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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per (Cu), one of the main contaminants in the mine drainage from the closed mine area, needs to be

removed before exposed to environment because of its toxicity even in the low concentration. In this study, passive

treatment based field pilot experiments using limestone and compost media were conducted during 9 months for

enhancing Cu removal efficiency of the mine water treatment facility of S mine located in Goseong,

Gyeongsangnam-do in South Korea. The pH increase and Cu removal efficiency showed high value at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 SAPS) > Reducing and Alkalinity Producing System (RAPS) > limestone reactor in

a sequence. The compost media using in SAPS and RAPS contributed to raise pH by organic material

decomposition with generating alkalinity, thus, Cu removal efficiency increased. Also, experimental results showed

that Cu removal efficiency was proportional to pH increase, meaning that pH increase is the main mechanism for

Cu removal. Moreover, Sulfate Reduction Bacteria (SRB) was identified to be most activated in SAPS. It is

inferred that the sulfate reduction reaction also contributed to Cu removal. This study has the site significance in

that the experiments were conducted at the place where the mine water generates. In the future, the results will be

useful to select the more effective reactive media used in the treatment facility, which is most appropriate to

remediate mine water from the S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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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광산 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의 오염원소중 하나인 구리(Cu)는 낮은 농도에서도 독성을 지니고 있어 수계환

경에 노출되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경남 고성군 S광산의 갱내수 정화시설의 Cu 제거효율을 개선하

기 위해 석회석과 폐상퇴비를 혼합한 자연정화 기반의 반응조를 이용하여 약 9개월 동안 현장 파일럿실험을 수행하

였다. 반응조별 유입수 대비 pH 증가량과 Cu 제거효율은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SAPS) >

Reducing and Alkalinity Producing System (RAPS) > 석회석반응조 순으로 나타났다. SAPS조와 RAPS조에서는

석회석의 영향과 동시에 유기물의 분해로 인한 알칼리도의 부과로 석회석반응조보다 높은 pH 환경을 조성하였다. pH

가 증가할수록 Cu 제거효율이 높아지는 결과를 통해 pH 상승이 Cu를 처리하는 주된 기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한 황산염환원박테리아(Sulfate Reduction Bacteria, SRB)가 SAPS조에서 가장 많이 활성화 된 것을 확인 할 수 있

어, 황산염환원반응도 Cu를 제거시키는 기작에 관여함을 판단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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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정화공정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 그대로의 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

후 정화시설의 개선에 있어 공법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광산배수, 현장파일럿실험, SAPS조, RAPS조, Cu 제거효율

1. 서 론

폐광산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는 망간, 구리, 아연

등 다양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데, 주로 황철석

(pyrite, FeS2)과 같은 황화광물이 산소와 물에 노출되

어 형성된다. 황화광물이 산소나 물에 노출되면 산화

작용에 의해 주변 자연수의 pH를 낮추게 되며, 이러한

산성수가 주변암석과 반응하여 금속성분이 용출되어 광

산배수에는 유해한 중금속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Younger et al., 2002). 이러한 광산배수는 토양, 지하

수 및 하천수 등 주변 자연환경을 오염시킬 뿐만 아니

라 농작물로의 전이 등으로 인체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폐금속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광산배수의 주 오염

원소 중 하나인 구리(Cu)는 광산배수뿐만 아니라 산업

폐수에도 높은 함량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낮은 농도

에서도 독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수계환경에 노출되

기 전에 처리되어야 한다(Nassef and El-Taweel,

2015). 폐수에 함유되어 있는 Cu를 처리하기 위해 침

전, 흡착, 이온교환, 막여과법 등 다양한 기작을 이용

한 공정이 사용되고 있다(Sajeda et al., 2017).

