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양비료학회지 43권 3호
Korean J. Soil Sci. Fert. Vol. 43, No. 3, 304-314 (2010)

산성광산배수 (AMD) 처리 부산물 ochre의 특성과 활용

정중환·김호진1·김영남1·남광수2·김계훈1*

한국농촌공사 농어촌연구원, 1서울시립대학교 환경원예학과, 2한국광해관리공단

Characteristics of By-product Ochre from Acid Mine Drainage (AMD) 
Treatment and Its Potential Use

Jung-Hwan Jeong, Ho-Jin Kim1, Young-Nam Kim1, Kwang-Soo Nam2, and Kye-Hoon Kim1*

Rural Research Institute, Korea Rural Community Cooperation, Ansan 426-908, Korea
1Department of Environment Horticulture, The University of Seoul, Seoul 130-743, Korea 

2Mine Reclamation Corporation, Seoul 110-727, Korea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find out potential use of ochre as an agent to reduce phosphorus content in water. 
Ochre is a by-product from treatment of acid mine drainage (AMD) which is composed mostly of Fe2O3, Fe2O3․ H2O, FeO ․ OH and Fe(OH)3. Three ochre samples (ochre-H, ochre-D and ochre-S) were collected from 
three treatment facilities in Gangwon provinc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ree ochre samples 
including pH, electrical conductivity, total phosphorus, available phosphorus, particle size distribution were 
analyze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EDS), X-ray diffraction 
(XRD) and X-ray fluorescence (XRF) analysis were also carried out. In addition, experiments for phosphorus 
removal from water was performed. Calcium content of ochre-H was higher than that of ochre-D and ochre-S, 
whereas iron content of ochre-H was lower than that of ochre-D and ochre-S. All the phosphorus in water up 
to maximum 191,411 mg kg-1 per unit mass of ochre was removed with ochre-H. Ochre has immense potential 
as an agent to reduce phosphorus content in water. 

Key words: Acid mine drainage (AMD), Ochre, Phosphorus removal

접수 : 2010. 6. 3  수리 : 2010. 6. 14
*연락저자 : Phone: +82222102605

E-mail: johnkim@uos.ac.kr 

       

서     언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 이전 폐광된 광산지역에 산

재한 광미, 갱내수, 폐석 등으로 인한 주변 농경지 및 

하천 오염 문제가 지속되어 왔다. 2005년 산업자원부 

(현 지식경제부)에서 실시한 ‘폐금속 광산 현황 조사’ 결
과에서는 전국에 936개의 휴 ․폐광산이 산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국내 폐탄광을 대상으로 산성광산배수 

(acid mine drainage, AMD)가 유출되는 석탄광을 조

사한 결과, 40여개로 파악되었으며, 배출수의 양은 하

루에 약 14만 톤에 달한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산성

광산배수는 하천을 산성화시키고, 적갈색 침전물을 생성

하여 자연경관을 해치는 등 시각적으로 혐오감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산림을 훼손시키고 지반을 침하시키는 

등 주변 수질 및 토양 환경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Kim et al., 2007). 

일반적으로 산성광산배수 처리 기술은 크게 수동적 

처리법 (passive treatment)인 자연정화기술과 적극적 

처리법 (active treatment)인 물리 ․화학적 정화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ochre’는 위와 같은 처리과정 중 광산배

수 내의 철 및 알루미늄 등의 이온을 흡착하는 공정 중

에 생성되는 슬러지 형태의 부산물로 정화 처리과정에서 

인위적으로 발생되는 경우와 폐광산 등에서 배출되는 산

성광산배수의 영향으로 주변 환경이 오염되는 과정에서 자

연적으로 생성되는 경우가 있다 (Dobbie et al., 2005). 

Ochre의 주성분은 Fe2O3, Fe2O3 ․ H2O, FeO ․ OH, 

Fe(OH)3 등의 물질로서 ochre는 이들이 혼합되어 형성

된 수화철 산화물 형태이다 (Heal et al., 2004). 

Ochre의 명칭은 산성광산배수 내에 함유된 철 2가 이온 

(Fe2+)이 정화 처리과정 중에 산화된 철 3가 이온 (Fe3+)

이온 형태로 변화하여 노란색, 자주색, 붉은색 계통의 색

을 갖는 침전물을 총칭하는 구어체 표현으로 (Doi et 

al., 2005; Marshall et al., 2005), 이들의 독특한 색

을 나타내게 하는 주된 요인은 침철석 (goethite), 적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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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esent condition of the site for ochre sampling. 

Mine Location Open Close Mine drainage treatment 
Hamtae Taebaek-si, Gangwon-do  1978. 4. 12 1993. 12. 20 Active treatment (Neutralizer)
Donghae Taebaek-si, Gangwon-do  1956. 2. 8 1990. 8. 16 Passive treatment (SAPS)†

Samma (Taejeong) Samcheok-si, Gangwon-do 1988. 1. 29 1992. 12. 12 Passive treatment (Aerobic wetland)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

석 (hematite) 등 함철광물의 종류 및 함량, 점토광물 

및 다른 금속 산화물의 존재여부, 입경 분포 등이라 하였

다 (Mortimore et al., 2004). 따라서 ochre의 서로 다

른 색은 조성의 차이를 의미하며, 이는 특성의 차이를 나

타낸다고 볼 수 있다. Ochre의 색이 노란색 계통일 경우

에는 침철석이 주성분이며, 적철석이 주된 철 산화물일 

경우에는 붉은 색 계통을 나타낸다. 따라서 이러한 색은 

Fe3+이온이 O2- 또는 OH- 등과의 결합양상에 따라 차이

가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Elias et al., 2006). 결과적

으로 ochre의 특성은 생성되는 지역의 환경, 정화처리

방법의 차이, 산성광산배수 내에 존재하는 중금속 종류, 

pH, 전기화학적 특성, 통기조건 등의 영향을 크게 받는

다 (Mendonca and Ehrlich, 2006).

