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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we are trying to in-situ treat (purify or immobilize) heavy metals or radionuclides in groundwater, one of the

geochemical factors to be necessarily considered is the value of oxidation/reduction potential (ORP) of the ground-

water. A biogeochemical impact on the characteristic ORP change of groundwater taken from the KAERI under-

ground was observed as a function of time by adding electron-donor (lactate), electron-acceptor (sulfate), and

indigenous bacteria in a laboratory condition. There was a slight increase of Eh (slow oxidation) of the pure

groundwater with time under a N2-filled glove-box. However, most of groundwaters that contained lactate, sulfate

or bacteria showed Eh decrease (reduction) characteristics. In particular, when ‘Baculatum’, a local indigenous sul-

fate-reducing bacterium, was injected into the KAERI groundwater, it turned to become a highly-reduced one hav-

ing a decreased Eh to around -500 mV. Although the sulfate-reducing bacterium thus has much greater ability to

reduce groundwater than other metal-reducing bacteria, it surely necessitated some dissolved ferrous-sulfate and

finally generated sulfide minerals (e.g., mackinawite), which made a prediction for subsequent reactions difficult. As

a result, the ORP of groundwater was largely affected even by a slight injection of nutrient without bacteria, indi-

cating that oxidation state, solubility and sorption characteristics of dissolved contaminants, which are affected by

the ORP, could be changed and controlled through in-situ biostimul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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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금속류나 방사성 물질로 오염된 지하수를 원위치에서 처리(정화 혹은 고정화)하고자 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지화학적 요소 중의 하나는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 값이다. 우리는 생지화학적 작용에 의한 현장 지하수의 산화/환원

전위 변화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험실 조건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심부지하수를 대상으로 전자공여체(젖산), 전자

수용체(황산염) 및 토착미생물을 주입하여 시간별로 산화/환원전위 변화를 관찰하였다. 질소가스-충전 글로브박스에 있

는 순수 지하수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미약한 Eh 상승(약산화)이 있었다. 하지만, 젖산, 황산염 혹은 미생물이 주입

된 지하수 대부분의 Eh는 감소(환원)하는 특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국내 토착 황산염환원미생물인 ‘바쿨라텀’이 주입

되었을 때, 지하수의 Eh가 -500 mV 근처까지 감소하여 강환원성 지하수로 바뀌었다. 이처럼 일반 금속환원박테리아

에 비해 황산염환원박테리아의 지하수 환원화 능력이 매우 우수함에도 불구하고, 용존 황산철을 필요로 하였고 최종

적으로 황화광물(예; 맥키나와이트)이 생성되면서 추후 반응에 관한 예측을 어렵게 하였다. 결과적으로, 미생물 외에

도 미량의 영양물질 주입 여하에 따라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가 크게 달라졌으며, 이는 산화/환원전위의 영향을 받는

용존 오염 물질의 산화수, 용해도 및 수착 등의 특성들이 생물자극법에 의해 바뀌거나 조절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지하수, 산화환원전위, 금속환원박테리아, 맥키나와이트, 생물자극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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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오염된 현장 지하수를 원위치(in-situ) 방법으로 처리

하고자 할 때, 일반적으로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 등을

측정하고 조사하는데, 그 이유 중의 하나는 지하수의

화학적 특성에 의해 오염 지하수의 처리 및 복원 방법

등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지하수의

pH가 약산성이거나 혹은 약알칼리라면 그에 따른 지

하수의 처리 과정 및 방법이 달라질 것이다. 그 이유

는 지하수의 pH 특성에 따라 용존 오염물들의 용해도

(solubility), 액상이온복합체(aqueous ionic-complexes)

및 침전성(precipitable tendency) 등이 달라지기 때문

이다. 특히, 지하수 오염물이 비소나 크롬과 같은 중금

속류라면 pH 영향력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Ahn et

al., 2005; Chon et al., 2009; Seo et al., 2012).

지하수의 pH 특성 외에 우리가 고려해야 할 또 하

나의 중요한 지화학적 요소 중의 하나는 지하수의 산

화/환원전위(oxidation/reduction potential) 특성이다.

