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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XAFS) analysis using

X-ray absorption spectroscopy is being applied as a state-of-the-

art method in a wide range of disciplines. This review article

summarizes the overall procedure of XAFS analysis from the

preparation of soil samples to the analysis of data in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XANES) region and extended 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region. The previous

studies on application of XANES and EXAFS techniques in

environmental soil science field are discussed and classified them

according to metal(loid)s (As, Cd, Cu, Ni, Pb, and Zn). A

significant number of previous studies of XAFS application in the

environmental soil science field have focused on the identification

of Pb chemical species in soil. Moreover, XANES and EXAFS

techniques have been widely used to investigate the contamination

source via identification of metal species. Similarly, these

techniques were applied to identify the mechanisms of metal

stabilization in soil after application of various amendments,

phytoremediation, etc.

Keyword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 heavy 

metal · immobilization · mechanism · metal speciation · soil 

contamination ·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토양 내 중금속의 안정화와 기작 규명

중금속(heavy metal)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주로 가행 및 휴·폐

광산 인근 지역, 군 사격장 부지, CCA (chromated copper arsenate)

방부목 설치 부지, 일반 농경지, 금속 제련소와 같은 산업부지,

도시 등 광범위한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Manceau 등, 1996;

Lim 등, 2010; Kumpiene 등, 2011; Ok 등, 2011a, 2011b;

Ahmad 등, 2012; Usman 등, 2012; Lim 등, 2013a, 2013b;

Ahmad 등, 2014b). 중금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오염된 토양에

서 재배되는 농작물의 섭취, 직접 흡입 등을 통해 인간건강에

중대한 위협요인이 되고 있어, 이를 정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

법들이 연구·개발되어 왔다(Kumpiene 등, 2008; Ok 등,

2010). 특히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을 생물체가 이용할 수 없

도록 화학적으로 안정한 형태로 변환시킴으로써 중금속의 생물

유효도(bioavailability)를 낮추는 중금속 안정화(metal stabilization)

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Ok 등, 2011c). 예를

들어, 토양에 대한 석회처리는 pH를 상승시키는데 이 때 토양

의 음전하(negative charge)가 증대되어 양이온성 중금속의 토양

흡착이 증가하고, 이와 함께 알칼리 조건에서 중금속 양이온은

자유 양이온보다 흡착계수가 더 높은 수산화물(hydroxides)을 형

성하여 토양 입자에 흡착되거나 탄산염 형태로 침전하게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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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이와 같은 기작을 통해서 중금속을 안정화할 수 있다(Zhao

와 Masaihiko, 2007; Ok 등, 2010). 이 외에도 인산, 인산염

광물 등 인 함유물질(phosphorus-containing materials) 처리는

토양 내 가용성 납(Pb)을 불용성의 인 화합물인 pyromorphite

[Pb5(PO4)3X; X=Cl, OH, F, Br 등] 형태로 변환시키는데 이

경우 토양 내 납의 생물유효도는 매우 낮아지게 된다(Kumpiene

등, 2008).

오염토양 내 중금속을 안정화하기 위한 기술들을 적용한 후

에는 사후 관리를 위해서 안정화 효율 및 해당 중금속의 장기

적 안정성 등에 대한 평가와 더불어 사후 예측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한 방법으로 안정화 전·후 토양 내 중금속의 화학종

(species)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비교평가 하는 것이 가장 직관적

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McNear Jr. 등, 2007; Hashimoto

등, 2009a). 토양 내 안정화 기술 도입 초기부터 최근까지 중금

속의 화학종 분석은 화학적 연속추출(chemical sequential

extraction)을 통한 분획화(fractionation) 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러나 연속추출 방법은 토양 내 중금속의 대략적인 존

재 형태(form)를 평가하는 방법으로, 엄밀하게 말해서 중금속의

화학종을 직접적으로 분석하는 방법은 아니다(Manceau 등,

1996). 더욱이 연속추출 방법은 시간과 노동력이 많이 소모될

뿐만 아니라 추출용 시약과 시료를 반응시키는 파괴적인 방법

이므로 시료의 회수가 불가능하며, 추출과정에서 화학종 간의

평형관계가 변하기 때문에 측정되는 불용성/가용성 중금속 형태

에 대한 과소평가(underestimation) 및 과대평가(overestimation)

의 가능성도 있음이 보고되었다(Scheckel 등, 2005; Hashimoto

등, 2009a). 한편, 비소(As)의 경우 자연계에서 As(III) (arsenite)

및 As(V) (arsenate) 상태로 존재하는데 As(III)가 As(V)에 비

해 25−60배 정도 독성이 강하며 이동성도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Dutré와 Vandecasteele, 1995; Oremland와 Stolz, 1995). 그

러므로 토양 내 비소의 산화상태(oxidation state)를 파악하는 것

은 복원기술을 적용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할 뿐만 아니라 오염

토양 처리 후 독성 및 이동성 평가 측면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최근 토양 중 중금속의 화학종을 비파괴적(non-destructive)인

방법으로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X선 흡수분광법(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의 활용이 증가하고 있다. XAS

를 활용하는 연구는 주로 방사광 가속기(synchrotron radiation)

시설 내에서 이루어지며, 특정 원소의 X선 흡수미세구조(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XAFS)를 측정하게 된다(Scheckel 등,

2005). XAFS는 특정 원소가 흡수하는 에너지 영역에 따라 X

선 흡수 끝머리 부근 미세구조(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XANES)와 광범위 X선 흡수 미세구조(Extended 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로 구분하며 이들에 대한

분석을 통해 각각 원자의 산화상태, 공유결합 정도, 이웃한 원

자의 종류, 원자간 결합거리(bond distance), 배위수(coordination

number) 등을 구할 수 있다(Sparks, 2002; Gräfe 등, 2014).

