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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rsenic (As) has been considered as the most toxic one among various hazardous materials and As contamination can 
be caused naturally and anthropogenically. Major forms of arsenic in groundwater are arsenite [(As(III)] and/or arsenate [(As(V)], 
depending on redox condition: arsenite and arsenate are predominant in reduced and oxidized environments, respectively. Because 
arsenite is much more toxic and mobile than arsenate, there have been a number of studies on the reduction of its toxicity through 
oxidation of As(III) to As(V). This study was initiated to develop photocatalytic oxidation process for treatment of groundwater 
contaminated with arsenite. The performance of two types of light sources (UV lamp and UV LED) was compared and the 
feasibility of goethite as a photocatalyst was evaluated. The highest removal efficiency of the process was achieved at a goethite 
dose of 0.05 g/L. Based on the comparison of oxidation efficiencies of arsenite between two light sources, the apparent performance 
of UV LED was inferior to that of UV lamp. However, when the results were appraised on the basis of their emitting UV 
irradiation, the higher performance was achieved by UV LED than by UV lamp.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environmentally friendly 
process of goethite-catalytic photo-oxidation without any addition of foreign catalyst is feasible for the reduction of arsenite in 
groundwater containing naturally-occurring goethite. In addition, this study confirms that UV LED can be used in the photo- 
oxidation of arsenite as an alternative light source of UV lamp to remedy the drawbacks of UV lamp, such as long stabilization time, 
high electrical power consumption, short lifespan, and high heat output requiring large cooling facilities.
Key Words : Arsenite [As(III)], Arsenate [As(V)], Photocatalytic Oxidation, UV Lamp, UV LED, Goethite

요약 : 비소는 다양한 유해물질들 중 독성이 가장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 자연발생 또는 인간의 활동으로부터 비소오염이 

야기될 수 있다. 지하수 내 비소는 환원 환경에서 아비산염, 산화 환경에서 비산염 형태로 존재한다. 아비산염은 비산염보다 

독성이 강하고 이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아비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켜 독성을 저감시키기 위한 연구가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로부터 독성이 높은 아비산염을 독성이 낮은 비산염으로 산화시키기 위하여 자외

선램프 및 자외선 LED 광원과 침철석 촉매를 이용한 광촉매 산화 공정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광산화 실험에서 광촉매로 사

용된 침철석의 투여량이 0.05 g/L일 때 가장 높은 광산화 효율을 나타났다. 또한 광원의 파장별 겉보기 광산화 효율을 비교

한 결과, 자외선램프가 자외선 LED에 비하여 아비산염의 산화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외선 방사량을 

기준으로 보정하면, 자외선 LED가 자외선램프보다 광산화 효율이 더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본 연구를 통해 침철석 광물

이 존재하는 지하수 환경에서 외부로부터 다른 광촉매를 투여하지 않고 친환경적인 광산화 공정을 이용하여 비소의 독성 저

감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 또한 자외선 LED가 자외선램프의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체 광원으로 광

산화 공정에 활용 가능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아비산염(3가 비소), 비산염(5가 비소), 광촉매 산화, 자외선램프, 자외선 LED, 침철석

1. 서 론

비소는 지구 상에서 가장 독성이 큰 물질로 알려져 있으

며, 광물 및 암석에서 금, 구리, 납 등과 같은 금속 원소와 

함께 배태되어 있으며, 지하수에서는 다양한 농도의 산소

음이온 형태로 출현한다.1) 비소 오염은 지질학적 작용뿐만 

아니라, 광산 활동, 농약살포 등과 같은 인간의 활동에 의

해서도 초래된다. 비소가 인간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대

표적으로 피부, 뇌, 신장, 위 등의 질환을 유발할 수 있고 

그 외에도 다양하다.2,3) 비소는 토양과 지하수 내에서 다양

한 산화형태의 유기 또는 무기 비소로 존재하며, 자연환경

에서 무기비소가 유기비소에 비해 독성이 더 크다고 알려져 

있다.3~5) 지하수 내 무기비소는 환원 환경에서 아비산염(3가 

비소), 산화 환경에서 비산염(5가 비소)의 형태로 존재하며, 
일반적인 pH 환경에서 아비산염은 H3AsO3의 중성이온 형

태로, 비산염은 H2AsO4-, HAsO4
2-, AsO4

3-의 음이온 형태로 

존재한다. 아비산염은 비산염에 비하여 독성이 높으며, 철, 
알루미늄, 망간과 같은 금속(수)산화물 및 광물 표면에 잘 

흡착되지 않아 이동성이 높다.6~9) 이러한 이유로 아비산염

을 비산염으로 산화시켜 독성을 저감하려는 연구가 많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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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을 받고 있다.10)