지하수의 산화/환원전위 측정값을 Eh(mV)로 표기할 수

있는데, 지표 심부 환경으로 내려갈수록 마이너스(-)

mV 값을 나타낸다. 지하수 오염원 중에서 산화/환원에

매우 민감한 독성 혹은 방사성 물질들이 있는데, 비소

나 크롬과 같은 중금속류와 더불어 우라늄 및 플루토

늄과 같은 방사성 핵종들이 이에 해당하며, 이들은 다

양한 산화수(oxidation state)를 가지고 있어서 수용액

상의 산화/환원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작용 및 반응한

다(Lee et al., 2010). 우라늄 핵종의 경우 우라늄 6

가(U6+)와 우라늄 4가(U4+)가 자연계에서 안정하게 존

재하는데, 이러한 우라늄종들간의 용해도 차이는 무려

1,000배가 넘는다(Ulrich et al., 2008). 보통 중성 pH

조건에서 우라늄 4가의 용해도는 10-8 M 이하인데 반

해, 우라늄 6가의 용해도는 최대 10-5 M 이상으로 올

라간다. 즉, 용존된 우라늄을 가진 지하수가 산화상태

이냐 혹은 환원상태이냐에 따라 지하수의 용존 우라늄

농도가 크게 달라질수 밖에 없다. 따라서 현장 지하수

의 산화/환원 상태는 지하수 내 용존 핵종들의 용해도,

수착, 탈착 및 이동성(mobility) 등의 지화학적 거동에

큰 영향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지하수의 산화/환원 특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현장 지하수의 Eh 변화 요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였다. 지하수 Eh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인자들(fators) 가운데 우리는 생지화학적인 영향

(biogeochemical effect)을 중심으로 조사 및 연구 하

였다. 이를 위해 현장 지하수에 생존하는 박테리아의

특성 및 종류 등을 미리 파악하고(Lee et al., 2011a,b)

이들에 의한 지하수의 산화/환원 영향 등을 살펴보았

다. 미리 분리 및 농화배양한 금속환원박테리아를 현

장에서 채수한 지하수와 반응시키면서 지하수의 Eh 및

pH 변화를 살펴보았다. 또한, 젖산(lactate)과 같은 전

자공여체의 공급에 의한 지하수의 Eh 변화도 함께 살

펴보았다.

본 실험의 목적은 생지화학적인 관점에서 전자공여

체의 공급과 금속환원박테리아의 활동으로 인해 지하

수의 Eh가 얼마만큼 영향을 받는지 알아보는데 그 의

의를 두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 지하수의 Eh 변화와

생지화학적 활동과의 관련성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현장 지하수의 산화/환원 전위를 생물자극법

(biostimulation method)을 통해 조절하고 이와 더불어

오염원을 통제(control)하는데 응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2. 실험 방법

2.1. 지하수 채수

실험에 사용된 현장 지하수는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지하연구시설(KURT)의 지표 아래 혐기 환경의 지하수

이다. 본 지역의 지질은 경기변성암 복합체로써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중생대의 심성암과 맥암류

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 지역을 구성하고 있는 심성암

류는 편상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으로 이뤄져 있으며 국

부적으로 약한 변성작용을 받았다(Lee and Baik,

2007).

실험용 지하수는 지하연구시설(KURT)로부터 약

230 m 정도 아래의 암반 단열(rock fractures)을 따라

이동하는 지하수로써, pH 6.56 및 Eh -121 mV의 약

환원성 물이다(Table 1). 현장 지하 시추공의 더블 패

Table 1. Aqueous properties and chemical composition of the KURT groundwater used in the experiment

Depth

(m)

Temp.

(°C)
pH

Eh

(mV)

DO

(mg/L)

Concentrations (mg/L)

Ca2+ Fe2+ K+ Mg2+ Na+ Si4+ Al3+

226 16.4 6.56 -121 0.01 15.8 0.01 0.53 2.46 22.01 10.45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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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에 안정화된 지하수는 DO(dissolved oxygen)값이

0.01 mg/L 이하로써, 산화(oxidization)의 영향이 적은

환원성지하수(reduced groundwater)로서 장기간의 산

화/환원 변화를 관찰하기에 적합한 물로 판단되어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미생물 배양

지하미생물의 생지화학적 활동량이 지하수의 산화/

환원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KURT 지

하수로부터 토착미생물(indigenous bacteria)을 분리 및

배양하여 미생물을 따로 확보하였다(Fig. 1). 농화 배양

된 미생물은 혐기성 박테리아로써, 철환원박테리아(IRB;

iron-reducing bacteria)와 황산염환원박테리아(SRB;

sulfate-reducing bacteria) 두 종류이며, 미생물 배양은

과거 본 실험실에서 수행했던 방법(Oh et al., 2010)을

따랐다. 그리고 외국에서 흔히 사용되는 철환원박테리

아인 슈와넬라(Shewanella putrefaciens CN32 (ATCC

BAA-1097))는 따로 취득 후 배양하여 국내 토착미생물

의 실험 결과와 비교하였다. 자세한 슈와넬라 배양 방법

등은 Lee et al. (2009)의 방법을 따랐다.