광산배수 처리를 위한 자연정화공법에서 흔히 사용

되고 있는 석회석반응조는 석회석(CaCO3)의 용해로 알

칼리도가 높은 환경을 조성해주어 중금속을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시켜 제거해주는 방법이다(Aziz et al.,

2008). 침전반응을 이용하여 광산배수에 용존되어 있는

Cu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침전될 수 있는 적정 pH 조

건을 조성해줘야 하는데, Cu2+의 경우 약 pH 7.0 이상

에서 침전되어 용해도가 낮아진다(Stumm and Morgan,

1981). 이렇게 Cu는 석회석 반응만으로 도달하기 어려

운 비교적 높은 pH에서 침전되는 반면 환원환경에서

황화물로 저감되기 쉬운 특성을 갖기 때문에, 유기물

질을 이용한 생물학적 처리 공정도 많이 이용되고 있

다. Corral-Bobadilla et al.(2019)은 버섯기질물질을

Fig. 1. Views of S mine area showing (a) mine entrance, (b) mine water containing Cu flowing into the facility, (c), (d) mine

drainage treatment fac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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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생물학적반응기를 컬럼형태로 제작하여 실험을

통해 산업폐수에서 발생하는 중금속이 80~98% 범위

로 제거되는 것을 밝힌 바 있다.

유기기질물질로 주로 사용되는 버섯폐상퇴비는 버섯

을 재배한 후 발생하는 잔재로 방치될 경우 곰팡이,

세균 등 병해충의 서식처가 될 뿐만 아니라 침출수 발

생으로 인한 수질과 토양 오염을 발생시킬 수 있다

(Lee et al., 2009). 이러한 폐상퇴비를 유기 기질물질

로 활용하여 광산배수 처리에 적용할 경우, 적치되어

있는 폐상퇴비를 재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광산

배수내 오염원소를 흡착 또는 탄산염, 수산화물로서의

침전을 포함한 다양한 제거 기제를 통해 저감시킬 수

있다(Chen et al., 2000). 국내에서도 버섯폐상퇴비를

이용하여 실험실 조건에서의 광산배수내 중금속을 처

리하는 기작과 이 과정에서의 황산염환원균의 영향을

연구한 바 있다(Yong et al., 2010).

본 연구의 대상인 S광산은 경남 고성군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표 광종은 Cu이다. 갱구는 폐쇄되었지만 지

속적으로 Cu로 오염되어 있는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

다(Fig. 1a, 1b). 2005~2007년 광산배수를 처리하기

위해 석회석을 기질물질로 이용한 수질정화시설(Fig 1c,

1d)을 설치하였지만, 현재 시설은 낮은 정화효율을 나

타낼 뿐만 아니라 일부 구조적인 결함으로 미운영중인

상태이다. 이에 S광산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를 정화효

율을 높이기 위한 기질물질을 재선정하여 시설의 개선

이 필요한 상태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석회석과 폐상퇴비를 이용한 자연

정화 기반의 반응조를 이용하여 S광산에서 발생하는

갱내수 정화효율을 평가하고, 해당 오염원소의 제거기

작을 평가함에 있다. 약 9개월 동안 실제 시설의 1/

300 규모의 시험구를 설치하여 현장 파일럿실험을 수

행하였고, 각 반응조별 갱내수내 Cu 제거효율을 평가

하였다. 실험은 현장에서 갱내수를 직접 유입수로 이

용하여 현장 그대로의 환경에서 수질특성에 맞는 최적

의 처리공법을 선정하고자 하였다.

2. 실험 재료 및 방법

2.1. 갱내수 조사

S광산에서 발생하는 갱내수는 현재 석회석을 기질물

질로 사용하고 있는 수질정화시설로 유입되고 있다. 수

질정화시설은 갱구로부터 하부 20m에 위치하고 있으

며, 11.2×23.5×3 (m) 규격으로 설치되어 있다. 석회석

은 높이 1m로 채워져 있고 하향류의 흐름으로 수두차

에 의해 수위가 조절되도록 설계되었다. 시설 외부에

는 약품주입을 위한 컨테이너 설비가 있으나 현재는

사용되지 않고 있고, 수위조절 맨홀부에서 갱내수가 누

수되어 현재 시설은 운영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수질정화시설로 유입되고 있는 갱내수를 2018년 4