지금까지 비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개발 또는 연구되어온 

기술들로는 수착(흡착) 원리를 이용한 비소 제어가 가장 많

이 이용되고 있으며,11) 이외의 처리 기술로는 마그네슘, 2
가 망간, 3가 철을 이용하여 비소를 침전시켜 제거하는 기

술, 멤브레인 여과, 이온교환을 통한 비소의 제거 기술이 있

다. 하지만 수착(흡착) 원리의 경우 다량의 폐수처리가 불

가능하고 배경 pH의 영향을 크게 받으며, 침전 원리는 비

소를 함유한 부산물의 다량 발생 또는 2차 오염물질 발생 

등의 단점이 있다. 또한 이온교환 기술은 비용 비싸며, 비소

가 중성으로 존재할 경우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

다.12) 이에 반하여 광촉매를 이용한 아비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키는 방법은 최근 각광 받고 있는 고급 산화기술의 

일종이다. TiO2, ZnO, CdS와 같은 다양한 광촉매를 이용한 

아비산염의 산화방법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연구되어 왔

다.13~16) 그러나, TiO2와 같은 광촉매를 이용하게 되면 수용

액상에서 TiO2를 완전히 제거시키기 위한 응고제가 필요하

고,17) ZnO, CdS의 경우 광촉매 자체의 독성이 있어 음용수 

또는 생활용수로 사용되는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있어 부적

합하다. 이러한 이유로, 지하수 내 자연발생적으로 존재하

는 금속 물질 또는 점토광물을 광촉매로 사용하여 광산화 

효율을 증진시키는 친환경적인 광산화 기술 개발을 위한 연

구가 지속되고 있으며, 자연 상에 존재하는 다양한 물질의 

광촉매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

져 오고 있다.18~23)

선행 연구들에서는 자외선램프가 광산화 공정의 광원으

로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자외선램프의 경우 수명이 

1,000시간 내외로 매우 짧으며, 높은 전력 소모량, 심한 발열 

등의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하여 자외선 LED는 평균 50,000
시간의 반영구적인 수명을 가지고 있으며, 발열이 작고, 낮
은 전력 소모량, 견고성, 각 공정의 목적에 따른 다양한 형태

로 제작 가능 등의 장점을 가지고 있어 최근 다양한 분야에

서 활용되고 있다.24~26) 하지만, 자외선 LED의 경우 단일 개

수의 형태가 작기 때문에 개당 자외선 방사량이 자외선램

프에 비해 낮다. 따라서 한 개의 자외선램프와 동일한 방사

량을 발생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개의 자외선 LED로 구성된 

kit 형태로 제작해야 하며, 이 때 과도한 개수를 사용할 경

우 발열량이 높아져 각각의 LED 수명이 감소할 수 있는 단

점이 있다.27) 그러므로 자외선 LED의 효능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최적화된 kit의 제작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기존에 사용되던 TiO2, CdS와 같은 자체 독성

