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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년도 연구개발 목표 

。 광산폐기물 적치 현황과 문제점 도출 

- 휴，펴|광 지역에 방치된 광산폐기물의 적치(관리) 실태 조사 

- 광산폐기물로부터 유래하는 환경오염 물질의 종류 규명 

- 광산폐기물에 의한 광산지역 주변 환경 오염 영역 파악 

나. 평가의 착안점 

- 광산폐기물의 문제점 도출 유무 

- 광산폐기물 특성 평가시 적용한 시험법의 선택성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 개발 목표의 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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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 광산폐기물 적치 지형 

。 계곡적치 (상동광산 등) : 대규모 

。 사면적치 (금정광산 등) : 석탄광 폐석 

。 평지적치 (은치광산 등) : 소규모 
Z-14 • 광산폐기물 저류 구조물 형태 

치 。 옹벽(콘크리 E) 

현 。 사력댐 

광산폐기물 적치 현황 파악 
효C그l 。 기타 

- 광산폐기물 적치 환경 

。 폐기물이 밀폐되지 않은 채 우수 및 공기에 노출 

。 침식 밤지 조치 미흡 

。 주변환경。로 유실 가능성 항존 

iC드그 
- 광산폐기물 적치장내 물 침투 • 산성 침출수 생성 

• 하천 오염 
저| 

- 광산폐기물(광미) 적치장 침식 • 토양 및 농수로 
점 

오염 

• 경북 봉화군 다덕광산， 경기도 화성군 삼보광산 대상 

。 광미 화학분석 

광산폐기물에 주변 환경오염 。 주번 토양 조사 

영역 조사 。 광미적치장 침출수 및 수로 조사 

。 지구통계를 이용한 Geochemical Mapping 
문제점 I - 광산폐기물 • 주변 토양， 하천에 오염원。로 작용 
- 금속광산 광미사 및 석탄광 폐석 대상 

(삼보， 구봉， 가학， 상동， 서점， 달성， 다덕， 임천， 일광 등) 

(영동， 동해 및 구 정동 단광 등) 

• 특성 평 가(Characterization) 

。 광미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존재형태(Speciation) 

광산폐기물 특성 평가 
。 광미중에 존재하는 Total S 합랑 

。 광물 감정 (XRD)I정성분석(SEM/EDX) 

。 고그..，λr ， 치 口촉등를-A「， 바 。 TEr-A「 화 =r하=;ï:닙r서「 

- 폐기물 용출 특성 평가 

。 석탄광 폐석 

。 금속광 광미사 

. Batch test 

. Column test 
。 외국의 경우 

국내외 광산폐기물 처리 
. 매 립 법 (Encaps비ation) 채 택 

실태 
(니ner 및 cover system 채 용) 

。 국내의 경우(상동 및 서점광산) 

. 밀폐형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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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자체평가 

연구 개발 목표 달성도 

광산폐기물 적치 현황 파악 100% 

광산폐기물에 주변 환경오염 영역 연구 100% 

광산폐기물 특성 평가 100% 

국내，외 광산폐기물 처리(관리) 현황 100% 

3. 연구수행 방법 

연구 수행 내용 연구수행 방법 

광산폐기물 적치 현황 파악 。 현장답사 및 문헌조사 

광산폐기물에 주변 환경오염 
。 토양오염 공정시험법。로 분석한 후 

Geostatists(Variogram)어| 의하여 광미적치장 주변 
영역 조사 연구 

오염물질 공간 분석 및 토양환경오염도 작성 
。 Sequential extraction technigue 

-Exchangeable, 

-Carbonate, 

-Mn oxide, 

-Fe oxide, 

-Sulfidelorganic, Residual fraction 

。 Total composition 

。 Total Sulfer 

·광산폐기물 특성 평가 
。 Sobek method of acid-base accounting 

-Total S 및 Neutralization을 시 험적 。로 계산하여 광산 

폐기물로부터 산성침출수가 생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예측수단 

。 용출 특성 

·금속광 및 석탄 폐석을 풍건 시켜 -10mesh 이하 시료를 

1 kg 충전하고 1주일에 1 회식 증류수 유입， 용출액 채수， 

수질분석. 

。 현장 칩출수 수질조사， 화학분석 및 용출수 수질과 비교 
。 광미 pH, Acidity, 입도분석， Atterberg limit, 투수계수， 

XRD, SEM/E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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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국내，외 광산폐기물 처리 사례 

공법 
광산명 

(위치) 

달성광산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서점광산 

(경북 영덕군 달산면) 

Cyprus Copper stone 광산 

(금광)， (미국， 아리조나， 

Parker) 

Westmin Resources Limited 

(구리，아연，금，은광산) 

(카나다， 벤쿠버 , Myra Falls) 
Health Steel Mine 

(연，아연광산) 

(카나다 New 8runswick) 

Waker Mine(구리광산) 

oß (미국， Plumas County, 

립 Calilfornia) 

법 
Grey Eagle Mine (구리광산) 

(Siskiyou County California, 

Central Washington) 

Kj이 i mine(구리광산) 

(노E웨이) 

Skorowas 광산 

(노근웨이) 

City Resource Ltd(금광산) 

(카나다 Graham Island) 
Double Rainbow 

광산(금，우라늄광산) 

(미국， 81ackhills South 

Dakota) 

처리 방법 

기존 적치 광미를 임시로 야적한 후 차수재를 깔고 

광미를 재이동 적치한 후 차수재 및 토양。로 피복， 

최종 표면은 식재. 광미 저류 시설은 옹벽 

달성광산 경우와 동일 

두 개소의 광미장。로 분할， 각광미장 하부는 

40mmPVC liner 포설 시공. 광미장 내부에 배수시A 

템 설치， 광미장 상부는 폐석 및 토앙。로 매립， 광 

미장 상부 지반정리 

광미 및 폐석。로부터 산성침출수 발생， 폐석 및 광 

미를 정비하고 Shotcrete 로 표면을 처리， 광미장 주 

번은 우수배재 시설 설치할 것을 제안 

광미장 혹은 폐석。로부터 유해성 침출수 생성 방지 

를 위해 복토망법 연구， 기반암 부분 차수재 포설， 

광미 및 폐석 상부 토앙 피복 

모든 광미 굴착， 새로운 지역에 광산폐기물 매립장 

。로 이동. 점토 liner(2ft) 차수충설치， 광미위에 1ft 

점토충 포설 그위에 토앙 포설(1ft)후 식재， 광미장 

상부뇨 3% 구배. 광미중 주변은 우수배재 시설 

광미장 상부를 지반 정리. 상부로 차수재， 폐석， 벤 

토나이 드 및 토양 순。로 피복 매립 . 광미장 주변부 

에 우수배재용 관로시설 

폐석 정리， 차수재 포설 그위에 토양 피복 

광산주변에 산재한 폐석을 주변 호수에 이동 칩수시 

킨 후 주변 토앙。로 피복후 호수의 뚝을 높여 광미 

등E득ê- ~~iE-

산성침출수를 생성하는 광산폐기물을 배수 시A템이 

강추어진 곳에 적치하고 그위에 점토로 복토 매립. 

