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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1 • 제목 

광산혜기물관리기술개발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본 연구의 목적은 광산폐기물중 중금속을 함유하면서 산성수를 배출시키는 산 

발생 유해성 폐기물을 비 유해성 광산폐기물과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 

고I 가행광산의 산 발생 광산폐기물 적치장의 유지 관리 방법 그리고 적치상 

태가 불량한 폐광지역 광산 폐기물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국내 금속광산 중 상당수의 광산들은 현재 휴 · 폐광된 상태로서 휴 · 폐광지역 

에는 광산 개발시 발생한 광산폐기물(폐석 및 광미사)이 그대로 방치된 경우 

가 흔하다. 금속광산 및 석탄광 광산폐기물의 일부는 중금속 및 시안동 유해 

성분을 함유한 산성수를 발생시켜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다. 

최근에 시도되고 있는 광산폐기물 오염방지 사업은 광산폐기물의 산 발생력과 

중화 능력 평가 없이 폐기물 공정시험법에 의존하여 광산폐기물의 환경오염 

잠재력을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원개발로부터 발생된 광산폐기물 

적치환경의 특성과 산 발생 능력을 예측하는 광산폐기물 평가 방법이 적용되 

어 폐기물 특성에 따른 폐기물 처리/ 유지/ 관리 대책이 세워져야 광산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고 광업의 지속적 개발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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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연구개발의 주요내용 및 범위는 1) 금속광산 광미 및 탄광 폐석 침출수의 오 

염물질 특성 평가I 2) 광산폐기물로부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이론적 근거 제 

시 I 3) 광산폐기물이 방치될 경우 토양 및 지하수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오염 

물질 확산 모텔링 연구I 4) 탄광 폐석과 강수와 반웅에 의한 수질 오염 실증시 

험I 5) 광산폐기물 저류 구조물의 사면 안정성 평가 및 안전 관리에 필요한 요 

소 규명 퉁이다. 

IV. 연구개발 결과 및 활용 방안에 대한 건의 

탄광 및 금속광 광산폐기물 적치장 주변에는 산성수 이면서 수질오염 물질이 

함유된 침출수가 유출되어 수질환경을 오염시켰다. 차수막 위에 폐석을 올려 

놓고 강수와 반웅시킨 결과I 금속이 함유된 산성수가 유출되어 폐석이 수질오 

염원임이 증명되었다. 

수년동안 방치된 금속광산 광미 적치장 지반 조사 결과/ 황철석의 산화작용으 

로 지하수면 상부 비 포화대가 산성환경으로 나타났고/ 염들이 발생하여 지표 

수 및 지하수의 수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수질분석 결과 지하수는 중 

금속으로 매우 오염이 진행되었고 지하수의 유통에 따라 공간적인 오염 확산 

이 예측 되었다. 

광산폐기물에 대한 산-염기 평가 결과 국내 대부분의 광미는 산을 발생 시키 

는 능력이 중화능력을 초과하여 산성침출수를 생성할 수 있는 특성을 지녔다.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상당량의 석회 시용량이 필요한데 현재 방치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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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경우 산성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될 것이며 특히 자연적으로 산림이 복 

원되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광산폐기물 저류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를 사례를 통해 수행한 결과 광산 

폐기물 적치장 내부 지하수면 위치가 저류구조물의 안정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대규모 광산폐기물 적치장 유지 관리시 물 

관리 및 배수가 매우 중요한 것으로 해석 되었다 

현재 국내 일부 폐 금속광에서 추진된 광산폐기물의 환경오염방지 사업은 매 

립법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폐 석탄광의 경우 사방공사 및 식재에 의하여 폐 

탄광의 환경 복구를 수행하고 있다. 각 광산별 광산폐기물량은 수만톤에서 수 

백만톤에 이른다. 이러한 광산폐기물중에는 산을 발생시킬 수 있는 폐기물이 

혼재되어 있다. 광산폐기물 처리시 산-염기 평가를 통해서 산발생 폐기물을 선 

별할 수 있다면 특별히 처리 혹은 관리해야 할 폐기물량을 대폭 감소 킬 수 

있을 것이다. 

