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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kalinity is one of the basic variables, which determine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natural waters and
participate in processes changing concentrations of various contaminants either directly or indirectly. However, not a
few laboratories and researchers of Korea still use alkalinity-measurement methods not appropriate for
groundwaters, and which becomes one of the major reasons for the poor ion balance errors of the geochemical
analysi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review alkalinity-measurement methods, to discuss thei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and, thus, to help researchers and analytical specialists in analyzing alkalinity of groundwaters. The
pH-titration-curve-inflection-point (PTC-IP) methods, which finds the alkalinity end point from the inflection point
of the pH titration curve are revealed to be most accurate. Gran titration technique among them are likely to be
most appropriate for accurate estimation of titrant volume to the end point. In contrast, other titration methods such
as pH indicator method and pre-selected pH method, which are still commonly being used, are likely to cause
erroneous results especially for groundwaters of low ionic strength and alkalinity.
Key words : Gran titration, pH titration curve, inflection point, pH indicator, partial pressure of carbon dioxide
알칼리도(alkalinity)는 물의 화학적 특성을 결정하고, 각종 오염물질의 거동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는 중요한 기본
변수이다. 그러나, 적지 않은 실험실과 연구자들이 적절하지 못한 분석법으로 지하수의 알칼리도를 분석하고 있으며,
이것이 불량한 이온균형오차를 야기하는 큰 이유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현재까지 보고된 알칼리도분석법들을 조사
하고 그 장단점을 분석함으로써, 지하수 알칼리도 분석을 수행하는 실험실이나 분석자들에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pH적정곡선의 변곡점으로 알칼리도 적정 종점(end point)를 찾는 방법이 가장 정확
도가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Gran적정법이 종점까지 적정한 용액의 부피를 정확히 산출하는데 가장 적절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 현재에도 여전히 많이 이용하고 있는 pH지시약을 이용하여 적정하는 방법이나 미리 정
해진 pH를 종점으로 하여 적정하는 방법은 묽거나 알칼리도가 낮은 지하수의 분석에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심어 : Gran 적정법, pH 적정곡선, 변곡점, pH 지시약, 이산화탄소 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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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알칼리도(alkalinity)는 물이 pH변화에 저항할 수 있
는 능력을 말하며, 이 때문에 물이 가지고 있는 산성
중화능력(Acid Neutralizing Capacity)라고 할 수 있다
(Stumm and Morgan, 1996). 알칼리도는 해양연구에
서 처음 측정되었으나, 지금은 지표수, 지하수, 폐수 등
다양한 물에 대하여도 측정된다. 알칼리도는 용존 CO2의
분압(PCO2) 또는 용존무기탄소(DIC, dissolved inorganic
carbon = [H2CO3]+[HCO3-]+[CO32-])와 함께 작용하
여 물의 pH를 결정한다(Stumm and Morgan, 1996;
Kim et al., 2010). 즉, 알칼리도와 물의 pCO2 (=log
PCO2)또는 DIC를 알면, 물의 pH를 계산할 수 있다는
얘기이다. 물의 pH, Eh, 알칼리도는 광물의 용해 및
침전, 중금속의 거동, 흡탈착, 미생물반응 등 물속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화학반응에 관여하고, 또 이들의 반
응정도는 다시 pH, Eh, 알칼리도에 반영되기 때문에
(Stumm and Morgan, 1996), 물의 알칼리도는 pH와
Eh와 함께 물의 지구화학적 특성을 이해하기 위한 기
본 변수라고 할 수 있다.
지하수에서의 알칼리도는 주로 광물과의 반응에 의
해 증가되고, 이 경우 양이온과 1:1 당량비로 같이 증
가된다(Kim, 2003). 반면, 알칼리도에 영향을 주는 다
른 화학반응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수질에 영향을
준다. 이와 같은 특성을 바탕으로 수질에 영향을 준
각종 화학반응의 정도를 정량화할 수도 있다(Kim et
al., 2008). 따라서, 정확한 알칼리도 값을 얻는 것은
수질연구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지하수질의 지구화학적 특성과 이에 영향을 주는 요
인들을 이해하고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이
화학적 분석을 수행한다. 이 같은 이화학 분석의 질은
다음 식으로 계산되는 이온균형오차(ion balance error;
IBE)에 반영된다(Appelo and Postma, 2005).

Σcation – Σanion
IBE(%) = ------------------------------------------ × 100
Σcation + Σanion

(Eq. 1)

여기에서 Σcation과 Σanion은 각각 양이온과 음이
온의 당량 합을 나타낸다. Appelo and Postma(2005)
는 이온균형오차가 5%이상일 경우에는 그 자료를 그
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시료채취과정과 분석과정에 문
제가 없었는지를 검토해보라고 제안하고 있다. 필자들
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대부분의 좋지 않은 이온균형
오차는 알칼리도를 정확하지 않은 방법으로 분석하는
데서 비롯된다. 지하수는 이산화탄소분압이 높은 지하