폐석 및 광미사를 완전히 제거 광산주변 처분장。로 

이동 알카리 Fly ash와 섞은 후 매립. 복토 

「니 

참고문헌 

달성군청 

영덕군청 

Miller = 
c> 

(1994) 

Jones and 

Wong(1994) 

8ell 등 

(1994) 

Jackson등， 

(1994) 

Frechette 

(1994) 

Scheuering 

등 (1995) 
Robertson 

Geoconsul-

tant(카나다) 

사c>도〈그 

AC그lE c드::> 

Davis(1995) 



(2) 광산폐기물 주번 환경오염 조사 

다덕광산 주번 광미 및 토양에 대한 조사를 1 차(1997년 3월 24일 - 1997년 3월 26) 

및 2차(1997년 5월 7일 - 1997년 5월 9일)에 걸쳐 수행되었다. 시료는 총 41개로 광미 (11 ), 

논토양(11 ) 밭토양(13) ， 산토양(4) 및 풍화 잔류토(2) 등으로 구분된다. 

시료 채취는 한지점을 중심으로 반경 1m 범위내에서 4- 5개의 부시료를 채취한 후 이 

를 흔합하여 시료의 대표성을 높였다. 시료 채취 심도는 대부분 15cm내의 표층 이었고 일 

부 시료에 한하여 30cm 이상에서도 행해졌다. 광미 및 토양 등 고체시료를 토양오염 二iJ.~세 
C그 o 

시험방법에 준하여 전처리 및 화학 분석되었다. 화학 분석된 성분은 Cd, Cu, As, Hg, Pb, 

Cr6+ 및 시안 등 총 7성분이었고 복수시료를 이용하여 분석치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수질조사도 1 차 및 2차에 걸쳐 수행되었다. 시료 채취점은 다덕기도원 부근， 광미장 내 

부， 광미장 배수암거 하부 등 3곳 이었다. 채수시 물은 현장에서 공극크기 0.45μm 필터로 

여과한 후 농질산을 점가하여 중금속 분석시료로 하였다. 동일한 방법으로 여과한 후 물을 

SO/- 분석용， 시안분석용으로 별도의 용기에 담아 Ice Box에 보전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였 

고 시안분석 물에서는 5N NaOH 용액을 첨가하였다. 물 시료에 대해서 Cd, Cu, As, Mn, 

Pb, Cr, Fe, Zn 및 SO/- 등이 드효A-l 
'-'-- -, 되었다. 상기 원소들은 원자흡수 분광기(AAS; 二그=::::: 

C그 -, 

Atomic Absorption Spectromery, Perkin Erlmer 5100) 등에 의해서 ， SO/-는 lon 

Chromatography(DION EX사)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3) 광산폐기물 특성평가 

(가) Sequential extraction 

Sequential extraction은 다음의 과정을 통해서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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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Sequential extraction 요약 

Extracted 
Step Fraction Reagents 

Component 

step 1 Exchangeable Exchangable lons NH40Ac, 1.0M, pH 7 

step 2 Carbonatic Carbonates 
NaOAc, 

1 M, pH 5, with HOAc. 

step 3 Easily Reducible Mn-Oxides. 
0.1M NH20H • HCI with 0.01M HN03, 

pH <2. 
Moderate reducible Amorphous 

step 4 
Fraction. Fe-Oxides. 

0.2M, Oxalate buffer , pH 3. 

Sulfides togather 

step 5 Sulfidic/Organic with Organic 1 M NH40Ac in 8% HN03 , pH 2 

matter 

step 6 Residual 
Lithogenic 

matters 
Hot HN03 ∞nc. and HCI 

Step 1 

1-1; 2g의 말려진 시료(-80mesh)를 test tube에 넣고， NH40Ac 20mE를 투입한다. 

1-2; para야in tape로 막고 약 20 .C에서 16시간 동안 자동 진동기 (40rpm)로 흔든다. 

1-3; 원심 분리기 (3000rpm)에서 10분동안 용액과 시료를 분리한다.(병 주변에 묻은 것 

도 흔들어 다시 분리) 

1-4; 분리된 용액을 폴리에틸렌 용기로 옮겨 즉시 분석하거나 4 .C에서 보관한다. 

1-5; 잔류물은 증류수(15mE)를 투여， 손으로 약 2 -3분여간 흔들어 세척한 뒤 원심분리 

기 (3000rpm)에서 10분동안 분리하고， 세척용액은 버리고， 남은 시료로 Step2를 

준비한다. 

Step 2 

2-1 ; 전 단계에서 남은 시료를 NaOAc( pH 5)를 20mE넣는다. 

2-2; 자동 진동기 (80 rpm)로 5시간 동안 흔든다. 

2-3; 원심 분리기 (3000 rpm)로 10 분간 시료와 용액을 분리한다. 

2-4; 분리된 용액은 폴리에틸렌 용기로 옮기고， 이하 과정은 Step1 과 동일하다. 

Step 3 

3-1 ; 전 단계에서 남은 시료에 HN03로 pH를 2이하로 조절한 NH20H • HCI(0.1 M), 20 

mE를 투여한다. 

3-2; 그 용액을 자동 진동기 (40 rpm)로 16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원심분리기로 분리하 

는 과정은 (3000rpm) 10분정도 이며， 이는 Step 1 과 같다. 

3-3; 세척과정이하 전 단계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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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 4 

4-1; 20mP의 acid oxalate solution을 넣고 볼한다. 

4-2; 자동 진동기 (80rpm)로 4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4-3; 원심 분리기로(3000rpm) 10분간 시료와 용액을 분리한다. 

