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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l ions, toxic or potentially toxic to biota and human beings, can be immobilized by sorption onto the min-

eral surfaces in soils and sediments. This article briefly explains theories regarding the chemical properties of min-

eral surfaces to sorb metal ions and processes of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analysis for

sorption study, and reviews atomic-scale findings on metal sorption on mineral surfaces. The theoretical understand-

ing on the chemistry of mineral surfaces and metal sorption is fundamental to the proper analysis of the atomic-

scale spectroscopy to determine the sorption phases. Atomic-scale findings on metal sorption phases discussed here

include co-precipitation, ternary complexation, aging effects, and desorption possibilities, as well as outer-sphere

complexation, inner-sphere complexation, and surface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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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이온은 토양이나 퇴적물 내의 광물에 수착되어 고착화될 수 있다. 여기서는 광물 표면의 화학적 특성과 금속이

온의 수착에 관련된 이론 및 수착 연구를 위한 X-선 흡수 미세구조(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분석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금속이온의 광물표면 수착에 관한 원자 단위 연구 결과를 정리하였다. 광물표면

의 특성과 금속이온의 수착에 관한 원자 단위 이론의 이해는 원자 단위 분광법의 분석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기초가

된다. 여기에 정리된 원자 단위 수착상 연구 결과는 외부권 착물, 내부권 착물, 표면침전뿐 아니라 공침전, 삼성분 착

물, 수착반응 시간의 효과, 탈착가능성을 포함한다. 

주요어 : 금속이온, 수착, 광물 표면, EXAFS

1. 서 언

자연상에서 인체나 생명체에 유해할 수 있는 금속이

온들의 유동성은 토양이나 퇴적물 내의 광물로 금속이

온이 수착되면 감소될 수 있다. 그렇다면 특정 상태에

서 금속이온은 어떤 특성을 갖는 광물표면과 반응하여

수착하고 어떤 수착상(sorption phase 또는 sorption

species)을 형성하는 것일까? 또 수착된 금속이온은 어

떤 수착상을 이룰 때 쉽게 탈착되지 않는 것일까? 먼

저 이론적으로 광물의 구조 특성에 따른 광물표면 특

성을 알아보고 실험적으로 밝혀진 광물표면 수착 결과

를 알아보았다.

2. 수착(Sorption)의 개념

과학기기의 발달로 이온의 광물표면 반응 결과물의

상(phase, species)을 밝힐 수 있게 되면서 광물표면과

용액 속 이온의 반응물이 여러 가지 형태로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이전에는 광물과 이온을 함유한 용액을

반응시켰을 때 용액에서 특정 이온의 농도가 감소하면

용액 내 이온이 광물표면으로 이동하였다 하여 이를 흡

착(adsorption)이라 하였다. 최근 원자 단위 연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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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르면, 광물표면으로 이동한 이온들은 광물표면의

끊어진 결합을 가진 원자와 직접 결합하기도 하고(선

택수착, specific sorption; 화학수착, chemisorption)

끊어진 결합 없이 전하를 띤 광물표면에 직접적인 결

합없이 정전기적으로 이끌려 존재하기도 하며(이온교

환, ion exchange) 광물표면에 새로운 미세광물 침전

을 일으키기도 하는데(표면침전, surface precipitation),

이 때 광물의 구성물질이나 용액 내 다른 이온과 함께

표면침전되면 공침전(co-precipitation)되었다 한다(Fig.

1). 이처럼 다양한 광물표면과 이온의 반응을 총칭하여

수착이라 하며, 수착시키는 물질인 광물이 수착제 또

는 수착매(sorbent)이고 수착되는 이온이 수착질

(sorbate)이다. 포괄적 개념인 수착과는 달리 흡착

(adsorption)의 개념에는 표면침전이나 중합체(polymer,

dimer) 형성 같은 수착 반응은 포함되지 않는다. 금속이

온 수착의 경우 광물표면 리간드와 금속이온의 착물형

성으로 보기도 하는데, 광물표면 리간드와 금속이온이

직접 결합된 경우 내부권 착물(inner-sphere complex)

을, 정전기적으로 결합 없이 회합된 경우 외부권 착물

(outer-sphere complex)을 형성하였다고 한다.

