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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최근 휴･폐광산에 대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는 국내 휴･폐광산에서 광미나 폐석 등을 적절한 

처리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 산성수나 산성비

로 인한 중금속 용출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주

변의 토양, 하천수, 지하수, 농경지를 오염시키는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현재까지의 환경부 조사결과, 폐금속 광산 주변의 중금

속으로 인한 토양오염은 일반농경지 등에 비하여 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지하수 및 지표수로의 중금속 

오염물질들의 이동 및 확산이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또한, 00고속도로 터널 공사현장 인근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량의 비소 검출에 따른 집단민원이 발생하여 터

널공사를 중단한 사례도 있다.

터널 굴착 공사 중 발생하는 터널폐수는 pH, SS, COD, 

n-H(광유류), T-N, T-P와 같은 일반적인 오염물질 처

리를 위한 침전처리공법의 폐수처리시설을 거치는 것이 

일반적이나 터널폐수에 비소와 같은 유해중금속이 포함

된 경우 응집침전처리만으로 유해중금속의 처리가 어렵

다. 특히 비소의 경우 수중에서 음이온으로 존재하여 일

반적인 양이온 중금속 처리공법과 다른 처리 공정이 필요

하다. 폐광산 지역 주변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중금속

으로는 비소, 카드뮴, 납, 구리, 수은, 6가크롬 등으로 보

고되고 있으며 이들 가운데 비소는 환경부의 기준을 크게 

초과했을 뿐 아니라 처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어 특히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최근 중금속중 비소의 오염이 심각한 이슈가 되고 있는 

방글라데시, 베트남 및 여러국가에서 많은 연구자들이 관

심을 가지고 연구를 시행하고 있으며 WHO, USEPA는 음

용수 기준을 이미 50ppb에서 10ppb로 강화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도 폐광산 및 터널공사 현장에서 비소

로 인해 발생 가능한 피해와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비소 처리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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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비소의 존재 형태와 위해성

2. 비소의 위해성

비소는 1급 발암물질로서 피부암, 간암을 일으킨다. 따

라서, 비소오염에 관한 환경문제 및 민원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비소는 산소, 염소, 황과 같은 물

질과 결합하고 있는 무기비소와 탄소 또는 수소와 결합하

고 있는 유기비소로 분류할 수 있으며, 산화종에 따라 

-3, 0, +3, +5 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Oremland and 

Stolz, 2003; Yun et al, 2004).

비소는 농업과 임업에서 사용되는 살충제, 제초제 등에 

포함되어 사용되어 왔고, 의학적인 사용, 반도체 등의 산

업 활동 등의 인위적인 사용에 의해 노출되어 지하수의 

오염이나 식료품 등에 의한 노출이 가장 주요한 경로로 

알려져 있다(Gebel et al, 1999).

비소에 노출시 체내로 상당량이 들어올 경우 마비가 되

고, 위, 심혈관 조직 등에 1시간이내 독성을 띄게 되며,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체내 축적이 될 경우 심혈관 질환, 

당뇨, 피부암이 발생할 위험이 발생하게 된다(Abernathy 

et al, 2003).

비소는 존재 형태에 따라 발생하는 위해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일반적으로 무기비소의 경우가 유기

비소의 경우보다 체내 발암성이 더 큰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3가비소의 독성이 5가비소 보다 약 40～60배의 강

한 독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et al, 1988; 

Yun et al, 2004).

인체 내에서의 비소의 대사과정은 주로 간이나 혈장에

서 일어나게 되며, 환원과 산화가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는데 체내의 효소반응에 의해 methylarsonic acid 

(MMA) 및 dimethylarsinic acid(DMA)으로 메틸화가 진

행된다(Vahter, 2002; Bae et al, 2006).

5가비소의 독성은 3가비소보다 적으나 체내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3가비소가 증가하고, 대사과정을 통해 DMA 

(III), MMA(III) 생성이 야기되며, 최근 이들이 무기 비소의 

인체 내에서의 주요 대사 형태로 밝혀졌다. 또한 MMA (III)

의 경우 3가비소 보다 독성이 10배 이상 강하다는 연구 결

과가 보고되었으며, 일반적인 사람의 간세포, 여러 암세포

에서의 독성이 여러 차례 보고되고 있다(Bae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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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전국 지하수 수질측정망 연도별 초과율

표 1. 전국 지하수 측정망 운영결과(비소기준 초과, 지하수조사연보“2011~2013”)

