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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구리이온농도를 117.15 mg/L로 조절한 모의 광산배수용액 제조하고, 세멘테이션제로서 철분을 투입하여 세멘테이션 공정 중 구

리이온제거효율에 대한 철분당량, 철분크기, 교반속도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교반속도가 200 rpm의 경우, 온도 20 °C에서 2 당량의

철분을 투입하면 90분에 51 %의 구리가 제거되었으나 16 당량의 철분을 투입하면 60분에 99 % 이상의 구리가 제거되었다. 48 µm

이하와 150 µm 크기의 철분을 2당량 투입하여 구리제거율을 관찰한 결과 200 rpm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교반속도를

400 rpm으로 증가시킨 경우 두 입도 모두에서 구리제거효율을 크게 증가하였으며, 이는 200 rpm에서 철분의 입자가 응집되어 비표

면적이 감소된 것이 원인으로 SEM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교반속도 600 rpm, 반응온도 20 °C, 48 µm 이하 철분 2 당량의 조건에

서 60 분에 99 % 이상의 구리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주제어 : 광산배수, 구리이온, 세멘테이션, 철분, 응집

Abstract

The effects of equivalent of iron powder, particle size, agitation speed on the removal efficiency of copper ion were inves-

tigated by adding iron powder as cementation agents to simulated mine drainage solution with 117.15 mg/L Cu ion. The 50 %

of Cu was removed at 90 min with 2 equivalent of iron powder while more than 99 % of Cu was removed at 60 min with 16

equivalent at 200 rpm and 20 °C. The removal efficiencies of Cu ion were not different using 2 equivalent of 48 µm and 150

µm iron powder, and the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rapidly with increasing the agitation speed to more than 400 rpm. This

lower removal efficiency resulted from agglomeration of iron powder observed by SEM, which could reduce the effective spe-

cific surface area. More than 99 % of copper ion was removed using 2 equivalent of 48 µm iron powder at 60 min, 600 rpm

and 2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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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의 휴폐광산은 약 2천여 개로 보고되었으

며1,2), 한국광해관리공단에 의해 순차적으로 적절히 관

리되고 있다3). 광산안전법 2조 5항에 따르면 광해(광산

피해)는 ‘광산개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토지의 굴착, 암

석의 파쇄․분쇄, 운반, 선광 등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지

반 침하, 오염수 배출, 폐석 유출, 먼지 날림, 소음 및

진동 등으로 자연과 사람에게 피해를 발생시키는 것’으

로 정의되어 있다. 이 중 광산배수(광산폐수, mine

drainages)는 유출될 경우 중금속을 함유한 폐수가 수

km 하류까지 주변 수계의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2). 광산배수는 다음과 같은 과정에 의

해 발생되고 있다4).

FeS2 + O2 + H2O = Fe2+ + 2SO4
2 + 2H+ (1)

Fe2+ + H+ + O2 = Fe3+ + H2O (2)

FeS2 + 14Fe3+ + 8H2O = 15Fe2+ + 2SO4
2 + 16H+ (3)

광산배수는 Eq. (1)과 같이 황철석 (Pyrite, FeS2)이

수분과 산소가 존재하는 조건에서 산화하여 발생한다.

이 때 철산화박테리아가 존재하면 Eq. (2)와 같이 철이

온의 산화가 촉진되어 3가 철이온이 발생할 수 있다. 3

가 철이온은 강한 산화력을 나타내기 때문에 Eq. (3)과

같이 황철석을 산화시켜 낮은 pH를 특성으로 하는 산

성광산배수(acid mine drainage)가 발생한다. 

일부 광산배수는 강한 산성으로 폐광산 광미와 적치

장 등으로부터 유해한 중금속이온을 용출시켜 주변 수

계 및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한 처리가

요구된다4-6). 광산배수처리공정은 적극적 처리법(active

process)와 자연정화 처리법(passive process)으로 대별

되며3), 국내에서는 대표적인 자연정화법인 SAPS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가 성공적인

운영 사례로 보고되고 있다3,7,8). 이와 같은 처리공정은

관리비용이 매우 낮은 편이기 때문에 경제적인 운영이

가능하나, 중금속 오염농도가 높거나 유량이 많은 경우

처리가 어려워 적극적 처리법 또는 적극적 방식을 가미

한 자연정화 처리(Semi-active)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3).

적극적 처리공정은 주로 석회나 수산화나트륨을 이용하

여 알칼리를 광산배수에 공급하는 방식이 적용된다3).

