    382 Kgf/cm2 ( 37 MPa)

Bronze(Cu:Sn=0.9:0.1)-Amalgam

 (53 wt% Pure Hg)
   632 Kgf/cm2 ( 61 MPa)

Bronze(Cu:Sn=0.9:0.1)-Amalgam

 (53 wt% Spent Hg)
   612 Kgf/cm

2
 ( 60 MPa)

Bronze(Cu:Sn=0.7:0.3)-Amalgam

 (53 wt% Pure Hg)
    17 Kgf/cm

2
 ( 1.7 MPa)

Sn-Amalgam (53 wt% Pure Hg)     6.4 Kgf/cm
2
 ( 0.6 MPa)

  구리와 주석이 중량비 0.7:0.3(구리:주석)인 청동의 아말감은 순수 수은을 사

용하여 수은 함량 53 wt% 인 고형체에 대한 압축 강도를 측정하 는 데, 구리 

아말감이나 구리와 주석이 중량비 0.9:0.1(구리:주석)인 청동의 아말감에 비하

여 압축강도가 현저히 낮음을 알 수 있다.

  주석 아말감은 순수 수은을 사용하여 수은 함량 53 wt%인 고형체에 대하여 압

축강도를 측정하 다. 압축강도는 6 kgf/cm2 이하로 측정하기 어려울 정도로 낮

았다.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주석 아말감은 비록 가만히 나두면 형태

를 유지하기는 하지만 가벼운 힘으로도 부숴지는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구조적 

건전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침수 특성

       압축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청동

(구리:주석=0.9:0.1) 아말감(수은 함량 53 wt%)에 대하여 30일간 침수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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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강도를 측정하여 제조 7일 후 측정하 던 압축강도와 비교하 다. Table 4

에서 알 수 있듯이, 침수 후 강도의 저하는 없었으며, 도리어 압축강도가 다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까닭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아말감의 구조가 점

차 안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침수 시험 결과, 구리나 청동의 

아말감은 물 속에 침수시켜도 구조적 안정성을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 있

었다.

Table 4  Compressive Strengths of Amalgam Forms after Water Immersion Test

    4. 용출 특성

       압축강도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난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청동

(구리:주석=0.9:0.1) 아말감(수은 함량 53 wt%)에 대하여 우리나라 폐기물공정

시험법에 의한 용출 시험을 한 결과와 미국 EPA의 TCLP에 따라 용출 시험을 한 

결과를 Table 5와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5는 수은에 대한 결과이며, 

Table 6은 구리에 대한 결과이다. 용출액중 방사성물질의 농도는 측정한계 이하

로 별도의 표로 나타내지 않았다.

  우리나라는 고형체를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용출 시험한 후 용출액중 수은

의 농도가 0.005 mg/L 이상이면 유해 산업폐기물로, 미국은 TCLP에 따른 용출 

시험결과 용출액중 수은의 농도가 0.2 mg/L 이상이면 유해 산업폐기물로 분류한

다. 우리나라 폐기물공정시험법의 용출 시험법과 미국 EPA의 TCLP 용출 시험법

은 용출 시험장치, 용출액, 용출 시간 등이 서로 달라 결과를 상호 비교하기 어

렵기 때문에 각각의 시험법으로 실험한 후, 그 결과를 각 국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밖에 없다.

Amlgam Type
Compressive Strength

before Water Immersion

Compressive Strength

after Water Immersion

Cu-Amalgam

(53 wt% Pure Hg)
  789 Kgf/cm

2
(77 MPa)  1,097 Kgf/cm

2
(108 MPa)

Cu-Amalgam

(53 wt% Spent Hg)
  797 Kgf/cm

2
(78 MPa)  1,125 Kgf/cm

2
(110 MPa)

Bronze(Cu:Sn=0.9:0.1)-

Amalgam (53 wt% Spent Hg)
  612 Kgf/cm2(60 MPa)  1,060 Kgf/cm2(104 M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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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ncentration of Hg in Leachate

