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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focused on the survey for environmental impacts and 

hazard occurred in the abandoned metallic mines and their 

countermeasures. Major issues in the inactive metal mines were mine 

drainage. tailings. waste rock dump. abandoned facilities. in which acid 

mine drainage was a principal factor to deteriorate the environment 

around the abandoned mines . 

Chemical analysis shown that mine drainage was very acidic and were 

contaminated by toxic elements such as As. Pb. Cd. Mn . Fe. Cu and S 

etc. In addition. soil near the tailings impoundment was contaminated by 

heavy metals such as As. Pb. Cd. Cu and cyanide. 



An column test was carried out to develop the passive treatment 

system for amelioration of the acid mine drainage with heavy metals . The 

experimental results revealed that composite mixed with the saw dust 

and cow manure was evaluated as the best substrate to have good 

permeability and to have enough food necessary for sulfate reduction 

bacteria. 

Small scaled anoxic wetland had been operated to confirm the 

capabilities of acid mine drainage treatment. The demonstration of the 

system revealed that the system neutralized acid mine drainage and also 

eliminated some metals such as Fe. Al. Mn. Cu . Cd. Pb and Zn etc up to 

by 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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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지하자원 개발 과정 혹은 이후 특별한 환경보호적 조치나 광산보안적 조치 

가 미홉하게되면 광해(鍵害)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광해 현상은 장기간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현상으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며 가행광산 지역 보다는 휴/폐광산지역에서 많이 발생되 

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휴I폐광산수는 금속광산만 해도 900여개로 집계되 

고 있다. 

또한 광해현상이 발생된 광산이나 지역에 치유나 복원을 하지 않게 되면 

광해의 영향권은 점차 확산되어 환경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큰 문제점을 낳게되 

며 다수민원의 소지가 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휴l폐광의 원인을 규명하여 보면 광량의소진， 경영의 악화/ 채산성의 악화 

둥 여러가지로 분석되지만 대부분 채산성의 악화로 인해 휴l폐광된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채산성 악화로 인해 광업행위를 중지하기 때문에 채광 현장(갱 

도 및 막장)， 광미사적치장/ 폐석적치장/ 그리고 광산시설물 동은 방치상태로 

놓이게 되며 이들은 곧 광해의 주요 인자로 작용하게 된다. 

광해 현상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수의 유출/ 광미사 및 폐석자체의 유실 

과 유해 침출수의 유출l 채굴적 상부 및 인접지역의 지반침하y 그리고 건조한 

계절에 분진(세립질 광미사 둥)의 비산 동을 들 수 있다. 

이들 광해 현상 중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중금 

속을 함유한 산성광산배수의 유출이다. 

산성배수의 유출 현상은 비금속광산에 비해 황화광물을 다량 함유하고 있 

는 금속광산지역에서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본 연구사업은 95년부터 계속 연구사업으로 문제가 되고있는 휴I폐금속광 

산을 대상으로 광역 광해조사를 실시 ('95， '96, '97, : 213개광산 조사)하여 광해 

의 내용과 정도를 조사하였으며 금번 연구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 

한 실질적인 자료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차기년도에 수행예정인 광산들을 

중심으로 광해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내용/ 현황I 정도， 영향권 둥을 조사 

하고 실내시험과 현장 실증시험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광해방지대책 

연구에 중점을 두었다. 

본 연구 수행시 미생물 부분에 대한 시험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에 의해 

위 탁연구 되 었음을 밝혀 둔다. 

1-1. 연구배경 

우리나라의 많은 휴I폐금속광산지역에서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한 산성광산 

배수가 유출되어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특히 광산들은 대부분 상수원 상부 지대가 높은 곳에 위한 광산들이 많아 

광산 갱내 산성배수나 광미적치장， 폐석더미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영향은 

수계를 따라 넓은 지역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점차 오염권을 확산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권의 확산은 인접하천의 오염은 물론 어류 및 미생물 동을 

멸종시키고 오염수계와 인접된 전답(田짧)들의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을 고 

사(抽死)하게 하며 지역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개발당시 채광작업으로 인해 생겨진 갱도나 채굴적의 붕락은 지 

반침하 현상으로 발전하여 안전재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광미사의 비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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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지역 주변의 대기를 오염시키며 비산된 세립질 광미사는 농경지에 집적되 

어 토양오염은 물론 지역주민들의 일상 생활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광해현상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다수민원이 되고 있으며 사회적 

문제 그리고 환경적 문제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해의 발생원인과 광해의 내용/ 그리고 광해의 정도와 특성을 과 

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연구는 오염된 광산지역의 쾌 

적한 환경조성을 위해 현실적으로 중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1-2. 연구목적 

광해발생으로 인하여 문제가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지역별/ 광산별I 광해 

의 원인과 내용/ 정도 그리고 문제점 동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과학적인 방 

법으로 실내시험과 현장 실증시험을 거처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광해방지대 

책을 연구 제시하여 시행하므로 오염된 광산지역에서 광해를 치유하고 환경을 

복원하여 쾌적한 자연환경을 유지코저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1-3. 연구의 필요성 

기술적 측면에서 보면 지하자원개발로 인한 광해 현상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광산배수의 유출 및 광미적치장/ 폐석더미에서 발생되는 유해(有害)침출수 

가 광해현상의 대표적 요인이며 이들은 지표수(주로 하천수)， 지하수I 토양I 둥 

을 오염시키며 이러한 현상은 장기간 지속되므로 시간이 지날수록 광해의 영 

향권을 점차 확산되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게 되므로 지역주민들 

의 보건건강을 위해(危害)하게 하며 나아가 생태계까지 파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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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앞서 기술한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광해발생 현상은 대부분 휴/폐광산 

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휴I폐광산에는 거의 상주 관리인과 동력이 없이 방치된 

상태라는 점/ 그리고 광해방지(처리)사업은 실질적인 부가가치가 없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고 실행 가능한 대책이 연구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광해(산성광산배수)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현재까지 개발된 방법 

중 가장 많이 활용하고 있는 기술로는 물리화학적방법이다. 그러나 물리화학 

적방법은 가동시 인력， 동력/ 시약r 유지관리비 동 계속적인 투자가 요구되므 

로 우리나라 휴/폐광산지역에서 활용하는데는 많은 문제점과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 광해의 특성과 현실을 감안할 때 인력과 동력이 필요하 

지 않는 그리고 유지관리비가 거의 들지않는 새로운 환경치유 및 복원기술이 

필요하다고 본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광해로 인해 하천수， 지표수/ 지하수y 토양 퉁이 

오염되게 되면 농업/ 양식업l 축산업I 관광업l 그리고 토지사용 둥에 많은 지장 

을 가저와 경제적 손실도 크다고 판단 된다.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광산지역에서 광해의 영향권이 확산되게되면 지 

역의황폐화현상은 결국 사람이 살 수 있는 생활환경까지 악화시켜 지역주민들 

은 집단이주 둥 지역사회의 불균형을 가져오게 된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광산지역 전반에 걸친 종합 광해실태조사가 미홉한 

실정이다.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 볼 때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 

에 대한 정확한 조사와 대책연구는 현실적으로 긴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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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범위 

가. 광해관련 정밀조사 대상 

- 금속광산 : 휴광. 폐광 

- 광해발생 다발 지역 및 광산 

- 광해로 인한 민원 제기 광산 및 광산지역 

- 가행 당시 광산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규모가 큰광산 

-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인접된 광산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조사를 원하는 광산 

-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종합광해방지대책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산 

-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 및 광산지역 

나. 광해의 내용 및 현황 현장조사 

- 광해의 내용 조사 

- 광해의 정도 및 영향조사 

- 광해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및 실태조사 

다. 조사내용 분석 및 실내시험 

- 각종 자료 분석 

- 현장 측정자료 및 조사 내용 분석 

- 실내 화학분석 

라. 광해로 인한 광산지역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분석 

- 각종 문헌 및 자료수집 내용에 대한 분석 

- 현장 측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의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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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발 당시 개발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행정자료 

- 민원제기 내용 둥 기타 각종 자료에 의한 분석 

마. 광해 방지를 위한 대책 연구 

- 실내시험 : 조건별 시험 (Simulation시험) 

- 현장 실증시 험 (Pilot시 험) 

- 자연정화방법에 의한 광산배수 처리 방법 연구 

- 광산배수 자연정화 System 운영계에 관한 연구 

2) 연구 수행 방법 

가. 국내외 기술자료 수집 

- 기술자료 및 문헌 수집 

- 광산별 개발현황 및 광해관련 자료조사 

(산자부， 지방자치단체/ 기존연구 및 조사보고서I 광산개발 관련자) 

- 광해로 인한 민원제기 내용 조사 수집 

(관할 지 방자치 단체 : 시/도l군/면) 

- 기술정보 수집 (Intemet， 연구기관/ 관련학술단체 둥) 

나.현장조사 

- 조사 대상 광산 선정 

(일광광산/ 구룡광산/ 임천광산l 삼보광산(휴)， 다덕광산 :5개 휴/폐광산) 

*광해유발광산 

* 광해로 인한 민원 제기 광산 

* 향후에도 계속적인 광해 유발이 예상되는 광산 

* 가행 당시 광산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광산 

* 지역 주민들의 생활권과 인접된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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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조사를 원하는 광산 

* 광해와 관련하여 언론 보도가 있었던 광산 

*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 

- 현장조사 

* 수질조사 

(광산배수y 광미사 및 폐석적치장에서의 유출수/ 인접수계 

: pH, Ternperature, Dissloved Oxygen, Eh, TDS 동) 

* 광산폐기물(광미사/ 폐석 둥) 

• 적치상태 및 안정성 

• 광산폐기물 적치지역 하류의 팡해 정도 

* 토양오염 정도 및 상태 

광산개발 인접 영향권 지역 

(광산주변I 영향권내의 농경지 및 인접 수계) 

* 지반침하 

지반붕락 및 지반침하 개소와 규모 

* 폐시설물 및 장비 

•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폐시설불 및 장비 

•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 황폐화 현상과 연관되는 폐시설물 

및 장비 

*기타 

다. 현장 조사내용 및 실내시험 

- 현장조사 내용분석 

(현장측정치/ 개발현황/ 개발당시 도면/ 민원제기 내용I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전에 조사한 자료 : 지역주민들의 피해내용 둥) 

* 광산배수(산성폐수) 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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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폐기물(광미사/ 폐석 퉁)유실 및 침출수 유출 

* 토양오염 

* 지반침하 

* 기타 

- 실내시험 

* 화학분석(광산배수 : 양이옹/ 음이온. 광미사/ 토양 : 양이온) 

* 조건별 물리화학적 시험 

라. 광해로 인한 광산지역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분석 

* 문제점 분석 및 검토 연구 

* 문제점 발굴 

마. 광해 방지를 위한 대책 연구 

* 조건별 시험 (실내시험 Simulation시험) 

* 현장 실증시험 (Pilot시험 : 부산 기장군 소재 일광광산) 

* 자연정화법에 의한 광산배수(산성폐수)처리방법 연구 

* 광산배수 자연정화System 운영계 및 처리(정화)효율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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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광해질태 현장 조사 

2-1. 조사 범위 및 내용 

광해 실태에 대한 현장 조사는 '95-'97년까지 광역 광해조사 자료를 기초 

로하여 이루어 졌다. 

광해실태 현장 조사는 그동안 조사자료를 토대로 광해의 정도가 심각하거 

나 향후 광해의 영향권이 확산되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것으로 

판단되는 광산 및 광산주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해 

방지사업을 원하고 있는 광산지역을 광해 현장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을 

계획(산업자원부， 환경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계획도 감안하여 조사 범위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본 광해실태 현장 조사는 차기 또는 차차기 년도에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 

는데 설계， 시공시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해 현장조사 범위 및 내용 그리고 목적은 표 2 - 1 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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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광해조사 연구 범위 및 내용 

조사 조사대상 
조사 범위 빛 내용 

대상 광산 
조사영역 

조 사 목 적 
범위 

광산 선정 기준 현장 조사범위 실내 실험 내용 

·팡해가유 -갱수，광미장침출수 

발되고 있 의 수질특생 따악 
는광산 

f 
·수질환정 보전법 -광산수(갱수 빛 팡 

‘민원 제기 
@수소이용농도 공혜공정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에 마장침출쉬가 지표 
광산 

@테 시험법올 
수록된 오염융질 수， 지하수둥 수질 

vD갱수 환경에 미치는 잠재 
·팡해유벌이 

@산화환웬천위 기본으로 
(i)pH, (2J철，@아연，(4)구리l 적 영향파악 

예상되는 때팡미장 
(Eh) 

@카드늄，@비소，(J)납I 

광산 칭출수 
@수용 

@망간'，N-Hexan， 때놀， 크롭， 수용，@ -수질환경 보전법 

- 휴.예. 
@총용존고형울 

온도， 유기인， 6가 크륨， 불소， PCB, 대 (뼈a얘9출허용기가준) 
(1L때 

:n1A『: ·개발당시 
@용존산소량I g 장균수， 색도I 총 질소， 총인， 트리클로 -지하수 수질보전 동 

광산 7뼈이 상 때지표수 
(00) 기기분석: 

로에틸렌， 태트라클로로에틸헨， 에 관한규칙 

당혀 진행 ·지하수 .ICP BOD, COD 빛$ (지하수수질기준: 
된광산 

퉁총 5개항목 .IC 
농업용수)와 비교 

기타 
} 번호는 본 연구 수행시 조사분석된 

• 팡종: ·주민들의 생분임 -광혜 유발생분 도출 

금.은. 생활권과 과원인규명 

동.연. 인접된광 

아연. 산 -수질환경개선(정화) 

중석. 
및 보전대책 

창연 
·지자채， 

철，니켈 
지역주민 
들이 조사 

모리브핸 를원하는 -광미 및 토양의 화 
유화철l 광산 빼기물공 학쩍 특성파 
코발트/ 

토양오염물질 농 
정시험법 토양환경보전법 

‘팡해로 인 혜기물관리법과 
한언론보 빼팡미 

도분석l입도，색상l 
토양오염 

@아연 @구리 @카드늄 
비교 

- 5개 도가있었 
규모， 지앵조건， 

공정시험 화학적 특성 
@비소 @알루미늄 @납 

금속 던광산 
수째발달， 

방법을 
@망간@황@6가크롬 

-광미에 의한 오염영 
팡산 빼토양 

척치장 및 주변 
기본으로 

@시안 
향권(토양，수질환경) 

·생활환경과 
경작지 유우 

규명. 
밀접한판 
련이 있는 ·유해 광미사 안전적 
지역내 소 치 대책 
재한광산 

*기타조사 
입도째석방치 특 

가필요하 - 혜석의 융리객 특생 -혜석 안정생 명가 
다고 인정 빼혜석 

생l규모l식생， 

되는광산 
유실잠재력， 

- 예석 사연 안정성 -빼석의 안전적치 
침식형태 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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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조사대상 광산 

98년도 광해 실태 현장조사가 수행된 광산은 휴，폐금속광산으로 종합 팡해 

방지사업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광산으로 일광광산， 구룡광산， 임천광산， 삼보 

광산， 다덕광산(5개광산) 이다. 

2-3. 현장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 방법 

@ 광산배수(물) 

현장에서 조사된 광산배수(물)는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광산폐기물 

(광미사，폐석)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그리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및 하천수 둥에서 였다. 

현장에서 조사된 수질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 용존산소량(DO : 

Dissolved Oxygen) , 총 용존고형 물(TDS: Total Dissolved Solid) 둥 이 었 

다. pH, DO는 일본 TOA electronics 社의 Water Quality Checker 

(WQC-20A)에 의해 측정되었다. Eh 및 TDS는 Hanna Instrument社 휴대용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물의 성분분석(주로 중금속)을 위해 현장에서 물 시료들을 채수하였다. 채 

수前 물 시료는 현장에서 여과지 및 수동식 펌프에 의해서 부유고체를 제거하 

였으며 여과수는 음이옹 및 양이온 분석용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용기에 (300m1 

용기)에 담았다. 이때 사용된 여과지는 미국 Micro Filtration System(MFS)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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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극크기 가 0.45 llm(직 경 47 mm)인 Cellulose Nitrate Membrane Filter를 

사용하였다. 

음이온 분석용 시료는 이동식 냉장 Box에 4 0C 로 보관하여 실험실로 운반 

되었다. 양이용 분석용 시료는 용기 벽면의 이온흡착을 막기 위하여 농질산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실험실로 운반되었다. 

@ 광산 폐기물 

광산폐기물 적치장에서 입도가 미립질인 광산 폐기물(주로 광미사)을 주 

대상으로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광산폐기물은 광미적치장 여러지점에서 광 

미사를 채취， 혼합하여 이를 다시 사분법으로 나누어 가능한한 대표시료가 되 

도록 하여 비닐봉지에 넣어 실내로 옮긴 후 상온에서 건조， 보관하였다. 

@ 지반침하 및 기타 

휴，폐광산지역에서 지반침하 현상은 구채굴적이 주로 면압권의 발달로 인 

해 생기는 현상으로 금번 조사시에는 과거 개발 당시 채광 관련 도면과 연관 

하여 개발지역 상부 지표면과 인접지역을 현장 답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기타 분진관련 광해는 광미사 자체가 바람에 의해 비산되어 발생 한다. 

휴，폐광광산들의 광미적치장은 광미적치장 상부에 토양피복， 조림 등 환경 

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방치상태이고 광미사 자체의 입도가 아주 

작아 건조기에 비산되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게된다. 

따라서 이러한 광해로 인한 피해의 영향권과 정도를 조사 하였다. 

@ 실내 화학분석 

@ 광산배수(갱수， 침출수， 하천수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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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된 성분은 As, Cd, Pb, Zn, Cu, Fe, Cr6+, Mn, SO42 등 이었고 유 

도쌍플라스마 분광기 GCP: 1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Jobin-Yvon38사)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한편 비오염수 시료(주로 하천수)들은 600ml비이커에 250ml의 시료를 취하 

여 여기에 농질산 2.5ml를 넣고 가열하여 25ml로 농축하는 분석전 전처리 과 

정을 거쳤다. 

sol-는 이 온 크로마토그라피 GC 10n Chromatography, DIONEX사)에 의 

해서 분석되었다. 

@ 광산폐기물 

광미사에 대한 화학분석은 일부 광산시료는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나머지 시료는 폐기물공정시험법으로 수행하 

였다. 

표 2-2a에 물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 화학분석 방법을 요약하였다. 

표 2-2a 실내 화학분석 방법 요약 

구분 분석 및 감정 항목 분석방법 및 원리 

50ι r,;r ~4 IC법 

실내 
물 

I융 As, Cd, Pb, Zn, ICP법 

화학분석 Cu, Fe, Cr6+’ Mn 

광미 r.r 토양오염공정시험법 
ICP법 

토양 줌 폐기물공정시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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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 일광광산 

1) 현황 및 조사개관 

일광광산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원리 104번지 일원에 위 

치하고 있으며 광업권 둥록번호 제8152호， 동래지적 제 112호로 등록하여 금， 

은， 동， 연， 유화철， 중석동을 생산하였던 금속광산으로 광구의 면적은 327 ha 

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10년간 평균) 강수량은 1475.9 mrn/년， 평균기옹 

은 14.5 0C, 최고 33.2 0C, 최저 - 8.8 oC, 상대습도 65.5 % 이다. 

2)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1930년대 초 개광한 일광광산은 

1938년 - 1945년 사이에는 우리나라 최고의 동(Cu) 생산실적을 가지고 있 

으며，그후 

1945년 - 1967년에는 소규모의 채광작업을 진행하였다. 

1970년 - 1976년에는 선광제련시설 (50톤/일， 규모 40M x 30M) , 동력시설 

(l ，lOOKVA)을 갖추어 새로운 생산체제로 도약하기도 하였으며， 

1976년 - 1979년 매장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탐광 및 시추작업을 계속하였 

으나， 

1979년 이후에는 소규모 채광작업과 휴광(휴지)을 반복하였다. 

1994년 10월 15일 광량부족과 채산성악화로 소멸(폐광)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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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광방법은 지표로부터 약 100m는 노천채광을 하였으며， 그 하부 150m 까 

지는 갱도(갱내)채광을 하였으며 ， 갱도(갱내)채광시 1개편(個片)은 30m로 하였 

다. 생산은 주로 3， 4 ，5편에서 이루어졌으며 하부개발은 7편까지 하였다. 또한 

매장량은 1 ，387，000톤(가채광량: 1 ，004，000톤)으로 조사 보고된 바 있다. 

생산실적은 금 40kg, 은 280kg, 동 63，650톤， 연 1 ，040톤(산업자원부 자료인 

용)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지질광상 

본 광산부근의 지질은 쳐 -트질 암층과 이를 관입한 조립질 화강 섬록암으 

로 구성된다. 쳐 -트질암층은 호상의 암록색 또는 암회색의 치밀한 암층으로서 

동남향으로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각력암층을 협재한다. 

이러한 암층을 관입한 화강섬록암체는 약 900m x 9어m의 면적으로 분포 

하고 광체를 배태한다. 또한 화강섬록암은 광체를 중심으로하여 열수 변질을 

받아 대상(帶狀)으로 암상변화를 한다. 

그리고 화강섬록암의 동측 및 북측 경계선에는 단층이 발달하고 약간의 열 

수 변질을 받은 흔적이 있으며， 쳐트질 암층에 협재된 각력암에서도 산화대와 

약간의 연， 아연의 흔적을 볼 수 있다. 

광상은 원통상 망상광체로서 장경 150m 단경 100m의 거대한 타원형광체 

를 형성하였고， 지표로부터 약 100하부까지 노천채광을 하였으나， 그 하부에는 

선택적인 항내채광이 이루어져 다시 150m까지 채굴되었으며 항내채굴적으로 

보아 광체는 약 70。 남측경사 하고 있으며 노천 채굴한 채굴적을 관찰하면 두 

방향의 단층대 즉， N100 -30o E와 N70 0 -80o E의 단층대의 교차점으로 판단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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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해조사 내용 

@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1.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 일광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8152 호 

3. 지적번호 동래 제 12, 13, 22, 23호， 32호내 자유형 

광업권 표 4. 면적(ha) 327ha 

시 
5. 광종명 금，은，동，연，유화철，중석 

6. 광구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원리 104 
7. 소멀 등록일 94.10.15 
8. 소멀 사유 폐광(휴지) 

광산개발 
9. 년도벌생산량(톤) 금 4OKg , 은 280Kg, 동 63，650톤， 연 1 ，여O톤 

10. 정광 생산량(톤) 관련자료 없음 
현황 11. 선광시설 규모 40 x 30M (선광제련시설 폐건물) 

12. 펴|시설 처리 실태 
·선광제련시설 1개동，번전시설 1동 

- 창고 및 사무실 7개동 

13. 갱구 폐쇄상태 미폐쇄 2개소 (하 3，5번갱) 

14. 갱내수 유출 유무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음 ( 0.5M.fMIN : 저15갱 ) 

(유출수 랑 l본) 

15. 지반침하 여부 
광산 상부에 대규모 채굴적이 있음 

(규모 80 x 80 x 60 3개편에 걸친) 

구 분 펴| 석 장 고C그’ 미 장 

16. 설치개소 
2개소 (선광제련장 옆， 채굴적 

5개소 
개소 아래 6편) 

광해실태 
- 100 x 130 x 5 

80 x 80 x 5 
- 50 x 25 x15 

50x30x5(광미적치징 겸 침전조) 17. 규모(M) 
- 30 x 25 x15 

(길 OIX폭 X높01) 
(약 45，때OM1 

20 x 20 x 3 

- 180 x 160 x 5 

(약 126,6ooM3) 

18. 하천과의 거리(M) 300M (농업 용수로) 농수로 인접， 계곡수 인접 

19. 유실방지시설의 종류 일부석축 사력Dam， 석축， 일부 Concrete구조물 j 

20. 유(길실0구IX간폭X(M높) 0 1) 。~드c:동1 2,000M αellowboy현상) 

21. 소요비용(백만원) 
약 35억 -40억 원 

〈건설부표준단7f> 

종합 광혜방지 대책 긴요 (갱수， 광미사， 폐석처리， 체굴적 안전 처리， 폐시설물 : 인접하천 농경지 오염) 

- 대규모의 채굴적(평면적 3,240M3, 깅이 60M: 오염 광산배수 발생원으로 작용) 
조사자의 • 거대한 광산 시설물이 방치되어 있음(선굉제련장，사무실 및 창고 등) 

의견 및 
- 갱내수기 유흩(5갱) 되고 있음 (현재 농업 용수로 이용하고 있음) 

- 수질분석 후 문제점올 검토하여 갱수톨 정화시켜 이용함이 바람직 함(산성광산배수 임) 

참고사항 - 광미적치장으로 부터 중금속올 함유한 산성배수기 칩훌 되고 있음 (농수로 연결) 
- 유훌 갱내수의 특성 :β갱 갱구 앞) 
g센요욕1， Conductivity 1.0ms{cm 0.06%, Turbidity 21 mgJl, Dissloved oxygen 8.2mgfl, 
Temperature 15.20C, TDS 827 

As 0.31 , Cd 요.08， Pb 0.19, Zn 5.57, Cu 15.60, Fe 43.1 , Cr6+ 0.01 , Mn 1.6, sot 34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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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조사 내용 

본 광산지역의 광해요인은 중금속을 함유한 광미사와 폐석， 구채굴적， 선광제 

련시설， 변전시설 및 창고， 사무실 둥이다. 

이중 직접적인 주 광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구채굴적과 3갱과 5갱에 

서 유출되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이며 그 다음으로는 광미적치장과 폐석 

더미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이다. 또한 3갱 상부에 위지하고 있는 채굴적은 인 

(人) , 마(馬)의 추락 등 안전재해 요소로 상존하고 있다. 

