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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heavy metal removal and precipitation characteristics with pH change were studied for artificial acid

mine drainage. Artificial acid mine drainage was prepared using sulfates of iron, aluminum, copper, zinc, manganese

which contained in acid mine drainage from abandoned mines. The single and mixed five heavy metal samples of Fe,

Al, Cu, Zn, and Mn were prepared at initial concentrations of 30 and 70 mg/L. Fe and Al were mostly removed at

pH 4.0 and 5.0, respectively, and other heavy metals gradually decreased with increasing pH. Concentration changes

with increasing pH show generally similar trend for single and mixed heavy metal samples. The effect of removing

heavy metals from aqueous solutions is not related to the initial concentration and depends on the pH change. XRD

were used for mineral identification of precipitates and crystallinity of the mineral tended to increase with increasing

pH. The precipitates that produced by decreasing the concentration of heavy metals in the aqueous solution

composed of Fe-goethite(FeOOH), Al-basaluminite(Al4(SO4)(OH)10·4H2O), Cu-connellite(Cu19(OH)32(SO4)Cl4·3H2O)

and tenorite(CuO), Zn-zincite(ZnO), and Mn-hausmannite(Mn3O4). 

Key words : acid mine drainage, heavy metal, goethite, basaluminite, hausmannite

본 연구에서는 pH 변화에 따른 인공 산성광산배수로부터 중금속 제거와 침전물 생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인공 산성광산배수는 폐광산에서 유출되는 산성광산배수에 다량 포함된 Fe, Al, Cu, Zn, Mn의 황산염을 이용하여 제

조하였다. 실험은 5가지의 중금속에 대하여 초기 농도 30과 70 mg/L의 단일 및 혼합 시료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Fe와 Al은 각각 pH 4.0과 5.0에서 대부분 제거되었으며 그 외 중금속은 pH가 증가함에 따라 서서히 감소하였다. 단일

및 혼합 중금속 시료에 대한 pH 증가에 따른 농도 변화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수용액으로부터 중금속 제

거 효과는 초기 농도와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pH 변화에 따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X-선회절분석을

이용하여 침전물에 대한 광물 감정을 수행하였으며 pH가 증가함에 따라 결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수용액

내에 중금속 농도가 감소하면서 생성되는 침전물은 Fe-침철석(FeOOH), Al-배사알루미나이트(Al4(SO4)(OH)10·4H2O),

Cu-코넬라이트(Cu19(OH)32(SO4)Cl4·3H2O)와 테놀라이트(tenorite: CuO), Zn-진사이트(ZnO), Mn-하우스마나이트

(Mn3O4)이다. 

주요어 : 산성광산배수, 중금속, 침철석, 배사알루미나이트, 하우스마나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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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폐금속광산이나 석탄광산으로부터 생성되는 산성광

산배수는 강한 산성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량의 Al,

Fe, Mn, Zn, Cu, Pb 등의 금속이온과 SO4
2-를 포함

하고 있다(Nordstrom et al., 2000; Bigham et al.,

1994; Alpers et al., 1994). 산성광산배수에 포함된

중금속은 황철석, 자류철석, 알루미노규산염광물, 황동

석, 섬아연석, 버네사이트 등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산성광산배수에 다량으로 포함된 중금속을 제거하기

위하여 pH를 상승시켜 침전 제거하는 방법을 가장 많

이 사용한다. 이 방법은 pH 6.5 이상으로 높일 경우

중금속의 용해도가 낮아지는 특성을 이용한 것으로 다

량의 알칼리를 유발하는 물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McDonald and Grandt, 1981). 산성광산배수가 유출되

는 지역에서 백화현상과 황화현상을 발생시키는 침전물

은 배사알루미나이트(basaluminite: Al4(SO4)(OH)10·4H2O)

와 페리하이드라이트(ferrihydrite: 5Fe2O3·9H2O), 슈워

트마나이트(schwertmannite: Fe8O8(OH)6(SO4)·nH2O)

이며, 이들은 침전되는 pH 범위가 다르다(Sherriff et

al., 2007; Espana et al., 2005; Kim and Kim,

2004; Bigham and Nordstrom, 2000). 또한, 산성광

산배수로부터 중금속 회수나 침전물의 특성에 관한 연

구에서 pH값과 조절 물질의 종류에 따라 회수율과 침

전물의 종류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Park et al.,

2015, Park et al., 2013, Wei et al., 2005). 