토양 내 중금속 화학종을 정확하게 규명할 수 있는 것도 위에

기술한 원리와 같이 중금속 원소에 대한 XAFS 해석을 통해서

가능하다(Hashimoto 등, 2009a). 특히 이 방법은 장거리 배열

(long range order)을 이루는 물질에만 적용이 가능했던 X선 회

절법(X-ray diffraction analysis, XRD)과는 달리 비정질

(amorphous) 물질 및 저농도(수십−수백 mg/kg) 중금속 등의 화

학종 분석이 가능하므로, 비소, 납, 아연(Zn), 구리(Cu), 카드뮴

(Cd)과 같은 미량원소(trace elements)들에 대한 화학종 분석에

적합하다(Scheckel 등, 2005; Hashimoto 등, 2009a; Hesterberg

등, 2011).

이와 같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국내에서는 토양 내

중금속 화학종 분석에 XAFS의 활용이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국내에서는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에 대한 안정화 기술로 다

양한 토양개량제가 활용되고 있으나 이들 기술 도입에 대한 사

후 관리 차원의 평가는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관점

에서 XAFS 기술의 국내 토양환경 분야 활용은 중금속 오염 토

양 복원 및 사후 관리에 있어 기술 발전을 위한 필수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총설에서는 XAFS를 이용한 방법 중

XANES 및 EXAFS 데이터를 얻기까지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고,

XANES 및 EXAFS 해석을 통해 오염토양 내 중금속의 화학종

을 정확하게 규명하여 보고한 선행연구 결과들을 취합/정리하였

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XAFS 기술의 토양환경분야의 적

용을 위한 계획 수립에 기여하고자 하였다.

토양시료의 XAFS 측정

토양환경분야에서 XAFS 활용을 위한 시료준비에서부터 측정,

데이터 추출 및 분석에 대해서는 Kelly 등(2008)에 자세히 기

술되어 있으며, 본 총설에서는 아래와 같이 각 항목별로 대략

적인 과정을 기술하였다.

1) XAFS 측정용 시료준비. XAFS 측정을 위한 토양 시료의 준

비는 다음과 같다. 대상 토양은 채취한 후 풍건(air dry)을 실시

하고 agate mortar 등으로 곱게 파쇄하여 사용한다. 입자는 대

체로 50 µm 이하의 크기를 사용하는데(Kelly 등, 2008), 100

µm 이하(Ahmad 등, 2012; Moon 등, 2013; Ahmad 등,

2014a), 75 µm 이하 또는 20 µm 이하(Hashimoto 등, 2009b)

등으로도 체거름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양시료와의 비교평가를 위한 표준물질(reference standards)

들은 해당계(system)에서 광물 조성, 화학적 조성, pH 조건 등

을 감안했을 때 실제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것을 선택하여

사용한다(Kelly 등, 2008). 일례로 Hashimoto 등(2011)은 토양

내 납 화학종 규명연구에서 표준물질의 선정을 위해 해당계에

대한 열역학 모델링(thermodynamic modeling)을 통해 예측된

물질과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납 화합물들을 표

준물질로 선택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표준물질은 토양시료와 동

일하게 파쇄 및 체거름하여 사용한다.

사용하고자 하는 크기의 입자로 체거름을 마친 시료는 시료

홀더에 압착시켜 투명 Kapton tape로 고정시킨다. 이 후 토양

시료가 고정된 시료 홀더를 방사광 가속기 시설의 빔라인

(beamline) 장비에 45o로 장착하여 X-ray가 시료에 입사

(incidence)될 수 있도록 한다(Kelly 등, 2008). 한편, 투과방식

(transmission mode)의 측정 시 시료에 의한 X-ray 흡수를 최적

화하고, 형광방식(fluorescence mode)의 측정 시 self-absorption

effect를 저감하기 위해서 boron nitride (BN)을 사용하여 시료

를 희석(dilution)한 후 XAFS 측정을 실시하기도 한다(Kelly 등,

2008).

2) XAFS 측정. 대상 시료에 대한 XAFS 측정은 전술한 바와

같이 가속기 시설 내의 XAFS 빔라인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우

리나라의 경우 3세대(third generation) 가속기 시설로서 빔에너

지 3.0 GeV, 저장링 빔전류 400 mA로 운용되고 있는 포항가속

기연구소(Pohang Accelerator Laboratory)에서 그 측정이 가능하

다(Fig. 1). XAFS 빔라인에서는 주로 투과방식과 형광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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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AFS의 측정이 이루어지는데, 일반적으로 시료 내 목적원소의

함량이 1% 이상일 때에는 투과방식을 사용하며, 수십에서 수백

mg/kg의 수준일 때는 형광방식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Kelly

등, 2008). 실제 XAFS 측정 시에는 두 방식을 동시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두 방식에 의한 XAFS 스펙트럼 해석을 통해서 최

적의 결과 도출이 가능하다(Kelly 등, 2008).