현재 3, 5갱에서 유출되는 산성갱내 배수와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에서 유출 

되는 침출수가 인접하천과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적절한 대책이 없을 

경우에는 오염 영향권은 점차 확산될 것이다. 금번 조사에서는 인접하천과 농 

경지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영향권을 조사하여 환경보 

전법상 기준치와 이를 비교 검토하였다(표 2- 2, 표 2- 3 참조) (그림 2-1-

2-30, 사진 2- 1-2- 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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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일광광산지역 광산배수(갱수， 지표수， 침출수，하천)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단위 : mg/Q) 

시료 
pH F Cl NO;!- NO::S- PO/- S04;! As Zn Pb Cd Co Ni Ba Si 

번호 
기 5 .8 60 8 
준 15 0.5 5 1 0.1 
치 -:6.0 (Tot-N) (tot-Pl 

W-1 2.91 0.38 11.25 0.00 3.5 0 340.36 0.31 5.57 0.19 0.08 0.04 0.05 0.02 11.2 
W-2 3.03 0.00 7.98 0.00 1.3 0 1,105.2 0.59 10.65 0.29 0.13 0.21 0.19 0.05 35.5 
W-3 3.66 0.00 9.05 0.00 3.6 0 80.04 0.07 1.38 0.05 0.02 0.02 0.03 0.01 10.3 
W-4 4.24 0.14 9.46 0.00 5.8 0 79.00 0.05 1.03 0.05 0.02 0.02 0.03 0.02 10.8 
W-5 4.51 0.13 10.20 0.00 6.7 0 77.71 0.06 1.04 0.05 0.02 0.01 0.02 0.02 11.5 

W-6 5.06 0.19 12.27 0.00 7.4 0 61.48 0.03 0.80 0.03 0.02 0.01 0.03 0.02 10.8 
W-7 6.46 0.08 16.73 0.26 9.6 0 17.85 0.05 0.05 0.05 0.01 0.01 0.03 0.02 5.5 
W-8 6.47 0.00 9.39 0.00 3.8 0 8.53 0.02 0.01 0.04 0.01 0.00 0.02 0.01 6.8 
W-9 6.29 0.23 8.98 0.00 3.8 0 10.80 0.02 0.11 0.02 0.01 0.00 0.02 0.01 9.4 
W- lO 6.41 0.14 15.53 0.00 8.5 0 24.40 0.07 0.12 0.05 0.01 0.01 0.03 0.03 9.4 

시료 r Fe 
Cr 

Mg Al Ca Cu Na K 시료채취 위치 Mn 
시료구분 

번호 ’ 
(Tot) 

10 10 0.5(6가) 3 기준치 

W-1 1.6 43.1 0.01 4.42 7.42 14.8 15.60 2.86 0.71 일광갱구앞 오염원 

W-2 17.3 84.6 0.04 28.껑 37.닮 103.2 13.45 4.47 7.19 일광침전조침출수 

W-3 0.5 2.7 0.01 2.67 4.57 7.76 3.87 2.55 0.58 
일광5갱 폐수계곡수합수 

(사무실부근) 

W-4 0.8 1.2 0.01 3.51 2.89 11 2.23 3.10 1.05 일광배수구앞농수로중간 
W-5 0.8 0.9 0.01 4 1.97 12.95 2.22 3.49 1.28 일광농수로합수전 

오염 
일광 달음가든 앞 하천 

W-6 0.6 0.5 0.01 3.97 0.81 12.2 0.95 3.84 1.78 영역 
(오염수)합수전 

W-7 0.0 0.1 0.01 2.44 0.00 7.13 0.05 4.11 2.47 일광달음교아래 

W-8 0.0 0.1 0.00 1.49 0.00 4.29 0.02 2.44 0.33 
일광 광미적치장 

상부계곡수 

W-9 0.0 0.0 0.00 1.71 2.00 5.01 0.16 2.85 0.59 일광침전조방류전계곡수 비오염 

W-10 0.1 0.1 0.01 3.61 0.70 9.47 0.11 4.62 2.83 일광중리방향농수로 영역 

* 기준치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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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일광광산 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 화학분석결과 

(단위 : mg/kg) 

시료 As Pb Cd Cu 시안 비고 

번호 20,50 400, 1000 12, 30 200, 500 120, 300 기준치 1 
S-l 2.3 6.4 0.4 23.2 0.0 토양 

S-2 29 10.4 0.4 44.5 0.0 토양 

S-3 18.8 20.5 0.7 161 0.0 토양 

S-4 28.8 31.1 0.6 234 0.0 토양 

S-5 8.2 18.1 0.9 196 0.0 토양 

S-6 6.2 13.5 1.0 105 0.0 토양 

S-7 8 15.9 1.1 190 0.0 토양 

S-8 9.15 16.7 1.0 216 0.0 토양 

S-9 7.85 15.6 0.6 156 0.0 토양 

S-10 20.3 20.7 1.2 96.5 0.0 토양 

S- l1 19.1 12.7 0.5 128 0.0 토양 

S-12 5.65 19.0 0.1 130 0.1 토양 

S-13 11.9 23.8 0.8 177 0.0 토양 

S-14 12.1 10.1 0.7 175 0.0 토양 

S-15 2.7 12.1 0.1 5.65 0.0 토양(비교시료) 

S-16 2.4 0.4 0.2 9.45 0.0 토양(비교시료) 

s-r14 13 16.8 0.7 145 0 평균(광산주변토양 ) 
S-15-16 3 6 0 8 0 평균(비교토양시료) 

1.5 3.0 0.3 3.0 1.0 기준치 2 
S-17 0.6 0.7 2.5 371 0.0 광미(달음교 부근) 

S-18 1.3 0.0 0.0 0.0 0.0 광미 (광산주변: 표면) 

S-19 0.0 0.0 0.0 4.1 0.0 광미 (광산주변: 30 cm 하부)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제 14,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 

기준치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물질함유기준> 

요약 :1) 수질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가” 지 역을 초과한 시료번호(성분): 

W- 1.W-2.W-3.W-4.W-5.W-6(pH), W-2(As) , W-1.W-2(Zn), W-2(Cd), 

W-2(Mn) , 1.2(Fe), W-1.W-2.W-3(Cu) 

2) 토양시료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번호(성분) : 

S-2(As) , S-4(As . Cu), S-8(Cu) 

3) 토양시료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없음 

4) 광미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한 성분 : 

Cd 및 Cu 등 2개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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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표시도 수계별 “Ba" 그림 2- 16. 일광광산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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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별 “Cr" 농도 표시도 그림 2-20. 일광광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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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4. 일광광산지역 수계별 “Cu"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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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7. 일광광산지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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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9. 일광광산지역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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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0. 일광광산지역 그림 



사진 2-1. 일광광산 5갱(배수갱도) 갱구 및 배수로 

<중금속을 함유한 산정배수가 상시 계속적으로 유출되어 

유로에 yellow boy 현상을 보이 고 있다.> 

사진 2- 2. 일광광산 5갱앞 폐기물 더미(토양과 폐석 혼재) 

<산성광산배수로 인하여 폐기물더미가 노량게 오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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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3. 일광광산 선광제련시걸(좌) , 및 광미적치장(우) 

사진 2-4. 일광광산 폐석더미 

<폐석들은 황화광물들의 산화로 붉은색을 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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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5. 일광광산 침전지 

사진 2- 6. 일광광산 주변의 휴농지(짧)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의 영향으로 토양이 오염되어 

현재 휴농상태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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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7. 일광광산 하부 농수로 

<농수로 유로 바닥은 yellowboy 현상을 보이고 있음> 

사진 2-8. 일광광산 하부 “달음가든” 앞 광미 적치장 

(광산배수와 대수로 합류점부근)<광미사는 우수기에 유실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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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해 조사결과에 대한 고찰 

일광광산 지역의 수질오염 영역은 오염원 지역， 오염지역， 비오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염원 지역은 갱구(5갱)앞， 갱수와 광미사 적치장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 유출지역이며 오염지역은 5갱 갱수 유출수가 계곡수 합류지 

점 (sample No. W-3)부터 일광배수구 앞 농수로를 거 쳐 “달음가든” 앞 하천 

(Sample No. W - 6), 그리 고 “달음교” 아래 (Sample No W-7)까지 이 다. 

비오염지역은 일광광미적치장 상부계곡수(Sample No. W - 8) , 일광침전조 

방류전 계곡수(Sample No. W-9) 이며， 그리고 “중리”방향 농수로 상류 

(Sample No. W - 10) 이 다. 

수질분석결과 환경보전 수질관립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가”지역을 초과하는 성분과 성질은 pH, As , Zn, Cd, Mn, Fe, 

Cu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H의 경우 달음가든 앞 하천 (Sample No. W -6) 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 

며， As , Zn, Cd, Mn , Fe의 경우 갱구앞(5갱)과 침전조 침출수 유출개소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그러나 Cu의 경우에는 계곡 합수지점까지 오염되어 있다. 또한 오염의 정 

도는 pH의 경우에는 최고 2.91을 나타내어 강산성수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Fe 

의 경우 기준치를 8배까지， Cu의 경우 기준치를 최고 5배나 초과하고 있는 실 

정이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일광광산에서 유출되는 갱수와 침출수는 중금 

속을 다량함유한 산성배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해의 영향권이 더 이상 확대되기 전에 종합적인 광해방지 대책사 

업수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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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구룡광산 

1) 현황조사 및 개관 

구룡광산은 행정구역상 경남 창원시 북면 고암리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업권 등록번호 제17015호， 아산지적 제 165호로 등록하여 동(Cu)을 생산하였 

던 금속광산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10년간 평균) 강수량은 1,509 mm.년， 편균기옹은 

14.5 0C, 최고 33.4 oC, 최저 - 7.5 0C, 상대습도 65.8%이다. 

2)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본 광산은 1940년대 초에 일신광업개발주식회사로 일인(日 本人) 기사에 의 

해 1945년도에 노두도면， 항내 실측도， 품위 및 광량표가 작성되어 개발하게 

되었다. 

그 후 수차에 걸쳐 광업권의 이전이 있었으며 1966년 6월에 금， 은， 연 ， 아 

연， 유화철을 추가둥록하였다. 

광량확보를 위한 본격적인 탐사 및 조사활동은 주로 국립지질조사소에의해 

1964년 4월부터 1966년 4월까지 개략 지화학 탐사， 정밀 지화학 탐사， 그리고 

물리탐사(I.P. 탐사)가 진행되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이후(1968-1971년 사 

이) 대한 광업진흥공사에 의해 시추(Boring)작업이 진행되었다. 생산활동은 주 

로 고암갱， 진곡갱， 사곡갱에서 이루어졌으며 생산실적으로는 동(Cu) 5,470 톤 

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산업자원부 통계자료)되고 있으며 현재는 폐광(소멸)상 

태이다. 

3) 지질광상 

본 광산부근의 지질은 경상계 변질 안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는바 안산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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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광구 전반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광상은 열수 광화작용에 의한 것으로 유 

화광맥 생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유화광맥은 안산암질 

암내에 부존하며 광구내에 수십조의 광맥이 발달하고 이들은 대체로 NS

N100 W의 주향에 70E-900 EW의 경사를 보여주며 연장은 수 100m가 추적되 

기도 한다. 고암항， 진곡항， 사곡항 둥에서의 광황을 살펴보면 맥폭은 30-

80cm, 품위는 Cu 1-8%이며 맥은 수평 및 수직방향으로 팽축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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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해조사 내용 

CD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4.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 구룡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17015 호 
3. 지적번호 마산 제 165 호 

광업권 
4. 면적 (ha) 273ha 
5. 과〈그조 C그며 C그 동 

표시 6. 광구 소재지 경남 창원시 북면 고암리 

7. 소멀 등록일 1988. 12. 13 
8. 소멸 사유 폐광 

광산개발 
9. 년도벌생산랑(톤) 관련자료 없읍(관할 면， 군，시， 확인) 

10. 정광 생산량(톤) 관련자료 없음(관할 먼， 군，시， 확인) 
현황 11. 선광시설 규모 선광장 1개동 ( 선광장크기 60M x 25M 경사) 

-선광장 1개동 - 종업원 숙소 7개동 

12. 펴|시설 처리 실태 -공작실 1 개동 • 관리건물 2개동 

- 창 고 1 개동 - 화약고 1개동 

- 갱구 2개 (개방된 상태 임) 

13. 갱구 폐쇄상태 • 1 개 : 거의 붕락 상태 

‘ 1 개 : 상당 정도원형올 유지하고 있음(폐쇄 요망) 

14. 쟁내수 유출 유무 • 현재 갱내수 유훌은 없음 

(유출수 랑 l분) - 과거 흔적 정도 
15. 지반침하 여부 。aA4Scg:1

구 분 펴| 석 장 고C3} 미 χC3} 

광해실태 
16. 설치개소 1개소 4개소(상호 연결되어 있음) 

40 x 40 x 3 

-110x100x3 
17. 규모(M) 

40 x 20 x 15 -150x100x3 
(길이X폭 X높01) 

100 x 100 x 5 

(면적 15,500M2 랑 77,500M3) 

18. 하전과의 거리 (M) 80M (산중 계곡천) 농수로와 인접 

19.유실빙치시설의 종류 。aA4iζ5〉 。aA4Ei=프i 

20. 유실구간(M) 

(길 OIX폭X높0 1) 
40X20X15 현재로서는 없음 

21 소요비용(백만원) 
약 30 억원 

〈건설부표준단가〉 

- 대규모의 다단계 광미적치장이 있음 : 광미사로부터 유해 침출수가 발생되고 있음 

침출수 유출방지 및 토양오염망지 등 종합광해방지대책이 긴요함(옹벽 ，Sheet포설，토앙피 

조사자의 복，암키 및 복수로 개설 식재 등 광해 방지대책이 필요함) 

의견 및 광미사 침출수 특성 광미장적치장 내 pH 2.22 Conductivity 1.5ms/cm 0.07% , 

참고사항 Dissloved oxygen 4.3mg/l, Temperature 20.1 0C 

(광미장하류)pH 3.56, Conductivity 1.0ms/cm 0.04% , Turbidity 

226mg/l , Dissloved oxygen 3.7mg/l , Temperature 24.8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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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팡해 조사 내용 

본 광산 지역의 광해요인은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 그리고 미폐쇄 갱구와 폐 

선광장과 폐가 퉁이다. 이 중 직접적인 주 광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광미 적치장， 폐석더미， 미폐쇄 갱구이며， 광미 적치장과 폐석더미에서 유출되 

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침출수가 가장 큰 문제이다.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 

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광산지역 앞 수로를 오염시켜 현재 yellowboy 현상 

을 일으키고 있으며 앞으로 적절한 광해방지대책이 없으면 농경지 및 대수로 

까지 오염시킬 우려를 안고 있다. 금번 정밀조사에서는 인접 소수로， 하천 그 

리고 농경지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영향권을 조사하여 

환경보전법상 기준치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때 수질(침출수 및 인접주변 하 

천)은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오염물질 배출허 

용기준 “가” 지역)와 그리고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 제 14, 16조 토양오염 우 

려， 대책기준 (공장， 산업지역)으로， 광미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물질 함유기준)과 비교하였다.(표 2- 5, 표 2- 6 참조) (그림 2- 31-2-48, 

사진 2- 9-2- 14 참조) 

표 2-5. 구룡광산지역 광산배수(침출수， 지표수， 하천수)에 대한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단위:ng1 ~) 

시료 

번호 
pH F Cl NO:t- NOj P04j - SO/- As Zn Pb Cd Co Ni Ba Si 

기 5.8 
τ;xr」

60 8 
0.5 5 1 0.1 ~ 

(Tot- N) (Tot- P) 

치 8.6 
W-1 3.56 0.12 7.17 0.00 16.9 0 402 0.22 0.37 0.10 0.01 0.06 0.06 0.03 13.0 
W-2 3.36 4.03 0.00 26.8 0 164 0.01 0.11 0.02 0.00 0.01 0.02 0.06 10.2 
W-3 2.22 1.51 4.77 4.10 4.5 0 5.261 3.55 2.95 1.32 0.24 1.08 0.73 0.19 63.1 
W-4 2.52 5.35 0.00 18.1 0 787 0.48 0.72 0.23 0.03 0.09 0.12 0.04 25.1 
W-5 5.35 10.99 0.00 19.0 0 61 0.03 0.05 0.02 0.00 0.01 0.03 0.03 8.6 
W-6 2.95 6.56 0.00 18.2 0 1.498 0.89 1.70 0.34 0.04 0.20 0.17 0.04 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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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Mn Fe 

Cr 
Mg Al Ca Cu Na K 시료채취위치 

번호 (Tot) 

10 10 0.5(67t) 3 ←기준치 

S-1 4.7 5.7 0.02 26 20.20 32 3.26 2.86 3.66 구룡광산 광미장 하류 축사 밑 
S-2 0.4 3.2 0.01 5 1.66 11 1.23 2.46 0.91 구룡광산 폐석더미 옆 

S-3 46.2 472.0 0.22 163 271.5 132 14.75 1.84 0.42 구룡광산 광미적치장 내 침출수 
S-4 4.7 54.5 0.03 26 39.70 31 21.20 2.67 0.88 구룡광산 광미장 상부 

S-5 0.7 0.5 0.01 6 0.00 12 0.25 3.68 2.57 구룡광산 합수 1。이n 지점 

S-6 16.1 14.0 0.04 76 87.25 112 19.20 3.36 2.61 구룡광산 광미장 옆 수로 

표 2-6. 구룡광산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 화학분석 결과 

(토양오염공정시험법， 단위: mg/kg. 광미 분석， 폐기물 공정시험법(단위 :mg/ Q )) 

시료번호 
As Pb Cd Cu 시안 시료채취위치 

20.50 400.1000 12.30 200.500 120.300 ←기준치 1 
S-1 1 12.1 0.4 0 0.0 논토양 광미장 앞 A 

S-2 2 12.9 0.1 40 0.1 밭토양 A - 1 과수원 앞 

S-3 3 14.0 0.2 23 0.0 논토양 축사 밑 B 

S-4 1 10.7 0.2 19 0.0 논토양 c (길건너) 
S-5 0 0.0 0.0 7 0.0 광미적치장 하 광미 

S-6 2 12.4 0.0 29 0.0 광미적치장 옆 참깨밭 A -2 

S-7 2 8.1 0.0 6 0.0 팡미장옆 산토양(비교시료):적갈색 

S-8 12 1.7 0.2 41 0.0 광마장 옆 1m 하부 

S-9 0 19.2 0.0 4 0.2 광미 적 치 장 상(Ore fraction) 
1.5 3.0 0.3 3.0 1.0 ←기준치 2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제 14,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 

기준치 2: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우해물질함유기준> 

요약 : 1) 수질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을 초과한 시료번호(성분) : 

W-1.W-2.W-3.W-4.W-5.W-6(pH), W-3.W-6(As) , W-3(Pb) , W-3(Cd) , 

W-3(Mn) , W-3.W-4(Fe), W-1.W-3.W-4.W-6(Cu) 

2) 토양시료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료 없음 

3) 토양시료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없음 

4) 광미에서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한 성분 : 

S-8(As), S-9(Pb) 및 S-8(Cu) 등 3개 성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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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 구룡광산지역 수질 및 토양(광미사포함) 오염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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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 구룡광산지역 수질 및 토양(광미사포함) 오염조사도(3차원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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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구룡광산지역 수질 및 토양(광미사포함) 오염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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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 구룡광산지역 수질오염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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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 구룡광산지 역 토양오염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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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 구룡광산지역 수계별 “pH" 정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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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37. 구룡광산지역 수계별 “S04"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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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구룡광산지역 수계별 “As"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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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 구룡광산지 역 수계별 “ Pb"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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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구룡광산지역 수계별 “Cd"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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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41. 구룡광산지 역 수계 별 “Mn" 농도 표시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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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2. 구룡광산지역 수계별 “Fe"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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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구룡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 As" 함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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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5. 구룡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Pb" 함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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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구룡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CN" 함량 표시도 



사진 2-9. 구룡광산 선광제련시설(우) 및 다단계 광미적치장(중앙) 

사진 2-10. 구룡광산 광미적치장 우측 도로변 (광미사가 유실되고 있음) 

78 



사진 2-11. 구룡광산 광미적치장내 침출수 

사진 2-12. 구룡광산 광미적치장 하류에 침출수가 유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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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해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구룡광산 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의 내용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수로 인 

해 인접하천에 yellowboy현상을 보이는 등 주변을 오염시켜 생활환경과 자연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낮은 pH 농도를 나타내고 있느는 점이 유의 할만하다. 

수질분석결과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18조 별표 5 오염 

물질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을 초과하는 성분과 성질은 pH, As , Pb, Cd, Mn, 

Fe, Cu 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pH의 경우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로부터 대수로 합수 100m 지점 CSample 

No. W-5) 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Pb와 Cd도 기준치를 다소 초과하 

고 있다. 또한 Mn은 기준치를 4배 그리고 Fe의 경우 광미적치장내 침출수 

CSample No. W-3)에서는 무려 기준치를 40배이상 초과하고 Cu의 경우 조사 

지역 여러개소에서 1-7배 까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광미적치장에서 광 

미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하는 성분은 

As , Pb, Cu이며 As의 경우 기준치를 8배， Pb는 기준치를 6배 그리고 Cu의 

경우 13배나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특이할만한 것은 본 광산 개발과 관계가 

없는 주변 산토양을 비교시료로 채취하여 분석한 결과 상당량의 As , Pb, Cu 

가 검출되었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광산개발로 인한 광해유발도 충 

분히 인정되지만 광산지역 자체가 중금속함유량이 다른지역보다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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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임천광산 

1) 현황 및 조사개관 

임천(덕명)광산은 행정구역상 충남 부여군 장암면 지토리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업권 둥록번호 제3853호외 6개 광구， 부여지적 제 12호로 등록하여 

금， 은，을 생산하였던 금속광산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개황(10년간)은 강수량 1,342 mm/년， 평균기온 12.8 0C, 

최고 34.6 0C, 최저 -13.1 0C 이다. 

2)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본 광산은 1916년대 일본인에 의해 개광된 이후 간헐적인 채광작업을 해오 

다가 해방 후부터 1970년대 중반까지 본격적인 생산을 계속하였다. 

1978년 이후 휴광(휴지)를 하게 되었으며 그후 1988년에 폐광(소멸)되었다. 

가행당시 생산활동은 동갱맥， 노동갱맥， 서갱맥 둥 4개 맥을 따라 하 11번갱까 

지 비교적 심부까지 개발하였던 광산으로 주 운반은 수갱시설이 이용되었다. 

채광과 선광제련 운영을 위해 510kw의 수전시설을 보유하였으며 60 toψ일 

처리 규모의 선광시설을 갖추고 있었다. 생산실적은 금 12，OOOkg을 생산(산업 

자원부자료인용) 한 실적을 가지고 있다. 

3) 지질광상 

광산부근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편마암과 후기에 이를 관입한 흑운모화강암 

으로 구성된다. 편마암은 본 광산 남서측 만사리 지구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며 

백색내지 회백색을 띄고 중립내지 조립질이다. 흑운모 화강암은 매갱 부근을 

경계로 하여 동축으로 광범위하게 관입 분포되며 우백질 화강암의 양상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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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도하나 대부분이 흑운모화강암이다. 절리의 발달은 비교적 미약한 편이나 

N30 0 W - N200 E의 주향과 40-70o E의 경사를 갖는 것이 지배적이다. 

광상은 상기 편마암 및 화강암내에 발달되는 열극을 충진하여 형성된 함금 

은석영맥으로 지표 내지 갱내에서 확인된 바로는 10여개조 이상으로 주향은 

NlO -70o W, 경사는 35-60o NE이 며 연장은 300 - 500m이 다. 맥폭은 각 맥 

마다 다소 차이를 보여주나 대체적으로 0.2-0.6m 정도이다. 수반광물은 소량 

의 황철광과 방연광을 수반하여 품위는 유화광물의 양이 많으며 대체로 금은 

의 품위가 높으나 황철광의 결정이 크면 품위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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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해조사 

@ 광해조사 내용 요약 

표2-7. 광해조사 내용 요약 

1. 광산명 : 임천(덕영)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3853 호외 6개광구 

3. 지적번호 부여 제 12 호 

광업권 표 4. 면적 (ha) 1,904ha 

시 
5. 광종명 금，은 

6. 광구 소재지 충남 부여군 장암먼 지토리 

7. 소멸 등록일 1988년 

8. 소멀 사유 채산성 악화 

광산개발 
9. 년도벌생산량(툴) 금 12,OooKg 

10. 정광 생산랑(톤) 관련자료 없음 
현황 11. 선광시설 규모 선광장 800평 규모 

12. 폐시설 처리 실태 
선광장， 번전소， 자재창고， 광원사옥20동 둥 폐건축물 방치 

선광장 내부 선광장비 일부 방치(파쇄장비 및 전동기류) 

13. 갱구 폐쇄상태 선광장주변 갱도는폐쇄 
14. 갱내수 유훌 유무 

갱내수 유출은 없으나 광미적치장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음 
(유훌수 량 l분) 

15. 지반침하 여부 광미장 좌측 산능선(밭 주번) 함몰대 형성 : 5M X 5M X 60M 

구 분 펴l 석 장 광 미 장 

16. 설치개소 없음 도로인접 

광해실태 17. 규모(M) 300M X 100M X 3M 

(길이X폭 X높0 1) (약 33,ooOM3) 

18. 하천과의 거리(M) 인접 (5M) : 농경 및 마옳 소하천 
19. 유실앙지시설의 도로변 일부구간 옹벽 시곰 

종류 기타지역 유실 방지시설 없음 

20. 유실구간(M) 
약 150M 

(킬 OIX폭X높0 1) 

21. 소요비용(백만원) 
약 20억 원 

〈건설부표준단가〉 

-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요구되는 광산 임 

- 광미장 화측 산능선(밭 주변) 함몰대 형성 : 5M X 5M X 60M(현재 절책으로 책위룰 설치 하 

였으나 안전조치가 미흩한 상태임 

조사자의 -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음(인접 하천 Yellowboy현상) 

의견 및 * 광미적치장 침출수 현장 수질 측정 
참고사항 pH:1 .64, TDS:3.23g/l, Conductivity:16.37ms 19.3m히cm ， Nacl:1.10%(WQC-20A) 

Temperature:30.30C, Eh:467mV, As:6.99, Zn:97.90, Pb:1.27, Cd:1.12, Fe:660.0, 

Cu:3.76 

• 주변 논에 유실된 광미 함유(현재 논농사 경작 중)， 광산주변 마율 바닥에 광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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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조사 내용 

본 광산 지역에서 광해요인은 광미적치장에 적치되어있는 광미사와 3개지 

역에서의 채굴적 상부의 지표함몰현상 그리고 폐선광제련시설과 변전시설， 자 

재창고를 비롯한 폐건물 20여개 동 등이다. 

이들 광해 요인중 직접적인 주 광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약 9,240 

m'의 면적에 적치되어있는 광미사(약 33,000 m' )로부터 유출되는 중금속을 함 

유한 산성침출수의 유출이다. 

이 산성침출수는 수로를 따라 하천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향후 인접농경지 

에도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또한 광미장 좌측 산능선(밭주변)의 함몰대 

(5Mx5Mx60M), 선광제련시설 상부 사무실 옆과 갱구부근의 함몰대는 인마(Á 

馬)에 대한 재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폐선광제련시설을 비롯한 변 

전소， 자재창고， 사무실 등은 유지관리됨이 없이 방치상태로 있어 항시 안전재 

해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금번조사에서는 광미사 자체의 유해성분 함유정도와 광미적치장으로부터 

유출되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수의 유출로 인한 수질오염， 토양의 오염정도 

및 영향권에 대해 중점을 두었다. 

이때 수질과 관련하여서는 광미적치장으로부터 침출수와 인접하천의 오염 

정도는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제 8조 별표 5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가”지역과， 토양과 관련하여서는 토양환경보전법 제 14,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과 광미사는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유해물 

질 함유기준>과 비교검토하였다 (표 2-8, 표 2- 9 참조) (그림 2- 49-2- 65, 사 

진 2- 15-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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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임천광산 지역 광산배수(침출수， 지표수， 하천)에 대한 수질조사 및 분석결과 

(단위 : mg/ Q) 

시료 NO~ 
NOj P04j SO/ 

번호 
pH F Cl As Zn Pb Cd Co Ni Ba Si 

기 5.8 
준 ~ 15 6O(Tot-Nl 8(tot-Pl 0.5 5 1 0.1 

치 8.6 
W-1 3.12 9.00 0.00 17.0 0 289.71 0.04 3.00 0.02 0.03 0.03 0.00 0.a5 10.2 
W-2 3.57 10.45 0.00 15.7 0 216.38 0.01 3.:1) 0.00 0.02 0.02 0.00 0.00 9.8 
W-3 6.3 12.69 0.00 13.3 0 119.19 0.00 0.81 0.00 0.00 0.00 0.01 0.a5 6.5 
W-4 1.64 1.77 15.46 2.02 25.1 0 없33.8 6.99 97.90 1.27 1.12 1.a5 1.99 0.39 21.2 
W-5 7.fß 7.98 0.00 19.7 0 17.46 0.00 0.12 0.00 0.00 0.00 0.00 0.03 8.4 
W-6 6.86 0.11 8.45 0.00 7.0 0 49.00 0JJ7 0.00 0.10 0.01 0.02 0.00 0.04 4.6 

시료 Mn Fe Cr(Tot) Mg Al Ca Cu Na K 시료채취 위치 

번호 10 10 
0.5 
(6가) 

3 기준치 

W-1 1.0 10.1 0.01 18.9 2.75 29.8 0.13 2.88 5.23 
임천광산 농수로 1 

(도로밑) 

W-2 1.1 1.0 0.00 18.6 2.00 29.75 0.11 3.44 5.12 엄천광산 농수로 2 
W-3 0.3 0.3 0.00 12.2 0.00 20.85 0.01 3.40 3.98 임천광산 농수로 3 
W-4 3.2 660.0 0.46 80.55 75.05 137 3.76 2.74 15.10 임천광산 광미장 침출수 

W-5 0.0 0.0 0.00 2.635 0.38 7.32 0.01 2.63 4.04 
임천광산 광미장옆 

수로(비오염수) 

W-6 0.0 0.0 0.02 6.265 0.91 12.65 0.02 3.04 3.40 
임천 남산초등국교 앞 

최종 합수 

* 기준치 :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 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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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임천광산지역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 화학분석결과 

(토양오염공정시험법， 단위 : mg/ kg 광미 분석， 폐기물공정시험법 ， 단위: mg/ .e) 

시료 As Pb Cd Cu 시안 비고 

번호 20,50 400,1000 12,30 200,500 120,300 ←기준치 1 

S-l 6 185.0 l.4 10 0.3 밭토양1 비닐하우A 주변 

S-2 7 66.0 0.6 8 0.1 논토양 2 
S-3 2 23.8 0.3 6 0.0 논토양 3 
S-4 8 116.0 l.6 13 0.3 논토양 4 
S-5 3 35.2 0.4 8 0.1 논토양 5 

S-6 16 1.1 1.6 2.2 
광미장위 들께받， 대추밭 

6 
S-7 12 l.4 2.5 0 1.6 광미장 위 마늘밭 7 
S-8 1 6.9 0.0 1 0.1 광미장 옆 야산토양 8 
S-9 0 24.3 0.2 l 0.1 광미(쑥색) 

3.0 0.3 3.0 l.0 ←기준치 2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제 14,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 

기준치 2: 폐기물 관리 법 시 행규칙 별표 3 <우해물질함유기준> 

요약 :1) 수질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기준 “가”지 역을 초과한 시료번호(성분) 

W- l.W-2.W-3CpH), W-4CAs . Zn' Pb . Cd . Fe' Cu) 
2)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없음 

3)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없음 

4) 광미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함유기준을 초과한 성분 : 

Pb, Cd 및 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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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5. 임천광산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는 광경 

사진 2- 16. 임천광산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가 수로를 따라 흐르고 

(yellow boy 현상을 보이 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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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7. 엄천광산 광미적치장(상) 및 선광제련시설(하) 
i 

。
(
ι
 

사진 2-18. 임천광산 폐시설물(사무실， 창고 등) 



5) 광해 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임천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의 내용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침출수가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한 향후 인접농경지를 오염시킬 우려를 가지고 

있으며， 채굴적함몰로 인해 안전재해가 우려되고 있는 점이다. 