Sample Description
Hg Concentration, mg/L

K.E.P TCLP

Pure Mercury 0.188 2.61

Spent Mercury 1.51 11.4

Cu-Amalgam (53 wt% Pure Hg) 0.0069 -

Cu-Amalgam (53 wt% Spent Hg) 0.0073 0.055

Bronze(Cu:Sn=0.9:0.1)-Amalgam

 (53 wt% Spent Hg)
0.017 0.027

Table 6  Concentration of Cu in Leachate

Sample Description
Cu Concentration, mg/L

K.E.P TCLP

Pure Mercury - -

Spent Mercury - -

Cu-Amalgam (53 wt% Pure Hg) 0.72 -

Cu-Amalgam (53 wt% Spent Hg) 0.66 5.9

Bronze(Cu:Sn=0.9:0.1)-Amalgam

 (53 wt% Spent Hg)
<0.1 5.1

  순수 수은과 폐수은을 우리나라 폐기물공정시험법과 미국의 TCLP에 따라 용출 

시험을 한 후 용출액중 수은 농도를 아말감 고형체의 용출액중 수은 농도와 비

교하면 매우 크게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고형체가 매우 안정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페기물공정시험법에 따라 시험한 결과, 구리 아말감은 

순수 수은을 사용한 경우와 폐수은을 사용한 경우 모두 우리나라 유해 산업폐기

물 판정 기준에 근사하기는 하지만 기준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다. 반

면 미국 TCLP에 따른 시험 결과는 미국의 기준보다 매우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비록 구리 아말감이 우리나라 유해 산업폐기물 판정 기준을  만족시키지는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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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우리나라의 판정기준이 매우 낮은 점을 감안한다면 구리 아말감 고형체의 

용출 특성은 매우 우수하다고 판단된다.

  청동(구리:주석=90:10) 아말감 고형체는 우리나라와 미국의 기준보다 모두 낮

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구리 아말감에 비하여 용출 특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폐기물공정시험법에 따른 용출액중 구리의 농도는 구리 아말감 고형

체와 청동(구리:주석=90:10) 아말감 고형체 모두 우리나라 유해 폐기물 판정기

준 이하 으며, 청동(구리:주석=90:10) 아말감 고형체에 대한 용출액중 주석의 

농도는 측정한계 이하로 나타났다. 미국 EPA는 TCLP에 따른 용출액중 구리나 주

석은 유해폐기물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비록 TCLP에 따른 용출

액중 두 물질의 농도를 측정하여 표에 나타내기는 하 으나 별 의미는 없다.

    5. 장기 용출 특성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

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의 장기 용출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ASTM C-1308 

(Accelerated Leach Test for Diffusion Release from Solidified Waste and a 

Computer Program to Model Diffusive, Fractional Leaching from Cylindrical 

Waste Forms)에 따라 시험한 결과를 Fig. 5와 Fig. 6에 나타내었다. 각 그림에

서 실험값은 점으로 나타내었으며, 확산 모델을 적용하여 계산한 값은 선으로 

나타내었는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실험값은 확산 모델에 의한 계산값과 매우 

잘 일치한다. 실험값으로부터 구한 수은과 구리의 확산계수를 Table 7에 나타내

었다.

Table 7  Measured Diffusion Coefficients of Hg and Cu

Amalgam Type

Diffusion 

Coefficient of 

Mercury, cm
2
/sec

Diffusion 

Coefficient of 

Copper, cm
2
/sec

Cu-Amalgam (53 wt% Pure Hg) 2.87×10
-19

3.02×10
-17

Cu-Amalgam (53 wt% Spent Hg) 1.00×10
-19

5.73×10
-17

Bronze(Cu:Sn=0.9:0.1)-Amalgam

 (53 wt% Spent Hg)
9.42×10-20 1.19×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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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감(수

은 함량 53 wt%) 고형체의 확산계수는 10-19 cm2/s 정도로 거의 비슷하 으며, 구

리의 확산계수는 3.02×10
-17
 ∼1.19×10

-16 
cm
2
/s 범위의 값을 나타내었다. 아말

감 고형체의 수은의 확산계수는 미국 BNL에서 제조한 황폴리머 고형체의 수은의 

확산계수(4.15×10-18∼1.11×10-17 cm2/s)에 비하여 1/40∼1/100 정도로 낮은 값

으로 아말감 고형체가 황폴리머 고형체에 비하여 더욱 장기 용출 특성이 우수하

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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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욱이 시험에 사용한 아말감 고형체의 수은 함량(53 wt%)은 황폴리머 고형체

의 수은 함량(33 wt%)보다 20 wt% point가 높다. 즉, 더욱 많은 수은이 아말감 

고형체내에 포함되었음에도 황폴리머에 비하여 장기 용출 특성이 더욱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황폴리머에는 구리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비교가 불가능하 다.