2.3. 지하수 산화/환원 변화 관찰

채수된 KURT 지하수를 장시간(약 10일 이상) 혐기

조건(anaerobic condition)으로 유지하면서 지하수의

Eh(표준수소전극)값이 어떻게 변하는지 관찰하였다. 이

를 위해 현장 KURT에서 채수된 지하수를 N2:CO2 =

80:20으로 충전된 글로브박스(glove box)에 넣어 대기

의 유입을 차단하였다. 그리고, 압열멸균시킨 100 mL

유리병(Schott Duran)에 지하수 100 mL를 채우고

Horiba사의 F-51BW pH/mV meter와 pH electrode

를 사용하여 지하수의 pH와 9300-10D ORP electrode

를 사용하여 지하수의 Eh값을 각각 측정하였다. 그리

고 순수 지하수 외에 다른 첨가물에 의한 Eh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유·무기 전자공여·수용체 및 박테리

아 등을 추가하면서 지하수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첨

가된 유·무기 전자공여·수용체로는 젖산(Na-lactate)

10 mM과 황산염(Na-sulfate 혹은 Fe-sulfate) 2 mM,

그리고 박테리아는 미리 준비한 액체배지에서 토착미

생물 5 mL 추출하여 실험용 지하수 95 mL에 혼입하

였다. 토착미생물 주입 시 따로 세척하지 않았고, 결과

적으로 액체배지의 영양물질 일부(5 mL)가 지하수

(95 mL)에 녹아 들었다. 실험용 지하수에 포함된 영양

물질은 용액비로 5%에 불과하지만, 이의 영향을 파악

하기 위해 토착미생물만 제거(0.2-µm 여과)한 영양물

질(5 mL)을 따로 주입하여 서로 비교하였다. 참고로

영양물질에는 인(P)을 포함한 일부 미네랄과 비타민 성

분 등이 용존 되어있다(Oh et al., 2010).

토착미생물 외에 다른 일반시약 주입 시 0.2-µm 필

터 주사기를 사용하였고, 시약 및 미생물 주입 후 시

간에 따른 Eh 및 pH 변화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

필요에 따라 실험중인 지하수 용액을 일정량 채수하여

용액 및 침전물 등을 분석하였다.

2.4. 분석방법

실험 과정 중 지하수로부터 생성된 침전물(고체 부

유물)을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사용하여 조사 및 분

Fig. 1. Photographs of (a) groundwater sampling from the

KURT (KAERI Underground Research Tunnel) and (b)

several serum bottles containing nutrient media and KURT

groundwater inj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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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였는데, 준비과정은 다음과 같다. 주사기로 채취한

지하수 용액시료를 10,000 rpm으로 원심분리하여 침

전물을 가라앉힌 후 글로브박스(N2)의 환원조건에서 건

조하여 임시 보관하였다. 그리고 시료의 산화를 방지

하고자 N2 가스가 채워진 진공데시케이터에 시료를 넣

어 SEM 분석실까지 운반하였다. 사용된 주사전자현미

경(FE-SEM)은 Hitach(S-4700)모델이며, 시료 분석을

위해 시편 홀더에 carbon tape를 붙이고 준비된 시료

를 고루 문질렀다. 그리고 진공 하에서 시료를 OsO4로

얇게 도포(~10 nm)한 후 시료를 꺼내어 SEM 본체

에 넣어 관찰하였다. 시료의 주화학성분 분석을 위해

부속장비인 EDS(Horiba, EMAX)를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토의

3.1. KURT 지하수의 Eh 변화

글로브박스(N2:CO2=80:20)에 보관된 KURT 지하수

의 초기 Eh 및 pH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장시간 살펴보았다. 초기 -121 mV이었던 지

하수의 Eh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점차 상승하기 시

작하여 ‘0’ mV 부근에서 약 5일정도 변화 없이 유지

되다가 또다시 상승하는 곡선을 보여주었다(Fig. 2a).