특히 광미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아주 낮은 pH를 나타내고 있다. 

현장 광해 조사 결과 수질의 경우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과 비교하여 보면 기준치를 초과하는 

성분과 성질은 pH, As, Zn, Pb, Cd, Fe, Cu ~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pH의 경 우 광미 적 치 장 침 출수(sarnple NO W -4)는 1.64로 경 이 할만하며 이 

는 농수로를 따라 유출되고 있는데， 농수로 sample NO W-2 개소까지 pH가 

3.57로 측정되어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으며 유로에는 yellowboy현상을 나타내 

고 있다. 

또한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는 As의 경우 14배， Zn의 경우 19배， Fe의 경 

우 66배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유해한 성분이 상당량 함유되어있음을 쉽 

게 알 수 있다. 토양의 경우 Cd와 CN이 광미적치창 위 들깨받， 마늘밭 

(sarnple NO S-6, S-7)에서 높게 검출된 점으로 보아 광미사가 혼재되어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영향권내의 논토양에서는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은 초과하는 개 

소가 없어 오염도의 진행이 논토양으로는 아직 미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광미사의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 

는 성분은 Pb로서 기준치를 약 8배 초과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볼 때 본 광산지역에선 수질의 경우 낮은 pH와 중금 

속을 다량 함유한 산성수와 광미사에서 검출되는 Pb의 농도도 상당히 높아 

팡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양의 경우 인접농경지의 토양분석결과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을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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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하지 않고 있지만 광해방지 대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머지않아 오염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구채굴적 상부의 함몰지역은 폐석， 토양둥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안전 

째해 둥 문제가 될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 광산은 종합적인 광해 방지대책이 긴요하다 할 수 었다. 

108 



2-3-4. 삼보광산 

1) 현황 및 조사개관 

삼보광업소는 행정구역상 경기도 화성군 상리 104번지 일원에 위치하고 있 

으며， 광업권 둥록번호 제26437호 외 5개(남양지적 제37，38，47 ，48호)로 등록하 

여 금， 은， 동， 연， 아연， 중정석 동을 생산하였던 광산으로 광구의 면적은 

1 ，598ha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개황은 (10년간 평균) 강수량은 1,462.4mrn/ 

년， 평균기온 12.2 0C, 최고 33.9 0C, 최저 - 14.6 0C, 상대습도 67. 1%이다. 

2)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본 광산의 개발 현황을 살펴보면 1974년 11월부터 1991년 2월까지 17년간 

연， 아연， 은， 중정석을 개발하여 왔으며，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으로 2개지역으 

로 개발하였으며， 남부지역은 - 270ML, 북부지역은 - 240 ML 까지 개발하였으며， 

-82 ML에서 남부지역과 북부지역을 관통했다. 

본 광산은 비교적 섬부까지 개발하였으며 채광방법은 쉬린케이지 

(Shrinkage mining method)채광법을 이용하여 채광하였으며， 폐석을 충전시키 

는 충전식 채광을 하였기 때문에 폐석은 거의 없다. 운반은 주로 수갱 및 사 

갱시설을 이용하였으며， 대규모의 선광시설을 가지고 있다. 

생산실적은 은 12,51Okg , 연 45，928톤， 아연 112，344톤， 중정석 10，086톤(산 

업자원부 자료인용)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생산활동은 1981년부터 1991년사이 

에 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후 1991년 3월 이후부터 휴광(휴지)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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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광상 

본 광산 부근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면마암이 대부분이며 곳에 따라 안구상 

편마암이 분포되고 광체의 주변부에는 심한 규화 작용을 받았다. 편마암의 대 

체적인 주향과 경사는 N20- 40o E, 40-60o SE이다. 광상은 편마암의 열극을 

충진한 함연， 아연， 중정석 석영맥으로 맥폭은 1.0 - 5.0m, 연장은 약 1km가 

추적된다. 맥의 주향과 경사는 NlO -50o E. 60-70o NE의 단일 맥으로 10여곳 

에서 계단단층으로 이통되어 었다. 산출광물은 섬아연광， 중정석 및 방연광과 

황동광이며 맥의 상반 및 하반에 주로 분포되며 중간부분은 바렌 석영맥으로 

된 것이 대부분이다. 광체는 계단 단층으로 인하여 수개의 광체로 절단되어 

나타나며 사수갱을 중심으로 북측의 것은 북 1, 2, 3호， 남측의 것은 남 1, 2, 

3호， 남부 N . S광체， 남 3호갱 N.S 광체 둥으로 명명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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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해조사내용 

CD 광해 조사 요약 

표 2-10. 광해 조사 요약 

1. 광산명 : 삼보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26437 호외 5개광구 

3. 지적번호 남앙지적 제 37, 38, 47,48 호 

광업권 표 4. 면적 (ha) 1,598ha 

시 
5. 과c>조 C그며 C그 금，은.동，영，아언，중정석 

6. 광구 소재지 경기도 화성군 봉담먼 상리 104 
7. 소멸 등록일 1991 년 3월 휴광(휴지) 

8. 소멸 사유 채산성 악화 

광산개발 
9. 년도별생산랑(톤) 은 12,510Kg, 연 45，928톤， 아연 112，344톤， 중정석 10 ，086톤 

10. 정광 생산량(톤) 관련자료 없음 
현황 11. 선광시설 규모 선광장 800평 규모 

12. 펴|시설 처리 실태 
선광장， 번전소， 자재창고， 광원사옥20동 등 폐건축물 방치 

선광장 내부 선광장비 일부 망치(파쇄장비 및 전동기류) 

13. 갱구 폐쇄상태 선광장 주번 수갱 및 갱도는 폐쇄 

14. 갱내수 유훌 유무 
58갱， 68갱에서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음 

(유출수 량 l분) 
15. 지반침하 여부 지반침하개소 없음 

구 분 펴| 석 ~그} 광 미 장 

16. 설치개소 없응 (충전식 채광방법을 채용한 관계로) 
선광장 우촉 산계곡， 선광광 우촉 

마율 도로번 (7개소) 
광해실태 

17. 규모(M) 광미적치장 총 면적 69 ，620M~ 

(길 OIX폭 X높0 1) 광미사총량 : 208,860M3 

18. 하천과의 거리(M) - 인접 (5M) : 농경 및 마율 소하천 
19. 유실방지시설의 

사력 댐 -
종류 

20. 유실구간(M) 
농수로 입구(약500M) 

(길 OIX폭X높01) 

21. 소요비용(백만원) 
약 46 억 

〈건설부표준단가〉 

-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요구되는 광산 임 

- 광미적치장에서 침훌수가 유출되고 있을(인접 하전 Yellowboy현상) 

조사자의 
* 광미적치장(6 Pond)하류 방류수 현장 수질 측정 

의견 및 
pH : 7.7, TOS : 43 mg/l, Tur : 399mg/l, 00 : 6.8mg/l{WQC-20A) , Temperature : 16.80 C 

참고사항 
Eh : 83.5mV, Mn : 24.5mg/I, Zn : 19.6mg/l , Pb: 1.0mg/l 

- 대규모의 광미적치장에 대한 안전 적치가 시급 함 (침출수 유출， 광미사 유실， 광미사 비산 

방지 시설) 

• 갱구 완전 폐쇄 (갱수 유출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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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조사 내용 

본 광산지역의 광해요인은 중금속을 함유한 갱내수(68갱， 58갱)와 광미적치 

장의 광미사， 불완전하게 폐쇄된 수갱과 미폐쇄된 사수갱과 수평갱도， 폐선광 

시설과 폐건물들이다. 

이 중 직접적인 주 광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68갱， 58갱에서 유출 

되는 광산배수， 광미적치장에서 방류되는 방류수 및 침출수의 유출이 수질오 

염과 토양오염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안전조치가 미흡한 수갱과 사수갱， 수평갱 그리고 폐선광시설과 

건물들은 안전재해 요소를 가지고 있다. 

금번조사시 중점을 둔 광해조사 내용은 수질 및 토양오염의 내용과 정도， 

영향권이다. 

수질과 관련하여서는 갱내수의 유출， 광미적치장에서의 침출수， 그리고 그 

하류의 지천과 농수로 유입수이다. 

광미적치장에서 광미사에 대하여는 광미사 자체가 가지고 있는 유해성분 

(중금속)들이다. 토양조사와 관련해서는 광산개발로 인한 주변 광해 예상 영향 

권의 논토양， 하상퇴적물， 산토양 둥이다. 

수질의 경우에는 조사분석된 자료는 수질 환경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배출허용기준 “가”지역>과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별표 3. 

<지하수 수질기준 :농업용수> 기준치와 비교 검토하였다. 

토양과 광미사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 

기준(공장， 산업지역， 농경지)과 비교 검토하였다. (표 2- 11, 2-12, 2-13, 2-14 

참조) (그림 2-66-2-79, 사진 2- 19-2- 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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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삼보광산지역 광산배수(갱내수， 침출수， 하천수)에 대한 수질조사 및 분석 결과 

(단위 : mg/ .e ) 

pH Cd Cu As Mn Pb Cr Fe Zn sol- 비고 

시료 
5.8-8 0.1 3 0.5 10 2 10 5 

기 준 
←기준치@ 

구분 
.6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5개) 
치 6.0-8 0.01 0.05 0.1 0.05 

←기준치@ 
.5 이하 이하 이하 (6가) 

68갱 

갱내수 
6.2 0.01 0.02 0.00 7.16 0.00 0.00 1.20 14.3 258 

58갱 
6.1 0.01 0.00 0.00 

갱내수 
8.49 1.00 0.04 8.27 19.4 324 

6 침전지 
7.7 0.00 0.02 0.00 24.5 0.00 0.05 8.65 19.6 978 

바。T근r-A「

68갱 지천 5 .4 0.00 0.01 0.00 0.24 0.00 0.00 0.03 3.01 215 지표수 

농수로 
5.8 0.01 0.01 0.00 11.5 0.00 0.00 0.96 22 323 

68，58갱 

유입수 하부 

기준치 CD: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기준치 æ: 지하수의 수질보전 둥에 관한 규칙 제 5조 별표 3 

<지하수 수질기준: 농업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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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2. 삼보광산지역 침전지 광미 분석결과 

(단위 : mg/ .e ) 

시홉로 시료구분 
cd Cu As Hg Pb Crb + 시안 

기타 

번효 (9개) 
1)12/30 200，자iOO 20/50 16140 400/1,000 12/30 120/않m 

토양오염기준치 

공장.산업지역 

n 
3 경계부 지표 

2.1 73.5 0.1 0.0 355 0.0 1.2 광미 
노출 광미 

‘ 2 
3 침전지 

(복토 20cm 하부) 
0.61 50.5 0.1 0.0 238 0.0 0.2 광미 

3 
4 침전지 

1.0 12.0 0.0 0.0 220 0.1 0.0 광미 
(복토 20cm 하부) 

4 
5 침전지 

(복토 20cm 하부) 
0.1 23.6 0.0 0.0 590 0.1 0.0 광미 

5 
7 침전지 

(복토 20cm 하부) 
0.1 5.9 0.4 0.0 147 0.0 0.0 광미 

6 
6 침전지 

0.1 0.3 0.0 0.0 1.7 0.0 0.0 복토재혼합 
(복토 20cm 하부) 

6-1 
6 침전지 

0.6 18.8 0.0 0.0 385 0.0 0.0 광미 
(복토 20cm 하부) 

13 1 침전지 (68갱 앞) 0.3 13.1 0.0 0.0 970 0.0 0.0 광미 

14 
1 침전지 

5.6 42.0 0.2 0.0 620 0.0 0.1 광미 
(최하단 침전지) 

주: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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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삼보광산지역 논토양 분석결과 (단위 : mg/ Q) 

시료 시료구분 
Cd Cu As Hg Pb CrlJ+ 시안 

기타 

번호 (9개) 
1.5/4 50/125 6/15 4/10 100/300 4/300 2/5 

토양오염 기준치 

농경지 

논 363-3 
7 
(폐수처리장 300m 하부) 

0.3 4.5 0.1 0.0 17.8 0.0 0.0 

논 371-5 
9 
(폐수처리장 500m 하부) 

0.5 5.4 0.0 0.0 13.9 0.0 0.0 

10 
논 342-5 휴경농지 

0.1 12.7 0.0 0.0 156 0.0 0.0 
(폐수처리장 lkm 하부) 

논 335-2 
15 

(1 침 전지 50m 하부) 
2.4 16.4 0.1 0.0 79.5 0.0 0.0 

16 논 332 1.9 0.0 0.1 0.0 18.7 0.0 0.0 

17 논 334-1 1.7 22.0 0.2 0.0 278 0.0 0.0 

18 논 349 0.2 7.7 0.1 0.0 23.8 0.0 0.0 

19 논 353 2.5 43.5 0.0 0.0 90.5 0.0 0.0 

주: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농경지) 

표 2-14. 삼보광산 기 타(하상퇴 적 물， 풍화토， 산토양 등) 분석 결과 (단위 : mg/ Q) 

시 Cd Cu As Hg Pb CrÖ+ 시안 비고 

료 시료구분 

번 (9개) 
1JI2/30 æo자'iOO Wß) 16/40 400/1 ，αm 1?/30 12따뼈 

토양오염 기준치 

호 
공장.산엽지역 

8 
하“상 퇴적물 

(폐수처리장 1야n) 
0.1 16.0 0.0 0.0 38.3 0.0 0.0 

12 
하상퇴적물 

0.2 4.6 0.0 0.0 54.0 0.0 0.0 
(폐수처리장 1.앉an) 

풍화잔유토(편암 조직) 

11 (폐수처리장 하부 0.1 1.5 0.0 0.0 3.7 0.0 0.0 
1.낌an 지점 동}상주변) 

a 58갱 상부 주변 토사 
0.1 6.2 

(고령토질 토) 
0.1 0.0 1,070 0.0 0.0 

2-1 
산토양 

0.2 4.2 0.0 0.0 50.5 0.0 0.0 
(3침전지 상부 부식토) 

l 

주 : 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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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6. 삼보광산지역 수질 및 토양(광미사포함) 오염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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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7. 삼보광산지역 수질 및 토양(광미사포함) 오염 조사도<3차원 입 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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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68. 삼보광산지역 수질 및 토양(광미사포함) 오염 조사도<음영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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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삼보광산지 역 수질 오염 조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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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1. 삼보광산지역 수계별 “pH"정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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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2. 삼보광산지역 수계별 “ Zn"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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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도 수계별 “Mn" 농도 그림 2- 73. 삼보광산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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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계 별 “Fe" 농도 표시 도 그림 2- 74. 삼보광산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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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5. 삼보광산지역 수계별 “ Cu" 농도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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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6. 삼보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As" 함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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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7. 삼보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Pb" 함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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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8. 삼보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Cd" 함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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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79. 삼보광산지역 위치별 토양중 “Cu" 함량 표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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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19. 삼보광산 선광시설(하) 및 수갱시설(상) 

사진 2- 20. 삼보광산 광미적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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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1. 삼보광산 광미적치장 

사진 2- 22. 삼보광산 광미 적 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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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3. 삼보광산 광미적치장(사력댐에 의해 축조되어 있음) 

사진 2- 24. 삼보광산 광미적치장(일부 토양으로 피복되어 있음) 

132 



사진 2-25. 삼보광산 광미적치장(우수기에 광미가 유실되고 있는 광경) 

사진 2-26. 삼보광산 광미적치장(우수기에 광미가 유실되고 있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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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27. 삼보광산 광미적치장(건조기에 광미가 유실되고 있는 광경) 

사진 2- 28. 삼보광산 광미적치장 하류 최종 정류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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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해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삼보광산지역의 주 광해발생요인은 거대한 광미적치장(7개소 69，200m' )에 

서 유출되는 침출수와 68갱과 58갱에서 유출되는 갱수가 인접하천과 그 하류 

지역의 토양을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수질의 경우 68갱과 58갱의 갱수가 Pb와 Zn을， 광미적치장(제 6 pond)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방류수)가 Mn과 Zn이 수질환경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의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광미적치장의 광미사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제 14, 16조 토양오염우려， 대 

책기준(공장， 산업지역) 기준치를 초과하는 개소와 성분은 광미적치장 제 5 

pondC복토 20cm 하부)， 제 1 pond에 서 Pb가 기 준치 를 초과하고 있다. 

광해영향권지역의 논토양과 하상퇴적물 풍화토 산토양 등을 분석한 결과 

논토양의 경우 폐수처리장 1km하부에 위치한 논(짧) 342-5C현재 휴양지임)와 

논(짧)334- 1 지 역 에 서 Pb가 토양오염 우려 기 준(농경 지 )를 초과하고 있다. 

그런데 유의할 사항은 광산개발과 관계가적은 58갱 상부주변에서 Pb가 토 

양오염 우려 및 대책기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으로 본 광산 지역이 지 

질광상학적으로 Pb가 높은 지역이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볼 때 본 광산은 거대한 광미적치장이 특별한 환경적， 

광산보안적 조치가 미흡한 상태이므로 광미사 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침출수와 광미사 자체의 유실이 가장 문제이며 유해성분으로는 

Zn, Mn, Pb이 다. 

또한 본 광산지역에서 광미사는 넓은 지역에 상당량 (약 209,OOOm' 추정)의 

유해한 광미가 적치되어 있고 광미적치장 하부에 많은 농경지가 있으므로 지 

역주민들의 보건건강과 생활환경을 위해 광해의 영향권이 확산되기전에 광미 

사의 안전적치 및 처리등 광해방지대책이 긴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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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5. 다덕광산 

1) 현황조사 및 개관 

다덕광산은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566번지 일원에 위치하 

고 있으며， 광업권 둥록번호 제잃32호(춘양지적 제96호)로 둥록하여 금， 은， 

동， 연， 아연을 생산하였던 금속광산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10년간평균) 강수량은 1057.4 mrn/년， 평균기온 

은 14.1 0C, 최고 36.8 0C, 최저 -1O.2 0C, 상대습도 70-85%이다. 

2) 개발 현황 및 생산 실적 

본 광산은 1935년에 개황하여 1945년까지 약 10년간 본격적인 생산작업이 

이루졌으며 그 후 휴광과 생산을 반복하다가 1995년 7월에 폐광(소멸)되었다. 

개발초기에는 주로 금(Au)를 생산하였으나 그후 은， 동， 연， 아연을 생산하 

였다. 생 산실 적 은 금 408kg, 은 14,120kg, 동 3,560kg, 동 3，560톤， 연 60,820 

톤， 아연 78，900톤(산업자원부 자료인용)을 생산한였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3) 지질광상 

다덕광산 주변지질은 주로 각섬석화강암 및 춘양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다. 

t다덕광산은 각섬석 화강암， 춘양화강암 중의 열극을 충진한 석영맥으로서 

수반광물로는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방연석， 유비철석 둥이 있다(손치무， 

김수진， 1963). 각섬석 화강암은 조립질이고 입상조직을 보이며 주로 석영， 사 

장석， 정장석， 미사장석， 각섬석， 흑운모， 녹니석 둥으로 구성되어있다. 

춘양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중립질이며 입상조직을 보여주나 흑운모 및 백운 

모가 함유되어있다. 춘양화강암체는 분암과 폐그마타이트가 관입되어 있으며 

주로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정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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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해 조사 내용 

CD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 15.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 다덕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8832 호 

3. 지적번호 춘양지적 제 96 호 

광업권 4. 면적 (ha) 272ha 

5. 광증명 금，은，동，언，아연 
표시 

6. 광구 소재지 경북 봉화군 봉성면 우곡리 566 
7. 소멸 등록일 1995년 폐광(소멀) 

8. 소멸 사유 채산성 악화 

광산개 
9. 년도벌생산량(톤) 금 408Kg, 은 14,120Kg, 동 3，560톤， 연 60，820톤， 아연 78 ，900톤 

10. 정광 생산량(톤) 관련자료 없음 
발현황 11. 선광시설 규모 선광제련시설(콘크리트 구조물만 남아 있음) 

12. 폐시설 처리 실태 콘크리트 선광제련시설 . 

13. 갱구 폐쇄상태 일부 갱구는 미폐쇄 상태 임 

14. 갱내수 유출 유무 
갱내수 유출은 없으나 광미적치장에서는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음 

(유출수 량 l분) 

15. 지반침하 여부 지만칭하 개소 없음 

구 분 펴| 석 장 광 미 장 

16. 설치개소 선광시설 앞 우곡리 566번지 36번도로 인접 남촉， 북측 

광해 17. 규모(M) 
150M x 30M 

총 광미적치장 면적 : 26,720M‘ 
실태 (길이X폭 X높0 1) 총 광미적치량 : 약 90,OOOM3 

18. 하천과의 거리(M) 1Km (소하천) 농수로 인접， 소하천 1Km 
19. 유실방지시설의 

。aA4Sc므::1 
36번 도로 북촉 : 유실 방지시설 없음 

종류 36번 도로 남촉 : 사력 댐 

20. 유실구간(M) 

(길 OIX폭X높0 1) 
。aA4Et그프 1Km 

21. 소요비용(백만원) 
약 26 억원 

〈건설부표준단7f> 

-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요구되는 광산 임 

• 광미적치장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음(인접 하천 Yellowboy현상) 

조사자 
* 광미적치장 내부 침출수 현장 수질 측정 

의 의 
pH : 2.59-4.11 

견및 
TDS : 248 - 449g/l 

참고사 
Conductivity : 0.3ms/cm, Nacl 0.01 %(WQC-20A) 

Temperature : 18.30C 
항 

Eh : 388mV 

Cd : 0.03 - 0.72mg/l , Zn : 2.73 - 9.60mg/l 

• 주번 논에 유실된 광미 함유(현재 논농사 경작 중)， 광산주번 마올 바닥에 광미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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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 조사 내용 

본 광산지역의 광해요인은 중금속을 함유한 광미사와 폐석， 미폐쇄된 갱구 

그리고 선광제련시설(콘크리트 구조물)이다. 이 중 가장문제가 되는 광해요인 

은 광미사와 폐석이다. 

현재 광미적치는 36번 도로 남측 일선분체 기계제작소 좌측에 가장많이 적 

치(광미사 적치장 면적 22，440 m' )되어 있으며 36번도로 북측 선광제련시설 

주변에 일부가 적치(광미적치장면적: 4，280m' )되어 있다. 그리고 광미사와 폐석 

이 일부 혼재되어 일신분체기계제작소 주변에 방치되어 있다. 또한 미폐쇄 갱 

구에서 우수기에 소량의 갱수가 유출되기도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로 축조되 

어있는 폐선광제련시설도 자연환경을 해치고 있으며 안전재해의 요인을 안고 

있다. 

현재 다락광산지역에서 광해를 유발하고 있는 것은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 

에서 유출되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침출수이다. 본 광산의 광미적치장 하단 

에 사력 댐을 축조하여 광미사를 적치하고 있는데， 사력뱀 수로를 통해 유해 

(有害)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어 하류(소하천)을 따라 “은정골” 농경지를 오염시 

키고 있으며， 이 오염수는 “다덕약수” 하류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 

금번 정밀조사에서는 인접 하천과 농경지에서 검출되는 오염물질의 내용과 

정도 그리고 영향권을 조사하여 환경보전법상 기준치와 이를 비교 검토하였 

다. 

이때 수질(갱내수， 침출수， 인접 주변 하천수)은 환경보전볍 시행규칙 제 8 

조 별표 5(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가”지역)， 우물은 먹는물 관리법 “먹는물 

수질 기준"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지하수 수질기준 : 

생활용수" 그리고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볍 제 14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 

(공장， 산업지 역)과 비교 검토하였다. (표 2- 16, 2- 17, 2- 18, 2- 19, 2-20, 2-21 

참조) (그림 2-80-2-93, 사진 2-29-2- 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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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6. 다덕 광산 주변 수질 분석 결과. (단위 : mg/ ~ ) pH. TDS. Conductivity는 

현장에서 측정(1차 조사: 3월(건기). 2차 조사 : 5월(우기)). 3차:9월) 

pH Eh COD Cd Cu As Mn Pb Crb + Fe Zn Al SO/ TDS Cond 

CD5.8 0.1 3 0.5 10 2 10 5 
*90 

시료구분 -8.6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위치) æ6.0 0.01 0.05 0.1 0.05 
6 

-8.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5.8 0.01 0.05 0.3 0.05 0.05 0.3 1 200 

-8.5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이하 

W-l 6.27 0.00 0.00 0.00 0.04 0.00 0.00 0.02 0.28 271 

(우물) 5.66 258 1.81 236 

기도원하 
6.39 236 0.20 67 

부 지하수 

5.87 0.00 0.05 0.00 3.20 0.00 0.00 0.07 1.51 184 

W-2 

(유입수) 
5.74 0.01 0.04 0.00 0.00 2.28 1.98 196 262 585 

5.01 304 2.41 253 

4.11 0.03 0.42 0.01 4.15 0.00 0.00 2.00 9.60 228 

W-3 2.65 0.11 0.72 0.00 0.00 2.73 59 439 434 925 

(광미장 

내부) 2.59 0.72 1.10 0.93 0.00 2.76 59 506 449 1100 

3.22 456 1.61 잃4 

4.53 0.8 0.02 0.27 0.01 5.87 0.00 0.00 2.1 1 7 .40 185 

W-4 

(방류수) 
3.70 0.07 0.89 0.00 0.00 2.64 46 242 304 683 

3.60 390 3.82 262 

W-5 5.61 0.01 0.07 0.00 7.18 0.00 0.00 0.04 4.00 235 
(농수로) 3.36 483 387 

기준치 CD: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배출허용기준，.가” 지역> 

기준치 (î)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5조 별표 3 
<지하수 수질기준: 생활용수> 

기준치 @: 먹는물 관리법 환경부령 제 11호 먹는물의 수질기준 

참조 TDS Tota1 Dissoved Solid. Cond = Conductivity(unit in μs/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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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기준치 

1차 

3차 

3차 

1차 

2차 

3차 

1차 

2차 

2차 

(공극수) 

3차 

1차 

2차 

3차 

1차 

3차 



표 2-17. 다덕광산의 광미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단위 : mg/~) 

공장.산업지역 기타 

시료구분 Cd Cu As Hg Pb Crb + 시안 
기준치 

l ’12/30 200/500 20/50 16/40 400/1 ,000 12/30 120/300 

1-1 0.2 10.2 1,020 0.0 9.1 0.0 195 광미 

1-2 0.1 4.9 4,900 0.0 3.8 0.0 0.0 광미 

1-3 0.2 11.1 1,320 0.0 14.0 0.0 0.0 광미 

3 0.2 8.0 1,170 0.0 35.0 0.0 460 광미 

4-1 0.2 12.2 2,160 0.0 2.9 0.0 1.3 광미 

4-2 12.6 72.0 315 0.0 83.5 0.0 0.3 광미 

5-1 1.4 73.5 2,530 0.0 31.8 0.0 16.2 광미 

5-2 0.4 21.3 3,000 0.0 1.8 0.0 5.3 광미 

6-0 1.4 29.2 3,130 0.0 5.2 0.0 2.1 광미 

6-1 1.1 21.2 3,020 0.0 8.9 0.0 0.1 광미 

6-2 31.0 39.2 950 0.0 49.5 0.0 1.1 광미 

평균 4.4 27.5 2,138 0.0 22.3 0.0 61.9 

주: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공장， 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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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8. 다덕광산 주변 논토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함> 

(단위 : mg/kg) 

농경지 

시료구분 Cd Cu As Hg 

1.5/4 50/125 6/15 4/10 

539-1 1.0 20.4 14.2 0.0 

539-1-1 0.7 24.8 22.6 0.0 

723-1 1.1 41.7 35.7 0.0 

549-2 0.9 17.5 18.3 0.0 

D-1 0.1 3.8 0.1 0.0 

D-1-1 0.1 5.4 0.1 0.0 

0.1 6.1 0.1 0.0 
D-2 

0.0 6.1 0.1 0.0 

D-9 0.1 5.4 0.2 0.0 

D-15 0.1 4.2 0.1 0.0 

D-16 0.4 13.3 0.1 0.0 

D-17 0.5 16.3 0.2 0.0 

평균 0.5 14.5 8.3 0.0 

주: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농경 지) 

(참고: 시료 D-XXX는 2차 조사시 채취한 시료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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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Pb Crb+ 시안 

100/300 
기준치 

47.0 0.0 0.0 논토양 

76.5 0.0 0.0 논토양 

98.0 0.0 0.0 논토양 

59.5 0.0 0.0 논토양 

1.0 0.0 0.0 논토양 

21.0 0.0 0.0 D-1 
하부30cm 

14.0 0.0 0.0 
논토양 

14.0 0.0 0.0 (duplicate) 

