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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senic (As) is known to be the most toxic element and frequently detected in groundwater environment.

Inorganic As exists as arsenite [As(III)] and arsenate [As(V)] in reduced and oxidized environments, respectively. It

has been reported that the toxicity of arsenite is much higher than that of arsenate and furthermore arsenite shows

relatively higher mobility in aqueous environments. For this reason, there have been numerous researches on the

process for oxidation of arsenite to arsenate to reduce the toxicity of arsenic. In particular, photooxidation has been

considered to be simple, economical, and efficient to attain such goal.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valuate the

applicability of naturally-occurring goethite as a photocatalyst to substitute for TiO2 which has been mostly used in

the photooxidation processes so far. In addition, the effects of several factors on the overall performance of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process were evalua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was affected by

total concentration of dissolved cations rather than by the kind of those cations and also the relatively higher pH

conditions seemed to be more favorable to the process. In the case of coexistence of arsenite and arsenate, the

removal tendency by adsorption onto goethite appeared to be different between arsenite and arsenate due to their

different affinities with goethite, but any effect on the photocatalytic oxidation of arsenite was not observed. In

terms of effect of humic acid on the process, it is likely that the higher concentration of humic acid reduced the

overall performance of the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as a result of competing interaction of activated oxygen

species, such as hydroxyl and superoxide radicals, with arsenite and humic acid. In addition, it is revealed that the

injection of oxygen gas improved the process because oxygen contributes to arsenite oxidation as an electron

acceptor. Based on the results of the study, consequently, the photocatalytic oxidation of aqueous arsenite using

goethite seems to be greatly feasible with the optimization of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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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소는 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 지하수 환경에서 산출빈도가 높다. 지하수 내 비소는 환원환경에서 무기비소인 아비

산염의 형태로 존재하며, 산화한경에서 비산염의 형태로 존재한다. 아비산염은 비산염보다 독성이 높으며, 금속(수)산

화물의 표면에 흡착이 잘 되지 않아 이동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독성이 높은 아비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켜 독

성을 저감시키는 공정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져 왔다. 특히 광산화 공정은 운전이 간단하면서 경제적이며 효율이 높

다고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화공정에서 기존에 광촉매로 주로 사용되어온 TiO2를 대신하여 자연 상에서 산

출되는 침철석을 광촉매로 이용하여 지하수 내에서 아비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키는 공정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인자들을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용존 양이온의 종류보다는 총 농도가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에 영향을 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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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pH가 높은 환경에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효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아

비산염과 비산염이 공존할 경우, 흡착에 의한 비소의 제거는 아비산염과 비산염의 침철석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 약간

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휴믹산

은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공정간 수산화라디칼과 슈퍼옥사이드 라디칼과 같은 활성산소종과 반응하여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공정간 전자 수용체로서 산소를 주입할

시 가장 높게 효율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종합할 때, 공정의 최적화를 통하여 지하수 등

의 수환경 내 존재하는 아비산염의 독성은 침철석을 이용한 광촉매 산화에 의하여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아비산염(3가 비소), 비산염(5가 비소), 광촉매 산화, UVC 램프, 침철석 

1. 서 언

고대로부터 일찍이 비소는 독성이 매우 큰 물질로

알려져 왔다. 비소는 지하수에서 다양한 산소음이온의

형태로 존재하며, 금, 구리, 납과 같은 금속 원소와 함

께 나타난다(Neppolian et al., 2008; Bhandari et al.,

2011). 비소는 유기비소 또는 무기비소 형태로 존재하

며, 자연환경에서 유기비소보다 무기비소의 독성이 더

높다고 알려져 있다(Cherry et al., 1979; Desesso

et al., 1998; Jain and Ali, 2000; Ding et al.,

2015). 인간이 비소에 장기적으로 노출될 경우 피부,

뇌, 신장, 간, 폐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Smith

et al., 1992; Hughes, 2002; Yunus et al., 2011).