2차년도의 연구 결과는 3차년도에 직접 연결되어 폐기물의 유해 정도에 따른 

폐기물 처리/ 관리 방법이 도출되고 조속한 산림복원이 이루워 질 수 있는 식 

재 방안이 개발될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첫째l 현재 추진 중인 폐광산 환경오 

염 방지 사업에 기술적 자료가 될 것이며 둘째/ 가행광산에서는 산을 발생 시 

키는 폐기물의 발생량을 줄이는 자원개발 공정의 변화를 유도하고 운영중인 

폐기물 적치장의 관리에 활용되어/ 셋째 광산주변 자연환경 보전과 자원산업 

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반을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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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cid Rock Drainage(ARD) is the product forrned by the atmospheric 

oxidation of the relatively cornmon pyrite 뻐d pyrrhotite. Waste rock 

dumps and tailings containing sulfide mineral have been reported as toxic 

materia1s producing ARD. Mining in sulphide bearing rock is one of 

activity which may lead to generation and release of ARD. ARD has had 

some major detrimental affects on mining areas. 

The purpose of this study ,.vas carried out to develop disposal method for 

/ 
preventing contamination of water and soil environment by waste rocks 

dump and tailings, which could discharge the acid drainage with high 

level of metals. Scope of this study was as following: environmental 

impacts by mine wastes, geochemical characteristics such as metal 

speciation, acid potential 며ld paste pH of n너ne wastes, interpretation of 

occurrence of ARD undemeath tailings impoundment, analysis of slope 

stability of tailings dam etc. 

The following procedures were used as part of ARD evaluation and 

prediction to determine the nature and qu뻐tities of soluble constituents 

that may be washed from mine wastes under natural precipitation: analysis 

of water and mine wastes, Acid-Base accounting, sequential extraction 

technique and measurement of lime requirement etc. In addition, computer 

modelling was applied for interpretation of slope stability of tailings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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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산성광산배수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폐광지역과 가행광산지역에서 흔히 일어나 

는 현상으로 이러한 산성광산배수 문제는 광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 

를 제공해주는 주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심지어 개광 초기 및 가행중에 이러 

한 산성광산배수에 대한 조처를 수립하여 시행에 옮겼어도 장기적으로 산성광 

산배수에 의한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국내에서는 최근까지만 해도 광산배수 문제는 갱내수로 국한하여 이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웠지만 외국의 경우 갱내수 이외에 광산폐기물에 의한 광산 

배11:- 문제에 많은 연구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이러한 원인으로서 광산폐기물 

자체가 환경오염원이라는 사실을 인식했기 때문이다. 현재 국내의 석탄광/ 금 

속광산/ 비금속광산 동 광산종류를 막론하고 가행광산 및 폐광산 지역에 분포 

하고 있는 일부 광산폐기물 적치장중에서 금속성분으로 오염된 산성광산배수 

가 유출되어 주변 환경에 영향을 주고 있다. 

금속광산 광미 및 탄광 폐기물에는 황화광물이 상당량 포함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폐기물들은 산성침출수를 생성할 수 있다. 한편 금속광산의 광산폐기 

물에는 탄광 폐석들과는 달리 광물처리과정에서 사용된 시안 둥이 함유될 수 

있고 또한 광종에 따라서 납/ 아연/ 카드늄/ 구리 l 비소 등이 광미에 고 함량으 

로 존재하기도 한다. 

한편 광산폐기물의 재활용 정도는 금속광산 폐석등을 골재정도로 활용한 실적 

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광미 및 석탄광 폐석 등은 광산현장에 그대로 존재하 



고 있다. 특히 폐광산 지역의 경우 재활용 정도가 미진하고 광업주가 존재하 

지 않는 상태로 많은 량의 광산폐기물이 방치되어 주변 환경의 미관을 훼손시 

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광지역의 환경오염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광 

산폐기물에 대한 오염방지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사업들은 광산폐기물 

의 환경화학적 특성 평가를 기초로 하여 진행될 때 가장 효율적이고 저비용으 

로 광산환경을 치유할 수 있다고 본다. 최근 수행된 광산폐기물에 대한 환경 

정비가 수행된 지역에서 침출수가 유출되어 수질오염을 유발시키고 있다. 이 

러한 원인으로서 광산폐기물 자체의 환경오염 잠재력을 예측하지 못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시공상에 반영치 못한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광산폐기물로 

부터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대책 마련을 하기 위해서는 광산폐 

기물의 위해성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고 이에 맞는 적절한 유지 관리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과학적 노력과 기술개발이 폐기물 처리에 활용 

될 때 환경복구 비용의 절감을 가져올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금속광산/ 탄광 둥에 적치된 광산폐기물에서 현재 기술적 y 경제 

적 여건에 재활용 가능성이 적고 또한 적치량이 큰 금속광 광미 및 탄광 폐석 

에 대하여 환경오염의 실태를 조사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광산폐기물 

의 환경오염 잠재력을 알려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부각하고 특히 유해성 폐 

기물에 대한 처리시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본 조사의 최종 목적이다. 