산성광산배수의 정화 처리과정에서 생성되는 부산물 

ochre는 독특한 색을 이용하여 주로 벽돌, 페인트 등의 

도료로 사용되어 왔다. 근래에 들어서는 ochre를 활용

하는 실용적인 연구가 영국을 비롯한 일부 유럽 국가에

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특히 영국에는 운영 중인 

광산 및 폐광산의 수가 매우 많아, 그에 따른 다양한 

정화처리 시설들이 존재하고, 이러한 시설에서 ochre가 

연중 대량으로 생성되고 있다. 따라서 슬러지의 일종인 

ochre를 매립 등의 방법으로 폐기 처리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다양한 실용적인 활용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이에 

반해 국내에서의 산성광산배수 정화 처리시설에서 생성

되는 부산물 ochre에 대한 특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적극적 처리법인 산성광산배수의 

물리· 화학적 정화 처리시설에서 생성되는 ochre의 특

성 및 환경 분야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Ochre의 특성분석   강원도 일대 함태탄광, 동해탄광 

및 삼마 (태정)탄광 산성광산배수 정화 처리 시설에서 

부산물 ochre를 채취하였다 (Table 1). Kim et al. 

(2007)에 따르면 함태탄광의  갱내수 처리시설은 소석회 

[Ca(OH)2]를 이용하여 광산 배수를 중화시키는 적극적 

처리법 (active treatment)인 물리 ․화학적 정화시설이

며, 동해탄광의 갱내수 처리시설은 연속적 알칼리화 처

리법시설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 

SAPS)과 소택지가 복합적으로 연계된 수동적 처리법 

(passive treatment)인 자연 정화 시설 형태이다. 또한 

삼마탄광의 광산배수 처리시설은 수동적 처리법을 이용

한 형태로서 호기성 연못을 조성하여 광산배수를 자연 

정화시키는 시설이다. 

세 곳의 정화 처리시설에서 생성되는 부산물 형태의 

ochre 시료를 각각 채취하여, 바람이 잘 통하는 그늘에

서 건조시키고 분쇄하여 2 mm체를 통과한 시료를 분석

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세 종류의 ochre 시료를 구분하

기 위하여 함태, 동해, 삼마 탄광의 정화 처리시설에서 

채취한 시료를 순서대로 ochre-H, ochre-D, ochre-S

로 표기하였다. 적극적 처리방법의 정화시설에서 생성된 

부산물 ochre-H 활용을 위하여 수동적 처리 방법의 정

화시설에서 생성된 부산물인 다른 두 종류의 ochre와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수소이온농도 (pH), 전

기전도도 (EC), 유기물함량 (O.M.), 유효인산 (avail.-P), 

총인 (T-P), 양이온 교환용량 (CEC), 교환성 양이온 및 

금속이온, 입경분포 등의 항목을 분석하였다. 또한 전계 방

출주사전자현미경 (SEM, ZEISS SUPRATM 55VP)에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를 연결하여 3000

배 배율의 시각적 관찰 및 시료 표면의 원소에 대한 정

량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와 더불어 X-선 회절분석기 

(Rigacu D/MAX 2000, Japan)를 사용하여 ochre 분말

시료에 대하여 광물 조성을 분석하였고, 시료를 Lithium 

borate와 1:5 비율로 혼합하여 1000℃에서 용융한 후, X-

선 형광분석기 (Philips PW2400, Netherlands)를 이용하

여 광물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였다. 

Ochre의 인 제거능력 평가실험   Ochre-H의 인 

흡착 능력을 확인하기 위해서 진탕 시간의 차이와 인 

표준용액 농도의 차이에 따른 batch 실험을 각각 진행

하였다. 농도를 계산하여 제 1 인산 칼륨 (KH2PO4)을 

증류수에 녹여 실험에서 사용할 농도별 인 표준용액을 

조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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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탕시간 변화에 따른 ochre의 인산 흡착실험은 1 

mm 체를 통과시킨 풍건 시료 3 g을 50 mL 원심분리

관에 넣고, KH2PO4 용액 (3,000 mg L-1) 30 mL를 

가한 현탁액을 진탕 (25℃, 110 rpm) 시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36, 48, 60, 72시간)을 달리

하여 3반복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진탕이 끝난 시료

는 원심분리 (30 min, 25℃, 3,000 rpm)한 후 상징액

의 인산농도를 측정하여 평형농도를 구함으로써 진탕시

간의 차이에 따른 ochre의 인산 흡착량 변화를 관찰하

였다. 인 표준용액 농도의 변화에 따른 ochre 인산 흡

착실험은 0부터 30,000 mg L-1 까지 다양한 농도 범

위 (0, 50, 100, 150, 200, 250, 300, 350, 400, 

450, 500, 550, 600, 650, 700, 750, 800, 850, 

900, 950, 1000, 2000, 3000, 4000, 5000, 6000, 

7000, 8000, 9000, 10000, 11000, 12000, 13000, 

14000, 15000, 16000, 17000, 18000, 19000, 

20000, 22000, 24000, 26000, 28000, 30000 mg 

L-1)의 KH2PO4 용액을 조제하여 풍건시료 3 g에 30 

mL씩 가하였다. 농도별 시료는 3반복으로 준비하여, 

24시간 진탕 (25℃, 110 rpm), 원심분리 (30 min, 25℃, 

3,000 rpm)한 후, 상징액의 인산농도를 측정하여 평형

농도 및 각 농도별 흡착량을 구하였다. 두 batch 실험

에서 진탕 중 온도는 흡착등온식에 적용하기 위해서 2

5℃로 유지하였고, 원심분리 후 상징액이 탁할 경우에 

Whatman No. 42 여과지로 여과하였다 (Harter and 

Baker, 1977; Ryu, 1975; Ryu and Jo, 1977).

