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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리, 아연 및 납 등의 중금속으로 오염된 사격장 토양으로부터 중금속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친환경적인 공정을 개발하기 위해

구연산용액을 이용하여 중금속 침출거동에 대한 pH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구연산 침출실험은 구연산과 구연산나트륨을 혼합하여

pH를 조절한 용액을 이용하여 시료입도 75 µm이하, 반응온도 50oC, 구연산 농도 1 몰, 광액농도 5%, 교반속도 100 rpm, 그리고 침

출시간 1 시간의 조건에서 진행하였다. 침출반응 전후의 pH 변화는 미미하여 침출에 미치는 수소이온농도의 직접적인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구리, 아연, 납의 제거율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였고, 열역학적인 계산결과, 이와 같은 침출거동은

중금속 이온이 구연산염 이온종과 착이온을 형성하는 반응과 중금속이온이 수산화이온과 결합하여 수산화물로 침전하는 반응에 의

해 결정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제어 : 구연산염, 중금속, 오염토양, 침출거동

Abstract

The effect of pH on the citrate leaching behavior of heavy metal ion was investigated to develop an eco-friendly process for

removing heavy metals from soil contaminated with copper, zinc, and lead. The leaching tests were performed using citrate solu-

tion with pH adjusted by mixing citric acid and sodium citrate under the following leaching conditions: particle size, under

75 µm; temperature, 50oC; citrate concentration, 1 kmol/m3; pulp density, 5%; shaking speed, 100 rpm; leaching time, 1 hour.

The difference of pH before and after the leaching test was not observed, and this result indicates the direct effect of hydrogen

ion concentration on the leaching of metals was insignificant. The removal ratios of copper, zinc, and lead from the contaminated

soil decreased with increasing pH. The thermodynamic calculation suggests that the leaching behaviors of metal ions were deter-

mined by two reactions; one is the reaction to form complex ions between heavy metal ions and citrate ion species, and the other

is the reaction to form metal hydroxide between heavy metal ions and hydroxide 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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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문제는 인간을 포함

하는 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대표적인 환경문

제로 인식되고 있다.1-4) 일반적으로 유류오염토양 중 기

름 등의 오염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미생물 등에 의

하여 분해되는 등 자연분해 가능성이 높으나 중금속 성

분은 자연적으로 분해되지 않아 오염토양부지로부터 적

출하지 않는 한 제거되지 않는다.5) 우리나라에는 전국

에 군기지와 훈련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는 오염방

지에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있으나 과거 수행된 사격훈

련 등으로 발생한 중금속 오염토양에 의해 주변 농지

등으로 추가 오염이 확산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

고 있다. 

오염토양을 처리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개발되어

왔으며, phytoremediation, 열탈착공정, 동전기 정화공정

및 토양세척공정 등이 대표적이다.6) 토양세척공정은 중

금속 오염토양으로부터 중금속성분을 적출하여 제거하

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중금속 오염토양 처리분야에

서 활용이 기대되고 있다.7) 토양세척공정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다양한 첨가제가 이용되고 있으며, 분

산제, 강산, 유기산 등이 이용되고 있다. 염산 (hydro-

chloric acid, HCl) 및 질산 (nitric acid, HNO3) 등의

강산은 강력한 중금속 침출제이지만,3,8,9) 오염토양 처리후

토양의 산성화 등 2차오염을 일으키기 때문에 중화처리공

정 등의 추가적인 처리가 요구될 수 있다. 유기산은 토양

산성화의 우려가 적어 강산의 대체제로서 주목을 받아왔

으며, 지금까지 아세트산 (acetic acid),2) 주석산 (tarta-

ric acid),8,10) EDDS (S, S-ethylenediaminedisuccinic acid,5)

EDTA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1,4,5,11,12) DTPA (die-

thylenetriaminepentaacetic acid),12) 옥살산 (oxalic acid),13)

구연산 (citric acid)1,4,5,8,10-14) 등을 이용한 연구가 보고되

었다. 