2차년도에 수행된 연구의 주요 내용은 광산폐기물에 대한 침출수 조사y 폐기 

물 적치장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금속이 주변 수질을 오염시키는가/ 그리 

고 폐기물에서 유해한 침출수의 생성을 증명하였고 광산폐기물에 의한 지반오 

염 평가 및 광산폐기물 저류 구조물에 대한 안정성 평가 방법에 대해 연구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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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배경 

제 1 절 관련법규 검토 

가행 광산은 광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광산보안법 (1993.3.6)과 자연환경보전법 
(1991.12.31)에 의하여 규제와 감독을 받고 있다. 그러나 폐광산 지역에서 발생 

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할 규제 또는 감독할 수 있는 기관이나 책임자가 폰재하 

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폐광산 지역에서 환경오염원이 폰재하여 환경을 오염 

시키더라도 이를 책임질 수 있는 자 가 없다. 본 장에서는 광산에서 배출되는 

각종 오염물질에 대한 환경오염의 법적 규제가 제시된 환경정책기본법/ 자연 

환경보전법I 수질환경보전법I 토양환경보존법I 폐기물관리법 동 제반규정을 검 

토하고 광산폐기물과 관련된 환경오염 방지에 대한 필요성을 제기하기로 한 

다. 

환경정책기본법 제1장 총칙에서 “이법은 환경보전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의 책무를 명확히하고 환경보전정책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정함으로써 

환경오염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고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을 적정하게 관리.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법에서 환경이란 자연환경과 생 

활환경을 말한다. 자연환경은 지하.지표(해양포함) 및 지상의 모든 생볼과 이 

들을 둘러 싸고 있는 비생물적인 것을 포함한 자연의 상태로 정의한다. 생활 

환경은 대기/ 물/ 폐기물/ 소음.진통/ 악취 둥 사람의 일상생활과 관계되는 환 

경을 의미한다. 환경오염은 사업활동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되는 대기 

모염/ 토양오염I 해양오염r 방사능오염/ 소음.진동/ 악취 둥으로서 사람의 건강 

이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환경보전이라 함은 환경오염으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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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 환경을 보호하고 오염된 환경을 개선함과 동시에 쾌적한 환경의 상태를 유 

지. 조성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자연환경보전법 제1조 ”환경보전을 인위적 훼손으로 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자연생태계를 보전하며 보호할 가치가 있는 생물종의 멸종을 방지하고/ 이에 

필요한 자연환경의 보전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자연환경을 보전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휴.폐광 금속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원의 방지에 관련하여 자연환경 

의 보전을 위한 기본원칙으로 동법 제2조의 제1，2，3항에서 1. 자연환경의 보전 

은 국토의 이용관리와 조화 및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범위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2. 자연생태계는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 부터 보호되어야 하며I 훼 

손된 자연생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하도록 복원되어야 한다. 3. 양생 

동.식물 및 그 서식처는 보호되고 그 종은 보존되어야 하며/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의 국제교육은 엄격히 규제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었다. 

수질환경보전법의 제1항 제 1조에 ”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 둥 공공수역의 수질을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즉 휴.폐광 금속광산지역에서 유출되는 산성광산폐수 및 침 

출수에 의한 오염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이 쾌적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수질환경 

이 보전되어야 함도 동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 1. 폐수 -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혼입 

되어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물， 2. 수질오염물질 -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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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환경부령)， 3. 특정수질유해물질 - 사람의 건강이나 동식물의 생육에 직짖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 (환경부령)， 4. 공공수역 -

하천/ 호소/ 항만/ 연안해역/ 지하수로f 농업용수로/ 하수관거 r 운하， 5. 폐수배 

출시설 - 수질오염물질을 공공수역에 배출하는 시설불.기계.기구 기타 물체(환 

경부령) 동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 동법 제46조에 ”시.도지사는 특별대책지역 

안 토양 도는 공공수역이 특정수질유해물지에 의하여 오염이 인정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 또는 농수산물의 재배자 동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오염물질에 대한 농수산물의 재배 둥을 제한하거나 

그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하게 할 수 있다. 농수산물 재배 

동의 제한 및 수거.폐기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한 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산물의 재배를 제한하거나 생산된 농수산물을 수거.폐기할 수 있 

는 세부기준으로 수질환경보전법시행령 (1994.5 .4 대통령령 제30조 별표6에 명 

시되어 있다. 