Ochre의 인 흡착등온식

흡착은 일반적으로 용해된 물질이 적당한 경계면 위에 

모이게 하는 것으로서 흡착제를 사용하여 용액내의 어떤 

기질 (substrate)을 제거하는 것을 말한다. 본 실험에서

는 인 표준용액의 변화 (0-30,000 mg L-1)에 따른 부

산물 ochre-H의 인산 흡착 실험 결과를 Langmuir와 

Freundlch 두 가지 흡착등온식 (식(1), 식(2))에 적용하

여 ochre의 인산 제거 특성을 예측하였다.

Langmuir equation: 







        식 (1)

Ce: 용액 중의 흡착평형 농도 (mg L-1), A: 흡착제

의 단위질량당 흡착된 용질의 질량 (mg kg-1), a: 흡착 

평형상수, b: 최대흡착량 (mg kg-1)  

Freundlch equation:   

 식 (2) 

Ce: 용액 중의 흡착평형 농도 (mg L-1), A: 흡착

제의 단위질량당 흡착된 용질의 질량 (mg kg-1), K: 

흡착되는 물질이 용액상과 고체상에 분배되는 경향을 

나타내는 분배 계수 (L kg-1), n: 이온이 흡착되는 토

양 표면의 heterogeneity 정도를 나타내는 상수

Ochre의 인 출현곡선 (Breakthrough curve, BTC) 작
성을 위한 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한 침출 (leaching) 
실험   출현곡선은 토양컬럼의 입구에 수용액을 주입하

고 혼성치환시켜 출구의 유출액 농도변화를 유출액량에 

대하여 그린 곡선이다. 일반적으로 상대농도와 공극유출

량 (pore volume, PV)과의 관계를 나타내고, 상대농도

는 주입하는 용액의 농도에 대한 유출되는 용액 농도의 

비로 표현된다. 공극유출량은 컬럼에 충전되어 있는 시

료에 함유된 공극용적에 대한 유출용적의 비로 나타낸

다. 출현곡선을 통해 용질의 흡착 정도를 정량적으로 파

악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부피 392.5 cm3의 아크릴 

column (직경 5 cm, 높이 20 cm)에 2 mm 체를 통과

시킨 ochre를 충전한 후 mariotte bottle을 이용하여 

공극의 안정화를 위해 column 하단부부터 서서히 증류

수로 포화시켰다. 이때 용적밀도는 0.74 g cm-3이었고, 

pore volume은 약 200 cm-3이었다. ochre를 완전히 

포화시키고 하루 동안 배수를 한 후 Fig. 1과 같이 

continuous flow 법 (Sparks et al., 1996)에 따라 

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column의 위에서부터 인 

표준용액 (3,000 mg L-1)을 일정한 속도 (2 mL min-1)

로 주입하였다. Column의 하단부에서 용액이 떨어지는 

순간부터 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하여 여액을 수집하

였다. 이때 fraction 여액 용량은 20 mL이었고, 여액

의 인산 농도는 UV-Spectrophotometer (UV-160A, 

Shimadzu, Japan)를 이용하여 흡광도로 측정하였다.

fraction 
collector

column

peristaltic
pump

reservoir

fraction 
collector

column

peristaltic
pump

reservoir

Fig. 1. Schematic diagram of leaching experiment by con-
tinuous flow method.

부영양화 호수 정화를 위한 pilot 실험   Ochre를 

부영양화 현상이 발생하는 상태 또는 발생 가능성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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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수질 내의 인 제거에 사용할 목적으로 길이 100 cm, 

폭 10 cm, 높이 10 cm 규격의 pilot 실험기기를 다섯 

세트 제작하여 각각 ochre 5 kg을 충전하였다. Ochre

의 양은 용적밀도와 pilot 실험기기의 규격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 

Pilot에 주입할 물시료는 서울 및 경기도 일대의 호

수 중에서 인 농도가 원인이 되어 부영양화 현상이 발

생할 가능성 있는 다섯 곳 (서울시립대학교 내 하늘못, 

건국대학교 내 일감호, 양주시에 위치한 골프장 내 호

수, 대규모 간척사업으로 만들어진 시화호와 화옹호)에

서 채취하였다. 시료채취는 호소 수질을 대표할 수 있는 

위치에서 시료채취 용기를 사용하여 pilot 실험에 사용

하기 위한 충분한 양 (20 L이상)을 채취하였으며 pH, 

총 인 및 철 성분 등의 분석을 수행하였다. 

각각의 Pilot 한 쪽 끝에 다섯 개 지역에서 채수한 

수질 시료 10 L를 일정한 속도로 주입하고, 반대편 끝

의 배출구에서 유출되는 용액을 채수통에 수집하였다. 

수집한 각각의 유출액은 실험 전의 수질 시료와 비교하

기 위하여 같은 항목 (총 인, 철 함량)을 동일한 방법으

로 분석하였다. pilot 실험 전·후의 총 인을 비교하여 

ochre의 인 제거 능력을 확인하였고, 철 함량을 분석함

으로써 ochre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철이 녹아서 수질

로 용출되는 정도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Ochre의 특성   적극적 처리법 (active treatment)