21.0 0.0 0.0 논토양 

24.0 0.0 0.0 논토양 

15.4 0.0 0.0 논토양 

26.9 0.0 0.0 논토양 

36.8 0.0 0.0 



표 2-19. 다덕광산주변 밭토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토양오염 공정시험법에 의함> 

단위: mg/ kg) 

농경지 기타 

시료구분 Cd Cu As Hg Pb Crb+ 시안 

1.특14 50/125 6/15 쩨10 100/300 
기준치 

2-0 0.1 3.7 27.0 0.0 21.2 0.0 0.0 밭토양 

2-1 0.1 4.0 21.0 0.0 19.5 0.0 0.0 밭토양 

2-2 0.2 3.5 15.9 0.0 16.2 0.0 0.0 밭토양 

0-3 0.0 2.8 0.0 0.0 4.7 0.0 0.0 밭토양 

0-3-1 0.0 21.1 0.2 0.0 35.1 0.0 0.0 밭토양 

0-3-2 0.7 21.0 0.2 0.0 22.0 0.0 0.0 0-3-1 
하부30cm 

0-5 0.0 3.7 0.0 0.0 2.2 0.0 0.0 밭토양 

0-18 0.1 3.5 0.2 0.0 6.5 0.0 0.0 밭토양 

0-7 0.1 2.7 0.1 0.0 30.2 0.0 0.0 밭토양 

0.0 1.5 0.0 0.0 3.9 0.0 0.0 밭토양 0-8 (duplicate) 0.0 1.5 0.0 0.0 3.9 0.0 0.0 

D-10 0.4 10.3 8.5 0.0 73.7 0.0 0.1 밭토양 

0-12 0.1 7.8 0.4 0.0 27.9 0.0 0.1 밭토양 

0-13 0.1 3.8 0.1 0.0 26.5 0.0 0.1 밭토양 

평균 0.15 6.8 5.66 0.0 22.3 0.0 0.02 

주: 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농경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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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0. 다덕광산주변 산토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토양오염공정시험법 에 의함> 

(단위 : mg/kg) 

농경지 기타 
시료구분 Cd Cu As Hg Pb Crb+ 시안 

기준치 1.5/4 50/125 6/15 때O 100/300 왜O 2/5 

D-4 0.6 24.4 0.1 0.0 32.6 0.0 0.0 산토양 

D-6 0.4 10.0 0.0 0.0 5.7 0.0 0.0 산토양 

D-ll 0.3 9.4 2.1 0.0 90.4 0.0 0.0 산토양 

D-14 0.1 4.6 0.0 0.0 14.0 0.0 0.0 산토양 

평균 0.35 12.1 0.55 0.0 35.7 0.0 0.0 

주: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농경지) 

표 2-21. 다덕광산주변 절개지 풍화 잔류토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함> 단위 : mg/kg) 

공장.산업지역 기타 
시료구분 Cd Cu As Hg Pb Crb + 시안 

기준치 1)12/30 200/500 20/50 16/40 400/1,000 12/30 120/300 

7 0.0 0.5 8.8 0.0 2.4 0.0 0.0 풍화토 

D-19 0.0 6.9 0.0 0.0 10.6 0.0 0.0 풍화토 

평균 0.0 3.7 4.4 0.0 6.5 0.0 0.0 

주:1) 토양오염우려기준/토양오염대책기준(공장.산업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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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29. 다덕 광산 광미 적 치 장(중앙) 

사진 2- 30. 다덕광산 광미적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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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3l. 다덕광산 광미적치장 인접 오염된 밭(田) 

사진 2-32. 다덕광산 광미적치장으로부터 배수관을 통해 침출수가 

유출되고있는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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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해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다덕광산지역의 수질오염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우물(Sample No W- l), 

기 도원 하부 지 하수， 광미 적 치 장내부(Sample No W- 3) , 방류수(Sample No 

W- 4) , 농수로(Sample No W -5)에서 시 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pH, Eh, 

TDS , Conductivity는 현장에서 측정하였으며 Cd, Cu, Mn , Pb, Cr6+, Fe, Zn, 

AI, S042 는 기기 및 화학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는 우물은 먹는물 관리법 환경부령 제 11호 “먹 는물의 수질기준”과 

비교하였으며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 15조 별표 3 “지 

하수 수질기준 . 생활용수”와 비교하였고， 방류수와 농수로 그리고 광미장 내 

부의 물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8조 별표 5 “오염물질 배출 허용기준 

“가”지역”과 비교 분석하였다. 

비 교분석결과 우물은 (W - l) pH가 기준치를 약간 초과 하였으며 기도원 하 

부의 지하수는 문제점이 없었고， 광미적치장으로 유입되는 유입수(W-2)는 pH 

가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광미적치장 내부(W-3)의 수질은 pH가 기준치를 상 

당히 초과하는 강산성수였으며 Cd, Zn가 기준치를 초과하였 다. 방류수(W←4) 

에서는 pH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는 강산성수였으며 Zn가 기준치를 초과 

하였다. 

농수로 (W-5)에서는 pH가 3.36-5.61로 변화가 있었으며 기타원소들은 기준 

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수질에 대한 분석결과 pH와 Cd, Zn가 기준치를 초과 

하여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광미사는 토양오염공정 시 험법 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환경보전법 제 14，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 준(공장， 산업지역)과 비 교 검토하였다. 검토결과 Cd, 

As , CN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As의 경우 950 -4,900 mg/kg으로 

시 료채취 전 구간에서 고루 고농도로 검출되어 큰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다. 

토양은 토양오염공정시 험법 에 의해 분석되었으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l t- ‘ 



과 비교 검토하였다. 토양의 경우 광미사 적치장소 인접 논토양과 밭토양을 

구분하여 분석하여 보았는데 논토양의 경우 답(짧) 723- 1번지 일대를 비 롯한 

3개 필지에서 As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밭토양의 경우 전(田) 2-0번지 

를 비롯한 2개 필지에서 As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 

그외 산토양과 절개지 풍화 잔류토에 대하여는 토양오염 공정시험법으로 

분석하였는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것은 없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볼 때 다덕광산 주변 수질조사 분석결과 낮은 pH(산 

성수)가 문제가 되며， Cd와 Zn의 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어 중금속을 함 

유한 산성수가 문제가되는 것이다. 

또한 광미사의 경우 Cd, As , CN이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데 그중 As의 

함량이 가장 문제가 된다. 그리고 토양의 경우 논토양과 밭토양 공히 As가 기 

준치를 초과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 

이와같은 현상들은 광미 및 폐석적치장에서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수의 유 

출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나라 휴 폐 금속광산에 비해 광해의 정 

도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 분석되어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긴요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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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해 조사결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3-1. 광해 조사결과와 문제 점 

금번 현장조사한 5개광산(일광광산， 구룡광산， 엄천광산， 삼보광산， 다덕광 

산) 지역의 수질과 토양， 광산폐기물에 대한 조사분석결과는 표3-1-표3-4와 

같다. 수질과 관련하여 광해(오염)여부 및 정도， 영향권을 조사 분석하기 위하 

여 갱내 유출수， 광미적치장으로 부터 유출되는 침출수， 그리고 인접하천수등 

을 조사분석하였다. 

토양과 관련하여서는 광해의 영향권으로 판단되는 수계 인접 전답(田，짧)토 

양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광미사에 관하여서는 광미적치장에 적치되어있는 광미사를 대상으로 조사 

분석하였다. 

수질관련 조사분석결과 광산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공통적 

인 사항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배출허용기준 “가”지역과 지하수 수 

질보전둥에 관한 규칙 · 지하수 수질기준 “농업용수”와 비교 검토하여볼 때 기 

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성질과 성분은 pH, As , Zn, Pb, Cd이며， 

『일광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As, Zn, Cd, Mn, Fe, 

Cu이며，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여 유의할 만한 것으로 pH는 일광갱구(5갱)에 

서 “달음가든” 앞 합수전 하천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Fe는 5갱 갱 

수와 광미사의 침출수에서， Cu는 5갱 갱수로부터 계곡수 합수점 (Sample No. 

W-3)까지 오염되어 있다. 

또한 일광광산은 5갱 상부에 위치하고 있는 거대한 채굴적 (80M X 80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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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M)으로 산 계콕수가 계속 유입되어 채굴적내 황화광물과 작용하여 중금속 

을 함유한 산성수를 만드는 주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 .1 

『구룡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As , Pb, Cd, Mn, Fe, 

Cu이며， pH는 조사지역 전구간에서(광미적치장에서 합수지점 100m까지) 아주 

낮은 pH를 나타내고 있으며 As는 광미적치장내 침출수와 광미적치장 옆 수 

로에서， Pb, Cd, Mn은 광미적치장 침출수에서， Fe는 광미적치장내 침출수와 

광미적치장 상부에서， Cu는 광미적치장 옆 수로， 광미적치장 상부， 광미적치장 

내 침출수， 광미적치장 하류 현 축사 밑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유의할 만한 것은 낮은 pH와 As , Fe, Cu가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고 있다는 

점이다. J 

『 엄천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As , Zn, Pb, Cd, 

Fe, Cu이 며 pH는 광미 적 치 장으로부터 농수로(Sample No W-3)까지 아주 낮 

은 pH를 나타내고 있으며 As, Zn, Pb, Cd, Fe, Cu는 광미적치장의 침출수에 

서 , Fe는 광미 적 치 장에 서 농수로(Sample No W-1)까지 각각 기 준치 를 초과하 

고 있다. 이중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여 광해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는 것은 

pH, As, Zn, Cd, Fe이다. 또한 광미적치장 상부 산능선부근(함몰대 크기: 5M 

X 5M X60M)과 사무실 옆 그리고 갱구부근의 채굴적 함몰 현상도 안전재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1 

『삼보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Zn, Pb, Mn이며 문 

제가 되고 있는 것은 Zn이 68， 58갱의 갱수와 광미적치장(6 Pond)에서의 침출 

수와 농수로 유입수이다 . .1 

『다덕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Zn, Cd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조사지역 거의 전구간에 걸쳐 아주 낮은 pH와 기준치를 상당 

히 초과하고 있는 Zn이 다. (표3- 1. 표3-3. 참조).1 

토양과 광미사관련 조사분석결과 광산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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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공장 · 산업지역， 농경지)과 폐기물관 

리법 시행규칙(유해물질함유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As, 

Pb, Cd, Cu, CN이 문제가 되고 있으며， 

『일광광산의 경우 As는 논토양(Sample No W-2, W-4, W-lQ)에서， Cu는 

논토양(Sample No S-4, S -8)에서 토양오염 우려， 대책(공장 산업지역) 기준치 

를 초과하고 있으며 광미사의 경우 “달음교” 부근 광미적치장에서 Cd와 Cu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 . .JJ 

『구룡광산의 경우 광미사에서 As , Pb, Cu가 폐기물관리 관리법상 유해물 

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J 

『임천광산의 경우 토양은 Cd와 CN은 광미장위 들깨밭과 마늘밭(Sample 

No S-6, S-7)에서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농경지)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 

며 광미사는 광미적치장(Sample No S-9)에서 Pb가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고 있다.J 

『삼보광산의 경우 Pb와 Cd가 토양오염 우려 대책(공장 산업지역， 농경지) 

기 준치 를 초과하고 있으며 , Pb는 광미 적 치 장(1 ，5 Pond)과 농경 지 (논342-5， 

Sample No S- lQ), 58갱 상부 주변조사에 서 Cd는 농경 지 (논 335- 2, 332, 

334-1 , 353)에서 각각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었다.J 

『다덕광산의 경우 As가 밭토양(Sample No S- 2- 0, S-2-1 , S-2-1)에서 토 

양오염 우려，대책(농경지)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표 3-2，표 3-4 참조).1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사광산들의 광해발생과 관련한 문제점은 앞 

서 지적한 바와 같이 미폐쇄된 갱구에서 갱수와 다량의 광미사가 환경적， 광 

산보안적 조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치상태로 적치되어 광미적치장에서 유해 

한 침출수가 상시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광해를 유발시키며 이로 인해 광 

해의 영향권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광미사는 우수기에 광미사 자체의 유실과 건조기에 바람에 의해 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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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므로 인접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점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외에도 채굴적의 미충전으로 인한 지표함몰 현상도 안전재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3-2. 해결방안 

광해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 

할 수 있다. 오염원의 차단과 격리이다. 유해한 광산배수나 침출수 둥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광산배수로 인한 광해발생의 경우 배수갱도를 비 

롯한 전 갱구를 갱구 및 갱도 폐쇄 요령에 따라 완전 밀폐 시키는 방법， 

overflow 시키는 방법， 공기유입 및 유통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병행한 소위 

조합형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제5장 참조)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수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 화학적 방법， 물리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자연정화방법 둥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광해의 내용과 정도， 다시말해 폐수 

량과 오염성분， 오염정도에 따라 방법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광산배수(갱수， 침출수 등)로 인한 오염방지사업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정화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가 

가치가 없는 사업이므로 경제성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따라서 필자들은 

이러한 제여건을 감안하여 갱구 및 갱도의 폐쇄 방법과 자연정화방법을 제언 

하고 싶다. 

광미사， 폐석 등 광산폐기물로 인한 광해발생의 경 우 차수제 (Clay， 

Bentonite, H.D.P.E Sheet 등)를 이용하여 산소와 물을 차단하므로 오염원과의 

차단과 격리가 될 것 이다. 그 외에도 유해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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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성 약품을 이용하여 고화시키는 방법， 공기를 차단시키고 식물을 식생할 수 

있도록 토양을 피복시키는 방법등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광미사 자체의 유실이나 비산은 확실히 방지할 수 있으 

며， 침출수의 유출도 거의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채굴적 상 

부의 지표함몰 현상을 과거 개발 도면등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한 최 

선의 방법을 선택하여 충전시켜야 한다. 만약 채굴적 부분을 충전시키지 않으 

면 안전재해 요소는 상존하기 마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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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 조사광산별 수질 분석표 
(단위 : mg/ t) 

i 

。
나
 

NO‘ NO' POl SO/ 
Cr 

시료채취위치 pH F Cl As Zn Pb cd Co Ni Ba Si Mn Fe Mg Al Ca Cu Na K 
(Tod 

광산벌 시료언호 5.8- 60 8 0.5 
←기준치@ 0.5 5 1 0.1 10 10 3 

8.6 (Tot-N) (Tot -P) (6가) 

6.0-
←기준치@ o∞ 0‘1 0‘01 8.5 

W-l 2.91 O잃 11.25 0.00 3.5 0 340 0.31 5.57 0.19 0.08 0.04 0.05 0.02 11.2 1.6 43.1 0.01 4 7.42 15 15.60 2.86 0.71 일광갱구앞 

W- 2 3.03 0.00 7.98 0.00 1.3 0 1.105 0.59 10.65 0.29 0.13 0.21 0.20 0.05 35.5 17.3 84.6 0.04 28 37.65 103 13.45 4.47 7 .19 영장갱션조침층수 

W-3 3.66 0.00 9.05 0.00 3.6 0 80 0.07 1.38 0.05 0.02 0.01 0.03 0.01 10.3 05 2.7 0.01 3 4.57 8 3.87 2.55 0.58 일장5갱 예수계곡수한수(사우싣우규) 

W- 4 4 .24 0.14 9.46 0.00 5.8 0 79 0.05 1.03 0.05 0.02 0.02 0.03 0.02 10.8 0.8 1.2 0.01 4 2.89 11 2.23 3.1 0 1.05 연팡배수구앞농수로중간 

일팡팡산 
W-5 4 .51 0.13 10.20 0.00 6.7 0 78 0.06 1.04 0.05 0.02 0.02 0.02 0.02 11.5 0.8 0.9 0.01 4 1.97 13 2.22 3.49 1.28 일광농수로함수전 

W-6 5.06 0.20 12.27 0.00 7‘4 0 61 0.03 0.80 O.떠 0.01 0.01 0.03 0.02 10.8 0.6 0.5 0.01 4 0.81 12 0.95 3.84 1.78 일광 탕용가든 았 하천(오영수)안수! 

W - 7 6.46 0.09 16.73 0.26 9.6 0 18 0.05 0.05 0.05 0.01 0.01 0.03 0.02 5.5 0.0 0.1 0.01 2 0.00 7 0.05 4.11 2.47 일앙당융교아래 

W-8 6.47 0.00 9.39 0.00 3.8 0 9 0‘02 0.01 0여 0.01 0.00 0.02 0.01 6.8 0.0 0.1 0.01 l 0.00 4 0.02 2.44 0 영 일광 팡미적치장 상부계곡수 

W-9 6.29 0.23 8.98 0.00 3.8 0 11 0.02 0.11 0.02 0.01 0.00 0.02 0.01 9.4 0.0 0.0 0.00 2 2.00 5 0.16 2.85 0.59 연팡갱전~‘g휴선계곡수 

W- 1O 6.41 0.1 4 15.53 0.00 8.5 0 24 0.07 0.1 2 0.05 0.1 0.01 0.03 0.03 9.4 0.1 0.1 0.01 4 0.70 9 0.1 1 4.62 2.R3 ~-l장중리 l앙양농수로 

W-l 3.56 0.12 7.17 0.00 16.9 0 402 0.22 0.37 0.10 0.01 0.06 0.06 O 떠 13.0 4.7 5.7 0.02 26 20.20 32 3.26 2.86 3.66 구룡장산 장미장 하뷰 측사 밑 

W-2 3.36 4.03 0.00 26.8 0 164 0.01 0.1 1 0.02 0.00 0.01 0.02 0.06 10.2 0.4 3.2 0.01 5 1.66 11 1.23 2.46 0.91 구룡광산 뼈석더미 잎 

구룡광산 
W-3 2 .22 1.51 4.77 4.10 4.5 0 5.261 3.55 2.95 1.32 0.24 1.08 0.73 0.19 63.1 46 .2 472.0 0.22 163 271.5 132 14.75 1.84 0.42 구용팡산 광미직치장 내 섞출수 

W - 4 2.52 5.35 0.00 18.1 0 787 0.48 0.72 O 갱 0.03 0.09 0 .12 0.04 25.1 4.7 54 .5 0.03 26 39.70 31 21.20 2.67 O없 구룡광산 팡띠장 상쑤 

W -5 5.35 10.99 0.00 19.0 0 61 0.03 0.05 0.02 0.00 0.01 O떠 0.03 8.6 0.7 0.5 0.01 .6 0.00 12 0.25 3.68 2.57 구용광산 합수 100m 지섞 
W-6 2.95 6.56 0.00 18.2 0 1.498 0.89 1.70 0.34 0여 0.20 0 .17 0.04 34.2 16.1 14.0 0.04 76 87.엉 112 19.20 3.36 2.61 구용광산 광미장 옆 수로 

W - l 3.12 9.01 0.00 17.0 0 290 0.04 3.80 0.02 0.03 O 떠 0.06 0.05 10.2 1.0 10.1 0.01 19 2.75 30 0.13 2.88 5.23 앙l 천장산 농수로 1 (도호 ’김 ) 

W-2 3 .57 10.46 0.00 15.7 0 216 0.01 3.30 0.00 0.02 0.02 0.06 0.06 9.8 l.l 1.0 0.00 19 2.00 ‘，。 0.1 1 3.44 5 .1 2 인천장산 농수호 2 

앙!친광산 
W-3 6.3 12.69 0.00 13.3 0 119 0.00 0.81 0.00 0.00 0.00 0.01 0.05 6.5 0.3 0.3 0.00 12 0.00 21 0.01 3.40 3.98 ~-I 진앙산 농수로 3 
W-4 1.64 1.77 15.47 2.02 25.1 0 9.334 6.99 97.90 1.27 1.12 1.05 1.99 0.39 21.2 3.2 660.。 0.46 81 75.05 137 3.76 2.74 15. 10 앙1 천광산 팡미장 침출수 
W-5 7.56 7.98 0.00 19.7 0 17 0.00 0.12 0.00 0.00 0.00 0.00 0.03 8.4 0.0 0.0 0.00 3 0.38 7 0.01 2.6.1 4.04 ~I 전광산 광"1 장옆 수로(비오염수) 
W-6 6.86 0 .1 1 R45 0.00 7.0 0 49 0.07 0.06 0.10 0.01 0.02 0.<Xi 0.04 4.6 0.0 0.0 0.02 6 0.91 13 0.02 3.04 3.40 ~I 천 냥산초상~jι 안 최종 함수 

W- 1 6 .2 258 0.00 14.3 0.00 0.01 7.16 1. 20 0 .00 0.02 68갱 갱내수 
W-2 6.1 324 0.00 19 .4 1.00 0 .01 8 .49 8 .27 0 ‘04 0 .00 58갱 갱내수 

산보팡산 W-3 7.7 978 0.00 19.6 0 .00 0 .00 24.5 8 .65 0.05 0.02 6 취 선지망퓨수 
W-4 5.4 215 0 .00 3 .01 0.00 0 .00 0.24 0 .03 0.00 0.01 68갱 지진 

W-5 5.8 323 0.00 22 0.00 0 .01 1 1.5 0 .96 0 .00 0 .0 1 농수로유입수 

W.l 6.27 2끼 0.00 0.28 0.00 0.00 0.04 0.02 0.00 0.00 l 차-우읍 
W.l 5.66 3차-우융 
W.l 6.39 3차-시도연 '.f우 지하수 

W.2 5.87 184 0.00 1.51 0.00 0.00 3.20 0.07 0.00 0.05 l차 유인수 

W.2 5.74 196 2.28 0.00 0.01 0.00 1.98 0.04 2차 유인수 

W.2 5.01 3>f 유 ~I 수 

W.3 4.11 깅8 0.01 9.60 0.00 0.03 4.15 2.00 0.00 0.42 l 차 장띠장 내우 

다닥장산 W.3 2.65 439 2.73 0.00 0.11 0.00 59 0.72 2차 앙"1 장 내무 
W.3 2.59 506 2.76 0.93 0.72 0‘00 59 1.10 2차(공 주수) 앙 ul 장 내우 

W.3 3.22 ]>1 장ul 장 내꾸 

W-4 4.53 185 0.01 7.40 0.00 0.02 5.87 2.11 0.00 0.27 l >f ‘a류수 
W-4 3.70 242 2.64 0.00 0.07 0.00 46 0.89 2차 ，~유수 

W-4 3.60 3차 ‘상휴수 
W.5 5.61 235 0.00 4.00 0‘m 0.01 7.18 0.04 0.00 0.07 l 차→농수호 

W.5 3.36 3차 농수로 

• 기준치 @ 수질환경보선법 시앵규칙 제8죠 옐표〈오염당견 배출허용기훈 “가” 지역〉 

기훈치 @ 지하수의 수원보전퉁에 판한 규혀 채5조 벨표3 <지하수 수젤기준 • 농업용수〉 



표 :3→2. 조사광산별 토양(광미사포항) 분석결과 

As Pb cd Cu 시안 

」팡산벌 시료번호 20.50 400.lαm 12.30 200.500 120.300 
6.15 100.300 1.5.4 5O.l25 
1.5 3.0 0.3 3.0 

5-1 2 6.4 0.4 23 
5-2 29 10.4 0.5 45 
5-3 19 20.5 0.8 161 
5-4 29 31.1 0‘7 234 
5-5 8 18.1 1.0 196 
5-6 6 13.5 1.0 105 
5-7 8 15.9 1.2 190 
5-8 9 16.7 1.0 216 
5-9 8 15.6 0.6 156 
5-10 20 20.7 1.2 97 

일팡팡산 
5-11 19 12.7 0.6 128 
5-12 6 19.0 0.2 130 
5-13 12 23.8 0.8 177 
5-14 12 10.1 0.7 175 
5-15 3 12.1 0.2 6 
5-16 2 0‘4 0.2 9 
n4 13 16.8 0.7 145 

15-16 3 6 0 8 
1.5 3.。 0.3 3.0 

5-17 0.6 0.7 2.5 371 
5-18 1.3 O.。 0.0 0.0 
5-19 0.0 0.0 0.0 4.1 
5-1 1 12.1 0.4 0 
5-2 2 12.9 0.1 40 
5-3 3 14.0 0.2 23 
5-4 1 10.7 0.2 19 

구룡광산 5-5 0 0.0 0.0 7 
5-6 2 12.4 0.0 29 
5-7 2 8 .1 0.0 6 
5-8 12 1.7 0.2 41 
5-9 0 19.2 0.0 4 
5 - 1 6 185.0 1.4 10 
5-2 7 66.0 0.6 8 
5-3 2 23.8 0.3 6 
5-4 8 116.0 1‘6 13 

임천광산 5-5 3 35.2 0.4 8 
5-6 16 1.1 1.6 l 
5-7 12 1.4 2.5 0 
5-8 l 6.9 0.0 1 
5-9 0 24.3 0.2 l 
5-1 0‘ l 355 2.1 73.5 
5-2 0.1 238 0.61 50.5 
5-3 0.0 220 1.0 12.0 
5-4 0‘0 590 0.1 23.6 
5-5 0.4 147 0.1 5.9 
5-6 0.0 1.7 0‘ l 0.3 

5-6-1 0.0 385 0.6 18.8 
5-13 0.0 970 0.3 13.1 
5-14 0.2 620 5.6 42.0 

5-7 0.1 17.8 0.3 4.5 
5-9 0.0 13.9 0.5 5.4 

상보광산 5-10 0.0 156 0.1 12.7 
5-15 0.1 79.5 2.4 16.4 
5-16 0‘1 18.7 1.9 O.。

5-17 0.2 278 1.7 22.0 
5-18 0.1 23.8 0.2 7.7 
5-19 0.0 90.5 2.5 43.5 
5-8 0.0 38.3 0.1 16.0 
5 - 12 0.0 54.0 0.2 4.6 

5 - 11 0.0 3.7 0.1 1.5 

5-20 0.1 1.070 0.1 6.2 
5-2-1 0.0 50.5 0.2 4.2 

•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제 16조 토양오영 우려대책기준 (공장，산업지역) 

기준치 2 :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농경지) 

기훈치 3: 예기용관리법 시앵규칙 옐표 3 <유해물질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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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1.0 

0.0 
0.1 
0.0 
0.0 
0.0 
0.0 
0.0 
0.1 
0.0 
0.0 
0.0 
0.1 
0.0 
0.0 
0.0 
0.0 
0 
0 

1.0 
0.0 
0.0 
0.1 
0.0 
0‘ l 
0.0 
0.0 
0.0 
0.0 
0.0 
0.0 
0.2 
0.3 
0.1 
0.0 
0.3 
0.1 
2.2 
1.6 
0.1 
0.1 
1.2 
0.2 
0.0 
0.0 
O.。

0.0 
0.0 
0.0 
0.1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O.。

0.0 

(단위 rng!kg ) 

비 고 

←기준치 l 
←기준치 2 
←기춘치 3 
토양 
토양 

토양 -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토양 1 

토양(비교시료) 

토양(비교시료) 

명균(광산주변토양 ) 
평균(비교토양시료) 

기춘치 2 
광미(달옴교 부근) 
광미(광산주변 표연) 

광미(팡산주변 30 crn 하부) 
논토양 갱미장 앞 A 
맡토양 A-l "1수씬 앞 

논토양 혹사 밑 B 

논토양 c (월 건너) 

팡이객시장 하 강미 

강이객')장 옆 창깨앙 A-2 
양미장영 산토양(비교시효) 척갈색 

캉마장 옆 1m 하부 

캉미격씨장 상(Ore fraction) 

밭토양l 비닐하우λ 주연 

논토양 2 
논토양 3 
논토양 4 
논토양 5 

광미장위 를깨받. 대추밭 6 
광미장 위 마늘밥 7 
팡미장 옆 야산토양 8 

팡미(쑥색) 

3 경계부 지표 노출 광미 
3 칭 전지 (복토 20crn 하부) 
4 침전지 (복토 20crn 하부) 
5 침 전지 (복토 20crn 하부) 
7 청전지 (복토 20crn 하부) 
6 칭전지 (복토 20crn 하부) 
6 침전지 (복토 20crn 하부) 

l 칭전지 (68갱 앞) 

l 칭전지 (최하단 칭전지) 
논 363-3 (혜수처리장 300m 하부) 
논 371-5 (혜수처리장 500rn 하부) 

논 342-5 휴경농지 (폐수처리장 1krn 하부) 
논 앓5-2 (I 칭전지 50rn 하부) 

논 332 
논 334-1 
논 349 
논 353 

하상 퇴 적물 (폐수처리장 10αn) 

하상퇴적물 (혜수처리장 1.5krn) 
용화잔유토(연암 조직) (폐수처리장 하부 

1.2krn 지정 하상 주변) 
58갱 상부 주연 토사 (고령토질 토) 
산토양 (3침전지 상부 부식토) 



As Pb cd Cu 

광산별 시료번호 20.50 400.1이m 12.30 200.500 
1.5 3.0 0.3 3.0 

6.15 100.300 1.4.4 50.1 25 
1-1 1020 9.1 0.2 10.2 
1-2 4900 3.8 0.1 4.9 
1-3 1320 14.0 0.2 11.1 
3 1170 35.0 0.2 8.0 