4-4; 얻어진 시료처리 및 세척과정은 전 단계와 같다. 

Step 5 

H202의 2mP를 투여 하고， 반응 5-1 ; 전 단계에서 남은 잔류물을 비이크에 옮겨， 30%의 

주며 을 지켜보면서， 다시 3mP를 넣고， 약 1 시간 동안 약 20.C 에서 간혹 흔들어 

반응 시킨다. 격렬히 반응하므로， 마개를 처음부터 열어둔다. 

5-2; tube의 마개를 열고， heating plate의 온도를 천천히 85.C까지 올려 1 시간 가열한 

살핀다. 반응이 격 다.(유기물이 많으면 반응이 격렬하므로， 반응정도를 주의깅게 

렬하면， 잠시 비이크를 들어준다.) 

heating H202 

(30%)를 5mP (2 mP 투여후 3mP투여) 투여해서 85.C로 1 시간 동안 가열한다 

5-4; 가열후 온도를 140.C로 올려 3-4시간 동안 시료를 완전히 건조시킨다. 

5-5; heating block에서 꺼내어 냉각시키고， HN03로 pH 201하로 조절한 NH40Ac(1 M) , 

다시 냉각시킨후， 꺼내어 plate에서 줄게되면 1-2mP로 용액이 5-3; 

20뼈를 투여한다. 

5-6; 자동 진동기(40rpm ， 30분)와 원심 분리기(3000rpm ， 10분)의 과정을 거치고， 세척과 

정은 Step 1 과 동일하다. 

Step 6 

6-1 ; 전단계에서 남은 잔류물에 conc. HN03 3mP와 conc. HCI 9mP (왕수 12mi)를 투여 

한다. 

6-2; heating block에서 70 .C로 기포 발생이 없을 때까지 1시간 정도， 충분히 가열한다. 

6-3; 용액을 냉각시킨 후， 증류수 18mP를 넣고 마개로 막고 가볍게 흔든다. 

6-4; 원심분리기(3000rpm)에서 10분간 시료와 용액을 분리한다. 

6-5; 25 mP 용랑의 플라스크로 흘리지 말고 끝까지 옮기고 최종용액이 30mP가 되게 증류 

채운다. 르
 르 

A 
T 

(나) 용출시험 

CD static test 

산을 발생 시킬수 있는 잠재력은 다음과 같이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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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cid Potential) = S% x 31.25 kg CaC03 equivalent per ton 

중화잠재력 (Neutralization Potential)은 60메쉬 시료를 2.00g 달아서 250ml Erlenmeyer에 넣 

고 끓여 반응이 종료될 때 까지 약 5분 동안 휘저었다. 0.1N NaOH 혹은 0.5NaOH를 이용 

pH meter 와 뷰렛을 이용하여 pH 7까지 적정하여 다음의 식을 이용하여 중화 잠재력을 구 

하였다. 

Tons CaCOJ/1000ton= (ml of acid consumed) X (25.이 X 앤 of acid) 

여 기 서 : 상수(C)= (ml acid in blank)/(ml base in blank) 

ml acid consumed=(ml acid added)-(ml base added X C) 

cî) Column test 

그소과 과口| 밍 
I그 -, c> ζ:> -, ι、 석탄광 폐석에 대한 Column test는 다음과 같이 수행되었다. 광미 및 

석탄광 폐석을 풍건 시킨 후 광미는 -10mesh 이하로 체질하여 시료를 얻었다. 펴|석은 파쇄 

하여 -10mesh 이하의 시료를 얻었다. 광미 및 석탄광 폐석을 1kg 취하여 column 에 충전한 

후 1 E 의 증류수를 유입시켜 자연 배수시켰다. 칩출액에 대하여 즉시 pH를 측정하였고 앙 

이온 성분은 농질산을 가하여 수질분석을 실시하였다. 증류수는 1주일 ， 2주일， 3주일， 5주일 

경과 후 주입 하였다. 

(나) Total S, 광물감정 및 SEM/EDX 

총 황πotal s비fer)은 미국 Leco 사의 Sulfer Analyser(SC-432)로 분석하였다. 

완전분해밤법은 시료를 0.5g 취하여 HCI 5뼈， HN03 5rrJ, HCI04 5rrJ 그리고 HF 10rrJ 

을 테프론 비이커에 놓고 4시간 실온에서 방치한 후 가열시켜 완전히 용해시킨 

에서 건고 시켰다. 다음 HCI 5rrJ로 용출시켜 ICP(JY 38+)에 의해 분석되었다. 

다음 상온 

광미에 대하여 X-선 회절분석(Cu Target)을 실시하였다. 일부 광미에 대하여 투수율， 합 

수율 및 입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일부 광미에 대하여 광미 pH 및 산도를 측정하였다 250g 및 증류수 250mE을 유리 비 

이커에 넣고 반죽 상태로 만들어 24시간 겸과 후 pH , 산도(Acidity) 및 전기전도도를 측정하 

였다. 

(다) 광산폐기물 칩출수 화학 

금속광 광미적치장 및 석탄광 폐석 주위에서 배출되는 칩출수에 대한 현장 수질 측정과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현장에서 측정된 수질항목은 pH, TDS 등이었고 실내에서 화학분석 

된 성분은 Fe, AI , Mn, Cu, Zn, Pb, As, Cd 및 sol'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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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결과 

(가) Sequential extraction 

금속광산 광미에 대한 Sequential extraction 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D Cu 

광미에 존재하고 있는 대부분의 Cu는 황화물/유기 결합형태 및 잔유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한편 산화가 상당히 진행된 일광 상부광미와 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하부광미에서 

Cu의 존재형태가 달랐다. 즉 비산화대으I Cu 는 약 30% 가 Exchange Cu로 존재하나 광미 

장 표면에서 Cu는 Exchangeable FractionOI 미진하였다. 또한 달성광산 산화광미의 경우 

Cu는 약 25%정도가 Exchangeable Fraction으로 존재하였다. 따라서 대부분의 Cu는 황화 

광물 및 잔유상으로 존재하며 광미의 산화정도에 따라서 존재형태도 달라진다고 할 수 있 

다. 

o Zn 

Zn의 존재 형태도 Cu 처럼 황화물/유기물형태 혹은 잔유형태로 존재하고 있다. 특히 다 

덕광산의 비 산화대에서 Zn은 30% 가 Exangeable 상으로 존재하였다. 또한 다덕， 상동， 가 

학 및 삼보광미에서 Zn은 Fe oxide로 존재하고 있었다. 