이러한 Eh의 변화는 여러 요인에 의한 것일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pH, 용존산소(DO) 및 온도 등의 복합

적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 본 실험에서 측정된

지하수의 pH는 초기 6.5 부근에서 이틀을 유지하다가

6.0으로 떨어진 이후 큰 변화가 없었다(Fig. 2b). 그리고

실내 글로브박스의 온도를 25oC 부근에서 지속적으로

유지하였기 때문에 지하수의 급격한 온도 변화도 없었

다. 따라서, 본 실험의 지하수 Eh 변화는 용존산소 농

도의 변화가 주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으며, 글로브박

스를 혐기조건(anaerobic condition)으로 유지했다 하더

라도 아주 미량의 산소(수 ppb 이하)가 존재 가능하고

이들의 지속적인 지하수 용해 영향을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조건에서 일주일 이상 보관된 지하수의

소규모 Eh 상승은 미량의 용존 산소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DO(dissolved oxygen) 전극에 의한

용액상 용존산소의 측정 한계(수 ppb 이하 불가) 및

오차범위 등을 고려할 때 DO 측정실험은 의미 있는

결과를 얻기 어려웠다. Eh 측정에 있어서 다른 용존

이온들에 의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순수 KURT 지하수의 Eh 변화 경향과는 다르게 젖

산(lactate)이 투여된 경우에서는 다른 형태의 Eh 변화

가 관찰되었다(Fig. 2a). 실험 초기에 약간의 Eh 상승

이 있은 이후 큰 증가가 없었으며 지속적으로 “0 mV

이하”를 유지하였다. 이는 순수 KURT 지하수의 Eh

패턴과 상당히 다르며, 지하수 Eh 변화에 있어서 젖산

의 영향이 어느 정도 작용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영향

은 지하수에 투여한 젖산이 토착미생물에 의해 분해되

면서 미생물의 활동이 점차 활발(용존산소 고갈)해지면

서 지하수의 Eh 증가가 억제되지 않았나 생각된다.

3.2. 지하수 Eh의 생물학적 영향

토착미생물의 증식 영향뿐만 아니라 미생물의 종류

및 지하수의 용존 성분 등에 따른 Eh 변화를 알아보

Fig. 2. Curves of (a) Eh and (b) pH variation for the KURT

groundwater or groundwater + lactate as a function of time

under anaerobic con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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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채수한 지하수에 추가로 주입된 토착미생물은

KURT 현장 지하수로부터 분리 배양한 금속환원미생

물(metal-reducing bacteria)로써, 철환원박테리아인 ‘미

시가넨시스(Michiganensis)’(Lee et al., 2011a)와 황

산염환원박테리아인 ‘바쿨라텀(Baculatum)’ (Lee et

al., 2011b)들이다. 그리고 국내 토착미생물의 영향과

비교하는 차원에서 해외에 널리 알려진 ‘슈와넬라

(Shewanella)’종도 함께 실험 및 평가하였다.

순수 KURT 지하수에 철환원박테리아인 미시가넨시

스와 슈와넬라를 각각 주입한 이후 지하수의 Eh 변화

를 지속적으로 관찰하였다(Fig. 3). KURT 지하수에

미생물이 주입된 순간부터 지하수의 Eh는 감소하기 시

작하였으며, 실험시작 이틀 만에 슈와넬라종의 경우에

는 Eh가 최대 -500 mV 이하까지 내려갔다. 특히, 젖

산과 슈와넬라가 함께 있는 조건에서는 지하수의 Eh

감소가 초기에 상대적으로 컸다. 한편, KURT 토착미

생물인 미시가넨시스가 주입된 조건에서는 지하수의

Eh가 일시적으로 감소하였다가 다시 증가하였고 수일

동안 -150 mV 이하를 유지하다가 최종적으로 -300 mV

이하로 감소하였다. 다소간의 차이는 있었으나 주입 미

생물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하수 대부분이 2주일 이후

에는 -300 ~ -350 mV 범위 내에서 수렴 및 안정화되

었다. 이러한 결과는 과거 지하수가 아닌 버퍼 수용액

(NaHCO3, 30 mM)에서 수행했던 Eh 최종 값 (-400 mV)

결과(Lee et al., 2011c)와 약간의 차이를 보여 주고

있다.