4-1 2160 2.9 0.2 12.2 
4-2 315 83.5 12.6 72.0 
5-1 2530 31.8 1.4 73 .5 
5-2 3αm 1.8 0.4 21.3 
6-0 3130 5.2 1 ‘4 29.2 
6-1 3020 8.9 1.1 21.2 
6-2 950 49.5 31.0 39.2 

539-1 14.2 47.0 1.0 20.4 
539-1-1 22.6 76.5 0.7 24.8 
723-1 35.7 98.0 1.1 41.7 
549-2 18.3 59.5 0.9 17.5 
0-1 0.1 1.0 0.1 3.8 

0-1-1 0.1 21.0 0.1 5.4 
0-2 0.1 14.0 0.1 6.1 
0-9 0.2 21.0 0.1 5.4 
0-15 0.1 24.0 0.1 4.2 

다덕광산 0-16 0.1 15.4 0.4 13.3 
0-17 0.2 26.9 0.5 16.3 
2-0 27.0 21.2 0.1 3.7 
2-1 21.0 19.5 0.1 4.0 
2-2 15.9 16.2 0.2 3.5 
0-3 0.0 4.7 O.。 2.8 

0-3-1 0.2 35.1 0.0 21.1 
0-3-2 0.2 22.0 0.7 21.0 
0-5 0.0 2.2 O.。 3.7 

0-18 0.2 6.5 0.1 3.5 
0-7 0.1 30.2 0.1 2.7 

0 -8 0.0 3.9 0.0 1.5 
0-10 8.5 73.7 0.4 10.3 
0-12 0.4 27.9 0.1 7.8 
0-13 0.1 26.5 0.1 3.8 
0 -4 0.1 32.6 0.6 24.4 
0-6 0‘0 5.7 0.4 10.0 
0-11 2.1 90.4 0.3 9.4 
0-14 O.。 14.0 0.1 4.6 

7 8.8 2.4 0.0 0.5 

0-19 0.0 10.6 0.0 6.9 

* 기준치 l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공장，산업지역) 

기준치 2: 토양환경보전엄 제 14조，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농경지) 

기준치 3 폐기물판리법 시앵규칙 별표 3 <유해물질합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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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g!kg) 

시안 비 고 

120.300 ←기준치 l 
1.0 ←기준치 2 
2.5 

195 광미 
0.0 팡띠 
0.0 광미 
460 광미 

1.3 광미 

0.3 광미 
16.2 광미 
5.3 광미 
2.1 광미 
0.1 광미 
1.1 광미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0-1 하부30αn 
0.0 논토양 (duplicate)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논토양 
0.0 말토양 

0.0 밭토양 
0.0 밭토양 
0.0 밭토양 

0.0 밭토양 
0.0 0-3-1 하부30cm 
0.0 맡토양 

0.0 옐토양 

0.0 밭토양 

0.0 방토양 (duplicate) 
0.1 밭토양 
0.1 밭토양 
0.1 맡토양 

0.0 산토양 
0.0 산토양 

0.0 산토양 
0.0 산토양 

0.0 용화토 

0.0 흉화토 



표 3-3 . 조사광산별 수질 분석표 
(단위 : mg/ t) 

} 

나
 。

NO" NO'- PO‘i 50.' 
Cr 

시료채취위치 pH F CI As Zn pb Cd Co Ni Ba 5i Mn Fe Mg AI Ca Cu Na K 
(T，이} 

광산옐 시료번호 5.8- 60 8 0.5 
←기춘치<D 0.5 5 l 0.1 10 10 3 

8.6 (Tot- N) (T.여- p) 16가l 

6.0 -
O.ffi 0.1 0.01 ←기훈치@ 

8.5 
W- l . . . • 엄왕갱구앞 

W-2 . . . . . . . 엠망칭전~갱훌수 

W- 3 . . 임팡5갱 예수찌곡수함수(사우실우근) 

W-4 . 얼팡에수구앞농수로중간 

힐광팡산 
W-5 . 일왕농수로함수션 

W-6 . 언팡 담휴가은 앞 하천(오영수)함수’ 

W- 7 연팡당용교아예 

W-8 잉팡 팡미객치장 상lI-셰팍수 

W- g 일팡칭션죠땅휴천찌팍수 

W- lO 언왕중리 l앙~농수로 

W- l . . 구용광산 광미장 하유 축사 밍 

W-2 . 구룡팡산 예석더미 옆 

구룡광산 
W-3 . . . . . . . 구흉광산 팡미적치장 내 청출수 

W- 4 . . . 구용광산 광미장 상lI-

W-5 . 구룡팡산 합수 l。이n 지 캠 

W-6 . . • 구룡팡산 짱미장 옆 수로 

W- l . . 염 천팡산 농수로 1 (도로믿 ) 

W-2 . 임천광산 농수로 2 

인천광산 
W-3 인천광산 농수료 3 
W- 4 . . . . . . . 인천광산 광미장 챔출수 

W-5 ~I 천장산 팡이장옆 수로(비오염수) 

W- 6 ~I 천 냥산초등국교 압 최종 합수 

W- l . 68갱 갱내수 

W-2 . 58갱 갱내수 

상보광산 W- 3 . . 6 칭션지망류수 
W-4 68갱 지천 

W-5 . . 농수로유업수 

W-l l차-우융 

W-l . 3차-우R 

W-l 3차-기도앤 하부 지하수 

W.2 l차 유~I 수 

W.2 . 2차-유입수 

W.2 . 3차-유임수 

W.J . . l차 장미장 내부 

다익광산 W.J . . 2차-광마장 내푸 

W.3 . . 2차(공극수) .광"1 장 내부 

W.3 . 3차 팡이장 내부 

W-4 . • I차 ‘상휴수 

W-4 . 2차 망휴수 

W-4 . 3~f 방휴수 

W.5 . l차 농수로 

W.5 . 3차 ←놓수호 

• 기감시 UJ 수션환깅보선엠 시앵 iJ- 시 '1\8죠 ’시표〈오염암섣 배출허용기훈 “가” 지역〉 

기 준치 @ 지하수의 수섣보전등에 판한 규칙 제5조 별표3 <지하수 수질기준 농업용수〉 

• • 기풋치 초파항목 



표 3-4. 조사광산별 토양(광미사포함) 분석결과 
(단위 ’ mgJkg) 

As Pb Cd Cu 시안 비 고 

광산별 시료번호 20.50 400.1αm 12.30 200.500 120.300 ←기준치 1 
6.15 100.300 l.5.4 50.125 2.5 ←기준치 2 
1.5 3.0 0.3 3.0 l.0 ←기준치 3 

5-1 토양 
5-2 . 토양 
5-3 토양 
5-4 • . 토양 
5-5 토양 
5-6 토양 
5-7 토양 
5-8 . 토양 
5-9 토양 

5-10 토양 

일팡팡산 5-11 토양 
5-12 토양 
5-13 토양 
5-14 토양 
5-15 토양(비교시료) 
5-16 토양(비교시료) 

n4 평균(광산주연토양 ) 
15-16 평균(비교토양시료) 

5-17 • • 광미(달옴교 부근) 

5-18 광미(광산주변 표연) 

5-19 팡미(광산주연 30 cm 하부) 
5-1 논토양 팡이장 앙 A 
5-2 낼토양 A-I >f수핀 앞 
5-3 논토양 흑사 엄 B 

5-4 논토양 c (김건너} 
구룡광산 5-5 . 장미적시장 하 광미 

5-6 강미석치장 옆 앙깨앙 A-2 
5-7 • . . 쌍미장옆 산토양(비교시료) 잭강씩 

5-8 • . 강이장 옆 1m 'f쭈 

5-9 • 갱이격치장 상(Ore fraction) 
5-1 알토양l 비닐하우A 주변 

5-2 논토양 2 
5-3 논토양 3 
5-4 논토양 4 

임천광산 5-5 논토양 5 
5-6 . . 장미장위 율께받. 대추맡 6 
5-7 • • 광미장 위 마늘양 7 
5-8 광미장 옆 야산토양 8 
5-9 • 팡미(쑥색) 

5-1 3 경계부 지표 노출 광미 
5-2 3 침 션지 (복토 20cm 하부) 
5-3 4 침션지 (복토 20cm 하부) 
5-4 • 5 캠전지 (복토 20cm 하부) 
5-5 7 칭 션지 (복토 20cm 하부) 
5-6 6 청전지 (복토 20cm 하부) 

5-6-1 6 칭 전지 (복토 20cm 하부) 
5-13 • l 캡션지 (68갱 앞) 

5-14 . l 칭전지 (최하단 칭전지) 
5-7 논 363-3 (뼈수처리장 300m 하부) 

5-9 논 371-5 (혜수처리장 50마n 하부) 
상보광산 5-10 . 논 342-5 휴경농지 (빼수처리장 lkm 하부) 

5-15 • 논 잃5-2 (1 킹전지 50m 하부) 
5-16 • 논 332 
5-17 • . 논 334-1 
5-18 논 349 
5-19 . 논 353 
5-8 하상 퇴적울 (혜수처리장 100m) 

5-12 하상퇴적용 (혜수처리장 1.5km) 
풍화잔유토(연앙 조직) (폐수처리장 하부 

5-11 
1.2km 지정 하상 주변) 

5-20 . 58갱 상부 주연 토사 (고령토질 토) 

5-2-1 산토양 (3침전지 상부 부식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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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 Pb cd Cu 

광산옐 시료번호 20.50 400.1아m 12.30 200.500 
6.15 100.300 1.5.4 50.125 
1‘5 3.0 0.3 3.0 

1-1 • 
1-2 • 
1-3 • 
3 • 

4-1 . 
4-2 . • 
5-1 • 
5-2 • 
6-0 . 
6-1 • 
6-2 • • 

539-1 . 
539-1-1 • 
η3-1 . 
549-2 • 
0-1 

0-1-1 
0-2 
0-9 
0-15 

다덕광산 0-16 
0-17 
2-0 • 
2-1 • 
2-2 . 
0-3 

0-3-1 
0-3-2 
0-5 
0-18 
0-7 
D녁8 

0-10 
0-12 
0-13 
0 -4 
0 -6 
0-11 
0-14 

7 
0-19 

• 기훈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공장，산업지역) 

기준치 2: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체 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농경지) 

기춘치 3: 폐기물판리엉 시행규칙 별표 3 <유해용질합유기준〉 

•• 기준치 초과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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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안 "1 고 

120‘300 ←기준치 l 
2.5 ←기준치 2 
1.0 ←기훈치 3 

• 광미 
광미 
장미 

• 광미 
광미 
광미 
광미 

광띠 
광띠 

광미 
광미 

논토양 
논토양 

논토양 

논토양 
논토양 

0-1 하부30cm 
논토양 (duplicate) 

논토양 
논토양 

논토양 

논토양 
밭토양 

밭토양 
밭토양 

양토양 
밭토양 

0-3-1 하부30cm 

알토양 
밤토양 

밭토양 

맡토양 (duplicate) 
밭토양 
방토양 

양토양 

산토양 
산토양 
산토양 

산토양 
용화토 
용화토 



제 4장. 광해(폐수) 방지대책 연구 

4-1. 선진국의 광산배수처리 기술동향 

4-1-1. 자연정화법 

광산폐수 자연정화방법은 크게 ALD(Anoxic Limestone Drain) , SAPS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OLT(Oxic Limestone Trench) , 

DW(Diversion Well) 인공소택지 (Constructed Wetland) 그리고 복합인공소택 

지 (Constructed Composite Wetland)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 Anoxic Limestone Trench 

대기 중에서 석회석을 이용하여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할 경우， 석회석 표면 

이 Fe(OH)z나 Fe(OHh와 같은 금속수산화물의 침전물에 의해 덮이게 되며， 

석회석 표면에 의한 결정형성 촉진작용과 침전물의 응집 작용에 의해 단단한 

피막이 석회석 표면에 형성된다. 생성된 피막은 석회석의 용해를 저해하여 탄 

산이옹에 의한 중화효과를 급격히 감소시키게 된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해 limestone bed or trench를 혐기적으로 운전하는 방법이 개발되었 

다. 철수산화물의 형성과정은 산소에 의해 Fe2+에서 Fe3+로 산화되는 반응이 

전체 반응의 율속(律速)단계이므로， 광산폐수를 혐기 적 조건으로 유입할 수 있 

다면 limestone bed Lt limestone trench의 장기간 운전이 가능하다. ALD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DO 2 mg/ Q 이하， Fe3+/Fe2+ < 10 % (Dona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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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나 DO 1 mg/ Q 이 하， net aciclity 150 mg/ Q 이 하로 유지 하는 것 이 바 

람직하다고 알려져 있다(George외， 1995). ALD 처리법은 DO, Fe, Al의 농도 

가 모두 1 mg/Q 이하일 때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며 (Heclin외， 1994) , Al 

의 농도가 20 mg/ Q 인 산성광산폐수에 적용하였을 경우， 6-8 개월 안에 막힘 

현상이 발생하였다. 석회석의 투입량은 광산폐수량을 Q로 가정하였을 때， 약 

5.14 Q tons . day/m3으로 제시된 바 있으며， 수명은 10-20년 정도로 예상하 

고 있다. ALD 처리법은 갱내채굴에 의해 생성된 폐갱도를 적극 활용할 경우 

혐기적 환경을 충분히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량이 많고， 산도가 비교적 낮 

고， 중금속 이온의 농도가 높지 않은 국내 광산폐수처리에 적합할 것으로 기 

대되고 있다(심연식， 1996). 

외국의 실제 웅용사례를 살펴보면 1996년 9월에 미국의 Swatara 하천에서 

길이가 약 34 m 규모로 개방식 석회석 수로가 설치 운전되고 있다. 그림 

4-1-1은 그 처리계의 모식도를 나타낸 것이다. 

Ghttp://www.pah2o.er.usgs.gov/ projects/ amψtreatments.htmD 

사진 4-1-2는 Tennessee Valley Authority(TV A, 미국)에 의해 건설된 

ALD시스템의 모습이다(환경부， 1996). 일반적으로 limestone bed를 이용하여 

광산폐수를 처리할 때， pH가 높아지면서 (pH = 5.0 근처에서) Al(OHh가 침전 

되어 관이 막히는 현상이 종종 발생한다. 이 처리시스템은 높은 pH에서도 Al 

이 수산화물 형태로 침전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석 (CaF2)을 limestone과 

함께 혼용하여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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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xic Li mestone Drain + Overlying Li mestone Channel 

160 ft 

~.척농 Limestone, 11 /4 - 3 inch 

limestone, < 2 inch ( tot81 400 tons = 1.5 tons깨d 3 x 270 yd3) 

=-=-=-=- Landfill liner 

Cleanout Pipe 
(A II plplr앵 wllhln 
draln 15 per1 0raledl 

그림 4 • 1• 1. Swatara Creek에서 길이가 약 48m 규모로 설치된 Anoxic 

limestone channel의 모 식 도. 

사진 4- 1-1. Tennessee Valley Authority에 의 해 건설된 anoxlc 

limestone bed. 알루미늄의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 형석과 

석회석을 혼용하여 석회석 배수층을 이용하였다. (환경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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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PS 혹은 APS C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 

SAPS를 이용한 처리법은 광산폐수의 산도가 높고， Fé+의 농도가 높아서 

ALD나 alkalinity를 공급하는 기존의 처리시스템으로 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어 

려울 때 사용된다. SAPS는 바닥으로부터 0.5- 1.0 m 높이까지 석회석을 채우 

고， 그 위에 유기물을 0.5- 1.0 m 높이로 채운다. 유기물층 위로 산성광산폐수 

를 약 1-2 m 채워 혐기적 상태로 운전한다. 또 석회석층 아래에 작은 구멍 

이 여러개 뚫린 직경 15 cm의 PVC 파이프를 설치하여 산성굉-산폐수가 위에 

서 아래로 강제 순환되도록 설계되어 있다. 그림 4-4-3에서 SAPS의 윗부분 

은 약 1일 정도 공기와 접촉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에 의한 자연적 산화도 쉽 

게 일어난다. SAPS는 약 30 - 50 g/ m2 • day의 산도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산도 제거율은 일반적인 소택지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제거 

율보다 높은 값으로 광산폐수 처리계의 면적을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생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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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nded 
Water 

Dirextion 
of‘ f10w 

그림 4-1 - 2. 산성광산폐수 처리를 위한 SAP의 단면도 

(Kepler and McCleary, 1994) 

3) 소 택 지 (Constructed Wetland) 

‘소택지’에 대한 정의는 매우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택지는 수생생태계에 

서 육지생태계로 천이하는 과정이라고 정의된다(Donald 외， 1990). 소택지는 

(a) 수생식물이 주로 자라는 지역 (b) 습기가 많고 오랫동안 습기가 유지되어 

혐기성 환경이 생성되는 지역， (c) 강우량이 많은 계절에 얄은 물 층이 형성된 

바위 등에서 형성될 수 있다. 소택지의 종류에는 물에 강한 초목류가 자라는 

swamps, 부드러운 줄기를 지닌 식물이 우세한 marshes , 산성에 강한 이끼가 

자라는 bogs 등이 있다. 소택지에는 다양한 영양요소가 유입되고， 그 안에서 

순환되므로 비옥한 농지보다 생산성이 매우 높은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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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택지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물의 정화 기능이다(Kadlec ， 1990). 현재까지 

소택지는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여러 오염물질을 제거해왔다. 소택지 내에서 

일어나는 화학적， 생물학적 반응은 공장이나 도시하수와 같은 점오염원， 광산， 

농장 및 도시 등에서 배출되는 비점오염원들을 쉽게 제거할 수 있디-(Faulkner 

외， 1990). 

인공소택지는 이러한 자연소택지의 장점을 살리고 의도하는 처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몇몇 인위적인 조작을 함께 이용하여 여러 오염물질을 보다 효 

과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인공소택지의 형태는 marshes가 대 

부분이다. 그 이유는 swamps에 자라는 물에 강한 목질식물이 서식하고， 처리 

효과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적어도 5년 정도의 긴 시간이 필요하고， bogs는 인 

위적으로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이다(Sengupta ， 1993). 인공소택지에서 일어나 

는 주요한 기작은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므로， 특정 페수를 처 

리하기 위해서는 목적에 부합하는 유기체들을 선별하고 최적의 상태에서 안 

정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공소택지를 설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제되는 인공소택지는 강한 산성과 중금속 

독성 지넌 폐수를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인공소택지에서 일어날 

수 있는 주요 작용은 흡착(토양이나 나무에 의한 이온교환) , 식물에 의한 중금 

속 흡수， 여과， 철， 망간 산화박테리아， 황산염 환원， 황칠석 생성 등을 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산도와 중금속 제거를 동시에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응은 황산염환원균에 의한 황산염 환원(식 (a) , 식 (b) ) 과정이다. 

(a) sol- + 8e + 8H+ • S2 + 4H2O 

(b) S2- + Me2+ • MeS(s) 

: pH 증가 

: 금속제거 

있는 반 

아울러 황산염환원 반응 과정에서 형성된 금속황화물은 금속산화물， 금속수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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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보다 용해도가 낮아서 매우 안정하므로 재용출의 우려가 없고， 대부분의 

중금속이 일반적인 혐기조건(pH 6-7, 산화환원전위 (redox potentiaD < - 200 

mV)에서 HzS와 반응하여 metal sulfide 화합물을 형성할 수 있다. (Rubin, 

1978) 

일반적으로 소택지의 면적은 다음과 같은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다(Hedin， 

1994) 

최소 소택지 면적 (mz) 

Fe 부하 (g/day) / 20 (g/m2/day) 

+ Mn 부하 (g/ day) / 1.0 (g/m2/day) 

따라서 현재까지 개발된 기술 수준으로 인공소택지를 건설할 경우 상당한 넓 

은 면적의 부지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광산주변에서 확보할 수 있는 부지가 

적은 국내 현실을 감안해 볼 때， 보다 처리효율이 우수한 소택지의 개발이 필 

요하다. 

외국의 적용사례를 살펴보면 호주의 Woodcutters 납 아연 광산에서는 

1984년 채광을 시작할 때부터 광산폐수가 종종 하천에 유입되었는데， 그 유입 

량은 현재 7000 Q / min 이르고 있다. 언공소택지의 규모는 150 x 2000 m 이 

고， 중금속은 총 95 %이상 제거되어 환경규제 농도이하로 방류되며 암모니아 

와 질산도 소택지에서 감소하였다(표 4-1-1). 

Colorado주 Id하10 spnng에 있는 한 폐광에서는 80년대 말에 파일롯 규모 

의 소규모 인공소택지를 만들어 구리， 철， 망간， 아연을 함유한 높은 산도의 

광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이용하였다(Howard ， 1989). 

Califomia의 Leviathan 광산에서는 광산폐수를 직접 유기기질을 함유한 인 

공소택지에 통과시키는 방법으로 처리실험을 했다. 

호주의 ERA Ranger 우라늄광산에서는 wetlands를 이용하여 광산 배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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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망간과 우라늄 처리하였다. 첫해의 제거율은 50%에 달했지만 시간 지나 

면서 효과가 떨어졌다(Jone， 1996). 

영국 남서부 Comwell주(Truro)의 defunt Wheal jane 광산에서는 1993년에 

약 45，OOOm'의 땅에 파일롯 규모 처리계를 만들었으며 anoxic limestone 

drains , ponds, 호기적， 혐기적 소택지로 구성되었다. 

(http://www.envirornine.com/wetlands/ metal.htm) 

The United Keno Hill 광산에서는 식물(Carex aquatilis)을 심어 광산폐수 

에 용해되어 있는 아연의 농도를 25 mg/ Q 에서 5 mg/ Q 로 감소시켰다. 최종 

적으로 mesocosms를 식재하여 아연의 농도를 0.3 mg/ Q 까지 낮출 수 있었다. 

(http://www.envirornine.com/wetlands/ insitu.htm) . 

인공소택지에 도입되는 식물체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Hill퉁은 Sagittaria latifolia(arrow- head) , Phragrnites australis (common 

reed) , 

Sccirpus acutus(bullrush) , Typha latifolia(cattail), 및 Juncus roemerianus 

(common rush)와 같은 다섯 가지 식물을 이용하여 암모니아에 대한 적웅성을 

평가하였으며， 그 중 Sccirpus acutus(bullrush)만 높은 농도의 암모니아에 잘 

적웅하였다(Hill 외， 1997). 

표 4- 1-1. Woodcutters 광산에서 배출되는 중금속 오염물질의 농도 

(단위 : μg/ Q ) 

시료채취 위치 As Cd Cu Mn Pb Zn 

소택지 유입수 5 63 1.4 600 12 6.900 

중간지 점 (0.8krn) 3 63 1.7 580 7.3 5.600 

소돼지 방류수(2.0krn) 1 7.8 0.6 17 <0.2 1.700 

출처 http://www.envirornine.com/wetlands/ woodcutters.htm 

180 



표 4-1-2. 광산배수를 정화하는데 이용되었던 천연소택지 사례 

Mine Location AMD 
Contaminants 

Reference 
removed 

United Keno 
Yukon Territory, Canada 

Hill Mines 
No Zn Boyle, 1965 

Unnamed 
West Virginia, USA Yes Fe, Mn 

Wieder and Lang, 
coal mine 1982 

Erickson and 
M t. 

British Columbia, Canada Yes 
As, Cu, Zn Deniseger, 1987 

Washington (Limited) K wong and Van 
Stempvoort, 1994 

Carbonate 
Montana, USA Yes Al , Fe, Pb Dollhopf et a1.,1988 

Mountain 

Dunka Mine Minnesota, USA No Cu, Ni 
Eger and Lapakko, 

1988 
Star Lake, 

Saskatchewan, Canada No Cu, cyanide Gormely, 1990 
Tolu Mines 

Natural 
wetlands at Pennsylvania, USA Yes Al, Fe, Mn Stark, 1990 

135 coal mines 
Unnamed 

Pennsylvania, USA Yes Fe, Mn Tarutis et a1., 1992 
coal mine 

Con Mine 
Northwest Territories, 

No 
As, Cu, 

Ball, 1993 
Canada cvanide 

Quirke Mine Ontario. Canada No Fe. Ra-226 Dav. 1993 
Noller et a1., 1994 

Ranger Mine Jabiru, Australia No U Woods and Noller, 
1995 

Tom ’ s Gully 100 km S.E. of Darwin, 
As, Cu, Co, Noller et al., 1994 

Mine Australia 
No Fe, Mn, Ni, Woods and Noller, 

Pb. U. Zn 1995 

Hilton Mine 
Mt 1sa, Queensland, 

No Fe, Mn, Tl , Zn 
Jones and 

Australia Chapman, 1995 

W oodcutters 80 km south of Darwin, Cd, Mn, Pb, U, 
Noller et a1., 1994 

Mine Australia 
No 

Zn 
Woods and Noller, 

1995 
United Keno 

Yukon Territory, Canada No Zn Sobolewski, 1995 
Hill Mines 
Birchtree 

Manitoba, Canada No Ni Hambley, 1996 
Mine 

S t. Kevin 
Colorado, USA Yes Fe yes, Zn no 

Walton-Day, 1n 
Gu1ch oress 

Len Sinclair, 

Cluff Lake 
Saskatchcwan Pollution 

Saskatchewan, Canada No U Control, Princc Albert, 
McLean Lake S K. Personal 

Communication 
rl‘ W. Higgs, H.A. Simons, 

Silver Queen British Columbia, Canada No Zn Vancouvcr, B.C‘ 

Unpublished Observation 

출 처 http://www.info-mine.comltechnomine/enviromine/ wetlands/ li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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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복합소택지 (Constructed Composite Wetland) 

복합소택지는 pH 4 이하의 높은 산도를 가진 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도입된 개념이다. 수면에 수생식물을 심는다는 점에서 소택지와 유사하지만， 

광산폐수의 흐름을 지연， 분산시키는 구조체를 설치하고， 버섯퇴비， 우분퇴비 

둥과 같은 기질물질을 사용하여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을 촉진한다는 점에서 일 

반적인 소택지와 구별된다. 기존에 건설된 복합소택지에서는 이들 기질물질에 

서 유래된 황산염환원균만을 이용하여 황산염을 환원하기 때문에 약 300 

nmole-S/m3/day정도의 낮은 환원능력을 가지고 있다(Hedin， 1994). 

사진 4-1-2는 Tennessee Valley Authority(TV A, 미국)에서 운영하고 있 

는 인공소택지의 전경이다(환경부， 1996). 이 소돼지는 2개의 marsh 형 호기성 

인공소택지， 하층부가 하수슬러지로 구성된 복합혐기성 소택지， 침전지(沈織 

池)， 2개의 최종 안정지로 구성되어 있다. 전체 시스템은 분당 약 2.3 톤의 산 

성광산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인공소택지로 유입되는 폐수의 평균 성상은 Fe 

> 50 (뼈/ .e), Mn = 13 (mg/ .e), Al > 10 (mg/ .e), aci이ty = 200-600 (mg/ .e 

as CaC03), pH = 3.0이 다. 

사진 4-1 -3은 혐기성 조건에서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건설된 소 

규모 광산폐수 처리계 (pilot plant 규모)의 모습이다. 이 처리계 역시 

TVA(Tennessee Valley Authority)에서 연구용으로 개발한 것이다. 좌 · 우측 

에 있는 반웅조가 한 쌍을 이루며， 맨 앞에 있는 반응조에는 석회석만을 넣어 

광산폐수를 처리하였고， 나머지 6개의 반응조에는 동일 양의 석회석을 넣고， 

버섯퇴비의 양을 변화시켜 각 처리계의 효율을 비교 · 평가하였다. 각 반응조 

는 혐기적으로 광산폐수를 처리하였다. 마지막 줄에 있는 두 개의 반응조는 

살수여상 형태로 운전되고 있었다 (환경부，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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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2. 미국 TVA에서 운영하고 있는 ‘Impoundment 2’로 불리우는 광산 

폐수용 인공소택지 전경. 이 인공소택지는 2개의 호기성 소택지， 

l개의 혐기성소택지， 2개의 저류용 연못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진 4 • 1- 3. 혐기적으로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소규모 산성광산폐수 

처리계의 모습. 최적의 운전조건을 찾기 위해 다양한 조건에서 

산성 광산폐수의 처리능을 비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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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Oxic Limestone Trench(OLT) 

OLT는 광산폐수에 용존되어 있는 중금속의 농도가 낮을 때 사용한다는 

면에서 ALD와 같지만， limestone bed가 공기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ALD 

와 다르다. 이 처리방식은 금속의 산화에 의해 석회석 표변에 금속수산화물이 

피복되어 처리효율이 낮아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West Virginia 대 

학의 실험에서는 금속침전물이 석회석에 피복되더라도 약 25-40 % 정도의 

산도와 중금속이 제거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 림 4- 1 -3은 1995년 3월 Swatara Creek에 설 치 된 OLT의 모식 도 이 며 , 유 

입량은 38 - 114 Q /min이었고， 처리제에 44 톤의 석회석을 넣어 광산-폐수를 

처리하였다. 이처리계는 수리학적 체류시간 3시간 이하의 조건에서 광산폐수 

의 pH를 3.5에서 6.5로 증가시 킬 수 있었다. 