월부터 2019년 4월까지 총 12차례에 걸쳐 유량, pH,

부유물질(SS), Cu 농도를 모니터링 하였다. 유량은 용

기를 이용한 측정법을 사용하였는데, 집수용기에 일정

시간동안 갱내수를 집수하여 시간당 용량을 3회 측정

후 평균값으로 계산해 주었다. pH는 휴대용측정기

(Orion 3star, Thermo)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HACH

사의 DR-890 Colorimeter를 이용하여 SS를 측정하였

다. 용존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0.45μm 여과지로 여

과한 후 50mL 시료병에 채수해 농질산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보존하였으며 ICP-OES (Varian 720-

ES)로 양이온을 분석하였다.

2.2. 석회석과 폐상퇴비 반응조를 이용한 파일럿실험

갱내수가 유입되고 있는 자연정화시설 부지 내에 석

회석과 폐상퇴비를 기질물질로 이용한 시험구를 설치

하여 9개월 동안 파일럿실험을 수행하였다. 갱내수의

주요 오염물질인 Cu의 정화효율과 제거기작을 평가하고

해당 지역의 배출허용기준 기준치 이하로 저감시키기

위한 적정정화공법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S광산의 갱내

수가 유출되고 있는 지역은 경남 고성군으로 환경부 배

출허용기준(폐수) 적용을 위한 지역지정 규정 기준 “가

지역”에 해당되며, Cu의 배출허용기준은 3.0mg/L이다.

시험구는 석회석반응조, Successive Alkalinity Pro-

ducing System (SAPS) 및 Reducing and Alkalinity

Producing System (RAPS), 총 3개의 반응조를 사용

하였다. 석회석반응조는 대조군과 동시에 현재 수질정

화시설의 정화효율을 평가하기 위해 제작해 주었으며,

석회석층 상부에 폐상퇴비층을 도포한 SAPS조와 두

기질물질을 혼합한 RAPS조를 제작하여 유기물질의 존

재가 정화효율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시설에 유입되고 있는 갱내수를 집수하여 정량펌프

통해 집수정으로부터 각 반응조로 일정유량(0.5m3/일)

으로 유입되도록 설계해 주었으며(Fig. 2), 석회석층 내

의 체류시간은 약 1일로 설정해주었다. 각 반응조별 기

질물질 구성 및 규모는 Table 1과 같다. 석회석반응조

는 석회석만으로 높이 1m를 채워주었으며, SAPS조는

하부에 석회석 1m, 상부에 폐상퇴비 0.3m로 반응조를

조성해주었다. 마지막으로 RAPS조는 석회석과 폐상퇴

비를 10:3의 부피비로 혼합시켜주었다(Fig. 3). 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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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에서의 기질물질 혼합비는 SAPS조와 동일한 구성비

로 조성하여 동일한 조건에서의 기질물질 분포 방법에

따른 정화효율을 비교해 보았다.

반응조별 유출수 모니터링 항목은 유량, pH 및 Cu

농도이며, 9개월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모니터링을 수

행해주었다. 현장측정 및 분석방법은 갱내수 분석방법

과 동일하며, Cu의 제거효율은 유입수와 유출수의 농

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Eq. 1).

Cu 제거효율(%) = [{(CMe-influent)-(CMe-effluent)}÷

(CMe-influent)]×100 (Eq. 1)

(CMe-influent : 유입수 내 중금속 농도, CMe-effluent :

유출수 내 중금속 농도)

반응조에 사용된 석회석은 자연정화시설에 분포되어

있는 석회석을 분쇄하여 사용하였으며, X선 회절(XRD)

분석을 통해 석회석의 구성광물을 분석한 결과, 석회

석 99.86%와 석영 0.14%로 구성되어 있었다(Fig. 4).

