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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the treatment of heavy metals in the mine drainage from the closed mine area, various methods such as

passive, active and semi-active treatments are considered. Among contaminated elements in the mine drainage, Mn

is one of the difficult elements for the treatment because it needs high pH over 9.0 for its concentration to be

reduced. In this study, the efficiency of various slag complex reactors (slag (S), slag+limestone (SL) and slag+Mn

coated gravel (SG)) on Mn removal in the presence of Fe, which is a competitive element with Mn, was evaluated

to investigate effective methods for the treatment of Mn in mine drainage. As a result of experiments on Mn removal

without Fe during 358 days, using influent with 30~50 Mn·mg/L and pH 6.7 on the average, S reactor showed

continuously high Mn removal efficiency with the average of 99.9% with pH 8.9~11.4. Using the same reactors,

Mn removal experiments with Fe during 237 days were conducted with the influent with 40~60 Mn·mg/L. The pH

range of effluent reached to 6.1~10.0, which is slightly lower than that of effluent without Fe. S reactor showed the

highest range of pH with 7.1~9.9, followed by S+L and S+G reactor. However, the efficiency of Mn removal

showed S+L>S>S+G with the range of 94~100%, 68~100% and 68~100%, respectively in spite of relatively low

pH range. S+L reactor showed the most resistance on Fe input, which means other mechanisms such as MnCO3

formation by the carbonate prouced from the limestone or autocatalysis reaction of Mn contributed to Mn removal

rather than pH related mechanisms. The evidence of reactions between carbonates and Mn, rhodochrosite (MnCO3),

was found from the X-ray diffraction analysis of precipitates sample from S+L reactor. From this study, the most

effective reactors on Mn removal in the presence of Fe was S+L reactor. The results are expected to be applied for

the Mn containing mine water treatment in the presence of Fe within the relatively low range of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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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에서 유출되는 광산배수 내 중금속을 처리하기 위해 자연정화법 및 물리화학처리 등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

고 있다. 특히 광산배수 내 중금속 중 망간은 처리되기 위해 pH 9 이상의 조건이 필요하기 때문에 처리하기 어려운

원소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산배수 내 망간의 효율적인 제거방법을 연구하기 위해 다양한 제강슬래그 복합매

질체 반응조(제강슬래그(S), 제강슬래그+석회석(S+L), 제강슬래그+망간코팅자갈(S+G))를 사용하여 경쟁원소인 철 유

입에 따른 망간의 제거효율을 평가하였다. 철 유입이 없는 358일간의 실험에서는 평균 pH 6.7의 고농도 망간

(30~50 mg/L)이 포함된 원수를 사용했으며 제강슬래그 반응조 유출수는 pH 8.9~11.4에서 평균 99.9%의 지속적으로

높은 망간제거효율을 보였다. 철 유입 없이 망간제거실험을 진행한 반응조를 이용하여 망간농도 40~60 mg/L의 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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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철을 추가로 유입하여 237일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망간 제거 이후 pH는 6.1~10.0 범위로 증가하였으며 철 유

입 전에 비해 낮은 범위를 보였다. S반응조가 pH 7.1~9.9로 가장 높았으며 S+L 반응조, S+G 반응조가 그 뒤를

이었다. 하지만 망간제거효율은 비교적 낮은 pH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S+L 반응조가 94~100%로 가장 높았으며 S

반응조와 S+G 반응조는 약 68~100%의 범위의 효율을 보였다. S+L반응조가 철 유입에 가장 높은 저항성을 나타

냈으며 이는 pH 이외에도 석회석에 의해 공급된 탄산염에 의한 MnCO3의 형성 또는 자가촉매반응이 망간제거에 기

여했다고 판단할 수 있다. X선 회절 분석을 통해 S+L 반응조 침전물에서 로도크로사이트(rhodochrosite, MnCO3)를

확인할 수 있었다. 광산배수 내 망간을 처리하는데 가장 효율적인 반응조는 제강슬래그+석회석 반응조로 나타났으며,

본 연구결과는 철의 유입에 따른 비교적 낮은 pH(9 이하) 범위에서도 망간이 효율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공법을 선