이 있는 광촉매를 대체할 수 있는 친환경적이고 자연 상에 

산출되는 침철석의 광촉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하였

다. 이를 위하여 침철석을 활용해서 지하수의 주요한 오염

물질이고 인체독성이 큰 아비산염을 광산화 반응을 통하여 

상대적으로 독성이 낮은 비산염으로 산화시키는 공정을 연

구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최적의 광산화 공정의 운전조건을 

모색하기 위하여 광원별, 침철석 투여량별, 초기 아비산염 

농도별 광산화 효율을 비교 평가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장치 

본 연구를 위해 고순도 석영관과 유리관으로 반응조를 제

작하였다. 고순도 석영관은 실험에 사용된 아비산염 용액으

로부터 광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였으며(Fig. 1), 광원

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이 석영관을 투과하여 방출되기 때문

에 자외선 투과율이 90% 이상 되는 고순도 석영관을 사용

하였다. 그리고 광원으로부터 방출되는 열을 차단하기 위해 

서로 다른 내경의 석영관을 이중으로 부착하고 외부 석영

관 상부에 두 개의 관을 설치하여 냉각수를 흘려주었다. 제
조한 아비산염 수용액을 투여하고 광촉매 산화 반응이 진행

되는 반응조는 자외선의 영향을 받지 않는 유리 재질의 관

을 사용하였다. 고순도 석영관의 규격은 높이 30 cm, 내부 

석영관의 직경은 2.5 cm, 외부 석영관은 3.5 cm로 제작하

였고, 두께는 모두 0.5 cm로 제작하였다. 고순도 석영관은 

유리관 바닥으로부터 약 5 cm 이격시켜 중앙에 배치하였

으며, 석영관과 유리관을 고정시키기 위하여 유리관 직경과 

동일한 크기로 재단한 아크릴 판에 고순도 석영관 직경과 

동일한 틈을 만들어 석영관을 고정시켰다. 재단된 아크릴판

에 직경 0.5 cm의 3개의 구멍을 뚫어 실험용 타이곤 튜브

를 연결하고, 이를 통하여 각각 시료 채취, 가스주입, 가스

배출구의 용도로 사용하였다.26,27)

Fig. 1.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apparatus for photo-
catalytic oxidation of arse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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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 UV LED kit, (b) Lamp-type UV LED.

2.2. 자외선 광원

본 연구에서 사용된 광원은 두 종류로 자외선램프와 자

외선 LED로 나누어진다. 먼저 자외선램프의 경우 파장에 

따라 UVC (180~280 nm), UVB (280~320 nm), UVA (320~ 
420 nm) 등 세 종류이며, 자외선 LED의 경우 램프형의 365 
nm 파장을 이용하였다. 따라서 크게는 자외선램프와 자외

선 LED의 비교 및 세부적으로는 4개의 광원들을 비교 평

가하였다. LED는 사전에 설계된 회로대로 제작된 PCB 양
면기판에 부착하여 사용하였으며, 양면에 LED를 최대 30
개까지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다(Fig. 2). 자외선 LED를 

이용한 모든 실험에서는 최대 개수인 30개의 LED를 부착한 

Kit을 사용하였다.

2.3. 침철석 광촉매

본 연구에서 광촉매로 사용된 침철석(goethite, α-FeOOH)
의 합성은 Schwertmann28)이 제안한 방법을 이용하여 실험

실에서 합성하였다. 합성방법은 1 L의 폴리에틸렌 용량 플

라스크에 1 M의 Fe(NO3)3･9H2O 50 mL와 5 M KOH 90 mL
을 주입한 후, 증류수를 이용하여 총 부피를 1 L로 맞춘 후 

교반하였다. 다음으로 오븐에서 70℃의 온도로 60시간 동

안 반응 시킨 후 상등액을 분리하였다. 고형물 내 존재하는 

전해질 물질(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하여 증류수를 이용하

여 3회 반복 세척 하였으며, 7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과 고형물을 분리한 후 40℃의 오븐에서 완전

건조 이후, 다음 실험에 사용될 때 까지 빛이 들어오지 않

는 데시케이터에 보관하였다.

2.4. 분석 방법

2.4.1. 광원의 특성 

광원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파장, 자외선 방사량, 전력

소비량을 측정하였다. 광원의 파장은 광파장분석기(QE65000, 
Ocean Optics, USA)로 분석하였으며, 자외선 방사량은 조

도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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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물학적인 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Siemens D5005 X-ray Dif-
fractometer, Cu-Kα, 40 kV, 35 mA, step size: 0.02 Deg, 
Time/step: 5 sec)를 사용하였으며, 시료의 무작위적인 Powder 
패턴을 방지하기 위하여 분석 전 막대사발을 이용하여 미

세한 분말으로 만들어 사용하였다. 합성된 침철석의 형태상 

특성 조사 및 화학적 조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300 kV 전계 

방출형 주사전자현미경(Filed-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FEI, Germany)과 SEM 기기에 탑재된 에너지 분

산분광기(EDS)를 이용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합성

된 침철석의 비표면적을 분석하기 위하여 비표면적 분석기

(MicroPore Physisorption Analyzer, ASAP-2020M, Micromertics, 
USA)를 이용하였다.