토양환경보존법 제1장 총칙에서 ”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과 환경상의 위 

해를 예방하고 토양을 적정하게 관리.보존함으로서 모든 국민이 건강하고 쾌 

적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즉 휴.폐광산 

에서 배출되는 오염원을 제거하고 관리하여 토양의 오염을 방지하고 토양환경 

이 보존되어야 함도 동법의 목적이라 할 수 있다. 동법 제2조에 토양오염물질 

은 토양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로서 (1)카드륨 및 그 화합불 (2)구리 및 그 

화합물 (3)비소 및 그 화합물 (4)수은 및 그 화합물 (5)납 및 그 화합물 (6)6가 

크롬화합불 (7)유기인화합물 (8)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 폐닐 (9)시안화합물 (10) 

페놀류 (11)유류(동.식물성 제외) (12)기타 위 물질과 유사한 물질로서 명시하 

고 있다. 휴.폐광 지역의 광해에 의한 토양오염 기준은 동법 제14조 ”토양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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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려기준”에 의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토양오염의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로 명시되어 있고 동법 

제16조 ”토양오염 대책기준”에 의하면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사람의 건강 및 

재산과 동.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주어서 토양오염에 대한 대책을 필요로하는 

토양오염의 기준을 총리령으로 정한다“ 고 명시되어 있다. 

폐기물관리법 제1조 총칙에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여 자연환경 및 생활환 

경을 청결히 함으로써 환경보전과 국민생활의 질적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 

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동법에서 사용하는 ”지정폐기물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유.폐산동 주변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유해한 물질로서 대통령령이 정 

하는 폐기물을 말한다. 시행령 제3조의 ”지정폐기물의 종류”에는 납/ 구리l 비 

소l 수은/ 카드늄I 6가크롬l 기안I 유기인/ 테트라크로로에틸렌/ 트리클로르에틸 

렌이 명시되어 있고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의 제2조의 지정폐기불의 유해물질 

함유기준이 명시되어 있다. 

이상의 제반 법적 규제를 검토한 바 처럼 폐광산 지역의 환경보전과 자연환경 

을 보전하기 위해서 광산폐기물에 의한 환경오염 방지 노력이 긴요하다고 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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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내 광산폐기물 적치 현황 및 문제점 

광미 적치 위치 및 광미 보관형태는 광산 현장 지형에 크게 의존한다. 현장 

조사결과 광산폐기물은 계곡/ 산사면 및 평지에 주로 분포되어 있으며 규모면 

에서 계곡적치가 가장 크다(상동l 연화광업소 둥). 계곡 및 산사면 적치의 경 

우 댐 혹은 옹벽 구조물로 광산폐기물이 적치되어 있다. 

광산폐기물 적치장은 산복수로 및 배수 암거 둥 배수 시설물/ 광미 유실 방지 

용 구조물 예를 들면 흙냄/ 콘크리트댐/ 블록Covering 및 옹벽 등으로 구성되 

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광산폐기물의 표면은 극히 일부의 경우를 제 

외하고는 대부분 덮개 시설 예를 들어 복토 등이 이루워지지 않은 실정이다. 

그러나l 대부분의 광미적치장은 계곡수/ 하천수등과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으며 

넓은 집수구역내의 지형이 급하여 광산폐기물 적치장의 구조물들이 상당 부분 

파괴 유실되어 광삼폐기물의 보관 상태는 불량하다고 할 수 있다. 즉 이러한 

관리 부재는 광산폐기물이 유실되어 농경지로 유입될 가능성이 항존하다고 할 

수 있고 유해한 침출수가 방류됨을 의미한다. 

금속광산의 광미사는 자체에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함유되어 주변환경에 대한 

오염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광미사의 관리부재 혹은 장기간 방치할 경우 대규 

모 강수에 의해 수로의 붕괴/ 도로 및 철로의 차단I 농경지 피복/ 자연경관의 

훼손을 시킨다. 따라서 광미적치장의 구조가 안전한 곳에서 보관되어야 하며 

특히 광미적치장으로부터 침출수 및 중금속이 주변환경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환경오염 방지 조치가 강구되어야 한다(Fig.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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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국내에에서 수행된 바 있는 금속광산 광산폐기물 처리 사례는 주로 

