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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presents measures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SAPS), a

natural biological purification method that prevents environmental pollution arising from the release of Acid Mine

Drainage(AMD) from abandoned mines into rivers and groundwater. The treatment of AMD using SAPS is based

on biological processing technology that mostly involves sulfate reducing bacteria(SRB). It has been proven

effective in real-world applications, and has been employed in various projects on the purification of AMD.

However, seasonal decrease in temperature leads to a deterioration in the efficiency of the process because sulfate-

reducing activity is almost non-existent during cold winters and early spring even if SRB is able to survive.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presents measures to enhance the activity of the SRB of the organic layer by integrating

light emitting diode(LED)s in SAPS and to maintain the active temperature using LEDs in cold winters. Given that

mine drainage facilities are located in areas where power cannot be easily supplied, solar cell modules are proposed

as the main power source for LEDs. By conducting further research based on the present study, it will be possible

to enhance the efficiency of AMD treatment under extreme cold weather using solar energy and LEDs, which will

serve as an environmentally-friendly solution in line with the era of green growth.

Key words : acid mine drainage,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sulfate reducing bacteria, light emitting

diode, solar cell

본 연구는 폐광산에서 배출되는 산성광산배수가 하천수 및 지하수에 유출되면서 발생되는 환경 오염들을 막기 위

해 생물학적 자연정화 처리 방법인 연속적 알칼리도 생성 시스템의 효율을 증대 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이다. 연속

적 알칼리도 생성 시스템를 이용한 산성광산배수의 처리는 대부분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를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기

술이며, 실제 현장 적용실험에서 그 효과가 증명되었고, 광산배수 정화 사업에 적용하도록 개발된 사례가 많다. 그러

나 계절적인 온도 저하로 기온이 매우 낮은 겨울이나 초봄 동안에는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가 생존은 가능하더라도 황

산염을 환원시키는 활동이 거의 멈추게 되어 지속적인 산성광산배수 처리 효율에 문제점을 야기한다. 본 연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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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적 알칼리도 생성 시스템에 발광 다이오드를 접목하여 유기물 층의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 활성을 증진시키고, 온

도가 낮은 겨울철에도 발광 다이오드의 발열 효과를 이용하여 활성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 더불어,

산성광산배수 처리 시설은 전력을 쉽게 공급할 수 없는 곳에 위치한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여, 발광 다이오드에 전

원을 공급할 수 있는 전원 공급 장치로 태양 전지 모듈 사용을 제안한다. 본 방법을 통하여 추가적 연구들이 진행된

다면, 태양광 에너지와 발광 다이오드를 융합한 친환경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겨울철에도 산성광산배수 처리 기술의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산성광산배수, 연속적 알칼리도 생성 시스템,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 발광 다이오드, 태양광 에너지

1. 서 론

국내에 현재 1000여개의 휴 ·폐 금속광산이 오염 방

지시설을 갖추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고, 주요 오염물

질인 중금속들이(철, 구리, 아연, 니켈, 알루미늄 등) 주

변 하천, 지하수, 농경지로 유입되어 심각한 문제로 떠

오르고 있다. 이러한 폐광산들로부터 나온 광산배수는

그 주변의 하천 및 지하수에 유입됨으로써 철 및 알루

미늄 수산화물을 비롯한 각종 금속 침전물들이 하상

및 주변 경관을 훼손시키고 있다. 국내에서의 광산배

수처리 연구는 1980년대 초반부터 한국동력자원연구소

등에서 시도하였고, 그 당시 개발 내용은 가행탄광에

필요한 물리 ·화학적 수처리 기술개발 등 이었다

(Cheong, 2004). 이와 같이 광산 배수에 대한 지구

및 화학적 연구, 환경오염 조사와 평가, 복구 방안, 사

후 관리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Ryu et al.,

2014).