실제 측정 시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료를 XAFS 빔

라인에 장착한 후에 분석하고자 하는 목적원소 고유의 X선 흡

수 edge energy로 X선의 세기를 조정한다. 이 후 시료로 X선

을 입사시켜 빔라인에 설치된 검출기로 동일 시료에 대한

XAFS를 반복 측정하여 XAFS 스펙트럼 해석을 위한 데이터로

사용한다. 한편, 토양환경분야에서 연구되고 있는 주요 중금속

원소에 대한 X선 흡수 edge energy는 Table 1과 같다.

3) XANES 및 EXAFS 데이터 추출 및 분석. 측정된 XAFS

데이터는 주로 Athena software (Ravel과 Newville, 2005)을

활용하여 스펙트럼을 해석 한다. 먼저 각각의 XAFS 데이터는

스펙트럼 상의 pre-edge를 이용하여 background를 제거한 후

XANES 스펙트럼과 kn-weighted EXAFS 스펙트럼을 추출할 수

있다(Kelly 등, 2008). 일례로 비소로 오염된 토양 내 광미에

존재하는 비소의 존재 형태를 보여주는 XANES 스펙트럼은

Fig. 2와 같다.

또한 토양시료 내 대상 화학종에 대한 정량분석은 표준물질

과 토양시료 각각에 대한 EXAFS 스펙트럼을 추출한 후에 kn-

weighted EXAFS 스펙트럼 간의 linear combination fitting

(LCF)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LCF는 미지시료의 스펙트럼과 이

미 알고 있는 표준물질 스펙트럼 간의 통계적인 linear

combination fitting을 통해 미지시료가 함유한 실제 화학종에 대

한 정량화를 가능하게 하는 방법이다(Scheckel 등, 2005; Kelly

등, 2008). 일례로 납으로 오염된 토양에 콩줄기(soybean

stover)를 이용해 생산한 바이오차(biochar)를 10 wt% 처리한 후

토양 내 존재하는 납 화학종을 EXAFS 스펙트럼 간의 LCF를

통해 정량화한 결과는 Fig. 3과 같다(Moon 등, 2013).

토양환경 분야에서 XAFS의 활용

XAFS 기술은 토양환경 분야에 다양한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

다. 첫째, 중금속 오염 토양에서 유입된 중금속의 기원을 밝히

Fig. 1 Beamline map of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PAL). Red boxes indicate the XAFS beamlines (Source: Pohang Accelerator Laboratory).

Table 1 X-ray absorption edge energies for the frequently studied elements via XAF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oil science

Elements
Atomic
number

Energy
(eV)

Absorption
Edge

References

Arsenic (As) 33
11872.2 [As(III)]
11875.2 [As(V)]

Yoon et al., 2010

Cadmium (Cd) 48 26,711 K Khaokaew et al., 2011

Copper (Cu) 29 8,979 K Strawn and Baker, 2008; Kumpiene et al., 2011; Yang et al., 2014

Lead (Pb) 82 13,035 L3 Ahmad et al., 2014a; Hashimoto et al., 2009b; Moon et al., 2013

Nickel (Ni) 28 8,333 K McNear Jr. et al., 2007; Sheng et al., 2011

Zinc (Zn) 30 9,659 K
Roberts et al., 2002; Kirpichtchikova et al., 2006;
Baker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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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목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중금속 오염원을 정확하게 밝히

는 것은 오염 책임과 더불어 오염 부지에 대한 관리 방안 모색

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일이며, 이는 토양 내 존재하는 중금속

의 정확한 화학종 분석을 통해서 가능하다. 둘째, 토양 내 중금

속의 화학적 거동 해석에 이용할 수 있다. 각 중금속 원소별 그

리고 오염원별 해당 중금속의 시간 흐름, 혹은 토양환경인자에

따른 화학종 분화에 대한 이해는 각 중금속 원소별로 다른 양

상을 나타내며, 오염 부지 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셋째, 중금속 오염 복원(안정화) 기술 선발 및 기술 적용

후 사후 평가에 활용할 수 있다. 부지별로 밝혀진 오염원 및 해

당 부지에서 중금속의 화학적 거동을 바탕으로 최적의 복원 기

술을 선발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궁극적으로 복원 기술에 대

한 평가(안정화 효율, 안정성, 지속성 등)는 대상 중금속에 대

한 정확한 화학종 분석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

1) 중금속 오염원 추적 및 오염원별 중금속 화학종 분석. 토양

으로 유입되는 중금속의 오염원은 광산, 사격장, 그리고 산업부

지(제련소, 과거에 사용되었던 가솔린의 폭연 방지제 제조, 건

전지 제조 공장 등) 등을 들 수 있다. 각 오염원별로 토양에 유

입된 각각의 중금속은 서로 다른 화학종으로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XAFS 기술을 적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토양

에 존재하는 중금속 오염원의 추적이 가능하며 중금속의 화학

적 거동에 대한 정보 제공을 통해 오염토양의 최적 정화와 관

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사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제 XAFS

활용의 예들을 중금속 원소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1-1) 카드뮴(Cadmium, Cd). O’day 등(1998)은 광산 지역 내

수계의 저질토(sediment, 카드뮴 농도: 48−328 mg/kg)에 대한

카드뮴 화학종의 EXAFS 연구결과, 카드뮴은 CdS의 형태로 존

재하였으며 이는 아연의 황화광(sulfide ore)인 sphalerite (ZnS)

의 아연이 카드뮴에 의해 치환되어 생성된 것임을 보고하였다

(O’day 등, 1998).