3. 광물의 구조와 표면 특성

광물내의 규칙적인 원소배열은 원소간의 결합을 통

해 이루어지는데, 광물표면에서는 결합이 끊어질 수 있

다. 끊어진 결합(dangling bonds)은 불안정하여 주변

원소를 끌어들이게 되는데, 물속의 수소이온(H+)과 수

산화이온(OH-)뿐 아니라 물속에 녹아있는 양이온과 음

이온은 모두 이 광물표면의 끊어진 결합과 반응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물표면은 이런 끊어진 결합에 의

한 전하 불균형으로 용액 내 이온과 반응하게 되지만,

층상 규산염광물은 끊어진 결합 없이도 음전하를 띠는

표면을 갖는다. 광물의 구조와 관련된 표면 특성을 이

해하면 가능한 수착 반응을 예측할 수 있고, 이것이

수착상을 규명하는 밑거름이 된다.

3.1. 규산염 광물 및 산화광물

지각을 구성하는 원소 중 가장 흔한 원소인 산소가

광물의 음이온 기본구조를 만드는데, 산소 음이온이 결

합하게 되는 양이온의 크기에 따라 광물을 이루는 기

본구조가 달라진다. 지각에 두 번째로 흔한 원소인 규

소는 네 개의 산소와 결합하여 규산염 사면체를 이루

고, 이 사면체가 기본구조가 되어 지각 구성 광물인

규산염 광물을 형성한다. 지각에 세 번째로 흔한 원소

인 알루미늄은 규소처럼 네 개의 산소와 결합하기도

하지만 여섯 개의 산소와 결합하였을 때 가장 안정되

어 알루미늄 팔면체를 형성한다. 알루미늄 팔면체는 규

산염 사면체와 함께 지각 구성 광물의 기본구조를 이

루기도 하고 규산염 없이 지표에서 안정된 산화광물의

기본구조가 되기도 한다. 이외에 자연상에서 흔히 존

재하는 2가의 양이온들(예, Fe2+, Mg2+)도 여섯 개의

산소와 결합하여 산소팔면체를 이루는 경우가 많다.

폴링의 제2법칙(한 음이온이 결합한 모든 양이온과

의 결합 원자가의 합은 음이온의 전하와 같고 양이온

의 경우도 역으로 같음)에 따르면 Si4+와 결합한 네

개의 사면체 산소는 각각 -1(Si4+는 4개의 각 결합마

다 (+4가)/(4개 산소 배위)=+1로 산소와 결합), Al3+

와 결합한 여섯 개의 팔면체 산소는 각각 -1/2(Al3+는

6개의 각 결합마다 (+3가)/(6개 산소 배위)=+1/2로

산소와 결합), Mg2+와 결합한 여섯 개의 팔면체 산소

는 각각 -1/3(Mg2+는 6개의 각 결합마다 (+2가)/(6개

산소 배위)=+1/3로 산소와 결합)의 원자가로 양이온

과 결합한다. 이런 사면체나 팔면체가 이어진 구조의

광물은 구조 내에서 0의 전하를 갖지만(폴링의 제2법

칙) 광물표면에서 산소는 일부 결합이 끊어진 체로 존

재하게 된다. 광물표면에서 결합이 끊어진 산소는 음

의 원자가를 갖게 되고(예, Si-O-1, silanol; Al-O-1/2,

aluminol; Mg-O-1/3) 이 음의 산소 표면 리간드(또는

Fig. 1. A cartoon showing types of metal sorption phases

on mineral surf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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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기, functional group)가 용액 속의 양이온을 끌어

당기거나 결합하여 수착할 수 있게 한다.

이때 용액의 pH가 낮아 용액 내에 수소이온이 많으

면 수소이온이 이 표면 산소 리간드에 결합할 수 있다.

이 경우 광물표면의 음전하가 사라지거나 양의 표면 전

하를 갖게 된다(예, Si-OH0, Al-OH+1/2, Mg-OH+2/3).

다시 양전하를 띠게 된 표면은 용액 속의 음이온을 수

착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일반적으로 광물

표면 리간드들은 용액의 pH가 낮으면 양전하를 띠어

음이온을 수착할 수 있게 되고 pH가 높으면 음전하를

띠어 양이온을 수착할 수 있는 상태로 변한다. 이때

표면 리간드들의 전하의 합이 영이 되는 pH를 영전하

점(point of zero charge, PZC)이라 한다(Parks, 1967).