(http://wwwpah2o.er.usgs.gov/projects/amd/ treatments.htmD. 

。pen L1 meslone Channel 

Acidκ Inflow Neutral Outßow? 

샤 
160 ft (1 ft. deep) 

서 

빼 Llmeslone, 1 1/~. 3 inch (66 lons) 꽤 Limeslone ssnd, < 써 Inch (44 lons) 

그림 4- 1- 3. Swatara Creek에 설치된 Oxic limestone trench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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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Diversion Well (DW) 

DW는 석회석을 가득 채운 웅덩이에 광산폐수를 떨어뜨리면서 처리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광산폐수를 2.5 m이상의 높이에서 떨어뜨려 석회석층을 

교란시키므로， 금속 수산화물에 의한 석회석 표면의 피막형성이 억제된다. 따 

라서 DW는 중금속의 농도가 높더라도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수차에 의해 석회석이 서로 부딪혀 마모가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1-2 주 단위로 석회석을 보충해 주어야 하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미국에서 

는 Swatara에 1995년 11월에 2개의 diversion well이 설치， 운영하였고， 97년 

6월에는 Martin Run에서 나오는 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또 다른 well을 건설 

하였다 (그림 4- 1- 4). 

Li mestone Diversion Well 

.-

-

그림 4-1 - 4. Swatara에 설치된 2개의 diversion well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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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기 타처 리 법 

1) 산소차단방법(갱구패쇄방법) 

산소차단방법은 미국， 캐나다에서 실제로 응용되고 있다(석탄합리화사업단， 

1995). 이 방법은 광산을 폐쇄하고 갱도를 수몰(水沒)시켜 황철석의 산화에 필 

요한 공기(산소)를 차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산소는 황철석의 초기 산화에만 

필요하므로 일단 산화가 진행된 대부분의 광산에서는 산성광산폐수 생성을 억 

제할 수 없다. 아울러 갱도폐쇄에 의해 다른 수로가 형성되어 지하수 오염을 

일으키거나 오염지역이 확대될 수 있으므로 지질， 수리특성(水理特性) 및 예상 

수압에 맞는 시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과 예측능력이 필요하다. 

2) 저해제를 이용한 광산폐수의 정화 

황산화균을 저해하는 방법은 1986년 미국에서 실용화되었다(Sobek， 1990). 

이 방법은 채굴이 진행되고 있는 가행광산에 대해 적용되었고， 폐수의 산도를 

1,000 (mg/ ~ )에서 50 (mg/ ~ )이하로 낮추는데 성공하였다. 가장 흔하게 이용되 

는 bactericides로는 benzonate 화합물 sorbate compounds, anionic 

surfactants ~ sodium lauryl sulfate 둥이 있다. 최근에는 대표적인 황산화균 

인 Thiobacillus ferrooxidans의 성장을 저해하는 acrolein을 산도가 막 발생하 

려는 광산폐수에 0.1 - 10 mg/ ~ 정도 투여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 (미국특 

허 ; US5171454) 

이러한 방법들은 10,000 m2를 처리하는데 수천달러가 필요하고， 저해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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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에 쓸려가거나 분해되기 때문에 재투여가 필요한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갱내수의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투여효과가 그다지 높지 않다. 

이 밖에도 황화광물의 산화를 방지하기 위한 화학물질을 투여하여 산성광 

산폐수의 생성을 억제하는 방법도 개발되었다(미국특허 ;US5550l41). 

이 방법 에 응용되 는 물질로는 2-mercapto-1-methyl imidazoleY- 1,3,4-

thiadiazole를 포함하는 복합물질(예 2,5- dimercapto- 1,3,4- thiadiazole, 

amino-2-thiol- 1 ，3，4-thiadiaz이e) 등이 있다. 

3) 석회석 층을 이용한 광산폐수 처리 

석회석 층을 이용한 중화법은 석회암 지형이 많은 지역(실례 : 영국 Walse 

지방)에서 경제적으로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하는데 웅용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나 반웅과정에서 발생하는 석고와 금속수산화물이 석회암 표면에 쉽게 피 

복되므로 중화효율이 급격히 떨어지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또 금속수산화물 

의 침강성이 좋지 않아 침전조의 설치가 필요하며， 폐수 내 Fe2+가 많은 경우( 

> 50 뼈/0 중화반응시간이 길어진다. 

4) 고속폭기법 

고속 폭기법은 일본에서 많이 이용되며 중화제와 동시에 적용되어 산성광 

산폐수내 Fe2+를 빠르게 Fe3+으로 산화시켜， Fe(OHh 형태로 침전시키는 방법 

이다. 대표적인 장치로 Venturi action을 이용하여 난류 폭기를 하는 Jet 

pump-static mixer가 있다 Jet pump는 Venturi 효과를 이용하여 공기를 

suction chamber로 끌어들인다. 이때， 중화제도 함께 chamber에 유입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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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hamber에 설치된 복수의 static rnixer에 장착된 나선형 날개들에 의해 폭기 

자 더 진행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미국특허 : US4695378) 

이 처리법은 기계/화학적 중화처리법 중 초기 시설비가 저렴하고 운전이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Fe2+의 농도가 300 (mg/ Q ) 이상이면 처리 

효율이 떨어지고， 다량의 오니를 처리해야 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아울러 

iFe(OHh의 침전물의 침강성이 좋지 않으므로 대부분의 처리장에서 값비싼 웅 

칩제를 첨가하고 있다. 

5) 알칼리제의 투여 

알칼리제 물질 첨가에 의한 광산폐수 중화 및 중금속 제거 방법은 lime 

(Ca(OH)z), 가성소다(NaOH) ， Na2C03와 같은 중화물질을 폐수에 투여하여 물 

속의 알카리도를 증가시키는 처리법이다. 이 방법은 석회의 과포화에 의한 

scaling이 발생하기 쉽고， 중화제의 가격이 비싸며， 슬러지가 많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6) 역삼투(Reverse Osmosis)를 이용한 광산폐수 처리 

역삼투막을 이용하여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하는 방법도 시도되었다. 여러 

가지 막 중 formarnid- moclified cellulose acetate 막이 안정성과 용존성 님 。

T ìT 

물질 제거의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다(Pen Environmenta1 

Consultant, 1983). 그러나 이 방법은 철이나 CaS04에 의해 쉽게 막히는 단점 

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광산폐수 속에 황산이온의 농도가 높은 경우에는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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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폐수 처리법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7) 조류(algae:漢類)를 이용한 산성광산폐수의 처리 

산성광산폐수를 조류가 성장한 연못이나 조류가 부착된 매질이 있는 칼럼 

에 통과시켜 정화하는 방법으로， Mn이 많이 용존된 산성광산폐수 처리에 많 

이 이용되며(제거율 3.61 g Mψ'day/m2) ， 칼슐농도가 높을 때 유용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처리법은 수생식물과 함께 Buick Mine-Mill Complex에서 

발생하는 유출수에 포함되어 있는 납과 아연을 처리하는 데 이용되었으며， 적 

어도 7년간 스트로더천(Strother Creek)의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였다고 보고 

되고 있다. 

8) 전극을 이용하여 중금속과 황산염을 제거하는 방법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폐수를 두 개의 전극이 들어있 

는 통에 유입하고， 각 전극에는 처리하고자 하는 중금속 이온에 맞는 전압을 

가해중금속과 황산염을 침전시키는 방법이다(미국특허 US5698107). 침전을 

원활히 하기 위해 화학적 중화제를 첨가하여 pH를 높이며， 교반을 위해 자기 

장을 적용하기도 한다. 침전물은 침전， 여과 동의 과정을 통해 폐수로부터 분 

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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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소택지의 기질물질 특성시험 

인공소택지나 SAPS에 이용되는 기질물질은 처리계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 

식물들의 성장에 필요한 영양성분으로 사용되므로， 처리계에 형성되는 생태계 

(주로 식물체， 곤충류， 파충류， 미생물군으로 구성됨)의 중요한 기반물질이다. 

아울러 처리계 내부에서 유체의 수리학적 특성을 결정하는 주요 인자이기 때 

문에 기질불질의 특성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이용하는 것이 산성광산폐수계의 

효율을 높이고， 장기간 처리효율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 중요하다. 

인공소돼지 건설에 소요되는 부지 면적을 줄이고， 화학적으로 보다 안정한 

중금속 황화물 형태로 중금속을 제거하며， 산도도 동시에 제거하기 위해서는 

선택된 기질물질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황산염환원균원의 도입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단일종의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하는 대신 구조적 안정성 

이 높고， 타 미생물군과의 공생관계를 통해 환경에 대한 적응성이 높은 미생 

물 그래늄을 이용하였다. 

4-2-1. 기질물질의 화학적 · 생물학적 특성 

1) 실험목표 

기질물질은 흡착， 이온교환 등의 작용을 통해 산성광산폐수내의 용존 중금 

속을 불용화시킨다. 기질물질 내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중금속을 직접 이용하 

기도 하고， 황화수소와 같은 환원물질을 생산하여 중금속을 황화물로 침전시 

키기도 한다. 따라서 기질물질이 미생물원의 영양요소로서의 가치와 기질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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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존재하는 주요 미생물원의 종류와 특성을 조사하는 것 이 필요하다. 이 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기질물질의 화학적 조성을 분석하였고， 기질물질 내에 존 

재하는 황산염환원균의 수와 그 특성을 조사하였다. 

2) 실험방법 

기질물질의 화학적 조성은 원소분석기(EAGER 200, CE Instruments)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기질물질을 35 oC에서 48시간 건조시킨 후 

homogenizer (Nissei, Am-8)을 이용하여 분쇄한 다음 원소분석을 하였다. 

기질물질 내에 존재하는 황산염환원균의 수는 황산염환원균 분리용 고체배 

지(표 4-2- 1)에 일정량의 기질을 넣고 30 oC에서 배양하면서 측정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기질물질의 양은 1 ml였고， 배지는 영양물질이 포함된 하층과 환 

원제만 포함하는 상층의 2단으로 구성되었다. 황산염환원균은 50 ml Falcon 

tube에 배지 (media)와 기질물질을 넣어 배양하였으며， 황산염환원균의 균체수 

는 미생물이 성장한 하층배지를 일정간격으로 절단하면서 계수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실험에 사용된 기질물질은 버섯퇴비， 참나무퇴비， 슬러지 케이크( sludge 

cake) , 톱밥우분퇴비， 일반우분퇴비， 생우분 등이었다. 표 4-2-2는 기질물질들 

의 화학적 조성과 황산염환원균의 균체수를 측정한 결과이다. 조사한 기 질물 

질 중 우분을 함유한 기 질물질 이 상대 적 으로 높은 탄소함유율을 보이므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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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l 간 미생물의 탄소원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우분을 함유한 기질물질과 버섯퇴비에는 1 ml당 약 104 - 105 개의 황산 

평환원균 군체형성단위 (colony forming unit)를 가지고 있어서 황화수소 생성 

에 의한 중금속 황화물 형성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 또한 99 % 이상의 황 

산염환원균이 유기물을 초산까지 분해하는 불완전산화형 황산염환원균이었기 

i때문에 다른 미생물군 특히， 메탄생성균과 공생을 형성하여 안정적인 생태환 

껑을 장기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었다. 

참나무퇴비 및 하수슬러지 케이크는 황산염환원균의 수가 최대 l04 7H 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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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분퇴비나 버섯퇴비에 비해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현저히 떨어졌다. 따라 

서 황산염환원균을 이용하여 혐기적 인공소택지로 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한 

기질로서는 적합하지 않았다. 

표 4-2-1. 황산염환원균 분리 및 배양을 위한 고체 배지 조성. 

성 1 님r 양 

하층배지(배양배지) 

solution 1 : basal media 

distilled water(증류수) 970.0 m.e 

NaS04 1.0 g 

CaCl.2HzO 0.1 g 

NH4Cl 1.0 g 

FeS04.7HzO 0.05 g 

MgS04.7HzO 2.0 g 

agar(한천) 15.0 g 

solution 2 : phosphate buffer 

distilled water 10.0 m.e 

KZHP04 0.5 g 

solution 3 reducing agent 10.0 m.e 

Sodium-Ascorbic acid 0.1 g 

Sodium-Thioglycolic acid 0.1 g 

solution 4 carbon source 10.0 뼈 

*VFAs (2 M) 

상층배지 990.0 m.e 

solution 3 10.0 m.e 

agar(한천) 15.0 g 

* : VF As (V olatile Fatty Acids, 휘 발성 유기 산) 

예 ) acetate, propionate, lactate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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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2. 기질물질의 화학적 조성 및 특성 

hit 완전 불완전 

질소 탄소 -/i「‘그 ~ 황 K#l 산화형 산화형 비고 

SRB#2 SRB#2 

0.37:t 0.01 45.91 :t0.ll 5.84 :t0.15 O.oo :tO.OO 1.153 0.6- 1.2 35-75 ~Àà 
버섯퇴비 

비숙성 1.65 :t0.02 27.04 :t 0.또 3.66 :t6.38 O.OO :tO.OO 1.853 0.1- 0.3 10-25 

참나무 1.27 :t0.06 25.18:t 0.37 2.90 :t 0.ll O.여:t 0.05 1.492 0.1 - 0.5 5-10 숙성 

퇴비 1.24:t0.08 25.74:t 0.94 3.19 :t 0.13 0.31:t0.02 1.972 0.1-0.2 1-5 비숙성 

1.45 :t 0.01 31.57 :t0.05 4.66 :t0.04 0.74 :t0.02 1.076 0.4-1.0 45-150 짚 함유 

우분퇴비 1.80 :t O.l7 32.60:t0.39 4.86 :t0.1O 0. 1O:t0.17 0.887 0.8- 1.5 75-220 생우분 

1.42 :t 0.01 33.1O:t0.48 4.74:t 0.02 0.36 :t0.02 1.112 0.6- 1.5 55-240 톱밥합유 

슬러지 0.2l:t0.01 20.14 :t0.12 3.89 :t O.l1 0.02 :t0.01 0.972 0.2-0.8 10-15 

케이크 2.58 :tO.l4 20.41:t 0.31 3.49 :tO.l4 0.95 :t0.07 1.042 0.2 - 0.6 5-12 

#1 : 투수율(water perrneability) (단위 crrν'min) 

#2 number of colony forrning unit ( x 103 cfu!ml-sample) 

4-2-2. 기질물질의 수리학적 특성 연구 

1) 실험목적 

표 4-2-3은 혐기성 반웅기를 스테인레스 스틸망(stainless steel mesh)로 

구획화하여 각 층에 석회석， 기질물질 및 미생물원을 넣고 산성광산폐수를 상 

향류로 유입하면서 처리한 결과를 요약한 것이 q(Kim， K. H. 1998). 표 4- 2- 3 

에서 알 수 있듯이 대부분의 중금속이 기질물질층에서 제거되며， 산도도 기질 

물질층에서 급격하게 제거된다. 이러한 현상은 기질물질들이 다양한 작용기와 

기작을 통해 산성광산폐수내의 용존 중금속 제거하고 산도를 완화시키기 때문 

이다. 그러므로 산성광산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기질물질의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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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명확히 밝히고， 현장 환경에 맞게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질물질들은 

물리 · 화학 ·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특성을 가지며， 그 중에서도 실험에 사용된 

기질물질이 가지고 있는 수리학적 특성은 현장 처리계의 설계 및 안정적 운전 

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주요한 인자이다. 본 연구에서는 산성광산폐수 처리에 

사용되어 왔던 기질물질들의 수리학적 특성을 연구， 비교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각 기 질 물 질 이 가지 는 투수 계 수 (hydraulic conductivity, or coefficient of 

penneability)는 그림 4-2-1과 같은 장치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일반적으로 

투수계수는 대상물질의 투수성에 따라 정수두법(定水頭法) 혹은 변수두법(變 

水頭法)의 두가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며， 본 실험에서는 정수두법을 이용 

하여 기질물질의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기질물질의 양은 약 

2,800 rnl 였으며， 수두차는 그림 4-2-1에 도시된 좌측 반응기의 높이를 조절 

하여 변화시켰다. 각 반응기의 내경은 12 cm이었고， 투명아크릴로 제작되었다. 

또 단류현상(channeling)에 의해 측정결과에 오차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기질물질층 양단(兩端)을 직경 1 mm의 스테인레스 스틸망으로 막았다. 

스테인레스 스틸망은 상향으로 흐르는 유입수를 분산시키고， 기질물질층을 지 

지하며， 가스(gas) 생성으로 인해 기질물질이 부풀어오르는 것을 어느정도 억 

제하는 작용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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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 결과 및 고찰 

투수계수 K는 흐르는 유체 및 매개물질(媒介物質)의 성질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위는 속도(dimension L/T)의 단위와 같다. 투수계 

수는 Darcy's law를 이용하여 구하게 되며， 그림 4-2-1과 같은 실험장치에 

빠arcy ’ s law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투수계수를 구할 수 있다. 

Q =KIAt 에서， K 옳 = 많 (층류) ... (1) 

Q: 유량(flow rate) , K : 투수계수(coefficient of perrneability) 

1 : 동수경사(動水碩웹)， A : 단면적， 

L: 유선의 길이 h 수두차， t 시간 

유기물원 내에서 유체의 흐름이 난류(亂流)처럼 흐른다면 식 (1)은 

Q = KAt. (는 r 에서 

llog(완) log(KA) + i. log(꾼) (난류) ... (2) 

이므로 변수 Q/t와 h/L을 선형으로 회귀(Iinear regression)시키면 KA를 얻을 

수 있다. 상수 i는 유체의 흐름 상태에 의해 결정되며， 층류인 경우에는 = 1, 

토양에서는 0.65 < i < 1의 값을 가진다(이무락， 1985). 

그림 4-2-2는 우분 및 짚을 함유한 우분퇴비의 투수계수를 계산하기 위해 

선형회귀상수 i를 구한 결과이다. 상수 i 값은 우분이 0.667, 짚을 함유한 우분 

퇴비에서는 0.660이었다. 따라서 짚을 함유한 우분퇴비에서 물이 더 난류(亂 

流)와 비슷한 흐름을 갖을 것으로 예상되며， 생우분만을 이용했을 때보다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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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인 수리적 특성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투수계수 실험에 사용한 각 기질물질의 투수계수는 표 4-2-2에 요약되어 

있다. 벗짚성분이 대부분인 버섯퇴비는 숙성정도에 따라 1.15 - 1.85 사이의 값 

을 가졌고， 우분의 경우 짚이나 톱밥을 함유할 경우 생우분보다 투수계수가 

높았다. 현재까지 산성광산폐수 처리에 자주 이용된 버섯퇴비의 경우 상향류 

조건 에 서 0.83 - 3.99 crn/min의 투수율을 갖는다고 보고되 고 있다(Thomas. 

W. et a1., 1993), 하향류 조건에서 는 0.018 - 0.210 crrνrrun의 투수계수 값을 

보였다. 따라서 실험에 사용되는 기질물질에 벗짚이나 톱밥과 같은 첨가제를 

넣을 경우 산성광산폐수 처리계의 수리적 특성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러나 기질물질에 짚이 많이 포함될 경우， 폐수의 유입량 변화와 장기 

간 운전에 따른 기질물질 층의 조성변화에 쉽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벗짚보 

다 물리적 안정성이 높은 첨가제(예 : 톱밥)를 함유하고 있는 기질물질이 현장 

처리계의 장기간 운전에 좀 더 적합할 것으로 평가된다. 또 상향류로 처리계 

를 운전하는 것이 하향류로 운전하는 것보다 물이 더 잘 투수되므로 수리학적 

인 측면에서 더 우수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톱밥을 이용한 우분퇴비는 일 

반농가에서 우분으로 퇴비를 만들 때 자주 이용하는 첨가제이므로 손쉽게 구 

할 수 있는 장점도 아울러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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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3. 구획화된 산성광산폐수 처리계에서 각 구획의 평균 금속 농도. 

(단위 mg/ Q) 

구분 
참나무 퇴비 우분 퇴비 

석회석층 유기물층 그래늄층 석회석층 유기물층 그래늄층 

Mg 91.8 133.2 136.1 122.1 186.9 264.2 

Ca 133.4 234.0 226.7 137.4 164.8 166.1 

Al 0.0 0.0 0.0 0.0 0.0 0.0 

Cd 90.4 0.0 0.0 43.3 7.8 7.1 

Cu 18.3 0.0 0.0 6.3 5.9 9.2 

Fe 69.9 5.1 0.0 47.0 2.8 1.8 

Mn 94.0 59.9 36.4 80.6 23.2 22.9 

Zn 101.6 0.0 0.0 45.4 18.6 5.9 

구분 
슬러지 케이크 버섯 퇴비 

석회석층 유기물층 그래늄층 석회석층 유기물층 그래늄층 

Mg 98.2 97.0 88.2 96.4 101.6 95.8 

Ca 155.1 155.4 173.5 162.0 173.8 227.4 

Al 15.5 0.0 0.0 0.0 0.0 0.0 

Cd 99.0 0.0 0.0 90.2 94.8 0.0 

Cu 19.4 0.0 0.0 17.5 0.0 0.0 

Fe 62.5 19.8 0.7 64.9 73.3 40.9 

Mn 100.6 60.7 33.4 101.0 108.8 109.8 

Zn 96.4 1.2 0.5 97.7 88.6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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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2. 생우분(a) 및 우분을 퇴비화할 때 사용하는 짚 (b)의 투수계수를 

구하기 위한 선형회귀상수 i의 측정 실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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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미생물 그래늄의 특성 

1) 실험목적 

미생물 그래늄은 상향류식 혐기성 반웅기 (UASB ; Upflow Anaerobic 

Sludge Blanket)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혐기성 반응기의 운전조건 및 유입폐수 

의 특성에 따라 구조적 형태， 구성 미생물의 특성， 황산염환원 활성， 메탄생성 

활성 둥에 차이가 생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대표적 UASB 반웅조에서 채취한 미생물 그래늄의 기본적 특성을 살펴보고， 

미생물원의 안정적 확보 및 기질물질에 따른 응용성 측면에서 각 그래늄의 실 

효성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국내에서 대규모로 운영되고 있는 UASB 반응기는 약 137H 였으며， 그 중 

3-4 개의 UASB 반응기가 안정적으로 유기성 폐수를 처리하였다. 본 연구는 

청원， 광주， 구미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운전되고 있는 UASB 반응기에서 채취 

한 미생물 그래늄을 대상으로 유입수 pH에 따른 황산염환원 활성， 유기물 대 

사 특성， 안정성 등을 비교하였다. 

유입수 pH에 따른 황산염환원 활성은 5 Q 크기의 상향류식 혐기반옹기에 

서 수행하였다. 유입수의 조성은 표 4-2-4와 같으며， 유입수의 수리학적 체류 

시간은 2 일이었다. 각 미생물 그래늄의 황산염환원 활성도 5Q 크기의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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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서 인공폐수를 연속적으로 유입하면서 측정하였다. 그래늄의 침강성은 1 

e 메스실린더에 물을 가득채우고， 그래늄이 메스실린더 바닥에 도착하는 시 

간을 측정하여 종단속도를 계산하였다. 

표 4-2- 4. 혐기성 세균 배양을 위한 일반화된 배양배지#1 

구성성분 양 (g/ ~ ) 

CaCb.2H20 0.075 

MgCb' 6H20 0.075 

NH4Cl 0.3 

Yeast extract 0.2 

Lactic acid 20.0 mM 

Na2S .9H20 0.1 mM 

CU#2 0.5 

Na2S04#2 1.5 

Buffer solution 

#1 (Kayhanian, M. 외 , 1992 ; Shelton, D. R. 외 , 1984) 

#2 : 중금속 처리 능력올 살펴보기 위해 대표적 중금속인 Cu를 유입수에 넣 었고， 

황산염 농도는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가장 높은 농도인 1500 mg/ Q 로 조절하였다 

각 처 리 계 에 서 나오는 중금속 이 온은 ICP(Jobin- Yvon38)를 이 용하여 분석 

하였고， 음이 온은 Ion Chromatography(DX - 100, Dionex)를 이 용하여 시 료내 

의 음이온을 측정하였다. column은 ‘Dionex ASA- SC 4mm(1O- 32) SφJ’과 

‘Dionex P이 37024’로 구성 되 었다 anion eluant로 Na2C03 (1.8 mM), 

N라-IC03 (1.7 mM)를 사용하였고 0.7mUmin로 column에 흘려주었다. 음이온 

의 검출은 conductivity detector를 사용하였다. 측정 대상 음이온은 sol ’ 

cr, pol -, N03-이 었다. lactate와 같은 유기 산의 농도는 HPLC(Waters)를 이 

용하여 분석 하였다. 사용한 column은 ‘Aminex@ HPX - 87H, Bio- Rad'였고， 

0.004 M 황산을 0.6 mUmin의 속도로 column에 흘려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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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및 고찰 

표 4-2-5는 3개 미생물 그래늄의 일반적 특성을 나타낸 것이다. 표에 요약 

되어 있는 바와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은 구미에서 채취한 미생물 그래늄이 상 

대적으로 높았다. 그러나 청원 그래늄은 무기 성분이 높아서 (VSS/TSS 값이 

낮으므로) 물리적으로 단단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각 그래늄의 침강속도는 그 

래늄의 모양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나타났으며， 청원 그래늄이 구형의 모양을 

가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낮은 침강속도를 보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황산염 

환원균의 활성은 구미 그래늄이 상대적으로 우수하였으나， UASB 반응기를 

간헐적으로 운전하기 때문에 안정적인 물량 확보가 어려웠다. 청원 그래늄은 

물리적 안정성， 필요 물량의 확보 측면에서 다른 그래늄보다 나았기 때문에 

현장처리계에 쉽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림 4-2-3은 구미 그래늄이 유입수 pH에 대해 보이는 활성도를 도시한 

것이다. 구미 그래늄은 pH 3 - 8 사이의 유입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였으며， 

다른 미생물 그래늄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미생물 그래늄은 낮은 

pH의 산성광산폐수도 안정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 4-2- 1는 

각 미생물 그래늄로부터 분리한 황산염환원균의 모습이다. 미생물 그래늄에 

존재하는 황산염환원균 중 99 %가 이와같은 형태의 불완전산화형이며 ， 이는 

그래늄 내의 황산염환원균이 메탄생성균과 공생관계에 있고， 따라서 환경변화 

에 대한 적웅성이 높을 것이라는 일반적 예상을 뒷받침해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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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5. 미생물 그래늄의 특성 

청원 광주 구미 
콕성 

황산염환원 활성 
0.3-0.8 0.4-0.8 0.5-1.0 

(rnWg-granule/day) 

황산염환원균에 의해 | 

이용된 유기물의 양 (%) 
32 38 40 

침강속도(종단속도) 
0.9- 1.5 1.9-3.0 1.4-2.9 

(cm/sec) 

VSS/TSS(%)* 78.4 82.3 84.6 

구조적 형태 

.8 - 1.2 mm 
x 3.0 -4.0 mml x 3.0 -4.0 mml x 3.0 -4.0 mm 

공급의 안정성 ++ + 

* VSS : Volatile suspended solid (550 oc 에 서 소화) 

TSS : Tota1 suspended sol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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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황산염환원균을 첨가한 산성광산배수 처리계의 효율 평가 

1) 실험목적 

인공소택지를 이용한 산성광산폐수처리에 관한 현재까지의 국 · 내외 연구 

결과를 통해 기질물질이 중금속 제거와 산도 제거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처리계의 전체적인 처리효율을 증진시키고 장기간 안정 

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황산염환원균의 도입이 필요하였다(환경부， 1997).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앞절에서 선별한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우수한 미 

생물 그래늄을 광산폐수처리계에 도입하였고， 가장 우수한 기질물질로 평가된 

우분퇴비류와 섞어서 인공광산폐수 처리에 있어서 처리효율과 안정성을 비교 

하였다. 

2) 실험방법 

그림 4-2-5는 실험실 규모로 설계된 산성광산폐수 처리계의 모습이다. 처 

리계의 재질은 투명 아크릴이고， 전체 용적은 약 9Q 였다. 각 처리계의 구성은 

표 4-2-6에 요약하였다. 최적의 수리학적 안정성을 갖는 산성광산폐수 처리계 

를 개발하기 위해 기질물질층의 구성성분을 조절하였고 도입된 미생물 그래 

늄의 활성 및 도입효과를 비교하였다. 