정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주요어 : 광산배수, 망간, 제강슬래그 복합매질체, 망간제거효율, 자가촉매반응

1. 서 론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는 주로 황화광물의

용해 및 산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산성광산배수(Acid

Mine Drainage, AMD)가 생성되며 이러한 광산배수는

다량의 중금속을 함유하고 있어 인체 및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Manzano et al., 1999; Gerenuas et

al., 2008). 특히 망간의 경우 광산배수 뿐만 아니라 다

양한 산업폐수에서 오염물질로 나타나며, 넓은 범위의

pH(약 4.5~8)에서 용해도가 매우 높아 처리되기 위한

pH 조건이 9.0 이상으로 높기 때문에 저감하기 어려운

화학종 중 하나이다(Eckenfelder, 2000; Bamforth et

al., 2006; Kusin et al., 2010). 이러한 망간을 처리

및 제거하기 위한 공법에서는 망간의 산화특성에 대한

이해 및 정화매질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폐수에서 망간을 처리하는 방법은 침전, 이온교환 및

흡착 등 다양한 기작이 있다. 이 중 화학적 침전은 가

장 효과적이고 넓게 사용되는 방법으로 망간(수)산화물

로의 침전 및 탄산염형태로의 침전 등이 있다(Patil et

al., 2016). 망간이 산화되어 침전되기 위해서는 pH 9

이상의 높은 pH 조건이 필요한데(Lee et al., 2013),

pH를 9~10 이상으로 효과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매질 중 하나로 알칼리매질인 제강슬래그(steel slag)가

있다(Zahar et al., 2015). 제강슬래그를 이용한 다양한

광산배수처리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제강슬래그반응조

는 석회석반응조보다 높은 알칼리도를 생성할 수 있다

(Kruse et al., 2012). Ziemkiewicz and Skousen (1998)

에서의 실험결과에 의하면 석회석반응조가 196 mg/L

의 알칼리도를 생성하는데 비해, 제강슬래그반응조는

1,500 mg/L의 알칼리도를 생성하였다. 국내에서는 제강

슬래그를 이용한 다양한 중금속 처리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실험실 규모에서 다양한 제강슬래그

매질체의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광산배수 내 망간 정화

효율을 평가한 실험은 부족한 실정이다.

광산배수 내 망간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망간의 산화

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산화기작중 망간(수)산화물의 자

체촉매작용(auto-catalytic reaction)이 있다. 용존하는

망간이 산화되면 망간(수)산화물이 형성되는데, 이 표면

이 망간산화의 촉매로 작용하여 자체촉매작용을 유발

한다. 자체촉매작용의 기작은 수화된 망간 이온과 망

간(수)산화물간의 H2O 리간드 교환에 의해 망간이온의

대칭성이 불안정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되었다

(Morgan, 2000). 망간의 산화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경쟁원소인 철의 존재이다. 철은 망간

보다 우선적으로 산화되려는 특성때문에 경쟁원소로 작

용하여 망간 처리의 방해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Nairn

and Hedin, 199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망간을 함유한 광산배수 정화

시설 운영 중 철이 유입되는 경우 망간제거효율의 변

화를 알아보기 위해 다양한 제강슬래그 복합매질체를

이용하여 철의 유입 전과 후의 망간제거효율을 실내실

험을 통해 비교해보고, 이와 더불어 망간이 제거되는

기작에 대해 평가해보았다. 다양한 제강슬래그 복합매

질체 반응조를 이용하여 철의 유입 없이 고농도 망간

을 주입하여 358일간의 망간처리실험을 선행하였고, 이

후 273일간 각 반응조에 철을 추가로 주입하여 처리효

율을 평가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제강슬래그 복합매질체 반응조

망간제거실험을 위해 제강슬래그(S), 제강슬래그+석

회석(S+L), 그리고 제강슬래그+망간코팅자갈(S+G)

반응조가 사용되었다. 제강슬래그의 pH 상승효과를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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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망간제거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S 반응조를 사용

하였으며, S+L 반응조에 석회석을 추가하여 석회석에

의한 영향과 S+G 반응조에 망간코팅자갈을 사용하여

망간(수)산화물의 자체촉매반응에 의한 망간제거효과를

평가해 보았다. 