을 이용하는 산성광산배수 정화처리시설에서 생성된 

ochre-H와 수동적 처리법 (passive treatment)으로 

처리되는 시설에서 생성되는 ochre-D와 ochre-S의 이

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Ochre-H는 pH가 

8.45인 반면, 나머지 두 ochre 시료는 2.34, 2.71로 

매우 낮은 pH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ochre-H가 생성

되는 처리시설은 소석회 (Ca(OH)2)를 이용하여 산성광

산배수를 중화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하기 때문이다. 즉, 

ochre-H는 소석회가 광산 배수에 함유된 철 이온을 흡

착하고 있는 구조이며, 주성분이 소석회이므로 높은 pH

를 나타내고 칼슘이온의 함량도 매우 높았다. 또한 수동

적 처리법의 경우에는 광산 배수 내 오염원으로 존재하

는 철 이온을 흡착하는 것이 토양 및 sediment 등이지

만, 적극적 처리법인 물리 화학적 정화처리 시설에서는 

정화제로 사용하는 것은 잘 정제된 소석회이므로 주성

분인 칼슘 이온과 정화과정 중에 흡착되는 철 이온을 

제외한 중금속 및 다른 이온들은 거의 검출되지 않거나, 

미량 검출되었다. 따라서 ochre-H는 다른 두 종류의 

ochre와 비교하였을 때, 특정 목적에 의해 활용하여도 

환경적인 측면에서 문제 발생 염려가 다소 낮을 것이라

고 예상되며, 정화 처리 시설 공정이 수동적 처리법에 

비해 체계적이므로 쉽게 부산물 ochre를 슬러지 형태로 

대량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 활용도가 높을 것으

로 판단된다. 다만, ochre의 특성을 결정짓는 철 이온 

함량이 ochre-H에서 상대적으로 낮았다. 수동적 처리

법의 경우에는 일정 장소에 포화되어 더 이상 처리가 

불가능할 때까지 지속적으로 슬러지를 매립하는 반면에, 

물리 화학적 정화처리 시설의 경우에는 소석회의 중화

능이 일정 수준 이하로 낮아지면, 더 이상 활용하지 않

는 공정 과정에서의 차이점이 철 흡착량에 기인한 것으

로 보인다.

Table 2. Chemical properties of the ochres used in the 
study. 

Property Unit　 Ochre-H Ochre-D Ochre-S
pH (1:5) - 8. 5     2.3     2.7 
EC (1:5) dS m-1 0. 37     2.38     1.48 
O.M % 0. 27     1.27     2.02 
Avail.-P mg kg-1 N. D.†     0.51     0.38 
T-P mg kg-1 N. D.    85.3   121.0 
CEC cmol kg-1 15. 9    22.3    12.3 
Ca cmol kg-1 28. 8     3.1     6.2 
Mg cmol kg-1 7. 32     0.32     2.72 
K cmol kg-1 0. 61     0.25     0.17 
Na cmol kg-1 1. 04     0.58     0.46 
Cu mg kg-1 0. 37     0.41     0.45 
Zn mg kg-1 0. 14     1.85     1.18 
Cd mg kg-1 0. 15     0.30     0.37 
Pb mg kg-1 0. 51     0.91     1.11 
Fe mg kg-1 1. 1  6,325.8  3,277.0 

†Not detected.

세 종류 ochre 시료의 입경분포를 0.05∼2 mm, 

0.002∼0.05 mm, 0.002 mm이하 세 부류로 나누어 

확인하였다 (Fig. 2). Ochre-H와 ochre-S는 0.05∼2 

mm 직경의 큰 입자가 71.2, 75.3%로 70% 이상이었

고, 직경 0.002 mm 이하의 미세 입자도 3.5, 2.9%로 

소량 존재하였다. 반면에 ochre-D의 경우에는 50% 이

상의 입자 직경이 0.002∼0.05 mm에 속하여 큰 입자

는 상대적으로 적었고, 미세입자는 거의 없었다.

Figure 3은 전계 방출 주사 전자현미경 (SEM)을 이

용하여 3,000배 배율에서 세 종류의 ochre와 3,000 

mg L-1 농도의 인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인을 포화시킨 

ochre-H를 관찰한 결과이다. 현미경 사진 상에서 



정중환· 김호진· 김영남· 남광수· 김계훈308

Ochre-H Ochre-D Ochre-S

%

0

20

40

60

80

100
2~0.05mm
0.05~0.002mm
<0.002mm

Fig. 2.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air-dried ochre (ochre 
-H, ochre-D, ochre-S).

(a) (b)

(c) (d)

Fig. 3. Fractography (×3,000) of ochre pellet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a) ochre H, (b) ochre D, (c) 
ochre S, (d) ochre H after reaction with 3,000 mgP L-1 solution (P-saturated ochre)).

ochre-H가 나머지 두 종류의 ochre보다 입자크기가 

작고, 입자표면이 거칠고 각진 형태임을 확인하였다 

(a). 반면에 ochre-D, ochre-S는 입자표면이 비교적 

둥근 형태로 시각적으로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 ((b), 

(c)). 인을 포화시킨 ochre의 경우에는 (a)와 비교하였

을 때, 같은 시료이지만 미세 입자들이 많은 것으로 확

인되었는데, 이는 ochre를 KH2PO4 용액으로 포화시키

는 과정에서 인산이온 (PO4
3-)은 ochre 표면의 철 이온

에 흡착되고 수분 (H2O)이 건조과정에서 증발한 후 남

은 칼륨 이온 결정들이 현미경 사진 상에서 관찰된 것

으로 판단된다. 

전계 방출 주사 전자현미경 (SEM)에 연결되어 있는 

EDS 장비를 이용하여 각 시료 표면의 이온을 정량 분

석하였다. 앞에서 관찰한 현미경 사진 (Fig. 3)상에서 

각 시료 당 네 지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정량 분석한 결

과, ochre-H는 이화학적 특성 분석 결과에서와 유사하

게 칼슘 이온이 다량 존재하였고, 철 이온 함량도 비교

적 높게 나타났다. Ochre-D와 ochre-S는 철 이온 함

량이 매우 높으며, 철 이온이 주로 3가 형태로 FeO ․
OH 또는 Fe(OH)3과 같이 수화철 산화물 형태로 존재

하여 O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고, ochre-H와 비교

하였을 때, 소석회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칼슘이온

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3,000 mg L-1인 표준용액으

로 인을 포화시킨 ochre-H의 EDS 정량분석 결과에서

는 인이 높게 검출된 점을 제외하면, ochre-H와 거의 

유사한 결과를 나타냈다. 또한 모든 EDS 정량분석 결

과에서 백금 (Pt) 이온 peak가 나타났는데, 이는 전처

리 과정 중 백금 코팅으로 인한 것이다. 

Table 3은 광물 조성 분석을 위한 세 종류 ochre 분

말 시료의 3∼50° 2θ 구간에서 X-ray 회절 (XRD) 분

석결과를 동정한 후, Siroquant V3.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각 시료 내 모든 광물들의 함량의 합을 100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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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ogical composition of the ochres analyzed by X-ray diffraction (XRD).