본 연구에서는 산성광산배수에 다량 포함된 중금속

들이 pH변화에 따라 어떻게 거동하는지를 밝히고 제

거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산성광산

배수에 포함된 중금속 수용액을 조제하여 pH 변화에

따른 수용액내의 중금속 농도 변화와 침전물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연구 방법

인공 산성광산배수 수용액 내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침전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5개 중금속(Fe, Al, Cu, Zn,

Mn) 수용액을 각 금속황산염을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황산염은 FeSO4·7H2O, Al2(SO4)3·14-

18H2O, ZnSO4·7H2O, CuSO4·5H2O, MnSO4·H2O이다.

중금속 수용액 조제는 염화물, 질산염, 탄산염 등의 중

금속 화합물을 이용할 수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폐광

산에서 유출되는 산성광산배수에서 다량 포함된 황산

염을 이용하여 시료를 조제하였다. pH 변화에 따른 침

전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각각의 단일 중금속과 혼합

중금속 수용액을 제조하였다. 또한, 중금속의 농도 변

화에 따른 침전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초기 농도를

30 mg/L와 70 mg/L로 설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침전물을 회수하여 그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초기 농도를 실제 산성광산배수보다 높게 설정

하여 제조하였다. 

농도에 따른 각 중금속의 황산염 정량은 아래의 식

과 같은 계산식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각 농도에 따른

중금속 황산염의 첨가량(g/L)은 Table 1에 표기하였다.

N : concentration

x : the amount of As

A : molecular weight of A

As : molecular weight of A sulfate

침전 실험은 0.1 M HCl 용액에 Table 1과 같이 정

량하여 용해시킨 중금속 용액을 각 pH에 100 mL씩

2개의 동일 시료를 준비하여 총 120개의 시료에 대해

실험을 수행하였다. pH는 1.0에서 12.0까지 1.0 간격으

로 NaOH를 사용하여 조절하였으며 각 pH에서 30분

경과 후 회수 가능한 시료에 대해 침전물을 회수하였다.

침전물은 육안 관찰결과 충분히 회수 가능한 침전물이

형성된 시점부터 5,000 rpm의 속도로 원심분리기를 이

용하여 분리하였으며, 자연건조 후 X-선회절분석(XRD)

시료로 사용하였다. 침전물 회수 시 상등액을 채취하

여 잔류 용존 중금속의 농도를 측정하여 용액으로부터

pH변화에 따른 중금속 제거 경향을 파악하였다.

N mg l⁄( ) x mg l⁄( )
A g mol⁄( )

As g mol⁄( )
------------------------×=

Table 1. The amount of each heavy metal sulfate powder

Fe Al Cu Zn Mn

A (g/mol) 55.845 26.980 63.500 65.41 0 54.938

As (g/mol) 278.020 341.140 249.680 287.560 169.020

x(g/L)
30(mg/L) 0.149 0.380 0.118 0.132 0.092

70(mg/L) 0.348 0.889 0.275 0.308 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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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결과 및 고찰

3.1. 수질 특성

3.1.1. 초기 농도 30 mg/L

Table 2는 초기 중금속의 농도가 30 mg/L인 단일

혼합 중금속 용액을 pH를 1.0 단위로 조절하여 약 30

분 동안 반응시켜 침전시킨 후 채취한 상등액 시료를

원자흡수분광기(AA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황

산염을 이용하여 초기 농도 30 mg/L의 용액 제조 시

오차는 단일 중금속 용액의 경우 Fe(1.3%), Al(5.3%),

Cu(1.2%), Zn(6.4%), Mn(1.5%)이며 혼합 중금속 용액은

Fe(6.7%), Al(5.3%), Cu(13.5%), Zn(6.8%), Mn(7.5%)