지하수 내 무기비소는 환원 환경에서 아비산염의 형태

로 존재하며, 산화 환경에서 비산염의 형태로 존재한

다. 일반적인 pH 환경에서 아비산염은 H3AsO3의 중

성이온 형태로 존재하며, 비산염은 H2AsO4
-, HAsO4

2-,

AsO4
3-의 음이온 형태로 존재한다(Yamamuch and

Flowler, 1994; Hug et al., 2001; Smedley and

Kinniburgh, 2002; Sharma and Sohn, 2009). 아비산

염은 비산염보다 독성이 25~60배 높고, 철, 알루미늄

과 같은 금속(수)산화물 및 광물 표면에 흡착이 잘 되

지 않아 이동성이 높다. 이러한 이유로 아비산염을 비

산염으로 산화시켜 독성을 저감시키는 연구가 수행되

어 왔다(Ouvard et al., 2002; Li et al., 2014).

수용상 비소를 제거시키기 위한 기술로는 수착(흡착)

(Moon et al., 2008), 침전, 멤브레인 여과, 이온교환

등과 같은 물리화학적인 기술이 개발되어 왔다(Henke,

2009). 그러나 수착(흡착)의 경우 자연환경의 pH 범위

에서 아비산염은 주로 중성의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수착에 의한 효율이 낮으며, 침전 기술은 비소를 함유

한 부산물 또는 2차 오염물질의 발생 등이 단점이다.

이온교환 기술은 처리효율이 높고 공정 시간이 짧다는

장점이 있지만, 처리비용이 높고 pH 조절 및 전처리가

요구될 뿐만 아니라, 비소가 중성으로 존재할 때 효율

이 감소하는 단점이 있다(Nico et al., 2002). 이에 반

하여 광촉매를 이용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법은 최

근 각광받고 있는 고급 산화기술의 일종이다. 광촉매

에 적정한 세기의 에너지를 공급하면 광촉매 표면에서

전자가 분리되고, 전자가 이탈한 자리에 정공(positive

hole)이 생성된다. 이렇게 생성된 전자 및 정공은 물

분자 또는 산소와 반응하여 수산기라디칼, 슈퍼옥사이

드 음이온 라디칼 등의 활성산소 종이 생성되고 아비

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킨다. 이러한 광산화 공정에

서는 TiO2, CdS, ZnO 등이 광촉매로 주로 사용되어

왔다(Yang et al., 1999; Ryu and Choi, 2004;

Dutta et al., 2005; Yoon et al., 2009; Fei et al.,

2011; Ma and Tu, 2011). TiO2를 이용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공정에서는 수용액 상에서 TiO2를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해 처리 공정 후 응고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Yoon and Lee, 2005). 또한,

CdS, ZnO의 경우 광촉매 자체에 독성이 있어 음용수

및 생활용수로 이용되는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있어 광

촉매로 부적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수환경 내에서 자

연발생적으로 존재하는 금속 산화물 및 점토광물을 광

촉매로 이용한 친환경적인 광촉매 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다(Amstaetter et

al., 2010; Ona-Nguema et al., 2010; Bhandari et

al., 2012; Wang et al., 2013a;b).

본 연구는 지하수 환경에서 독성이 큰 아비산염을

독성이 낮은 비산염으로 광산화시키는 공정을 개발하

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특히 앞에서 언급한 단점이 있

는 기존에 광산화 공정에 많이 사용되어 온 TiO2,

CdS, ZnO 등과 같은 광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

적이고 자연 상에 산출되는 침철석의 광촉매로서의 적

용 가능성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타 용

존 이온 및 pH, 휴믹산의 농도, 아비산염과 비산염의

상대적인 농도, 주입 가스의 종류 및 주입량 등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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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인자들이 광촉매 산화 공정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

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연구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를 위해 고순도 석영관 및 유리관으로 광산

화 반응조를 제작하였다. 고순도 석영관은 아비산염 수

용액으로부터 자외선 광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

였으며(Fig. 1), 광원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은 석영관을

통과해야 하기 때문에 자외선 투과율이 90% 이상 되

는 고순도 석영관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하여 서로 다른 직경의 석

영관을 이중 부착 후 외부 석영관 상부에 두 개의 가

지관을 설치하여 냉각수를 주입 및 배출하였다. 제조

한 아비산염 수용액을 투여하고 광촉매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반응조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리

