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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electrokinetic process (EK process)를 이용하여 20000 mg/kg의 납(Pb)으로 오염된 토양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중금속
이 오염토양 내부에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전극교환(EK-Exchange, EK-E)과 
혼합용매(0.3 M acetic acid and 0.03 M EDTA, EK-Mixed Solution, EK-M)를 사용하는 방법을 적용하였다. 혼합용매를 사용하
는 경우(EK-M)에는 EDTA 0.03 M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EK-Blank, EK-B)보다는 약 2% 정도 낮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
다. 그러나, 비싼 EDTA 약품 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보면, 이 방법도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법이다. 전극교환을 
하는 경우(EK-E)에는 EDTA 0.03 M을 사용하는 경우(EK-B)보다 2% 높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사항
은 다른 운전조건(EK-B, EK-M)과는 달리 토양 내부의 pH가 7∼8 사이로 중성 부근에서 유지되었다는 점이다. 특히, 중금속
의 축적이 우려되는 EK-B와 EK-M과는 달리 중금속이 특정 부위(오염토양 중앙부 또는 음극부)에 축적되지 않는다는 장점을 
나타내었다.

This study investigated the feasibility of enhanced electrokinetic (EK) remediation of soil contaminated with approximately 20000 
Pb-mg/kg. Enhanced EK remediation was evaluated by using mixed solution (0.3 M acetic acid and 0.03 M EDTA, EK-M) and 
by exchanging electrodes for preventing precipitation of metal hydrate. For the EK-M, the lead removal efficiency was only 2% 
lower than the case where 0.03 M EDTA was solely used (EK-Blank, EK-B). Considering the costly expense of EDTA, the applica-
tion of EK-M would be economically viable. The efficiency of of EK-E was higher by 2% than the EK-B method. More impertantly, 
the pH values of entire soil packed column presented to be neutral (7∼8) in the EK-E process. Unlike to EK-B and EK-M, the 
deposition of heavy metals to any specific area was avoided in the EK-E process.

Keywords: electrokinetic process, heavy metal removal, electrode exchange, mixed flushing solution, soil remediation

1. 서    론
1)

  산업이 발달하고 도시화가 진행됨에 따라, 폐광산지역과 산업공정 

또는 매립지로부터 발생된 침출수 등의 누출에 의하여 중금속들이 다

량 배출되어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1-3]. 특히, 납(Pb)은 대표적인 중

금속 오염물질로서 국내외 중금속 오염토양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차지하고 있는 물질이다[4]. 중금속으로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기 위한 

방법들 중에는 용매추출(extraction) 기술을 응용한 토양세척기법(soil 
flushing과 soil washing)이 있으며, 최근에는 electrokinetic process (EK 
process)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토양세척기법은 물, 
유기산, 무기산 또는 킬레이트제를 이용하여 용해, 복합체 형성

(complexation), 킬레이트화 그리고 양이온 교환과 같은 작용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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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을 오염토양으로부터 제거하는 기술이다[5].
  Segal 등(1980)이 이온성 물질들의 이동현상을 이용하여 준설토로부

터 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EK process와 관련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6-8]. EK process는 오

염토양에 전극을 삽입하여 직류 전류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전기삼투(electroosmosis), 이온이동(electromigration) 그리고 전기영동

(electrophoresis) 현상을 이용하여 토양 및 슬러리로부터 방사성 핵종, 
중금속, 유기물 등의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기술이다[7,9-11]. 특히, EK 
process는 soil washing이나 soil flushing 기술에서는 적용이 제한되는 

투수성이 낮은 토양에도 적용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6,12,13]. EK 
process는 유기성 및 무기성 오염물질이 동시에 존재하는 경우에도 적

용이 가능하며 운전비용이 다른 처리기술에 비해 경제적이라는 장점

이 있다[10,14]. 그러나 EK process는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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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Natural Soil Used in 
This Study

Characteristics Soil

Soil Texture1)

  Sand (2∼0.05 mm)
  Silt (0.05∼0.002 mm)
  Clay (< 0.002 mm)