정도로 Cu를 제외하고 모두 10% 이내의 오차 범위를

나타낸다. 

pH 변화에 따른 단일 중금속의 농도 변화에서 Fe는

pH 2.0에서 약간 감소하였지만 3.0에서부터 농도가 급

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4.0에서 0.80, 7.0 이상에서

0.1 mg/L 이하로 감소하였다. Fe의 경우 수용액의 pH

가 4.0 이상이 되면 거의 제거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철은 자연상태의 지하수나 지표수에 존재하지만 많은

양을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 자연수에서 철의 함량 및

화학종은 pH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자연수에서의

pH는 거의 중성에 가깝기 때문에 대부분 수체로부터

제거되어 낮은 농도를 나타낸다(Huber and Garrels,

1953). Al는 pH 4.0까지는 감소하지 않지만 5.0에서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여 6.0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그

러나 pH 8.0부터 다시 농도가 증가하여 11.0에서 초

기 농도와 거의 유사한 값을 나타낸다. Al의 경우 pH

5.5-7.5에서 Al(OH)3의 침전물 형태로 존재하지만 7.5

보다 높은 pH에서는 Al3+와 Al(OH)4
- 형태로 존재한

다(Licsko and Szakal, 1988; Jasim et al., 1997).

Al의 경우 pH 5.0에서 Al(OH)3 형태의 침전물을 형성

하여 수용액으로부터 거의 제거되지만 pH 8.0에서는

Al3+와 Al(OH)4
- 형태의 화학종으로 다시 용해되기 때

문에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Cu는 pH 5.0까지는 변화

가 없지만 6.0에서 11.52 mg/L, 7.0에서 2.43 mg/L,

8.0에서 0.50 mg/L으로 급격하게 감소하며, 10.0에서

0.1 mg/L이하의 값을 나타낸다. Zn은 초기 농도

28.07 mg/L에서 pH 8.0까지 서서히 감소하며, 9.0에

서 0.09 mg/L, 10.0에서 0.05 mg/L이지만 11.0에서

0.13, 12.0에서 7.17로 증가한다. Mn은 초기 농도

29.55 mg/L에서 pH 8.0까지 서서히 감소하며, 9.0에

서 10.37 mg/L이며, 10.0부터 0.02 mg/L 이하로 감

소한다. pH가 증가함에 따라 대부분의 중금속 농도가

감소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은 약간의 차이가 있다. pH

가 증가하면서 제거되는 순서는 Fe>Al>Cu>Zn>Mn

이지만 Al은 8.0, Zn은 11.0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낸다. 

혼합 중금속 시료에서의 pH변화에 따른 중금속의

농도 변화는 Fe가 pH 4.0까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

하여, 5.0에서 급격히 감소하며 6.0에서 모두 제거되어

단일 중금속의 경우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Al은

pH 5.0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pH 6.0에서 모두 제거되

었으며 단일 중금속에서의 Al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pH

8.0에서부터 다시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Cu의 경우 pH 6.0에서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8.0에서

모두 제거되었으며, Zn의 경우 8.0에서부터 감소하여

10.0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Mn의 경우에는 pH 9.0에

Table 2. Concentrations at each pH of 30 mg/L single and mixed heavy metal solution