3개의 반응조는 망간제거를 위한 알칼리공급 반응조

로 하부에서 원수를 유입시킨 상향류 구조이며 유효체

적은 12.7L (53L×20W×12H cm3)로 실험실 내에 조성

해주었다(Fig. 1). Table 1은 망간제거 반응조별 구성

매질 및 공극체적을 나타낸다. 제강슬래그는 유입수와

반응하였을 때 중금속이 용출되지 않게 결정화된 서냉

전로제강슬래그를 사용하였으며, 폐기물공정시험기준에

따른 용출시험을 통해 실제로 제강슬래그로부터 중금

속이 용출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제

강슬래그의 입경은 2~6 mm이며, 석회석 및 망간코팅

자갈의 입경은 2~5 cm이다. 각 조의 최하부에는 균일

한 상향류 흐름을 유도하기 위하여 4~5 cm의 백자갈

층을 포설하였다.

망간코팅자갈은 백자갈 24 L에 대해 3%의 염화망

간(MnCl2·4H2O) 수용액 3.6 L를 넣어 혼합한 후 3%

과망간산칼륨(KMnO4) 수용액 1.8 L를 넣어 혼합하여

제작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거치면 아래의 반응을 통

Fig. 1. (a, b) Experiment setup and (c) schematic diagram for Mn removal experiments using various slag complex reactors.

Table 1. Composition and volume of slag complex media reactors

Reactors S S+L S+G

Composition (vol%) Slag (100) Slag (40) + Limestone (60) Slag (40) + Mn Coated Gravel (60)

Pore Volume (L) 4.4 4.6 4.1

Effective Volume (L) 12.7 12.7 12.7

Porosity (%) 35 36 32

Table 2. Results of the heavy metal leaching test for the steel slag  (mg/L)

Elements As Cd Cu Fe Mn Ni Pb Zn

Concentration N.D. N.D. 0.003 0.080 0.002 N.D. N.D.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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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자갈 표면에 MnO2·nH2O가 부착된다(Ministry of

Environment, 2010).

3Mn
2+

+2KMnO4+7H2O→ 5MnO2·H2O+ 4H
+
+2K

+

2.2. 반응조 유입수

고농도 망간을 포함하는 원수를 이용한 실험은 358

일간 수행되었으며, 이후 원수에 철을 첨가하여 273일

간 추가실험을 진행하였다. 반응조의 원수의 망간농도

는 30~50 mg/L로 제작해 주었으며, 체류시간은

0.6~1.8일을 유지하였다. 이후 철을 평균 3.3 mg/L(Fe2+

1.6 mg/L) 농도로 망간이 함유된 유입수에 추가하였으

며, 철 유입 전, 후로 망간제거효율을 비교해보았다.

2.3. 분석방법

반응조 유입수 및 유출수는 약 10일 간격으로 채취

하여 유량 및 pH 등의 측정 및 원소분석을 수행하였

다. 현장분석 항목 중 온도, pH, EC, DO 및 ORP는

Thermo사의 ORION STAR A211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으며 Mn2+ 및 Fe2+은 HACH사의 DR-890 colori-