재질의 판을 사용하였다. 제작된 고순도 석영관은 두

께 0.5 cm, 높이 30 cm, 내부 직경 2.5 cm, 외부 직경

3.6 cm의 규격으로 제작되었다. 반응조로 사용된 유리

관은 높이 35 cm, 직경 6 cm, 두께 0.5 cm로 제작하였

다. 고순도 석영관은 유리관 바닥으로부터 약 0.5 cm

가량 이격시켜 중앙에 배치하였다. 석영관과 유리관을

고정시키기 위해 유리관 직경과 동일한 크기로 재단한

아크릴 판에 고순도 석영관 직경과 동일한 틈을 만들

어 석영관을 고정시켰다. 또한, 재단된 아크릴판에 직

경 0.5 cm의 구멍을 뚫어 실험용 타이곤 튜브를 연결

하여 시료 채취, 가스 주입 및 배출의 용도로 사용하

였다(Kim et al., 2014; Kim et al., 2015).

2.2. 자외선 광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원은 광촉매 산화 반응에 효

율적이라고 알려진 UVC 파장(180~280 nm)의 저압

램프를 사용하였다.

2.3. 침철석 광촉매

본 연구에 사용된 광촉매인 침철석(goethite, α-

FeOOH)의 합성은 Schwertmann과 Cornell(1991)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실에서 합성하였다. 합성

방법은 1 L의 폴리에틸렌 용량 플라스크에 1 M의

Fe(NO3)3·9H2O 50 mL와 5 M의 KOH 90 mL을 주입

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총 부피를 1 L로 맞춘 후

교반하였다. 교반 후 오븐에서 70oC의 온도로 60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다음으로 고

형물 내 존재하는 전해질 물질(불순물)을 제거하기 위

하여 증류수를 이용하여 3회 반복 세척을 하였으며,

7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를하여, 상등액과 고형물

을 분리한 후 40oC의 오븐에서 완전 건조 후, 다음

실험에 사용될 때 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는 데시케이

터에 보관하였다.

2.4. 분석방법

2.4.1. 광원의 특성 분석

본 실험에 사용된 UVC 램프는 180-280 nm 범위

의 파장을 나타내는 자외선램프로서 자외선 광원 중

광량의 세기가 가장 크다. 이에 따라 광촉매 산화 공

정에서 효율이 가장 좋은 자외선 광원으로 사용되어

오고 있다. UVC 램프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파장,

자외선 방사량, 전력소비량을 측정하였다. 광원의 파장

분석은 광파장 분석기(QE65000, Ocean Optics, USA)

로 분석하였으며, 자외선 방사량 분석은 조도계(UV

Power Puck II, EIT,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광원별 전력소비량은 소비전력 측정기(B200-U,

Power Manager,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4.2. 광촉매 특성 분석

본 연구에서 사용된 합성된 침철석의 광물학적 조성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photocatalytic oxidation of ars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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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Siemens D5005

X-ray Diffractometer, Cu-Kα, 40 kV, 35 mA, step

size: 0.02 Deg, Time/step: 5 sec)를 사용하여 분석

하였다. 합성된 침철석의 비표면적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표면적 분석기(MicroPore Physisorption Analyzer,

ASAP-2020M, Micrometic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또한, 합성된 침철석의 화학적 조성 및 형태상

특성을 조사를 하기 위하여 300 kV 전계 방출형 주사

현미경 (Filed-Emission Scanning Election Microscope,

FEL, Germany)과 SEM 기기에 탑재된 에너지 분산

분광기(ED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2.5. 실험 방법

2.5.1.타 용존 이온 및 pH에 따른 광촉매 산화 효

율 평가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타 용존 이온과 pH가 아비산

염의 광촉매 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

해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광촉매로는 합성된 침철석을

사용하였으며, 광원은 UVC-Lamp를 사용하였다. 아비

산염 수용액은 실제 채취한 지하수 및 0.001, 0.01,

0.1 M로 제조된 NaCl 용액을 배경용액으로 사용하였으

며, NaAsO2를 사용하여 5 mg/L의 농도로 제조하였다.

