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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ives of this study are to investigate the biomineralization of goethite and lepidocrocite formed on the

twisted-stalk and the sheathed-filament structure that is suggest microbe origin, and heavy metal in the yellow Fe-

hydroxide. On the ratio of Cl and the Cl/Br ratios that are a pollution and non-pollution of groundwaters, it is indi-

cated that the groundwater in this areas were relatively contaminated by human activity. The composition of the

yellow Fe-hydroxide consisted mainly of Fe2O3 and SiO2. The content of Fe2O3 ranges from 58.57 wt.% to 75.7 3

wt.%, and SiO2 content ranges from 5.8 wt.% to 16.17 wt.%. Heavy metal elements such as Zn(max. 6,160 mg/kg),

Pb(max. 377 mg/kg), U(max. 503 mg/kg), Cr(max. 203 mg/kg), Cu(max. 77 mg/kg), V(max. 162 mg/kg), Ni(max.

105 mg/kg) were observed to be rich in those yellow Fe-hydroxide. The lath and platy crystals and needle-shaped

crystals were clearly observed on the twisted-stalks and sheathed-filaments structure. The goethite, gypsum, and lep-

idocrocite were identified in the yellow Fe-hydroxide by x-ray powder dif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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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은 미생물기원으로 추측되는 나선형구조물과 협막구조물에 형성된 침철석과 레피도크로사이트의 광물화작

용, 그리고 철수산화물 중에 함유된 중금속함량의 특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오염된 지하수와 비오염된 지하수의 Cl

과 Br의 함량 그리고 Cl/Br의 비율을 이용하여 본 지하수의 오염 정도를 비교해본 결과 인간 활동에 의하여 오염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황갈색 철수산화물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Fe2O3와 SiO2로 나타났다. Fe2O3 함량은 58.57

wt.%에서 75.73 wt.% 범위이고, SiO2 함량은 5.8 wt.%에서 16.17 wt.% 범위로 나타났다. 황갈색 철수산화물에 고 함

량으로 함유된 중금속원소는 Zn(최대 6,160 mg/kg), Pb(최대 377 mg/kg), U(최대 503 mg/kg), Cr(최대 203 mg/kg)

Cu(최대 77 mg/kg), V(최대 162 mg/kg) 및 Ni(최대 105 mg/kg) 등이다. 래스상과 엽편상의 결정들 그리고 침상의

결정들이 나선형구조물과 협막구조물에 발달 돤 것이 관찰되었다. 황갈색 철수산화물에 대한 x-선 회절분석에서 침철

석, 석고 및 레피도크로사이트가 관찰되었다.

주요어: 철수산화물, 침철석, 레피도크로사이트, 나선형구조, 협막구조

1. 서 론

그람 음성이나 그람 양성 박테리아 세포 표면은 모

두 카르복실기와 인산염과 같은 반응성 화학작용기로

노출되어 있어서, 박테리아 전체 표면은 음전하를 띄

게 된다. 박테리아의 표면이 음전하를 띄고 있기 때문

에 물 속에 용해된 금속양이온이 박테리아 표면의 반

응성 작용기와 반응하여 복합물을 형성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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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nhauser, 1998). 이 복합물은 Fe와 같은 금속이온

이 침전 수 있는 핵화작용의 장소로 제공된다. 금속이

온이 핵화작용으로 박테리아 세포 표면에 침전하여 광

물로 성장하게 되면 주변 환경의 OH−, HCO3
−, SO4

2−

와 같은 대이온(counter ion)과 결합하여 다양한 종류

의 수산화광물을 형성한다(Southam, 2000). 그러므로

초기 박테리아 표면에 형성되는 광물은 수화작용의 정

도가 매우 높아 주로 비정질로 되지만, 시간이 지나면

서 물이 탈수되어 결정질의 광물로 변하게 된다. 한편,

박테리아는 외부에 있는 영양분을 세포 표면을 통하여

확산시켜 세포 안으로 들여 와 활용하여 생존한다. 세

포 표면을 통하여 영양분을 확산시켜 흡수하여 생존하

는 박테리아 세포 표면에 비정질이나 결정질의 광물이

침전되면 영양분을 흡수할 수 있는 면적이 줄게 된다

(Emerson, 2000). 갈리오넬라(Gallionella)와 렙토트릭

스(Leptothrix)와 같은 철산화박테리아는 Fe2+ 이온이

산화되는 에너지를 활용한다. 산화된 Fe3+이온은 가수

분해 되어 철수산화물을 형성하게 되고 박테리아 세포

표면에 침전된다. 따라서 이들 박테리아는 Fe2+ 이온

이 생존에 필요하지만 이미 산화된 Fe3+ 이온은 자신

의 세포 표면에 비정질이나 결정질 철수산화물로 침전

되기 때문에 생존을 위협 받게 된다. 즉 Fe2+ 이온은

전자공여체로 작용하므로 박테리아가 생존하는데 필요

하지만, 이미 산화된 Fe3+ 이온은 세포 벽 표면에 딱

딱한 협막(sheath)을 생성하여, 대사작용의 물질이 세

포막을 통해 이동하는 것을 방해하는 장벽 역할을 하

게 된다. 그러나 렙토트릭스 혹은 스페로틸러스

(Sphearotilus)와 같은 철산화박테리아들은 자신의 세포

외부에 점액질을 분비시켜 Fe3+ 이온이 점액질 표면에

침전되도록 한다(Cullimore, 2008). 박테리아 세포 표

면과 협막 사이가 점액질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박테리

아는 협막을 쉽게 탈출하여 생존하게 된다. 협막을 벗

어난 박테리아는 다시 세포 표면에 점액질을 분비하고

Fe2+ 이온을 활용하면서 새로운 제2의 협막을 생성한다.