G) Pb 

산화가 진행된 일광광산 상부 광미는 하부광미에 비해서 잔유물상의 Pb가 60% 이상으 

로 존재하는 반면 산화가 진행된 상부광미에서 Pb는 황화광물/유기물상으로 60% 존재하여 

존재형태가 산화상태에 따라서 다르다. 

@ Mn 

Mn으| 경우는 기타 다른 원소들에 비해 존재형태가 상이 하였다. 일광광산의 경우 산화 

대 및 비산화대 관계 없이 80% 이상이 잔유물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서점광산의 경우 

Mn의 80%7~ Exchangeable 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기타 임천 및 다덕광산 광미에서도 Mn 

은 20% 이상이 Exchangeable 상으로 존재한다. 

@ Fe 

서점광미 및 다덕회색광미 등 일부 광미를 대부분의 Fe는 잔유물상으로 존재하고 있어 

다른 성분과 대조를 이룬다. 서점광미중의 Fe는 황화광물 혹은 Fe 산화물 상으로 존재하고 

있다. Carbonate, Exchangeable 형태의 Mn은 미비하였다. 

m 



@ Cd 

임천광미의 경우 Cd는 대부분 residual 상으로 존재한다. 그러나 구봉， 가학， 상동， 서점 

회색， 달성황색， 일광광미등은 Cd은 황화물l유기물과 결합한 Cd으로 존재한다. 다덕갈색 광 

미는 거의 100%의 Cd이 Carbonate 와 결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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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용출시험 

φ Static test 

가학광산을 제외한 대부분의 광산폐기물에서 0.4 미만의 NPR(NP/AP) 값을 나타내었다. 

광산폐기물 주번에서 측정된 수질자료(표 3)에서 볼 수 있듯이 0.4미만의 NPR값을 나타낸 

광산폐기물 주변의 침출수는 대부부분 산성인 2내지 4범위를 나타냈다. 특히 NPR값이 0.07 

을 나타낸 서점광산의 경우 1.87%의 sol'으| 농도를 나타냈다. 따라서 NPR 값은 광산폐기 

물의 위해성 평가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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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금속광산 광미에 대한 AP 및 NP 요약 

Mine total S(%) A P koCaC03 / 1on N P kgCaC03 /10n Net NP NPR Remark 
NP-AP NP/AP 

Youngdong 0 .50 15.66 YD1-1 
Youngdong 2 .07 64 .69 YD1-2 
Youngdong 2 .32 72 .50 YD1-3 

Donghae 0.32 10.09 DH2-1 
Donghae 15.30 478.13 DH2-2 
DonQhae 0 .77 24.16 DH2-3 
DonQhae 0 .02 0 .71 DH2-4 
Dongwon 0 .26 8.25 JD3-1 
Dongwon 4.41 137 .81 JD3-2 
Dongwon 0.12 3.78 JD3-3 
Dongwon 0.08 2.52 JD3-4 
Imcheon 14 .4 450 .00 -12 .60 -462 .60 0.03 ICB-Tailings 
Imcheon 13.7 428 .13 -50 .00 -478 .13 0.10 ICG - Tailings 
ilkwang 0.38 11 .91 -5.00 -16 .91 0.30 LKlJ-Tailings 
ilkwang 0.93 28.94 -12 .50 -41.44 0.30 IKL - T?ilings 
Daduck 0.47 14 .78 -9.00 -23 .78 0.38 DDB~ Tailings 
Daduck 4.97 155.31 24.00 -131.31 -0.18 DDG - TailinQs 

Seojeom 2.23 69.69 -5.00 -74.69 0.07 SJ-Tailings 
Dal sung 1.61 50.31 10 .25 -60.56 0 .17 DS - Tailings 
Gahack 0 .01 0.36 87.63 87.27 1.00 GH-Tailings 

Sangdong 0 .78 24.22 SD-TailinQs 
Gubong 1 11 34.69 GB-Tailings 
Sambo 1 .18 36.88 SB-Tai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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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금속광 광미사 용출액 조성(단위: mg/l) 
‘, - ‘ - ) 

ine wasle 원르Q흐 AI Fe Mn Cu Zn As Pb Cd Ca Mg so/ pH 
1week 257 2905 2 64 317 25.1 2 2 228 12 9650 1.36 
2week 77 840 35 122 6 .4 3670 2.29 

ICB 3week 28 0 5 12 0.2 340 3.36 
5week O 8 o 2 6 0.9 74 
sum 334 3782 3 106 457 33 13734 

sum/4L( mg) 84 945 26 114 8 3434 4612 
1week 31 149 5 45 27 16 .0 0 14 20 990 1.86 
2week 36 307 3 40 11 17.9 1200 2.44 

LKU 3week 8 81 O 14 10 10.8 498 2 .78 
5week 11 106 0 11 9 12.5 580 2 .46 
Sum 85 643 9 110 57 57 3268 

sum/4L( mg) 21 161 2 27 14 14 817 1057 
1week 243 122 6 1235 108 0.0 0 58 16 3705 3.32 
2week 44 73 158 19 0.9 665 3.71 

LKL 3week 19 19 O 47 7 0 .2 321 3.16 
5week 5 33 0 7 3 0 .4 107 
sum 309 247 8 1448 138 2 4798 

sum/4L( mg) 77 62 2 362 34 O 1200 1737 

표 4 석탄광 폐석 용출액 조성(단위: mg/l) 

) 

ine waste 화흐묘등 Al Fe Mn Cu Zn As Pb Cd Ca Mg so/ pH 
1week 52 259 2 2 0.0 0 0 6 910 2.57 
2week 61 226 0 1 3 <0 .05 768 2.91 

YD nd(duplicale 63 225 O 2 <0 .05 789 
3week 46 126 O 708 2.82 
5week 134 949 0 2110 2.22 
sum 294 1560 4375 

sum/4 L( mg) 74 390 o 10941557 
1week 55 341 3 2 2 0.1 o 36 25 1175 2.55 
2week 33 399 3 2 <0 .05 1010 3 .44 

DH 3week 31 161 2 790 2.88 
5week 39 165 1 635 3.18 
suπ1 158 1066 9 3610 

sum/4L( mg) 40 267 2 9031211 
BLANK 1 sl o 0 0 O o 0.1 o o O o O 

2nd O 0 o O O <0 .00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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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c이umn test 