침철석은 예비 실험에서 결정된 최적의 투여량인

0.05 g/L으로 투여하였으며, 혼탕 조건에서 36시간 동

안 광촉매 산화 실험을 진행하였다. 시료채취는 초기

농도를 알기위해 공정 적용 전에 채취하였고, 총 36시

간의 광촉매 산화 공정기간 동안에는 1, 2, 4, 6, 12,

24, 36시간에서 채취하였다. 시료를 채취하여 0.45 μm

실린지 필터로 여과한 후 분석하였다. 총 용존 비소의

농도와 용존 아비산염의 농도를 각각 분석하기 위하여

시료의 원액 및 음이온 교환을 통하여 비산염을 여과

시키는 Supelclean tube를 이용하여 용액을 구분하였

다. 그리고 철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0.2 mL의 농

질산을 각 샘플에 투여하여 시료 분석용액을 제조하였

다. 제조된 시료는 유도결합 플라즈마 방출분광기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

meter, ICP-OES, Perkin Elmer OPTIMA 5300DV,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2.5.2.아비산염과 비산염의 혼합비에 따른 광산화 효

율 평가

본 실험은 비산염이 아비산염과 공존할 때 광촉매

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비소용액은 실제 지하수 배경용액에 아비

산염(NaAsO2)과 비산염(Na3AsO4)을 100:0, 80:20,

60:40, 40:60. 20:80, 0:100의 비율로 혼합하여 총 비

소농도 5 mg/L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채취는 초

기 농도를 알기위해 초기시료를 채취 후, 광촉매 산화

공정기간인 72시간 동안 1, 2, 4, 6, 12, 24, 36, 48,

60, 72시간의 시료를 채취하여 0.45 μm 실린지 필터로

여과하였다. 시료 분석을 위한 전처리, 분석방법은 앞

에서 언급한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2.5.3. 휴믹산의 농도에 따른 광산화 효율 평가

본 실험은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이 아비산염

의 광촉매 산화 반응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간 휴믹산은 Sigma-Aldrich

로부터 구입한 휴믹산(humic acid sodium salt, CAS

No. 68131-0404)을 사용하였다. 아비산염 수용액은 실

제 지하수 배경용액에 NaAsO2을 사용하여 5 mg/L의

농도로 제조하였으며, 제조된 용액에 0, 0.01, 0.05,

0.5, 1, 5 mg/L 농도로 제조한 휴믹산을 투여하여 사용

하였다. 이하 실험 및 분석 방법은 앞에서 상술한 바

와 같이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하였다.

2.5.4.가스 종류 및 산소 농도에 따른 광산화 효율

평가

광촉매 산화 공정에 사용된 침철석 광촉매에 자외선

광원을 가하면 전자의 이탈로 인해 전자(ecb
-)-정공

(hvb
+) 쌍이 분리된다. 광촉매 산화 공정의 성능은 반

응 중 분리된 전자와 정공이 얼마나 빠른 시간 내에

다른 매질들과 반응하느냐에 따라 결정되게 되며, 산

소는 전자와 반응하여 슈퍼옥사이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
-)을 생성하는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한다.

산소가 결핍된 환경에서도 물 분자에 포함된 산소가

전자 수용체 역할을 할 수 있으나, 반응 속도가 느리

게 진행됨에 따라 전자-정공 쌍이 빠르게 재결합된다.

산소의 포화도에 따라 광촉매 산화 공정의 효율이 영

향을 받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산소(O2), 질소(N2),

아르곤(Ar), 공기(Air) 네 종류의 가스를 주입하여 가스

의 종류가 비소의 광촉매 산화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고, 산소의 주입량에 따른 광촉매 산

화 반응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아비산염 수용액은 실

제 채취한 지하수 배경용액에 NaAsO2를 이용하여

5 mg/L의 농도로 조절하여 실험하였으며, 광촉매 산화

기간 동안 산소, 질소, 아르곤, 공기를 1 ml/min로 주

입하였다. 또한 산소의 주입량에 따른 실험에서는 광

촉매 산화 공정을 24시간 동안 진행하였으며, 광촉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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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공정간 산소를 1, 3, 5 ml/min 으로 주입하였다.