저류 구조물 설치에 의한 매립법이 주를 이룬다. 매립법은 기폰 광미장 혹은 

광미 침전지에 옹벽 혹은 흙제방둥 광미저류 시설을 축조하여 매립하는 방법 

으로 필요한 경우 각종 차수재와 복토 및 식재 둥을 실시하여 광미를 관리하 

는 방법이다. 탄광의 경우 광산폐기물 처리는 대부분 폐광지역에서 수행되어 

져 왔다. 대부분의 처리법은 주변지형에 부합되게 폐석을 정비하고 그 위에 

복토 매립을 한다. 그 이후 식재를 한다. 그러나 일부 지역에서는 산성침출수 

가 유출되고 있고 또한 폐석이 유실되기도 하며 산림복원이 수월치 않음을 볼 

수 있다. 따라서 광산폐기물 처리시 오염된 침출수의 유출을 억제하고 산림복 

원이 신속히 완료될 수 있는 기술적인 연구와 이를 반영한 환경복원 사업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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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ral 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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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lfid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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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rock reaction 

water j oxygen j bacteria 

4 
Acid Mine Drainage 

acid water 

contaminated metals 

4 

Fë+, ,CuL +, Cdι+ ZnL+, PbL+ ，AS04~-， S04L -

Acidity(H+) 
4+ A 13+ Mn4+, Al 

4 

Environment 

(stream, soil et al) 

Fig_ 2-1 Process of release of contaminant by mining indu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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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산폐기물의 지구화학적 특성 

제 1 절 광산폐기물 침출수 수질현황 

1. 서론 

광산폐기물 침출수는 폐석적치장 혹은 광미적치장에서 유출되는 배수로 정의 

한다. 이러한 배수에는 일반 자연수처럼 비오염수일 경우도 있지만 산성 배수 

인 경우도 있다 잔성광산 침출수 배수남 황화광물을 함유한 암석이 불과 공 
기에 노출되어 산화작용과 용출과정을 통해서 발생되는 오염된 배수로 정의할 

수 있다. 산성광산침출수는 황화광물이 존재하는 곳이면 어느곳에서든지 발생 

가능하다 환침출수는 기본적으로 폐기물내에 황화광물 입자의 표면에서 생 
성되지만/ 궁극적인 배수 수질은 반응이 일어난 초기 위치에서 주변환경으로 

이동하면서 겪게 되는 수 많은 반응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배수 경로에 따른 

이러한 반응은 화학적/ 물리적/ 생물학적 반응들이 복합적으로 결합된 형태일 

것이며 이러한 반응들은 오염의 정도를 높일수도(예 Oxidative leaching, Acid 

leaching), 혹은 낮출수도(예: 흡착/ 중화/ 침전/ 환원/ 생흡착/ 생분해) 있다. 

따라서 광산폐기물로부터 발생되는 침출수는 다양한 수질을 나타낸다. 

현재 까지 광업계에서는 광산폐기물에 대한 관심은 폐석 혹은 광미댐의 붕괴 

로 인한 물리적 재해에 주로 관심을 두어 왔지만 광산폐기물의 환경오염 잠재 

력에 대한 인식은 미진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현재 폐광산 지역은 물론 가행 

광산의 폐기물 적치장에서 유해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다. 제 1절 연구의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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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광산폐기물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를 조사하여 그 유해성을 밝혀 광미 및 

폐석이 수질오염원임을 밝히는 것이다. 이러한 광산 침출수의 수질자료로부터 

광산을 신규로 개발할 때 혹은 기존 가행광산의 경우 그리고 폐광대책과 광 

해복구 사업시 폐기물 관리의 중요성을 알 수 있게 한다. 

2. 연구방법 

가. 조사 지역 

침출수의 조사는 폐 석탄광 폐석 적치장 및 폐금속 광미적치장 주변에서 유출 

되는 배수를 대상으로 하였다. 폐기물 침출수 채수지점은 폐시물 적치장 옹벽/ 

배수로 혹은 적치장 표면 웅덩이 등 이었다. 광산폐기물 유출수가 조사된 조 

사대상 광산은 Table 3-1, 3-2 비고란에 나와 있다. 석탄광 조사대상 지점은 17 

개 지점이었고 금속광산의 경우 20개소였다(Fig. 3-1). 한편 석탄광 침출수의 

경우 9개 시료에 대하여 중복 시료를 채수 하였다. 

나.수질분석 

광미적치장 주변에서 배수되는 물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pH, 산화환원전 

위 (Eh)， 용존산소량(DO)， 전기전도도 등 수질항목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수질 

분석용 물시료는 0.45μm 공극의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농질산을 첨가한 

후 실내에서 화학분석을 수행하였다. 석탄광 침출수 일부시료(9개)는 여과과정 

없이 분석하여 동일 시료간의 수질성분을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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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Location of sampling site,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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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원소는 Fe, Mn, Al, Ba, Ca, Cr, Cu, K, Li, Mg, Na, Cd, Co, Ni, Se, Si, 

Pb, Sr, Zn 동의 양이온이었으며 고려대학교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의 

Perkin-Elrner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rna Optical Ernission 

Spectrophotorneter) 에 의하였다. 특히 ICP-OES 분석시에는 USN(ultra sonic 

nebu1izer)를 이용하여 As, Se, Cd, Co, Cr 등의 미 량원소를 분석하였다. F, 

Cl, N02-, N03-, PO/, sol동 음이온 은 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Fig. 3-2 

에 수질분석 과정이 요약되어 있다. 