pH
30 mg/L of single heavy metals 30 mg/L of mixed heavy metals

Fe Al Cu Zn Mn Fe Al Cu Zn Mn

1.0 30.40 28.40 29.63 28.07 29.55 28.00 28.40 25.95 27.95 31.35

2.0 25.63 28.20 30.00 27.69 24.81 27.15 27.50 24.80 26.20 30.25

3.0 3.79 27.75 29.87 27.07 22.59 26.50 26.50 24.25 25.00 29.50

4.0 0.80 28.10 29.29 26.02 24.24 23.00 27.25 24.00 25.25 29.45

5.0 0.28 0.18 28.57 25.98 23.08 1.95 3.50 22.50 26.25 30.00

6.0 0.15 N.D. 11.52 26.11 24.57 N.D. 0.06 3.75 24.00 30.50

7.0 0.07 N.D. 2.43 23.74 18.30 N.D. N.D. 0.90 19.00 28.50

8.0 0.07 0.30 0.50 18.36 17.27 N.D. 0.07 N.D. 2.35 23.60

9.0 0.09 3.15 0.38 0.09 10.37 N.D. 2.20 N.D. 0.65 5.10

10.0 0.08 24.80 0.04 0.05 0.02 N.D. 7.10 N.D. 0.35 1.55

11.0 0.04 28.85 0.03 0.13 0.02 N.D. 25.00 N.D. N.D. N.D.

12.0 0.06 26.20 0.04 7.17 N.D. N.D. 29.50 N.D. N.D. N.D.

*N.D.: No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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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터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11.0에서 모두 제

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Cu, Zn, Mn의 경우 pH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지만 감소하는 정도는 차이를 나

타낸다. 

Fig. 1은 각 중금속 30 mg/L의 단일 및 혼합 시료

의 pH변화에 따른 중금속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e는 단일 시료에서는 pH 4.0에서 혼합 시료에서는

5.0에서 거의 제거되었으며, Al은 두 시료 모두 5.0에

서 거의 제거되고 8.0에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낸다. 혼합 시료의 경우 pH 6.0까지는 Fe와 Al의 제

거 양상이 유사하지만 Al은 8.0부터 증가하여 11.0에

서는 초기 농도와 비슷한 값을 나타낸다. Cu는 단일

시료와 혼합 시료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Zn은 단

일 시료의 경우 pH 9.0에서 완전히 제거된 후 12.0에

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혼합 시료의 경

우 8.0에서 거의 제거된 후 12.0에서 증가하지 않는다.

Mn은 단일 시료의 경우 pH 10.0까지 서서히 감소하

여 11.0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만 혼합 시료의 경우 8.0

에서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각각의 중금

속 단일 시료와 혼합 시료의 pH 증가에 따른 중금속

농도 변화는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따라서

혼합 시료일지라도 중금속 서로 간의 간섭현상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3.1.2. 초기 농도 70 mg/L

Table 3은 초기 중금속의 농도가 70 mg/L인 단일

및 혼합 용액을 초기 농도 30 mg/L의 실험과 동일하

게 pH를 1.0 간격으로 조절하여 약 30분 후 채취한

상등액 시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황산염을 이용하여 초

기 농도 70 mg/L의 용액 제조 시 오차는 단일 중금

속 용액 Fe(1.8%), Al(9.8%), Cu(1.6%), Zn(1.1%),

Mn(2.8%)이며 혼합 중금속 용액 Fe(5.9%), Al(2.7%),

Cu(8.8%), Zn(2.1%), Mn(2.1%) 정도로 모두 10% 이

내의 오차 범위를 나타낸다. 

pH 변화에 따른 용액내 단일 중금속의 농도 변화에

서 Fe는 pH 2.0에서 약간 감소하였지만 3.0에서부터

농도가 급격하게 줄어들기 시작하여 4.0에서 7.03 mg/L,

5.0에서 3.21 mg/L, 6.0 이상에서는 0.14 mg/L 이하로

거의 모두 제거되어 초기 농도 30 mg/L의 경우와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수용액 중에 이온 상태로 존재

Fig. 1. Variations of concentrations at each pH of 30 mg/L

individual and mixed Heavy metal solution.