SAPS조와 RAPS조에 사용되는 폐상퇴비는 충청남도

부여에 위치한 양송이 버섯재배 농가에서 획득한 것으

로 폐상퇴비의 물리화학적 특성은 Table 2와 같다. 

SAPS조와 RAPS조 후단부에는 두 반응조 유출수내

잔류 중금속을 저감하기 위해 소택지를 설치해주었다.

소택지는 광산배수를 처리함에 있어 pH를 상승시켜주

거나 광산배수에 잔류하고 있는 중금속을 침전시켜주

는 목적으로 주로 사용되며(Brown et al., 2002), 단

독으로는 잘 사용되지 않는 SAPS조나 RAPS조의 전

단부 또는 후단부에 설치되어 광산배수내 중금속의 산

Fig. 2. Schematic diagram of pilot experiments.

Table 1. Composition of each reactors

Reactors Composition of Reactive Media

Limestone Limestone layer(h=1m)

SAPS Limestone layer(h=1m) + Compost layer (h=0.3m)

RAPS Mixture of Limestone and compost(vol. ratio 10:3)

Fig. 3. Design and composition of each reactors (a) limestone reactor, (b) SAPS, (c) RA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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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및 침전 등을 돕는다(Watzlaf et al., 2000). 현장

에 설치한 소택지 하부에는 SAPS조와 RAPS조에서

사용되었던 폐상퇴비를 0.5m로 도포 후 상부에 부들

을 설치해 주었으며, 두 반응조에서 1차적으로 처리되

어 나오는 유출수를 합쳐 약 1m3/일의 유량으로 소택

지로 유입시켜 주었다. 소택지 내에서 유입수의 흐름

을 용이하게 해주기 위해 1m 간격으로 배플을 설치해

주었으며, 수생식물(부들)을 약 20 cm 간격으로 지그

재그 형태로 식재하였다(Fig. 5).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갱내수 조사결과

S광산 갱내수는 2007~2014년 조사결과 평소에는

소량 유출되지만 2010년 3월 최대 300m3/일의 갱내수

가 유출된 기록이 있다(한국광해관리공단, 2015).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 유량은 55.8m3/일이며, 강우량과 유

출량 비교 결과 유량측정 빈도가 적고, 유출 기록이

없는 시기가 많아 뚜렷한 상관성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본 연구를 위한 갱내수 모니터링은 2018년 4월부터

수행되었으며, 유량 측정 결과는 Table 3과 같다.

120.6 m3/일의 최대 유출량을 보였으며 3.6m3/일의 최소

유출량을 기록하였다. 갱내수의 평균 pH는 6.1~6.9의

범위로 약산성의 광산배수 특성을 보였으며, 갱내수내

Cu 농도는 2.8~10.8 mg/L의 범위로 6월을 제외하고

는 배출허용기준(가지역, Cu 3mg/L)을 초과하였다. 갱

구는 폐쇄되었지만 갱도 내부 바닥에 푸른빛의 Cu 침

전물이 보이며 수질정화시설로 유입되는 배관 하부에

도 침전물이 관찰되어 지속적으로 갱내수가 Cu로 오

염되어 유출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b).

Fig. 4. Results of XRD analysis of limestone used for pilot

experiments.

Table 2. Physical and chemical properties of the compost

layer

Properties Analysis Results

pH 7.66±0.02

(unit) (%)

Water Content 49.3

N 2.47

C 25.61

H 3.28

S 1.78

C/N 10

SiO2 14.7

Al2O3 1.7

Fe2O3 0.69

MnO 0.32

CaO 6.37

MgO 1.28

K2O 3.94

Na2O 0.46

P2O5 1.45

LOI 57.45

Fig. 5. Design and composition of the wetland.