산성광산배수(AMD, acid mine drainage)는 pH가

6.0 미만으로 낮고, 노천광이 가행되었던 지역, 가행중

이거나 휴광 또는 폐광된 광산에서 유출 된다 (Yadav

and Jamal, 2016). 또한, AMD는 황철석(pyrite)이나

백철석(marcasite)을 함유하는 층이 공기 중에 노출되

면 도로사면 절개부나 지하철 터널에서 산성수가 침출

되어 나오기도 한다. AMD에 의한 하천수의 오염이

매우 극심하여 때로는 미생물마저도 그 속에 살 수 없

게 된다. 따라서 광산배수 중 오염되어 일정한 수량을

갖는 AMD를 처리하는 기술로는 물리학적 처리, 화학

적 처리, 전기화학 처리 등과 같은 적극적 처리방식

(Active treatment)과 석회석 수로 또는 습지를 인공적

으로 조성하여 광산배수를 처리하는 자연정화법과 같

은 소극적 처리방식(Passive treatment)이 있다

(Madzivire et al., 2010; Akcil and Koldas, 2006). 

적극적 처리 방법은, 광산배수를 모아 인위적으로 기

계적인 교란 및 화학약품 첨가를 통해 산화 및 중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이다. 석회나 탄산나트륨과 같은 알칼

리제의 사용으로 광산배수의 pH를 증가시키고, 높은

pH 조건에 서 중금속을 산화시켜 금속 수산화물 형태

로 침전을 형성시킨 후 응집제를 사용하여 최종적으로

침전시키는 처리 방법이다. 적극적 처리방법의 국내의

대표 적용사례는 함백광산을 들 수 있다. 하지만, 위

방법은 처리 효율이 높지만, 유지비용이 높고, 부가적

인 슬러지의 발생이 문제점이 있다 (Johnson and

Hallberg, 2005). 

소극적 처리방법인 자연정화 처리법은 호기성 소택

지(aerobic wetlands), 퇴비층이 동반된 반응조나 소택

지(compost reacter/wetlands), 투수성 반응막(permeable

reactive barriers), 철산화 충진층 반응조(packed bed

iron-oxidation bioreactor)등이 있다(Johnson and

Hallberg, 2005; Song et al., 2010; Jung et al.,

2012). 소극적 처리방법의 국내의 대표적인 적용 사례

는 삼마(태정) 자연정화시설과 황지-유창 자연정화 시

설이다(Cheong, 2004). 전통적인 AMD의 처리는 석회

석층과 같은 알칼리 물질을 처리하여 AMD의 산도를

중화시켜 금속을 수산화물 형태로 방류하는 방식이다.

이러한 전통적인 AMD의 처리 방법은 중화된 처리수

가 대기에 노출 될 경우 금속 수산화물이 형성되어 석

회석을 피복하는 문제점이 나타난다. 이로 인한 석회

석의 용해를 막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해결

하기 위하여 석회석층으로 유입되기 전에 산소를 제거

하여 혐기성 환경의 AMD를 만들어 주고자 퇴비층

(compost layer)을 석회석층 상단에 위치하게 하는 연

속적 알칼리도 생성 시스템(SAPS,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을 사용하고 있다. 국내

의 주요한 AMD 처리 시설에서도 AMD가 중화되고

중금속이 환원 및 침전 된 후 산화조에서 용해되는 과

정에서 철 성분을 산화시키고 호기성 소택지에서 철

성분을 제거하는 공정으로 SAPS를 적용하고 있다

(Jung et al., 2012). 

국내외 수많은 탄광들이 폐광되면서 AMD로 인한

폐탄광 주변 지역의 환경오염 문제가 이슈화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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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liott et al., 1998).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처리 방법이 실제 적용되고 있고, 이들의 처리 효율을

향상 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연구되고 있다. 본 논문에

서는 생물학적 AMD의 처리 기술 중 SRB의 활성 효율

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모색해 보기로 하겠다.

2. SRB를 이용한 생물학적 AMD 처리기술

및 한계점

AMD 처리시설은 일반적으로 SAPS, 호기성 소택지

로 구성되며, AMD의 pH 에 따라 유기적으로 SAPS

와 산화조의 위치를 조정한다(Jung et al., 2012).