  확산모델과 실험값으로 구한 확산계수를 사용하여 전산 프로그램으로 직경 

2.5 cm ×높이 2.5 cm인 아말감 고화체(수은 함량 53 wt%), 직경 5 cm ×높이 5 

cm인 아말감 고화체(수은 함량 53 wt%)에 대하여 수은과 구리의 장기 누적 용출

률을 예측한 결과, 크기에 관계없이 100,000일(약 274년) 후 아말감 고형체의 

수은의 누적 용출률은 초기 고형체내 수은양의 0.02% 정도로 매우 낮은데, 이는 

직경 2.5 cm ×높이 2.5 cm인 아말감 고화체(수은 함량 53 wt%)의 경우, 물 속

에 잠기었을 때, 274년 후 고형체에 포함된 70.2g의 수은 가운데 1.4 mg 만이 

고형체 밖으로 용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6. 초기 증기발생 속도

       액체 수은의 큰 위해성 중의 하나가 액체 수은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은 

증기인데,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를 폐된 삼각 플라스크에 넣고, 일정 시간이 

경과한 후 수은 증기 농도를 측정한 결과, 고형체로부터 수은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 다. 아말감 고형체로부터 발생하는 수은 증기발생 현상을 좀더 정

량적으로 관찰하기 위하여 초기 증기발생 속도를 구하 다. 초기 증기발생 속도

는 폐된 삼각플라스크에 고형체를 넣었을 때 삼각플라스크내 수은의 농도가 

시간에 따라 직선적으로 증가할 때의 증기발생 속도이다. 

  제조 후 7일 된 아말감 고형체와 90일 된 아말감 고화체의 초기 증기발생 속

도와 수은의 초기 증기발생 속도를 Table 8에 나타내었다. 제조 후 7일 된 아말

감 고형체의 증기발생 속도는 수은의 증기발생 속도와 비슷하 다. 그러나 제조 

후 90일이 경과하면, 초기 증기발생 속도가 현저하게 늦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 원인은 시간이 감에 따라 고형체가 안정화되어 수은 증기의 발생이 억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만,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아말감 고형체로부터 수은증기 

발생이 어느 수준까지 감소할 지는 현재 알 수 없으며, 지속적인 장기 관찰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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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미세조직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

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의 미세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를 Fig. 8에 

나타내었다. 구리 아말감 고형체는 구리 아말감상과 미반응의 구리상이 명확히 

구분되었다. 미반응의 구리 분말이 구리 아말감상에 분포된 상태로 존재함을 관

찰할 수 있다.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 역시 

구리 아 감 고형체와 비슷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있었다.

    8. X-선 회절 분석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

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의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Fig. 9에 나타내었다. 

수은 53 wt%를 함유한 구리 아말감 고형체는 Cu7Hg6 또는 Cu15Hg11 화합물과 구리

의 혼합물임이 확인되었으며, 수은 53 wt%를 함유한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감은 Cu7Hg6 또는 Cu15Hg11 화합물, 청동 Cu16∼17Sn, 청동 Cu16∼17Sn로부터 Cu가 

아말감 형성에 사용됨으로써 형성된 새로운 화합물 Cu(16∼17)-XSn 의 혼합물로 추

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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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시범 폐수은 고형화 처리

       지금까지 직경 1 cm ×높이 1.5 cm 크기의 시편을 사용하여 아말감 고형

체의 특성을 관찰한 결과 아말감 고형화 방법이 폐수은을 안정화하는데 효과가 

우수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아말감 고형화 방법의 실용화를 위하여는 

더 큰 크기의 고형체 제조가 가능한 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폐수

은을 사용하여 직경 2.5 cm ×높이 2.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 (수은 함

량 53 wt%, 100 g)와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 (수은 

함량 53 wt%, 800 g)를 차례로 제조함으로써 큰 크기의 아말감 고형체의 제조 

가능성을 입증하 다. 이들 크기의 구리 아말감 제조에는 분쇄 조작에 주로 사

용되는 Shatter box를 사용하 다. 100 mL 용량의 container를 사용하여 한번에 

200g의 아말감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것을 직경 2.5 cm ×높이 2.5 cm 크기

의 원통형 용기에 넣어 성형 후 방치하면 같은 크기의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직경 2.5 cm ×높이 2.5 cm 크기의 아말감 고형체를 Fig. 10에 나타

내었다.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는 한번에 200g 씩 8

회에 걸쳐 얻은 아말감을 잘 혼합한 후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원통형 

용기에 넣어 성형함으로써 제조할 수 있었다. 이 아말감 고형체를 Fig. 11에 나

타내었다. Fig. 11-(a)는 아말감 고형체의 모습이며, Fig. 11-(b)는 아말감 고

형체의 보관 안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에폭시로 다시 코팅한 모습이다. 