이 영전하점은 각 광물마다 다르며 주어진 pH가 영전

하점보다 낮으면 음이온이, 높으면 양이온이 광물표면

에 주로 수착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광물과 평형을 이루는 용액 내에 수소이온이

나 수산화이온 이외의 다른 이온들이 있다면 영전하점

이 이들이 존재하지 않을 때와 다를 수 있다. 예를 들

어, 용액 내에 2가의 양이온인 Pb2+가 존재하고 특정

pH에서 음전하를 띠는 Si-O-1 광물표면 리간드에 Pb2+

가 결합(수착)하였다면 광물표면은 Si-O-Pb+1 구조를

보이며 양전하를 띠게 될 것이다. Pb2+의 수착 이전에

영전하점은 이 특정 pH보다 낮지만, Pb2+의 수착 이

후에 영전하점은 이 특정 pH보다 높은 곳에 존재하게

된다. 이 때 Pb2+가 수착된 표면은 양전하를 띠므로

다시 음이온과 결합이 가능한데(예, Si-O-Pb-Cl0), 이처

럼 “표면 리간드-금속양이온-음이온” 또는 “표면 리간

드-음이온-금속양이온”의 수착을 이루었을 때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형성하였다 한다.

3.2. 점토광물

판상의 점토광물은 책처럼 여러 장의 종이가 쌓여

이루어진 듯한 구조를 갖고 있는 특이한 형태의 광물

로서 책의 옆면과 같은 부분(층 구조의 가장자리)만이

다른 규산염광물이나 산화광물처럼 pH에 따라 표면전

하가 변하는(pH-dependent) 표면 특성을 갖는다. 겹쳐

진 책장의 종이 표면 같은 부분은 음전하와 양전하가

균형을 이루고 있고 다른 원소와 결합할 수 있는 끊어

진 결합을 갖지 않는다. 다만, 종잇장(점토광물 구조의

층) 구조 내부의 양이온이 다양해지면(동일구조 양이온

치환, isomorphic substitution; 예, 규산염 사면체판

내의 Si4+→Al3+, 알루미늄 팔면체판 내의 Al3+→

Mg2+) 층 구조 내부에 음전하가 생성됨에 따라 끊어

진 결합이 없는 표면이지만 약한 음전하를 띠게 된다.

이 음전하를 띠는 책장(층 구조)들은 서로 밀쳐내지 않

고 붙어있기 위해 책장 사이(층간)에 양이온을 필요로

한다. 층 구조 내부의 음전하가 층 구조 안쪽에서 형

성될수록(“Si 사면체판 + Al 팔면체판 + Si 사면체판

”이 쌓인 층 구조를 갖는 2:1 점토광물의 팔면체판의

동일구조 양이온 치환; 예, Al3+→Mg2+) 약한 음전하

의 작용으로 층간 양이온과 층 사이의 인력이 약하고,

이 광물이 물과 만나면 층간 양이온이 물 분자와 강한

인력을 보이게 되면서 층간에 물을 끌어들이고 층간이

팽창하게 된다.

이처럼 물과 이온이 쉽게 들어가는 넓어진 층간을

갖는 층 구조(종잇장) 표면을 점토광물(팽윤성 광물; 예,

스멕타이트, smectite)의 내부표면이라 하여 층 구조

가장자리(edge, 종이장의 날카로운 면)를 포함한 외부

표면(책의 표면)과 구분한다. 내부표면은 끊어진 결합

이 없어 다른 광물이나 층 구조의 끝(종이의 날카로운

옆면)에서처럼 pH에 따라 표면전하가 변하지 않고(pH-

independent) 항상 음의 전하를 띠게 된다. 이런 표면

에는 결점이 없다면 양이온의 수착이 원소간 결합에

의해 이루어질 수 없고 이온교환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팽윤성 점토광물의 내부표면적은 외부표면적에

비해 수배까지 넓어서 팽윤성 점토광물에서는 내부표

면이 수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금속이온은 팽윤성

점토광물과 외부권 착물을 주로 형성할 것이고 수착은

pH의 영향을 적게 받을 것이다.

4. 수착상의 연구

4.1. 수착상 연구 방법

수착구조를 알아보는데 사용되는 방법은 전자상자기

공명(electron paramagnetic resonance, EPR), 확산

반사 분광법(diffuse reflectance spectroscopy, DRS),

푸리에 변환 적외선 분광법(Fourier-transformed Infrared,

FTIR), 라만 분광법(Raman spectroscopy), 핵자기공명

분광법(nuclear magnetic resonance, NMR), 고에너

지 X-선 회절분석(high-energy X-ray diffraction, XRD)

의 분포함수의 차를 이용한 방법(differential pair

distribution function, d-PDF) 등 다양한데, 원자 단위

로 구조 파악이 가능한 X-선 흡수분석(X-ray absorption

spectroscopy, XAS)이 원자 단위의 수착 구조를 알아

보는데 크게 활용되어 왔다(Brown and Parks, 2001;

Spakrs, 2000). X-선 흡수분석은 흡수단 주변구조(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XANES)의 연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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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단(absorption edge) 이후 미세구조(extended X-

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의 연구가 가

능한데(Fig. 2), 후자의 경우 관심 원소의 주변 원자구

조, 즉 주변원소의 종류 및 개수와 원자간 거리를 알

수 있어서(Teo, 1986) 수착구조 연구에 매우 유용하다.