        연도

측정망

2010년 2011년 2012년

시료수
50ppb

초과

10ppb

초과

초과율

(%)
시료수

50ppb

초과

10ppb

초과

초과율

(%)
시료수

50ppb

초과

10ppb

초과

초과율

(%)

환경청 1,478 1 13 0.88 1,471 9 45 3.06 1,471 4 30 2.04

시․도 2,333 2 45 1.93 2,295 2 37 1.61 2,341 2 33 1.41

국가

관측망

암반
972

4 34
4.63 994

3 27
3.42 1,022

4 35
4.21

충적 2 11 2 7 1 8

농촌관측망 118 1 1 0.85 116 1 3 2.59 118 2 4 3.39

계 4,901 10 104 2.12 4,876 17 119 2.44 4,952 13 110 2.22

※ 상반기･하반기 중복결과, 10ppb 초과수는 50ppb 초과수를 포함함.

3. 비소오염 현황

3.1 전국 지하수 비소오염 현황

국토교통부와 수자원공사에서 매년 발간하는 지하수 

조사연보에 따르면 전국 지하수 측정망은 환경청, 시･도, 

국토해양부, 농립수산식품부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운영

결과를 살펴보면 매년 6% 이상의 지하수가 비소를 포함

한 유해물질로 오염이 되어 있다.

3.2 전국 폐광산 갱내수 및 지표수 비소오염현황

환경부에서는 2005년 전국 687개 폐금속 광산에 대한 

개황조사를 실시하였다. 개황조사는 오염의 개연성을 평

가하기 위하여 갱구 또는 오염원(광미, 폐석)을 시점으로 

영향권에 해당하는 2㎞이내에서 3개의 표토와 주변 하천

수, 갱내수 및 지하수 등을 채취하여 분석하였고, 개황조

사 결과 총 577개 조사대상 광산에서 물시료 1,636개, 갱

내수 194개, 하천수 737개, 지하수 698개, 기타(저수지, 

침출수) 7개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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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폐금속광산 토양오염실태 개황조사(환경부)

표 2. 동남아시아 지하수 비소오염 현황

국가/지역
위험인구

(백만명)

비소오염 농도

(ppb)

해당국가 비소기준

(ppb)

Bangladesh 32 N/D~4,730 50

Cambodia 0.3 1~1,610 50

West Bengal, India 6.5 N/D~3,880 50

Lao PDR Unknown
N/D-112

50

Myanmar 3.4 50

Vietnam 10 1~3,050 10

Taiwan 0.1 0.15~3,590 10

* Mahmudur et al., Arsenic contamination in groundwater in the Southeast Asia region, Environ Geochem Health (2009) 31:9~21

조사결과 비소 기준치(10ppb) 이상으로 검출된 광산은 

경기 3개소, 강원 1개소, 충청 8개소, 호남 5개소, 영남 5

개소로 나타났고, 총 43개의 시료에서 기준치를 초과하였

으며, 초과지역 비소 평균 농도는 304ppb로 조사되었다.

3.3 국외 지하수 비소오염현황

비소오염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큰 문제로 대두되

고 있고, 지하수 비소오염은 충적퇴적물에서 기인하며, 

지하수 거동에 의해 확산되고 있다.

방글라데시는 약 3천만명 이상이 비소의 독성에 노출

되어 있다. 조사결과 약 43%(약 50,000개의 우물)에서 

WHO 기준치 10ppb를 초과하였고, 27%는 방글라데시 기

준치 50ppb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지난 몇 년간 

약 3,534개의 우물을 폐쇄하였다.

서뱅갈 지역은 약 650만명의 인구가 50ppb 이상의 비

소에 노출되고 있고, 메콩강의 경우 캄보디아 내 평균 비

소 농도는 212ppb이며, 베트남 남부는 39ppb, 홍강 내 

비소 농도는 159ppb로 하노이 등의 도시에 공급되면서 

비소 농도가 초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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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보링조사지역(8개지점16시료)

(2008.12.29조사, 1.15분석) (2008.1.14조사, 1.30분석)

표토조사지역(10개지점)

그림 4. 터널 현장 조사 현황(00고속도로 터널현장)

3.4 국내 터널현장의 비소오염 사례

터널 공사현장은 공사중 폐수 발생이 불가피하므로 오

폐수처리설비를 별도로 설치토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인

근지역에 적치된 암버력과 터널 공사중 발생되는 폐수에

서 비소와 같은 유해 중금속이 검출된 사례가 있다.