환경에 있던 물이고, 또 시료에 따라 DIC 값의 변화
가 큰 특징이 있다(Clark and Pritz, 1997). 이로 인
하여 같은 알칼리도를 갖는 시료라고 하더라도 매우
상이한 pH를 보이기도 한다. 지하수의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분석법을 선택하여 사용
하는 것은 잘못된 결과를 도출하고 이온균형오차를 증
가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다(Jo et al., 2009).
본 논문은 현재 보고되어 있는 알칼리도분석법들을
조사하고, 이들을 지하수분석에 이용함에 따른 장단점
들을 논의함으로써, 지하수 연구자들이나 분석전문가들
이 지하수의 알칼리도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선택함에
있어 도움을 주고자 하는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2. 알칼리도의 정의
알칼리도는 산으로 적정할 수 있는 염기로 정의된다
(Stumm and Morgan, 1996). 우리가 물을 분석하였을
때 녹아 있는 Ca2+, Mg2+, Na+, K+ 등은 대표적인
염기의 양이온이고, Cl-, SO42-, NO3-는 강산의 음이온
이다. 즉, 물은 Ca2+, Mg2+, Na+, K+의 염기와 염산,
질산, 황산이 섞여있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염기
가 강산보다 많이 녹아 있으면 물은 그만큼의 산성중
화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알칼리도
의 정의는 물의 이온균형식에서도 유도할 수 있다.
2[Ca2+] + 2[Mg2+] + [K+] + [Na+] + [H+] + … =
[Cl-] + 2[SO42-] + [NO3-] + [HCO3-] + 2[CO32-] +
[OH-] + [B(OH)4-] + [H3SiO4-] + [organic anions]…
(Eq. 2)
여기서, [ ]는 몰농도를 나타내고, Ca2+, Mg2+,
Na+, K2+, Cl-, SO42-, NO3-] 는 pH, 온도, 압력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존성 화학종이라
고 할 수 있다(Stumm and Morgan, 1995). 알칼리도
는 다음 식과 같이 보존성양이온 당량(Σconservative
cation = 2[Ca2+]+2[Mg2+]+[K+]+[Na+])에서 보존성
음이온(Σconservative anion = [Cl-]+2[SO42-]+[NO3-])
의 당량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alkalinity = Σconservative cation - Σconservative
anion
≈ [HCO3-] + 2[CO32-] + [OH-] + [B(OH)4-]
+ [H3SiO4-] + [organic anions] - [H+]
≈ [HCO3-] + 2[CO32-] + [OH-] - [H+] (Eq.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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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알칼리도도 보존성 화학종임을 의미한다. 그러
나, HCO3-, 2CO32-, OH-, B(OH)4-, H3SiO4-, organic
anions 등은 보전성이 아니다. 산을 넣으면 첨가된 H+
와 반응하여 전하가 없는 화학종으로 바뀌게 된다. 즉,
산성을 중화시킨다. 2[Ca2+]+2[Mg2+]+[K+]+[Na+]는
물에 녹아든 총강염기의 당량농도이라 할 수 있고,
[Cl-]+2[SO42-]+[NO3-]는 물에 녹아든 총강산의 당량농
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Σconservative cation Σconservative anion이 양의 값이면 물의 녹아든 총염
기가 총강산보다 많고 이 때문에 산성을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이해될 수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물속의 [OH-]와 [H+]농도가
[HCO3-], 2[CO32-]에 비하여 매우 작다고 생각하고
alkalinity를 다음과 같이 쓰기도 한다.
alkalinity ≈ [HCO3-]+2[CO32-]

(carbonate alkalinity)
(Eq. 4)

Drever(1997)나 USGS(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의 알칼리도 측정법(Rounds, 2006)에서는 위의
[HCO3-]+2[CO32-]를 carbonate alkalinity라고 명명하
나, Standard Methods(APHA et al., 2012)에서는
carbonate alkalinity를 [CO32-]에 의한 알칼리도라고
다르게 사용하고 있으니, 독자들은 혼동하시지 말기 바
란다. 위 Eq. 4는 더 단순화하여,
alkalinity ≈ [HCO3-]

(Eq. 5)

라고 쓰기도 한다.
위의 Eq. 4 또는 Eq. 5 때문에 물속에 DIC가 탈
기되는 경우 알칼리도가 줄어든다고 오해하는 사람들
도 있다. 그러나, 이산화탄소가 탈기되거나 녹아드는
경우, [HCO3-]+2[CO32-]+[OH-]와 수소이온([H+])이
1:1 당량비로 줄어들거나 늘어나기 때문에 알칼리도에
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Drever, 1997). 따라서, 알칼리
도는 Eq. 3과 같이 이해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된다.

3. 알칼리도가 0이 되는 지점
DIC가 일정하다고 했을 때, pH변화에 따른 각 이산
화탄소 화학종의 농도분포를 도표(DIC Bjerrum plot)
로 나타내면 Fig. 1과 같다. 알칼리도가 ‘0’인 지점은
[H+]과 [HCO3-]가 같아지는 지점이다. 이 지점에서는

Fig. 1. Bjerrum diagram for dissolved CO species at
closed system. This figure shows that the alkalinity end
point where [H ] = [HCO ] changes according to DIC.
2

+

-

3

Eq. 3의 [CO32-]와 [OH-]는 [H+]과 [HCO3-]에 비하여
매우 작기 때문이다. 이 지점의 pH가 알칼리도의 당량
점(equivalence point) 또는 알칼리도 적정의 종점(end
point)이 된다(Fig. 1).
알칼리도는 시료의 [H+]와 [HCO3-]가 같아질 때까지
첨가한 산의 당량을 1 L당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당량점 pH값이 일정하지 않다는 점이다. 당량점
의 pH는 온도, 이온강도, DIC 등에 크게 좌우된다. 예
를 들어, DIC가 5.4 mmol/L 일 때는 [H+]=[HCO3-]
가 되는 pH가 4.3이었지만, 0.234 mmol/L 일 때는
pH 5.0으로 차이가 크다(Fig. 1). DIC는 물의 pCO2,
알칼리도와도 관련이 있다. 특히, 지하수의 경우는 시
료마다 DIC, pCO2, 알칼리도의 편차가 매우 크기 때
문에, 특정 pH값을 알칼리도 당량점이라고 정하기에는
다소 문제가 있다.