4.2. X-선 흡수미세구조(EXAFS) 분석과 수착상 구분

관심있는 특정 원소 주변의 원자 구조를 알아보기

위해 특정 원소가 흡수를 일으키는 에너지를 기준으로

약 -100 ~ -150 eV부터 에너지를 단계적으로 높인 X-

선을 주사하면서 흡수 스펙트럼을 얻는다. 흡수 스펙

트럼에서는 흡수단 에너지(edge energy)를 넘으면 미

세구조(fine structure) 곡선이 관찰될 수 있는데(Fig.

2) 만약 관심원소 주변에 어떤 원소도 결합되어 있지

않다면 이 미세구조는 관찰되지 않는다(예, Fig. 3a, 가

는 선). 미세구조 곡선은 관심원소가 에너지를 흡수하

면서 방출한 파장이 주변원자를 만나 산란되어 나타나

는 것이기 때문이다. 주변원자들의 산란강도는 무거운

원소일수록, 가까이 있는 원자일수록, 같은 거리에 배

위된 원자의 수가 많을수록 강하므로 이에 따라 주변

원자의 원소 종류, 관심원소와의 거리, 주변원자의 배

위수를 알아낼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예측되는 관심

원소 주변구조를 원자모델로 만들고 이 구조의 미세구

조 곡선을 계산하여(FEFF프로그램 이용) 시료의

EXAFS를 분석하기 위한 기준(reference)곡선으로 사

용한다.

먼저, 흡수단과 배경(background, Fig. 3a, 가는 선)

을 제거한 미세구조 곡선(Fig. 3b)을 푸리에 변환하여

(Fig. 3b→ 3c) 관심원소에서 가장 가까운 제1원자군

(first atomic shell)과 그 다음으로 가까운 제2원자군

(second atomic shell) 등 유사거리의 원자군에 의한

산란을 각기 추출한다(Fig. 3c→ 3d). 추출된 각 원자

군의 산란곡선을 기준곡선과 최소자승법으로 피팅하여

(Fig. 3d, 점선) 각 원자군을 형성한 원자들의 다음을

얻는다: 배위수(N), 관심원소로부터의 거리(R), 원자군

내 원자들의 분포 및 열적 무질서도를 나타내는 드바

이월러 인자(Debye-Waller factor, σ2). 이때 기준이

된 원자모델 구조가 시료에서의 실제 원자구조와 다르

면 적절한 피팅 결과를 얻을 수 없거나, 피팅이 적절

히 이루어진 것 같아도 피팅결과에 따른 원자구조를

FEFF(free energy force field) 계산하여 얻은 미세구

조 곡선이 시료의 미세구조 곡선과 일치하지 않는다.

이 경우 다시 새로운 원자모델 구조를 만들어 분석을

시도하여야 한다.

수착상을 표면침전으로 예측한 경우에는 형성 가능

한 표면침전물과 유사한 광물의 구조를 기준곡선을 위

한 원자모델 구조로 사용할 수 있으나, 화학수착된 원

자모델 구조를 만들 때에는 수착구조 내에서 폴링의

제2법칙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여야 결과에 대한 신뢰

성을 높일 수 있다(Brown and Parks, 2001). 최근에

는 화학계산(예, 밀도범함수이론, density functional

theory, DFT)을 통해 안정된 수착 구조를 예측하여

Fig. 2. X-ray absorption spectrum of Zn at the K-edge

energy showing energy regions for X-ray absorption near

edge structure (XANES) and extended X-ray absorption

fine structure (EXAFS) analyses.

Fig. 3. EXAFS analyzing processes. (a) XAS spectrum. (b)

EXAFS scattering curve. (c) radial structure function (RSF).

(d) least-squares fitting (dotted line) using a reference

structure. (a→b) background (fine line in (a)) removal.

(b→c) Fourier transform. (c→d) back Fourier transform of

an RSF peak to filter the fine structure from each atomic

sh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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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FS 분석과 병행하기도 한다(Zhang et al., 2006).