유기산은 중금속과 안정적인 착이온을 형성하기 때문

에 오염토양 중의 중금속을 제거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EDTA와 같은 유기산은 고가이며,

일부 유기산의 경우 처리 후에도 토양 중에 지속적으로

존재하여 중금속 성분의 이동성을 높이는 것이 단점으

로 지적되었다.9) 구연산은 대표적인 유기산 중 하나이

며 토양 중에서 쉽게 분해되기 때문에 처리 후 2차적인

환경오염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구연산은

EDTA에 비하여 중금속 침출율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

었으나,6,8) Wasay 등은 구연산을 이용하여 토양으로부

터 카드뮴, 구리, 납, 아연 등을 침출하였을 때 80%에

서 99.9%의 침출율을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였다.12) 

중금속 오염토양으로부터 구연산에 의한 중금속 침출

에 대한 연구가 다수 수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중

금속 오염토양에 대한 침출기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친환경적인 중금속 오염토양

처리공정을 개발하기 위해서 구연산 침출실험과 열역학

적인 계산을 병행하여 중금속 오염토양으로부터 납, 구

리, 아연의 침출거동에 대한 pH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본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는 국내 사격장에서 확보한

것으로 사격장명을 밝힐 수 없어 편의상 사격장 A와

B로 구분하여 기술한다. Fig. 1과 2에 사격장 오염토양

시료의 입도분포를 나타내었다. 두 시료 모두에서 75 µm

이하와 1180 µm 이상의 분포가 75 µm - 1180 µm 사

이의 시료보다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사격장 A 에서는

1180 µm 이상의 시료가, 그리고 사격장 B에서는 75 µm

이하의 시료가 가장 많이 분포하였다. Fig. 3과 4에 토

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사

Fig.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ite A sample.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site B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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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장 시료는 구리, 납, 아연에 의하여 오염되어 있으며, 사

격장 A의 경우, 구리의 농도가 가장 높으나 2000 mg/kg

이하이며 아연과 납의 순서로 오염농도가 높고, 사격장

B의 경우, 납의 농도가 구간에 따라서 10000 mg/kg 이상

이 검출되었으며, 구리와 아연의 순으로 농도가 높았다. 

구연산 침출실험은 사격장 A와 B의 75 µm 이하

시료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사격장 A에서 납, 구

리, 아연의 농도는 각각 369.3 mg/kg, 1587.5 mg/kg,

1078.4 mg/kg이고, 사격장 B에서의 납, 구리, 아연의

농도는 각각 12074.7 mg/kg, 1488.1 mg/kg, 237.9 mg/kg

로 나타났다. 구연산 용액은 구연산 (citric acid mono-

hydrate, 99.5%, Junsei Chemical Co., Ltd.)과 구연산

나트륨 (trisodium citrate dihydrate, 99.0%, Junsei

Chemical Co., Ltd.)을 혼합하여 최종 구연산의 농도가

1몰이 되도록 준비하였으며, 두 용액의 비율을 1:10부

터 10:1까지로 하여 용액의 pH를 조절하였다. 침출실험

은 진탕항온수조 (BS-31, Jeio-tech)을 이용하여 진행하

였으며, 반응온도 50oC, 광액농도 5% (1 g/20 ml), 교

반속도 100 rpm의 조건에서 반응시간 1시간 동안 진행

하였다. 용액의 pH는 침출실험 전과 후에 pH 측정기

(HM-25R, DKK-TOA, C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실험 후 용액은 여과한 후, 여과케익은 105oC에서 건조

하고 여과액은 분석용으로 사용되었다. 여과액은 5% 질

산으로 적절한 희석비율로 희석한 후 원자흡광광도계

(AA-7000, Shimadzu)로 납, 구리, 아연의 농도를 분석

하였고, 건조된 여과케익은 왕수로 충분히 침출한 후 여

과액과 마찬가지로 분석하였다. 각 중금속의 침출율은

식 (1)을 이용하여 구하였다.