Sandy Loam
61.4%
24.4%
14.2%

Moisture Content (%)
Volatile Solids (%)
pH2)

Electrical Conductivity (µmhos/cm)2)

Cation Exchange Capacity (meq/100g)
Total Organic Carbon (%)3)

2.4
 5.5
 5.7
350
23.1

 0.73

Heavy Metals (mg/kg)4) Pb    38.9
Cu    13.1
Cd     2.5
Zn   120.7

1) Determined by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method
2) Soil : Water = 1 : 5 (W : V)
3) Determined by Walkley-Black method
4) Total concentration by dry weight basis

음극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금속 이온이 토양 내부에서 수산화물 형태

로 침전되면서 중금속 제거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12,14]. 
지금까지 EK process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양 정화 과정에서 중금속

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기는 했지만 중금속의 수산화 

침전을 완전히 해결하지는 못한 실정이다[12,14,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세트산과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혼합 세정용매를 이용하는 방법과 EDTA 세정용매를 적용하

면서 전극을 교환하는 방법을 이용하여 중금속 침전 문제의 해결 가능

성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2. 실    험

  2.1. 오염토양의 준비

  토양은 실험에 사용하기 위하여 표토층을 제거한 후 30 cm 깊이에

서 토양을 채취하여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시킨 후 40 mesh 
(0.42 mm) 이하의 토양만 선별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토양은 USDA 
(US Department of Agriculture)에 의한 토성을 평가한 결과 모래 61.4%, 
실트 24.4% 그리고 점토 14.2%로 일반적인 자연 지표토양(사양토, 
Sandy Loam)이었다(Table 1 참조). 토양의 중금속 오염농도는 오염원

의 특성 및 토양의 특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다양한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 가면서 인공적으로 오염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흡착실험을 하여 대상 토양의 최대흡착농도

를 평가한 후 Pb(NO3)2를 이용하여 20000 Pb-mg/kg으로 대상토양을 오

염시켰다[16]. 토양의 오염과정은 다음과 같다. 먼저 Pb(NO3)2를 용해

시킨 증류수에 대상 토양을 넣고(토양 : 증류수 = 1 : 2, W : V) 약 3 주
간 교반하면서 중금속(납)이 토양에 충분히 흡착될 수 있도록 한 후

[14], 그늘진 곳에서 통풍 건조시켰다. 건조된 오염토양은 중금속이 균

등하게 오염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하여 오염토양을 10등분 한 

후 각 부분에서 하나씩 총 10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함량실험을 

실시하였다. 각 시료의 함량실험 결과는 중금속 함량이 20000 ± 80  
Pb-mg/kg로 평가되었으며 오염토양은 실험에 사용될 때까지 기밀용기

에 넣어 실온에서 보관하였다.

Figure 1. Schematic diagram of the electrokinetic process test set up.

  2.2. 실험장치

  실험에 사용된 반응기는 토양충전부분(soil packed column), 전원공

급부분(power supply) 그리고 세정용액 공급(양극, 유입수) 및 포집부분

(음극, 유출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적인 구조는 Figure 1과 같다. 
Figure 1에서 보는 것처럼 토양충전부에 전류를 공급하기 위한 전원공

급장치(Digital Electronics Co., Ltd., DRP-303D, Korea)와 실험에 사용되

는 세정액을 흘려보내주기 위한 저류조(reservoir)가 설치되어 있다. 토
양충전부분은 투명아크릴로 제작하였으며 크기는 길이 100 mm, 내경 

50 mm이고 유효 용적이 196.4 mL이 되도록 제작하였다. 충전된 토양 

중에서 점토가 세정용액 공급 및 포집부분으로 이동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하여 토양충전부분 좌우에 여지(GF/B filter paper)를 부착하였다. 
(+)극과 (-)극 부분에 설치된 전극판은 전기분해 시 발생되는 산화⋅환

원 반응으로 인한 부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스테인리스강(SUS404)재
질로 하였다. 전극판의 전체에는 직경 5 mm의 구멍을 균등하게 뚫어 

세정용액이 저항 없이 흐를 수 있도록 하였다.