SAPS를 이용하여 AMD를 처리하는 폐광산의 경우, 유

기물질 층 내의 SRB가 혐기성 환경에서 금속이 황화

물로 침전되도록 유도한다. 금속 황화물의 용해도는 금

속 수산화물보다 작아 침전이 훨씬 용이하게 일어남으

로, 금속 황화물 형태로 처리하는 연구들이 선호되고

있다(Gazea et al., 1996). SAPS에서는 황산염환원 박

테리아(SRB, sulfate reducing bacteria)로 통칭되는

미생물이 중금속의 금속황화물 형태의 침전 및 제거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Gibert et al., 2005; McCauley

et al., 2009; Kim et al, 2008; Bai et al., 2013). SAPS

공정에 이용되는 주요한 SRB의 종류로는 디설포비브

리오(Desulfovibrio spp.), 디설페이박터(Desulfabactor),

디설포사르키나(Desulfosarcina), 디설포네마(Desulfonema),

디설포모나스(Desulfomonas) 등이 보고되었다(I. Sánchez-

Andrea et al., 2014). SRB를 이용한 생물학적 AMD

처리기술은 현장 적용실험에서 증명되었고 실제로 산

업에 적용하도록 개발이 되었으나, 계절적인 영향으로

주변 온도 저하에 의해 박테리아 활성의 약화로 어려

움을 겪고 있다(Ji and Kim, 2003). SRB는 30~55oC

에서 활발한 성장을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계절별 온

도차가 심한 경우 차가운 광산배수의 유입으로 SRB의

활동이 급격히 줄거나 멈추게 될 수 있다(I. Sánchez-

Andrea et al., 2014). 기존 보고에 따르면, 국내의 경

우 섭씨 20oC 혹은 36oC에서는 AMD내의 황산염 이

온이 최고 87%까지 제거되었고, 1월에는 SAPS의 낮

은온도인 섭씨 1oC에서는 황산염 이온이 거의 제거되

지 않았다(Ryu et al., 2014)．또한, 영국 Cornwall

지역의 Wheal Jane 광산 내 현장 시스템에서는 겨울

철 저온환경에 미생물 활동이 저하된 상태에서 고농도

의 광물 산도에 의한 처리효율 저하 문제점이 보고되

었다(Gusek, 2001). 따라서, SRB는 저온 환경에서 생

존은 가능은 하나, 황산염을 환원 시키는 활동은 거의

멈추게 되어 SAPS의 저온 환경에서 SRB를 이용한

생물학적 AMD 처리기술에 문제점을 야기한다. 

3. 본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10월 중순부터 4월초까지 평균 기온이

10oC 미만의 날씨를 보인다. 또한, 폐광산이 대부분 산

지에 분포되어 있어 기온이 도심 지역보다 훨씬 낮다.

따라서 폐광산 주변에 위치한 SAPS 공정을 이용한 광

산배수의 자연정화처리시설 내의 SRB는 겨울철 및 초

봄, 늦가을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가 어렵게 된다. 이에

따라 차가운 기온 분포를 띄는 겨울철의 경우 특히

AMD 처리효율이 매우 떨어져 제대로 정화되지 않고

외부로 배출되어 심각한 환경문제를 초래할 수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Ji and Kim, 2003).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저온 환경에서 SRB의 활동

력이 떨어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LED

를 이용하여 방출하는 발열 및 파장을 활용한 자연정

화처리시설 내 SAPS 공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또한,

대부분의 국내 폐광산이 전력의 공급이 어려운 지리적

특성을 갖는 점과 LED에 수시로 전력이 공급되어야

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태양 전지 모듈을 LED의 전

력원 으로 이용하는 시도를 제안한다.

4. LED가 생물체에 미치는 영향 및 효과

빛은 식물과 조류를 포함한 광합성 생물체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최근에 광합성 생물이 아닌 동물

과 식물 그리고 곰팡이와 박테리아에서도 다양한 광수

용체들이 발견되고 있다. Monascus, Neurospora,

Aspergillus 의 경우 가시광선인 빨간색 파장영역과 파

란색 파장영역은 균사체 뿐 아니라 포자의 형성 과정

에서도 영향을 나타냈다(Liu, 2003). 일반적인 가시광

선 영역의 빛은 호흡과 단백질의 합성 및 세포막의 수

송 세포에 관여하여 성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나타났

다. 이러한 저해는 특히 파란색 가시광선인 408nm의

파장에서 찾아 볼 수 있었다(Ulaszewski et al.,

1979). 한편, 여러 파장 영역대에서 나타나는 생물체의

성장 촉진 및 유용산물의 생산 증가 등 빛의 파장과

세기가 생물체에 유용하게 미치는 영향들 또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 지고 있다(Nie et al., 2015; Lubart

et al., 2011; Khan et al., 2016; Shu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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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생물체의 생장과 LED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

들이 보고 되고 있다.