이번에는 황산염환원박테리아인 바쿨라텀을 투여하

여 KURT 지하수의 Eh 변화를 살펴보았다. Fig. 4에

서 볼 수 있듯이, 철환원박테리아와 마찬가지로 황산

염환원박테리아인 바쿨라텀이 주입된 이후 지하수의

Eh가 지속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최대

-500 mV까지 감소하였다. 하지만, 토착미생물인 바쿨

라텀을 동일한 양으로 주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Fig. 3. Curves of Eh variation for the KURT groundwater

activated by iron-reducing bacteria, Michiganensis and

Shewanella, as a function of time under anaerobic condition.

Fig. 4. Curves of Eh variation for the KURT groundwater activated by a sulfate-reducing bacterium, Baculatum, as a function

of time under anaerobic condition. There was a color change from clear to deep dark on a serum bottle with FeSO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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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된 황산염의 종류에 따라 지하수 Eh 변화에 큰

차이가 있었다. 황산나트륨(Na2SO4)이 첨가된 경우에

서는 지하수의 Eh가 -320 mV까지 감소하였지만, 황산

철(FeSO4)이 투여된 경우에서는 훨씬 감소한 Eh값(약

-500 mV)을 보여주었다(Fig. 4). 그리고 검은색의 부유

물이 다량 생성되는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하수 용액이 상당히 검게 보였다. 이러한 결

과는 과거 다른 SRB 종에 의해서도 비슷한 특징을

관찰한 바 있다(Lee et al., 2011c). 한편, 철환원 혹

은 황산염환원박테리아 종(species)에 상관없이 KURT

지하수 pH는 초기 6.5에서 6.0으로 약간 떨어진 이후

시간에 따른 큰 변화를 보여주지 않았다(Fig. 5).

3.3. 영양물질의 영향

앞서 KURT 지하수에 주입한 액상 토착미생물

(5 mL)에는 영양물질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KURT 지하수의 Eh 변화에 관한 토착미생물의 영향을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주입된 미량의 영양물질도

같이 평가해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는 토착미생물을 주

입할 때 0.2-µm 주사기 필터를 사용하여 미생물만 따

로 제거하고 영양물질만을 공급하여 기존의 결과(Figs.

3 & 4)와 상호 비교하였다(Fig. 6). 

미시가넨시스를 제거하고 영양물질(5 mL)만을 공급

한 경우에는 최종적인 Eh값이 -220 mV를 나타내었다

(Fig. 6). 이는 미시가넨시스가 주입된 이전의 경우

(-300 mV) (Fig. 3)보다 약간 높은 값이다. 또한, 바쿨

라텀을 제거하여 영양물질(5 mL)만을 주입한 경우에는

지하수의 Eh 감소(-150 mV)가 상당히 미약했는데, 이는

이전의 바쿨라텀이 주입되었을 때의 결과(약 -500 mV)

(Fig. 4)와 많은 차이를 보여준다.

위와 같은 결과는 Eh 변화에 있어서 미생물 외에

미량의 영양물질도 상당히 중요함을 나타낸다. 즉, 소

량의 영양물질의 공급만으로도 지하수의 Eh를 상당히

낮출 수 있음을 가리킨다. 하지만, 영양물질이 공급된

다 하더라도 지하수 미생물의 활동 및 증식(개체수 증

가)이 함께 이뤄지지 않는다면 지하수의 Eh는 크게 변

하지 않을 것이다. 실험에 사용된 KURT 지하수는 지

하 230 m 부근에서 채수된 천부지하수로써, 철환원박

테리아의 존재비(existing ratio)가 황산염환원박테리아

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세하거나 유리할 것이다. 일반

적으로 지하 천부에서는 철 혹은 망간환원박테리아가

우세하고 지하심부로 내려갈수록 황산염환원 혹은 메

탄생성 박테리아가 우세한다(Konhauser, 2007; Ehrlich

and Newman, 2009). 본 실험에 사용된 지하수는 심

도가 낮은 천부지하수로써 철 혹은 망간환원박테리아

가 우세 종(species)을 이루며, 영양물질 공급시 이들

박테리아에 의한 지하수 Eh 감소가 대부분 이뤄질 것

으로 예상되고 있다(Fig. 6). 한편, 황산염환원박테리아

의 경우 추가적인 동종 박테리아 공급이 없는 한 지하

수의 환원, 황화수소 생성 및 황화광물 침전 등의 과

Fig. 5. Curves of pH variation for the KURT groundwater

activated by metal-reducing bacteria as a function of time

under anaerobic condition.