Khaokaew 등(2011)은 광산 인근 알칼리성 논토양(카드뮴 농

Fig. 2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XANES) spectra of the As standards and tailing sample (adopted from Moon et al., 2011).

Fig. 3 Pb-LIII edge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spectra for treated soil with biochar derived from soybean stover with an
application rate of 10 wt%, along with reference standards giving the best
linear combination fit (LCF). Solid line: measured; dotted line: LCF
(adopted from Mo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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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142 mg/kg)의 담수(flooding) 및 배수(draining) 조건 하에서

토양 내 카드뮴 화학종을 EXAFS 분석을 통해 규명하였다. 연

구결과, 시간 경과에 따라 카드뮴의 주 화학종은 부식산 흡착

형태(CdHA, Cd-humic acid)에서 CaCO3와 kaolinite에 흡착된

카드뮴 및 CdCO3, CdS 형태로 변환되었다. 이는 pH 6 이상에

서 kaolinite edge site로의 카드뮴 흡착, carbonate mineral의

카드뮴 흡착 및 CdCO3 침전물 형성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다

(Khaokaew 등, 2011).

1-2) 구리(Copper, Cu). Strawn과 Baker(2008)는 CuSO4 살균

제(fungicide)가 50년 이상 사용된 농장의 토양(구리 농도:

4,167 mg/kg, 유기물 함량: 6.75%) 내 구리 화학종에 대한

EXAFS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토양 내 구리는 carboxyl

및 amine ligand와 bidentate inner-sphere coordination을 통해

토양 유기물과 복합체를 형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Strawn

과 Baker, 2008).

Yang 등(2014)은 구리 폐광산의 토양(구리 농도: 5,080 mg/kg,

유기물 함량: 0.55% 미만) 내 구리 화학종 평가를 위해 EXAFS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토양 내 구리는 goethite와 같은

철 산화물(Fe-oxide)에 흡착된 형태로 존재하여 오염된 농경지

토양에서 구리가 주로 토양유기물(SOM, soil organic matter)과

결합된 형태로 존재한다는 선행연구들과 다른 결과임을 보고하

였다(Yang 등, 2014). 이는 유기물 함량이 낮은 토양에서 구리

의 광물 표면 흡착이 증대된다는 것에 기초하여, 상대적으로 낮

은 유기물 함량과 높은 철(Fe)함량을 보유한 오염토양의 특성

에 의한 결과라고 하였다(Yang 등, 2014).

1-3) 니켈(Nickel, Ni). McNear Jr. 등(2007)은 니켈 제련소

(nickel refinery) 인근 지역의 유기물 함량이 상이한 2종의 토

양(QM-soil, 니켈: 3,516−4,902 mg/kg, 유기물: 71.7−72.3% 및

WL-soil, 니켈: 3,468−4,700 mg/kg, 유기물: 8.2−9.8%)에 대해

EXAFS를 이용한 니켈 화학종 평가를 실시하였다. 2종의 토양

(QM-soil, WL-soil)에는 과거 니켈의 정화를 위해 석회

(dolomitic lime)가 처리된 바 있으며, 연구결과 2종의 토양 모

두 NiO 화학종이 존재하였으며, WL-soil에서는 Ni-Al layered

double hydroxide (LDH)가 존재하였고, QM-soil에서는 유기물

과 결합된 니켈 화합물(Ni-fulvic acid)이 존재하였다. 이는 석회

처리에 따른 토양의 pH상승으로 인해 Ni-Al LDH 및 유기물과

결합된 니켈 화합물의 생성이 촉진된 결과라고 보고하였다

(McNear Jr. 등, 2007).

1-4) 납(Lead, Pb). Manceau 등(1996)은 가솔린 엔진의 폭연

방지제(antiknock)인 알킬납(alkyl lead)을 생산하는 공장 인근의

오래된 공원 지역 토양(납 농도: 1,670 mg/kg) 내 납 화학종을

EXAFS-LCF로 분석한 결과, 토양 내 납은 유기납 형태인 Pb

salicylate (62%)와 Pb catechol (38%)로 존재하였으며 이는 알

킬납 생산 공장의 영향에 의한 것이라고 하였다. 이와 함께 납

건전지 재생 공장의 영향을 받은 초지(납 농도: 3,200 mg/kg)

및 공장 내 부지(납 농도: 52,000 mg/kg)의 납 화학종은 각각

PbSiO3와 anglesite (PbSO4)였으며, 이는 각각 토양의 사질적

(sandy) 특성에 의한 규산-납의 침전 및 건전지 내 전해질

(electrolyte)인 황산(sulfuric acid)에 기인함을 보고하였다

(Manceau 등, 1996).

Scheckel과 Ryan (2004)은 납 제련소 인근 토양(납 농도:

1,100−5,300 mg/kg)에 대한 납 EXAFS-LCF 연구에서 납은

anglesite가 32−43%, galena (PbS)가 16−21%, 유기물에 흡착된

납(Pborg)이 32−37%로 존재하였으며, 이는 납 제련소에서 발생

한 galena와 산화를 통해 생성된 anglesite 및 토양에 존재하는

유기물과 납의 결합에 기인한 결과라고 하였다.