식물과 LED를 접목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식물재배

시장에서 기능성 향상 친환경 식물성장용 LED 조명시

스템이 사용되고 있다. 전북대학교 익산캠퍼스에서는

전국 최초로 ‘LED 식물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또한

전라남도 농업기술원 녹차연구소에서는 비닐하우스 안

에서 찻잎에 색깔별 LED광원을 비춰주면 소비자가 원

하는 기호와 기능성을 가진 찻잎을 생산할 수 있는 기

술개발에 성공했다. 위와 같이 LED를 활용해 다양한

시설재배 작물의 품질 및 생산성향상, 기능성 증진 등

이 농업부문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일본의 Misubishi의

연구 그룹에서는 1982년 세계 최초로 식물재배용 인공

광원으로 파장 650 nm의 빨간색 LED를 이용하여 토

마토 온실 재배에 적용하였다. 또한, Nikka 화학에서

1993년에 파란색 LED를 개발한 이후로 현재까지 식물

의 생장 및 형태의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우주기지의 폐쇄형 공간 내

에서의 생명유지 시스템 관련 기술 및 Phytochrome

생리에 관하여 NASA 연구진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Ferl and Paul, 2016).

위와 같이, LED를 이용하여 생물체의 생장에 미치

는 영향을 토대로, LED의 성능이나 장점을 이용하여

AMD의 처리법에도 적용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며,

실제 AMD 처리 현장에도 적용 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5. LED의 발열 특성을 이용한 SAPS 공정의

저온 조건에서 기대 효과

기존의 보고에 따르면, 방열장치를 부착하지 않은 상

태에서 LED는 전원이 공급되는 60분 동안 22oC에서

54oC까지 온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Eo et al.,

2007). 이를 통하여, LED 램프의 발열 특성을 확인

할 수 있다. 발광 다이오드는 백열전구나 형광등과 비

교해서 전기를 효율적으로 빛 에너지로 변환한다. 조

명은 전기 에너지를 빛으로 변환할 때 변환을 할 수

없는 전기를 열로 방출하므로 발열에 관해서는 발광다

이오드도 예외는 아니며, 주변온도의 상승을 불러일으

킨다(Kim and Kil, 2012). 결과적으로, LED의 발열특

성을 이용하여 온도가 낮은 겨울에도 SAPS 공정에서

SRB가 활성 할 수 있는 온도를 유지 할 수 있을 것

으로 예상할 수 있겠다.

6. SAPS에 적용 방향 

 

6.1. 실내 적용 실험 예시

Fig. 1은 LED를 이용하여 온도가 낮은 겨울철

SRB의 활성을 증가시키기 위한 사전 실험 예시도 이

다. 먼저, 각각의 SRB를 배양하고(Step 1), 각각 다른

SRB에게 LED를 적용하여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본다(Step 2). 그 후, LED의 파장 및 광원의 세

기를 다르게 하여 최적의 활성을 나타내는 SRB의 한

가지 종을 찾기 위한 실험이 선행 되어야 할 것이다

(Step 3). 다음으로는, 낮은 주변 온도에서도 선택된

SRB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LED가 충분한 발열성을

나타내는지에 대한 최적화 실험이 이루어 져야 할 것

이다(Step 4). 본 단계에서는 낮은 주변 온도에서도

LED의 발열로 SRB의 성장 조건인 -7oC~70oC 사이

Fig. 1. Flowchart of pre-test to use of light emitting diode

for enhanced activity of sulfate reducing bacteria in mine

drainage treatment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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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LED로 부터

방출된 열로 인해 SAPS 공정 내 온도를 높여 줄수

있다면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도 SAPS 공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겠다. 또한, SAPS 공정에 적용시킨 LED의

전력원 으로 신재생에너지인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하

는 방안을 함께 제안한다. LED는 전력소모가 낮은 장

점이 있으며 공급되는 전력의 90%를 빛으로 변환할

수 있는 특성이 있다. 이렇듯 높은 전력량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태양 전지 모듈이 생산하는 낮은 전

력량으로도 충분히 LED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게 된

다. 이렇게 SAPS 공정에 적용할 LED에 소모되는 전

력량에 필요한 태양 전지 모듈의 전력 생산량의 산출

및 효율을 계산(Step 5)하여 실제 현장 적용시 고려해

야 할 것이다(Step 6).