240 오연수 · 박현성 · 김동관 · 이진수 · 지원현

3.2. 반응조별 유출수 조사결과

3.2.1. pH 모니터링 결과

석회석반응조, SAPS조 및 RAPS조 유출수의 pH는

유입수 대비 모두 상승하였으며, 유입수의 pH의 범위

가 6.1~6.8인데 비해 유출수의 pH는 석회석반응조는

6.4~7.4, SAPS조는 7.0~8.0, 그리고 RAPS조는

6.5~7.5의 범위로 SAPS조가 가장 높은 pH 증가를

보였고, RAPS조, 석회석반응조가 그 뒤를 이었다

(Fig. 6). 석회석반응조의 경우 9월12일을 제외하고는 원

수대비 pH 증가량이 가장 낮았다. 

3.2.2.부유물질(Suspended Solids, SS) 모니터링 결과

SAPS조와 RAPS조는 석회석에 폐상퇴비가 함유되

어 있어 광산배수가 반응조를 통과하면서 초기 Ca,

Mg, Na, K, SO4
2- 등 주요 무기원소를 용출시키는 특

징이 있어 부유물질(SS)의 증가가 우려되었다(Park et

al., 2018). Fig. 7을 살펴보면 실험초기에는 유입수의

SS가 0인데 반해 각 반응조의 유출수에서는 석회석반응

조가 14mg/L, SAPS조가 93mg/L, RAPS조가 54mg/L

의 SS를 배출하면서 부유물질 저감 대책이 필요한 듯

보였다. 하지만 실험이 진행될수록 각 반응조가 안정

화되면서 SS는 점점 감소하였으며, 실험 후기에는 최

종유출수가 원수와 유사한 값을 보여 부유물질 제거를

위한 추가 대책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다.

3.2.3. Cu 농도 모니터링 결과 및 제거효율 평가

갱내수 내 함유되어 있는 주 오염원소인 Cu 함량의

변화는 Fig. 8과 같다. 세 반응조 모두 원수 대비 낮

은 Cu 농도를 보여 갱내수내 Cu를 제거하는데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파일럿실험 기간 동안 원수(유입

수)는 평균 6.5 mg/L(최대 10.8 mg/L)의 Cu 농도를

보였다. 각 반응조를 통과한 유출수의 Cu 농도는 석회

Table 3. Monitoring results for mine water

Monitoring Q pH Cu con.

(unit) (mm-dd-yy) (m3/d) - (mg/L)

1 12-Apr-18 - 6.94 4.46

2 26-Jun-18 - 6.45 2.82

3 10-Aug-18 - 6.33 5.14

4 16-Aug-18 19.7 6.67 5.73

5 28-Aug-18 120.6 6.48 10.81

6 12-Sep-18 49.8 6.36 7.69

7 21-Sep-18 - 6.09 8.69

8 19-Nov-18 - 6.68 5.15

9 30-Nov-18 10.01 6.51 4.42

10 18-Dec-18 6.4 6.58 4.48

11 18-Jan-19 3.6 6.82 3.41

12 30-Apr-19 48.0 6.46 8.44

Fig. 6. pH of influent and effluent for each reactors during

pilot experiments.

Fig. 8. Cu concentration of influent and effluent for each

reacotrs during pilot experiments.

Fig. 7. Amounts of suspended solids (SS) of influent and

effluent for each reacotrs during pilo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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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반응조가 평균 3.4 mg/L, SAPS조가 평균 1.5 mg/L,

RAPS조가 평균 2.4 mg/L를 나타내었다. SAPS조의

경우 최초 모니터링 유출수내 Cu 농도가 원수와 동일

하게 나타났지만, 이후에는 평균 0.9 mg/L로 가장 낮

은 Cu 농도를 나타냈으며, 2 mg/L 미만의 농도로 모

니터링 기간 동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각 반응조별 Cu 제거효율을 평가해보면(Fig. 9), 석