금속광 광미 및 석탄광 폐석 용출액의 화학분석 결과가 표 4 에 나와있다. 용출액 pH 

의 경우 모든 용출액의 pH는 4 미만으로 매우 산성수의 수질을 나타냈다. 또한 AI 및 Fe는 

금속광 및 석탄광 광산폐기물에서 가장 고농도로 용출되는 동일 성분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속광 광미의 용출시험 결과 석탄광 폐석과는 달리 Cu , Zn , As 등이 석탄광의 경우에 비 

해여 높았다. 한편 기타 다른 용출액에는 Fe 가 가장 높은 용출성분으로 나타났지만 일광 

광산 광미장 하부 광미의 경우 Cu 가 4L 의 증류수를 흘렸을 때 1448mg을 배출시켰다. 그 

림 8 및 그림 9 에 용출성분을 유입된 증류수로 평균화하여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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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석탄광 폐석에 대한 Column 시험 결과 

19 



(나) 산화광미 및 비산화 광미의 특성 

다덕광산 광미장 상부에는 조립질에서 세립질의 지질물질이 존재하고 있다. 입도 분포 

(무게%)어| 의하면 다덕광미장 중앙부는 조립에서 미립까지 다양한 입도분포를 나타내며 외 

견상으로 마사토 형태를 보인다. 반면 둑 부근의 표층은 대부분 200메쉬 이하의 입도로 구 

성되어 광미장의 표층 입도는 지역에 따라서 다르다. 마사토 형상의 광미장 중앙부는 투수 

계수가 7.84 x 10-6cm/s 그리고 둑 부근은 1.33 x 10-6cm/s 로 광미댐 중앙부의 투수계수가 컸 

다. 중앙부 및 둑 부근의 표층물질의 비중은 2.67 및 2.68로 거의 동일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를 표 5 에 수록하였다 

표 5 X-선 회절분석 결과 

광미 구성광물 

다덕회색광미 석영，황절석，운모，녹니석 
다덕갈색광미 석영， 운모， 몬모렬로나이 E 

일광하부광미 석영，운모，장석，녹니석，몬모랄로나이 E 

일광상부광미 

달성갈색광미 석영，장석，운모 

임천회색광미 황절석，장석，석영，운모 

임천청색광미 석영，황철석，장석，운모 

서점광미 석영， 운모， 장석， 녹니석 

표 6 다덕광산 광미사의 미량성분 농도(완전분해에 의합) 

잃릎밸f 
As Cd Cu Pb Zn Total S 

(%) (ppm) (%) (%) (%) (%) 
Depth of sampling 

Brown tailings 0.62 7 0.01 0.35 0.06 0.47 surface( -15cm) 

Gray tailings 1.02 162 0.08 0.37 1.91 4.97 - 30cm 

7 광미 paste의 특성 

Type of Paste Methyl Orange Phenolphthalein 

Tailings pH (1:1) Acidity Acidity 
Conductivity 

Brown 
3.17 145 560 2.2 

tailings 
Gray 

4.23 0 4110 7.15 
tailings 

표 

몬모렬로나이트 

(Montomorillonite)로， 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광미장 30cm 하부의 암회색 광미는 주로 석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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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석， 운모， 녹니석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감정되었다(표 5). 즉 광미장 하부의 산화 

가 진행되지 않은 암회색 광미에는 황절석이 x-선 회절분석에 감정될 만큼 존재하고 있다. 

이들 두시료에 대한 총 황πotal S비fur) 함량을 비교해 보면 0.47% 및 4.97% 로 나타났다 

(표 6). 비록 총 황은 황화물 형태 및 황산염 형태의 황 성분 등이 합쳐진 분석값이지만 산 

화가 진행되지 않은 30cm 하부의 암회색 광미중의 황 성분은 x-선 회절분석에서도 감정되 

는 황화물의 황으로 부터 유래되었을 것이다. 

황갈색 및 암회색 광미들을 완전분해하여 얻은 중금속 합량에 따르면(표 6) , As, Cd, 

Cu, Pb, Zn 등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산화가 일어나지 않은 암회 

색 광미가 산화가 일어난 황갈색 광미보다 중금속의 합량이 높다. 

암회색 및 황갈색 광미 pH(1 :1 광미: 증류수)는 24시간 경과 후 3-4의 범위를 나타내 

었다. 이때 총 산도πotal Acidity)는 황갈색 광미에서 560 mgf2 CaC03 그리고 황갈색 광미 

에서 411 Omgf2 CaC03를， 전기전도도는 황갈색 광미에서 2.2rnsfcm 그리고 암회색 광미에서 

7.15rnsfcm를 나타냈다. 한편 황갈색 광미에서 mineral acidity가 145mgf2 CaC03 를 나타내 

광미장 내부 및 광미장 방류수의 산성 침출수의 수질과 관계가 있다(표 7) . 

(다) 광산 폐기물 침출수 화학 

금속광 광미적치장 및 석탄광 폐석 주위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 대한 수질 측정결과가 

표 8 에 수록 하였다. 금속광 광산폐기물의 배수들중 가학， 상동， 구봉 및 삼보 광산들의 경 

우 배출수의 pH는 7 부근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일광， 다덕， 서점， 임천， 달성 등 광산폐기 

물 주번의 수질은 pH 가 2 내지 4 범위를 갖는 산성수였다. 이러한 산성배수의 경우 황은 

물론 Fe, Mn, AI , Cu, Zn, Cd 등이 높게 나타났다. 