실험을 통해 광물표면에 수착시킨 금속원소의 주변

원자구조를 EXAFS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 제1원자군

에 산소가 배위되어 있고 제2원자군은 존재하지 않는

다면 이는 이 금속이온이 광물표면 리간드와 직접 결

합하지 않고 수화되어 광물표면에 이온교환 가능한 형

태로 수착되어 있음(외부권 착물 형성, outer-sphere

complexation)을 의미한다. 수착된 금속이온이 광물표

면 리간드와 직접 결합하였다면 광물표면 리간드의 산

소 원자를 제1원자군(예, Fig. 3b, ▽)에 포함할 뿐 아

니라 그 표면 리간드 산소원자와 광물 내에서 결합하

고 있는 광물 구성 양이온 원소(예, 철 산화물의 철,

알루미늄 산화물의 알루미늄)가 제2원자군에 나타나게

된다(예, Fig. 3b, ▼). 이처럼 광물구성 양이온이 제2

원자군에 관찰되면 적어도 수착질 금속이온이 광물표

면 리간드와 직접 결합하고 있음(화학수착 또는 중합

체나 표면침전)을 의미한다. 이 때, 제2원자군이 한 개

내지 두 개의 광물구성 양이온만으로 구성되면 화학수

착이 이루어졌음(내부권 착물 형성, inner-sphere

complexation)을 의미하는데, 수착구조에 따라 금속이

온이 한 개의 표면 리간드와 결합하였다면 한자리 내

부권 착물(monodentate inner-sphere complex)을, 두

개의 광물표면 리간드와 결합하였다면 두자리 내부권

착물(bidentate inner-sphere complex)을 형성하였다고

한다(Fig. 1 and Fig. 4).

두자리 내부권 착물의 경우, 금속이온이 하나의 광

물 구성 양이온과 결합한 두 개의 표면산소와 결합했

을 때는 두자리 단핵 착물(bidentate mononuclear

complex)을, 두 개의 다른 광물 구성 양이온과 각각

결합한 두 개의 표면산소와 결합했을 때는 두자리 이

핵 착물(bidentate binuclear complex)을 형성하였다고

한다(Fig. 1 and Fig. 4). 두자리 단핵 착물의 경우

광물을 구성하는 산소 다면체와 금속 수착질의 (수화

등에 의한) 산소다면체가 서로 모서리를 공유(edge-

sharing)하므로 꼭지점을 공유(corner-sharing)하는 두

자리 이핵 착물의 경우보다 수착된 원소로부터 제2거

리 원자군인 광물 구성 양이온 원자가 더 가까운 거리

에 있게 되어 이 두 수착상은 EXAFS 분석 시 구분

이 가능하다(Fig. 4).

수착된 금속이온이 중합체를 형성하였다면 제2원자

군에 수착매 광물 구성 양이온 외에도 수착질 금속 원

자를 발견할 것이며, 수산화물 표면침전을 이루었다면

제2원자군에 수착매 광물 구성 양이온은 보기 어렵고,

대신 침전물의 구조 및 크기에 따라 몇 개의 수착질

금속원자를 발견할 것이다. 표면 공침전물도 그 구조

에 따라 제2원자군에 공침전물 구성 원소가 나타나겠

지만 수착매 광물 구성 양이온 원자는 보기 어려울 것

인데, 이는 실험적으로 얻은 EXAFS가 수착된 원소의

각 원자가 갖는 수착상의 평균이 되는 스펙트럼을 보

여주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착 시스템에서 수착된 한가지 원소가 여

러 가지 형태의 수착상을 갖는다면 EXAFS는 주가 되

는 수착상만을 보여주게 된다. 만약, 시료 내에 수착된

한 원소가 갖는 여러 수착상이 모두 비슷한 비율로 존

재한다면 분석에 어려움을 줄 수도 있다. 한가지의 광

물이 수착매로 사용되어도 그 광물이 갖는 표면은 여

러 종류이고(예, (001), (110), 등) 한가지 매질에서도

표면 종류에 따라 다른 수착상을 보여줄 수 있다

(Bargar et al., 1997b; Trainor et al., 2001). 그러므

로 여러 종류의 수착매를 수착반응에 동시에 사용한다

면 EXAFS 분석에 어려움을 가중시킬 수 있다.

5. 금속이온의 수착량과 수착상

5.1. 금속 양이온의 수착

pH에 따라 변화하는(pH-dependent) 표면 전하의 특

성을 갖는 산화광물 표면이나 점토광물의 층 구조 가

Fig. 4. Types of possible inner-sphere comlpexation of

sorbate, Pb2+, to sorbent, Al oxide, and distances between

Pb and octahedral Al, r(Pb…Al), at the surface of Al oxide.