이하 실험 및 분석 방법은 앞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하

게 실험을 진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원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UVC 램프로부터 방출되는 파장

의 분석결과를 Fig. 2에 도시하였다. 파장 분석결과

UVC 램프는 특정 파장 이외에 다양한 파장에서도 피

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는 자외선 램프

내부에 진공상태 조성을 위해 사용된 가스가 빛 에너

지와 반응하여 발광하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

기도 하며, 램프에 코팅된 형광물질에 의하여 특정 단

일 피크의 파장이 아닌 여러 파장대의 피크가 방출되

기 때문이다. Fig. 2의 그래프 상에서 주 파장을 지시

하는 피크는 강도가 가장 세거나, 면적이 가장 넓게

나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UVC 램프는 250 nm의

파장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UVC 램프의 자외선 방사량 측정 결과 및 전

력소모량을 Table 1에 정리하였다.

3.2. 광촉매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침철석의 광물학적 조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한 결과(Fig. 3), 기존

에 보고된 회절패턴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Lee

et al., 2010). 침철석의 입자크기와 형태 및 화학적 조

성을 관찰하기 위해 SEM/EDS 분석을 수행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SEM 분석결과 침철석 입자의 크

기는 1~2 μm 범위의 입자로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긴 판상 또는 괴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관찰

하였다. 그리고 EDS 분석 결과 피크는 철에서 대부분

나타났으며, 칼륨에서 작은 피크가 나타났는데, 이는

침철석 합성간에 사용된 KOH로 인하여 칼륨의 피크

가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비표면적 분석기를 통해

합성된 침철석의 비표면적 측정 결과, 28.2003 m2/g

으로 측정되었다.

3.3. 타 용존 이온 및 pH에 따른 광산화 효율

광촉매 산화 공정에서 지하수 내에 존재하는 타 용

존 이온과 pH가 비소의 제거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

기 위해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광촉매 산화 공정간 사

용한 지하수 배경용액의 주 양음이온 분석 결과를

Table 2에 제시하였다. 실제 지하수 배경용액을 이용한

Fig. 2. Wavelength spectra of UVC lamp. Fig. 4. SEM image (a) and EDS spectra of goethite (b).

Fig. 3. XRD pattern of goethite synthesized in this study. 

Table 1. Characteristics of light sources used

Light source
Wavelength

(nm)

Irradiation 

(mW/cm2)

Electric power

consumption(Wh)

UV lamp UVC 180?280 2,975 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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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는 Fig. 5에 도시하였으며, NaCl 농도에 따른

실험결과는 Fig. 6에 도시하였다. 실제 지하수 배경용

액을 이용한 실험결과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는 모든

pH에서 총 아비산염을 99% 이상 산화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는 pH 9에서 가장 빠

르게 산화 되었으며 pH가 낮아질수록 느리게 산화되

는 것으로 나타났다. NaCl 농도에 따른 실험결과

NaCl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효율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Yu et al.

(2017)이 제시한 결과와 유사하다.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는 0.01, 0.001 M의 NaCl 농도의 모든 pH에서

98% 이상 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0.1 M NaCl

농도에서는 모든 pH에서 약 48%의 아비산염이 산화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 실험 모두 아비산염의 광촉

매 산화는 높은 pH에서 가장 빠르게 산화되었으며,

pH가 낮아질수록 느리게 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높은 pH 환경에서는 비소 및 침철석이 음전하로

존재하여 정전기적 반발력에 의하여 아비산염의 흡착

률이 낮아지고 낮은 pH 환경에서는 아비산염의 흡착

률이 상대적으로 높아짐에 따라, 높은 pH 환경에서 아

비산염의 광촉매 산화효율이 더욱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사료된다(Lee and Choi, 2002). 또한, 두 실험 결

과 실제 지하수의 주이온의 총 몰농도는 0.001 M의

NaCl 배경용액을 사용한 실험의 몰농도보다 낮은 농도

로서, 실제 지하수를 이용하였을 때의 아비산염의 광

촉매 산화효율은 NaCl 0.001 M 용액을 이용한 실험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또한, 0.01, 0.1 M NaCl

배경용액에서의 광촉매 산화 공정효율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NaCl을 제외한

타 용존 이온의 종류보다는 총 양이온의 농도가 아비

Table 2. Concentrations of major ions in a real groundwater used

Cations (mg/L) Anions (mg/L)

Na Ca K Mg Cl SO4 NO3

14.9 103.9 1.34 13.38 15.43 6.38 2.81

Fig. 5. The pH-dependency of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investigated in a real groundwater.