박테리아가 생성한 협막은 천적인 원생동물로부터 자신

을 방어하는 수단이 된다(Hallberg and Ferris, 2004;

Cullimore, 2000). 따라서 박테리아의 대사작용으로 인

하여 형성되는 광물을 생광물화작용(biomineralization)

이라하며, 지하수에 서식하는 갈리오넬라와 렙토트릭스

에 의해 침철석 생성(Park and Lim, 2007, Park and

Cho, 2009), 산성광산배수 중에서 갈리오넬라에 의한

페리하이드레이트(ferrihydrite) 생성(Kim et al., 2003),

지하수 환경에서 갈리오넬라, 렙토트릭스, 클렌노트렉

스(Crenothrix)및 스페로틸러스 등에 의한 Fe 및 Mn

광물 생성으로 인한 스케일(biofouling) 문제(Cullimore,

2000; Hallberg and Ferris, 2004), 지하수 필터링에서

갈리오넬라와 렙토트릭스로 인한 비정질 페리하이드레

이트 생성(Katsoyiannis and Zouboulis, 2004), 지하

420 m 지점의 화강암벽에 형성된 생물막(biofilm)에서

호기성반응으로 Fe2+이 Fe3+로 산화되는 과정에서 페

리하이드레이트와 적철석의 형성, 그리고 혐기성반응으

로 Fe3+이 Fe2+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능철석(siderite)

생성(Brown et al., 1994)의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미생물 기원으로 판단되는 나선형

구조와 협막구조물에서 형성된 침철석과 레피도크로사

이트의 결정화작용 그리고 황갈색 철수산화물 중에 함

유된 중금속함량의 특성을 해석하고자 하였다.

2. 시료채취 및 분석방법

지하수 공에 형성된 스케일(scale 혹은 biofouling)을

제거하기 위하여 압축공기를 지하수 공에 투입하면 매

우 혼탁한 지하수가 배출된다. 혼탁한 지하수 공에 함

유된 미생물체를 확인하기 위하여, 즉 에어써징(air

surging)으로 배출되는 지하수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

였다(Fig. 1, Table 1). 에어써징은 지하수 공과 수중모

타에 형성된 검정색의 망간산화물(Park and Lim, 2007)

혹은 황갈색의 철수산화물(Park and Cho, 2009)과 같

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지하수배수관과 수중모

타를 지표로 인양하여 해체-청소하는 작업이다. 이때

지표로 인양된 수중모타 표면에 형성된 황갈색 철수산

화물을 11개 지하수 공에서 각각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Fig. 1, Table 2 및 3). 에어써징이 완료된 지하수 공

은 장기 대수성시험을 실시하였다. 지하수 시료는 장

Fig. 1. The sampling sites for groundwaters and Fe-

hydroxid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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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대수성 시험 종료 시간에 각각의 11개 지하수 공에

서 채취하였다(Fig. 1, Table 1). 이들 지하수 공들은

1993년 이전에 개발되었고, 공업지대에 분포하고 있으

며 주로 공업용수로 이용되어 왔다. 

에어써징으로 배출된 혼탁한 지하수를 0.45 µm의 멤

브레인 필터 페이퍼로 필터링한 후 2%의 글루타르알

Table 1. Physical and chemical constituents for groundwater in the study area

Sample 

NO.
T(oC) pH

EC

(ms/m)

ORP

(mv)

TDS

(mg/l)

DO

(mg/l)

Na

(mg/l)

K

(mg/l)

Ca

(mg/l)

Mg

(mg/l)

Fe

(mg/l)

Mn

(µg/l)
Al

(µg/l)
Cr

(µg/l)
Co

(µg/l)

G1 20.0 7.10 81.0 234 210 1.40 18.6 17.50 32.9 7.87 0.01 0.63 2.47 0.51 0.08

G2 21.3 6.83 63.0 145 250 1.25 28.6 18.82 58.0 13.29 0.04 4.02 8.20 1.00 0.12

G3 21.5 6.83 45.9 147 211 4.61 15.3 1.56 18.2 4.21 0.06 4.49 9.24 0.62 0.08

G6 16.8 6.84 55.2 110 249 2.21 15.1 1.23 38.3 10.00 0.03 0.46 5.78 0.81 0.06

G8 25.1 7.62 55.9 76 181 1.21 36.0 7.56 21.8 1.01 0.07 7.12 39.61 0.82 0.35

G9 16.3 8.01 60.3 80 263 7.02 15.9 0.90 33.2 10.87 0.06 1.61 7.75 0.88 0.70

G10 19.0 6.92 70.6 247 211 2.10 12.71 18.51 35.2 9.36 0.02 0.001 17.6 0.6 0.10

G2.5 16.1 8.15 47.7 97 214 6.52 17.57 1.32 30.2 8.28 0.05 0.002 20.7 0.7 0.20

SG-1 17.6 6.87 38.9 201 207 3.47 13.84 1.38 35.4 10.67 0.02 1.58 8.80 2.32 0.11

SS-1 16.4 6.77 38.5 224 208 4.27 13.48 4.62 34.3 3.84 0.43 29.38 125 2.28 0.83

HG-1 16 6.94 38.3 184 211 4.24 16.73 1.55 26.7 8.04 0.03 8.28 4.84 1.09 0.20

Sample 

NO.