한편 폐탄광 주변의 폐석더미의 옹벽 등에서 측정된 수질도 대부분 2 내지 4 범위의 

pH를 나타냈다. 영동탄광 옹벽 배수공에서 채수된 광산배수에서 sol.는 7290mgfl Fe는 

900mgfl , AI은 820mgfl의 농도를 나타내 Fe 및 AI로 매우 오염된 물이 배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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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8 금속광산 및 석탄광 광산폐기물 칩출수 수질 분석 결과 

sample ame of min pH con TDS Fe AI Mn S04 Cu Pb Zn Cd r6+ As dates sampling site 
YD1 - ARD Yo ngdong 2.59 9.62 2 .75 900 820 8.8 7290 97-08-19 retaining wall 
YD2- AR D Yo ngdong 2 ‘ 53 6.54 1.89 519 255 10.6 3470 97-08 - 19 retainino wall 
DH - AR D Donohae 2 .72 0 .44 1.49 345 207 10.1 2660 97-08-21 coal mine spoil 

HS - ARD Han su na 2.82 6.83 2.08 83 .7 330 33.9 2550 97 - 08 - 21 retainina wall 
DW - ARD Dongwon 4.81 0.29 0. 1 0.03 4 0.57 70.3 97-08-21 retaining wall 

IC - ATD Imcheon 2640 9.20 7442 2.96 0.23 155.0 0.93 0.03 4.20 

IC - ATD Im cheon 275 34 4.26 2040 1 ‘ 14 1 .19 38.3 0.24 0.00 0.05 97 - 07 - 08 。n su rf ace 

IC - well Im cheon 0.04 0.17 35 0.00 0.00 0.23 0 .00 0. 00 0.00 97 - 07 - 08 well 
IC-grd Imcheon 0.2 0.00 7 O‘ 00 0.00 0.07 0 .00 0.00 0.00 tap water near mi ne 

IKU -ATD il kwang 3.24 0. 97 0 .37 2 .78 3.04 444 9 .63 0 .00 5 .31 0.06 0. 00 0.00 97 - 06- 10 。 n surface 

I K L-pr。 ilkwan g 132 5.39 979 60.60 1 .51 16.80 1.69 0.00 0.01 

DD-ATD Daduck 3.22 284 97 - 09-22 。 n surface 

DD - ATD Daduck 4. 11 2 4.15 228 0.42 0.00 9.60 0.03 0.00 97-03 - 24 。 n surface 

DD - ATD Daduck 2.65 925 434 59 439 0 .72 0.00 2 .73 0.11 0.00 97 - 05 - 07 。 n surface 

DD - ATD Daduck 2. 59 11 00 449 59 506 1 .10 0.93 2.76 0.72 0.00 97- 05- 07 。 n su rf ace 

SJ -ATD Seojeom 3.78 20 2580 4050 18700 2.63 0. 54 2480 7.2 1 0.61 0.00 97- 07-01 。 n su rf ace 

DS-ATD Dalsung 3.34 0 .75 0 .1 19 11 17 710.08 95-03-15 effluent from the dam 

DS-ATD Dal sung 3.53 0 .77 0.1 15 11 620 16 51 0.05 95-03- 24 effluent from the dam 

DS-ATD Dalsung 3 .44 0.92 0 .5 15 11 696 20 510.04 95-05-24 effluent from th e dam I 

GH-ATD Gahack 7.46 0 .14 704 

SD-ATD Sangdong 7.42 0.06 0.33 0.69 365 0.00 0 .00 0.00 0.00 0.00 0.00 97 - 03-03 effluent from new taili nol 

SD-ATD Sangdong 7.71 0.09 0.06 0.06 104 0.00 0.00 0.01 0.00 0.00 0.00 97 - 03-03 effl uent fro m old tai ling 

GB-ATD Gubong 7.42 1.02 386 O 0.26 395 0.00 0.00 0. 15 0 .02 0.00 0.28 97 - 05-1 9 on su rf ace 

SB-ATD Sambo 7.79 8. 65 24 .50 978 0.02 0.00 19.60 0.00 0.05 0.00 97- 03 -1 0 dam efflue nt 

Note : ATD; acid tailings drainage , grd and well; groundwater , ARD : Acid rock drainage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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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산폐기물 주번 환경오염 사례 조사 

토양오염 공정시험법에 의한 화학분석 결과를 표 9에 요약하였다. 

@ 금속광산의 광미사는 자체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원으 

로 작용하고 있으나 광산폐기물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광산주변 환경인 농 

경지 및 하천으로 유실되어 왔다. 또한 광산폐기물 자체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겸을 훼손시 

키고 있다. 

@ 광산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 광산주번 농경지에서 As 및 Cd 이 토양오염 우 

려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고 농수로로 유입되는 방류수에는 방류수수질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이 함유된 산성수가 유출된고 있다. 광미장 주변의 논 및 밭에서 AsOI 농경지 토양오 

염대책 기준인 15 mgfkg을 초과하여 광미의 유입으로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As , Cd 및 

시안 등이 광미장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공장 산업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를 초과하고 있 

다. 

@ 다덕광산 광미장 표층의 광미에서는 산화작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As , Cd , Cu , Pb , Zn 

등이 용출되어 광미장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광미에서는 As 

가 최대 1 %, Cu 0.08% , Pb 0.3% , Zn 1 .9%로 분석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중금속 

오염원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덕광산과 같이 휴，폐광산의 광산폐기물은 광 

산 주번의 토앙 및 수질에 대한 오염 유발시설로 확인되며 더 이상의 오염물질의 확산을 방 

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나) 수질 

수질자료를 배출허용기준과 비교해 볼 때 기준치를 초과하는 주요 수질 항목은 pH , Cd 

및 Zn 등을 들 수 있다(표 1이. 광미적치장으로 유입되는 물은 pH 가 5.7-5.8로 184-196 

mgf2 의 80/.를 함유하며 MnOI 3.2mgf2 포함된 일반 자연수 보다는 오염된 수질이다. 그러 

나 광미장 내부에서 분석된 수질은 우선 pH가 최저 2.59로 측정되어 산성수로 변화한다. 또 

한 유입수는 Cd , Cu , As , Pb , Fe, Zn , AI 등 대부분의 금속성분으로 농도가 증가한다. 즉 

광미와 반응을 하여 금속성분이 포함된 산성칩출수로 변화되어 방류되고 있다. 이 방류수는 

광미장 하류 방향의 농수로 수질을 오염하는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1 차(건기) 및 2차(우기) 수질조사 결과를 비교하면 우기때 pH가 더 낮았고 Zn을 제외한 

대부분의 성분도 상승했다. 우기때 pH 가 낮아진 이유는 산화작용의 산물인 염들의 용해로 

기인하는 것 같다. 한펀 광미적치장 지표면을 흐르는 물과 광미장 하부 30cm내에 존재하는 

공극수(침출수) 수질을 비교해 보면 (2차 시료) Cd , Cu , Pb , Zn , 80l 등 대부분의 성분이 

공극수에서 높아 공극수 수질이 광미장 지표면을 흐르는 지표수 보다 오염도가 큰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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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표 9 광미， 토앙 등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통계(unit in mg/kg) 