Fig. 6. The pH-dependency of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investigated in NaCl background solutions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a) 0.1 M, (b) 0.01 M, (c) 0.00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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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염의 광촉매 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된다.

3.4.아비산염과 비산염의 혼합비에 따른 광산화 효

율 평가

본 실험은 광촉매 산화 공정간 지하수 내 환경에서

아비산염과 비산염이 공존할 시 광촉매 산화반응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광

촉매로 사용된 침철석에 흡착되어 제거된 비소의 실험

결과를 Fig. 7(a)에 도시하였다. 실험결과 흡착에 의해

제거된 비소는 아비산염의 농도가 높은 아비산염과 비

산염의 비율 100:0에서 1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

며, 비산염의 농도가 가장 높은 0:100의 비율에서

12.7%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아비산염의 흡착량이 비

산염의 흡착량보다 높게 나타나는 것은 아비산염이 비

산염보다 침철석에 대한 친화도가 더 크기 때문에 아

비산염의 농도가 가장 높은 100:0의 비율에서 흡착량

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Kim et al.,

2009). 흡착에 의하여 제거된 비소를 제외한 아비산염

의 광촉매 산화 결과를 Fig. 7(b)에 도시하였다. 실험

결과 아비산염의 농도가 높은 혼합비에서 낮은 혼합비

로 갈수록 광촉매 산화가 빠르게 일어났으며, 모든 혼

합비율에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는 100%인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지하수 내에 아비

산염과 비산염이 복합적으로 존재할 경우, 흡착에 의

한 비소의 제거는 아비산염과 비산염의 침철석에 대한

친화도에 따라 약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공정 자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3.5. 휴믹산의 영향

본 실험은 실제 지하수 환경에서 유기물이 비소의

광산화에 반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

하여 0, 0.01, 0.05, 0.5, 1, 5 mg/L 농도의 휴믹산을

5 mg/L 농도의 비소용액에 투여하여 실험을 수행하였

다. 각 휴믹산의 투여 농도에 따른 침철석에 대한 비

소의 흡착량을 Fig. 8(a)에 도시하였다. 각 휴믹산의 투

여 농도에 따른 비소의 흡착은 휴믹산을 투여하지 않

았을 때 0.4 mg/L (7.7%)로 가장 낮았으며, 휴믹산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흡착량 또한 증가하여 휴믹산의

Fig. 7. The dependency of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on the ratios of arsenite and arsenate.

Fig. 8. The dependency of adsorption (a) and photocatalytic

oxidation (b) of arsenite on the concentrations of hum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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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가 5 mg/L 일 때, 0.86 mg/L (17.2%)의 흡착량으

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휴믹산을 이루고 있는

카르복실기, 수산기 등의 다양한 작용기들이 침철석과

비소 사이에 가교역할을 하여 리간드 결합(ligand

complexation)에 의한 흡착률이 더욱 증가한 것으로

사료된다. 흡착된 비소를 제외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

화에 대한 결과를 Fig. 8(b)에 도시하였다. 실험결과 휴

믹산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공정이 가장 빠르게 일어났으며, 휴믹산의 투여량을 증

가시킴에 따라 광촉매 산화 공정이 느리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0, 0.01, 0.05, 0.5,

1 mg/L 농도의 휴믹산을 투여한 경우 100% 산화되었

으나, 5 mg/L 농도의 휴믹산을 투여한 경우 73.4%의

아비산염이 광촉매 산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휴

믹산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

화효율이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아비산염의 흡착에 의

한 영향보다는 수산화라디칼(hydroxyl radical, •OH)

및 슈퍼옥사이드 라디칼(superoxide radical, •O2
-)과

같은 활성 산소 종(reactive oxygen species)이 아비

산염과의 반응과 경쟁하여 휴믹산과도 반응하여 상대

적으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효율이 감소되는 것으

로 사료된다(Wang et al., 2013a). 이러한 결과로 보

아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공정에 있어서 고농도의

휴믹산이 존재할 경우, 비소와 광촉매인 침철석과의 흡

착에 의한 제거는 증가되나,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

효율은 감소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3.6.가스 종류 및 산소 주입량에 따른 광산화 효