2.5. 광산화 실험 

2.5.1. 최적의 침철석 투여량 선정

본 연구에서는 자외선램프 및 자외선 LED와 침철석을 광

촉매로 이용하여 아비산염의 산화시키기 위한 기초 실험으

로 침철석을 제조한 아비산염 용액에 투여하여 실험을 수행하

였다. 실험간 사용된 침철석의 SEM 분석 결과, 약 1~2 µm 
크기로 수용액에 과다하게 투여되면 탁도가 증가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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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Wavelength spectra of UV lamp and UV LED. (a) UVC lamp, (b) UVB lamp, (c) UVA lamp, (d) 365 nm UV LED.

자외선램프 및 자외선 LED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의 투과율

을 감소시켜 광촉매 산화반응이 저하될 수 있다. 따라서 광

촉매 산화 공정을 적용하기 전에 최적의 침철석의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합성된 침철

석을 광촉매로 사용하였으며, 최적 투여량을 결정하기 위한 

실험에서 광원으로는 광산화 반응에 효율적이라고 알려진 

UVC 파장(180~280 nm)의 저압 램프를 사용하였다. 실험은 

NaAsO2를 이용하여 5 mg/L로 제조한 아비산염 용액에 0, 
0.0.1, 0.05, 0.1, 0.2, 0.3 g/L의 양으로 침철석을 투여하여 

72시간 동안 광촉매 산화 반응 실험을 수행하였다. 반응조 

내 비소 용액에 대한 시료 채취는 먼저 비소의 초기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반응 전에 시료를 채취한 후, 광촉매 산화 

반응을 실시한 72시간 동안 1, 2, 4, 6, 12, 24, 36, 48, 60, 
72시간에 시료를 채취하였고, 채취한 시료는 0.45 µm 실린

지 필터로 여과하였다. 여과한 시료는 총 용존 비소의 농도

와 아비산염의 농도를 각각 측정하기 위하여 Supelclean tube
를 이용하여 비산염을 여과 한 용액과 여과하지 않은 용액

으로 구분하였으며, 기기분석을 수행하기 전까지 철의 침전

을 방지하기 위하여 0.2 mL의 농염산을 각 시료에 첨가하

여 보관하였다. 채취된 시료는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광계

(ICP spectromter, OPTIMA 5300DV, Perkin Elmer, USA)
를 이용하여 비소의 총 농도와 아비산염의 농도를 각각 분석

하였다. 침철석 광촉매 투여량에 따른 아비산염의 광산화 효

율은 흡착에 의한 비소의 제거효율을 배제하여 평가하였다. 

2.5.2. 광원의 종류에 따른 광산화 효율평가

광원의 형태 및 파장에 따른 광촉매 산화 반응의 효율을 

평가하기 위해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광촉매로는 합성된 침

철석을 사용하였으며, 광원은 자외선램프 형태의 UVA, UVB, 
UVC-Lamp와 자외선 LED 형태의 365 nm LED를 사용하였

다. 아비산염 수용액은 NaAsO2을 사용하여 5 mg/L의 농도

로 제조하였으며, 침철석의 투여량은 앞서 결정된 최적의 

투여량을 이용하여 72시간 동안 광산화 실험을 수행하였다. 
시료 채취 및 분석을 위한 전처리, 분석방법은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은 동일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흡착에 의해 제거

된 비소를 제외한 아비산염이 산화된 양상을 바탕으로 광

원의 종류에 따른 광산화 효율평가를 시행하였다. 또한, 광
원 따른 자외선 방사량 및 전력 소모량 당 아비산염의 광산

화 효율 평가는 아비산염의 제거량을 각 광원별 자외선 방

사량과 전력 소모량으로 나누어 보정된 값으로 평가하였다.

2.5.3. 초기 비소농도에 따른 광산화 효율평가

초기 비소 농도에 따른 광촉매 산화 반응의 효율을 평가

하였다. 초기 아비산염 수용액은 NaAsO2를 사용하여 0.5, 5, 
50 mg/L의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다. 광촉매로는 합성

된 침철석을 사용하였으며, 광원은 자외선램프 형태의 UVA, 
UVB, UVC-Lamp와 자외선 LED 형태의 365 nm LED를 사

용하였다. 이하 실험 및 분석 방법은 앞에서 상술한 바와 

동일하게 실험을 수행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광원의 특성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자외선램프와 자외선 LED의 파장을 