3. 실험결과 및 고찰

Fig. 5에 구연산과 구연산나트륨 비율에 따른 각 침

출용액의 침출실험 전후 pH를 나타내었다. 사이트 A와

B 모두에서 구연산침출용액 중 구연산의 비율이 높을

수록 pH는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구연산이 해리과정에

서 수소이온을 용액 중에 방출하는 것이 원인으로 생각

된다. 또한 사이트 A와 B의 pH가 매우 유사하기 때문

에 구연산 침출용액의 pH는 중금속 오염토양시료 특성

보다는 구연산의 해리상수에 의존하였을 것으로 판단된

다. 사이트 A의 구연산 비율이 0% 인 경우를 제외하

고 침출실험 전후의 pH 변화는 미소하였으며 이 결과

는 수소이온이 중금속의 구연산 침출반응에서 직접적으

로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이트 A에서 구연산 비율이 0%일 때, pH가 8에서 9.5

로 상승하였으나 이 때 수소이온농도를 환산하면 10−8 몰

이하로서 실제 중금속 침출반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하였으리라 생각된다. 

Figs. 6-8에 구연산용액을 이용한 각 시료의 납, 아연,

침출율(%) = 구연산으로 침출된 양

× 100  (1)구연산으로 침출된 양 

+ 잔사에 잔존된 양

Fig. 3. Metal concentration in site A sample.

Fig. 4. Metal concentration in site B sample.

Fig. 5. pH variation with the ratio of citric acid in the citrat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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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금속에 따라 제거율의 변화

가 다양하나 모든 금속에서 pH가 증가함에 따라 제거

율이 감소하고 있다. Fig. 6에 사이트 A와 B 시료의

납 제거율을 나타내었으며, 사이트 B 시료의 납 제거율

이 사이트 A 시료의 제거율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3과 4에서 납의 농도는 사이트 B 시료가 사이트

A 시료의 30배 이상으로 높으나 제거율이 사이트 B 시료

에서 더 높게 나타나 사이트 A 시료의 침출되지 않은 납

성분은 구연산으로 침출하기 어려운 존재형태로 판단

된다. 

Fig. 7에 사이트 A와 B 시료의 구리제거율을 나타내었

다. 구리의 제거율은 pH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시료에

상관없이 거의 동일한 제거율을 나타내고 있다. 양 사이

트의 구리 오염 농도는 사이트 A의 경우 1587 mg/kg이

고 사이트 B의 경우 1488 mg/kg으로 크게 차이가 없고

침출율로부터 구연산으로 침출가능한 존재형태도 비슷

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잔사의 구리농도를 측

정한 결과 pH 4 이하에서 토양오염 2지역 우려기준

(500 mg/k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8에 사이트 A와 B 시료의 아연제거율을 나타내

었다. 아연의 경우 납 또는 구리와 달리 pH가 증가함

에 따라 완만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두 사

이트 시료에서 감소 경향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연의

초기농도는 사이트 A와 B에서 각각 1078 mg/kg과

237 mg/kg으로 사이트 A의 초기농도가 높으며, 제거율

도 사이트 A에서 높아 납의 경우와 달리아연 제거율은

사이트 A에서 높다. 아연의 경우도 잔사의 농도를 측정

한 결과 pH 4 이하에서 토양오염 2지역 우려기준

(600 mg/k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예비실험에서 황산을 이용하여 pH 4-5로

조절된 용액에서는 중금속이 거의 용해되지 않은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data not shown) Fig. 6-8의 중금

속 제거는 구연산염과 중금속이 착이온을 형성하는 것

이 원인으로 생각할 수 있다. 구연산염은 pH에 따라서

다음 식과 같이 다양한 화학종으로 존재한다.

H+ + L3− = HL2− (2)

H+ + HL2− = H2L
− (3)

H+ + H2L
− = H3L (4)

                                                             

여기서 L은 구연산염(C6H5O7)을 나타내며, 반응식

(2), (3), (4)의 평형정수 (equilibrium constant, K)는

105.69, 104.35, 102.87이다.15) Fig. 9에 용액 중의 총 구연산

염 농도를 1 몰이라 가정했을 때, 각 구연산염 이온종의

pH에 따른 농도분포를 나타내었다. pH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이온의 수가 적은 이온종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pH 8까지 증가하면 C6H5O7
3−만이 존재한다.

구리, 아연, 납 등 중금속이온은 구연산염 이온종들과 다

음과 같이 착이온을 형성한다.