Table 3. Concentrations at each pH of 70 mg/L single and mixed heavy metal solution

pH
70 mg/L of single heavy metals 70 mg/L of mixed heavy metals

Fe Al Cu Zn Mn Fe Al Cu Zn Mn

1.0 68.74 76.85 68.88 69.24 68.04 65.90 71.90 63.85 68.50 68.50

2.0 54.55 76.65 68.28 67.67 56.85 57.85 66.10 64.40 63.90 65.50

3.0 12.60 77.55 68.86 65.62 54.91 41.60 61.75 62.90 52.85 53.15

4.0 7.03 76.90 68.05 64.91 49.69 27.30 57.75 62.65 51.85 53.00

5.0 3.21 0.28 65.55 63.64 49.58 10.60 1.16 61.00 50.70 53.25

6.0 0.14 N.D. 22.49 63.62 50.45 0.20 0.20 8.75 40.35 52.35

7.0 0.06 N.D. 2.14 62.75 45.75 N.D. N.D. 3.55 35.75 52.40

8.0 0.06 0.10 0.70 21.60 36.26 N.D. N.D. 0.35 18.75 51.75

9.0 0.07 6.25 0.16 0.15 37.93 N.D. 1.00 N.D. 0.15 18.70

10.0 0.07 34.15 0.09 0.06 7.22 N.D. 16.90 N.D. N.D. 0.70

11.0 0.05 77.35 0.02 0.15 0.03 N.D. 37.30 N.D. N.D. N.D.

12.0 0.07 64.85 0.04 1.77 0.03 N.D. 55.00 N.D. N.D. N.D.

*N.D.: No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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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철은 Fe3+, FeOH2+, Fe(OH)2
+, Fe2+, FeOH+

등으로 pH가 상승하면 수용액에서 초기에는 Fe(OH)3

형태의 침전이 일어나며 pH 10 이상인 경우 산화환원

전위에 따라 Fe(OH)2 형태의 침전물이 형성될 수도 있

다(Gayer and Leo Woontner, 1956). 따라서 Fe는

pH 4.0에서 Fe의 용해도가 매우 낮아져 Fe(OH)3 형태

의 침전물로 침전되어 용액으로부터 제거된다. Al의 농

도는 pH 4.0까지는 변화가 없지만 5.0에서 급격히 감

소하여 6.0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그러나 pH 8.0부터

다시 농도가 증가하여 11.0에서 초기 농도와 거의 유

사한 값을 나타내며 12.0에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Al은 수용액에서 pH가 낮은 경우 대부분

Al3+ 상태로 존재하며 pH 6.5-8.5에서는 불용성이고

Al3+는 Al(OH)3 형태로 수용액으로부터 제거되며 그

기작은 매우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쳐서 이루어 진

다(Jekel, 1991; Srinivasan et al., 1999). Al은 pH가

낮은 초기에는 Al3+로 존재하지만 pH가 증가함에 따

라 Al(OH)3 형태로 침전된 후 7.5보다 높은 pH에서는

Al3+와 Al(OH)4
-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재용해되어

농도가 증가하게 된다. 대부분 Cu는 pH 5.0까지는 변

화가 없지만 6.0에서 22.49 mg/L, 7.0에서 2.14mg/L

로 급격하게 감소하며, 10.0에서 0.1 mg/L 이하의 값

을 나타낸다. Zn은 초기 농도 69.24 mg/L에서 pH

7.0까지 서서히 감소하며, 10.0에서 0.06으로 최저값을

나타내지만 12.0에서 1.77로 약간 증가한다. Mn은 초기

농도 68.04 mg/L에서 pH 9.0까지 서서히 감소하며,

10.0에서 7.22 mg/L이며, 11.0부터 0.03 mg/L 이하의 값

을 나타낸다. pH가 증가하면서 제거되는 순서는 초기

농도 30 mg/L와 동일하게 Fe>Al>Cu>Zn>Mn이다.