6.2. 현장 적용 실험 예시

Fig. 2(a)와 같이 SAPS 공정을 자세히 살펴보면

AMD의 배출 경로 상에 웅덩이 형태의 조를 형성하고,

이 조의 밑바닥에는 석회석 층을 0.5~1 m 높이까지

채우고, 그 위에 유기물 층을 0.5~1 m 높이로 적층시

키는 구조를 나타낸다. 이 유기물 층에는 SRB를 이용

하여 금속이 황화물로 침전되도록 설계되고 있다. 따

라서 AMD는 갱도로부터 바깥으로 배출되고 SAPS 공

정의 상부로 유입되어 수직 방향을 따라 아래로 흐르

게 된다. 그 후, 유기물 층을 거쳐 석회석 층으로 흘

러가게 되며, 석회석 층에 연결되어있는 도관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게 된다. 이러한 작용을 거쳐, AMD가

SAPS 공정을 통과하는 도중에 SRB의 대사 작용에 의

하여, AMD 내의 황산염은 황화수소로 환원시키는 작용

을 수행 한다(Jung et al., 2012; Ji and Kim, 2003).

LED는 시중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값이 저렴하다.

또한, LED의 발열성을 이용하여 온도가 낮은 겨울철

동안 SRB의 활성을 증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유기물

층에 사용될 LED의 현장적용 예시를 Fig. 2(b)에 나

타내었다. LED의 전원 공급 장치로는 태양광 에너지

를 사용하여 친환경적인 부분을 좀 더 높이고자 제안

한다. 이와 같은 장치는 많은 인력의 투입이나 잦은

관리가 필요 없어 초기 설치만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SAPS 공정으로 볼 수 있다. 공정의 수행에 앞

서 태양 전지 모듈을 현장에 설치할 시에 최적의 전압

경사도를 찾는 연구도 수행되어야 한다. 

현장 적용 시에는 Fig. 2(c)와 같이 SAPS 공정 내

유기물 층에 LED를 지그재그 형태로 여러 단에 걸쳐

장치한다. 또한, SAPS 공정을 통과하는 AMD 층 내

의 LED는 방수 및 낮은 pH에도 부식이 방지되는 재

질로 보호하도록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된 이와 같은

장치들은 많은 인력의 투입이나 잦은 관리가 필요 없

어 초기 설치만으로도 지속적인 유지가 가능한 SAPS

공정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태양광은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비 오는 날과 구름이 많은 날, 눈

오는 날의 효율 저하를 보완하는 문제점에 대하여 추

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7. 결 론

SAPS 공정을 사용하여 AMD를 처리하는 폐광산의

경우 유기물질 층 내의 미생물로 SRB를 이용하고 있

다. 그러나 겨울철 온도의 저하로 인해 SRB 활성에

영향을 미쳐 지속적인 시스템의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LED를 이용하여 유기물 층의

SRB의 활성을 증진시키고, 온도가 낮은 겨울철의 경우

에도 LED의 발열 효과를 이용하여 활성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

대부분의 폐광산은 전력 공급이 어려운 산악 지역에

위치해 있는 지리적 특징을 고려하여 LED 장치에 빛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 공급원을 태양광 에너지를 광해

관리 기술에 이용 하고자 한다. 최근 녹색성장과 함께

Fig. 2. Schematic diagram of use of light emitting diode

for enhanced activity of sulfate reducing bacteria in mine

drainage treatment process to field appl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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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D 산업 및 태양광 산업이 급속도로 주목을 받고 있

다. LED는 전력의 소모가 적으며, 수명이 긴 특징으로

인해 눈부신 속도로 사용량이 급증하고 있다. 본 제안

을 통하여 녹색성장 시대에 걸맞게 태양광 에너지와

LED를 융합한 친환경적인 시너지 효과로 겨울철에도

AMD 처리 기술 효율의 극대화를 기대 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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