4. 국내 지하수의 특성
앞 절에서 보인 것처럼, 알칼리도 분석을 위한 당량
점은 DIC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국내 지하수의
DIC특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알칼리도와
DIC는 큰 상관성이 있고, 우리가 분석하려는 것은 알
칼리도이므로 알칼리도의 분포를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인다. Table 1은 제1저자의 실험실에서 지난
20여년 동안 분석한 국내지하수 자료들을 정리한 결과
이다. 제1저자의 자료만을 수집한 이유는 이들이 모두
같은 시험방법(Gran적정법)으로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Gran적정법에 대하여는 뒤에 자세히 언급된다.
Table 1을 보면, 지하수의 알칼리도는 전반적으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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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Alkalinity values (meq/L) of Korean groundwaters measured using the Gran titration technique
Location

0.09
0.197
0.054

Ave.
ABS(IBE)*
3.36%
1.60%
3.86%

197
55
279

5.42

0.127

3.2%

167

3.69
4.85
15.6
4.05
6.23

0.350
0.586
1.18
0.113
0.336

2.99%
1.60%
4.04%
3.0%
3.7%

168
87
31
22
63

Mean

Med

Stdev

Max

Min

Kunsan
Gyeongju, Pohang
Namwon

1.61
1.88
1.05

1.23
1.47
0.956

1.53
1.29
0.538

8.92
6.14
3.06

Mankyeong River Basin

1.74

1.69

1.10

Mankyeong River Basin
Geumsan
Haman
Jangseong
Deokjin Park, Jeonju

2.12
2.43
4.86
1.10
2.23

1.95
2.41
3.67
0.676
1.70

0.886
1.07
3.57
0.928
1.44

n

Reference
Kim et al. (2004)
Kim and Jeong (2005)
Kim et al. (2005)
Kim et al. (2008, 2009)
Choi et al. (2008)
unpublished
Kim et al. (2012)
unpublished
unpublished
Choi et al. (2016)

Med-median, Stdev-standard deviation, Max-maximum, Min-minimum
*Average of absolute values of ion balance errors (Eq. 1)

경강, 군산, 함양처럼 충적평야지역에서 높은 값을 보
이고, 남원처럼 산악지역으로 갈수록 작은 값을 보인
다. 산악지역에서는 지하수의 함양이 빠르게 일어남으
로 인하여 비교적 광화작용을 덜 받았기 때문이다. 금
산의 경우는 산악지역에 해당하나, 석회질 암석이 나
타나는 지역이어서 남원보다 알칼리도가 높게 나타났
다. 반면, 평야지역 대수층에서는 유기물의 분해로 인
하여 pCO2가 높아지고 이로 인하여 광물의 용해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우리나라 지하수의 알
칼리도는 평균 1.5 meq/L내외이며, 상당수의 지하수는
1.0 meq/L의 낮은 농도를 보인다.
Table 1의 자료가 IBE가 작은 분석결과만을 선택적
으로 제시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에 보인 수질
자료는 IBE의 절대값에 대한 평균이 모두 4%이하를
보였다. Table 1의 자료가 이처럼 양호한 IBE를 결과
가 적절한 알칼리도분석방법(즉, Gran 적정법)이 이용
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한다.

5. 알칼리도의 표기법
알칼리도는 관행적으로 다음 3가지 방법으로 표시된다.
5.1. Normality (예, mN or meq/L)
알칼리도가 [H+]과 [HCO3-]가 같아질 때까지 시료
1 L당 첨가한 강산의 당량이므로, 알칼리도를 측정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도출되는 단위라고 할 수 있다.

만 발생하였다고 가정하고 이를 전환한 단위이다.
5.3. mg/L as CaCO3
CaCO3 1 mmol을 1 L에 녹인다고 했을 때, 2 meq/L
의 알칼리도가 발생되는 것을 기반으로 한다. 즉, 알칼
리도 1 meq/L는 CaCO3를 50 mg를 1 L에 녹이는
것과 같고, 이는 50 mg/L as CaCO3로 표시된다. 이
는 공학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표기법이다.
6. 공인된 분석법들과 기타 분석법들
본 연구에서는 미국의 공인분석법들과 공인되지는
않았지만, 알칼리도 분석에 현재 사용되기도 하거나 사
용되었던 방법들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Table 2). 검
토된 공인분석법들은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 American Water Works Association, Water
Environment Federation 등 3개 기관(APHA et al.,
2012)이 공동발행하는 ‘Standard Methods for Examination of Water and Wastewater’ (약칭‘Standard
Methods’), 미국환경보호국(U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 USEPA)의 공인분석법(이하‘USEPA
Method’), 미국시험물질학회(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에서 발행하는 표준시험법(이하
‘ASTM Method’), 그리고 미국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의 수자원조사를 위한 방법 (이하
‘USGS Method’) 등이다.