Phase Chemical component 
Ochre-H Ochre-D Ochre-S

Weight %
Quartz SiO2  0.3 5.5 19.8
Orthoclase KAlSi3O8  0 6.5 16.5
Albite (low) NaAlSi3O8  0.1 1.5  3.5
Anorthite CaAl2Si2O8  0 1.8  4.2
Andesine NaAlSi3O8,CaAl2Si2O8  2 0  1.5
Augite (Ca,Na)(Mg,Fe,Al)(Si,Al)2O6  0 6  0
Hornblende Ca2Na(Mg,Fe)4(Al,Fe,Ti)3Si6O22(OH,F)2  1.2 3.6  0.9
Aragonite CaCO3  0.6 3.9  1.4
Calcite CaCO3 84.1 0.4  0
Dolomite CaMg(CO3)2  0 0  0
Siderite (hex) FeCO3  0.1 1.8  0.8
Magnesite MgCO3  0 4.4  2
Gypsum CaSO4 · 2H2O  0.8 4.3  4
Gibbsite Al(OH)3  0 4.4  1.5
Goethite FeO(OH)  0.4 18  8.9
Hematite Fe2O3  0.2 3.3  1.4
Lepidocrocite γ-FeO(OH)  0.4 1.5  0
Talc (triclinic) Mg3(OH)2Si4O10  0.3 8.2  2.4
Illite (K,H3O)Al2(Si,Al)4O10(H2O,OH)2  4.4 6.5 20.2
Kaolin Al2O3 · 2SiO2 · 2H2O,Al2O3 · SiO2 · 4H2O  0 0.7  4.5
Halloysite, meta- Al4Si4O10(OH)8 · 4H2O  0.5 4.6  1.8
Chlorite (Mg,Fe,Al)12(Si,Al)8O20(OH)16  1.4 6.3  2.9
Vermiculite (MgFe,Al)3(Al,Si)4O10(OH)2 · 4H2O  0 0  0
Montmorillonite (AI,Mg)2Si4O10(OH)2 · 4H2O  0.1 0.1  0.1
Mixed layer illite −  0.1 6.6  1.3
Smectite-chlorite, regul. −  0.1 0.1  0.1
Pyroxene, clino XY(Si,Al)2O6  2.9 0  0.3

Total 　 100 100 100

한 상대적인 함량비를 계산하여 나타낸 것이다. 본 실험

에서 시료로 한 ochre와 같은 침철석 등이 함유된 함철

광물의 경우, 분석과정 중에 구리 (Cu) 타겟을 사용하면 

질량 흡수효과 (mass absorption effect)로 회절강도가 

감소하여 광물 조성 감정이 어렵기 때문에 XRD 분석시 

주의하여야 한다. 또한 Choo et al. (2007)에 따르면 

함철광물에 대한 XRD 분석시, 구리 대신 코발트 (Co) 

타겟을 사용하면 질량 흡수효과가 적게 나타나 회절강

도가 더 높아진다고 하였다. Ochre-H는 84% 이상이 

칼슘함량이 높은 광물인 방해석 (calcite)으로 조성되어 

있으며, 철을 함유한 광물인 침철석, 적철석, 인섬석 

(lepidocrocite), 능철석 (siderite), 녹니석 (chlorite) 

등은 존재하지만 함량이 낮았다. Ochre-D는 Dobbie et 

al. (2005)의 연구에서 ochre의 주성분으로 나타난 침

철석의 함량이 18%이었고 그 밖의 함철광물들의 조성 

비율이 1.5∼6.3%이었다. Ochre-S의 경우에는 침철석 

함량이 8.9%이며, 그 외 철을 함유한 광물들의 조성 비

율은 0.8∼2.9%이었다. 또한, ochre-H를 제외한 나머

지 ochre 시료의 광물 조성에서는 토양을 구성하는 1차 

광물인 석영, 장석계열 등의 비율이 높았다.  

광물 내 화학성분 전함량을 X-선 형광분석기를 이용

하여 분석한 각 원소별 농도를 Table 4에 나타냈다. 표

에서 강열감량 (Loss on ignition)은 시료를 1,000℃로 

가열하여 일정한 질량이 될 때까지의 감량을 의미하며, 

물·이산화탄소·이산화황·암모늄염·할로겐화알칼리 

등의 합계량을 나타내고 토양분석에서는 조성의 일부로 

취급한다. Ochre-H는 칼슘 전함량이 38.3%로 가장 함

량이 높고, 철 전함량이 13.2%이었다. Ochre-D와 S는 

철 전함량이 시료 전체 중에 각각 59.4%와 39.7%로 높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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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 of phosphorus removal and adsorption 
capacity by ochre with shaking time in a batch experi-
ment (P-concentration: 3,000 mg L-1).

Table 4. Total element content of the ochres analyzed 
by 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

Chemical coposition Ochre-H Ochre-D Ochre-S
----------------- % -----------------

Al2O3     2.11   1.96    5.14 
CaO    38.25   0.15    0.42 
Fe2O3    13.17  59.37   39.67 
K2O     0.19   0.34    1.54 
MgO     1.08   0.57    0.69 
Na2O     0.25   0.32    0.55 
MnO     0.67   N.D.†    N.D.
P2O5     0.06   0.09    0.11 
TiO2     0.10   0.19    0.29 
SiO2     7.01  10.37   28.65 

Loss on ignition    37.12  26.63   22.95 
†Not detected.