회석반응조의 경우 실험 초기에는 70% 이상의 Cu 제

거효율을 보였지만 이후에는 효율이 점점 감소하는 것

을 볼 수 있다. 석회석 기질물질의 지속적인 교체가

이루어지 않는 이상 석회석만으로는 Cu를 제거하는 것

은 적절하지 않은 공법임을 알 수 있으며, 현재 석회

석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기존 수질정화시설의 반응기

질물질의 교체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SAPS조의 경우 최대 95%로 가장 높은 Cu 제거효

율을 보였으며, RAPS조가 그 뒤를 이었다. 2019년 1

월18일 모니터링 결과 SAPS조에서의 Cu 제거효율이

갑자기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동절기에 반응

조의 펌프작동에 이상이 생겨 원수의 유입이 되지 않

았고, 펌프 재작동시 유량을 급작스럽게 증가시켜 반

응조내 갱내수를 빠르게 통과시킨 영향으로 Cu가 기

질물질과 반응하는 시간이 적어 제거효율이 낮아진 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해당 일의 유출수를 제외하고는

SAPS조가 평균 87%의 가장 높은 제거효율을 보였다.

RAPS조의 경우는 4월30일 모니터링 결과 갑작스러운

Cu 제거효율의 증가가 있었지만 대체로 60% 미만으로

SAPS조보다는 저조한 제거효율을 나타내었다. 

3.2.4. 광산배수내 Cu 제거 기작

3.2.4.1. pH 상승으로 인한 Cu 제거

본 파일럿 실험 반응조에서 갱내수의 Cu가 제거되

는 기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 번

째는 pH 상승으로 인한 Cu의 (수)산화물 또는 탄산염

으로의 침전이다. 석회석반응조에서는 CaCO3의 용해

로 인해 pH가 증가하면서 Cu가 (수)산화물의 형태로

침전되거나, HCO3
-와의 반응으로 탄산염 물질로 침전

이 될 수 있다(Aziz et al., 2008). 하지만 Cu는 pH

7.0 이상에서부터 용해도가 낮아지면서 침전이 더 잘

되기 시작하기 때문에(Stumm and Morgan, 1981),

석회석만으로는 pH를 7 이상으로 상승시키기 어렵고,

광산배수내 함유되어 있는 Cu를 석회석반응조만으로

는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제거시키기가 어렵다. SAPS

조와 RAPS조 내 폐상퇴비층은 반응조에 유입된 광산

배수의 pH를 석회석반응조보다 더 상승시켜주는 역할

을 한다.

실험 결과에서도 SAPS조와 RAPS조의 유출수가 석

회석만을 함유한 반응조의 유출수보다 높은 pH 범위

를 보였는데(Fig. 6), 이는 폐상퇴비, 즉, 유기물의 생

물학적 분해로 인한 CO2 발생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

다. 광산배수가 폐상퇴비층에 유입되면 유기물층 상부

에서 용존되어 있는 산소가 제거되어 하부에 환원환경

을 조성한다. 즉, 상부에서는 호기성 유기물 분해, 하부

에서는 혐기성 유기물 분해가 Eq. 2와 같이 발생한다.

미생물의 호기성 유기물 분해 : CxHyOz + O2 →

CO2 + H2O + ΔE

미생물의 혐기성 유기물 분해 : CxHyOz → CO2

+ H2S 또는 CH4 (Eq. 2)

페상퇴비층을 통과하면서 유기물의 분해로 광산배수

내 CO2가 증가하고, 석회석층을 통과하면서 형성된

CO2가 석회석의 용해를 촉진하여(Eq. 3) 추가적으로

알칼리도를 부여할 수 있다(Hedin et al., 1994b,

Jage et al., 2001)

CaCO3 + CO2 + H2O ↔ Ca2+ + 2HCO3
- 

(Eq. 3)

즉, 유기물의 생물학적 분해로 인해 SAPS조와

RAPS조에서는 석회석반응조보다 더 높은 pH 환경을

조성할 수 있으며, 이러한 환경이 Cu가 침전되어 제거

되는데 하나의 기작으로 작용한다. 반응조 유출수의

pH와 Cu 제거효율을 비교해본 결과, 석회석반응조,

SAPS조 및 RAPS조 모두 pH가 높아짐에 따라 Cu

제거효율이 높아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0).