분석한 결과를 Fig. 3에 나타내었다. 파장 분석 결과, 세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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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M image (a) and EDS spectra of goethi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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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VB 280~320 5,197 11.48

UVA 320~420 3,561 9.06

UV LED Lamp-type 365 36.45 1.72

의 자외선램프의 경우 특정 파장 이외에 다양한 파장에서도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외선 365 nm LED의 

경우 단일 피크인 360 nm에 해당되는 파장의 자외선이 방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자외선램프의 경우 LED
와 달리 내부에 진공상태를 조성하기 위하여 사용된 가스

가 빛 에너지와 반응하여 발광하면서 다양한 파장의 빛이 

방출되며, 램프 표면에 코팅된 형광물질에 의하여 다양한 파

장의 빛이 방출되기 때문에 특정 단일 파장의 피크보다 여러 

파장대의 피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프 상에서 주 파장을 

지시하는 피크는 강도가 가장 세거나, 면적이 가장 크게 나

타난다. 이러한 결과로 보면 UVC 램프는 250 nm, UVB 램
프는 270~350 nm, UVA 램프는 330~400 nm 범위에 대한 

파장의 빛이 가장 많이 방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각 광들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측정된 자외선 

방사량과 전력소비량 측정 결과를 Table 1에 정리하였다. 
먼저 자외선 방사량 측정 결과, 자외선램프가 LED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자외선램프는 UVB 램프가 5,197 mW/cm2로 

가장 많은 양의 자외선을 방출하는 것으로 측정되었으며, 
UVC 램프가 2,975 mW/cm2로 가장 적은 양의 자외선을 방

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자외선 LED는 LED-kit에 부착

된 30개의 365 nm LED에서 36.45 mW/cm2의 자외선을 방

출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자외선램프의 자외선 방사량과 

비교할 때 약 80~140배 정도 낮은 자외선 방사량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외선램프와 자외선 LED 사이의 

형태와 크기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전력 소모량 측정

결과 자외선램프에서 UVB 램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UVC 램프와 UVA 램프는 전력 소모량이 유사하게 나타났

다. 자외선 LED는 365 nm LED가 1.72 Wh로 자외선램프

보다 낮은 전력 소모량으로 나타났다.

3.2. 광촉매의 특성 

본 연구에 사용된 침철석의 광물학적 조성을 관찰하기 위

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한 결과 침철석의 회절패턴과 일

치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29) 침철석의 입자 

크기와 형태 및 화학적 조성을 관찰하기 위해 수행된 SEM/ 
EDS 분석 결과를 Fig. 5에 나타내었다. 침철석의 입자 크기

는 1~2 µm 범위의 입자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

며, 긴 판상 또는 괴상의 형태를 보이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리고 EDS 분석 결과 피크는 철에서 대부분 나타났으며, 
칼륨에서도 작은 피크가 나타났는데, 이는 침철석 합성간에 

사용된 KOH로 인하여 칼륨에 피크가 나타난 것이라 생각

된다. 비표면적 분석기를 통해 합성된 침철석의 비표면적을 

측정한 결과, 28.2 m2/g이었다.

Fig. 4. XRD patterns of goethite synthesized in this study (a) 
and reference goethit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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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최적의 침철석 투여량

UVC 램프 및 침철석을 광촉매로 이용하여 아비산염의 산

화 반응에 가장 효율적인 침철석 투여량을 선정하기 위해 

수행된 실험 결과를 Fig. 6에 도시하였다. 흡착에 의해 제거

된 비소를 제외한 침철석의 투여량별 아비산염의 광산화 

효율을 평가한 결과, 0.05 g/L의 침철석을 투여하였을 때 

91.1%로 가장 많은 양의 아비산염이 산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0.01 g/L의 침철석을 투여하였을 때 

90.0%로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0.05 g/L 이상의 침철

석이 투여될 경우 산화 효율은 급격하게 감소되어 0.3 g/L
의 침철석을 투여한 경우 아비산염의 광산화율은 약 52.4%
로 나타났다. 이는 광촉매 투여량이 0.05 g/L의 농도일 때 

탁도를 크게 증가시키지 않고 광촉매 반응을 하여 광산화 

효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지만, 투여량이 과도하게 많을시 

용액의 탁도를 증가시켜 자외선램프와 자외선 LED의 자외

선 투과율이 감소하기 때문에 광산화 효율이 감소하게 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침철석을 이용한 산화는 자외선 빛 에너지로 인한 분리