5.2. mg/L as HCO3

6.1. Standard Methods

위 5.1에서 측정된 알칼리도가 모두 HCO3에 의해서

알칼리도 분석법은 Standard Method 2320으로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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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ethods for alkalinity measurements
Standard Method 2320 (APHA et al., 2012a)
1. pH indicater method
2. Preselected pH method using pH
- modified method for low alkalinity
3. inflection point of potentiometric titration curve (PTC-IP method)
● USEPA Method 310.1 (1978)
Preselected pH method
- modified method for low alkalinity
● USEPA Method 310.2 (1974)
Automated colorimetric method using Methyl Orange
● ASTM D1067-16 (for general water)
1. Method A (Electrometric Titration): PTC-IP method
2. Method B (Electrometric or Color-Change Titration)
- Titration to preselected pH using pH meter or pH indicator
3. Method C (Color-Change Titration After Hydrogen Peroxide Oxidation and Boiling)
● D1121-11 (for engine coolant and antirusts)
● D3875 (for seawater)
PTC-IP method (Rounds, 2006)
● Colorimetric method using kit
● TIC method
● Gravimetric method
● Back titration method
● Ion balance method
●

Standard Methods

USEPA

ASTM

USGS
Others
(not approved by
above institutions)

개되어 있으며, 여기는 지시약을 이용하는 pH지시약법
(pH indicator method)뿐 아니라, 미리 정해진 당량점
pH까지 적정하여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기정(旣定)pH
적정법1)’(titration to preselected pH), ‘pH적정곡선
변곡점법2)’(inflection point of potentiometric titration
curve, PTC-IP method)이 소개되어 있다(APHA et
al., 2012a; Table 2). Standard Methods에서는 본
IPC-IP 방법에 따른 분석을 ‘potentiometrical measurement’라고 칭하기도 한다. 특히, 알칼리도가 낮은
시료에 대하여는 ‘변형된 기정당량점 적정법3)’을 제시
하고 있다.

6.3. ASTM 표준시험법
ASTM에서는 D1067(2016), D1121(2011), D3875
(2015) 등 다양한 방법들이 표준시험법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지하수에 관련된 방법은 D1067이다(Table 2).
여기에는 APHA et al.(2012a)과 유사한 IPC-IP법,
AHPH et al.(2012a)와는 다소 다른 pH지시약법, 그리
고 과산화수소를 이용한 산화/끓임 및 pH 지시약법을
제시하고 있다. 과산화수소를 이용하여 산화하고 끓인
다음 분석하는 방법은 산성광산배수나 그에 영향을 받
은 하천수, 또는 산업폐수의 알칼리도 분석을 위하여
고안된 방법이다.

6.2. USEPA법
USEPA는 Method 310.1(1978)과 310.2(1974), 두
가지의 분석법을 제시하고 있다. Method 310.1에는
Standard Methods(APHA et al., 2012a) 중, 기정pH
적정법과 변형된 기정당량점적정법과 본질적으로 같은
방법을 포함하고 있다(Table 2). Method 310.2에서는
자동화된 발색분석법(automated colorimetric method)
도 승인하고 있다. 그러나, APHA et al.(2012a)에 보
였던 pH지시약법이나 pH적정곡선 변곡점법은 제시되
어 있지 않다.

6.4. USGS 수자원조사방법
USGS는 IPC-IP법만을 알칼리도분석법으로 추천하
고 있다(Rounds, 2006). 아울러 pH적정곡선에서 변곡
점을 찾는 방법으로 pH값변화로 직접 찾는 방법과
Gran함수를 이용하여 변곡점을 찾는 방법 2가지를 제
시하고 있다.

1), 2), 3) 저자명명

방법(gravitational weighing; Fresenius et al., 1988),

6.5. 기타 방법들
이 밖에 자주 쓰이지는 않지만, DIC와 pH를 분석
하여 알칼리도를 계산하는 방법(Jo et al., 2009), 석회
(CaO)를 첨가하여 DIC를 CaCO3로 침전시켜 분석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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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stimation of alkalinity contribution from various components indicated in Standard Methods (APHA et al., 2012a)
Titration result
Hydroxide alkalinity
Carbonate alkalinity
1
P_alk = 0
0
0
2
P_alk = T_alk
= T_alk
0
3
P_alk < ½T_alk
0
= P_alk×2
4
P_alk = ½T-alk
0
= T_alk
5
P_alk > ½T-alk
= P_alk×2 – T_alk
= (T_alk - P_alk)×2
P_alk = phenolphthalein alkalinity
T_alk = total alkalnity (= hydroxide alk. + carbonate alk + bicarbonate alk.)

역적정법(Fresenius et al., 1988; Jo et al., 2009),
발색법(colorimetric method), 그리고 이온균형법(Reuss
and Johnson, 1986) 등이 있다.

7. 적정용액 및 표준용액
적정법을 이용하여 알칼리도를 측정하는 경우, 농도
를 정확히 알고 있는 적정용액을 준비하여야 한다. 적
정용액으로는 농도가 0.05~0.1 N인 황산이나 염산이
이용된다. 그러나, Standard Methods, USEPA method,
USGS 방법 모두 Na2CO3 용액을 정확하게 준비한 다
음, 이를 이용해서 준비된 적정용액의 산농도를 정확
히 보정하도록 하고 있다. 산농도 보정은 Na2CO3를
이용하여 알칼리도를 정확히 알고 있는 표준용액을 준
비하고, 이의 알칼리도를 준비한 산으로 측정하는 방
식으로 이루어진다. 측정된 값이 실제 값과 다르면, 실
제값과 같아지도록 산의 농도를 보정해야 한다(Rounds,
2006). 이때 적정용액 농도보정을 위한 알칼리도 측정
은 PTC-IP법이 소개되어 있지 않는 USEPA법에서도
potentiometric titration, 즉, PTC-IP법으로 측정하라
고 하고 있다(USEPA Method 310.1, 1978). 이는 바
로 이 방법이 가장 정확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8. pH지시약 분석법
8.1. 개요
본 방법은 APHA et al.(2012a)과 ASTM(D106716, 2016)에 의해 승인되어 있다(Table 3). 본 방법의
분석원리는 지시약의 변색점이 알칼리도의 당량점(or end
point)과 같다는 가정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Standard
Methods에는 bromcresol green4)나 bromcresol green4) Standard Methods와 ASTM method에는 Bromcresol
green로 표기 되어 있으나, 이는 Bromocresol green과 혼용
되는 것으로 판단됨.