Ni

(µg/l)
Cu

(µg/l)
Zn

(µg/l)
Si

(µg/l)
Sr

(µg/l)
As

(µg/l)
Rb

(µg/l)
Mo

(µg/l)
U

(µg/l)
F

(mg/l)

Cl

(mg/l)

Br

(mg/l)

NO3

(mg/l)

PO4

(mg/l)

SO4

(mg/l)

HCO3

(mg/l)

G1 1.41 3.01 43.3 0.69 0.25 <0.05 4.97 0.13 2.16 0.05 32.61 0.03 17.53 0.05 12.99 106.7

G2 2.51 7.38 79.7 1.48 0.38 <0.05 2.75 0.61 10.45 0.08 51.04 0.06 40.20 N.D. 25.42 170.8

G3 1.33 9.21 306.1 5.43 0.14 <0.05 0.63 0.76 0.92 0.05 28.88 N.D. 39.43 0.04 19.11 257.4

G6 0.84 1.56 25.6 1.57 0.25 <0.05 0.78 0.33 6.90 0.10 35.14 0.05 13.97 N.D. 29.91 195.2

G8 2.01 21.15 36.1 1.10 0.31 <0.05 3.44 5.50 18.40 3.33 77.17 0.10 2.90 N.D. 209.4 97.6

G9 2.30 9.05 22.8 0.63 0.26 1.0 0.44 0.52 4.42 0.58 33.59 0.06 9.55 N.D. 64.05 167.7

G10 1.77 4.8 57.5 1.79 0.23 <0.05 1.73 0.21 5.79 3.02 4.58 7.08 8.18 N.D. 12.52 152.6

G2.5 1.60 3.6 17.4 1.60 0.22 0.2 0.74 0.79 11.80 0.08 21.12 0.05 19.80 N.D. 15.04 152.5

SG-1 1.57 5.11 14.4 0.40 <0.5 0.41 0.38 2.92 0.02 35.27 0.04 26.49 0.34 16.88 187.2

SS-1 11.30 20 53.5 0.61 7.23 3.85 16.68 0.22 0.12 10.07 0.03 14.13 3.24 51.95 182.4

HG-1 7.53 4.57 290.4 0.36 <0.5 0.38 0.11 10.27 0.01 25.17 0.05 42.43 0.16 10.55 195.2

N.D.; not determined, EC; electrical conductivity, ORP;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DO; dissolved oxygen, TDS; total dis-

solved solid.

Table 2. The major chemical constituents for the Fe-hydroxides formed in groundwater                                            (units; wt.%)

Sample No. 

and depth
S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TiO2 P2O5 LOI Total

G1, −54 m 14.56 1.1 58.57 0.07 0.11 0.87 0.28 0.09 0.086 0.37 22.42 98.54

G2, −198 m 16.17 3.26 62.11 0.05 0.3 0.41 0.87 0.4 0.149 0.17 16.34 100.2

G3, −57 m 4.89 0.12 75.47 0.02 <0.01 0.05 0.07 0.03 <0.005 0.2 17.62 98.49

G6, −60 m 6.7 0.09 70.79 0.03 0.01 0.1 0.07 <0.01 <0.005 0.22 20.43 98.39

G8, −168 m 7.14 0.16 75.48 0.04 0.04 0.42 <0.01 0.04 0.007 0.06 16.89 100.3

G9, −129 m 10.52 0.11 68.64 0.05 0.05 0.39 <0.01 <0.01 0.007 0.62 18.72 98.98

G10, −54 m 9.78 0.11 68.07 0.04 <0.01 0.2 0.16 <0.01 0.01 0.29 20.99 99.63

G2.5, −78 m 5.8 0.05 74.72 <0.01 <0.01 0.06 <0.01 0.04 <0.005 0.14 18.23 99.04

SG-1, −72 m 6.31 0.15 75.73 0.06 <0.01 0.02 <0.01 <0.01 <0.005 0.11 17.87 100.3

SS-1, −63 m 11.94 1.79 69.68 0.07 0.1 0.21 0.24 0.42 0.071 0.79 13.33 98.64

HG-1, −78 m 8.35 0.09 72.05 0.07 <0.01 0.04 <0.01 0.01 <0.005 0.22 18.57 99.39

LOI; loss on ign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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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히드(glutaraldehyde) 용액을 넣어 미생물체를 고정하

였다. 글루타르알데히드로 미생물체를 고정한 0.45 µm

멤브레인 필터 페이퍼에 75%, 85%, 95% 및 100%의

에틸 알콜을 첨가해 미생물체에 함유된 수분을 탈수시

켰다. 탈수된 멤브레인 필터 페이퍼는 자연 건조시킨

후 데시케이트에 보관하여 전자현미경분석에 이용하였

다. 현장에서 채취된 황갈색 철수산화물에 2%의 글루

타르알데히드 용액을 첨가하고, 실험실에서 75%, 85%,

95% 및 100%의 에틸 알콜로 탈수시켜 전자현미경분

석에 이용하였다. 글루타르알데히드로 처리된 0.45 µm

멤브레인 필터 페이퍼와 황갈색 철수산화물을 양면테

이프에 고정한 후 Pt 혹은 Au로 코팅하여 전자현미경

분석과 EDS 반정량분석(Japan, Hitachi, S4800)을 실

시하였다. 현장에서 채취된 황갈색 철수산화물은 실험

실에서 자연건조 시킨 후 아게이트 몰탈에서 200 mesh

이하로 미분쇄하여 x-선회절 분석(Rigaku, Geigerflex

D/max rA)분석에 이용하였다. 황갈색 철수산화물에 대

한 주성분원소, 미량원소 및 희토류등의 분석은 캐나

다 Activation Laboratories에 의뢰하여 유도결합 플라

스마 원자방출 분광법(ICP-AES)과 중성자 방사화 분

석법(NAA)으로 분석하였다. x-선회절분석 조건은 Cu-

Kα 선을 이용하여 가속전압 40 kV, 전류 30 mA, 주사

속도 2o/min.으로 2o~70o의 2θ 구간을 분석하였다.