수질 내 인 농도 저감을 위한 ochre의 활용   Ochre

의 인 흡착 특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특정 농도 (3,000 

mg L-1, 20,000 mg L-1)의 인 표준용액을 첨가한 후, 

진탕 시간 (0∼72hr)에 따른 인 흡착정도를 batch 실험

으로 측정하였다. 3,000 mg L-1 농도의 인 표준용액에 

ochre를 흡착제로 이용한 실험 (Fig. 4)에서는 1시간 진

탕한 후, 표준용액중 인 함유량의 약 65%가 ochre에 흡

착되었고, 진탕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증가하여 

80%이상이 흡착됨을 확인하였다. 흡착은 초기에 급격

하게 진행된 후, 점차 증가하여 평형상태에 도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60시간 진탕 후에는 흡착량이 약 

26,643 mg kg-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72시간 진

탕하였을 때, 오히려 흡착량이 낮게 나타난 것은 ochre

에 흡착된 인산이온이 진탕 과정 중에 다시 용액 중으로 

용해되었다고 판단된다. Kim et al. (1998)은 Al이나 

철 등을 함유한 광물 표면에서 발생하는 음이온의 흡착

은 주로 물리적 흡착인 경우가 많으므로 시간이 경과하

면 물로 포화된 상태가 길어져 흡착력이 약하게 됨으로 

흡착량이 낮아질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20,000 mg L-1의 고농도 인 표준용액에 ochre를 흡

착제로 이용한 실험 (Fig. 5)에서는 1시간 진탕하였을 

때, 표준용액의 인 함유량의 약 6.7%인 13,575 mg 

kg-1이 ochre에 흡착되었다. 3,000 mg L-1농도의 인 

표준용액을 이용한 실험보다 고농도의 인 표준용액을 

사용하여 용액 내 인산이온이 다량 존재함으로 인해 흡

착률이 다소 낮게 나타났지만, 점차 증가하여 72시간 

진탕한 후에는 약 73%까지 흡착됨을 확인하였다. 흡착

량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최대 146,334 

mg kg-1까지 증가하였으며, 아직 평형에 도달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므로 진탕시간을 더욱 길게 하였을 경우, 

흡착량이 더 증가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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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hange of phosphorus removal and adsorption 
capacity by ochre with shaking time in a batch experi-
ment (P-concentration: 20,000 mg L-1).

인 표준용액의 농도 변화 (0-30,000 mg L-1)에 따

른 ochre의 인산 흡착을 위한 batch 실험을 수행한 결

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용액 내 인 제거량이 증가하

였다 (Fig. 6). Ochre에 흡착된 양은 인 표준용액의 농

도가 30,000 mg L-1일 때, 191,411 mg kg-1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더 높은 농도의 표준용액에서는 흡착

량이 더 증가할 것으로 판단된다. 

Ochre의 인 흡착 양상을 설명하기 위하여 인 표준용

액 농도 변화에 따른 인산의 흡착실험 결과를 흡착등온

식에 적용하여 직선식으로 나타내었다. Langmuir 흡착

등온식에 역수를 취하여 선형화한 식에 적용한 결과가 

Fig. 7과 같다. 이는 흡착 실험 후, 흡착평형농도 (C)와 

흡착제 단위질량당 흡착된 용질의 질량에 대한 흡착평

형농도 (C/A)와의 관계를 나타낸 것으로서 직선 흡착식

은 y=7E-06x+0.0081이며, 흡착평형상수 a와 최대흡

착량 b는 각각 0.000864와 142,857 mg kg-1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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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 of phosphorus removal by ochre with 
phosphorus solution concentration in a batch experiment.

Fig. 7. Fitting of the Langmuir equation for phosphorus 
adsorption by ochre-H.

Freundlich 흡착등온식의 양변에 대수를 취하여 선

형화한 식에 적용한 결과는 Fig. 8과 같았다. 이 그래

프는 흡착제 단위질량당 흡착된 용질의 질량의 로그값

과 용액 중 흡착평형농도의 로그값 사이의 관계를 직선

으로 표현한 것으로 직선흡착식은 y=0.4306x+3.3705

으로 나타났으며, 흡착상수 n은 2.3223이며, 분배계수 

K는 2,347이었다. 

Fig. 8. Fitting of the Freundlich equation for phosphorus 
adsorption by ochre-H.

두 가지 흡착등온식을 적용한 결과, ochre의 인산 흡

착 특성은 Freundlich 흡착등온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된다. 두 식에서 결정계수 (R2)가 각각 0.8392와 0.9453

으로 Freundilch 식에 적용한 결과의 값이 1에 더 가깝고 

Langmuir 식에서 계산한 최대흡착량 142,857 mg kg-1 

값은 앞에서의 농도에 따른 ochre의 인산 흡착 실험에

서 30,000 mg L-1농도의 인 표준용액에 ochre를 흡착

제로 사용하였을 때의 흡착량 191,411 mg kg-1보다도 

낮게 나타났다. Langmuir 흡착등온식은 흡착에 관한 

정량적인 이론을 바탕으로 한 식으로 흡착물질이 흡착

제 표면에 단분자층으로만 흡착된다는 전제하에서 도출

된 것으로 최대흡착량이 존재한다는 이론이다. 따라서 

최대흡착량은 단분자층으로 고체 전 표면에 흡착되는 

양을 뜻하고 앞의 실험에서 최대흡착량보다 더 높은 흡

착량이 존재하는 것은 흡착제 표면에 단분자층으로 흡

착되지 않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경우는 최대흡착량을 

추정할 수 없으므로 Freundlich 흡착등온식을 적용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높은 농도에서는 용액 중 이

온의 흡착 뿐만 아니라 탈착 현상도 발생하기 때문에 

Langmuir식에 적용하면 비직선 흡착식으로 나타난다 

(Ryu, 1975). 실제로 본 실험 결과에서도 Freundlich

식에 적용하였을 때 결정계수 (R2)가 더 높게 나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Ochre의 인산 흡착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fraction 

collector를 이용한 침출(leaching) 실험 결과를 토대로 

상대농도 (주입용액 농도에 대한 유출용액 농도의 비)와 

공극유출량 (PV)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ochre의 인 출현

곡선 (BTC)을 작성하였다 (Fig. 9). 3,000 mg L-1 표

준용액을 주입하기 시작한 후, 상대농도 값은 공극유출

량이 8이 되기 전까지는 완만하게 증가하다가 이후 공

극유출량이 20이 될 때까지 급격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고, 그 후에는 다시 완만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