된 정공 및 전자로 인하여 생성된 수산기 라디칼, 슈퍼옥사

이드 음이온 라디칼에 의하여 일어난다. 침철석을 통한 아

비산염의 광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정공 및 전자와 수산기 

라디칼 그리고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의 생성반응을 

식 (1)-(3)에 나타냈다. 이렇게 생성된 수산기 라디칼과 슈

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은 용존 아비산염와 반응을 하며 

4가 비소로 산화시키고, 4가 비소 또한 수산기 라디칼 및 

슈퍼옥사이드 음이온 라디칼에 의하여 비산염으로 급격히 

산화되며, 이에 대한 반응식을 식 (4)-(9)에 나타냈다. 이러

한 침철석을 이용한 광산화 반응을 통하여 아비산염은 비

산염으로 산화되게 된다.19)

FeOOH + hv ⟶ hvb
+ + ecb

- (1)

Fe(OH)2
+ + hv ⟶ Fe2+ + OH･ (2)

O2 + ecb
- ⟶ O2

-･ (3)

Fig. 6. Oxidative removal efficiency of arsenite (As3+) according 
to dose of goethite (light source: UVC-Lamp).

As(III)(OH)3 + hvb
+ ⟶ As(IV)(OH)4 (4)

As(III)(OH)3 + OO･ ⟶ As(IV)(OH)4 (5)

As(III)(OH)3 + O2
-･ + H2O + H+ 

 ⟶ As(IV)(OH)4 + H2O2 (6)

As(IV)(OH)4 + hvb
+ ⟶ H2As(V)O4

- + 2H+ (7)

As(IV)(OH)4 + OH･ ⟶ H2As(V)O4
- + H3O+ (8)

As(IV)(OH)4 + Fe(III) ⟶ H2As(V)O4
- + Fe2+ + 2H+ (9)

침철석에 대한 비소의 흡착률은 0.01 g/L의 침철석을 투

여하였을 때 6.6%의 비소가 흡착되었으며, 0.05 g/L, 0.1 g/L, 
0.2 g/L, 0.3 g/L의 침철석을 투여하였을 때, 8.6%, 21%, 
32.5%, 47.4%의 흡착률을 나타냈다. 이는 침철석의 투여량

이 증가함에 따라 비소의 흡착량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침철석을 투여하지 않고 광산화 반응을 진행한 결과 

아비산염이 약 2.6% 제거된 반면, 침철석 투여 시 아비산

염의 산화율이 월등히 상승하였다. 이로보아 침철석이 아

비산염의 광산화에 대한 광촉매로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4. 광원의 파장에 따른 광산화 효율

본 실험은 광원의 파장에 따른 아비산염의 광산화 효율

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으며, 실험간 광촉매는 앞

선 최적의 투여량 선정 결과 효율이 가장 좋은 0.05 g/L의 

침철석을 투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결과는 광촉매

와 각 광원에 의한 산화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비소의 농

도를 아비산염과 비산염의 농도별로 Fig. 7에 도시하였다. 
그리고 각 광원별 아비산염의 제거 효율을 Fig. 8에 나타냈

다. 실험결과 광원에 따른 아비산염의 광산화는 UVC 램프

에서 가장 빠르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365 
nm LED를 사용하였을 때, 가장 산화가 느리게 일어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자외선램프의 경우 UVC > UVA > UVB 순
으로 광산화 효율이 높게 나타났으며, UVC 램프의 경우 

약 12시간 만에 모든 아비산염을 산화시키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또한, 세 파장의 자외선램프 모두 72시간 후 총 아

비산염을 98% 이상 산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외선 LED
의 경우 자외선램프에 비하여 비교적 느리게 산화가 되었

으며, 72시간 후 약 31.9%의 아비산염을 산화시키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이는 자외선램프와 자외선 LED의 자외선 

방사량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자외선램프가 아비산염을 광

산화 시키는데 있어 효율적으로 나타났다고 생각된다. 
실험간 광산화 과정을 통해 산화된 아비산염의 양을 기반

으로 하여 자외선 방사량 및 전력 소모량 당 아비산염의 제

거량을 산출하여 각 광원의 파장별 광산화 비교 평가 결과

를 Table 2에 나타냈다. 각 광원의 성능을 비교하면, 자외선 

LED가 자외선램프보다 자외선 방사량 당 아비산염 제거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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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Variation in concentrations of arsenite and arsenate 

during the photocatalytic oxdation process using goethite 
and different light sources (a) arsenite (As3+) and (b) 
arsenate (As5+).