지하수 시료는 현장에서 pH, 온도, 산화환원전위, 전

기전도도, 전기비저항, 용존산소량 및 총용존물질 등은

pH(TOA HM-14P), ORP(TOA RM-12P), TDS(HACH

COS50), EC(TOA CM-14P) 및 DO 메타(YSI 95) 등

으로 측정하였다. 현장에서 지하수는 0.45 µm 필터 페

이퍼에 통과시켜 부유물질을 제거하고 60 ml 채수병

(Nalgene)을 4번 이상 세척한 후 양이온 및 음이온 분

석용 시료로 각각 채수하였다.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진한 질산을 가해 pH 2 이하로 산 처리하였고, 음이

온 분석용 시료는 채수병에 채수 즉시 테이프로 밀봉

하였다. 채수된 시료는 ice box에 4oC이하로 냉장보관

하고 신속히 화학분석 하였다. 지하수의 중에 함유된

양이온 함량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소(대전)에 원자흡

광광도기(ASS), 유도결합 플라스마분광분석기(ICP-AES)

를 이용하여 그리고 음이온 함량은 한국기초과학지원

Table 3. The heavy metal constituents for the Fe-hydroxides formed in groundwater                               (units; mg/kg, S; wt.%)

Sample No. 

& depth
S Ag As Ba Bi Br Cd Co Cr Cs Cu Mo Ni Pb

G1, −54 m 2.03 1 12 138 5 <1 2.9 6 203 <0.5 48 5 105 346

G2, −198 m 0.40 0.5 14 59 4 4 3 5 165 2.8 75 5 27 19

G3, −57 m 0.34 0.6 5 8 6 5 3.3 5 21 <0.5 2 3 27 65

G6, −60 m 0.56 0.7 11 9 7 2 3.2 7 28 <0.5 73 4 17 92

G8, −168 m 0.22 0.8 21 114 7 <1 3.2 10 80 <0.5 47 46 33 90

G9, −129 m 0.07 1.2 16 60 6 <1 3 5 33 <0.5 40 6 7 104

G10, −54 m 0.09 1.2 9 29 6 <1 3.1 3 42 <0.5 9 <2 14 377

G2.5, −78 m 0.28 0.7 4 14 5 5 3.2 3 202 <0.5 1 9 14 17

SG-1, −72 m 0.28 0.7 17 21 4 2 1.6 8 48 <0.5 77 2 24 <5

SS-1, −63 m 0.13 1.5 16 135 4 16 2 10 89 4.5 38 12 23 86

HG-1, −78 m 0.13 1.5 8 36 <2 2 2.1 6 70 <0.5 49 2 16 266

Sample No. 

& depth
Sb Sc Sr U V W Zn Zr La Ce Nd Sm

G1, -54m 2.7 0.9 121 71.1 57 <3 6160 45 6.5 14 7 2.1

G2, -198m 1.4 2.6 56 51.6 52 <3 783 61 14.1 21 5 1.8

G3, -57m 0.5 0.2 7 24.2 36 <3 3600 3 1.4 <3 <5 <0.1

G6, -60m 1.5 0.2 12 76.9 68 <3 1170 12 2.4 4 <5 <0.1

G8, -168m 1.1 0.4 62 503 19 90 5670 7 20.9 86 78 14.7

G9, -129m 0.8 0.3 60 74.8 162 43 2240 2 6.2 10 <5 1.8

G10, -54m 0.7 0.3 28 37.2 58 <3 5120 18 2.3 <3 <5 0.7

G2.5,-78m <0.2 0.2 9 77.1 46 <3 135 7 3.2 6 7 1.2

SG-1,-72m 0.28 <0.1 4 39.7 17 <3 209 19 1.8 <3 <5 <0.1

SS-1,-63m 1.4 0.6 27 32.2 58 <3 897 40 16.8 27 5 0.9

HG-1,-78m 1.9 0.1 9 124 35 <3 1880 9 5 7 <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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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부산)의 이온크마토그래피(IC, Dionex-II50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지하수 중에 함유된 미량

이온성분 함량은 HPLC(930D-00)를 이용하였다. 지하

수 중의 중탄산 이온 함량은 현장에서 페놀프탈레인

(Phenolphthalein) 용액과 메틸레드-브롬크레졸그린

(Methyl red-brom cresol green)과의 혼합용액을 사

용하여 적정법(titration)으로 결정하였다. 중탄산 함량

을 정확히 측정하기 위하여 0.01 N 농도의 HCl 용액

과 0.02 N 농도의 HCl 용액으로 각각 2회씩 측정하고

평균으로 중탄산 함량을 결정하였다. 이때 정확한 종

말점을 알기 위하여 pH 메타(TOA CM-14P)를 적정

법에 병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하수 수질 특성

연구지역 지하수의 pH는 6.77에서 8.15 범위로, Eh

는 70에서 247 mV 범위로 나타났다. Fe 이온의 함량은

0.01에서 0.43 mg/l 범위로 Mn은 0.001에서 29.38 µg/l

범위로 나타났다. F는 0.01에서 3.33 mg/l 범위로 나타

났고 우리나라 먹는 샘물 기준을 초과하는 지하수 공은

11개 중 2개이다. Cl 함량은 4.58에서 77.17 mg/l 범위

로 Br 함량은 불검출에서 7.08 mg/l 범위로 나타났다.