3. 연구결과 및 고찰 

침출수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가 Table 3-1 및 Table 3-2에 나와있다. 이들 수 

질자료들에 대 한 통계 량이 Table 3-3에 요약되 어 있다. 

가. 석탄 폐석 침출수 

총 18개 석탄폐석 침출수의 평균 pH 는 3.4로 나타나 조사된 침출수는 산성 

수로 나타났다. 

S042-의 경우 평균 3397mgf Q 으로 나타나 황 성분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 

났다. Fe, Al 및 Mn의 경 우 이 들 성 분들의 평 균 농도가 189.8mgf ι 197.8mgf 

Q , 11.9mgf Q 로 나타나 일반 자연수에 비해 매우 높은 농도를 나타냈다. 한편 

탄산염 광물들에 의해 주로 용출되는 Ca 및 Mg 성분의 경우 평균 114mgf Q, 

93mgf Q 로 분석되어 침출수의 주요 구성 성분임을 알 수 있다 기타 1mgf Q 

이상으로 분석되는 성분으로 Si, Na, K 둥이 있다. 한편 미량성분들중에서 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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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Measurement 
pH, Eh, Temp., Conductivity 

Fig. 3-2 Diagram showing the procedure of water sample preparation 

and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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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Water quality of leachates and water around coal mine waste(unit in mg/l) 

ID pH Eh l Con Sal l M-a P-a l p-alk l T-a1k F'I cr l NO; BrÎ N031 PO‘.3 ! SO.' Fe A1 1 Mn Fe+A1+Mn 

Coa1 Mine 

품품햄 
GRL 3.1 531 1.88 0.8 115 625 0 01 0.48 14.73 ND I ND I ND I ND I 2100 1 13 82 7.3 103 

GRL-1 13 80 7.3 100 

GRT 2.8 548 2.69 1.2 650 1625 0 0 1 2.23 8.63 ND I ND I ND I ND I 3623 1 213 167 14.2 394 

GRT-1 217 169 14.4 400 

HSL 3.1 607 3.30 1.6 160 1250 0 0 1 2.25 1.45 ND ND I I.44 ND 4067 40 245 27.6 313 

HSL-I 41 250 27.9 319 

DDL 6.3 208 0.27 0.0 o 20 0 30 1 0.03 5.21 ND ND ! ND ND 152 0.2 0.3 0 .3 I 

DDL-1 0.0 0.2 0.3 I 

YDLL 3.3 608 1.87 0.8 150 465 0 0 1 0.39 6.63 ND ND 2.04 ND 1420 52 61 4 .3 117 

HYL 7.1 231 1.61 0.7 0 75 351 0.34 2.47 ND ND ND ND 1030 5.76 0.44 2.8 9 

HYL-l 0.55 ND 2.9 3 

SDGL 3.0 633 2.59 1.2 490 1275 0 0 1 1.86 1.44 ND ND 1.56 ND 3963 229 296 11.4 536 

SDGL-l 239 615 20.2 874 

YDLH 2.9 631 2.85 1.3 500 1570 0 0 1 1.34 2.74 ND ND 0.96 ND 3806 248 203 3.2 454 

YDLH-l 261 224 3 ‘5 489 

YRL 3.0 511 5.48 2.9 500 4450 0 0 1 2.77 8.20 2.11 ND nd l ND 11219 255 847 27.1 1130 