율 평가

광촉매 산화 공정에서 광촉매 표면으로부터 분리된

전자-정공의 재결합 속도를 늦추기 위해 전자 수용체

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광촉매 산화 공정간 가장

효과적인 전자 수용체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하여 순수

한 산소, 질소, 아르곤, 공기를 주입하여 광촉매 산화

공정의 효율을 평가하였다. 실험결과는 Fig. 9에 도시

하였다. 실험결과 순수한 산소 가스를 광촉매 산화 공

정간 공급해 주었을 때, 가장 빠른 아비산염의 제거율

을 보였으며, 다음으로는 대기 중의 공기, 질소, 아르

곤 순으로 아비산염의 제거가 빠르게 일어났다. 이러

한 결과로 보아 광촉매 산화 공정간 전자 수용체로는

산소가 가장 적합한 것을 알 수 있었다(Wang et al.,

2013b). 다음으로 산소 주입량에 따른 광촉매 실험결과

를 Fig. 10에 도시하였다. 실험결과 광촉매 산화 공정

간 산소의 주입량을 5 ml/min으로 주입하였을 때, 가

장 빠른 아비산염의 제거율을 나타냈으며, 가장 낮은

주입량인 1 ml/min으로 주입하였을 때, 가장 느린 아

비산염의 제거율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산

소를 많이 주입할수록 전자가 산소와 더욱 빠르게 반

응함에 따라 전자-정공 쌍의 재결합이 느려져 광촉매

산화 공정의 효율이 증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자연상에서 산출되는 침철석 광촉매와

UVC 램프를 이용한 광촉매 산화 반응을 통하여 수용

상 아비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켜 독성을 저감하기

위해 수행 되었다. 또한, 타 용존 이온 및 pH, 아비산

염과 비산염의 혼합 환경, 휴믹산의 농도, 주입 가스,

산소주입량과 같은 인자들이 광촉매 산화 반응에 미치

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광원의 특성 분석으로는 파장,

Fig. 9. The dependency of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on the kinds of gas injected.

Fig. 10. The dependency of arsenite photocatalytic oxidation

on the amount of oxygen in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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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외선 방사량, 전력소비량을 측정하였다. 실험간 광촉

매로 사용한 합성된 침철석은 순수한 침철석의 XRD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 용존 이온과 pH

가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반응에 있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두 실험

모두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는 높은 pH에서 산화 효

율이 높고, pH가 낮아짐에 따라 산화 효율이 낮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높은 pH 환경에서 비소 및 침

철석이 음전하로 존재하기에 침철석에 대한 아비산염

의 흡착률이 낮아져, 높은 pH 환경에서 아비산염의 광

촉매 산화 효율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두 실험을 비교한 결과 실제 지하수의 NaCl 농도와

유사한 0.001 M의 NaCl 용액에서의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남에 따라 타 용존 이온이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

화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아비산염과 비산염이 공존하는 환경이 광촉매 산화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한

결과, 아비산염과 비산염의 혼합비율에 따라 점진적으

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흡착으로 제거된 비

소는 아비산염의 농도가 높은 혼합비율에서 높고 비산

염의 농도가 높은 혼합비율에서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아비산염이 비산염보다 침철석에 대한 친화도가 더욱

크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생각된다. 모든 혼합비율

에서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는 100%인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아비산염과 비산염이 복합적으

로 존재하여도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지하수 내 유기물이

아비산염의 광촉매 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

해 각 농도별 휴믹산을 투여하여 실험한 결과, 휴믹산

을 투여하지 않았을 때 아비산염의 제거 효율이 가장

높았으며, 휴믹산의 농도가 높아질수록 아비산염의 제

거효율이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수산화 라디칼과 과산화수소와 같은 활성산소종이 아

비산염과 반응하는 동시에 휴믹산에도 반응하기 때문

에 아비산염의 제거 효율이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가스 주입실험을 통해 광촉매 산화 실험간

최적의 전자 수용체는 산소인 것을 알았으며, 산소의

주입량이 증가할수록 광촉매로부터 분리된 전자와 정

공의 재결합 속도가 더욱 늦어짐에 따라 광촉매 산화

공정의 효율이 증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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