한편, 사격장 토양의 납 화학종은 유입된 총알(bullet)의 납 해리

에 의해 주로 cerussite (PbCO3), hydrocerussite [Pb(CO3)2(OH)2]의

형태로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Cao 등, 2003). 실제로 사격장

토양의 EXAFS-LCF를 통한 납 화학종 보고에서 Hashimoto 등

(2009b)은 cerussite가 25%, Hashimoto 등(2012)은 cerussite가

37%, Moon 등(2013)은 hydrocerussite가 23.3%, Ahmad 등

(2014a)은 cerussite가 10.3% 수준으로 존재함을 보고하였다. 이

와 같은 결과들은 납 오염토양의 실제 오염원에 대한 정확한

추적을 가능하게 해준다.

1-5) 아연(Zinc, Zn). 비철금속 제련소 인근 운하(canal)의 준설

토(아연 농도: 6,600 mg/kg)에 함유된 아연에 대한 EXAFS 연

구결과에서 준설토 내 아연의 화학종은 제련소로부터 발생한 막

대한 양의 먼지와 잔유물의 영향으로 인해 sphalerite, willemite

(Zn2SiO4), zincite (ZnO)로 존재하였으며, 이들의 풍화(weathering)

로부터 방출된 아연과 흡착된 Fe(oxyhydr)oxides 및 아연을 함

유한 phyllosilicate (Znphyl)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Isaure

등, 2002).

Roberts 등(2002)은 아연 제련소(Zn smelter) 인근의 오염토

양 내 아연의 화학종을 EXAFS-LCF로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표면 3−6 cm의 토양층(아연 농도: 6,200 mg/kg) 내 아연은

66%가 franklinite (ZnFe2O4), 34%가 sphalerite로 존재하였으나,

하부 20 cm 두께의 토양층(아연 농도: 890 mg/kg) 내 아연은

대부분 gibbsite와 결합된 형태(Zngib) 및 Fe/Mn (hydr)oxide에

결합한 형태(ZnFe/Mn, Zn bound to ferrihydrite and birnessite)

로 존재하였다(Roberts 등, 2002). 이는 제련소에서 사용한 아

연광(Zn ore)인 sphalerite의 제련 시 생성된 franklinite와 일부

sphalerite가 대기로 방출된 후 토양에 침적(deposition)된 것에

기인한 것이며, 토양에 유입된 sphalerite의 산화를 통해 생성된

Zn sulfate (ZnSO4)가 Zn2+ 및 SO4
2-로 방출되어 토양 하부로

이동한 후 Al, Fe, Mn 등에 결합하여 발생된 결과로 보고하였

다(Roberts 등, 2002).

Voegelin 등(2005)은 황동 제조소(brass foundry)의 zincite 함

유 여과먼지(filter dust)로 토양을 인공오염 시켰다(아연 농도:

2,800 mg/kg). 이 후 시간경과에 따른 화학종의 변화를 EXAFS-

LCF를 통해 평가한 결과, zincite는 토양에 유입된 직후 90%

가량 존재하였으나, 9개월 경과 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 또한

47개월 후에는 전체 아연의 37%가 Zn-LDH, 14.1%가 Znphyl의

형태로 침전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나머지는 유·무기 입자에

흡착된 형태(Znphyt/Mn, Zn sorbed on phytate and birnessite)로

존재한다고 하였다(Voegelin 등, 2005).

한편, Kitpichtchikova 등(2006)은 100년간의 하수(sewage

water) 관개로 오염된 농경지 토양(아연 농도: 1,103 mg/kg)에

대한 EXAFS-LCF 연구에서, 아연은 ZnFe (30%), Zn phosphate

(28%), Znphyl (24%), willemite (11%), gahnite (ZnAl2O4, 10%

이하)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다.

2) 중금속 오염 복원 기술 적용 후 사후 평가. 중금속 오염토

양 복원 기술에 대한 사후 평가(안정화 효율, 안정성, 지속성 등)

를 위한 화학종 분석에도 XAFS 기술을 적용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실제 XAFS활용의 예들을 중금속 원소별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2-1) 비소(Arsenic, As). Yoon 등 (2010)은 비소로 오염된 토양

(비소 농도: 1,333 mg/kg)에 대한 복원을 위해 포틀랜드 시멘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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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tland cement)와 시멘트 킬른 더스트(CKD, cement kiln

dust)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연구결과 포틀랜드 시멘트와 CKD

이용하여 비소 오염 토양을 처리하였을 때 1N 염산을 이용한

비소 용출농도는 현저히 저감되었다. XANES 분석을 통한 비

소의 화학종은 처리 전·후 변화가 없었으며, EXAFS 분석을

통한 비소 용출농도 저감의 기작은 As(III)인 경우 Ca-As-O 형

성에 기인하고 As(V)인 경우 NaCaAsO4 · 7.5H2O 형성에 기인

한다고 보고되었다(Yoon 등, 2010).

2-2) 구리(Copper, Cu). Kumpiene 등(2011)은 중금속 함유 목

재방부제로 오염된 토양(구리 농도: 2,600 mg/kg)에 대한 정화

연구를 실시하였다. 이를 위해 5 wt% compost와 2 wt% zerovalent

iron (ZVI)이 혼합된 개량제를 식물안정화법(phytostabilization)

과 함께 토양에 적용하였으며, 2년 경과 후 토양 내 구리 화학

종의 변화를 EXAFS를 통해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무처리구 토

양 내 구리는 대부분 Cu(II)-C-O의 형태로써 유기물과 결합된

화합물로 존재하였으나, 개량제와 식물안정화법이 적용된 토양 내

구리는 화학적으로 상대적으로 안정한 형태인 Fe oxyhydroxide와

결합된 형태로 존재함을 보고하였다(Kumpiene 등, 2011).