Bicarbonate alkalinity
= T_alk
0
= T_alk - P_alk×2
0
0

methyl red혼액을 ‘총알칼리도(total alkalinity)’측정에
사용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여기에서 총알칼리도는 Eq.
3에서 B(OH)4-, H3SiO4-, organic anions 등을 모두
포함한 알칼리도를 말한다(Drever, 1997). Methyl
orange도 이들과 비슷한 pH범위에서 변색되기 때문에
알칼리도 측정용 지시약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하나,
Standard Method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Standard Methods에는 phenolphthalein alkalinity
라는 용어도 나타나는데, 이는 시료에 phenolphthalein
지시약을 몇 방울 떨어뜨렸을 때, 붉은 색이 나타나면
색이 없어질 때까지 적정한 산의 양을 말한다(APHA
et al., 2012a). 이를 CO32-의 농도라고 혼동하는 사람
들도 있으나, 이는 사실과 다르다. Standard Methods
에서는 알칼리도가 Eq. 3에서처럼 [HCO3-], [CO32-],
[OH-] 등 3가지 화학종에서 나온다고 보고 이들 각각
의 공헌도를 계산하는 표를 제시하고 있다(Table 3). 여
기에 phenolphthalein alkalinity가 쓰인다. 그러나, 이
는 어디까지나 개략적인 농도일 뿐이며, 정확한 값을
계산하고 싶다면, 같이 측정된 pH값과 알칼리도값을
화학평형방정식(mass action law)에 적용하거나 지구화
학모델을 이용하여 계산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아울
러, Standard Methods에서는 CO32-에 의한 알칼리도
를 ‘carbonate alkalinity’라고 지칭하고 있으나, 앞서
설명한 것처럼 다른 문헌에서는 다른 실체를 지칭한다
(Drever, 1997; Rounds, 2006).
8.2. 토의
앞서도 설명하였듯이 지하수의 알칼리도 당량점 pH
는 일정하지 않고 시료에 따라 다른 값을 갖는다
(Fig. 1). 아울러, pH지시약은 일정한 범위에서 연속적
으로 색이 변화되어(Table 4), 분석자들마다 다른 지점
을 종점으로 설정할 수가 있을 뿐 아니라, 이는 알칼
리도의 당량점과 같지도 않다. 즉, 본 방법은 본질적으
로 큰 오차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오
차는 묽은 시료, 즉 알칼리도가 낮은 시료에서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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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pH ranges for color changes of various pH
indicators used for alkalinity measurements
Indicator

Color changes
(low to high pH)

Bromocresol green
Methyl red
Methyl orange

Yellow to Blue
Red to Yellow
Red to Yellow

pH range
of the
color change
3.8 to 5.4
4.8 to 6.0
3.2 to 4.4

커진다. 이 때문에 USGS에서는 이 방법을 수자원조사
에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Rounds, 2006).
지하수는 일반적으로 환원환경에 있고, 유기물의 분
해로 인하여 높은 pCO2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
러한 물이 지표로 나오게 되면, 철의 침전과 같은 다
양한 산화반응 뿐 아니라, 용존된 CO2가스의 탈기도
일어난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CO2가스의 탈기 자체가
알칼리도에 영향을 주지는 아니하나, CO2가스의 탈기는
pH의 큰 변화를 야기한다. 예를 들어, 알칼리도 2 meq/L
인 지하수가 pCO2가 0.1 atm이던 환경(pCO2 = -1.0)
에서 대기(pCO2 = -3.5)로 나왔을 때를 PHREEQC
(Parkhurst and Appelo, 2013)로 계산하여 보면 물의
pH는 6.10에서 8.58까지 2.6단위나 증가하게 된다. 이
는 같은 알칼리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pCO2가
다르면, 같은 양의 산을 첨가하여도 다른 pH값을 보일
수 있고, 이로 인하여 pH지시약의 색변화도 다르게 나
타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아울러, 지시약법은 탁도나
색이 있는 시료에는 사용할 수 없는 방법이다(APHA
et al., 2012).