  2.3.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electrokinetic process (EK process)에서 음극방

향으로 이동하던 중금속 이온이 토양 내부에서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

되면서 제거율이 떨어졌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실

험을 실시하였다. 첫째, 일정 기간 동안 운전 후 전극을 교환하여 토양 

내부의 납-EDTA 화합물에 대한 (+)극으로의 이동 및 제거 가능성을 

평가하였다(EK-E). 전극교환 시기는, 음극부의 pH가 급격히 상승하여 

7 이상이 되는 시점과 실험 시작 후 발생 유량이 현저하게 감소하는 

시점인 44 h으로 하였다. 둘째, 0.3 M 아세트산과 0.03 M EDTA (1 :
1, V : V) 혼합용매를 주입하여, 오염토양의 pH 감소에 의한 처리효율 

상승과 음극부 pH 상승에 의한 역삼투 흐름(reverse electroosmosis 
flow) 발생 억제를 통한 처리효율 상승, 그리고 상대적으로 고가의 시

약인 EDTA 사용량을 줄임으로써 처리비용 감소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K-M). 그리고 납의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평가된 EDTA를 이용하

여 바탕시험(0.03 M EDTA)을 이용하여 다른 두 실험과 동일한 조건

(120 h의 운전시간과 10 V의 공급전압)으로 바탕실험(EK-B)을 실시하

였다[18]. 각각의 실험 조건은 Table 2와 같다.

3. 결과 및 고찰

  3.1. 전기삼투 유량 및 유속 변화

  120 h의 실험기간 동안 최종 전기삼투 유량은 운전 시작 약 44 h 후 

(+)극과 (-)극의 전극교환을 실시한 EK-E에서 2294 mL로 가장 많이 발

생되었다. 혼합용매를 세정용액으로 사용한 EK-M에서는 2150 mL가 

발생되었으며 바탕시험으로 실시한 EK-B에서는 가장 작은 2080 mL가 

발생되었다.
  Figure 2는 실험 시간에 따른 전기삼투 누적 유량 및 유속 변화를 나

타낸 것이다. 0.3 M 아세트산과 0.03 M EDTA를 1 : 1로 혼합한 혼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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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est Conditions for Electrokinetic Process in This Study

Reactor Voltage
(V)

Test duration
(hr)

Flushing solution
concentration

EK-B

10 120

0.03 M EDTA 

EK-M 0.3 M Acetic Acid +
0.03 M EDTA1)

EK-E 0.03 M EDTA
1) Mix ratio (V : V) of flushing solution is 1 : 1

매를 세정용매로 사용한 EK-M과 0.03 M EDTA 용액을 세정용매로 운

전 시작 약 44 h 후 (+)극과 (-)극의 전극을 교환한 EK-E의 경우, 초기

부터 20 h까지 전기삼투유속의 감소폭은 EDTA 0.03 M 용액을 세정용

매로 사용한 EK-B보다 조금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 h 이후

부터는 세 반응기 모두 유속 감소 둔화되어 비슷한 경향을 나타내었고 

유량이 감소됨에 따라 유속도 줄어드는 특성을 나타내었다[19]. 전류

의 변화 값을 측정하였던 EK-M의 경우, 실험과정에서 초기 20 h까지

의 전류 값은 30∼40 mA를 나타냈으나, 유속이 감소한 20 h 이후부터

는 전류 값이 10∼20 mA로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운전초

기에 이온성 물질의 이동량이 많아 운전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토양 내

부의 이온성 물질들의 양이 줄어들고 토양 내부에서 발생된 수산화물 

침전현상 때문에 입자 사이의 공극이 감소되어 저항이 증가되었기 때

문이다[19,20]. 따라서, 이러한 원인에 의하여 앞에서 서술한 것처럼 초

기에 많은 유량이 발생되다가 20 h 이후부터 유량이 줄어든 것으로 판

단된다.

