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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화수소발생장치

PC25) 용해제를 이용한 대기 중 As의 포집에 관한 연구

양희문 ․ 권해훈 ․ 이하은 ․ 정경훈
조선대학교 환경공학과

1. 서론 

우리나라에는 현재 금속 및 비금속을 비롯한 폐광산이 800여개 이상 존재하는데, 폐광산에서는 다양한 중

금속이온이 용출되어 인간의 생활환경 뿐 아니라 자연환경 또한 훼손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방치된 폐

광산은 다양한 경로로 2차 오염을 유발한다. 폐금속 광산 주변의 토양은 우수에 의한 침출수나 토사로 인하

여 중금속이온이 주로 지하수나 인근 농토에 유입된다. 지하수로 흘러들어간 중금속은 양식업이나 수중 생태

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며, 농토에 유입된 중금속은 식물체에 의한 생물농축에 의해 인간에게 직접적인 문

제를 야기한다. 이들은 강한 독성 때문에 기관지염, 아토피, 폐암, 등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눈, 신장, 간에도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이다. 따라서 많은 국가들은 As를 먹는 물에서의 허용치를 정하고 있는

데 우리나라의 경우, As의 먹는 물 관리법의 먹는 물 수질기준은 0.05 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 

환경부(USEPA)에서는 As를 0.01 mg/L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비화수소 발생장치를 사용한 

As 가스를 발생시킨 후 다양한 용해제를 사용하여 대기 중에 가스상 형태로 존재하는 As를 포집하고 그 효

율을 비교·평가하고자 한다.

2. 자료 및 방법

수질 및 대기 공정시험법 기준에서 나온 바와 같이 비화수소발생장치를 이용하여 

As 가스를 발생시켜 흡수병 내의 0.5% 디에틸디티오카르바민산은 용액에 용해시킨

다. 이때 발생되는 As 가스 농도를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비화 수소장치를 이용하

였다. As 가스를 다양한 용해제에 용해하여야하기 때문에 흡수병에 다른 용해제를 

넣어 실험을 진행한다. 용해제에 포집된 As를 UV를 이용한 자외선 흡광광도법, ICP 

기기분석을 이용하여 용해가 끝난 포집된 As의 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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