즉, 갱내수와 반응조내 기질물질과의 반응으로 상승된

pH가 Cu 제거의 주된 기작으로 볼 수 있다. SAPS조

Fig. 9. Cu removal efficiency for each reactors during pilo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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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평균적으로 유입수 대비 가장 높은 pH의 상

승을 보였고, 이에 따라 제거효율도 가장 높게 나타난

다. 석회석반응조 유출수의 경우 평균 6.8로 가장 낮은

pH 평균값을 나타내었다.

3.2.4.2. 황산염환원반응으로 인한 Cu 제거

광산배수 내 Cu가 제거되는 기작으로는 황산염환원

박테리아(SRB, Sulfate Reduction Bacteria)의 영향도

있다. 한국광해관리공단(2015)에 의하면 Cu가 함유된

광산배수를 이용한 컬럼 실험 결과, SAPS와 RAPS조

에서 중금속이 함유되어 있는 광산배수가 통과되면서

SRB에 의해 환원된 황(sulfide)이 검출된 것을 확인한

바 있다. 이러한 황은 중금속 이온과 만나 황화물 형

태로 중금속을 침전시켜 Eq. 4과 같은 기작으로 중금

속을 제거할 수 있다(Riefler et al., 2007).

SRB

C6H12O6(s) + 3SO4
2-

(aq) → 3H2S(g) + 6HCO3
-
(aq)

H2S(g) + M2+
(aq) → MS(s) + 2H+

(aq) (Eq. 4)

SAPS조와 RAPS조에서 유기물층에 의해 형성된 환

원환경에서 SRB의 활동이 극대화되고, Eq. 4와 같은

반응으로 HCO3
-와 Sulfide가 형성된다. HCO3

-는 알칼

리도를 부여하고, sulfide는 용존되어 있는 중금속을 침

전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SRB가 성장하기 가장 적

정한 pH 범위는 6.8~7.2라고 보고된 바 있는데

(Gibert et al., 2002), SAPS와 RAPS조의 유출수의

경우 이와 비슷한 pH의 범위를 보여, SRB의 활동으

로 인한 중금속 제거가 일어나기 적정한 환경이 조성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반응조내 SRB의 존재 여부를 확

인해 보기 위해 BART사의 SRB Test Kit를 사용하

여 SAPS와 RAPS조에서의 유출수를 반응시킨 결과,

SRB의 존재가 SAPS조의 유출수에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여, SAPS조에서 SRB가 가장 활성화 될 수 있

는 환경을 조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1).

실험 결과를 통해 pH의 증가뿐만 아니라 SRB에 의한

황산염환원반응도 Cu를 제거하는 기작에 영향을 끼쳤

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지만, 파일럿실험 반응조에서

의 미생물의 영향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분석

이 필요하다. 

3.2.5. 소택지의 잔류 중금속 제거 효과

SAPS조와 RAPS조의 유출수의 Cu 농도와 유량을

측정하여 혼합수의 Cu 농도를 계산한 결과 평균 1.7

mg/L의 Cu 농도를 함유하고 있었다. 해당지역의 배출

Fig. 10. Cu removal efficiency depending on pH for each

reactors.

Fig. 11. SRB analysis results of the mine water and

effluent of RAPS and SAPS using SRB test kits, showing

that SRB is the most active in SAPS.