Cd Cu As Pb Cyanide 
Landuse Na 

Range(mean)。 Range(mean) Range(mean) Range(mean) Range(mean) 

Tailings 11 0.1-31 (4.4) 4.9-73.5(28) 
315-4900(2138 

1.8-83.5(22) 0-460(62) 

Paddy soil 11 0.1-1.1(0.5) 3.8-41.7(14) 0.1-35.7(8) 1-98(37) 0-0(0) 

Plowland 13 0-0.7(0.1) 1 .5-21 .1 (7) 0-27(6) 2.2-73.7(22) 0-0.1 (0.02) 

Mountaineous land 4 0.1-0.6(0.4) 4.6-24.4(12) 0-2.1 (0.6) 5.7-90.4(36) 0-0(0) 

Weathered soil 2 0-0(0) 0.5-6.9(4) 0-8.8(4) 2.4-10.6(7) 0-0(0) 

a: numbers of sample, b: arithmetric mean 

표 10 유입수， 침출수 및 방류수 수질 비교 

Unit in miμ except pH and Conductivity 

Sample pH Cd Cu As Mn Pb Crb + Fe Zn AI SO/. TDS Cond 
stage of 

CD5.8-
0.1 3 0.5 10 1 2 10 5 sampling - - - -

8.6 

5.87 0.00 0.05 0.00 3.20 0.00 0.00 0.07 1.51 . 184 - . 1 st 
Influent 

5.74 0.01 0.04 . - 0.00 0.00 . 2.28 1.98 196 262 585 2nd 

4.11 0.03 0.42 0.01 4.15 0.00 0.00 2.00 9.60 . 228 - - 1 st 

water in 
2.65 0.11 0.72 0.00 0.00 2.73 59 439 434 925 2nd . - -

tailings 
2.59 0.72 1.10 - - 0.93 0.00 - 2.76 59 506 449 1100 @2nd 

4.53 0.02 0.27 0.01 5.87 0.00 0.00 2.11 7.40 - 185 - - 1 st 
effluent 

3.70 0.07 0.89 - - 0.00 0.00 - 2.64 46 242 304 683 2nd 

CD: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 벌표 5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 pore water, TDS = Total Dissoved Solid, Cond = Conductivity(unit in μ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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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종합 

(가) 금속광산의 광미사는 자체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원 

으로 작용하고 있으나 광산폐기물에 대해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광산주변 환경인 

농경지 및 하천으로 유실되어 왔다. 또한 광산폐기물 자체는 생활환경 및 자연환경을 훼손 

시키고 있다. 

(나) 광산폐기물에 대한 환경오염 조사 결과 광산주변 농경지에서 As 및 Cd 이 토양오염 

우려 기준치 이상으로 나타났고 농수로로 유입되는 방류수에는 방류수수질 기준치를 초과하 

는 중금속이 합유된 산성수가 유출되고 있다. 광미장 주번의 논 및 밭에서 AsOI 농경지 토 

양오염대책 기준인 15 mg/kg을 초과하여 광미의 유입으로 오염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As, 

Cd 및 시안 등이 광미장에서 토양환경보전법 공장 산업지역의 토양오염 우려기준치를 초과 

하고 있다. 

(다) 다덕광산 광미장 표층의 광미에서는 산화작용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As, Cd, Cu, Pb, 

Zn 등이 용출되어 광미장 주변으로 확산되고 있다. 현재 산화가 진행되지 않은 광미에서는 

As가 최대 1 %, Cu 0.08%, Pb 0.3%, Zn 1.9%로 분석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잠재적인 중금 

속 오염원으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다덕광산과 같이 휴，폐광산의 광산폐기물은 

광산 주번의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오염 유발시설로 확인되며 더 이상의 오염물질의 획산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 대책이 요구된다. 

(라) 광산폐기물에 대한 산성 침출수를 발생 시키는 광산폐기물의 처분 기술을 사전에 평가 

하기 위해 Acid-Base-Accounting을 하였다. 대부분의 광산폐기물에서 0.4 미만의 NPR 값을 

나타내어 광산폐기물이 유해성이 확인되었다. 이는 광산폐기물 배수의 

속을 함유한 산성폐수를 발생 시켰다. Column 시험결과 광산폐기물에서 

pH는 4 미만이었다. 한편 AI 및 Fe는 금속광 및 석탄광 광산폐기물에서 

출되는 동일 성분이었지만 금속광 광미에서는 Cu, Zn, As 등이 매우 

수질 특성 즉， 중금 

용출된 용출액의 

가장 고농도로 용 

높은 함랑으로 용출되 

었다. 

(마) 위의 ABA 및 Column 시험 결과는 국내 금속광 및 탄광에 망치되고 있는 광산폐기물 

중에서 환경오염을 야기시키는 유해성 폐기물을 구분하게 해준다. 따라서 향후 추진될 광산 

폐기물 환경오염방지 시설 설치시 처리시 폐기물량의 감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앞으 

로 유해성， 반응성 광산폐기물에 대한 현장 용출시험 및 geochemical modelling 연구를 추 

진하여 지반에서의 유해물질 거동 특성을 파악하여 Liner System의 설계시 활용하도록 하 

고자 한다. 이와 

화학적 처리 연구 

병행해서 

=c그 

광산폐기물내에서 유해물질의 생성 방지 및 산성수 중화를 위한 

추진할 예정이다. 0"2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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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불량 광산폐기물 적치장으로 부터 산성침출수 및 중금속이 환경으로 유출되는 과정 

Mining/ 

Mineral processing 

4 

Sulfide minerals 

pyrite, pyrotite, chalcopyrite, bornite, arsenopyrite, sphalerite, galena, et al 

4 

Oxidation/ 

Water rock reaction 

water / oxygen / bacteria 

4 
Acid Mine Drainage 

acid water 

contaminated metals 

4 

Fej +, ,CuL+’ CdL+, Znι+ PbL+ ，As04ξ S04L-

Acidity(H+) 

Mn4+, Al3+ 

4 

Environrnent 

(stream, soi1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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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목표달성 미홉시 이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 