From Barga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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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리에 금속이온이 수착될 때는, pH에 따른 표면 전

하의 변화에 따라 수착량이 달라진다. 금속 양이온의

경우 pH가 낮아질수록 수착량이 적어지고 pH가 높아

질수록 수착량이 많아진다. 이 때 pH에 따른 수착량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S자모양의 곡선을 보이는데(Fig. 5)

수착량이 급격히 증가하며 최대 수착량의 절반 수착량

을 보이는 pH를 흡착경계(adsorption edge, pH50)라

한다. 흡착경계 값은 같은 광물이라도 수착되는 양이

온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고 광물의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진다(McKenzie, 1980; Weesner and Bleam,

1998). 또, 이 흡착경계는 수착량이 늘어날수록 넓어지

고 좀더 높은 pH쪽에서 나타나는데, 이를 표면침전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Roe et al., 1991).

수착반응은 대개 초기에 빠르게 일어나고 수 분 혹

은 수 시간 후부터 점차 천천히 일어나는데 빠른 반응

은 반응이 쉬운 수착자리(high-affinity sorption site)

로의 수착으로, 느린 반응은 반응이 어려운 수착자리

(low-affinity sorption site)로의 수착, 광물 결점으로의

광물내부 확산, 또는 광물표면침전으로 해석하였다

(Scheidegger and Sparks, 1996b; Scheidegger et

al., 1997). 그러나, 실제로 수착상을 밝힌 연구 결과,

수 분내에도 화학수착과 표면침전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관찰되었다(Towle, et al., 1997; Scheidegger

et al., 1998). 대체로 수착량이 적을 때는 화학수착이

주로 일어나고 수착량이 증가하면 표면침전이 주로 일

어난다(Roe et al., 1991; Fendorf et al., 1994;

O’Day et al., 1994a, b; O’Day et al., 1996; Pape-

lis and Hayes, 1996; Scheidegger et al., 1996a;

Bargar et al., 1997b; Towle et al., 1997). 그러나,

화학수착과 표면침전은 연속적으로 일어나며(Scheid-

egger and Sparks, 1996a), 수착량이 광물표면의 수착

자리를 모두 포화시키지 않아도 표면침전이나 다핵 착

물(multinuclear complex)을 형성한다(Scheidegger et

al., 1996b). 또, 용액 내에서 금속수산화물이 형성되는

pH보다 낮은 pH에서도 수산화물로의 표면침전이 일어

나므로 (Scheidegger et al., 1996b; Scheidegger et

al., 1997) 광물표면은 금속이온의 수산화물 표면침전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인다(Scheidegger and Sparks,

1996a). 표면침전은 단순히 수산화물에만 그치지 않는

다. 수착질 금속이온이 광물구성물질과 함께 공침전물

을 형성하기도 하고(Xu et al., 1994; Lower et al.,

1998; Dähn et al., 2002; Lee et al., 2005) 용액

속의 음이온과 함께 표면 공침전을 일으키기도 한다

(Weesner and Bleam, 1998; Yoon et al., 2002)

(Fig. 1b).

금속이온이 음이온과 함께 공존하면서 수착된다면

음이온과 함께 표면침전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삼성분

착물(ternary complex)을 형성하기도 한다(Schindler,

1991). 삼성분 착물은 낮은 pH와 높은 수착질 농도에

서 잘 형성되며(Elzinga et al., 2001) 탄산염 이온과

황산염 이온이 존재할 경우 괴타이트(goethite, α-

FeOOH) 표면에 삼성분 착물을 형성하면서 금속이온

수착량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되었다(Ostergren et al.,

2000a, b; Kim et al., 2004; Zhang and Peak, 2007;

Swedlund et al., 2009; Arai, 2010). 인산염 이온도

산화광물의 Eu3+와 Pb2+의 수착량을 증가시키는 것이

관찰되는데, 금속이온과 음이온이 함께 삼성분 착물을

형성하기도 하고(Pathak and Choppin, 2007) 광물표

면에서 공침전물을 형성하기도 한다(Weesner and

Bleam, 1998; Yoon et al., 2002).