Cl과 Br은 비반응성 이온 즉, 보존성이온이라 Cl/Br

의 비율은 변질되지 않고 보존된다. 즉, 새로운 기원의

지하수가 첨가되지 않는 한 기존 지하수의 Cl/Br 비율

이 변질되지 않고 보존되는 원리를 이용하여 오염물질

의 근원을 추적하는데 Cl/Br의 비율이 이용된다(Davis

et al., 1998). 지하수의 오염정도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지하수의 Cl 함량과 Cl/Br 비율을 함께 도시한 결

과 대각선 방향으로 증가하였다(Fig. 2). 본 지하수의

Cl 함양과 Cl/Br 비율은 조선대학교(Park and Lim,

2007)나 투손(Tucson, Davis et al., 1998)지역의 지하

수 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Fig. 2). 특히 조선대학교

의 지하수 보다 연구지역의 지하수에서 Cl 함량과 Cl/

Br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연구지역의 지하수가

조선대학교 지하수 보다 광주천의 하류 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광주천 하류지역에 위치한 연

구지역은 과거 공업화가 진행되었던 지역으로 공업용

수로 지하수를 많이 활용하였던 지역이다. 오염이 진

행되지 않은 경우의 지하수는 Cl 함량과 Cl/Br 비율의

증가경향이 단순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수평적으로 증

가하지만, 인간에 의해 지하수가 심각하게 오염되면,

Cl 함량과 Cl/Br 비율의 증가 경향이 수평방향을 벗어

나 대각선 방향으로 진행된다(Davis et al., 1998). 지

하수에서 Br의 근원물질은 농약, 의약, 산업에서 사용

되는 용매, 휘발유 첨가제 혹은 정수물질 등에서 유래

될 수 있다(Eby, 2004). 또한 바닷물로부터 유래된 Br

은 대기 중의 강수에 포함되었다가 강하분진으로 떨어

져 지하수로 유입되는 것(Duce et al., 1965)으로 알려

져 있다. 특히 Br은 쓰레기 중에 포함되어 있는 브롬

오프롬(bromoform)의 복합물질이 지하수로 유입되어

Br의 근원물질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vis et

al., 1998). 따라서 본 지하수에서 비교적 높은 함량의

Cl과 Br이 나타나는 원인은 연구지역의 지하수가 공업

화가 진행되는 과정에 의해서 오염된 결과로 해석된다.

Fig. 3A은 에어써징으로 배출된 지하수 시료를 필터

링하고 글루타르알데히드 그리고 에틸알콜로 탈수시켜

SEM분석을 실시한 결과 구형입자의 철수산화물이 부

착된 나선형의 줄기들이 관찰되었다. 갈리오넬라는 철

산화박테리아로서 Fe2+가 Fe3+로 산화될 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 화학자가무기영양체로서 그람음성

박테리아이다. 갈리오넬라의 나선형 줄기는 완두콩 모

양(bean-shaped)의 세포에서 발아하여 물속으로 길게

성장하여 에너지, 산소 및 영양분등을 흡수하는 기능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Kucera and Wolfe,

1958; Tuhela et al., 1997; Banfield et al., 2000).

따라서 완두콩 모양의 갈리오넬라 세포는 생물막

(biofilm) 표면에 부착하고 나선형 줄기를 물속으로 길

게 늘어뜨려 에너지나 산소를 흡수하면서 생존한다. 이

때 나선형 줄기가 너무 길게 성장하거나 흡수 기능이

떨어지면 줄기를 절단하고 새로운 줄기를 발아-성장시

Fig. 2. The value of chloride/bromide ratios to the chloride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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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Cullimore, 2000). Fe2+로부터 산화된 Fe3+는 철

수산화물이 되어 갈리오넬라의 줄기표면에 흡착된다.

그러므로 갈리오넬라의 줄기는 Fe2+의 산화 에너지를

이용할수록 철수산화물이 두껍게 쌓이게 되어 줄기의

기능이 떨어지게 된다. Fig. 3B는 Fig. 3A의 나선형의

줄기들을 확대한 것으로서 가느다란 여러 개의 줄기들

이 모여서 하나의 큰 줄기를 형성하였다. 이 나선형의

줄기 표면(○3 위치)에 대하여 EDS분석결과 O(78.17,

atom %). Si(10.51) 및 Fe(11.33)등이 검출되었다.

Fig. 3C는 나선형의 줄기 표면에 부착된 원형의 철수

산화물 입자들이다. 이 원형의 철수산화물 입자에 대

한 EDS 분석결과 O(78.23 atomic %), Si(7.34) 및

Fe(14.43)등이 검출되었다. 