산성광산폐수 처리계들은 (1) 적응기간 • (2) 1차 연속운전 • (3) 2차 연 

속운전의 순으로 운영되었다. 적웅기간 동안에는 각 처리계들을 회분식으로 

운전하면서 기질물질을 포화시켜， 수리적 안정성을 높이고， 미생물 그래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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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시켰다. 적응기간은 약 2주였다. 1차 연속운전 단계에서는 인공산성광산 

폐수(표 4-2-7)를 500 ml/day로 유입 하였다. 이 때 Fe loading rate는 약 15 -

20 gdm(gram Fe/day/ m'), Mn loading rate는 약 2.5 gdm이 었고， 

사진 4- 2- 2.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강화된 산성광산폐수 처리계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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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2- 6.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높은 산성광산폐수 처리계의 

높이별 기질물질구성 

# 1 # 2 # 3 # 4 
높이 (cm) 

톱밥우분 
우분‘짚 우분’짚 

-。「;님r (2 ‘ 1) (1 : 2) 

90 - 95 。둥 ~를「 까‘ lT'2r T 。r 등 ~"" 까「‘ T 。r 솜 jig;r -까「‘ T 。「 i jSE:「 -/L「

톱밥우분(85)“， 
우분(57) ， 우분(28) ， 

우분(85) ， 
16 - 90 짚 (28) ， 짚 (57) ， 

그래늄(15) 그 래늄(15) 
그래눌(5) 그래늄(5) 

8 - 16 석회석 석회석 석회석 석회석 

0-8 자갈 자갈 자갈 자갈 

a 기질물질층에서 차지하는 부피의 백분율 

표 4- 2- 7. 인공폐수 조제에 사용된 시약 및 인공폐수 물질 

원소 화학적 형태 
최종농도 허용기준 

(rnM) (mg/ Q ) 

pH 2.5 - 2.9 
Ca2+ CaC12 . 2H20 5.0 (200.40)#1 

Mg2+ MgS04.7H20 5.0 (121.55) 
Fe’+ , Fe 2+ FeS04 . 7H20 5.0 (279.25) < 10 
Zn2+ ZnS04 . 7H20 0.5 (32.69) < 5 
Mn2+ MnCb.4H20 0.5 (27 .47) < 10 
A13+ A1Cb 0.5 (13.44) 

Cu2+ CUS04 . 5H20 1.0 (63.55) < 3 
Cd3+ CdCb 0.5 (56.20) < 0.1 
Pb2+ Pb(N03h 0.2 (10.64) < 0.05 

HC03 NaHC03 0.1 (6 .10) 

H2S04 H2S04 1.44 

Na2S0 4 Na2S0 4 2.06 

#1 : ( )안의 숫자는 mg/ Q 단위임. 

# 5 

(대조구) 

유출수 

톱법우분(3이， 

우분(35) ， 

짚 (35) 

석회석 

자갈 

EC50 
(mg/ Q )#2 

0.11 ::t 0.00 

0.22 ::t 0.04 

0.03 ::t 0.00 

1O.0 ::t 0.30 

#2 : 유전자 재조합 대장균을 이용한 실험 결과(1994， 정금희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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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학적 체류시간은 약 5일이었다. 1차 연속운전 기간은 약 5 개월이었다. 2 

차 연속운전에서는 각 처리계의 수리학적 체류시간을 약 2.5일로 줄였고， 이에 

따라 Fe와 Mn의 부하량이 2배로 증가된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2차 연속운전 

은 미생물 그래늄을 넣은 실험계가 대조구에 비해 높은 오염물질 부하량에 대 

해서도 장기간의 안정성을 갖는지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표 4-2- 8. 처리계의 운전조건 요약 

시험순서 체류기간 시험기간 T 。「 n H1 T 。「 그 ‘f1r」
부하량 

비고 
Fe Mn 

1 적응기간 14일 14일 279 mg/ Q 27 mg/ Q 회분식 

211차 연속운전 5일 150일 500 mg/ day 15-20gdm 2.5 gdm 연속 

312차 연속운전 2.5일 50일 1,000 mg/day 30- 40gdm 5 gdm r‘l」A4」 --j-ι1~-

각 처 리 계 에 서 나오는 중금속 이 온은 ICP(}obin-Yvon38)를 이 용하여 분석 

하였고， 음이 온은 Ion Chromatography(DX - 100, Dionex)를 이 용하여 시 료내 

의 음이온을 측정하였다. 유출수에 용존되어 있는 황화수소는 Cline ’s method 

(Cline，1969)를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반응시약은 증류수와 염산을 1 l(v/ v) 

로 혼합한 산성수 500 mQ에 각각 N,N- dimethyl-p - phenylene diamine sulfate 

20.0 g과 FeCb . 6H20 30.0 g을 녹인 후， 혼합하여 diamine 반응용액을 만들 

었다. 시료내 sulfide 농도 측정방법은 다음과 같다. diamine 반응용액 40 μ에 

시료 0.5 mQ를 혐기적으로 혼합한 다음 약 2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다. 반웅 

액을 증류수로 50배 희석하여 66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light path length 

1 cm)하여 sulfide 농도를 결정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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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결과 및 고찰 

표 4-2-9는 1차 연속운전 기간 동안의 각 처리계에서 나오는 유출수 내의 

평균 중금속 농도를 요약한 것이며， 표 4-2-10은 각 처리계의 중금속 처리효 

울을 나타낸 것이다. 유출수 내의 황산이온 농도， 용존 황화수소 농도는 표 

깊-2-9에 정리하였다. 각 처리계는 Cu와 Cd는 100 % 제거하였고， Zn과 Fe는 

땅7 % 이상， Al은 약 90% 이상 제거하였다. Mn의 제거율은 40-80%의 

제거효율을 보였으며， 대조구 > 톱밥우분퇴비 > 우분 > 우분 + 짚 (2 : 1) 

> 우분 + 짚 (1 : 2)의 순으로 Mn을 제거하였다. 전체적으로 중금속 제거 효 

율은 투수계수가 상대적으로 높은 처리계(톱밥우분， 대조구， 우분 + 짚 (1: 

2))에서 안정적이고 높은 값을 가졌다. 용존 황화수소의 농도도 투수계수가 높 

은 처리계에서 높은 값을 보였으며， 황산이온의 처리효율은 약 80-99%였 

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질물질의 수리학적 특성이 중금속 제거와 황산염의 환 

원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4과 표 4-2-11은 미생물 그래늄을 넣지 않은 실험계와 기질물질 

층이 톱밥우분과 미생물 그래늄로 구성된 처리계에서 나오는 유출수 내의 Fe 

농도를 운전기간별로 나타낸 것이다. 표 4-2-11에 나와 있는 경과시간은 1차 

연속운전 시작을 기준으로한 시간이다. 1차 운전기간(0 - 150일)동안에는 두 

실험계 모두 유출수 내의 Fe 농도가 5 mg/ Q 이하로 유지되어 98 % 이상의 

Fe 제거효율을 보였다. 그러나 2차 운전시작 30일 이후(180일 경과후)부터는 

미생물 그래늄이 없는 처리계의 유출수 내 Fe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여 처리 

효율이 떨어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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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9. 산성 폐수 처리계의 유출수 성분 농도 (단위 : mg/Q) 

싫현t # 1 # 2 # 3 # 4 # 5 
톱밥우분 

우분·짚 우분:짚 
우분 (대조구) 

Influent 
(2 : 1) (1 : 2) 

Na 93.3 81.2 72.8 79.3 76.5 230 
Mg 79.5 58.3 49.5 77.9 68.6 160 
Al 1.5 1.1 0 1.7 1.0 15 
K 37.3 28 0 0 26.1 0 
Ca 672 541 429 788 569 230 

Fe 2.8 3.5 1.6 6.3 2.1 210 

Cu 0 0 0 0 0 64 
Zn 1.0 6.4 1.9 2.2 1.0 33 
Cd 0 0 0 0 0 56 

sulfide(mM) 3.9 2.2 3.0 2.3 3.3 0 
sulfate(mM) 3.0 2.8 3.6 0.1 2.0 15 

표 4-2-10. 금속 폐수 처리계의 처리효율 (단위 : %) 

와쉰번t # 1 # 2 # 3 
# 4 # 5 

톱밥우분 
우분.짚 우분，짚 

우분 (대조구) (2 : 1) (1 : 2) 
Na 59.4 64.7 68.3 65.5 66.7 
Mg 50.3 63.6 69.1 51.3 57.0 

Al 90.0 92.7 100 88.7 93.3 
Fe 98.7 98.3 99.2 97.0 99.0 
Mn 75 55 40 60 80 
Cu 100 100 100 100 100 
Zn 97.0 80.6 94.2 93.3 97.0 
Cd 100 100 100 100 100 

so/- 80.0 81.3 76.0 99.3 8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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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 11. 미생물 그래늄을 포함한 실험계(톱밥우분)와 포함하지 않은 

실험계 (대조구)의 유출수내 Fe 농도 변화 

경과시칸 
그래늄이 없는 그래늄이 있는 

시간 
그래늄이 없는 그래늄이 있는 

(일) 
실험계 실험계 

(일) 
실험계(대조구) 실험계 

(mg/ Q) (mg/ Q) (mg/ Q ) (mg/ Q) 

1 2.4 3.1 121 1.9 2.5 
4 1.6 2.3 133 2.0 2.6 
9 1.9 2.7 149 2.6 2.9 
13 1.9 2.8 150 2.3 3.1 
19 2.0 3.2 153 3.1 3.3 
25 2.1 3.0 159 4.4 4.3 
32 2.2 2.4 164 3.2 5.3 
44 1.9 3.1 168 4.6 4.4 

52 2.6 2.7 172 4.9 5.7 
69 2.3 2.3 178 17.9 4.8 
79 1.8 2.9 183 16.9 6.1 
94 2.6 3.1 188 27.5 4.3 
110 2.4 2.1 193 32.5 4.6 

그림 4- 2- 4. 미생물 그래늄을 넣지 않은 광산폐수 처리계의 유출수 Fe 농도 

변화. 그래늄이 있는 실험계는 1차 및 2차 운전기간( - 200일까지) 

에는 안정적인 Fe 제거효율을 보였으나 그래늄이 없는 실험계는 2차 

운전 시작 l 개월 후(180일 이후)부터 급격히 처리능이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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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소택지에서 기질물질에 의한 광산배수처리 실증시험 

4-3-1. 현장처리계의 안정화 

1) 실험목적 

현장처리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장처리계 자체의 처리효율 

및 수리학적， 화학 · 생물학적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인공소 

돼지를 이용한 산성광산폐수 처리에 있어서 가장 문제되는 것은 처리 시스템 

내에서 중금속 침전물을 안정적으로 없애는 것과 기질물질에 의해 운전초기에 

유출수의 BOD가 기준치 이상으로 증가하는 것 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 

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기초 대안을 마련하고자 한다. 

2) 실험방법 

본 연구에서는 현장처리계에 도입된 간단한 침전장치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기술할 수 있는 컴퓨터 모델을 개발하였고， 이를 통해 현장규모 침전장치의 

효율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컴퓨터 모델은 침전장치에서의 유 

체 흐름에 대한 유선과 유속의 크기 방향을 나타내도록 설계되었다. 

중금속 황화물 중 구리황화물은 비중(3.0-4. 1 glcm3) 이 다른 금속에 비해 

커서 인공소택지 내부에 축적되었고， 비중이 가장 낮은 FeS( l.9 g/cm3)가 침 

전조에서 대부분 침전되었다. 따라서 침전장치의 모댈은 FeS를 기준으로 하여 

설계되었다. 현장에 설치된 침전장치는 l.5 x 2.0 x l.9 m(폭 × 길이 × 높이)의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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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가졌으며， 이 중 폭과 높이를 무차원화하였다. 실제 인공소택지의 유량에 

따른 침전조 내의 Reynolds number는 측정결과 약 1235였기 때문에 

Reynolds number 1235와 3500에서의 유체 흐름을 조사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그림 4-3-1은 무차원화된 침전조에서의 유선 (stream line)을 Reynolds 

number 1235와 3500에서 도시한 것이다. 유선은 산성광산폐수를 비압축유체 

로 가정하고， 유체에 대한 연속방정식에 침전조의 경계조건을 도입하여 구한 

것이다. 

연속방정식 

a~ + ~_ (pvx ) + ~_ (pv z ) = 0 at' ax 
P 유체밀도 

v 유체속도 

그림 4-3-2에서 알 수 있듯이 유선이 바닥쪽에 밀착하여 있고， 또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중금속 황화물의 침전이 적게 일어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그림 4-3-2-1과 같은 침전조 개선방향을 도출 

하였다. 개선된 침전조에서는 유출구 부분에서만 유속이 빠르기 때문에 유출 

구 하부에 많은 중금속 침전물이 축적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표 4-3- 1은 현장 

에 설치된 침전조의 규모를 1，아0분의 1로 축소하고， 침전조 중간에 2개의 격 

벽을 설치하여 중금속 황화물의 침전효과를 조사한 결과다. 표 4-3-1a에 나타 

난 바와같이 격벽의 도입을 통해 침전효율을 5.5-8.9% 정도 높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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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설치된 침전조에서는 수층의 높이가 10배 높기 때문에 황화물입자가 

받는 압력이 크므로 더 높은 침전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격벽의 

도입을 통한 침전효율의 향상은 더 높게 나올것으로 예상된다. 

표 4- 3- 1a. 격벽 도입을 통한 침전장치의 효율 개선 

/서E프 허o 계 ss 제거율 (%) 

l 47.33 

2 52.85 

3 54 

4 56.28 

(a) 

:l>ngth 

에
 

/ , ‘ 
、

그림 4- 3- 1. 부산 일광광산에 설치된 중금속황화물 침전조 내부에서 유체의 

흐름을 유선 (stream line)으로 나타낸 그림 . (a)는 Reynolds 

number 1235에서의 유선 모형이고， (b)는 3500에서의 유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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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 침전조에 대한 모델링을 통해 얻어진 침전조 개선방안. 

(a) 원 침전조. 

~ -응-

-응i -응-

2 

-•- -늦-

-응~ -응-

3 4 

그럼 4-3- 2- 1 침전조 개설을 위한 격벽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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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소택지 기질물질이 처리할 수 있는 오염물질량 

1) 실험목적 

사진 4-3-3은 부산 일광광산에 설치된 일일 5 - 10 톤 규모의 처리용량 

을 가진 인공소택지의 전경이다. 현장에 설치된 인공소택지를 최적화하기 위 

해서는 가장 적합한 오염물질 부하량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현장처리계 

의 운전 조건을 바꾸면서 최적부하량을 얻는 것은 시간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사진 4-3-4와 같은 소규모 현장처리계((5))를 인공소택지 옆에 설치하여， 최적 

의 오염물 부하량을 결정하고자 하였다. 

-
- ”γ
 

사진 4-3- 1. 부산 일광광산에 설치된 산성광산폐수처리계. 혐기성 소택지 (CD ) 

침전조((2))， 호기성 소택지(@)으로 구성된 종합적인 광산폐수 처리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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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소규모 현장처리계(그림 4-3-3의 (5))는 직경 30 - 40 cm, 높이 150 cm의 

원통형 아크릴 관으로 되어있다. 현장처리계는 자갈 : 0 - 15, 석회석 : 15 -

30, 톱밥우분 + 미생물 그래늄 (10 %, v/v) : 30 - l30, 유출수 : l30 - 140 

cm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처리계에 유입되는 유량을 조절하여 Fe의 부하 

량을 다르게 조절하였다. Fe loading rate는 10, 20, 30, 40, 60 gdm으로 조정 

하였다. 소규모 현장처리계 운전방식은 (1) 회분식 방법으로 운전되는 안정화 

단계 • (2) Fe 10 gdm에서 연속 운전하는 단계 • (3) 목적하는 부하량에서 

연속 운전하는 단계 등으로 구성하였다. 현재는 소규모 현장처리계를 안정화 

시키는 단계에 있으며 기온이 낮은 겨울철의 처리효율을 중점적으로 연구할 

계획이다. 

3) 실험결과 

표 4-3- 1은 안정화 단계로 운전되고 있는 소규모 현장처리계들의 상부의 

중금속 농도를 시간별로 측정 · 평균한 결과이다.5개의 현장처리계 모두 20일 

이내에 안정적인 혐기적 환경을 이루었음을 알 수 있다. 이후에는 Fe의 부하 

량이 낮은 상태 (Fe 10 gdm)에서 약 2개월간 연속운전을 한 다음， 정해진 Fe 

부하조건에서 장기간 운전하여， 대규모 현장처리계 운전에 필요한 최적의 오 

염물질 부하량을 확정할 것이다. 표 4-3-2에 인공소택지 중금속 정화효율이 

나타나고 있다. 표 4-3- 2에서 1 ，2 ，3 ，4는 그림 4-3-3의 1번 반응조 4개소의 측 

점지점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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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3-1. 회분식 운전시 소규모 현장처리계들의 상층부 pH 및 

중금속 농도 및 정화효율 (원통형 시험시설) 

98년 9월 6일 (3) 98년 9월 27일 98년 10월 18일 
구분 

1 2 3 4 5 2 3 4 5 2 3 4 5 

pH 5.34 4.47 5.44 4.67 5.67 7.45 6.84 7.21 6.75 7.34 7.47 7.17 7.48 7.05 7.49 
Fe 60.8 80.2 64.0 83.1 82.9 7.9 9.5 7.5 9.7 7.3 3.2 3.4 3.1 3.3 3.1 

Al 8.3 9.1 8.4 9.2 8.4 0.5 1.5 0.7 1.3 0.5 0.2 0.3 0.4 0.4 0.3 

Mn 2.76 3.66 2.99 3.77 2.84 0.47 1.9 1.2 1.9 0.44 0.37 0.51 0.38 0.42 0.35 

Cu 8.14 14.14 7.15 14.71 7.94 2.14 3.14 1.67 2.56 1.77 0 0 0 0 0 

Cd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b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Zn 5.44 8.17 5.27 8.31 6.44 0.97 1.74 1.01 1.81 0.88 0.14 0.23 0.17 0.25 0.14 

98년 9월 6일 (3) 
98년 9월 98년 10월 

기준 27일 (24) 18일 (45) 구분 비고 
치 유입수 처리수 처리율 처리수 처리윷 처리수 처리율 

(mg/ ~) (mg! ~ ) (%) (mg!~ ) (% ) (mg! e) (%) 

pH 5.8-8.6 2.67 5.1 2 :1: 0 딩 7.12:1: 0.34 7.34 :1: 0.21 

Fe 10.0 257 70.2:1: 10.5 72.7 8.4:1: 1.2 96.7 3.2:1: 0.1 98.8 

Al 37.1 8.7 :1: 4.3 76.5 0.9:1: 0.5 97.6 0.3 :1: 0.1 99.2 

Mn 10.0 6.3 3.2 :1: 0.5 49.2 1.2:1: 0.7 81.0 0.4 :1: 0.1 93.7 

Cu 3.0 57.4 10.4:1: 3.7 81.9 2.3 :1: 0.6 96.0 100 

Cd 0.1 0.28 100 100 100 

Pb 1.0 0.17 100 100 100 

Zn 5.0 20.1 6.7:1: 1.5 66.7 1.3:1: 0.5 93.5 0.2 :1: 0.1 99.0 

1) 시험시작일 1998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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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2. 인공소택지 중금속 정화효율 

98년 9월 6일 (3) 98년 9월 27일 
구분 효율 효율 

1 2 3 4 평균 1 2 3 4 평균 
(%) (%) 

pH 4.94 5.61 5.35 5.3 :t0.3 7.46 7.34 7.51 7.14 7.4:t 0.2 
Fe 55.2 49.8 61.7 55.6 :t6.0 78.4 2.0 3.4 3.7 8.4 4.4:t 2.8 98.3 
Al 5.1 7.4 3.3 5.3 :t 2.1 85.7 0.7 0.3 0.4 0.9 0.6 :t0.3 98.4 

Mn 3.7 5.4 5.3 4.8 :t 1.0 23.8 0.5 2.1 2.2 1.3 1.5:t0.8 76.2 

Cu 3.4 2.9 7.1 4.5 :t 2.3 92.2 0.5 0.4 1.4 1.7 1.0:t0.6 98.3 

Cd 0.14 0 0 0.05:t0.1 82.1 0 0 0 0 100 

Pb 0 0 0.2 0.07 :t0.2 58.8 0 0 0 0 100 

Zn 5.7 3.5 7.4 5.5:t 2.0 72.6 0.4 0.8 0.7 0.7 0.7:t0.2 96.5 

98년 10월 18 
구분 비고 

1 2 3 4 평균 효율 

pH 7.32 8.25 7.43 7.33 7.3:t0.1 

Fe 1.4 1.7 3.4 4.5 2.8:t 1.5 98.9 

Al 0.1 0.2 0.2 0.3 0.2 :t0.1 99.5 

Mn 0.3 0.7 1.1 0.5 0.7:t0.3 88.9 

Cu 0 0 0 0 100 

Cd 0 0 0 0 100 

Pb 0 0 0 0 100 

Zn 0.1 0.2 0.1 0.1 0.1 :t 0.1 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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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3-2. 혐기성소택지에 유입되는 광산폐수의 최적 부하량을 결정하기 

위해 인공소택지 옆에 설치된 100 - 190 Q 규모의 현장 처리 

장치. 현장 처리장치의 내부 구성은 인공소택지와 최대한 유사 

하도록 조성되었다. 

221 



4-4. 기존 자연정화법에서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4-4-1. 배관내부 스케일 형성 제어방안 

1) 실험목적 

광산 폐수를 자연정화법으로 정화하고자 할 때 여러 형태의 배관이 사용된 

다. 배관체계는 산성광산폐수를 폐수처리장으로 유도하는 부분이나 현장처리 

계 내부에 유입수를 고르게 분산시키기 위해 이용된다. 그러나 실제처리 도중 

배관체계 내부에 중금속 수산화물의 침전으로 인한 스케일이 형성되고， 결국 

에는 배관이 막히는 문제를 종종 야기시킨다. 스케일 형성은 배관 내부의 유 

속 및 화학적 환경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자연정화 

법을 이용하여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할 경우 스케일 형성을 억제하기 위해 배 

관 내부의 유속을 높이는 데는 한계가 있으므로 배관 내부의 화학적 환경을 

변화시켜 스케일 형성을 막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금속 침전물 

형성에 있어서 중요한 화학적 인자인 산화환원전위 (Oxidation - Reduction 

Potential, ORP)를 조절함으로써 배관 내부에 스케일 형성이 억제되는 것을 

조사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그립 4-4-1은 부산 일광광산에서 발생하는 산성광산폐수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소규모 인공소택지 내부의 개략적인 조성과 소택지 깊이에 따른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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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전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 소택지에서는 배관 체계가 자갈층에 도 

입되어 산성광산폐수를 분배하는 데 이용되었다. 산화환원전위는 기질물질층 

까지만 실제로 측정할 수 있었고， 배관 체계 부근의 산화환원전위는 100 -

400 mV 정도로 예상되었다. 

일정한 산화환원 조건하에서 스케일 형성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살펴보기 

。멍anlc Subatratø 
냐yer 

o 
o 

o 

\ I~ 
-500 500 
。치dallon-Reduction Polential 

(a) 

g 

기 I~ 
(b) 

그림 4- 4-1. 부산 일광 광산에 설치된 인공소택지 내부의 산화환원전위 변화. 

(a) 버섯퇴비를 기질물질로 이용한 소택지， 

(b) 우분+미생물 그래늄을 기질층에 포함하고 있는 인공소택지 

위해 투명 아크릴 상자(42 x 27 x 21 cm)를 이용하였다. 상자안에는 직경이 

다른 PVC 파이프관(내경 100, 75, 40, 15 mm)을 넣었으며， 인공 광산폐수를 

순환시키면서 산화환원 완충용액을 일정시간 간격을 두고 첨가하였다. 아울러 

인공폐수의 흐름을 분산시키고 PVC 파이프를 지지하기 위해 직경 1.5 cm 이 

하의 자갈 약 7.5 kg를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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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광산폐수는 국내 광산폐수의 대표적 성분인 철， 알루미늄， 황산이온 이 

외에 구리와 망간동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 성분의 농도는 실험기간을 단축하 

기 위해 기존에 측정된 최고값의 약 5배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황산이온의 농 

도는 FeS2나 FeS 형태의 물질이 산화되었을 때 생성되는 농도의 중간값을 가 

지도록 제조하였다(표 4- 4- 1). 인공광산폐수의 pH는 pH 3이하의 산성광산폐 

수가 현장처리계로 유입되었을 때 기질물질층과 석회석층에서 발생한 알칼리 

환원물질의 확산에 의해 pH가 약간 상승하는 결과를 토대로 결정하였다. 

산화환원 완충용액으로는 10 mM Na2S . 9H20를 사용하였다. HS-/fIzS를 이 

용한 산화환원 완충계는 기존의 cystine/cysteine, Ti3+ -citrate/Ti4+ -citrate 완 

충계보다 환원력 및 완충력이 강하다(Alexander， Zehnder외， 1976). 아울러 기 

질물질층이나 외부에서 도입된 미생물원에 존재하는 황산염환원균에 의해 실 

제로 소택지를 이용한 현장처리계에서 발생하며 현장처리계내의 산화환원전 

위에 큰 영향을 끼치므로 다른 완충계보다 실제적인 장점을 가지고 있다. 

표 4-4-1. 산화환원전위가 배관 스케일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만든 인공광산폐수의 조성 

원소 화학적 형태 농도(mg/ Q) 비고 

Fe FeS04 ' 7H20 1,000 

Al AlCh.6H20 200 
. pH 3.2-3.7 
. sol-의 최종 

Mn MnClz' 5H20 300 
농도는 Na2S04 

Cu CUS04' 5H20 200 
로 조절함 

sol- 4，어O 

총 4개의 실험계를 산화환원전위 - 50 - 50 mV , 50 - 150 mV , 150 -

250 mV , 300 mV 이상 등의 조건에서 운전하였으며， 내부 순환을 통해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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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폐수가 약 5 일에 한 변씩 순환할 수 있도록 조정하였다. 또 철이온의 농 

도가 100 ppm 이하가 되면 새로운 광산폐수를 유입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산화환원전위 및 pH는 Orion사의 전용계측기 (710A， SA520, Orion)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으며， 중금속 성분의 분석은 l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ICP, Jobin- Yvon38)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사진 4-4- 1은 산화환원전위 (a) - 50 - 50 mV, (b) 300 mV 이상에서 한 

달 정도 실험을 진행한 결과이다. 환원상태의 처리계에서는 스케일 형성이 일 

(a) 
m / 

l ‘ 
、

그림 4- 4-2. 처리계 내의 산화환원전위에 따라 PVC 파이프에 생성되는 

스케일을 관칠-한 그림 . 

(a) ORP : - 50 - 50 mV, 

(b) ORP > 300 mV인 실험계 

225 



어나지 않았지만， 산화환원전위가 300 mV이상에서는 중금속 수산화물에 의한 

스케일 형성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전체적으로 산화환원전위 150 

mV 이상에서는 PVC 배관 내부에 스케일 형성이 진행되었다. 그림 4-4- 1 에 

나타나 있듯이 우분퇴비와 같이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다른 기질물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석회석층이나 자갈층의 산화환원전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 

는 인공소택지에서는 스케일형성이 억제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제로 부산 일광광산에 설치된 소규모 인공소택지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인공소택지에 도입된 PVC 분배관의 내 · 외부 표변에만 약간의 중금속수산화 

물 침전이 형성되었음을 관찰하였다. 또 광산폐수의 분배를 위해 도입된 직경 

1 cm 이하의 작은 구멍들도 막히지 않고 원형을 보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과 같은 결과에서 인공소택지를 혐기적으로 운전되도록 설계하고， 배 

관체계가 포함된 층에 기질물질층에서 발생한 환원물질의 확산이 충분히 일어 

날 수 있도록 설계하여 산화환원전위가 100 mV 이하로 유지될 수 있다면 증 

금속 수산화물에 의한 스케일 형성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4- 4- 2. Mn의 처 리 효율 향상 

현재까지 인공소택지나 여타 자연처리법을 이용한 광산폐수 처리에 있어서 

가장 처리효율이 낮아서 문제되는 오염물질은 Mn이다. 현재까지 보고된 처리 

효율은 약 40 % 이하이고， 본 연구에서도 최대 80 % 까지만 제거할 수 있었 

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algae(짧類:말무리풀)를 이용하는 방법 

이 실용화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이와같은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그림 

4-4-3과 같이 인공소택지 상부를 유출수로 채워 운전한 결과 기온이 상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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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여름철에 많은 algae가 형성되어 겨울 초까지 유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처리계는 약 85 ~ 90 % 정도의 Mn 제거 효율을 얻을 수 있었다. 현재 

건설된 현장 처리계는 이와같은 연구결과를 적용하기 위해 혐 기성 인공소택지 

• 침전조 • 호기성 소택지로 이어 지는 처리과정 중 호기성 소택지 의 일부분 

에 이와같이 algae가 서식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었고， 차후 그 처리효과를 검 

증할 계획이다. 