2-3) 니켈(Nickel, Ni). Sheng 등(2011)은 수용액 중 규조토

(diatomite)의 Ni(II) 흡착 기작 규명을 위해 EXAFS 연구를 실

시하였다. 연구결과 pH 5.0일 때, diatomite의 inter-layer space

내 이온교환부위(ion exchange site)에서 니켈의 외부계면복합체

(outer-sphere complex) 형성, pH 7.0 및 8.0에서 내부계면복합

체(inner-sphere complex) 형성 및 표면 coprecipitation, pH

10.0에서 Ni surface precipitates 및 Ni phyllosilicate-like surface

coprecipitation에 의한 니켈의 제거 기작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

를 통해 Sheng 등(2011)은 니켈과 점토광물의 상호작용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으며, EXAFS의 활용이 diatomite의 각기

다른 니켈 흡착 기작을 구분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Sheng 등,

2011).

2-4) 납(Lead, Pb). Scheckel과 Ryan (2004)은 납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인(P) 함유물질인 triple super phosphate (TSP),

rock phosphate (RP), phosphoric acid (H3PO4)을 1% 수준으

로 처리하였다. 처리 후 EXAFS-LCF을 통해 토양 내 납 화학

종을 살펴본 결과, anglesite, galena, Pborg 형태의 납은 화학적

으로 매우 안정한 화합물인 pyromorphite 형태로 변환되었으

며, 처리구 별로 각각 29, 33, 45%까지 변환됨을 보고하였다

(Scheckel과 Ryan, 2004).

이와 유사한 결과로 Hashimoto 등(2009b)은 사격장 토양(납

농도: 18,100 mg/kg)에 가금류 폐기물(incinerated poultry waste)

개량제를 처리한 후 토양 내 납의 화학종에 대해 EXAFS-LCF

연구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무처리구 토양에서 납은 Pborg가

38%, massicot (PbO)가 20%, cerussite가 25%였으나, 개량제

처리구 토양의 납은 Pborg 6%, massicot 18%, cerussite 7%,

hydrocerussite [Pb3(CO3)2(OH)2] 18%였으며, 특히 chloro-

pyromorphite [Pb5(PO4)3Cl]가 32%로 새롭게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인을 함유한 가금류 폐기물 개량제 처리

는 토양 내 납을 안정한 형태인 chloropyromorphite로 변환하여

안정화함을 보고하였다(Hashimoto 등, 2009b).

한편, 퇴비(compost)의 처리는 혐기성 세균(anaerobic bacteria)

에 의한 SO4 환원을 증가시켜 오염토양 내 납을 생물유효도가

낮은 galena로 변환한다(Hashimoto 등, 2011). 이에 착안하여

Hashimoto 등(2011)은 수렵 지역 내에서 사격활동에 따른 인근

강 유역 및 습지(wet land)에 대한 납 오염토양의 정화를 위해

담수한 사격장 토양(납 농도: 19,600 mg/kg)에 퇴비와 석고

(gypsum)를 식물(물냉이, watercress, Nasturtium officinale W.T.

Aiton) 식재와 함께 처리하였다. 이 후 토양 내 납 화학종 변화

평가를 위해 EXAFS-LCF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퇴비 처리

토양은 무처리구(birnessite와 ferrihydrite 흡착 형태: 약 60%,

Pborg: 약 15%, galena: 약 10%)와 비교할 때 Pborg가 증가하였

으나 galena의 형성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이는 불충분한 혐기

성 조건으로 인해 토양에서 galena 형성이 증진되지 못한 것에

기인한다고 하였다(Hashimoto 등, 2011).

Ahmad 등(2012)은 군 사격장 토양(납 농도: 4,626 mg/kg) 내

납을 안정화하기 위해 폐석회 물질인 달걀껍질(eggshell)과 소성

(calcination)한 달걀껍질을 처리하였다. EXAFS 연구를 통해 납

의 화학종 변화를 평가하였으며, 연구결과, 소성한 달걀껍질 처

리구 토양 내 납은 Pb(OH)2 및 PbSiO3의 형태로 변환되어 안

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Ahmad 등, 2012). 이는 알칼리 물질

인 소성한 달걀껍질 처리 후 수산화물인 Pb(OH)2이 생성되었

고, 급격한 토양 pH 상승을 통해 토양 내 층상규산염광물

(phyllosilicates)의 해리 후 규소와 납이 반응하여 PbSiO3의 생

성이 촉진된 것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Ahmad 등, 2012).

Moon 등(2013)은 사격장 오염토양(납 농도: 11,885 mg/kg)

정화를 위해 콩줄기로 생산한 바이오차를 처리하였다. 토양 내

납 화학종 변화를 EXAFS-LCF를 통해 평가한 결과, 무처리구

(hydrocerussite: 23.3%, Pborg: 31.5%, PbFe: 19.0%)와 비교하여

바이오차 처리 토양 내 납은 hydrocerussite (19.3%), chloro-

pyromorphite (11.3%) 및 Pb-phosphate (22.4%) 침전물로 변환

되면서 안정화되었는데 이는 바이오차에 함유된 인과 토양 내

납의 반응에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Moon 등, 2013).