Fig. 6. Curves of Eh variation for the KURT groundwater

added with some nutrient media except for the enriched

indigenous bacte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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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이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고 Eh 감소폭도 그

리 크지 않을 것이다(Fig. 6). 

이러한 실험 결과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지하수

의 Eh 변화폭을 크게 하기 위해서는 활발한 생지화학

적 반응을 유도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영양물질 공

급뿐만 아니라 토착미생물(indigenous bacteria)의 추가

및 보충이 있어야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3.4. 검은색 황화물 생성 및 생지화학적 의미

Fig. 4에서 황산철(FeSO4)과 바쿨라텀이 지하수에 주

입된 이후 지하수의 Eh 감소와 더불어 검은색의 부유

물이 생성되었다. 우리는 이러한 부유물이 무엇인지 알

아보기 위해 시료를 채취하여 전자현미경 분석을 실시

하였다. Fig. 7은 환원 지하수의 검은색 부유물 전자현

미경 이미지로써 판상구조의 µm 크기의 입자들로 구

성되어 있다. 입자 주변에 ‘바쿨라텀’ 미생물들을 발견

할 수 있는데, 이는 검은색 황화물들의 생성 기원(생지

화학적 과정)을 말해준다. 판상구조 입자들의 EDS 화

학분석결과 Fe(철)와 S(황)로 구성된 ‘FeS’ 황화철

(Fe:S = 0.47:0.53 atomic ratio)로 분석되었으며, 시

료준비 과정에서의 산화 및 분석오차 등을 고려하면

Fe:S가 거의 1:1에 가까워 화학조성 및 광물 외형상

맥키나와이트(mackinawite)광물로 추정하는데 큰 무리

가 없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맥키나와이트는 박테리아

에 의해 황산염이 환원되면서 용존 철과 결합되어 실

온에서 쉽게 만들어지는 일차 황화광물로 알려져 있다

(Gramp et al., 2010; Lee et al., 2011c, 2013).

Fig. 4 결과에서는 바쿨라텀의 활동에 의해 지하수의

Eh가 점차 감소되었는데, 주입된 황산나트륨(Na2SO4)

혹은 황산철(FeSO4)에 따라 지하수의 Eh 변화가 다르

게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미생물은 ‘전자공여체’와 ‘전

자수용체’를 활용하여 대사작용(metabolism)을 일으키

면서 에너지를 얻게 되는데, 본 실험에서는 ‘젖산’이

전자공여체로 사용되고 ‘황산염(SO4
2-)’이 전자수용체

로 사용되었다. 미생물의 물질대사(metabolism) 과정

중에 젖산의 분해에 의해 황산염이 전자를 얻게 되면

황산염은 점차 ‘이황화물(HS-)’ 혹은 ‘황화수소(H2S)’

형태로 환원된다(Barton and Hamilton, 2007). 이 과

정에서 다량의 이황화물(HS-)과 황화수소(H2S)가 발생

하게 되며 황화수소는 생물학적 독성을 띤다(Barton

and Hamilton, 2007). 즉, 바쿨라텀(SRB)의 활동에

의해 지하수가 점차 환원되면서 다량 생성되는 H2S는

미생물의 활동을 다시 억제하여 Eh 감소가 한계에 다

다를 수 있다. 그러나, 만일 용존 철이 지하수에 풍부

하게 존재한다면 생지화학적으로 생성되는 HS- 및

H2S가 철과 반응하여 황화철(iron sulfide) 광물, 즉

맥키나와이트로 소모되기 때문에 주변의 용존 황화물

(HS-, H2S)의 농도는 상대적으로 감소할 것이다. 

황산철이 투여된 조건에서는 Fig. 4와 7에서 볼 수

있듯이 검은색의 황화물인 ‘맥키나와이트’가 다량 생성

되었는데, 이러한 조건에서는 용존 황화물(예: HS-)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고 지하수의 Eh는 -500 mV까지

감소됨을 알 수 있다. 