Co2+, Cu2+, Ni2+, Zn2+ 등의 이온과 달리 Pb2+처

럼 이온반경이 큰 이온은 규산이나 철 산화물 등의 표

면에서는 수산화물로의 표면침전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

는데, 이는 광물 구성 양이온과 Pb2+의 크기 차이 때

문인 것으로 추정된다(Sparks, 2000). 그러나, Pb...Pb

중합체(polymer)를 형성하는 것은 관찰되었고(Roe et

al., 1991; Elzinga and Sparks, 2002; Gräfe et al.,

2007) 결정도가 낮은 수산화물 침전체의 형성 가능성

도 제기되었다(Nguyen and Manning, 2003). 탄산염

광물 표면이나 인산염 광물 표면에서 Pb2+는 광물을

Fig. 5. Lead (Pb2+) sorption by goethite (α-FeOOH) and

boehmite (γ-AlOOH). From Weesner and Ble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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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하는 탄산염이나 인산염과 함께 공침전을 일으키

는 것이 보고된다(Ma et al., 1993; Ma et al.,

1994; Xu and Schwartz, 1994; Laperche et al.,

1996; Chen et al, 1997; Ma et al., 1997; Zhang

and Ryan, 1998; Lee et al., 2004; Rouff et al.,

2004). Pb2+의 수착이 탄산염 광물 표면에 공침전물을

형성하면 이 공침전물은 이후 지속적인 수착이 일어나

는 것을 방해한다(Rouff et al., 2006).

Pb2+는 산화광물과 탄산염광물 표면 수착 시 반응

후 약 15분 이내에 75% 이상이 수착되고 이후 서서

히 수착량이 증가하는 것이 보고된다. 이 때, 처음 빠

른 수착반응은 화학수착으로, 이후 느린 수착반응은 광

물 내로의 확산에 의한 것으로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

제로 Pb2+가 광물 구조 양이온을 치환하지는 않는다

(Strawn et al., 1998; Scheinost et al., 2001; Elzinga

et al., 2006; Lee et al., 2006; Xu et al., 2006).

산성용액에서 Pb2+의 수착량이 매우 낮을 때 Pb2+는

광물 표면에서 외부권 착물을 형성하기도 하지만

(Farquhar et al., 1997; Lee et al., 2006) 중성 pH

나 산성에서는 대체로 내부권 착물을 형성하는 것이

관찰된다(예, Scheinost et al., 2001; Gräfe et al.,

2007).

내부권 착물을 형성하면서 수착된 대부분의 Pb2+는

탈착가능한 것으로 보고된다(Strawn et al., 1998).

Pb2+는 오랜 기간 수착되어도 다시 이동성을 갖지만

Co2+, Cu2+, Ni2+, Zn2+ 등 Pb2+보다 작은 크기의

금속이온은 수착된 시간이 지나면 탈착량이 현저히 줄

어드는데, 이는 Pb2+와는 달리 서서히 일어난 수착반

응에서 표면침전이 일어나기 때문이다(Sparks, 2000).

실제로 표면침전이 잘 일어나는 금속이온일수록 탈착

이 잘 일어나지 않는 것이 보고되었다(Xu et al.,

1994). Pb2+도 이온반경이 알루미늄이나 철보다 큰 루

테늄이 이루는 산화물 표면에서는 중합체를 이루고 수

착 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1년) 대부분이 탈착되지

않는다(Scheckel et al., 2004). 오랜 시간에 걸쳐 천

천히 형성된 표면 침전물일수록 탈착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Thompson et al., 2000), 수착반응 시간이 길

어지면(aging) 수착상이 변화하기 때문이다. 수착반응

시간이 길어지면 수착질의 광물표면과의 공유면이 증

가하거나(Gräfe et al., 2008) 초기에 이루었던 침전물

또는 공침전물과 광물 사이에 양이온이 서로 확산되어

새로운 공침전물을 이루기도 하고(Bailey et al., 2005)

화학수착되었던 수착질이 수착매의 물질과 공침전을 이

루기도 한다(Thompson et al., 1999). 

5.2. 금속 음이온의 수착

음이온의 경우 pH가 낮아지면 수착량이 증가하지만,

최대점을 보이고 다시 감소하는데 이는 수소이온 농도

가 증가하면서 음이온이 수소이온과 반응하여 음전하

를 잃어가고 산을 형성하기 때문이다(예, F-→

HF)(Fig. 6). 이렇게 pH 변화에 따른 수착량을 보여주

는 수착 등온선(sorption isotherm)을 수착 포락선

(sorption envelope)이라고도 하며 음이온 수착이 최대

가 되는 pH값은 pH 감소에 따라 형성되는 산의 산해

리 상수 pKa값과 유사하다. 음이온이 다양성자 산을

형성할 경우(예, PO4
3-→ HPO4

2-→ H2PO4
-→ H3PO4,

CrO4
2-→ HCrO4

-→ H2CrO4) 각 단계의 산해리 상수

와 유사한 pH에서 높은 수착량을 보이므로, 최대치를

보이는 pH 영역이 넓게 나타난다(Fig. 6).