YRL-l 259 839 27.2 1125 

HHL 3.1 512 0.97 0.3 115 350 0 0 1 0.11 9.47 ND ND 0.71 ND 652 3 43 2.9 49 

HHL-l 3 41 2.9 47 

JWL 2.87 543 2.66 1.2 275 700 0 0 1 0.07 5.28 ND ND 3.01 ND 2717 94 ND 6.3 100 

STL 2.94 530 3.37 1.6 200 2175 0 01 1.31 10.54 ND ND 5.84 ND 4830 59 ND 32.6 91 

MTL 2.61 540 3.32 1.6 100 1640 0 o ND 6.53 ND ND 28.85 ND 5527 357 ND 10.2 367 

YD1-ARD 2 .59 9.62 2.8 7290 900 820 8.8 1729 

YD2-ARD 2.53 6.54 1.9 - 1 3470 519 255 10.6 785 

DH-ARD 2.72 4.96 1.5 - 1 2660 345 207 10.1 562 

HS-ARD 2.82 6.83 2.1 - 1 2550 83.7 330 33.9 448 

DW-ARD 4.81 0.29 0.1 701 0.03 4.03 0.6 5 

Ca Mg Si Na K Cr Co Cu Zn Li Ni Sr v Cd Pb Ba As 

GRL 168 49 25 1 11.5 2.5 1 0.01 0.26 0.10 0.38 0.16 0.44 0.65 ND 0.00 0.01 0.89 0.02 강릉탄굉첨전조첨훌수 

GRL-l 162 49 231 10.4 2.0 1 0.01 0.26 0.09 0.36 0.17 0.44 0.68 ND 0.00 0.01 0.86 0.02 비여과수 

GRT 54 75 27 8.2 2.4 1 0.02 0.65 0 ‘ 14 0.79 0.28 1.1 3 0.19 ND 0.03 0.02 0.48 ND 강틈탄광갱수 

GRT-l 54 75 27 7.8 2.3 1 0.02 0.64 0.14 0.80 0.28 1. 10 0.19 ND 0.03 0.01 0.45 ND 비여과수 

HSL 146 161 28 2.6 1.5 1 0.04 0.94 0.55 3.69 0.98 1.77 2.03 ND 0.01 O.QI 0.73 0.02 한성메석장용벽칩훌수 

HSL-l 148 165 28 2.4 1.2 1 0.04 0 ‘ 93 0.53 3.66 1.00 1.74 2.10 ND 0.01 0.01 0.69 0.02 비여과수 

DDL 43 6 4 3.2 1. 1 ND 0 ‘ 00 0.01 0 .07 0.01 0.02 0.11 ND ND 0.01 0.56 ND 동덕2갱 찌|석장 회훌수 

DDL-l 44 6 4 3.3 0.8 ND 0.00 0 ‘ 00 0.02 0.01 0.02 0.11 ND ND 0.01 0.58 ND 비여과수 

YDLL 88 44 18 3.1 0.9 0.02 0.30 0.23 0.32 0.12 0.58 
02 3 577 

ND 0.01 0.01 0.53 0.00 영톨메석장(이러) 용역 !I.수 

HYL 126 165 4 4.4 6.2 ND 0.03 ND 0.02 0.11 0.03 ND ND 0.01 0.76 ND 한앙2갱 하부힘흩수 

HYL-l 125 173 4 4.6 6.9 ND 0 ‘ 02 ND 0.02 0.12 0.02 2.71 ND ND 0.01 0.60 ND 비여과수 

SDGL 115 83 30 3.1 0.8 0.07 0.59 0.61 1.43 0.67 1.26 0.45 ND 0.03 0.01 0.61 0.02 쇼훌훌훌‘ 훌 1생 톨 • • 앙훨톨후 

SDGL-l 125 149 46 4.6 0.6 0.11 1.1 5 0.84 1.88 0.81 2.28 0.33 ND 0.03 ND 0.32 0.04 비여과수 

YDLH 44 40 28 2.8 1.0 1 0.07 0.87 1.39 0.59 0.23 1.49 0.13 ND 0.03 0.02 0 .55 ND 영흩힌!링 싱￥ 빼석장 칭.수 

YDLH-I 44 43 31 2.9 0.9 0.08 0.94 1.54 0.66 0.25 1.63 0.13 ND 0.04 0.02 0.45 ND 비여과수 

YRL 136 203 60 6.3 0.6 0.13 1.54 1.00 2.18 0.97 2.99 0.2‘ ND 0.03 ND 0.08 0.05 강릉와룡칩흩수 

YRL-l 137 202 60 6.3 0.6 0 ‘ 13 1.57 1.01 2.20 1.01 3.02 0.26 ND 0.03 ND 0.08 0.06 비여과수 

HHL 14 16 14 5.3 0.9 0.01 0.14 0.07 0.20 0.06 0.21 0.07 ND 0.00 0.01 0.90 0.02 흥 .. 믿!생 때석장 수효 힘.수 

HHL-l 13 15 14 5.3 0.8 0.00 0.13 0.05 0.16 0.07 0.20 0.07 ND 0.00 0.01 1 0.86 0.Q2 비여과수 

JWL 303 70 11 2.0 3.4 0.01 0.116 0.233 0.518 ND 0.286 ND 009 0.021 0.009 10.009 ND 장앤틴굉잉훌수(륙구진영) 