세멘테이션 공정은 용액 중 중금속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용액 중 금속이온보다 이온화도가 상대적으로 큰

금속의 분말을 투입하여 목적 금속이온을 제거하는 공

정이다9). 이 공정은 자발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투입

이외의 운영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며, 전기화학반응으로

반응이 신속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적극적 처리법으로

고려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관련 연구가 부족한 실

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구리가 함유된 인공 광

산배수를 대상으로 철 분말을 투입하여 세멘테이션 공

정을 조사하였으며, 철분말 입도와 교반속도가 구리제

거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구리제거 세멘테이션 실험을 수행하기 위해 광산배수

모의용액을 국내 광산 광산배수 연구를 참조하여 제조

하였다10). 모의 광산배수 중 철과 구리의 농도는 각각

407.60 mg/L와 117.15 mg/L이며, 구리의 농도는 다소

높게 설정되었는데 이는 세멘테이션의 효과를 명확히

하기 위함이었다. pH는 황산을 이용하여 2.6에서 2.7로

조절되었고, 사용된 철 분말은 48 µm 이하와 150 µm

의 두 종류를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시약급으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멘테이션 실험을 위해 500 mL 이중 자켓 반응조를

사용하였고, 실리콘고무로 주입구를 막고, 여기에 교반

기, pH 전극, 가스주입과 용액채취를 위한 고무관을 설

치하였다. 질소를 200 cc/min으로 투입하며 반응조에

300 mL의 모사액을 넣고 온도가 20 °C로 유지되면 철

분말을 투입한 후 일정속도로 교반하였다. 일정시간마

다 용액을 채취하여 0.45 µm의 실린지필터로 여과한 후,

여과액은 질산으로 희석하여 구리농도를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 Optical Emssion Spectro-

meter; Optima8300, Perkin Elmer)로 측정하였다. 여과

된 침전물은 형상을 관찰하기 위해 건조 후, MIRA3

FE-SEM (Field emission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Tescan, Ltd.)으로 분석하였다.

3. 실험결과 및 토론

구리이온이 존재하는 광산배수에 철분말을 투입하면

다음과 같은 반응을 기대할 수 있다. 

Cu2+ + Fe = Cu + Fe2+ (4)

구리는 철에 비하여 이온화도가 낮기 때문에 철 분말

7

2
---

1

4
---

1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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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입되면 구리이온은 철 입자로부터 전자를 받아 환

원되어 구리로 석출되며, 철은 전자를 잃으며 산화되어

철이온이 된다. 당 연구에서는 세멘테이션 공정 중 구

리이온의 농도를 관찰하여 철 분말 투입에 의한 구리제

거효율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q. (4)에서 알 수 있듯이 이론적으로 구리와 철은

1:1의 당량비로 반응을 하나 실험이 pH 2.6 - 2.7의 조

건에서 진행되어 철분이 세멘테이션 반응에 사용됨과

동시에 산에 용해될 수 있다. 따라서 150 µm의 철분을

사용하고 온도 20 °C와 교반속도 200 rpm의 조건에서

철분 투입 당량에 따른 구리제거효율을 조사하고 Fig. 1

에 나타내었다. 투입당량을 2 당량부터 16 당량까지 조

절하여 실험한 경우, 투입당량이 증가함에 따라 구리의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16 당량을 투

입한 경우 60분에 97 %의 구리가 제거되었고, 8 당량

과 16 당량의 철분을 투입한 경우 90분에 99 % 이상

의 구리가 제거된 것을 확인하였다. 

세멘테이션공정에서 구리제거에 대한 철 입도의 영향

을 조사하기 위해 온도 20 °C와 교반속도 200 rpm의

조건에서 48 µm 이하와 150 µm의 철분을 각각 2당량

씩 모사액에 투입하고 구리농도를 시간에 따라 관찰하

였다. Fig. 2에 나타난 바와 같이 철분 투입 후 30분

까지는 48 µm 이하의 철분을 투입한 경우의 제거율이

150 µm의 철분을 투입한 경우보다 빠른 것으로 나타났

으나, 이후 구리의 제거율은 90분까지 큰 차이가 없다

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입자크기가 작

을수록 비표면적(specific surface area)은 증가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세멘테이션 반응이 가능한 표

면적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철분의 입도가 작

을수록 반응이 빠를 것으로 예상이 가능하나 Fig. 2에

Fig. 1. The effects of equivalent added on the Cu removal

ratio at 20 °C and 200 rpm with 150 µm iron

powder. 

Fig. 2. Removal behavior of Cu during the cementation test

at 20 °C and 200 rpm with 2 equivalent of 48 µm or

150 µm iron powder.

Fig. 3. SEM images of 48 µm iron powder before (left) and after (right) ce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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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바와 같이 입도에 따른 구리 제거율 차이는 크

지 않았다. 

Fig. 3와 Fig. 4에 상기 실험에서 사용되기 전과 후의

철분을 크기 별로 각각 나타내었다. 사용 전의 철분시

료는 48 µm 이하와 150 µm의 크기 차이가 확연히 나

타나지만, 사용 후의 철분시료는 두 입자크기 모두에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특히, 48 µm 이하

철분의 사용 후 SEM 사진은 다수의 입자가 응집

(agglomeration)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세멘테이

션 실험 후 철분을 건조 전 체질하고 회수된 철분을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1에 나타내었다.