비산이온(As(V)O4
3-)의 경우 철수산화물에 수착될 때,

비산이온 농도가 높을수록 더 뚜렷한 수착량 최대치가

더 낮은 pH에서 나타나며 중성에 가까운 pH(>~6)에

서는 두자리 내부권 착물도 형성하지만 최대 수착량을

보이는 지점과 유사한 비교적 낮은 pH(<~5)에서는

한자리 내부권 착물을 주로 형성한다(Guan et al.,

2008). 비산이온의 (산수)산화물((oxyhydr)oxide) 수착

은 인산염 이온이 존재하면 크게 방해 받지만(Zhang

Fig. 6. Sorption envelopes of (a) various anions on Fe

oxide showing sorption maxima at ~pKa and (b) chromate

on Al oxide at two different ionic strength (I). From (a)

Hingston et al. (1972) and (b) Elzinga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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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0) 대체로 이온세기에 의해 영향 받지 않으

며(Arai et al., 2001) 내부권 착물(한자리 또는 두자리)

을 형성하는 것이 주로 관찰되었다(Arai et al., 2001;

Manning et al., 2002; Foster et al. 2003; He et al.,

2009; Harrington et al., 2010; Liu et al., 2010;

Zhang et al., 2010; Dou et al., 2011; He et al.,

2011; Li et al., 2011). 비산이온의 농도가 매우 높거

나 pH가 낮을(~3) 때에는 (산수)산화물 표면에서 표

면 침전을 일으키기도 하고(Jia et al., 2007; Wang

et al., 2011) 탄산염 광물 표면에서는 외부권 착물을

형성하거나 공침전을 일으키기도 한다(Alexandratos et

al., 2007; Bardelli et al., 2011). 철 함유 광물에 수

착될 때에 비산이온의 As(V)는 As(III)로 환원되지 않

는 것으로 보고된다(Gräfe et al., 2004; Chakraborty

et al., 2011).

비산이온과 달리 크롬산이온(Cr(VI)O4
2-)은 철 산화

물에 수착될 때 Cr(VI)가 Cr(III)로 쉽게 환원되고

Cr(III)은 철 산화물 표면에서 수산화물 또는 철/크롬

수산화물로 침전되거나 한자리 또는 다핵 착물을 형성

하기도 한다(예, Charlet and Manceau, 1992; Fendorf

et al., 1994). 크롬산이온은 수착 시 환원되지 않을 경

우, 거시적 관찰 결과나 이론적 고찰 결과에서 대개

산화광물 표면에 외부권 착물을 형성할 것으로 추정되

었다(Brown and Parks, 2001; Yin and Ellis, 2009).

뵈마이트(boehmite, γ-Al2O3) 표면에서는 외부권 착물

을 형성하는 것이 확인되었지만(Elzinga et al., 2009),

괴타이트(goethite, α-FeOOH) 표면에서는 내부권 착물

을 형성하는 것도 보고되었다(Fendorf et al., 1997).

Mg/Al 산화물 표면에서는 크롬산이온이 대부분 외부권

착물을 형성하지만 내부권 착물도 일부 형성한다(Goh

et al., 2010).

 

6. 결 언

수착상에 관한 연구는 X-선 흡수 미세구조(EXAFS)

분석의 보급과 함께 90년대 이후 크게 늘었고 최근에

는 수착반응 시간의 증가와 수착상과 관련된 탈착 현

상에 관한 연구 결과도 많이 발표되었다. 이들에 의하

면 이온교환뿐 아니라 내부권 착물 형성으로 수착된

금속이온도 탈착이 쉽게 이루어지며 수착된 금속이온

이 표면 침전을 이루어야 탈착이 어렵다. 또, 수착 반

응 시간이 증가하면서 탈착이 어려운 형태로 수착상이

변화된다. 금속이온의 수착상은 수착매, pH 조건, 수착

량 뿐 아니라 이온세기와 용액 내 이온의 종류, 평형

을 이루는 기체 성분에 따라서도 달라진다(Sahai et

al., 2000; Roberts et al., 2003; Lee et al., 2006).

금속이온의 수착량 또한 수착매와 다른 이온의 종류에

따라 늘어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한다(Bargar et al.,

1998; Pathak and Choppin, 2007). 각각의 조건에서

토양 및 퇴적물의 각 구성물질에 대해 수착상 및 수착

량, 탈착가능성 등을 알면 금속이온의 토양/퇴적물 내

유동성 예측이 좀더 수월하여진다. 수착상에 관한 데

이터베이스가 마련되면 이를 통해 금속이온에 노출된

토양이나 퇴적물의 유해성 판단과 효율적 복원이 가능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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