Fig. 6. Removal ratio of Pb from the site A and B samples

using 1 kmol m−3 citric acid solution. 

Fig. 7. Removal ratio of Cu from the site A and B samples

using 1 kmol m−3 citric acid solution. 

Fig. 8. Removal ratio of Zn from the site A and B samples

using 1 kmol m−3 citric acid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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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2− + L3− = MeL− (5)

Me2+ + HL2− = MeHL (6)

Me2+ + H2L
− = MeH2L

+ (7)

                                                             

여기서 Me2+는 구리, 아연, 납 등의 금속이온이며 L

은 구연산염을 나타낸다. Table 1에 Eq. (5) - (7) 반응

의 각 중금속 이온 종류에 따른 평형상수를 나타내었

다.15) 낮은 pH 영역에서 주로 존재하는 H2L
− 이온과

착이온을 형성하는 평형상수보다 높은 pH 영역에서 주

로 존재하는 L3− 이온과 착이온을 형성하는 평형상수가

높아 상대적으로 높은 pH 영역에서 구연산의 영향이

크게 나타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대부분의 중금속 이

온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다음과 같이 수산화물로 침

전한다.

Me2+ + 2OH− = Me(OH)2 (8)

이 식에서 Me2+는 구리, 아연, 납 등의 금속이온을

나타낸다. Table 2에 구리, 아연, 납 이온과 수산화물

그리고 수산화이온의 표준깁스자유에너지를 나타내었

다.16) Table 2의 데이터를 이용하여 pH에 따른 중금속

이온의 거동을 Fig. 10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활동도

계수는 1로 가정). 동일한 조건에서 납, 아연, 구리의

순으로 용해도가 낮아지는 것을 나타내고 있으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중금속 이온의 용해도가 감소한다. 즉,

pH가 증가함에 따라 구연산염 이온과 착이온을 형성할

수 있는 자유 금속이온 (free metal ion)의 농도가 감

소하여 Fig. 6-8과 같이 중금속의 침출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구리, 아연 및 납으로 오염된 중금속 오염토양으로부

터 중금속 성분을 제거하기 위해 친환경적인 구연산을

사용하여 침출실험을 진행하고, 침출거동에 대한 pH의

영향을 분석하였다. 

중금속 오염토양의 구연산 침출반응 전후의 pH는 큰

변화가 없었으며, 이 결과는 중금속 침출반응에 수소이

온의 영향이 미미한 것을 나타낸다. 구연산에 의한 오

염토양으로부터의 중금속 제거율은 금속종류나 사이트

에 따라 다양하게 관찰되었으나 금속별로 pH가 증가함

에 따라 제거율이 감소하는 경향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pH 4 이하의 조건에서 오염토양 중 잔존 중금속 농도

Fig. 9. The concentration of each citrate species with

equilibrium pH (L: citrate, (C6H5O7)
3−) (total citrate

concentration: 1 kmolm−3). 

Table 1. Equilibrium constants (log K) of equations (5) - (7)15)

Cu2+ Zn2+ Pb2+

Eq. (5) 5.90 4.98 4.08

Eq. (6) 3.42 2.98 2.97

Eq. (7) 2.26 1.25 1.51

Table 2. Standard Gibbs free energies of various species16)

Species Pb2+ Pb(OH)2 Cu2+ Cu(OH)2 Zn2+ Zn(OH)2 OH−

∆G0(kJ/mol) −24.31 −420.9 65.7 −359.5 −147.16 −53.88 −157.293

Fig. 10. The calculated concentrations of Cu, Zn and Pb with

equilibrium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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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토양오염 우려기준 2지역의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침출거동의 차이는 지역과 금속 특성에 따라

풍화된 정도가 다른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었다. 열역학

적 계산 결과, 구연산염 이온이 pH가 증가함에 따라

수소이온의 수가 적은 이온종의 농도가 증가하였으며,

수소이온의 수가 적은 이온종일수록 중금속 이온과 착

이온을 형성하는 반응의 평형상수가 큰 것을 알 수 있

었다. 따라서 오염토양 중의 중금속 성분의 침출거동은

구연산염 이온종과의 착이온 형성과 수산화물 침전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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