위의 결과들은 지하수의 용존 성분들이 지하수의 생

지화학적 산화/환원 과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으며, 특히 용존 무기성분 중에 용존 철

(dissolved iron)의 존재가 생기원(biogenic) 황화철 생

성 및 지하수의 Eh 감소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5. 현장 적용성

오염된 지하수를 원위치(in-situ) 방법으로 정화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의 Eh를 낮추고자 할 때, 생지화학적

Fig. 7. A SEM image of the iron-sulfide that was generated

from the microbially-activated groundwater containing

FeSO4 by Baculatum. EDS spectrum shows S (sulfur) and

Fe (iron) main peaks. Arrows indicate ‘Baculatum’ cells,

the indigenous sulfate-reducing bacterium in the KURT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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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을 적용해 볼 수 있다. 즉, 젖산과 같은 전자공여

체의 공급만으로도 현장 지하수의 Eh를 낮추거나 지

하수의 산화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Anderson

et al., 2003). 또한, 일정량의 영양물질 또는 금속환원

미생물을 추가 공급하여 산화/환원에 민감한 중금속 및

방사성 핵종들의 산화수 조절 및 그들의 수착, 침전과

광물화 과정 등을 유리한 쪽으로 유도할 수 있을 것이

다. 지하수의 Eh를 낮추어 환원성을 극대화하고자할

경우, 혐기성 박테리아 중에 황산염환원박테리아를 사

용하고 동시에 황산철과 같은 철을 함유한 황산염류를

같이 공급해 줄 수 있다. 공급하고자 하는 용존 철의

농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서는 황산염으로부터 환원되

는 황화이온(S2-)이 철과 결합하면서 침전성 황화철 광

물(예: 맥키나와이트)이 다량 만들어질 수 있으며, 긍정

적인 측면에서는 이러한 생기원(biogenic) 황화철 광물

이 추후 현장 지하수의 산화를 어느 정도 예방하는 버

퍼물질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Lee et al., 2012;

Bi et al., 2013). 즉, 유입되는 산화 지하수와 미리 접

촉하여 황화광물이 산화되면서 유입수의 산소 농도를

상당히 떨어뜨릴 수 있다.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황화광물에 의해 예상치 못한 퇴적물 공극(porosity)

및 지하수 유속 감소 등의 결과가 발생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생지화학적으로 생성

된 맥키나와이트가 지하수 용존 우라늄의 콜로이드화

를 유도하여 장기적으로 우라늄의 이동을 촉진할 수 있

다는 부정적인 결과도 있다(Lee et al., 2013, 2014).

따라서 생지화학적인 방법으로 오염지하수의 Eh를

조절하고자 하는 경우, 현장 지하수의 특성뿐만 아니

라 토착미생물의 종류 및 퇴적물/암반의 물리·화학적

특성 등의 정보를 사전에 미리 파악하고 조사해야 할

것이다. 결국, 산화/환원에 민감한 지하 오염물들을 현

장 원위치에서 통제하고자 하는 경우에 생물자극법을

사용할 수 있으나, 부가적으로 생성되는 이차물질(예:

황화철) 등의 영향을 충분히 예측하여 반영해야 할 것

이다.

4. 결 론

오염 지하수를 원위치에서 관리(정화 혹은 오염물 고

정화)하고자 할 때 산화/환원에 민감한 중금속류나 방

사성 핵종류 오염물에 생물자극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방법을 통해 지하수에 용존된 오염물들(예:

우라늄)을 환원시켜 용해도 감소 및 매질에 대한 수착

능 증대와 더불어 오염물의 이동성을 획기적으로 감소

시킬 수 있다. 지하수 및 오염물의 산화/환원을 조절하

는 방법 중의 하나가 토착미생물의 증·감식을 이용하

는 기술이고 금속환원미생물을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국내 지하수에 관한 생물자극법의 적용성을 알

아보고자 실험실 조건에서 전자공여체(젖산)와 전자수

용체(황산염) 및 토착미생물을 주입하여 지하수의 Eh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순수 지하수에 비해 전자공여

체와 수용체가 공급되었을 때 지하수의 환원화가 빠르

게 진행되었고 미생물의 추가 공급에 의해 보다 낮은

Eh 값에 도달할 수 있었다. 또한, 지하수의 환원화가

진행되면서 검은색의 생기원 맥키나와이트가 다량 생

성되었는데, 이 물질은 향후 지하수의 산화를 억제하

는 버퍼물질로써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

이다. 부정적인 측면에서 퇴적물/암반 공극의 감소 및

우라늄과 같은 핵종들의 콜로이드 발생 가능성 등을

우려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오염 지하수에 생물자극

법을 적용하고자 할 때, 지하수 오염물의 종류 및 특

성뿐만 아니라 현장의 수리지질학적 특성과 토착미생

물의 종류 등을 사전에 종합적으로 판단, 분석하여 시

행함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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