혼합 중금속 시료에서의 pH변화에 따른 중금속의

농도 변화는 Fe가 pH 4.0까지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

하여, 5.0에서 10.60으로 급격히 감소하며 6.0에서 모

두 제거되었다. Al은 pH 5.0까지 서서히 감소하며,

5.0에서 1.16으로 급격히 감소하여 6.0에서 모두 제거

되었다. Al은 단일 중금속에서의 특징과 마찬가지로

9.0에서부터 다시 농도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u의 경우 pH 6.0에서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9.0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Zn의 경우 초기 농도 68.50에서 7.0

까지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8.0에서 18.75에서부터 감

소하여 10.0에서 모두 제거되었다. Mn의 경우에는 pH

9.0에서부터 급격히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11.0에서 모

두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는 각 중금속 70 mg/L의 단일 및 혼합 시료

의 pH변화에 따른 중금속 농도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Fe는 단일 시료에서는 pH 3.0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6.0에서 완전히 제거되지만 혼합 시료에서는 6.0까지

서서히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Al은 단일

시료와 혼합 시료가 모두 5.0에서 거의 제거되고 9.0에

서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Cu는 단일 시료와

혼합 시료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Zn은 단일 시료

의 경우 pH 9.0에서 완전히 제거된 후 12.0에서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Mn은 단일 시료의 경우

pH 11.0까지 서서히 감소하여 완전히 제거되지만 혼합

시료의 경우 9.0에서 급격히 감소하여 10.0에서 완전

히 제거된다. 초기 농도 70 mg/L의 단일 시료와 혼합

시료의 pH 증가에 따른 중금속 농도 변화는 30 mg/L

의 초기 농도와 대체로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수용

액으로부터 중금속 제거 효과는 초기 농도 30과

70 mg/L의 경우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고 pH변화에 따

라 확연한 차이를 나타낸다. 이는 용액으로부터 중금

속 제거 효과는 초기 농도는 큰 영향이 없으며 pH 변

화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침전물 특성

3.2.1. 침전 형태

Fig. 3은 초기 농도 30 m/L의 단일 및 혼합 중금

속의 pH 증가에 따른 용액으로부터 침전되는 침전물

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e는 pH 1.0에서는 침전물

의 형성되지 않지만 2.0부터 생성되기 시작하여 용액

Fig. 2. Variations of concentrations at each pH of 70 mg/L

individual and mixed Heavy metal solution.



534 이민현 · 김영훈 · 김정진

이 옅은 노란색을 나타낸다. pH 3.0부터는 바닥에 붉

은색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그 후 pH가 증가하

여도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는다. Al의 침전물은 pH

5.0부터 8.0까지 생성되며 9.0부터 침전물이 존재하지

않고 pH를 다시 6.0으로 낮추면 재침전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u는 pH 7.0에서 침전물이 생

성되기 시작하여 10.0까지 침전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이며 11.0에서는 약간의 흑회색의 침전물이 생

성되고 12.0에서는 다시 푸른색 침전물이 생성된다. Zn

은 pH 9.0부터 Al과 유사한 흰색 침전물이 생성된다.

Mn은 pH 2.0부터 연갈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

여 색깔이 점점 진해서 9.0부터는 거의 검은색을 나타

낸다. 혼합 중금속 시료는 pH 4.0에서 약간의 노란색

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가함에 따라

색깔이 진해지며 9.0에서 연갈색 11.0에서 진한 갈색

의 침전물이 생성된다.

Fig. 4는 초기 농도 70 m/L의 단일 및 혼합 중금

속의 pH 증가에 따른 용액으로부터 침전되는 침전물

Fig. 3. Precipitates of heavy metal hydroxide/oxide change with pH at 30 mg/L(A: Fe, B: Al, C: Cu, D: Zn, E: Mn, F: mixed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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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상태를 나타낸 것이다. Fe는 pH 1.0에서는 침전물

의 형성되지 않지만 2.0부터 옅은 노란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한다. pH 3.0부터는 붉은색 침전물이 생

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가하여도 큰 변화를 나타내

지 않는다. Al의 침전물은 pH 5.0부터 8.0까지 생성되

며 9.0과 10.0에서 침전물이 존재하지 않고 11.0부터

다시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 Cu는 pH 6.0에

서 푸른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10.0까지 침

전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11.0에서는 흑회

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고 12.0에서는 다시 푸른색 침전

물이 생성된다. Zn은 pH 9.0부터 흰색 침전물이 생성

된다. Mn은 pH 2.0부터 연갈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가함에 따라 색깔이 점점 진해며

9.0부터는 검은색을 나타낸다. 혼합 중금속 시료는 pH

4.0에서 약간의 노란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가함에 따라 색깔이 진해지며 10.0에서 연갈색

11.0에서 진한 갈색의 침전물이 생성된다.