Fig. 12. Cu concentration of the wetland influent and

efflu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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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용기준(3.0 mg/L)을 초과하지는 않았으나 일부 초과

한 날이 있었다. 잔류 중금속이 제거를 위해 소택지를

설치하여 실험한 결과, 소택지에서 반응한 유출수가 유

입수보다 더 높은 Cu 함량을 보이는 날은 2번 있었으

며, 이를 제외하고는 약 47% Cu가 제거되는 효율을

보였다. 소택지에서의 주요 중금속 제거기작으로는 유

기물질의 존재로 의한 중금속 침전이 있으며, 또한 식

재된 식물로의 흡수제거 기작, 유기물이 풍부한 기질

과의 이온교환반응, 조류의 생성으로 인한 흡착반응도

미비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ildeman et

al., 1991). 본 실험에서는 실험 이후 식재된 부들의 폐

사로 식물체의 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지만, 한

국광해관리공단(2015)에서 수행한 실험에 의하면 소택

지내 식재된 부들의 뿌리 및 줄기에서 Cu가 검출되어

소택지에서의 Cu 제거 기작을 밝힌 바가 있다. 본 연

구 대상인 S광산의 광산배수에는 Cu가 소량 함유되어

있어, 소택지를 설치하지 않아도 SAPS조를 통해 배출

허용기준 이하로 Cu가 처리되었지만, 향후 Cu 함량이

높은 광산배수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SAPS조와 함께

소택지가 설치되어 잔류 중금속을 제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에서는 Cu로 오염된 광산배수를 처리하기 위

해 자연정화 기반의 시험구를 제작하여 현장 파일럿실

험을 통해 Cu 제거 효율을 평가해 보았다. 또한 결과

를 통해 적정한 기질물질을 선정함에 기여하여 수질정

화시설의 처리효율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약 9개월 동안

파일럿실험을 수행한 결과, SAPS조에서 75.5~95.0%

의 가장 높은 Cu제거효율을 보였으며, RAPS조가

40.0~85.1%로 그 뒤를 이었다. 현재 설치되어 있는

수질정화시설과 동일하게 석회석으로만 이루어진 반응조

는 Cu 제거에 가장 낮은 효율(평균 46.0%)을 보였다.

세 반응조의 유출수를 분석한 결과 원수 대비 pH

상승률은 SAPS>RAPS>석회석반응조로 나타났으며,

또한 pH의 증가에 따라 Cu 제거효율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pH의 상승이 Cu를 제거하는 주된 기작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APS조와 RAPS조에서는 석회석과

유기물이 동시에 pH 상승에 영향을 끼쳐 석회석반응

조보다 높은 pH 범위에서 Cu를 침전시키기 때문에 더

높은 정화효율을 보였다. 또한 SRB의 존재 확인을 통

해 SRB에 의한 황산염환원반응도 Cu를 제거하는 기

작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 판단할 수 있었지만, 향후

미생물에 의한 Cu 제거 기작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RAPS조는 SAPS조와는 다르게 유기물층과

석회석층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하여 SRB의 활성도를

극대화하는 방법으로 사용되어, 황산염환원에 의한 중

금속 제거기작이 주를 이루는 환경에서 정화효율이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는 SAPS조와

동일한 비율로 유기물과 석회석을 혼합하였고, 폐상퇴

비의 양이 반응조 전체에 분산되어 환원환경을 조성하

기에는 적은 양이라 판단되었다. 향후 폐상퇴비 양을

늘려 석회석과의 비율을 조정하면, RAPS조와 SAPS조

의 Cu 제거 효율에 영향을 끼칠 것으로 사료된다.

광산배수를 처리하기 위해 자연정화공법, 물리·화학

처리 등 다양한 공법이 제시되어 있지만 광산배수는

지질환경, 광종 등에 따라 지역마다 각각 다른 물리화

학적 특징을 나타내기 때문에 해당 광산배수에 맞는

정화공법이 연구되어야 한다. 본 연구는 경남 고성군

S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광산배수의 특성에 알맞은

맞춤형 정화공정을 도출하기 위해 현장 그대로의 조건

에서 실험을 수행한 것에 의의가 있으며, 향후 정화시

설의 개선을 위한 신규 공법 선정에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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