며 상대농도 0.3∼0.4 범위에서 흡착평형에 도달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같은 농도의 유입액을 계속 용출시

킬 경우, 이론적으로 출현곡선의 상대농도가 급격하게 

증가한 후 일정한 공극유출량 이후 1이 되어야 하지만 

이와 다른 결과가 관찰되었다. 이는 토양이 아닌 슬러지

의 일종인 ochre로 column을 충전시켜 침출함으로써 

나타나는 흡착 특성의 차이가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즉, ochre의 흡착양상이 단분자층이 아닌 여러 분자층

으로 흡착되어 결과적으로 흡착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

는 특성에 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렇지만 지속적으

로 유입액을 주입하여 최종적으로 컬럼 내 ochre가 완

전 포화상태에 도달하게 되면 상대농도가 1이 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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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ume for column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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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ron concentration in the water sample at the 
start and the end of the pilot experiment.

Pilot 실험에 이용하기 위해 물 시료 채취 지역으로 

선정한 다섯 곳의 호수 수질 내 pH와 철 및 인 함유량

을 분석한 결과 (Table 5), pH는 다섯 곳의 호수에서 

7∼8로 측정되어 환경부 호소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

경 기준 Ⅰ등급의 pH 범위인 6.5∼8.5의 범주에 포함

된 반면에, 총 인 함량은 다섯 곳 모두 생활환경 기준

에서 Ⅵ등급 (공업용수 3급)의 기준치인 0.15 mg L-1 

이상이었다. 시료 중에서 화옹호가 0.79 mg L-1으로 

가장 낮았고, 시화호의 경우에는 156.7 mg L-1로 가장 

높았다. 또한 ochre를 이용한 정화 실험 후에 배출되는 

수질 내 ochre의 높은 철 성분 함유량에 의한 용출 여

부를 비교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시료 내 철 함량 분석

도 수행하였다.

Table 5. Chemical properties of the water used in the 
study.

Sample pH T-Fe T-P
(1:5) mg L-1

UOS lake 7.76   0.14    20.3 
Konkuk lake 7.72   N.D.†    57.7
Lakewood CC lake 7.51   N.D.    73.5 
Hwaong lake 7.79   0.39     0.8 
Shihwa lake 7.48   0.26   156.7 

†Not detected.

Pilot 실험 전후의 물 내 인 함량을 분석한 결과는 

Fig. 10과 같다. 실험 종료 후 시화호 물 시료에서는 

원래 농도의 80%인 125.11 mg L-1가 검출되었으며, 나

머지 시료에서는 인이 ochre에 거의 흡착되어 수질 및 

수생태계 생활환경기준상의 인 농도 Ⅰ등급 기준치인 

0.01 mg L-1 보다 낮게 검출되었다. Heal et al. 

(2003)에 의하면 ochre는 물 중에 존재하는 무기 인산 

형태의 물질에 대한 흡착능이 높게 나타난다고 하였다. 

따라서 ochre의 정화효과가 다른 시료에 비해 낮게 나

타난 시화호의 경우에는 수질 내 높은 인 농도 외에도 

또 다른 오염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함유되어 

있는 인의 형태 또한 무기태 인 형태보다는 유기태 인

의 함량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시료채취 과정 

중에서 다른 시료는 수질 내 녹조류에 의한 색을 나타

낸 반면에, 시화호의 수질 시료의 경우에는 근처 공업단

지 등에서 유입된 공업폐수에 의해 회갈색 계통의 색을 

나타냈으며 악취도 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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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Phosphorus concentration in the water sample at 
the start and the end of the pilot experiment.

Ochre에 다량 함유된 철 성분의 용해로 인한 물 중 

철 농도 증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출액의 철 농

도를 분석한 결과를 Fig. 11에 나타내었다. 건국대 일감

호와 골프장 호수에서 채취한 시료는 수질 내 철 성분

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지만, ochre를 이용하여 정화 처

리한 후에는 철 함량이 증가하였다. 이는 ochre내 철 

성분이 수질 내로 용탈되어 나타난 결과이며, 증가한 철 

함량은 소량이므로 수질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것

으로 판단된다. 다른 세 시료에서는 원래 수질 내 철 

성분이 검출되었지만, 정화처리 후에는 인 함량과 함께 

철 함량도 감소하였다. 이는 ochre 내의 소석회 성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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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수질 내 철 이온이 흡착되었기 때문이다. 수질 

내 철 함량의 증가 및 감소 현상이 시료에 따라 다르게 

나타난 것은 본래 시료 내 철 성분의 함유량 차이에 의

한 결과로 판단된다.

실제로 현장에서 호수 내 인 농도를 증가시키는 하천 

및 폐수의 유입로에 필터 형식으로 제작된 큰 규모의 

pilot을 설치하면, 호수 내 인 농도 증가를 방지함으로

써 부영양화 현상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와 같이 현장 적용을 위해서

는 ochre 내에 존재하는 철 성분의 수질 내 유출 여부

를 확인하여 2차 수질오염원을 발생시키지 않도록 주의

하여야 하며, 유출되는 성분에 대한 환경 및 인체 위해

성 평가를 선행하여 유해하지 않음을 검증하여야 한다.