Fig. 8. Comparison of performance of photocatalytic oxidation 

for arsenite (As3+) according to different light sources.

과 전력 소모량 당 아비산염 제거량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 자외선 LED의 방사량 당 아비산염 제거량은 자외선

램프보다 약 26~46배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자외선 LED
의 빛은 집중 조명되는 반면, 자외선램프의 경우 빛이 확산

되어 방사량당 아비산염의 제거 효율이 낮은 것이라 판단

된다. 이러한 자외선 LED의 이점을 토대로 같은 농도인 5 

Table 2. Comparison of arsenic removal between different types 
of light source

Light source
Wave-
length
(nm)

Photo-
catalyst

Arsenic 
removal per 

UV irradiation
(mg/(mW/cm2))

Arsenic removal 
per electric power 

consumption
(mg/Wh)

UV
lamp

UVC 180~280

Goethite

0.0014 0.4568

UVB 280~320 0.0008 0.3607

UVA 320~420 0.0012 0.4527

UV
LED

Lamp-
type

365 0.0369 0.7825

mg/L의 비소를 제거하는데 있어 자외선 LED의 개수를 현

재 부착된 30개의 3배인 90개로 늘리고 또한 Kit의 면적을 

넓혀 한 개의 LED에서 방출되는 자외선의 면적을 넓힐 경

우 자외선램프와 동일한 공정시간 동안 같은 아비산염의 제

거효율을 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외선 LED
의 개수를 90개로 늘려도 전력소비량은 자외선램프의 약 

절반정도로 작기 때문에 경제적으로도 자외선 LED가 효율

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이를 통해 자외선램프보다 자외선 

LED를 이용하였을 때 전체적인 공정 동안 아비산염의 제

거효율이 증진될 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효과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실제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에 있어 자외선 LED가 자외선램프보다 상대적으로 더 

적합하다고 판단된다.

3.5. 초기 비소농도에 따른 광산화 효율 

본 실험은 초기 비소농도가 광촉매 산화반응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평가하기 위하여 0.5, 5, 50 mg/L의 초기 아

비산염 농도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실험결과는 Fig. 9에 각 

초기농도별 광원에 따른 아비산염과 비산염의 농도 변화를 

도시하였다. 각 초기 농도별 흡착에 의해 제거된 비소는 0.5 
mg/L의 초기농도에서 약 67%로 높게 나타났으며, 5 mg/L
는 8.5%, 50 mg/L일 때 약 13.8%으로 나타났다. 

흡착된 비소를 제외한 아비산염의 산화는 초기 비소농도

가 0.5 mg/L일 때, 자외선램프와 자외선 LED 모두 아비산

염이 100% 산화되었다. 자외선램프의 경우 UVC > UVA >
UVB 순으로 빠르게 산화되었으며, 세 파장의 램프 모두 6
시간 이내에 모든 아비산염이 산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365 nm LED의 경우 램프보다 늦은 광산화 공정 36시간 후

에 모든 아비산염이 산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보아 

낮은 농도의 아비산염으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있

어 자외선램프 및 자외선 LED 모두 광산화 공정에 효율적

일 것으로 사료된다. 5 mg/L의 초기농도에서는 자외선램프

의 경우 UVC > UVA > UVB 램프 순으로 빠르게 산화되었

으며, 세 파장의 램프 모두 약 98% 이상의 아비산염을 제

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365 nm LED의 경우 약 31.9%의 

아비산염 제거율을 보였다. 50 mg/L의 초기농도에서 자외

선램프의 경우 UVC > UVA > UVB 램프 순으로 빠르게 산

화되었으나, UVC 램프만이 약 98.2%의 아비산염 제거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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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Variation in concentrations of arsenite (As3+) and arsenate (As5+) during the photocatalytic oxidation process using goethite 
and different light sources according to different initial concentration of arsenite. Initial arsenite concentration of 0.5 mg/L 
for (a) and (b), 5 mg/L for (c) and (d), and 50 mg/L for (e) and (f).