  본 연구에서는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 (수은 함량 

53 wt%, 수은 800 g 함유)까지만 제조를 시도하 으나 이것만으로도 아말감 고

형화 방법의 실용화 가능성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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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론

  순수한 수은과 실제 폐수은에 대하여 아연, 주석, 구리, 황동(구리:아연

=0.65:0.35), 청동(구리:아연=0.9:0.1), 청동(구리:아연=0.7:0.3) 등의 금속 분

말로 아말감 고형화를 제조한 결과, 구리와 청동(구리:아연=0.9:0.1)으로 구조

적 건전성이 뛰어난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할 수 있었다.

  또한 구리 아말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와 청동(구리:주석=0.9:0.1) 아말

감(수은 함량 53 wt%) 고형체에 대하여 압축강도, 침수 특성, 용출 특성, 장기 

용출 특성, 초기 증기발생 속도 등의 측정을 통하여 그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

었다.

  이들 아말감 고형체는 압축강도가 일반 시멘트 고형체나 황폴리머 고형체의 

압축강도보다도 2∼3배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침수시에도 구조적 건전성을 

유지하 다.

  우리나라 페기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용출 시험을 한 결과, 구리 아말감 고형

체는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판정기준에 보다 약간 높은 값을 나타내었으나, 미국 

EPA의 TCLP에 따른 용출 시험값은 미국의 유해폐기물 판정기준보다는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청동(구리:아연=0.9:0.1)의 아말감 고형체는 우리나라 유해폐기물 

판정기준과 미국의 유해폐기물 판정기준보다 모두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ALT를 통하여 장기 용출 거동을 관찰한 결과, 두 아말감 고형체의 수은 확산

계수는 10
-19 
cm
2
/s 정도로 기존에 보고된 황폴리머 고형체보다 훨씬 낮은 값을 

나타내었다.

  구리와 청동(구리:아연=0.9:0.1)의 아말감 고형체들은 모두 제조 초기에는 액

체 수은에 버금가는 수은증기를 발생하나, 점차 시간이 흘러 구조가 안정되어 

감에 따라 수은증기의 발생 속도는 현저히 감소하 다. 그러나 안전한 취급 또

는 장기 보관을 위하여는 에폭시 등으로 코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구리 아말감 고형체와 청동(구리:아연=0.9:0.1) 아말감 고형체의 미세 조직과 

X-선 회절 분석을 통하여 두 고형체의 아말감 형태는 Cu7Hg6 또는 Cu15Hg11  화합

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종적으로 실제 폐수은을 사용하여  직경 2.5 cm ×높이 2.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와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에 

성공함으로써 폐수은 처리를 위한 아말감 고형화 방법의 실용 가능성을 입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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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목표 달성도 및 대외 기여도

  본 연구는 폐수은을 적합한 금속으로 아말감화하여 고형화함으로써 안정성을 

향상시켜 취급 및 보관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미국 등에서 개발

하고 있는 설파이드방법에 비하여 공정이 간단하고, 처리시 작업자에 대한 안전

성이 높으며 처리비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예상된다.

  연구 결과, 당초 목표하 던 아말감화에 의하여 폐수은을 고형화하는데 성공

하 으며 고형체의 물성도 매우 우수함을 확인하 다. 아울러 연구소내에 보관

중이던 폐수은 약 1 kg을 처리하여 직경 5 cm ×높이 5 cm 크기의 구리 아말감 

고형체를 제조함으로써 이 방법의 실용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더욱 발전시켜 폐수은 처리에 적극 이용한다면 현재 우리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는 폐수은을 전량 안전하게 처리하여 연구소내 유해 물질 보관에 따

른 위험 요소를 제거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일반 산업체, 의료업체, 다른 연구

소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은 처리에도 적용함으로써 국민 건강과 깨끗한 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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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우선 본 연구결과를 우리 연구소에 보관중인 페수은 처리에 이용토록 추진하

며, 또한 다른 연구소와 병원 등에서 발생한 폐수은 처리에도 적용하도록 홍보 

및 보급할 계획이다. 아울러 폐수은 처리가 문제가 되는 산업체를 선정하여 기

술 이전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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