9. 기정(旣定) pH 적정법(titration to preselected pH)
9.1. 개요
본 방법은 알칼리도 적정을 위한 종점 pH를 미리
정하고 pH미터를 이용하여 그 지점까지 적정하는 방
법이다. 지시약의 색이 특정 pH에서 변화되는 것이 아
니라 일정한 범위에서 변화되는 것을 어느 정도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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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물의 알칼리도에
따라 다른 종점 pH를 정해놓고 있다(Table 5). 이는
시료의 DIC에 따라 당량점이 다른 점을 고려한 것이
다. 즉, 시료의 알칼리도가 대략 30 mg/L CaCO3이면
pH 4.9, 대략 150 mg/L CaCO3이면 pH 4.6, 대략
500 mg/L CaCO3이면 pH 4.3을 종점으로 제시하고
있다.
9.2. 알칼리도가 특히 낮은 시료.
Standard Method(APHA et al., 2012a)와 USEPA
Method 310.1(1978)은 모두 알칼리도가 특히 낮은 경
우(20 mg/L CaCO3) 변형된 분석방법을 제시하고 있
다. 본 방법에서는 pH가 4.3-4.7 (USEPA법에서는
4.5)에서 적정을 멈추고, 그때까지 첨가된 산의 양(B)
을 기록한다. 이후 pH가 정확히 0.3 낮아질 때까지 조
심해서 산을 다시 첨가하고, 그 양(C)을 기록한 후, 다
음 식을 이용하여 알칼리도를 계산하도록 하고 있다.
(2B – C) × N × 50,000
Total Alkalinity, mg ⁄ L CaCO3 = ----------------------------------------------mL of sample
(Eq. 5)
여기서,
B = 처음 적정된 pH까지 첨가된 적정용액의 양(mL)
C = pH 0.3을 낮추기 위해 첨가된 적정용액의 양(mL)
N = 적정용액의 노말농도
그러나, 이 경우는 많은 시료량(>100 mL)을 사용
하고, 평소보다 더 묽은 산(0.02 또는 0.05 N)을 적정
용액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9.3. 토의
본 방법은 종점pH가 명확히 정해져 사람에 따라 분
석자마다 종점이 다를 수 있는 여지가 다소 줄어들었
다는 점에서는 지시약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다소 진전
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시약법과는 달리

Table 5. End-point pH values suggested by Standard Method (APHA et al., 2012a)
Sample composition
Alkalinity approximately 30 mg/L
Alkalinity approximately 150 mg/L
Alkalinity approximately 500 mg/L
Contains silicates or phosphates
Industrial wastes or complex system
Routine or automated analyses

Phenolphthalein alkalinity
pH 8.3
pH 8.3
pH 8.3
pH 8.3
pH 8.3
pH 8.3

Total alkalinity
pH 4.9
pH 4.6
pH 4.3
pH 4.5
pH 4.5
pH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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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도나 색이 있는 시료에도 사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종점 근처에서는 산을 조금만 넣어도 pH가 급격히 변
화되는 특성이 있어, 특정 pH를 정확히 맞추기란 여전
히 쉽지 않다. 아울러, 지시약법과 마찬가지로 지하수
가 넓은 범위의 pCO2값을 보이고, 이로 인하여 지하수
의 pH가 크게 영향을 받는 것에 따른 문제는 여전히
극복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10. 발색법 (colorimetric method)
10.1. 개요
USEPA는 알칼리도 분석법으로 자동화된 발색법을
제시하고 있다(USEPA Method 310.2, 1974). 본 방
법은 pH를 3.2로 조정한 완충 메틸오렌지용액을 만들
고, 이를 분석하려는 시료와 섞으면, 시료의 알칼리도
에 비례하여 pH가 증가되고 지시약의 색도 그에 맞추
어 변화된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본 방법에서는
특정회사의 분석장비(Technicon Auto Analyzer)를 이용
한 자동 발색분석법(automated colorimetric method)
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수동 발색법
은 가능한 방법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
시중에는 비슷한 원리를 이용하여 알칼리도를 측정
하는 휴대용 상용장비들도 많이 유통되고 있다. 이들
장비들은 알약형태로 발색시약 kit를 사용한다. 그러나,
이들 휴대용 장비들은 보통 단점 보정(one-point
calibration)을 한다.
10.2. 토의
자동화 방법은 시료를 대규모로 처리할 수는 있으나,
현장에서는 이용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발색시약 kit
를 이용하면 휴대용장비로 현장에서 쉽게 분석할 수
있겠으나, 앞서 지시약법에서와 마찬가지로 지하수의
다양한 pCO2로 인한 문제나, 아울러 탁도나 색이 있는
시료에 대한 문제는 그대로라고 할 수 있다.

11. pH적정곡선 변곡점법(IPC-IP 법)
11.1. 개요
본 방법은 시료에 산을 넣으면서 pH를 재고, 이를
바탕으로 pH적정곡선(potentiometric titration curve)
을 그리면, pH 4~5사이에 나타나는 변곡점이 당량점
과 일치하는 것을 바탕으로 한다(Fig. 2). 즉, 이 변곡
점까지 첨가된 산의 양을 바탕으로 알칼리도를 측정하
는 방법으로, DIC, pCO2, 온도, ionic strength 등에

Fig. 2. The relation between alkalinity end point and pH
titration curve. End point exactly matches with the
inflection point of pH titration curve at pH between 4 and
5. This diagram was prepared with the DIC condition of
5.4 mmol/L and pCO of –1.0.
2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지금까지 언급된 알칼리
도분석법 중, 가장 정확한 방법으로써, IPC-IP법을 알
칼리도 분석법으로 소개하고 있지 않은 USEPA법에서
조차, 본 방법으로 적정용액의 산농도를 보정하라고 하
고 있다(METHOD 310.1, 5.2).
본 방법은 ASTM방법(D1067-16, 2016)과 USGS방
법(Rounds, 2006)으로 승인되어 있다. Standard
Method(APHA et al., 2012a)에서는 본 방법을 다음
과 같이 단 한 문장으로 언급하고 있어, 본 방법이
APHA et al.이 인정하는 방법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
들도 많다.
“For methods of determining inflection points
from titrations curves........, see Section 2310B. 1a”
즉, 변곡점 찾는 방법은 Acidity분석법을 참조하라는
얘기이며, Acidity분석법에는 적정곡선의 변곡점이 가
장 정확한 종점이라고 언급하고 있다(APHA et al.,
2012b). 변곡점을 찾기 위하여 흔하게 이용되는 방법으
로는 (1) 적정곡선에서 직접 찾는 방법, (2) Gran 적
정법으로 찾는 방법이 있다. 이중 전자는 적정시 첨가
한 산에 대하여 반응하는 pH가 갑자기 크게 줄어들
때를 말한다. USGS법에서는 이를 변곡점적정법
(Inflection Point Titration method)이라 명하고 있다
(Rounds, 2006). 그러나, 유기산이 많거나 알칼리도가
작을 때에는 본 방법으로 변곡점을 찾기가 쉽지 않다
고도 기술하고 있다(Rounds, 2006). Gran적정법은 변
곡점까지 첨가된 산의 양을 가장 정확하게 알려주는
방법이며, 이는 다음 장에서 따로 설명하도록 한다.