Ahmad 등(2014a)은 사격장 오염토양(납 농도: 3,970 mg/kg)

정화를 위해 홍합껍질(mussel shell), 소뼈(cow bone), 바이오차

를 처리하였다. 토양 내 납 화학종 변화를 EXAFS-LCF를 통해

평가한 결과, 홍합껍질, 소뼈, 바이오차의 알칼리적 특성과 함

유된 인에 의하여 처리구 토양 내 납의 화학종은 각각 상대적

으로 안정한 형태인 Pb(OH)2, chloropyromorphite, Pb-phosphate

로 존재하였고, 이를 통해 납이 안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Ahmad 등, 2014a).

2-5) 아연(Zinc, Zn). Baker 등(2012)은 납/아연 제련소(Pb/Zn

smelter) 토양(아연 농도: 72,900 mg/kg) 내 아연의 정화를 위해

인 함유물질을 처리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개량제 형태에 따

른 정화효율성 비교평가를 위해 입상(granular) 및 액상(fluid)

형태의 인 함유물질을 처리한 후 토양에 대한 EXAFS-LCF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입상의 RP와 TSP는 토양 내 아연과 반응

하여 각각 scholzite [CaZn2(PO4)2 · 2H2O]와 hopeite [Zn3(PO4)2 ·

4H2O]를 형성하였다. 이와 달리 액상의 H3PO4는 토양의 pH를

낮추어 아연을 상대적으로 용해도(solubility)가 높은 Zn sulfate,

Zn hydroxide [Zn(OH)2]로 존재하게 하여 식물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므로 토양이 아연과 납이 동

시에 오염되었을 경우 인 함유물질의 처리를 위해서는 입상인

RP의 사용이 적절함을 제안하였다(Baker 등, 2012).

결 론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화학종을 정량·정성적으로 정확하

게 규명하는 것은 오염토양에 대한 최적 정화방법 선정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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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매우 중요하다. 특히 이는 토양 내 중금속의 안정화 방법을

통한 정화과정 후에 기 적용된 방법의 효율성 및 해당 중금속

의 장기적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과정이다. 이를

위해 과거부터 화학적 연속추출을 통한 토양 내 중금속의 분획

화 방법이 사용되고 있으나, 최근 이 방법이 토양에 존재하는

중금속에 대한 과대·과소평가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선진국을 중

심으로 여러 가지 분광학적 기법을 활용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XAS를 이용하여 XAFS를 분석함으로써

토양 내 중금속 화학종의 정확한 규명이 가능한 첨단기법이 활

용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국내 토양환경 분야의 경우 중금속

화학종 규명에 XAFS 분석을 활용하는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XAFS 분석을 활용하는 방법 중

XANES 및 EXAFS 데이터를 사용하기 위한 과정과, XANES

및 EXAFS 데이터를 연구에 활용한 외국 선행 연구들에 대해

살펴보았다. 토양환경 분야에서 EXAFS 응용은 납의 화학종 규

명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었으며, 특히 오염지역 토양

에 존재하는 중금속 화학종과 이것의 발생 또는 유입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 및 오염토양에 대한 개량제의 처리 후 안

정화된 중금속 화학종을 EXAFS를 통해 규명함으로써 중금속

의 안정성을 평가하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이

와 같이 본 연구에서 조사된 EXAFS 선행연구들에 대한 주요

사항은 요약하여 Table 2에 제시하였다. 한편, 토양환경 분야 연

구에서 XANES 및 EXAFS 데이터의 수집을 위해서는 방사광

가속기 시설의 이용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가속기

시설은 국가 핵심 연구시설로 분류되어 연구장비의 이용이 쉽

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므로 가속기 시설의 이용 기회 확대를

통해 토양환경 분야 연구자들의 XAS 활용이 증가되어 관련 연

구의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와 더불어 XANES

및 EXAFS 데이터의 활용이 활발한 타 학문분야와의 공동연구

를 통해 토양에 대한 XANES 및 EXAFS 연구방법 및 결과해

석의 질적 수준을 한 단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초 록

X선 흡수분광법(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을 이용하

는 X선 흡수미세구조(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XAFS)

의 분석은 다양한 학문분야에서 적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XAFS 분석을 위한 토양 시료의 준비에서부터 XAFS 측정 후

X선 흡수 끝머리 부근 미세구조(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XANES) 및 광범위 X선 흡수 미세구조(extended 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데이터를 추출하여 연구

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였다. 특히 토양환경 분

야에서 XANES 및 EXAFS 분석을 활용한 선행연구들에 대해

비소(As) 및 중금속 주요 원소(Cd, Cu, Ni, Pb, Zn)별로 그 내

용을 정리하였다. 토양환경 분야에서 XAFS의 응용은 납(Pb)의

화학종 규명에 관한 연구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대부분의 연구들은 오염토양 내 중금속 화학종의 규명을

통해 중금속의 유입 원인 등에 대해 기술하고 있으며, 이를 정

화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들(개량제 처리, 식물정화)을 적용한 후,

안정화된 중금속 화학종을 XANES 및 EXAFS 분석을 통해 규

명하여 정화 방법들의 효율성과 안정성에 대해 보고하였다.