3.2. 철수산화물의 침전 형태와 중금속원소 함량

지하수배수관 내경과 외경 표면에 그리고 수중모타

표면에 형성된 스케일(scale, biofouling), 즉 황갈색 철

수산화물이 침전되는 형태는 2가지로 나타났다. 황갈

색 철수산화물이 배수관 표면에 단순히 얇게 침전된

형태와 배수관 표면에 직경 약 2~5 cm, 높이 1~3 cm

의 원추형 혹(tubercle)을 형성하는 경우이다. 배수관

표면에 원추형 혹 형태가 잘 보존된 것은 혹 표면이

내부 보다 단단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혹 표면은 단

단한 철수산화물로 되어 있지만 원추형의 정상 부분은

비어 있고 물로 채워져 있다. 건조된 혹 표면은 적갈

색의 철수산화물로 나타나며 혹 내부는 연한 황갈색을

띤다. 연한 황갈색을 띄는 혹 내부의 철수산화물은 가

벼운 칼날 작업에 쉽게 채취되지만 적갈색을 띄는 혹

표면은 매우 단단하였다. 연한 황갈색 혹 내부 철수산

화물과 단단한 적갈색 철수산화물을 각각 x-선회절분

석한 결과 침철석의 d-값들이 잘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다. Schwertmann and Fitzpartick(1992)에 의하면

철수산화물에서 오랜지 색은 주로 레피도크로사이트

(lepidocrocite, γ-FeOOH)로 노란색은 침철석(goethite,

α-FeOOH)으로 나타나며 이들은 동질이상으로서 비중

이 각각 4.09와 4.26임을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Fe2+이온이 산화되어 Fe(OH)x
3-x 혹은 Fe(OH)y

2-y 형

태로 침전되면 Green rust로 되고 Green rust가 산

화되면 레피도크로사이트가 형성되지만 Green rust에

탄산염이 첨가되어 산화되면 침철석이 형성되는 것으

로 해석하였다. 침철석은 침상 결정으로(Mann et al.,

1992), 레피도크로사이트는 래스(lath)상 혹은 엽편상

(platy)(Milnes et al., 1992)으로 산출되며, 철산화박테

리아인 스페로틸러스, 갈리오넬라 및 렙토트릭스와 관

련되어 나타난다(Milnes et al., 1992). 본 황갈색 철

수산화물의 침전 형태를 Cullimore(2000)의 침전구조

에 비교하면 정상 부분이 비어 있는 원추형 혹과 물

수로가 발달한 결절(rusticle)이 혼합된 형태로 분류되

었다. 

Fig. 3. SEM image for the twisted-stalk material(A) from

groundwater(G6 well). B shows a close up of the twisted-

stalks in Fig. A. The ○3 is a EDS analysis point. C shows a

close up of the Fe particle on the twisted-stalks in Fig. A.

The ○2
 

is a EDS analysis point. A; Scale bar is 5.0 µm in

length, B and C; Scale bar is 500 nm in length.



미생물기원의 나선형 및 협막구조물에 형성된 침철석과 레피도크로사이트의 결정화작용 555

황갈색 철수산화물을 구성하는 주성분은 Fe2O3와

SiO2로 나타났다. Fe2O3 함량은 58.57에서 75.73

wt.% 범위이고, SiO2 함량은 5.8에서 16.17 wt.% 범

위로 나타났다(Table 2). 또한 철수산화물에 함유된 S

함량은 0.07에서 2.03 wt.% 범위로 나타났다. 철수산

화물 중의 S 함량과 지하수 중의 SO4 함량 사이에

상관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철수산화물 중에서 Zn 함

량은 135에서 6160 mg/kg 범위로, Pb는 5 이하에서

346 mg/kg 범위로, U은 24.2에서 124 mg/kg 범위로,

Cr은 21에서 203 mg/kg 범위로, Cu는 1에서 77 mg/kg

범위로, V는 17에서 162 mg/kg 범위로, Ni는 7에서

105 mg/kg 범위로 나타났다. 황갈색 철수산화물을 함

유하는 지하수배수관(HG-1) 파편 표면을 연마하여

EDS분석한 결과 O가 1.81(atomic %), Al이 0.64,

Mn이 1.06 그리고 Fe가 96.49로 검출되었다. 

 

3.3. 철수산화물로 형성된 미생물기원의 나선형 및

협막구조 특성

Fig. 4A는 협막구조의 표면에 래스상과 반타원의 엽

편상 결정들이 무수히 발달된 것이 관찰되었다. 이 협

막구조 끝 부분이 절단 되어 내용물이 노출되었다. 내

용물의 표면과 절단부분의 가장자리에 침상의 결정들

도 관찰되었다. Fig. 4B는 협막구조 표면과 내용물의

표면에 침상의 결정들이 잘 발달되었다. Fig. 4B의 래

스상과 반타원의 엽편상 결정들은 두께가 두껍게 나타

났다. Fig. 4B에서 협막구조의 내용물(1 지점)에 대하

여 EDS분석한 결과 O(4.57), S(0.63) 및 Fe(94.81

atomic %)가 검출되었고, 협막구조의 가장자리 부분(2

지점)에 대하여 EDS분석한 결과 O(40.3), Si(1.11) 및

Fe(58.59 atomic %)가 검출되었다. Fig. 4B의 협막구

조 표면에 발달한 반타원의 엽편상 결정(3 지점)에 대

하여 EDS분석한 결과 O(73.66)와 Fe(26.34 atomic

%)가 검출되었다. Fig. 4C는 협막구조물 표면에 래스

상 및 반타원형의 엽편상 광물들이 잘 발달되어 나타

났다. 래스상과 반타원형의 엽편상 결정들 그리고 침

상의 결정들이 잘 발달된 철수산화물 시료(Fig. 4A)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레피도크로사이

트와 침철석에 해당되는 d 값들이 잘 나타났다(Fig. 8,

G3-33m). 반타원의 엽편상 결정들과 침상의 결정들이

잘 발달되어 나타나는 시료(Fig. 4B) 그리고 반타원형

의 엽편상 결정들이 발달한 시료(Fig. 4C)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레피도크로사이트와 침

철석에 해당되는 d 값이 잘 나타났다. 