  3.2. 유입수 및 유출수의 pH 변화

  일반적으로 유입수 부분은 전기분해 과정에서 H+ 이온이 생성되어 

pH가 낮아지고 유출수 부분은 OH- 이온의 생성으로 pH가 증가한다

[6,7].
  Figure 3은 오염토양을 통과하기 전의 유입수(+극)와 통과한 후의 유

출수(-극) pH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EK-M의 경우, 유입수의 pH는 초

기 3.97에서 운전기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낮아져 최종 pH가 3.58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경향은 0.03 M EDTA만 세정용매로 사용한 EK-B
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다. 유출수의 경우는 시간이 경과함에 pH가 

소폭 상승하여 92 h이 경과한 후의 pH가 6.01로 약산성을 나타내었고, 
최종 pH 또한 7.56의 약 알카리성 범위로 상승하였다. 이처럼 혼합용

매를 사용하였을 때 유출수 내 pH 상승이 제한적인 이유는 아세트산

의 토양 산성화 능력과 음극부의 OH-이온 중화 능력이 높기 때문인 것

으로 판단된다.
  운전시작 44 h 후에 전극교환을 실시한 EK-E의 경우, 전극교환 시점 

이전인 44 h까지는 유입수와 유출수 모두 0.03 M EDTA를 세정용매로 

사용한 EK-B과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44 h 후 전극교환을 

실시한 이후 (+)극에서 (-)극으로 전환된 유입수의 pH는 상승하여 68 
h 이후의 pH가 6이상으로 증가하였으며, (-)극에서 (+)극으로 전환된 

유출수의 pH는 큰 폭으로 낮아져 최종 pH는 3.01을 나타내었다. 이처

럼 유입수 및 유출수의 pH 경향이 바뀐 이유는, 전극 교환 이후 전기

분해 반응에 의해 양극에서 발생되던 H+이온이 유출수 부위에서 발생

되고, 음극에서 발생되던 OH-이온이 저류조 용매의 순환에 의해 유입

수 내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유출수 내 pH가 68 h 이후 다시 

6 이상으로 상승하는 것은 토양컬럼 양극부(음극 → 양극)의 pH 또한 

6 이상으로 유지되었기 때문으로, 역 삼투 흐름(reverse electroosmosis 
flow)에 의한 토양공극수의 양극으로의 이동과 EDTA-중금속 화합물

Figure 2. Cumulative electroosmotic flow volume and velocity vs. 
time in EK processes.

Figure 3. pH variation of inflow and outflow with time in EK pro- 
cesses.

의 양극으로의 이동이 발생되었기 때문이다.

  3.3. 정화효율 및 토양컬럼 내 납 분포

  20000 Pb-mg/kg의 농도로 오염시킨 후 실시되었던 실험에서, 94%의 

제거효율을 보인 EK-M은 0.03 M EDTA 용액만을 세정용매로 사용한 

EK-B (96%)과 비교하면 2% 가량 제거효율이 낮아졌다. 그러나 0.3 M 
아세트산 용액이 부피비로 50% 혼합됨으로 해서 EK-M에서 사용된 세

정용매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싼 EDTA의 사용량이 줄어들게 되어 

경제성은 오히려 높아질 수 있다고 판단된다[21,22]. EK-E의 경우에는 

제거효율이 98%로 EK-M보다는 4%, EK-B 보다는 2% 이상 높게 나타

났다. 따라서 EDTA를 세정용매로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EK proc-
ess 방법 보다는 전극교환 방식을 이용하는 것이 보다 적합하다고 판

단된다.
  Figure 4는 실험이 종료된 후 오염토양의 pH와 중금속의 분포를 나

타낸 것이다. EK-M의 경우, 양극에서부터 음극 방향으로의 거리비 0.6 
부위까지는 약산성을 나타냈으며, 음극에 가까워질수록 계속 증가하

여 0.7 부위 이상에서는 OH-에 의한 염기전선을 형성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23]. 오염토양 내부의 납 잔류량 역시 pH가 높게 형성되는 음

극부로 갈수록 높게 나타났다. 이는 EK-B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오

염토양 중앙에서 중금속이 축적되는 것과는 다른 현상이다. EK-B에서

는 양극부에서 생성된 H+에 의해서만 음극부에서 생성된 OH-이 중화

되었지만, EK-M에서는 양극부에서 생성된 H+ 및 아세트산에 의하여 

중화되는 양이 늘어나면서 염기전선이 양극 방향으로 확대되지 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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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Pb conentration and pH distribution in soil packed column 
in EK processes.