율을 보였다. 그러나 모든 자외선램프에서 50% 이상의 아

비산염 제거효율을 보였다. 365 nm LED의 경우 약 11.2%
의 아비산염 제거율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낮은 아

비산염의 농도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하는데 있어 자외선

램프와 자외선 LED 모두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되며, 5 mg/L 
이상의 아비산염 초기 농도의 광산화 공정에서는 자외선 

LED보다 자외선램프를 이용하였을 때, 광산화 공정의 효

율이 증가된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지하수 내 비소농도는 

국내의 경우 평균 10 ppb 이하이며, 높은 경우 약 200 ppb
까지 검출되고 국외의 경우 높은 농도의 비소를 함유하고 

있는 멕시코, 중국, 방글라데시 등의 지역에서 약 10% 정도 

관정이 50 ppb를 초과한 농도로 나타나며, 적게는 10 ppb에
서 일부 극히 드문 지역에서는 5 ppm의 농도까지 분포한

다. 이러한 비소 농도를 고려할 때 3.4절에서 제시한 결과

에 따라 5 ppm 이하의 비소농도에서 광산화 공정은 자외

선램프보다 자외선 LED를 이용하였을 때, 높은 광산화 효

율과 경제성 측면에서도 효율적으로 비소의 제거가 가능하

다고 사료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침철석 광촉매와 자외선램프 및 자외선 LED 
광원의 파장을 이용한 광산화 반응을 통하여 수용상 아비

산염을 비산염으로 산화시켜 독성을 저감시키기 위해 수행

되었다. 광촉매로 사용하기 위해 합성한 침철석과 자외선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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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 및 자외선 LED 광원의 형태 및 파장에 따라 광촉매 산

화 반응 특성을 고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침철석과 자외

선램프 및 자외선 LED 광원의 특성을 조사하였으며, 그 결

과를 광촉매 산화 반응의 효율을 해석하는데 이용하였다. 
광원의 특성 분석은 파장, 자외선 방사량, 전력소비량을 수

행하였으며, 긴 파장대의 광원에서 자외선 방사량과 전력소

비량 모두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험간 광촉매로 사

용하기 위해 합성한 침철석은 다른 불순 광물이 거의 없는 

순수한 침철석의 XRD 패턴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은 기초실험인 아비산염의 광산화 반응에 있어 최적의 

광촉매 투여량을 선정하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0.05 
g/L의 침철석을 투여하였을 때, 광촉매 산화 효율이 가장 높

게 나타났다. 또한, 0.05 g/L 이상의 침철석을 투여한 경우 

아비산염의 광산화 효율이 감소하는데, 이는 용액을 혼탁하

게 만들어 자외선의 투과량을 감소시켜 광산화 효율을 감

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기초 실험에서 선정된 최적의 광

촉매 투여량을 이용하여 자외선램프 및 자외선 LED를 이용

한 광원의 파장별 광산화 효율평가를 수행하였다. 광원의 

파장별 광산화 효율평가 결과 UVC-Lamp > UVB-Lamp > 
UVA-Lamp > 365 nm LED 순으로 아비산염의 제거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각 광원의 파장별 자외선 방사량 

및 전력 소모량 당 아비산염의 제거효율은 365 nm LED > 
UVC-Lamp > UVA-Lamp > UVB-Lamp 순으로 높게 나타났

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실제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를 정화

하는데 있어 자외선 LED가 자외선램프보다 효율적인 광원

으로 평가되었다. 초기 비소농도에 따른 광촉매 산화 효율

평가 결과 0.5 mg/L의 초기농도에서 자외선램프 및 자외선 

LED 모두 아비산염 제거 효율이 100%로 같았으며, 5 mg/L, 
50 mg/L의 초기농도에서 각 광원의 파장별 광산화 효율은 

UVC > UVA > UVB > 365 nm LED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비소로 오염된 지하수 내 비소의 농도는 국내의 경우 10 
ppb에서 200 ppb, 국외의 경우 10 ppb에서 5 ppm의 농도로 

분포한다. 이에 따라 5 ppm 이하의 농도에서 공정 성능이 높

은 자외선 LED를 이용한 광산화 공정이 자외선램프를 이

용한 공정보다 효율적인 측면이나 경제적인 측면에서 아비

산염의 제거에 적합한 광원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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