6. 연구성과 

- 학술논문: 국내 학술지 논문 3펀 

• 학술회의 논문발표: 국내 1 펀， 국외 2편 

구분 
발표자 

논 ~‘:c그- 제 목(년도) 
동--1} 술 지 口C그1 국내 

(참여자) (vol,No,Page) 국외 

jC어그 。c그j 드 -즈1 

국내 민정식 광산폐수 정화용 소택지의 기질물질 효율성 평가 한국자원공학회 
국내 

논문 권광수 (1997) 제 34 권 1호 

이현주 
;c허:> 。ζ그1 드 -‘즈1 

국내 민정식 벗집 및 우분을 이용한 산성광산 배수 정화 지하수환경학회 
국내 

논문 이현주 (1997) 제 4권제 3 호 

권광수 
;〈처그 。c그1 드 ...，즈 

국내 민정식 다덕광산 주번 토양에서의 二I그그: -t「: 및 시안의 한국토앙환경학회 
국내 

뇨L-;드 ι프- 김인기 분포와 산성 침출수 생성 (1997) (심사중) 

김옥환 
;C셔〉 。〈그j E -「g

국내학 
민정식 

다덕광산 주변 환경오염 조사 사례 연구 
한국토앙환경학회， 

술회의 
이승길 

(1997) 
1997년도 춘계 국내 

최광호 학술발표회 

최수일 

I〈그{ 。<>j 도 ‘즈1 Metal Removal Efficiencies of Substrates for 
4th International 

국제학 Symposium on 
민정식 treating Acid Mine Drainage of the Dalsung 국외 

술회의. Environmental 
권광수 Mine, Korea(199기 

Geochemistry 
*ECOW’97(APEC-GE 

MEED) 

국외 
김복윤 

Overview of Environmental Impacts by the 
Environmental 

work-
민정식 

Abandoned Mine in KOREA 
Cooperration 

국외 

shop 
;〈처〉 。C>1드 • g1 

(1997) 
Workshop for 

권광수 Sustainable 

Development on 

Min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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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 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전년도 사업신청시와 비교분석) 

• 폐광산 복원을 위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노력 확대 예상 

• 복구사업이 진행되고 있지만 복구에 대한 표준 지침이나 그 방법이 확립되어 있지 

않음. 따라서 관상폐기물의 위해성 평가 및 처리(처분)기술은 폐광산 복구에 많은 활용 

이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연구개발목표 및 내용 

- 당해연도 목표 및 내용 

표
 

모
 
「 내 용 

- Batch and Column test 

。Lime 시용랑 결정 및 시험 

。 산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광산 폐기물 Salt의 생성 

및 거동 

광산폐기물 불용화 기술 

개발 1- 광산폐기물 현장 산화시힘 및 불용화 시힘 
。 침출수 화학의 변화 

。 화학물질 첨가에 따른 중금속의 거동 및 산도 변화 

。 산화억제 물질 평가 

o Geochemical Modelling 등 

- 최종목표 및 내용(변경된 경우에만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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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연구추진계획 

세 I::::j 월 단위 추진계획 
-ι」κ- 5l -r 

연구분야 1 2 3 4 5 6 7 8 9 10 11 12 연 구 비 

~ 

문헌조사 
국내외 문헌 조사 

-냉i 

석회 시용량 결정 시험 Batch 식 시힘。로 광미 및 폐석의 

Acidity 중화 물질랑 산출 

• 
화학물질 첨가에 따른 중금속의 인산염 첨가에 따른 용출 중금속 합량 

거동 및 산도 변화 변화평가 

Batch, Column test 

• 
산화과정에서 발생되는 광산 석탄광 폐석 및 금속광 광미를 대상。로 

폐기물 Salt의 생성 및 거동 침수 및 증발 시험 . 생성된 Salt 의 조성 

규명및특성파악 

• 
광산폐기물을 노지에 적치하고 Lysimeter 

광산폐기물 현장 산화시험 
설치하여 공극수의 화학번화를 규명 

광산폐기물에 화학물질을 첨가하여 불용 

화 정도를 평가함.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 광산폐기물에 처분 방법에 대한 설정 타당성 

。 Acid Potential 평가 • 위해성 광산폐기물 • Salt 특성 규명 

뚫
 

• Geochemical Modelling ‘ 처분법 
• 중화물질량 계산 

• 불용화 시험 

설계요소 

ι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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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요연구비 내역 

•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E-「프 (1997. . ) (1998 . (199 . 

번 
비목 l 구분 비고 

금액 비율(%) 금액 비율(%) 'ë그그 。-1H 비율(%) 
.2. 

내부인건비 80,130 37.93 82,000 39.35 

2 개발보전금 47,116 22.30 45,396 21.78 

- 간접비 47,116 45,396 

-개발준비금 

3 외부인건비 14,000 6.63 15,200 7.29 

4 직접경비 62,131 29.41 48,255 23.18 

- 여비 9,352 11 ,162 

-기술정보활동비 5,359 5,359 

-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13,200 9,800 

- 재료 및 전산처리비 23,367 12,244 

- 시작품 제작비 

- 수용비 및 수수료 10,853 9,690 

5 연구관리비 7,869 3.73 7,134 3.42 

- 인센티닙 7,629 6,724 

-평가비 240 
410 

6 위닥연구개발비 10,000 4.80 

연구사업비 총액 211 ,246 100 208,396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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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연구원 현황 

~ι- : --i:1 
/C서〉口 c>펴 

소속(직급) 비고 
(주민등록번호) 

자원연구소 
;C처그 。c그j 특 -‘a1 자원개발부 

(610518-1261711 ) (선임연구원) 

“ 
~그 lA 〈그k스 l 자원개발부 

(541208-1024512) (선임연구원) 

“ 
김옥환 자원개발부 

(420612-1347938) (선임연구원) 

“ 
김인기2 자원개발부 

(551218-1011012) (선임연구원) 

“ 
민정식 자원개발부 

(461103-1056520) (책임연구원) 

“ 
송원경 자원개발부 

(590816-1047638) (선임연구원) 

“ 
이현주 자원개발부 

(620529-1565817) (선임연구원) 

“ 
조영도 자원개발부 

(56031 0-1345339) (선임연구원) 

서울대 
전효택 

.11ι1'::: ι〈「‘ 위탁연구 
(470506-1024316) 

사. 기타중요 변경사항 

• 참여연구원 번동: 1 차년도 계획서상 

변동 사항 당 초(1 차년도) 변 경 (2차년도) 비고 

8명 

참여 연구원 수 7명 선임연구원 

조영도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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