현장 인근 00마을 지역 등에서 비소오염 문제로 민원

이 발생되었고, 환경단체는 현장 인근 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량의 비소가 검출됐다며 공사중단을 촉구했고, 

00환경운동연합은 00마을 일대 파쇄장의 토양오염도를 

분석한 결과 비소함량이 41.12㎎/㎏로 기준치(25㎎/㎏)를 

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고, 이는 터널 굴착공사에

서 발생한 암버력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에 한

국도로공사는 중금속 처리시설을 추가 설치하여 비소 오

염에 대한 피해를 방지하였다.

4. 비소 오염 갱내수 정화를 위한 흡착제 개발

비소의 제거방법으로는 흡착, 역삼투, 응집, 침전, 양

이온 교환 등이 주로 사용되어 왔으며 이중 흡착제거 기

술은 최근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흡착 제거 

기술이 다른 기술들에 비해 방법이 간단하고, 제거효율이 

높으며, 경제적이기 때문이다.

기존에는 철 코팅된 모래(ICS)를 사용하였으나, ICS의 

지지체가 모래 조성의 99.5% 이상이 석영사로 고가이고, 

코팅되는 철의 함량이 제한적이어서 비소의 흡착능이 낮

았다. 본 연구에서는 철을 코팅한 지올라이트를 이용한 

회분식 실험과 칼럼실험을 통해 현장적용에 가능한 최적

의 조건을 조사하였고, 실제 폐광산 갱내수 처리에 적용

해 비소 제거에 대한 현장 실증 연구를 수행하였다.

4.1 흡착제의 제조

제올라이트(ICZ, Iron-Coated Zeolite)를 지지체로서 

사용하여 제올라이트 1 ㎏에 pH 10의 10% FeCl3 수용액 

500㎖를 첨가하고 균일하게 교반시키면서 감압 증류기를 

사용하여 수분을 90% 가량 제거하였다. 수분이 제거되고 

남은 고형분을 150℃의 온도에서 1시간 조건으로 건조시

켰으며, 최종적으로 생성된 고형분을 2시간 동안 상온에

서 건조시켜 철 코팅된 ICZ를 제조하였다.

ICZ와의 비교를 위해 주문진사를 지지체로서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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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비소 흡착능 실험 결과 그림 6. 비소 컬럼 실험

주문진사 1kg에 pH 10의 10% FeCl3 수용액 500㎖를 첨

가하고, 균일하게 교반시키면서 감압 증류기를 사용하여 

수분을 90% 가량 제거하였다. 수분이 제거되고 남은 고

형분을 150℃의 온도에서 1시간 조건으로 건조시켰으며, 

최종적으로 생성된 고형분을 2시간 동안 상온에서 건조시

켜 철 코팅된 주문진사(ICS)를 제조하였다.

4.2 비소 흡착능 실험

농도가 2.0㎎/ℓ인 5가 비소 수용액에 대해서 염화나

트륨(NaCl)을 사용하여 이온세기를 0.01M로 고정시키고, 

pH 4.0 및 흡착질/흡착제의 비를 10 ㎖/g의 조건으로 상

기 에서 제조된 ICZ를 사용하여 비소 흡착 실험을 수행하

였다. 비교를 위하여 철 코팅작업을 거치지 않은 주문진 

사(W/O Coating)와 상기에서 제조된 철코팅된 주문진사

(ICS)를 이용하여 비소 흡착 실험을 수행하였다. 수용액

의 비소 농도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른 비소잔존율(초기 

비소 농도에 대한 잔존농도의 비)을 그림 5에 나타내었

다. 그림 5로부터 알 수 있듯이, 철 코팅이 안된 주문진사

의 경우 1시간이 경과하는 동안 5가 비소의 흡착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고, ICS의 경우 30분이 경과 되어서야 비소

가 모두 흡착된 반면, ICZ의 경우 10분 이내에 5가 비소

가 모두 흡착되었다.