요     약

본 연구는 산성광산배수 (AMD)의 처리 과정에서 생

성되는 부산물 ochre의 이화학성, 광물학적 특성 및 환

경 분야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극적 처리법인 물리 ․화학적 정화 처리시설에

서 생성된 ochre-H와 수동적 처리법인 자연 정화 처리

시설에서 생성된 ochre-D, ochre-S의 특성을 비교 분

석하였다. Ochre-H는 광물 내 침철석 (goethite) 함량 

및 철 성분 함량이 다른 시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지만, 소석회 내 칼슘 이온의 인 흡착 능력과 상

대적으로 높은 흡착 표면적 등이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 생태계의 중금속 오염 가능성이 희박하

고 물리 ․화학적 정화 처리시설에서 균일한 특성의 

ochre를 대량 생산할 수 있으므로 실용적이며, 경제성

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Ochre-H의 인 흡착 특성은 Freundlich 흡착등온식 

모델에 적합하였다. 또한 ochre의 흡착 특성이 단분자

층 흡착이 아닌 여러 분자층으로 흡착되어 매우 높은 

흡착량을 가지기 때문에 인 출현곡선 (BTC)은 1이 아닌 

0.3∼0.4 상대농도 범위에서 평형에 도달하였다. 실제

로 물 중 인 제거 능력을 평가한 실험에서 인 농도 외

에 다른 오염원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질 시료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에서는 수질 및 수생태계 생

활환경기준상의 인 농도 Ⅰ등급 기준치 이하로 검출되

어 정화능력이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정화 처리 과

정 중 ochre내의 철 성분이 수질 내로 용출되는 양은 

많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을 통하여 확인한 

ochre의 높은 인 제거능력을 이용하여 부영양화 현상에 

대한 정화제로 환경 분야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오염원

이 유입되는 하천 등의 위치를 정확히 파악한 후, 현장

에 필터 형태의 pilot을 제작하여 설치하는 것이 중요하

며, 또한 슬러지의 일종인 ochre 내 철 등으로 인한 수

질오염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 유해하지 않음이 검증

되어야 한다.

인 용 문 헌

Choo, C.O., G.C. Jeong, and J.K. Lee. 2007. Charac-
teristics of the Dalseong Acid Mine Drainage and the 
Role of Schwertmannite. J. Eng. Geo. 17:187-196.

Dobbie, K.E., K.V. Heal, and K.A. Smith. 2005. Assessing 
the performance of phosphorus-saturated ochre as S 
fertilizer and its environmental acceptability. Soil Use 
and Manage. 21:231-239. 

Doi. M., G. Warren, and M.E. Hodson. 2005. A prelimi-
nary investigation into the use of ochre as a remedial 
amendment in arsenic-contaminated soils. Appl. Geochem. 
20:2207-2216.

Elias, M., C. Chartier, G. Prevot, H. Garay, and C. 
Vignaud. 2006. The colour of ochres explained by their 
composition. Mat. Sci. Eng. B 127:70-80.

Harter, R.D. and D.E. Baker. 1977. Applications and 
Misapplications of the Langmuir equation to soil adsorp-
tion phenomena. Soil Sci. Soc. Am. J. 41:1077-1080. 

Heal, K., P.L. Younger, K. Smith, S. Glendinning, P. 
Quinn, and K. Dobbie. 2003. Novel use of ochre from 
mine water treatment plants to reduce point and diffuse 
phosphorus pollution. Land Cont. Recl. 11:145-152.

Heal K.V., P.L. Younger, K.A. Smith, H. McHaffie, and 
L. C. Batty. 2004. Removing phosphorus from sewage 
effluent and agriculture runoff using ochre recovered 
from mine water treatment. In: Valsami-Jones E (ed) 
Phosphorus in environmental technology: removal, reco-
very and applications. IWA Publishing, London, pp 
320-334.

Kim, H.S., D.J. Young, J.W. Ahn, and C. Han. 2007. 
Flotation of Metal Precipitates in Coal Mine Drainage. 
J. Kor. Soc. Geo. Eng. 44:314-323.

Kim, W.H. 2004. Phosphate removal model by calcium 
ion and oyster shell powder.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Korea.

Kim, Y.W., H.H. Lee, C.H. Yoon, B.S. Shin, and K.S. 
Kim. 1998. Synthesis of Artificial Zeolite from Fly Ash 
for Preparing Nursery Bed Soils and the Effect on the 
Growth of Chinese Cabbage. Kor. J. Soil Sci. Fert. 
31:95-106.

Marshall, L.J., J.R. Williams, M.J. Almond, S.D.M. Atki-
nson, S.R. Cook, W. Matthews, and J.L. Mortimore. 
2005. Analysis of ochres from Clearwell Caves: the role 
of particle size in determining colour. Spectrochi Acta 
A 61:233-241.



정중환· 김호진· 김영남· 남광수· 김계훈314

Mendonca, M.B. and M.E. Ehrlich. 2006. Column test 
studies of ochre biofilm formation in geotextile filters. 
J. Geotech. Geoenviron. Eng. 10:284-1292.

Mortimore, J.L., Lisa-Jane R. Marshall, M.J. Almond, P. 
Hollins, and W. Matthews. 2004. Analysis of red and 
yellow ochre samples from Clearwell Caves and Catal-
hoyuk by vibrational spectroscopy and other techniques. 
Spectrochi. Atca A 60:1179-1188.

Ryu, I.S. 1975. Comparison between phosphorus adsorp-
tion cofficient and Langmuir adsorption maximum. Kor. 
J. Soil Sci. Fert. 8(1):1-17.

Ryu, I.S. and I.S. Jo. 1977. Langmuir phosphorus 
adsorption maximum as a criterion for determination of 
rate of phosphorus application. Kor. J. Soil Sci. Fert. 

10:93-97. 
Sapsford, D.J., A. Barnes, M. Dey, L. Liang, and K.P. 

Williams. A novel method for passive treatment of mine 
water using a vertical flow accretion system. 9th Interna-
tional mine water congress. pp. 389-394.

Singh, B., M.J. Wilsoin, W.J. Mchardy, A.R. Fraser, and 
G. Merrington. 1999. Mineralogy and chemistry of ochre 
sediments from an acid mine drainage near a disused 
mine in Cornwall, UK. Clay Mine. 34:301-307.

Sparks, D.L., S.E. Fendorf, C.V. Toner, and T.H. Carski. 
1996. Kinetic methods and measurements. pp. 
1275-1307. In: D. L. Sparks (ed.) Methods of soil analy-
sis part 3: chemical methods. SSSA and ASA, Madison, 
W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