meter를 사용하여 phenanthroline method (APHA,

1995)에 따라 측정하였다. 실내분석 항목인 용존망간,

철, 칼슘 등의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0.45 µm 여과지

로 여과한 후 50 mL 코니컬 튜브에 채수하였으며 흡

착 및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농질산을 주입하였다. 시

료는 4oC에서 냉장 보관하였으며 Varian 사의 ICP-

OES(Varian 720-ES)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반응조의

침전물의 광물조성은 Bruker사의 X선 회절 분석기(D8

FOCU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철 유입 전 시료 분석결과 및 망간제거효율

평가

유입수 및 유출수 분석결과는 철 유입 전과 후 각

반응조별로 비교해보았다. 철 유입 전 pH는 원수에 비

해 증가하였으며, 시간에 따른 pH 변화의 뚜렷한 경향

은 보이지 않았지만 제강슬래그만으로 구성된 S 반응

조에서 pH 8.9~11.4로 가장 높았다. S+L 반응조의

경우 7.3~9.5, S+G 반응조의 경우 6.8~9.0으로

S>S+L>S+G 순으로 높은 pH 범위를 보였다

(Fig. 2(a)). 실험 시간별로 유입수의 망간농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유출수 망간농도의 절대값을 비교하는 것

에는 어려움이 존재하여 유입수 망간농도와 비교하여

망간 농도 감소효율, 즉 망간제거효율로 계산하여 비

교해보았다.

망간제거효율(Mn removal efficiency, %) = {(Ci–

Ce)/Ci} × 100

(Ci : 유입수의 망간농도(mg/L), Ce : 반응조 유출수

의 망간농도(mg/L))

유출수의 망간제거 효율은 S 반응조가 95.9~100.0%

로 가장 높은 효율을 보였으며 S+L 반응조는 47.2~

99.9%, S+G 반응조는 25.5%~100.0%로 S>S+L>S+G

반응조 순으로 높은 망간제거효율 범위를 보였으며 pH

범위와 같은 순서를 보였다(Fig. 2(b)). pH 조성 범위

가 높을수록 높은 망간제거효율을 보이는데, 각 반응

조의 유출수 pH 대비 망간제거효율을 비교해본 결과

pH 증가에 따라 망간제거효율도 증가하는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Fig. 4(a)).

S 반응조의 경우 초기에만 95.9%의 가장 낮은 효율

을 보였으며 이후에는 평균 99.9%의 높은 망간제거효

율을 보였다. 이는 S 반응조의 제강슬래그, 즉 알칼리

매질에 의해 조성되는 높은 pH의 영향으로 볼 수 있

Fig. 2. (a) pH values and (b) Mn removal efficiency of

influent and effluent of reactors in the absent of Fe

showing S>S+L>S+G in both pH and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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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L과 S+G 반응조는 약 200일 이내에 비하여

그 이후에는 높은 망간제거효율을 보인다. 즉, 제강슬

래그와 석회석 또는 자갈을 혼합하는 경우 초반에는

낮은 pH 조성에 의해 망간제거효율이 낮았지만 200일

이후부터는 비교적 낮은 pH의 범위에서도 점진적으로

망간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는 두 반응조에서 pH 이외에 다른 기작에 의해 망간

이 제거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칼슘 농도는 원수

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pH 혹은 망간농도 등과 뚜렷한

관련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칼슘 농도의 증가 원인은

제강슬래그 내 CaO 성분과 석회석에서 녹아져서 나오

는 칼슘의 영향으로 판단된다.

3.2.철 유입에 따른 시료 분석결과 및 망간제거

효율평가

각 반응조별 유출수의 pH 범위는 7.5~11.0에 달했

던 철 유입 전에 비하여 철 유입 후 6.1~9.9로 감소

하였다. 이는 철이 유입되면서 산화되어 철(수)산화물

(Fe(OH)3)이 생성됨에 따라 생성되는 무기산도로 인해

pH가 감소된 것으로 판단된다. S 반응조가 pH

7.1~9.9로 가장 높은 범위를 보였으며, S+L 반응조가

7.0~9.3, S+G 반응조가 6.1~8.0으로 S>S+L>S+G

반응조 순으로 높은 pH 범위를 보이며 철 유입 전과

같은 순서를 보였다(Fig. 3(a)).

전체 실험기간동안 S+L 반응조는 93.5~100.0%의

망간제거효율을 보였으며 S 반응조가 67.9~100.0%,

S+G 반응조가 36.4~98.8%의 효율을 보였다(Fig. 3(b)).