4.3 비소 컬럼 실험

비소흡착제(ICZ)의 수명을 예측하기 위하여 ICZ 및 

ICS를 21㎝의 칼럼에 충진하여 2.0㎎/ℓ 농도의 의 5가 

비소 수용액을 2㎖/min 유량으로 고정시켜 20일간 칼럼

을 통과시켰다. 이온세기는 염화나트륨(NaCl)을 사용하

여 0.01M로 고정시키고 Na2SO4를 첨가하여 황산염의 농

도를 400㎎/L으로 조정하여 칼럼을 통과한 출구에서 의 

비소 수용액을 분석하였다. 20일 동안 칼럼을 통과한 비

소 수용액의 시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아래 그림에 나타

내었다. ICS는 300시간이 지난 후부터 비소가 검출되기 

시작해서 350시간이 지나자 초기 비소용액의 농도와 같

게 되었으나, 철 코팅된 제올라이트(ICZ)의 경우 400시

간이 지나도 여전히 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4.4 현장 적용 실험

현장실험 장소는 경북 구미시 옥관리에 위치하고 있고, 

금과 은을 대상으로 한 광산이었다. 1987년 이후 폐광된 

것으로 추정되며, 갱구가 보존되어있는 상태이다. 갱구를 



46       자연,터널그리고
지하공간

기술기사

비소 오염 터널폐수 정화를 위한 흡착제 연구

그림 7. A front view of equipment 그림 8.  The cross section of field-scale experiment

그림 9. The installation of equipment at field-scale 그림 10. The entrance of the mine

통하여 갱내수가 지속적으로 유출 되고 있고, 주변 농경

지에서 갱내수를 농업용수로 이용하고 있었다. 현장실험은 

약 10개월간 진행하였고, 갱내수 내 비소 초기농도는 강우

량에 영향을 많이 받았다. 비소의 최대 농도는 650㎕/ℓ, 

평균 농도는 200㎕/ℓ를 나타내었고(Fig. 11), pH는 평균 

유입수 유출수 모두에서 약 7.0을 나타내었다(Fig. 12).

그림 7～10은 갱내수 처리시설과 현장 설치 사진이다. 

현장 실험에 앞서 실험에 적용될 폐광산에 대한 사전 조

사를 수행하였다. 회분식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데이터들

을 이용하여 ICZ를 사용한 갱내수 처리시설을 만들어 현

장에 설치하였다. 갱내수는 수두차에 의해 하루 평균 약 

4.5㎥이 장치에 공급되었고, 실험기간동안 유입수와 유출

수를 채취해 비소의 농도와 pH를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처리시설을 통과한 갱내수의 비소는 약 7㎕/

ℓ를 나타내었고, 비소 제거효율은 약 99%였다. 이는 거

의 모든 비소가 갱내수 내의 ICZ에 의해 흡착 제거되었음

을 나타낸다. 칼럼실험과 현장 적용실험의 결과를 토대로 

ICZ를 현장에 적용할 경우 하루 4.5㎥/day를 처리할 때 

ICZ의 수명은 약 2년이 될 것이라고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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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The concentrations of Arsenic in influent and effluent 그림 12. The pH value in influent and effluent 

표 3. 비소처리공법비교

Process 흡  착 (Greensand filtration)  이온 교환 응집 / 침전

처리수질 ≤0.001㎎/L ≤0.002㎎/L ≤0.02㎎/L

제거효율 ≥90% ≥90% 20-90%

초기비용 15,643 22,991 156,697

연간운영 & 보수비용 8,171 6,009 22,863

장점 신뢰성이 있으며 경제적임 높은 수질로 처리가능 신뢰성이 있으며 검증됨

단점
흡착제의 수명에 따라 교체주기가 

결정됨

황산염, 질산염, 불소, 셀레늄 등의 

방해이온에 제거율이 영향을 받음
많은 산화제 필요, 슬러지 발생

검토결과 적합

* Technologies and Costs for Removal of Arsenic from Drinking Water, EPA report 2000

5. 비소처리대책

5.1 비소처리공법

비소처리 기술은 크게 물리화학적 공정과 생물학적 공

정으로 나뉜다. 기존의 터널폐수 처리시설에 적용하고 있

는 응집/침전공법의 경우 제거효율이 낮아 배출허용기준

을 만족시키기 어렵고, 석회연수법 및 이온교환법의 경우 

방해물질(황산염 등)의 영향을 많이 받아 터널폐수에 적

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또한, 역삼투법은 일반적으로 높

은 수질을 요구하는 경우 적용하며, 설치 및 운영비용이 

고가이다.

따라서, 터널현장을 고려할 때 유지관리가 용이하며, 

경제성이 확보된 흡착을 이용한 공법이 가장 적절할 것으

로 사료된다. 비소처리공법 비교는 표 3과 같다.

5.2 흡착제 비교

비소처리기술에 대한 기술성 및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흡착을 이용한 처리공법이 터널폐수 처리에 가장 적합할 

것으로 사료된다.