Fig. 5(A, B 및 C)는 래스상과 엽편상의 결정들이

나선형구조 표면에 무수히 발달되어 나타났다. Fig. 5A

는 나선형 구조들이 군집체를 이루어 나타났다. 지금

까지 지하수 공의 철수산화물에는 주로 침철석들로 구

Fig. 4. SEM image for the sheathed-filament materials that

are heavily encapsulated by lath and platy crystals(G-3

well, −33 m)(A). B shows a close up of the sheathed

filament that are encapsulated by acicular and needle-like

crystals, and the lath and platy crystals(G-3 well, −45 m).

The ○1, ○2 and ○3 are EDS analysis point. C shows the

sheathed filament that are encapsulated by the lath and

platy crystals(G-3 well, −51 m). The ○3 is a EDS analysis

point. A; Scale bar is 50.0 µm in length, B; Scale bar is

10.0 µm in length, C; Scale bar is 4.0 µ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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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어 나타났지만(Park and Lim, 2007; Park and

Cho, 2009), 본 연구지역의 G3 지하수 공에서 나타나

는 나선형 줄기 표면에는 래스상과 엽편상의 결정들이

그리고 길고 가느다란 침상의 침철석 결정들이 선명하

게 나타났다(Fig. 5B와 C). Konhauser(1997, 1998)와

Emerson(2000)에 의하면 렙토트릭스, 갈리오넬라, 메

탈로지니늄(metallogenium), 및 클로노트릭스(Clonothrix)

종들은 철을 산화시켜 그 에너지를 이용하고 자신의

세포외벽에 철수산화물을 흡착시켜 협막을 형성하는 박

테리아들로 발표하였다. 중성 환경에서 서식하는 이들

박테리아들 중 렙토트릭스와 갈리오넬라가 침철석과 레

피도크로사이트를 잘 형성하지만, 광산배수의 산성환경

에서 서식하는 박테리아들도 침철석과 레피도크로사이

트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있다(Mann et al., 1992;

Milnes et al., 1992). 특히 중성의 pH 환경에서 침철석

이 렙토트릭스와 갈리오넬라 종의 세표 표면에 잘 형성

되는 이유는 영전하(zero point charge, ZPC)가 9.4인

침철석이 음전하를 띄는 박테리아 표면에 흡착되기 때

문이다(Koretsky, 2000; Kappler and Straub, 2005).

Fig. 6A에는 가늘고 긴 파이프 상의 협막구조가 관

찰되었다. 이 가늘고 긴 파이프 상의 협막구조 양끝은

속이 비어 있고, 표면은 미세한 솜털 모양의 침상 결

정들로 피복되었다. 구형의 포도송이구조 표면 역시 미

세한 침상의 결정들이 발달되어 있고, 구형의 과립상

구조가 파괴되어 내용물이 노출되어 있다. Fig. 6B에서

Fig. 5. SEM image for the twisted-stalk materials that are

heavily encapsulated by lath and platy crystals(G-3 well). B

shows a close up of the twisted-stalks from the Fig. A. Note

that the end of twisted-stalk are filled with the mixture of

lath and platy crystals and needle-shaped crystals(C). A;

Scale bar is 50.0 µm in length, B; Scale bar is 5.0 µm in

length, C; Scale bar is 10.0 µm in length.

Fig. 6. SEM image for the sheathed-filament materials. A

and B; Scale bar is 5.0 µ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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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파이프 형태의 협막구조가 파괴되어 내용물이 노출

되어 있다. 

Fig. 7A는 과립상의 철수산화물이 나선형 줄기 표면

에 발달된 것이 관찰되었다. Fig. 7B는 나선형의 줄기

와 파이프상의 협막구조가 함께 결합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들 구조물 표면에도 미세한 침상의 결

정들로 피복되어 있었다. 철산화박테리아인 렙토트릭스

와 갈리오넬라에 의하여 형성된 철수산화물이나 철산

화물에서 페리하이드라이트(Fe5HO8
.4H2O), 침철석, 레

피도크로사이트, 적철석(α-Fe2O3) 등이 x-선 회절분석

으로 분석된바 있다(Akai et al., 1999; Ivarson and

Sojak, 1978). 일반적으로 Fe 이온이 침전되면 비정질

의 철수산화물이 형성되고 이 비정질은 상전이를 일으

켜 열역학적으로 좀 더 안정하고, 결정도가 미약하지

만 광물의 표면적이 매우 큰(150~400 m2/g) 페리하이

드라이트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페리하이

드라이트는 더 안정하고 표면적이 감소(20~80 m2/g)

된 침철석을 형성하고, 가끔 페리하이드라이트와 침철

석의 중간 산물인 레피도크로사이트(70-80m2/g)를 형

성하는 경우도 있으며, 이들 철수산화물들은 열역학적

으로 가장 안정한 적철석(α-Fe2O3)으로 최종 상전이

된다. 상전이가 진행될 수 록 표면적, 용해도 및 반응

성 등은 감소하는 반면 열역학적 안정성과 결정 크기

Fig. 7. SEM image of the twisted-stalk materials(A) and

the mixture of the twisted-stalk and the sheathed materials

(B) that are extensively encrusted with the flocculent and

spherical Fe-hydroxide. Note that the twisted-stalk materials

(left) and the empty hallow-tube structure(right) in the Fig.