실험 81일까지는 S+L 반응조가 평균 97.3%의 효율로

다른 반응조에 비해 월등히 높은 효율을 보였지만 81

일 이후에는 S 반응조도 높은 망간제거효율을 유지하

였다. 모든 반응조에서 철은 0.6 mg/L 이하로 제거되

었다. 철 유입후에도 철 유입전과 마찬가지로 pH와 망

간제거효율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Fig. 4(b)).

망간제거효율은 철 유입 전에는 S 반응조가 가장 높

은 효율을 보이는 반면 철 유입 후에는 S+L 반응조

가 가장 높은 망간제거율을 보였다. 철은 망간보다 우

선적으로 산화되어 망간이 제거되는데 방해물질로 작

용하는데, S+L 반응조의 경우 지속적으로 높은 제거

효율을 보여 철의 유입에 대하여 비교적 높은 저항성

을 나타냈다. 

Fig. 4. The relation between pH and Mn removal efficiency

(a) in the absence of Fe and (b) in the presence of Fe

showed the positive relation, which means the higher pH

condition generally leads to the better Mn removal

efficiency. Also, the graph showed the experiment in the

presence of Fe reached almost 100% Mn removal efficiency

at the lower pH range than in the absence of Fe.

Fig. 3. (a) pH values and (b) Mn removal efficiency of

influent and effluent of reactors in the absent of Fe showing

S>S+L>S+G in pH and S+L>S>S+G in the efficie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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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결과는 S 반응조에서의 망간제거는 pH 상승

에 의한 효과가 가장 큰 영향을 끼쳤다 할 수 있다.

S 반응조는 실험초기(81일)에는 낮은 망간제거효율을

보였으나 이후에는 평균 99.6%의 효율로 대부분의 망

간을 제거하였다. 철이 유입되면서 급격하게 감소된

pH의 영향으로 망간제거효율이 낮아졌지만 이후 표면

에 형성되어 있는 철(수)산화물 및 망간(수)산화물의 영

향으로 망간이 제거되어 높은 효율을 되찾았다 볼 수

있다. 또한 초기에는 S 반응조의 pH 범위가 철 유입

전보다 훨씬 낮게 조성되었으나, 81일 이후에는 pH 9

이상의 조건을 나타날 때도 있었으며 실험 초기보다

보다 상승된 pH 조건이 조성되어 철의 유입에 대한

저항성이 생긴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S+L 반응조의 경우 철 유입 전과 후 모두 비교적

낮은 pH 조건에서도 높은 망간제거효율을 보여

(Fig. 4(b)) pH의 영향보다는 다른 기작으로 망간이 제

거된다고 판단되었다. 망간을 제거하는 기작으로는 기

존에 석회석 표면에 형성된 망간(수)산화물의 자체촉매

반응 및 석회석에 의해 공급된 탄산염에 의한 MnCO3

의 형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X

선 회절분석을 수행한 결과, S+L 반응조 침전물에서

능망간석(rhodochrosite)를 감정할 수 있었다(Fig. 5(a)).

석회석이 함유되지 않은 S+G 반응조에서는 망간(수)

산화물을 감정할 수 있어(Fig. 5(b)) 최종생성물을 통해

각 반응조별 망간제거기작을 판단해 볼 수 있었다.