우리나라 지하수에 적합한 알칼리도 분석법에 대한 고찰

517

11.2. 토의
Jo et al.(2009)는 본 방법 및 DIC분석법, 역적정법,
침전법으로 탄산수의 알칼리도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비교한 결과 변곡점법이 가장 좋은 정확도와 정밀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2. Gran 적정법
12.1. 개요
Gran적정법은 다음과 같은 Gran함수(Gran function)
를 바탕으로 한다(Gran, 1952).
Gran function = 1000*(V+v)10-pH

Fig. 3. An illustration of Gran titration method based on
actual data.

(Eq. 6)

여기서 V는 시료의 부피, v는 적정부피, pH는 매
적정시마다 관찰된 값이다. Gran함수는 변곡점이하의
pH에서는 선형을 보이며, 이 선을 연장하여 적정시 첨
가된 산의 양을 나타내는 x축과 만나는 점이 바로 알
칼리도 종점까지 첨가된 산의 양이 된다(Fig. 3).
12.2. 토의
Gran적정법을 이용한 알칼리도 측정은 Dyrssen and
Sillen(1967)에 의하여 처음 제안되었으며, Drever(1997)
와 Stumm and Morgan(1996)와 같은 저명한 책에서
도 소개되어 있다. 특히, Appelo and Postma(2005)는
지하수의 알칼리도 분석법으로 추천하고 있다. USGS
도 알칼리도가 0.4 meq/L이하일 경우나, 전기전도도가
100 µS/cm이하일 경우, 비탄산염에 의한 영향이 클 경
우 및 유기산이 검출될 경우는 Gran적정법을 사용하
여 변곡점을 찾도록 하고 있다(Rounds, 2006).
변곡점법은 종점이하의 pH값도 같이 관찰하기 때문
에 실제 분석시 종점에 다가갈수록 pH가 급격히 변화
되는 것에 따른 불안감 없이 편히 분석할 수 있다. 특
히, Gran 적정법은 종점이하의 pH구간에서의 pH값만
을 기록하면 되므로, 다른 분석법에 비하여 더 간편하
다고 할 수 있다. 저자들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Gran 적정법에 숙달되면 15~20분 이내에도 매우 정
확하게 알칼리도를 적정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나와 있는 알칼리도분석법 중, 가장 적절한 야외측정
에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에 의하여 승인되어 있지 아니한 분석법들에 대한 논
의이다.
13.1. DIC분석법
앞서도 언급했듯이, pH, DIC(또는 pCO2), 알칼리도
중에서 두 가지 변수의 값을 알면, 나머지 하나의 변
수를 계산할 수가 있다(Stumm and Morgan, 1996).
따라서, pH와 DIC를 측정하면 알칼리도를 계산해낼
수 있다는 원리이다. PHREEQC(Parkhurst and Appelo,
2013)와 같은 지화학모델을 이용하면 더 정확하게 계
산할 수 있다.
DIC는 보통 시료에 산을 첨가한 다음 초순수질소를
이용하여 폭기할 때 발생되는 CO2가스를 적외선검출
기로 분석한다. 따라서, 적외선검출기로 DIC를 현장에
서 분석하는 것은 쉽지 않다.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를
가져와 실험실에서 분석하여야 한다. 시료를 옮기고 보
관하는 과정 중에 대부분의 지하수시료는 뚜껑을 잘
막았다고 하더라도 pH가 변화되는 것은 일반적이다.
이는 주로 용존 이산화탄소의 탈기에 따른 것이다. 즉,
현장에서 측정한 pH값을 알칼리도계산에 그대로 이용
하면 큰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따라서, DIC측정 직
전에 실험실에서 다시 pH를 측정하여 알칼리도계산에
이용하여야 한다.
Jo et al.(2009)은 이러한 방식으로 알칼리도를 측정
한 결과 CO2탈기에 따른 알칼리도 분석결과 차이는
없음을 관찰한 바 있다. 자동화된 방법으로 다량의 시
료를 처리할 수 있으나, 다른 분석법과 달리 고가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13. 기타 분석법들
다음은 APHA et al., USEPA, ASTM, USGS 등

13.2. 질량법(gravimetric method)
본 방법은 시료에 생석회(CaO)를 첨가하여 용존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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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이산화탄소 화학종을 CaCO3로 침전시키고, 침전
된 고체를 회수하여 DIC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Fresenius et al., 1988). 그러나, 침전물의 회수 및
건조과정 중에 대기 중의 이산화탄소와 반응, 그리고
산화에 따른 오차가 예상되며, 이러한 오차는 DIC가
작을수록 상대적으로 커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문
에 본 방법은 엄청나게 높은 알칼리도에 대하여 적용
가능하다고 한다(Fresenius et al., 1988; Jo et al.,
2009).