각각의 중금속 용액으로부터 침전되는 침전물의 색

Fig. 4. Precipitates of heavy metal hydroxide/oxide change with pH at 70 mg/L(A: Fe, B: Al, C: Cu, D: Zn, E: Mn, F: mixed

heavy met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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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은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침전되는 광물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이다. 생성되는 침전물의 형태는 초기 농

도와 관계없이 유사한 경향을 나타낸다. 이는 침전물

의 특성은 초기 농도와 관계없고 pH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3.2.2. XRD 분석결과

실험에서 회수한 침전물은 건조 후 침전이 완료되었

다고 생각되는 pH에서 회수한 침전물을 대상으로 X-

선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Fig. 5, 6). 단일 중금속 수용

액에서의 실험은 30 mg/L에서 회수한 침전물의 경우

건조 후의 양이 분석하기에 충분한 양이 회수되지 않

아, 70 mg/L에서 침전이 완료되었다고 생각되는 pH에

서 회수한 침전물을 대상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Fe는 pH 5.0과 11.0에서 생성된 침전물은 침철석

(geothite: FeOOH)이지만 12.0에서 생성된 침철석의

회절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Al 침전물은 pH 5.0에서

배사알루미나이트(basaluminite: Al4(SO4)(OH)10·4H2O)

이며 pH 6.0-10.0에서 용해된 후 12.0에서 재침전된

침전물도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5.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recipitates from Fe, Al, and Cu solution at each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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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온에서 용액내의 Al에 의해 생성되는 알루미늄 수

산화물의 생성반응은 아래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2Al + 6H2O → 2Al(OH)3 + 3H2 (1)

2Al + 4H2O → 2AlO(OH) + 3H2 (2)

2Al + 3H2O → Al2O3 + 3H2 (3)

(1)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은 gibbsite와

bayerite(Al(OH)3)이며, (2)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

은 boehmite(AlO(OH))이고 (3)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물질은 산화알루미늄(Al2O3)이다. 이 반응은 열역학적

으로 상온에서 알루미늄의 녹는점인 660oC사이에서 일

어난다. 상온에서 280oC에서는 Al(OH)3가, 280-480oC

에서는 AlO(OH), 480oC에서는 Al2O3가 안정한 상태

이며, 그 외 Al 수용액으로부터 생성되는 침전물은 pH

상태에 따라 diaspore, bauxite 등이다(Hayrapetyan,

et al., 2006; Digne et al., 2002. Smith, 1972,

Belitskus, 1970). 그러나 산성광상배수 지역에서는 다

량의 SO4
2-가 존재하기 때문에 침전되는 Al-화합물은

주로 황산염광물인 배사알루미나이트로 침전되어 백화

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precipitates from Zn, Mn and mixed solution at each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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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나타낸다(Carrero et al., 2017; Sanchez-Espana

et al., 2011; Bigham and Nordstrom, 2000; Carreoro

et al., 2015; Adele et al., 2011, Kim and Kim, 2004).

Cu는 pH 8.0과 11.0에서 육안상으로 확실히 색깔이

다른 침전물이 생성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 3, 4).