B. A and B; Scale bar is 20.0 µm in length.

Fig. 8. XRD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Fe-hydroxide

on the raising pipe formed in groundwater. G; goethite, Gy;

gypsum, L; lepidocrocite.

Fig. 9. XRD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Fe-hydroxide

on the submersible pump formed in groundwater. G; goethite,

Gy; gypsum, L; lepidocro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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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은 증가한다(Houben, 2003). 본 Fe 철수산화물 중

에서 침철석과 레피도크로사이트가 x-선 회절분석으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Fig. 8과 Fig. 9) 본 Fe 수산화

물의 상전이는 레피도크로사이트와 침철석 단계에 해

당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레피도크로사이트와 침철석이

Fe 수산화물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보아 레피도크로사

이트 보다 열역학적으로 불안정한 페리하이드라이트도

검출될 것으로 예상되었으나 x-선 회절분석에서 감지

되지 않았다. 

 

3.4. 황갈색 철수산화물의 x-선 회절분석

연구지역 지하수 공의 지하수배수관(Fig. 8) 표면과

수중모타(Fig. 9) 표면에서 채취한 황갈색 철수산화물

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결과 침철석, 석고

및 레피도크로사이트 등이 관찰되었다. 침철석에 해당

되는 d-값은 모든 지하수 시료에서 관찰되지만, 석고에

해당되는 d-값(3.06Å)은 G1 지하수 공의 지하수배수

관(Gig. 8의 G1-7m과 G1-18m)과 수중모타(Fig. 9의

G1)에서만 나타났다. 철수산화물을 자연 건조시키는 과

정에서 석고결정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8의 x-선 회절분석에서 레피도크로사이트에 해당되는

d 값은 6.26193, 3.292, 2.4527 및 1.565Å(JCPDS

No. 8-98) 등이다. 레피도크로사이트에 해당되는 d-값

은 G1 지하수 공의 지하수배수관(G1-7m, G1-18m)과

G3 지하수 공의 지하수배수관(G3-27m, G3-33m, G3-

45m 및 G3-51m)에서 잘 나타났다. 레피도크로사이트

에 해당되는 d-값(6.23Å) 하나가 G3 지하수 공의 수

중모타 표면의 철수산화물에서만 관찰되었다. 그리고

레피도크로사이트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d-값

1.566Å이 지하수배수관(Fig. 8)과 수중모타 표면의 철

수산화물 모두에서 나타났다. 이 d-값 1.566Å은 침철

석과 중복되어 나타났다. x-선 회절분석에서 잘 나타나

는 침철석은 협막구조물 표면이나 나선형구조물 표면

에 잘 관찰되는 침상의 결정들에 의해서, 레피도크로

사이트 역시 협막구조나 나선형구조물 표면에 잘 발달

한 래스상과 반타원형의 엽편상 결정들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연구지역 지하수에 대한 포화지수에서

침철석이 과포화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침철석이 무

기적으로 생성될 수 있고, 무기적으로 형성된 침철석들

이 x-선 분석에서도 같이 검출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지하수 공의 지하수배수관과 수중모타 표면에 형성

된 황갈색 철수산화물에는 레피도크로사이트, 침철석

및 석고 등 해당되는 x-선 회절분석의 d-값들이 관찰

되었다. 래스상과 반타원형의 엽편상의 결정들 그리고

가늘고 긴 침상의 결정들이 나선형의 구조물 표면에

협막구조물의 표면에 잘 발달된 것이 전자현미경 분석

에서 관찰되었다. 나선형의 구조물 그리고 내용물이 충

진된 또는 내용물이 비어 있는 협막구조물들은 철을

활용하는 미생물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선형구조나 협막구조물에 형성된 레피도크로사이트나

침철석 결정들은 Fe2+가 Fe3+로 산화되어 비정질의 철

수산화물로 침전되고, 비정질의 철수산화물은 상전이를

통하여 레피도크로사이트나 침철석이 형성되었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상전이를 통하여 결정도와 안정

도가 좋은 철수산화물로 전이되었는지 혹은 처음부터

레피도크로사이트나 침철석 결정을 나선형구조나 협막

구조물 표면에 침전시켰는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지하수 공에 형성된 황갈색 철수산화물은 주로

Fe2O3로 구성되어 있고 Zn, Pb, U, Cr 및 Cu등의

중금속들이 고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다. 지하수 배수

관의 표면을 EDS분석한 결과 주로 Fe(96.49 atomic

%)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하수배수관 표면에 형성된 황

갈색 철수산화물 중에 높게 나오는 Fe2O3 함량은 지하

수배수관의 구성성분인 Fe 기원으로 해석이 된다. 그

리고 Cr와 Ni의 기원도 스텐레스 스틸로 된 수중모타

에 의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나 Zn, Pb, U, V 및

Cu등과 같은 중금속원소들의 기원을 지하수 배수관이

나 스텐레스 스틸로 설명하기 어렵다. 본 연구지역의

지하수에 함유된 Cl과 Br의 함량 그리고 Cl/Br의 비율

증가를 비교했을 때, 인간 활동에 의해서 지하수의 오염

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야겠지만 황갈색 철수

산화물 중에 고 함량으로 함유된 중금속원소들이 다시

지하수로 용출될 수 있을 가능성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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