흡착처리공법의 핵심인 흡착제의 성능 및 경제성을 표 

4~5에 비교하였다. 국내흡착제의 경우 해외에서 가장 많

이 적용되고 있는 Bayoxide E33대비 연간 흡착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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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국내흡착제

구  분 ICZ (Iron Coated Zeolite) LDH (Layered Double Hydroxide) MAS (Modified Alum Sludge)

사  진

조  성 Iron Modified Zeolite Brucite Alum hydroxide

BET

surface Area

(m
2
/g)

38 205 42.44

bulk Density

(g/㎖)
1.1 1.1 1.1

size

(㎜)
1~3 0.15 0.05~0.2

cost

($/m
3
)

850 2,250 2,700

cost**

($/year)
51,281 10,478 17,396

표 5. 해외흡착제

구  분 Bayoxide E33 GFH (Granular Ferric Hydroxide) Metsorb G

사  진

조  성 Ferric oxide Ferric hydroxide Titanium dioxide

BET surface Area

(m
2
/g)

119 242 166

bulk Density

(g/㎖)

1.19

(wet)

1.19

(wet)

0.78

(dry)

size

(㎜)
0.5~2 0.32~2 0.3~1

cost

($/m3)
5,633 7,946 10,382

cost**

($/year)
92,000 160,873 262,324

* US EPA report 2005 'Adsorbent Treatment Technologies for Arsenic Removal',

** 연간 흡착제 소요 비용, 유입수 비소농도 : 0.1mg/L(5가비소), 처리용량 : 1,000m
3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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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00고속도로 터널폐수 중금속 처리장비 현황

처리유량

및

오염현황

ㆍ처리유량 : 1,200 m3/day, 400 m3/day

ㆍ오염종류 및 오염농도 : 비소(0.3mg/ℓ), 카드뮴(0.02mg/ℓ), 아연(1.0mg/ℓ)

ㆍ목표수질 : 비소(0.05mg/ℓ), 카드뮴(0.02mg/ℓ), 아연(1.0mg/ℓ)

문 제 점
ㆍ터널굴착으로 인해 폐수의 탁도 및 pH가 높음

ㆍ폐수 발생이 비연속적으로 유량조정조 필요

반    영

결    과

ㆍ처리수질 : 양호

ㆍ기존 오탁수처리시설 후단에 중금속 처리장비를 설치하여 효율적으로 운영

설 치 예

표 6. 비소 흡착여재 비교(최대흡착량)

최대흡착량

(mg/여재kg)

국내 흡착제 해외 흡착제*

ICZ

(Iron Coated 

Zeolite)

LDH

(layered double 

hydroxide)

MAS

(Modified Alum 

Sludge)

Bayoxide E33

GFH

(Granular Ferric 

Hydroxide)

Metsorb G

As (Ⅲ) - 5,550 8,890 2,106 5,521 3,600

As (Ⅴ) 550 7,125 5,150 1,878 1,515 1,852

F - - 16,230 - - -

Se (Ⅳ) - - 13,052 - - -

Se (Ⅵ) - - 2,723 - - -

Pb 16,600 - - - - -

Cu 3,000 - - - - -

Cd 1,600 - - - - -

Zn 1,580 - - - - -

* US EPA report 2005 'Adsorbent Treatment Technologies for Arsenic Removal',

소요비용(MAS 적용시)이 약 20%로서 경제성에서 해외상

용 비소흡착제와 비교하여 매우 우수하고, 흡착제의 최대 

흡착량에서도 해외상용 비소흡착제 보다 우수하며, 터널

폐수에 다른 양이온 중금속(카드뮴, 아연, 구리, 납 등)이 

동시에 존재할 경우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흡착제 비교는 

표 4～6과 같다. 

6. 비소처리시설 적용현황

00고속도로 터널현장 00마을 지역 등에서 비소오염 문

제가 발생되었고, 중금속 조사결과 비소, 카드뮴, 아연의 

오염이 확인되어 추가적인 중금속 처리시설을 설치한 사

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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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결 론

최근 국내 터널기술의 향상은 교통 인프라 개선에 큰 

역할을 담당하였으나, 환경오염 가능성은 내재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국내 터널기술은 양적인 발전 보다 기술적인 

발전이 예상되며, 환경 보전을 위한 적극적 노력이 필요

한 시점이라 판단된다.

비소는 가장 위험한 독극물 중 하나이다. 중요한 것은 

기준치와 법적 적용의 논란이 아니라 근로자와 주민들의 

건강과 환경오염의 방지이므로 지역의 물과 땅이 심각하

게 오염되기 전에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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