Keywords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 heavy

metal · immobilization · mechanism · metal speciation · soil

contamination ·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Table 2 Summary of the XAFS application study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soil science

Target
elements

Total concentration of 
target element
(Sampling location)

Contamination sources Purpose of XAFS Identified major species References

Arsenic
(As)

1,333 mg/kg
(adjacent field)

Mine tailing

Determination of As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Portland cement and cement 
kiln dust

Ca-As-O for arsenite
NaCaAsO4 · 7.5H2O for 
arsenate

Yoon et al., 
2010

Cadmium
(Cd)

48–328 mg/kg
(stream sediment)

Mining activity Determination of Cd species Cd bound to sphalerite (ZnS)
O’day et al., 
1998

142 mg/kg
(adjacent agricultural 
field)

Mining activity

Determination of Cd species 
under various flooding 
periods and draining 
conditions

Cd sorbed on humic acid, 
CaCO3, ferrihydrite and 
kaolinite, CdCO3 and CdS

Khaokaew
et al., 2011

Copper
(Cu)

4,167 mg/kg
(farm soil)

CuSO4 used as a 
fungicide on potato 
crops.

Determination of Cu species
Cu adsorbed on soil organic 
matter

Strawn and 
Baker, 2008

2,600 mg/kg
(wood preservation site)

Wood preservative 
containing As, Cu and Cr

Determination of Cu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amendment (compost and 
zerovalent iron) with 
phytostabilization

Cu bound to organic matter and 
Cu bound to Fe oxyhydroxides

Kumpiene
et al., 2011

5,080 mg/kg
(mining site)

Abandoned Cu mine
Determination of Cu species 
existing in soil containing 
low organic matter content

Cu sorbed on Fe oxides (e.g. 
goethite)

Y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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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Target
elements

Total concentration of 
target element
(Sampling location)

Contamination sources Purpose of XAFS Identified major species References

Lead
(Pb)

1,670 mg/kg
(adjacent garden)

Alkyl lead production 
plan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Pb salicylate and Pb catechol
Manceau et al., 
1996

3,200 mg/kg
(grassland located 100 m 
from the factory)

Former lead battery 
reclamation factory

Determination of Pb species PbSiO3
Manceau et al., 
1996

52,000 mg/kg
(former factory field)

Former lead battery 
reclamation factory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nglesite (PbSO4)
Manceau et al., 
1996

1,100–5,300 mg/kg
(adjacent residential 
area)

Pb smelter emission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triple 
superphosphate (TSP), rock 
phosphate (RP), phosphoric 
acid (H3PO4), iron-rich 
waste and composted 
biosolid

Pb sorbed on fulvic acid 
(organic-matter sorbed Pb), 
anglesite (PbSO4), galena 
(PbS), chloropyromorphite 
[Pb5(PO4)3Cl] and 
hydroxypyromorphite 
[Pb5(PO4)3OH]

Scheckel and 
Ryan, 2004

18,100 mg/kg
(shooting range)

Bullet fragmen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incinerated poultry waste

Pb sorbed on fulvic acid (Pborg), 
massicot (PbO), cerussite 
(PbCO3), hydrocerussite 
[Pb3(CO3)2(OH)2] and 
chloropyromorphite 
[Pb5(PO4)3Cl]

Hashimoto
et al., 2009b

19,600 mg/kg
(shooting range)

Pellet fragmen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compost 
and gypsum with(out) 
vegetation (watercress, 
Nasturtium officinale W.T. 
Aiton) in flooded soil

Galena (PbS) and Pb sorbed on 
organic matter (Pborg), 
ferrihydrite (PbFe) and 
birnessite (PbMn)

Hashimoto
et al., 2011

Unknown
(shooting range)

Spent pelle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fected by rhizosphere 
process and amended with 
(calcined) shell

Cerussite (PbCO3), Pb sorbed 
on organic matter (Pborg), 
ferrihydrite (PbFe) and 
kaolinite, Pb(OH)2 and PbSiO3

Hashimoto
et al., 2012

4,626 mg/kg
(shooting range)

Bullet fragmen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eggshell and calcined 
eggshell

Pb(OH)2 and PbSiO3
Ahmad et al., 
2012

11,885 mg/kg
(shooting range)

Bullet fragmen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soybean derived biochar

Hydrocerussite 
[Pb3(CO3)2(OH)2], Pb sorbed 
on humic acid and ferrihydrite, 
chloropyromorphite 
[Pb5(PO4)3Cl] and Pb-
phosphate

Moon et al., 
2013

3,970 mg/kg
(shooting range)

Bullet fragment
Determination of Pb species 
after incorporation of mussel 
shell, cow bone and biochar

Pb sorbed on organic matter and 
birnessite, cerussite (PbCO3), 
Pb(OH)2, Pb-phosphate and 
chloropyromorphite 
[Pb5(PO4)3Cl]

Ahmad et al., 
2014a

Nickel
(Ni)

3,516 and 4,902 mg/kg
(land adjacent to a Ni 
refinery, high SOM)

Aerial deposition of Ni 
from Ni refinery

Determination of Ni species 
after liming

NiO and Ni complexed to 
organic matter (Ni-fulvic acid)

McNear Jr.
et al., 2007

3,468 and 4,700 mg/kg
(land adjacent to a Ni 
refinery, low SOM)

Aerial deposition of Ni 
from Ni refinery

Determination of Ni species 
after liming

NiO and Ni and Al layered 
doubled hydroxide (Ni-Al 
LDH)

McNear Jr.
et al., 2007

10 mg/L of Ni(II) in 
water

Spiking
Investigation of Ni(II) 
sequestration on diatomite

Outer-sphere complex, inner-
sphere complex, surface 
coprecipitation, Ni surface 
precipitates and Ni 
phyllosilicate-like surface 
coprecipitation

Sheng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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