사진 4- 4-3. 일광광산폐수 처리를 위해 건설된 소규모 현장처리계. 상층부에 

머gae(漢類)가 자랄 수 있도록 약 20 cm 정도의 수층을 두어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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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유기물로 인한 2차 오염 방지 방안 

기질물질은 다량의 유기물들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유기물이 인공 

소택지 내에서 소모되지 않고 인공소택지 밖으로 유출될 수 있는 우려가 있 

다.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인공소택지 운전초기에 국한되며(임채현， 1997) , 그 

후에는 부유물질의 형태로 유기물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U.S. EPA).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침전조나 호기성 소택지를 적절하게 

설계함으로써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같은 문 

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침전조를 최적화하였고， 침전조 이후에도 다량의 조류 

와 식물체를 식재한 호기성 인공소택지를 거치도록 설계하였기 때문에 유기물 

에 의한 2차 오염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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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실내시험 및 실증시험에 t 대한 요약 

본 연구과제는 기질물질과 황산염환원균의 활성이 우수한 미생물 그래늄을 

이용하여 산성광산폐수를 안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기 

질물질의 특성을 조사한 결과 톱밥우분퇴비가 산성폐수에 대한 투수율이 높 

고， 황산염환원균의 활성과 영양물질 공급의 측면에서 가장 우수한 기질로 평 

가되었다. 황산염환원균원은 청원에서 채취한 미생물 그래늘이 물리적 안정성 

과 원활한 공급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현장처리계에 도입하기 적합한 미생물 

원으로 평가되었다. 현재까지 개발된 산성광산폐수 처리용 인공소택지들이 안 

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점들은 인공소택지의 수리학적 불안정성， 낮은 Mn 제 

거효율， 넓은 소요 부지면적 등이다. 이와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과 

제에서는 투수율이 우수하고 물리적 안정성이 높은 기질인 톱밥우분퇴비를 이 

용하여 인공소택지의 수리학적 안정성을 높였고， 횡산염환원균의 활성이 우수 

한 미생물원을 도입하여 독성이 강한 인공산성광산 폐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었으며， 높은 황산염환원 능력에 의한 배관 주변의 환원환경 유지를 통 

해 배관체계에 스케일이 형성되는 것을 억지할 수 있었다. 또한 Mn의 처리효 

율을 높이기 위해 소규모 인공소택지 상부에 조류를 번식시켜 유입되는 Mn 

농도의 약 80 % 이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현재는 이상과 같은 결과를 종합 

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50톤 규모의 중규모 현장처리계를 설계， 운영하고 있으 

며， 실용적인 연구결과를 얻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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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휴 폐광산 광해방지사업 수행방안 

일반적으로 휴 • 폐광산지역에서 광해방지의 기본개념은 다음의 세단계로 

이루어진다. 

@ 오염원 차단 및 격리 : 

- 광산배수의 발생 및 유출량 억제 (갱도밀폐 (adit blocking) , 산복수로， 

계콕수 배수， 부지내 배수， 토양 피복 및 식재 ) 

- 유독물질이 포함된 댐 퇴적물 유실방지 (제방， 옹벽， 방지벽 설치) 

- 용수조건에 적합한 지향성 조절배수시스템 설치 

(수로， 음용수 공급시설) 

@ 광산 배수 정화처리 : 공유수역으로 배출되기전 오염된 광산배수처리 

- 물리적， 화학적 중화처리 퉁으로 광산배수 처리 

- 자연정화 방법에 의한 광산배수처리 

- 기타 중화된 폐재 처리 처리시설과 시스템 향상 

@ 농경지 오염 방지 : 하류지역의 농경지에 대한 오염방지 

- 광산의 적치물(광미사， 폐석 둥) 및 배수로 인해 오염된 농경지의 

치유 

(오염 농경지 복원， 토양피복， 토양 개착 및 시비， 경작지 이동 둥) 

- 주거 또는 공업용지로 전환 

농작물 전환(Cd 오염지역은 벼농사 보다는 다른 대체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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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폐갱도 밀폐 설계 방법 

광해방지방법중에 갱도밀폐를 통해서 광산배수의 양을 줄이고 수질을 개선 

하는 방법이 있다. 광상(鍵皮) 자체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은 광산개발 이전 

보다 광산개발 이후가 커지게 되며 가장 대표적 영향으로 지하수가 중금속으 

로 오염된다는 점이다. 갱도 밀폐는 콘크리트 마개 (concrete plug)를 사용하여 

갱도를 밀폐하여 광산배수의 유출을 막는 방법이다(그림 5- 1). 표5- 1에 갱도 

밀폐 설계순서가 나와있다. 

(1) 완전밀폐 

폐갱도의 완전밀폐는 광산에서 배출되는 모든 물을 철저히 가두기 위해 

서 고안되었다. 이 방법이 성공적으로 되면 오염된 광산폐수의 유출은 더 이 

상 없게 된다. 

(2) Overflow 

주변지역의 특정한 지질 상황과 그외 다른 조건이 관련되면 완전 밀폐 

법을 적용하기가 어렵다. 그러므로 물이 상부 갱구에서 흘러나게 된다. 상부 

갱구에서 유출되는 수량은 하부 갱구에서 유출되는 양보다는 상대적으로 적 

다. 그러므로 침수된 광상은 공기와 직접 접촉하지 않게되어 산화되기 어렵고 

광상에서 용출되는 중금속량이 줄게되어 수질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다. 

(3) 공기유입차단법 

공기유입차단법은 완전밀폐법이나 overflow 방법으로도 지표로의 누수 

를 방지하지 못할 때 고려된다. 공기유입차단법은 갱수가 정체되어 있을 때， 

공기유입을 막도록 고안된다. plug의 형태 및 크기는 완전밀폐법과 overflow 

의 경우와는 다르다. 이 경우 갱구에서 방류되는 갱수를 막기는 어렵지만， 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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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 줄게 되고 산소가 점점 공기중 막는다.갱내의 ,.J 。
~2 공기가 유입되는 구로 

향상시킨다. 。-E 

협
 

막게되어 화광물들의 산화를 

(4) 조합형 

λ~~、 ~<?l 걷L 
l...! ~ll l::Ii:코 침수시키고 조합하여，광물을 

수질을 향상시키도록 셜계된다. 

공기유입차단법을 Overf1ow와 

막아서 

_ Ground water level 
I ----

-’-
--’ 

--./ 
./ 

ι/ 

Satuirated zone 

M 

Ground water level 

Mineral deposit 

(3) After blocking 
___ . Ground water level 

----:.-- ----~ Satuirated zone 

갱도밀폐 후 지하수 유동 

Mineral deposit 

5- 1. 개발전， 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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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l. 갱도밀폐의 설계 순서도(MMAJ，l997) 

1. 데 이 터 수집 

(1) 지질적 특징， 지형적 특정， 광상 

(2) 수갱(뿔야) 및 갱도 도연 

(3) 갱구에서의 수질 및 수량 

(4) 지하수위 자료 

(5) 강우량 자료 

(6) 기타 문서 

기 초 조 사 
2. 설제 조사 

(1) 현재의 지질도 교정 

(2) 단층， 파쇄대 및 균열대 에 대한 상세조사 

~ 1(3) 광산 현지 조사 

(4) 기타 조사 

4 
밀 폐 계 획 

1. 기본계획 12. 광산 주변지역의 지하수 거동 파악올 위한 
川 지 하수 거 동 파악 조사 및 분석 

(2) 갱수 발생원이 되는 지하수의 유입 범위 파악 1 (1 ) 광산 주변수계의 수질조사 

(3) 밀폐하기 위한 대상 갱도 파악 1(2) 지하수 재충전 범위 및 지하수위 조건 조사 

(4) 갱수 누출 방지책 검토 1 ~ 1(3) 우수 및 계곡수 유입량과 범위결정 

(5) 플러그 설치 위치 검토 1(4) 갱수원이 되는 지하수 유입범위 조사를 통해 

(6) 갱수와의 작용 방지를 위한 방법 검토 갱수로 인한 오염지역 검토 

(7) 갱수를 overflow, 기타 방법시 수로 검토 1(5) 주변암반의 지하수거동 검토 

(6) 밀폐 구간 조사 

4 
플러그 셜계 

1. 폐쇄갱도의 위치셜정을 위한 조사 

(1) 지질단변도 준비 

(2) 폐쇄 위치 조사 

1) 암종， 변성 대， 풍화대 

2) 단충 유무 및 상태 
3) 끌열， 점토류， 절리 둥의 방향 및 분포 
4) 용출수 및 침강수 조건 

5) 물의 투명도 

6) 상황에 따른 암석학적 시험 

2.플러그 설치 지정 철정 

3. 플러그의 형태와 구조 

• 14 암반 천공 설계 
(1) 천공 설계 

(2) 주입압 검토 

(3) 주입 물질 검토 

4 
시공비 산출과 문서자료 

1. 시공비 평가 2. 관련 문서자료 

(1) 수량， 단가표， 일위 대가표， 예산서 둥 평가 川 득벚한 명세서(시방서) 

~ 1(2) 이행계획 

.. 1(3) 안진 통제 

(4 ) 임시 설비 계획 

(5) 자격 및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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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는 plug에 의한 갱도밀폐 설계의 한 예이다. 이때 콘크리트 플 

러그를 광산배수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플러그 안쪽에 소석회를 쌓아 올릴 수 

있다. 플러그 주위의 누수방지를 위해， 플러그 주위의 암반과 이 암반에 접하 

고 있는 플러그의 표변에 솟크리트(shotcrete)를 하기도 한다.(그림 5- 3) 

갱구폐쇄 이전 및 이후 조사 분석된 갱수의 유량(표 5- 2) 및 수질변화 

사례가 그림 5-4에 나와 있다(MMAJ， 1997). 갱구폐쇄후 방류수는 시행이전 

농도 이하로 줄었다. 아연과 구리의 농도는 일시적으로는 상승했으나 그 이후 

감소되어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Stop 
embankment 

그림 5- 2. 플러그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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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base 
grouting hole 

\ 

/ 
Lower base 
grouting hole 

Curtain 
,/ grouting 

hole 

Cross 
section 

Top view 

그림 5-3 플러그 주변 암반에 대한 그라우팅 시공 

235 



22 

20 

18 

흩 16 

12 

i웅!i 10 

工S%? 8 

6 

4 

2 

효 많= g =3 g ~ g 

o 2 3 4 5 6 7 8 9 
Years 

그림 5- 4. Overflow에 의한 수질변화(MMAJ，1997) 

갱도밀폐용 플러그 길이(그림 5-5)의 산출식은 다음과 같다. 

일반 콘트리트로 밀폐용 플러그를 제작할 경우， 플러그의 길이는 다음식 

중의 하나로 산출되 어 야 한다. 

L = 건추 x Fs .... .. (1) 
ra ι 

L: 밀폐용 플러그 길이 (m) 

p : 밀폐용 플러그에 가해지는 수압 (tJ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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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밀폐용 플러그 전면의 표면적 (m2) 

ra 허용 전단 강도 (t/m2) 

(밀폐지점의 암반 강도가 콘크리트 강도보다 클때는 55 t!m2, 

작을 때는 암반 강도) 

Q 밀폐용 플러그의 평균 원둘레 (m) 

Fs : 안전율 (표준값 2) 

L 聽 x Fs ...... (2) 

이 식에서 wedge 길이(그림 5-6)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t ~뇨=- [2ap + v' ap( 4ap + 3sigmaca)] x Fs 2&:a 

(t ;?::: 0.375b x Fs) 

L: 밀폐용 플러그 길이 (m) 

t : 밀폐용 플러그의 wedge 길이 (m) 

p: 밀폐용 플러그에 가해지는 수압 (t/m2) 

a : b04 

b04 + b4 

bo : 밀폐지점에서 갱구의 폭과 높이중 큰 값 (m) 

b: 밀폐지점에서 갱구의 폭과 높이중 작은 값 (m) 

0" ca 허 용 압축강도 (550 t/m2) 

r ca 허용 전단강도 (55 t/m2) 

Fs : 안전율 (표준값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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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e view 

i I 

。
」
ι
 

~adit 

그림 5-5. 플러그 설계 단면 

Plan view 

썼2갖% 

그림 5-6 밀폐용 플러그 wedge 설계단면 

표 5- 2. Overflow에 의 한 광산 배 수 량 변 화 사 례 (MMA], 1997) 

시행 전 시행 후 

2.0 m~/min 0.7 to 0.8 m~/min 

238 



5-2. 광미적치장 주변 침출수와 관련된 오염방지 기술 

광미는 채굴된 광석에서 유용한 금속을 뽑아내고 남은 것이다. 광미는 

보통 광미댐에 적치되며 광산 오염을 일으키지 않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이러 

한 광미에 의한 환경오염 및 재해를 방지하려면 광미댐의 붕괴 및 광미의 유 

출을 막아야한다. 강수량이 많은 곳에서는 효과적인 배수시 설을 설치하는 것 

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Deep closed ∞nd띠 

비IIside water∞urse 

(a) Plan view 

Waste rock slime, etc. 

(이 Side view 

씻§자:ebP 쨌 

\緣/

(c) Front view 

그림 5- 7. 전형적인 광미 적치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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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가 광미댐으로 유입되면 용해물질이 오염을 일으키므로， 광산오염 

을 방지하기 위하여 광미적치장으로부터 나오는 침출수를 줄이고 경우에 따라 

서 수질을 개선해야한다. 침출수량을 줄이기 위해서는 배수시설 및 토양피복， 

식재 둥 두가지 방법이 실행되어야 한다. 

광미적치장 표면의 토양피복 및 식재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a) 유해물질 용해 억제 

b) 광미적치장을 우수와 격리시키고， 광미의 산화를 막아， 방류수 

감소와 수질향상 

c) 바람에 의한 광미 분산 방지 

d) 광미적치장 주변과 환경조화 

5- 2- 1. 토양피복 및 식재 방법 

침출수량을 줄이기 위한 방법중 가장 널리 쓰이는 방법은 토양피복과 식 

재이다. 

(1) 토양피복 

광미적치장을 효과적으로 피복하기 위하여， 폐재의 특성과 뱀의 지리 

적 조건을 충족시키는 충분한 두께로 토양피복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광미 

의 성질이 비교적 양호하거나 피복물질을 구하기 어려울 때는 식재를 하기 위 

한 최소한의 토양 피복량이 쓰인다. 토양피복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광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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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과 지질조건을 고려해야 한다(표 5- 3). 

(2) 식재 

광미적치장의 지리적 지형적 조건을 고려하는데 특히 수종 선택시 다 

음의 조건을 갖춘 수종이 적 당하다. 

a) 빠른 성장 및 번식 

b) 척박한 토양과 건습 기후 조건에 대한 저항력이 큰 수종 

c) 추위에 강하면서도 산성에 내성과 속성을 가질 것 

d) 가능하면 다년생 상록수 

e) 식재 물량 확보가 용이한 것 

위에서 언급한 사항을 고려하여 광미적치장에 적합한 수종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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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3. 광미 적 치 장 토양 피 복 두께 표준치 (MMAJ, 1997) 

광미 토양피복 

지리조건 표준두께 식재를 위한 기초 
pH 물성 

( cm ) 
(1)아주 강산인 경우， 현재 수행되는 방 

3.5 이하 30 법올 지표수와 지하수 차단올 포힘하여 

검토한다. 

냉대/아북극 30 (2)물성과 폐재의 pH가 향상되면 토양1 

악성 
피복두께가 줄어들 수 있다 

(Malign) 토양두께가 약 lOcm인 경우， 표면에 있 

온대 20-10 는 폐재의 울성과 pH를 증가시키는데 

3.5 - 4.9 효과적이다. 

냉대/아북극 20-10 최소 토양피복 두께(냉대/아북극 지역 
양성 

은 l Ocm, 온대지역 5cm)의 경우， 더욱 
(Benign) 

온대 15-5 더 pH를 향상시키고 비옥화시킨다"' 

냉대/아북극 
표충에 있는 광미의 물성을 더욱 향상 

15-5 
시킨다 

악성 

온대 15-5, 또는 O 

5.0 - 7.5 표층이 토양 조절제나 안정제 둥에 의 

냉대/아북극 15-5, 또는 O 해 향상되면， 토양피복하지 않고도 식 

양성 재가 가능하다. 

온대 0 

5-2-2. 폐재댐으로부터의 침출수 처리 

복토 혹은 녹화 등 전술된 방법이 침출수 생성방지대책으로 불충분하 

다면 침출수에 의한 오염방지를 위한 추가적인 침출수 처리대책을 세워야 한 

다. 수량과 수질에 대한 적절한 침출수 처리를 위한 설계 순서가 표 5-4에 나 

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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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4. 침출수 방지 설계 순서도 

사 전 평 가 
2. 관련 법륜 조사 1. 데이터 수집 

(1) 지 질조건， 지 형 조건， 광상 

(2) 광산 가행 상태， 폐기물량， 슬라임 (slime) 

(3) 수계의 흐름과 수질 

(4) 지하수위 자료 

(5) 강수량 자료 

(6) 기타 자료 

z
τ
 

표
 

계
 

설
 

소
 

장
 

치
 

처
「
 

즈ι
 

이
「
 

표
 
준
 
재
 

표
 
광
 

수’
 

류
 설
 
석
 

방
 
건
 
사
 

”” 
이
“
 이
이
 

h} 

4 
가 초 조 사 

2. 지질 특성 조사 
川 시추 시험 

(2) 표준 관입 시험 

1. 측량 
(1) 지형 특성 측량 

(2) 적치장소의 지형특성 측량 

(3) 적치장소의 종，횡단연 측량 

(4) 계곡수 배수로， 산복수로 측량 

(5) 계곡수 우회제방의 종.횡단연 측량 

(6) 계곡수 유치제방의 종 횡단면 측량 

(7) 작업도로 측량 

" 13 지하 갱도 검토 

4. 식재용 초목 검토 

4 
설 계 

1. 셜계 1 12. 설계 계산서 
(1) 셜계 방법 10 ) 수력 계산 
(2) 계콕수 배수 \(2) 구조 계산 

(3) 우회 제방 | 떠) 안전도 계산 

(4) 산복수로 1(4) 계곡수 배수 기초 평가 

(5) 현지 수로와 경사면 배수 

(6) 현지 조성 

(7) 저류 제방 

(8) 토양피복과 식재 

(9) 지하 갱도 

(1 0) 작업 도로 

(11) 부목 방지 

‘ 

4 
시행 및 문서자료 

2. 관련 문서 자료 

川 특별 명세 

‘ | (2) 실행 계획 

(3) 수량 계산 

1. 비용 평가 

(1) 수량 계산서 

(2) 단가표 

(3) 대차대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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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광미적치장 복구사업 진행과 설계 내역 

1) 현장조사 

량
 

-토양오염도 조사 

-수질(갱수， 침출수)오염 조사 

-토질조사 

-굴토조사 

-시추조사 

2) 광미적치장 복원 설계도 작성 

-토공 

-진입도로 개설공 

우수배제공 

-차수막공 

-복토공 

-식재공 

-오염토양 처리공 

-오염 저니토 처리공 

3) 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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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광산배수 처리 기술 

폐광산과 관련된 광산폐수처리방법은 4장에서 이미 언급하였다. 폐광 

산의 경우 폐수처리장 건설하여 운영하는데는 유지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비록 물리화학적 처리법에 비해 그 정화효율은 떨러지지만 

제 4장에 언급한 바 대로 다양한 형식의 자연정화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가행광산의 경우는 전력， 인력 등이 있고 또한 법적규제로 광산폐수처리 시설 

을 가동해야 한다. 

가행광산에서 통상 운영하는 광산배수처리방법은 폐수에 중화제를 넣 

고 교반시켜 폐수 원액에 용해된 중금속이온을 중화 및 침전시키도록 설계된 

다. 중화된 물은 청수와 슬러지를 분리시키고， 청수는 방류되고， 슬러지는 컨 

베이어로 여러 가지 처리장치로 옮겨간다. 폐수 처리 전 후 폐수의 수량과 수 

질은 광산마다 다르게 나타난다. 광산폐수의 주요처리 항목은 pH, Fe, Al, Zn, 

Cu, As , Mn 등이다. 전통적인 광산폐수 처리는 광산폐수를 중화제 즉， 소석회 

(Ca(OH)2) , 수산화나트륨(NaOH) ， 탄산칼슐(CaC03) 등으로 중화시 키 고 금속성 

분을 제거하고 청수는 방류한다. 폐수처리시 발생한 슬러지는 Thickener 등에 

서 농축되어 매립장등으로 보내진다. 표 5-5에 광산폐수 처리시설의 설계순서 

가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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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5. 광산폐수처리에 대한 설계흐름도 

1. 처려 조건 조사 
(1) 광산 연혁 
(2) 부대 조건 

(3) 수량 변화 

(4) 처리시 변화 

(5) 설비 명세 

(6) 작업 비용 
(7) 작업 조건 

(8) 광산 조건 

(9) 광상 집중 조건 

1. 실험실 시험 

예 벼 명 가 

2. 현장 조사 
(1) 부지 조사 

(2) 시추 

"13. 관련 법 률 연구 
(1) 방류수 기준 

(2) 건축 기준 
(3) 기타 

4 
기 초 조 사 

3. 셜계표준 수립 
(1) 순서도 수립 

(1) 처 리/산화， 중화， 웅고， 수화 방법 

선택올 위한 시험 

2. 확인올 위한 현장시험 
(1) 파일렷(Pilot) 시험 
(2) 종합 평가 

(2) 대차대조표 
(3) 셜버의 기초설계 

(2) 화학반웅 및 시간의 적 정조건/양 
(4) 설비 비용의 시험계산 

‘| 올 결정하기 위한 시험 
(3) 비용 비교 

(4) 처리법 비교 

(5) 작업 관리 평가 

(6) 처리 설비의 신뢰도 

1. 장버 명셰 선랙 
川 단위 장비 선택 
(2) 제작 장비 시험 

1. 수량계산서， 단가표， 

대차대조표， 

계산서 평가 

‘ 

4 
시 셜 설 계 

2. 채어 방법 평가 
(1) PID 
(2) 종합 배치 계획 

(3) 단위장비의 상세 

"1(4) 배관 도표 
(5) 전기 관련 계획 
(6) 토목 관련 계획 

(7) 건축 관련 계획 

(8) 기타 

4 

(5) 셜비 유지 비용 

시험 계산 

3. 셜벼 운용 계산 

4. 셜벼 구조 및 강도 계산 

"15. 공익젤비， 용수 공급， 전기 둥 
게산 

6. 버 정 상적 상황(단전， 홍수， 
지진)얘 대한 거동 평가 

시행 및 관련문서자료 평가 
| 녀 특별 명세 

2. 운전버용， 노엄， 시약료 1 12. 실행 계획 
"1 분석 료， 전기 료， 통신요금， 1 .. 13. 안전 조치 

수선료， 유지비용 계산 [ [4. 임시 설비 계획 
5 자격 및 허가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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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1. 광산배수처 리 방법 

광산배수에 용해되어 있는 금속 형태에 따라 적절한 광산배수처리 방법 

이 선택되어야 한다.(그림 5-8과 표 5-6). 표 5-8에 수질 특성 에 따라서 폐수 

처리 공정이 달라질 수 있는 예를 나타내 주고 있다. 광산배수 중에 녹아있는 

중금속중 오염부하량이 큰 성분은 철(Fe2+ 또는 Fe3+) 이며 이옹 형태에 따라 

처리가 달라진다. Mn 처리시 pH를 알카리 수준으로 높게 올리게 되므로 Mn 

처리후 방류 이전에 pH를 중성으로 조절하여야 한다. 그림 5-9에 광산배수 

처리시스템의 한 예가 나와있다.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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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En 50 

20 
I 10 

ii。m‘I---a- 5 

‘@QI。j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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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I。

0.2 

Em@ 0.1 
0.05 

0.02 

0.01 

0.005 

0.002 
0 .00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배 

그림 5-8. 용액내의 금속이온과 pH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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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6. 중금속 이온의 중화에 적합한 pH값 

금속이온 

뚫
 

표
 묶

 
바6
 
만족하는 pH 

표 5-7. 광산 배수 처리 

광산폐수 특성 처리 

다량의 3가철 (Fe<l+ ) 보통 중화 
(1)다량의 철이온을 함유한 광산배수 

다량의 2가철 (Fe강) 산화후 중화 

(2)광산배수에서 이온제거 이온교환 

(3)다량의 망간을 함유한 광산배수 높은 pH로 제거 

Neutralizer 

뜨뾰꾀쁘I 

희쁘g흐 

Sludge dam River 

그림 5- 9. 광산배수 처리 시스템의 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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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언 

1. 우리나라 휴，폐금속광산에서 광해발생의 주요인자는 광산배수(갱수， 광미적 

치장 및 폐석더미에서의 침출수) , 대규모의 광미적치장과 폐석더미， 그리고 

지반침하(채굴적 상부의 지표침하 및 함몰)， 폐시설 등으로 조사 되었다. 

2. 광해 발생 현상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광산배수가 인접하천과 토양(田，짧) 

을 오염시키고 광미사는 건조기에 비산하여 오염의 영향권을 더욱 확산시 

키고 있으며 지반침하 개소와 폐시설물들은 안전재해요소를 상존하고 있 

다. 

광해현상 중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있는 것은 광산 배수로 인한 광해발생 

이다. 

3. 휴，폐 금속광산 광산배수의 수질은 pH가 낮은 산성수이며， As , Pb, Cd, 

Mn, Fe, Cu, S 등으로 오염된 특성을 갖는다. 

또한 광미사의 확산(유출)을 통하여 주변 토양을 오염시킬 수 있는 원소로 

서는 As , Pb, Cd, Cu, CN 등으로 조사되었다. 

4. 국내 휴，폐 금속광산들은 대부분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상시 계속적으로 

유출되며 유해성 광산배수는 낮은 곳으로 유출되면서 하천， 농경지 등으로 

오염영역을 점차 확산시키고 있는 것이 특정이다. 

5. 금번 광해조사의 목적은 향후 광해방지사업 수행시 실질적인 기술자료로 

활용하기위한 조사였으며 관련법규상 기준치를 초과하여 광해방지사업이 

긴요한 광산들의 광해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산배수로 인하여 수질오염 

(수질환경보전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기준) 

· 일광광산 (pH, As, Zn, Cd, Mn , Fe, C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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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룡광산 (pH, As , Zn, Pb, Cd, Mn, Fe, Cu) 

· 임 천 광산 (pH, As , Zn, Pb, Cd, Fe, Cu) 

· 다덕 광산 (pH, Zn, Cd) 

· 삼보광산 (pH, Zn, Pb, Mn) 

광산 인접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공장，산업지역， 농경지>) 

. 일 광광산 (As, Cu) 

· 구룡광산 (As, Pb, Cu) 

· 임 천 광산 (Pb, Cd, CN) 

· 다덕광산 (As) 

· 삼보광산 (Pb, Cd) 

광미적치장의 광미사 유해물질(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함유기준) 

. 일광광산 (Cd, Cu) 

· 구룡광산 (As, Pb, Cu) 

• 임 천 광산 (Pb, Cd, CN) 

· 다덕 광산 (As, Cd, CN) 

· 삼보광산 (Pb) 

6. 오염된 광산배수를 정화처리하기 위하여 자연정화 처리방법에 의해 부산광 

역시 기장군 장안읍 소재 일광광산에서 인공소택지에 의한 pH 및 중금속 

의 정화효율에 대해 현장 실증시험을 한 결과 pH는 2.67(원수)를 7.3::!::0.1 

로 산성수를 중성수로， 

Fe는 257 mg/ R (원수)를 2.8::!:: 1.5mg/ R 로 98.9%, 

Al은 31.7 mg/ R (원수)를 0.2::!::0.lmg/ R 로 99.5% , 

Mn은 6.3 mg/ R (원수)를 0.7::!::0.3mg/ R 로 98.9% , 

Cu는 57.4 mg/ R (원수)， Cd는 0.28 mg/ R (원수)， Pb는 0.17 mg/ R (원수) 

2.8::!:: 1.5mg/ R 를 o mg/ R 로 각각 100%, 

Zn은 20.1 mg/ R (원수)를 0.1 ::!::O.lmg/ R 로 99.5%로 각각 정 화효율을 얻 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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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질물질 각종 위하여 자연정화처리하기 함유한 산성광산배수를 7. 즈그소으 
。 p --, ~크 

연구한 결과 톱밥우분퇴비에서 산성수에 대한 투수 

공급측면에서 

특성에 대하여 시험 의 

가장 우수한 기 활성과 영양물질 황산염환원균의 고
 

노
 표 

율이 

질물질로 평가되었다. 

인공적인 혹은 SAPSC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등 소택지 8. 

스케일 Cscale)형성은 산화환 배관내부의 광산배수 자연정화처리 시설물에서 

억제될 수 있었다. 원전위(Eh)가 작은 환원상태에서 

처리효 처리효율상 문제가 되어오는 Mn의 중
 

9. 지금까지 자연정화처리방법 

유입되 번식시켜 조류Calgae:漢類)를 

는 Mn 농도의 약 80% 이상을 제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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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소택지 상부에 높이기 위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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