학적인 연구나 IBE를 계산하기 위한 분석에서는 맞지
않는 말이다. 예를 들어 CaCO3와 같은 광물이 부유물
질로 포함되어 있는 지하수를 여과 없이 분석한다고
했을 때, 알칼리도 적정을 위해 첨가된 산의 일부 또
는 상당부분이 광물을 녹이는데 이용되고, 결과적으로
는 여과한 시료보다 매우 높은 알칼리도를 야기할 수
있다. 만약, 물의 pH완충능력이나 산성중화능력을 측
정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여과할 필요가 없을 것이나,
지화학반응에 대한 지시자로써 알칼리도를 측정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시료를 여과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알

13.3. 역적정법 (back titration method)
본 방법은 물에 염기를 가하여 용존된 화학종들을
HCO3-로 바꾸어 줌으로써 시료의 운반, 보관시 발생할
수 있는 용존 이산화탄소의 탈기를 막도록 고안된 방
법이다(Fresenius et al., 1988). Jo et al.(2009)는 이
를 변형하여, 탄산수의 알칼리도를 측정하였다. 즉, 시
료에 NaOH를 가하여, 모든 이산화탄소 화학종을
CO32-의 형태로 전환시킨 후, 실험실에서 적정곡선변곡
점법(PTS-IP법)으로 알칼리도를 측정하고, 이를 통하
여 DIC를 계산한다. NaOH처리하기 이전에 측정한
pH를 이용하여 이로부터 알칼리도를 계산하는 방식이
다. 그러나, Jo et al.(2009)의 시험에 의하면, 본 방법
은 질량법과 함께 가장 큰 분석오차를 야기하였다.

칼리도는 보존성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시료가 적을
경우에는 여과된 시료를 증류수와 희석하는 방법으로
양을 늘려 분석할 수도 있다.
USGS 분석법에서는 알칼리도는 여과된 시료를 분
석한 결과이고, 여과하지 않고 분석한 결과를
ANC(acid neutralizing capacity; 산성중화능력)라고 다
른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Rounds, 2006)5).

13.4. 이온균형법
분석된 양이온과 음이온의 이온균형오차를 맞추는
방식으로 알칼리도를 산출하는 방법이다(Reuss and
Johnson, 1986). 이온균형오차에 영향을 주는 모든 이
온들이 정확하게 분석된 경우에는 이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알칼리도는 측정값과 비슷한 결과를 도출하기
도 한다(Kotuby-Amacher and Amacher, 1995). 그러
나 알칼리도를 직접 분석하는 것이 아니어서 바람직한
방법은 아니다.

14. 시료전처리
Standard Method(APHA et al., 2012a)와 USEPA
Method 310.1(1978)은 알칼리도 분석을 위한 시료는
여과해서도, 희석해도, 농집시키거나 변화시켜서도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통상적인 지구화
5) 물론 다른 문헌에서는 알칼리도를 산성중화능력(acid
neutralizing capacity)라고 칭하기도 함. 즉, USGS와 같이
구분하여 사용되지 않는다.

15. 결

언

현재까지 이용된 알칼리도분석법들을 검토하여 본
결과, Gran적정법이 가장 안정적이고 정확한 분석결과
를 산출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하수는 시료마다
다양한 pCO2를 보이기 때문에 같은 알칼리도를 갖는
시료라고 하더라도 다른 당량점을 가질 수가 있다. 이
러한 상황에서 pH지시약을 이용하거나 특정 pH값을
종점으로 설정하고 알칼리도를 분석하는 것은 큰 분석
오차를 야기할 수 있다. 실제로, USGS의 알칼리도분
석법 설명서에서도 이들 방법은 오차가 크므로 사용하
지 말라고 권하고 있다(Rounds, 2006). 이들의 분석오
차는 알칼리도가 낮은 시료에서는 더욱 커진다. 더구
나, 국내의 적지 않은 지하수는 1 meq/L이하(50 mg/L
as CaCO3)의 비교적 낮은 알칼리도를 보인다(Table 1).
따라서, 지하수 분석을 위해서는 낮은 알칼리도분석에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다.
Gran 적정법의 경우는 pCO2에 의한 pH차이, 적정
종점의 변화 등의 문제에 대하여 무관하다(Rounds,
2006). 바로 이러한 이유로 알칼리도 측정을 위해 준비
된 산용액의 산농도를 보정하는데도 사용된다. 더구나,
pH지시약법이나 기정 pH적정법에 비하여 더 많은 시
간이 소요되지도 않으며, 야외에서 측정하기에도 더 수
월하다. 무엇보다도 묽거나 알칼리도가 낮은 지하수도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실정에 적
합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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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Gran적정법은 일부 연구
기관에서 지화학적연구를 위하여 이 사용되는 경우(예:
Kim et al., 2005; Kim and Jeong, 2005; Koh et
al., 2006; Jung et al., 2010)를 제외하고는 흔하게 사
용되어지지는 않고 있다. 특히, 지하수오염조사나 지하
수수질측정망의 이화학분석에 있어서도 사용되어지지
않고 있다. 본 논문을 통하여 당 분석법이 널리 사용
될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사

사

본 논문은 환경부의 재원으로 국립환경과학원의 일
부 지원을 받아 수행하였습니다(NIER-SP2014-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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