이들에 대한 X-선회절분석 결과 pH 8.0에서 회수한

침전물은 코넬라이트(connellite: Cu19(OH)32(SO4)Cl4·3H2O)

이며 11.0에서는 테놀라이트(tenorite: CuO)가 생성되

었다. 코넬라이트는 푸른색을 띠며 광물로 다량의

SO4
2-를 포함하는 산성광산배수 지역에서 드물게 산출

되며, 테놀라이트는 흑회색이나 흑색을 띠는 광물로 주

로 열수광상의 산화대에서 주로 발견된다(Pollard et

al., 1990; Asbrink and Norrby, 1970). Zn 침전물은

진사이트(zincite: ZnO)로 pH 9.0에서 낮은 결정도이

지만 pH 12.0에서 회수한 침전물은 회절선이 뚜렷하

게 나타난다. 진사이트는 다양한 색깔을 나타내며 1차

광물로는 변성 광상의 아연 광석에서 산출되며 2차 광

물로는 아연 광물의 변질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Albertsson et al., 1989). Mn 침전물은 하우스마나이

트(Hausmannite: Mn3O4)로 pH 9.0에서 생성된 것은

낮은 결정도이지만 pH 11.0에서 회수한 시료는 결정

도가 높은 뚜렷한 회절선이 나타난다. 이 광물은 흑갈

색 내지 흑색의 광물로 주로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2차

광물로 생성된다(Jarosch, 1989). 혼합 중금속 수용액에

서의 침전물 침전물에서 구분 가능한 회절선은 Cu 침

전물인 코넬라이트와 Fe 침전물인 침철석이며 회절선

이 넓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비정질의 다른 침전물

이 혼합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황산염을 이용하여 인공 산성광산배수 초기 농도 30

및 70 mg/L의 용액 제조 시 오차는 Cu를 제외하고

두 가지 시료 모두 10% 이내의 오차로 제조하여 실험

을 수행하였다. 수용액으로부터 중금속 제거 효과는 용

액의 pH와 관련이 있고 초기 농도는 영향이 없으며,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침전물로 수체로

부터 제거된다. 

Fe 수용액으로부터 침전되는 침전물은 침철석이며

pH가 증가하면 결정도도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Al의 침전물은 pH 5.0부터 8.0까지 생성되며 9.0부터

침전물이 존재하지 않으며, pH를 낮출 경우 재침전이

일어난다. 두 가지 경우 모두 결정도가 아주 낮은 배

사알루미나이트가 생성된다. Cu는 pH 7.0에서 푸른색

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가함에 따라

침전물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pH 11.0과

12.0에서 다른 침전물이 생성되며 이들은 각각 코넬라

이트와 테놀라이트이다. Zn은 pH 9.0부터 흰색 침전물

인 진사이트가 생성되며 초기에는 낮은 결정도이지만

pH가 증가하면 결정도도 높아진다. Mn은 pH 2.0부터

연갈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가함에

따라 색깔이 점점 진해져서 9.0부터 검은색을 나타낸

다. 구성 광물은 하우스마나이트로 pH가 증가하면 결

정도도 높아진다. 혼합 중금속 시료는 pH 4.0에서 약

간의 노란색의 침전물이 생성되기 시작하여 pH가 증

가함에 따라 색깔이 진해지며 11.0에서 진한 갈색의

침전물이 생성되며 주로 코넬라이트와 침철석의 회절

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pH 증가에 따른 중금속 농도 변화는 단일 시료와

혼합 시료가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며, 제거되는 순서

는 Fe>Al>Cu>Zn>Mn이다. Al의 경우 pH 5.0에서

배사알루미나이트의 형태로 침전되지만 8.0부터 Al3+

와 Al(OH)4
- 형태로 재 용해되어 농도가 증가한다.

Cu, Zn, Mn은 pH를 높일 경우 침전시키는 것은 가능

하지만 침전되는 pH 범위가 넓고 겹치기 때문에 각각

의 화합물을 분리하여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산성광산배수에서 다량 포함된 Fe와

Al은 pH를 상승시킬 경우 쉽게 침전시켜 제거할 수

있으며, Fe는 4.0-5.0, Al은 5.0-6.0에서 침전되기 때문

에 pH 값을 조절하여 Fe와 Al 화합물을 분리하여 회

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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