철분의 크기가 48 µm 이하기 때문에 45 µm 이하의 구

간에 대부분이 분포해야하지만, 실험 후 철분의 크기는

대부분 425 µm 이상의 구간에 80.46 %가 분포하고 있

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150 µm의 철분도 실험 후

64.62 %가 200 µm - 300 µm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철분의 크기가 작을수록 비표면적 증가에 따라 반응

성이 향상되어야 하지만, 철분의 응집이 발생하여 Fig. 2

에서 구리제거효과는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

서 응집에 의한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해 교반속도를 증

가시켜 세멘테이션 실험을 실시하고 Fig. 5와 Fig. 6에

Fig. 4. SEM images of 150 µm iron powder before (left) and after (right) cementation.

Table 1.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ementation precipitate

(wt.%)

Product Size 48 µm Iron Powder 150 µm Iron Powder

-45 µm 11.97 0.15

+45 µm/-75 µm 1.77 0.17

+75 µm/-200 µm 4.18 3.27

+200 µm/-300 µm 0.37 64.62

+300 µm/-425 µm 1.24 22.58

+425 µm 80.46 9.20

Fig. 5. The effects of agitation speed on the Cu removal

ratio at 20 °C and 200 rpm with 2 equivalent of 150

µm iron powder. 

Fig. 6. The effects of agitation speed on the Cu removal

ratio at 20 °C and 200 rpm with 2 equivalent of 48

µm iron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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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나타내었다. Fig. 5에 온도 20 °C의 조건에서

150 µm의 철분을 2당량 투입하며, 교반속도를 200

rpm에서 600 rpm까지 변화시켜 구리이온제거율을 나타

내었다. 교반속도를 200 rpm으로 설정한 경우에 비하여,

교반속도를 400 rpm 이상으로 증가시킨 경우 구리의 제

거속도가 향상되었으며, 실험 후 90분에 구리제거율은

200 rpm의 경우 52 %인 것에 비하여 400 rpm과 600

rpm에서는 79 %의 구리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이는 교

반속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응집되었던 철분이 해쇄되어

비표면적이 증가한 것이 원인으로 생각되나 400 rpm

이상에서는 교반속도 증가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판단

되었다. Fig. 6은 Fig. 5와 동일한 조건에서 48 µm 이

하의 철분을 투입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교반속도를

400 rpm 이상을 증가시킴에 따라 구리제거속도는 150

µm를 투입한 경우에 비해 더 크게 향상된 것을 알 수

있다. 철분 투입 후 90분에 교반속도 200 rpm의 경우

51 %의 구리제거율을 나타내나, 교반속도 400 rpm과

600 rpm의 경우 90분에 99 % 이상의 구리제거율을 나

타내었다. 특히 교반속도를 600 rpm으로 한 경우에는

60분에 99 % 이상의 구리가 제거되어 Fig. 1의 16 당

량을 투입한 경우와 동일한 구리제거 경향을 나타내

었다.

세멘테이션 공정을 광산배수 처리에 적용할 경우, 과

량의 철분을 투입하여 광산배수 중 금속이온을 제거하

게 되며, 금속이온은 일반적으로 철분 위에 환원석출된

다.9) 이와 같은 침전물은 자력선별 등의 비교적 간단한

공정을 통해 회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2차적인 환경오염

은 적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세멘테이션 공정 중 철

이 용해되어 이온으로 존재하나, 대부분의 광산배수는

황철석이 원인으로 발생하여 철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

에 기존 설치된 공정으로 충분히 제거가 가능하리라 판

단되어 추가적인 부담이 적을 것으로 기대된다. 

4. 결 론

광산배수 중 구리이온을 제거하기 위하여 철분을 이

용한 세멘테이션 공정의 적용가능성을 검토하였다.

117.15 mg/L의 구리이온을 함유한 모의 광산배수용액을

대상으로 48 µm 이하와 150 µm 크기의 철분을 투입하

여 세멘테이션 공정 중 구리이온제거효율을 조사하였다.

교반속도가 200 rpm의 경우 철분입도에 따른 구리제

거효율은 크지 않았으며, 철분 투입 후 90분에 50 %의

제거율을 나타내었다. 교반속도를 400 rpm 이상으로 증

가시켜 2당량의 150 µm의 철분을 투입한 경우 90분에

구리제거효율이 79 %로 증가하였으며, 48 µm 이하의 2

당량 철분을 투입한 경우 400 rpm 이상의 교반속도 조

건에서 90분에 99 % 이상의 구리가 제거되었다. 이는

200 rpm의 교반속도에서 16 당량의 철분을 투입한 것

과 동일한 결과로 200 rpm의 교반속도에서 응집되었던

철분이 400 rpm 이상에서 해쇄되어 비표면적이 증가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광산배수에서 구리이온을 현

장에서 제거할 경우, 교반 조건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

서는 16 당량 정도의 철분이 투입되어야 하나, 별도의

교반 반응조 설치가 가능하다면 교반속도를 증가시켜 2

당량 정도의 철분 투입으로 구리이온 제거가 가능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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