고 축소되었기 때문이다. 즉, EK-M에서는 염기전선이 축소되면서 중

금속의 침전도 음극부 근처에서만 일어나게 된 것이다.
  운전도중에 전극교환을 실시한 EK-E의 경우에는 EK-B 또는 EK-M
과는 달리 토양컬럼 전체에 걸쳐 중성범위의 pH를 나타냈다. 이는 

EDTA를 세정용매로 사용한 Kimura 등(2007)의 연구결과와는 다른 것

으로, EK-E의 경우는, 염기전선이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로만 흐르던 

EK-B와는 달리, 염기전선이 전극교환 전까지는 음극에서 양극 방향으

로 이동하였으나 전극교환 후 반대방향으로 이동하면서 유출수와 함

께 토양 외부로 이동되었기 때문이다[24]. 본 실험 결과, 세정용매로 

EDTA를 사용하는 EK process에서 전극교환을 통한 향상기술을 적용

하는 경우, 정화효율이 우수할 뿐만 아니라 처리된 토양의 산성화 우

려가 없고, 또한 토양개량에 드는 비용 또한 절약되어 보다 경제적인 

토양정화가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오염토양 내부의 납 분포 또한 pH
와 마찬가지로 전체적으로 동일한 경향을 보였으며, 중금속의 침전이

나 역 삼투 흐름에 의한 국소적인 납 축적 현상도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EK process를 이용한 납 오염토양 정화시 저농도의 EDTA를 사

용하여 전극교환을 해줌으로써 가장 효율적인 납 제거가 가능할 것으

로 판단되며, 기초실험을 통해 적절한 전극교환 시기를 선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electrokinetic process (EK process)를 이용한 중금속 오염토

양을 정화하는 과정에서 발생되는 중금속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되는 

현상을 억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하여 실시되었다. 실험은 0.03 
M EDTA 세정용매를 사용한 바탕실험(EK-B)과 운전과정에서 전극을 

교환하는 방법(EK-E)과 0.3 M 아세트산과 0.03 M EDTA를 1 : 1로 혼

합한 혼합용매를 사용하는 방법(EK-M)을 이용하였으며 이러한 방법

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아세트산-EDTA 혼합용매를 사용한 경우(EK-M), 납 제거율이 

94%로 EDTA만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EK-B)에 비하여 2% 정도 낮

은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아세트산-EDTA 혼합용매를 사용

하는 경우(EK-M), 상대적으로 고가의 시약인 EDTA의 사용량을 50%
정도 줄일 수 있어 기술의 경제성을 높일 수 있다.
  2) 전극을 교환하는 향상기법을 사용한 EK-E의 경우, EDTA만 단독

으로 사용하는 경우(EK-B)에 비하여 제거효율이 2% 이상 향상되었으

며, 토양의 중간부위와 음극부 근처에서 중금속의 침전 및 축적 현상

이 발생되지 않았고, 토양 내 납 잔류 농도가 매우 낮은 조건에서 전체

적으로 균일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저농도 EDTA를 세정용매로 사용

하면서 처리 중간에 전극교환을 해주면 중금속 제거효율을 더욱 높일 

수 있다.
  3) EK-E의 경우, 정화 완료 후 토양의 pH가 중성범위(7∼8)로 나타나 

킬레이트제 사용에 의한 토양 산성화는 발생되지 않았다. 또한 토양개

량에 드는 비용 또한 절약되어 보다 경제적인 토양정화가 가능하다.
  4) EDTA를 세정용매로 이용하는 EK process에서 전극교환을 통한 

최적의 효율을 얻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적절한 전극교환 시기

를 선정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음극저류조 유출수의 pH가 급격

히 상승하여 8 이상이 되고, 전기삼투 유량이 감소하는 시점, 그리고 

유출수내 납 농도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에서 전극교환을 실시하

였으며, 실험결과 적절한 교환 시기라고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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