S+G 반응조는 지속적인 망간제거가 이루어지지 않

았다. 표면에 형성된 망간(수)산화물에 의해 자체촉매

반응이 일어나서 일부의 망간을 제거했다 하더라도 다

른 반응조에 비해 pH 범위도 낮아 망간이 제거되기

어려운 조건이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3.3. 망간제거기작

본 실험에서 광산배수 내 망간이 제거된 기작은 크

게 3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다. 첫 번째는 pH 상승에

인한 망간의 산화이다. 망간의 경우 처리를 위한 요구

pH가 9.0 이상으로 세 반응조 모두 제강슬래그가 알칼

리매질로 작용하여 높은 pH 범위를 조성하였다. 두 번

째는 석회석에서 공급된 탄산염에 의한 망간 침전물의

형성이다. S+L 반응조의 경우 석회석에서 공급된 탄

산염이 Mn2+과 반응하여 MnCO3로 변화되어 산화되

는 기작이 발생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망간(수)산화물

의 자체촉매(autocatalysis) 산화작용이 있다. S+G 반

응조에서 자갈표면에 코팅된 MnO2·H2O와 실험 중 세

반응조에 형성된 망간(수)산화물이 자체촉매반응을 일

으켜 망간을 산화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자체

촉매반응은 수화된 망간이온과 망간(수)산화물 간의

H2O 리간드 교환에 의해 Mn2+ 이온의 대칭성이 불안

정해짐에 따른 것으로 보고되었다(Morgan, 2000).

위에서 언급한 탄산염에 의한 망간침전물형성과 자

체촉매반응에 의한 망간 산화는 철 유입 후에 낮아진

pH 조건에서도 망간제거효율이 높게 유지되는 결과를

뒷받침해주는 근거로 판단된다.

4. 결 론

제강슬래그 복합매질체 반응조를 이용하여 철 유입

에 따른 망간제거효율을 평가해본 결과, 철 유입 전에

는 제강슬래그로만 구성된 S 반응조가 가장 높은 pH

범위를 조성하였고 망간제거효율도 높았다. S+L과

S+G 반응조는 약 200일 이후부터는 비교적 낮은 pH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각각 94.2, 92.6% 이상의 높은

망간제거효율을 보였는데 석회석에서 공급된 탄산염과

의 반응으로 MnCO3 형태로의 침전과 망간(수)산화물

의 자체촉매 반응 때문이라고 판단할 수 있다. 

Fig. 5. (a) The result of X-ray diffraction analysis for the

precipitates from the S+L reactor, showing the mineral

composition of calcite, gypsum, rhodochrosite and mang-

anocalcite. (b) The S+G reactor consisted of birnessite,

gypsum, lime and mang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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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 유입 후에는 철이 망간보다 우선적으로 산화하려

는 경쟁원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실험 초기에는 망간제

거효율이 낮았다. 하지만 S+L 반응조는 비교적 낮은

pH 범위임에도 불구하고 초기부터 높은 망간제거효율

을 보였다. pH의 영향보다 기존에 형성된 망간(수)산

화물의 자체촉매반응과 MnCO3로의 침전반응이 주된

망간제거기작으로 발생하였다. 즉, S+L 반응조는 철의

유입에 대한 저항성이 다른 반응조에 비해 컸다. S 반

응조에서의 망간제거는 철 유입 전 실험결과에 따르면

pH 조건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철 유입 전과 비교해

서 철 유입 후 pH 조성범위가 감소하였고 이에 따라

철 유입 후 망간제거효율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점

차 효율이 상승했고 실험 약 81일 이후부터는 평균

99.6% 효율로 대부분의 망간을 제거하였다. pH 도 점

차 철 유입 전과 비슷한 범위로 9 이상의 조건을 충

족시켜 철의 유입에 대한 저항성을 보였다. S+G 반응

조의 경우 pH도 낮은 범위를 보였으며 망간제거효율

도 다른 반응조에 비해 낮은 효율을 보였다.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는 높은 중금속 함량

을 보이며 특히 철과 망간은 폐석탄광 및 폐금속광산

에서 주로 나타나는 오염물질이다. 철과 망간은 pH 등

처리 가능한 조건이 다르고 서로 방해원소가 될 수 있

기 때문에 수질정화시설 설치시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본 연구 결과, 고농도의 망간은 철의 유입에도 불구하

고 제강슬래그와 석회석 복합매질체 반응조에서 높은

효율로 제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향후 이에 대한 더

자세한 발생 기작을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간의

실험을 통해 수질정화시설 반응조로 적용시 효율 유지

및 관리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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