STL 66 205 11 1.7 1. 1 1 0.05 1 1.046 1 1.526 
6 g3밑54 1」ND미냥 l쁘 댄프P」 L ND 

012 0.023 ND 10.012 1 0.019 I 심틴경석장정훌수(카g충) 

MTL 187 101 19 0.8 1.0 1 0.09 1 0.378 1 ND 1.354 1 ND I 1.1 69 I ND ND ND 앤뷰 ND 10.008 미틴겁석장잉.수(특구완료) 

YD1-ARD 영동펴|석장용벽 
二」→

영동펴|석장옹벽 YD2-ARD 

나 DH-ARD 동해탄광폐석장칭훌 

HS-ARD | 한성펴|석장침훌수 
DW-ARD 丁 동원폐석장옹역 

COD ∞nd‘iClîvity(mslcm)， S.I: Salini어%)， M-a: M-acidity, P ... : P..acidity, P-alk: P-a lkalinity, T-alk" T-81ωImly， ’lut 1l"Ea.~ω-.d‘ ND: nOl ‘.leh:nninc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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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 Water quality ofleachates and water around t때ings impoundments(unit in mgll) 

ID 
pH Eh Con S외 M-a P-al p-허k l T-alk F cr N02' Brï N03ï PO긴 sot 

Meta\ Mine 

JGL 6.01 283 1.68 0.7 0 75 0 90 3.89 5 nd nd 3.47 ND 1266 
JAL 5.22 421 1.77 0.7 0 50 0 93 0.7 4.34 nd nd 3.78 ND 1263 

IC-ATD 2.20 467 19.3 7442 
IC-ATD 2040 
IC-well . 35 
IC-grd 7 

IKU-ATD 3.24 0.97 0.37 444 
IKL-pro 979 
DD-ATD 4.11 228 
DD-ATD 2.65 0.93 0.43 439 
DD-ATD 2.59 LlO 0.45 506 
SJ-ATD 3.78 20 6 - 118700 
DS-ATD 3.34 2.67 0.75 
DS-ATD 3.53 2.75 0.77 620 
DS-ATD 3.44 3.28 0.92 696 
GH-ATD 7.46 2.50 0.70 78 
SD-ATD 7.42 0.21 0.06 365 
SD-ATD 7.71 0.32 0.09 104 
GB-ATD 7.42 202 1.02 0.39 395 
SB-ATD 7.79 978 

Ca Mg Si Na K Cr Co Cu Zn Li Ni Sr v Cd % 

JGL 276 78 15 16.2 5.2 ND 0.004 0.034 1.549 0.114 0.011 ND 0.017 0.006 0.005 
JAL 285 77 5 10.1 16.1 ND 0.010 0.003 1.604 0.032 0.006 ND 0.029 0.002 0.003 

1C-ATD 0.03 2.96 155.0 0.93 0.23 

IC-ATD 0.00 Ll4 38.3 0.24 Ll9 
IC-well 0.00 0.00 0.23 0.00 0.00 

IC-grd 0.00 0.00 0.07 0.00 0.00 
IKU-ATD 0.00 9.63 5.3 1 0.06 0.00 
IKL-pro 0.00 - I 60.60 16.80 1.69 L51 
DD-ATD 0.00 0.42 9.60 0.03 0.00 

DD-ATD 0.00 0.72 2.73 0.11 0.00 

DD-ATD 0.00 LlO 2.76 0.72 0.93 

SJ-ATD 0.61 2.63 2480 7.21 0.54 

DS-ATD 17 7 0.08 
DS.ATD 16 5 0.05 

DS-ATD 20 5 0.04 

GH-ATD 0.00 0.82 0.01 0.00 

SD-ATD 0.00 0.00 0.00 0.00 0.00 

SD-ATD 0.00 0.00 0.01 0.00 0.00 

GB-ATD 0.00 0.00 0.15 0.02 0.00 
SB-ATD 0.05 0.02 19.60 0.00 0‘00 

Fe AI Mn Fe+A1+Mn 

3 2 23 28 
암. 0 29 29 

2640 9.20 2649 
275 34.1 4.26 313 

0.04 0.17 0 
0.2 -1 0.00 0 

2.78 3.04 6 
132 5.39 137 

2 -1 4.1 5 6 
59 59 
59 59 

2580 4050 6630 
0.1 19 11 30 
0.1 15 11 26 
0.5 15 11 27 
0.4 0.07 0.14 

0.33 0.69 
0.06 0.06 0 

0 -1 0.26 0 
8.65 24.50 33 

Ba As 
0.017 0.007 제Z연화광미댐 배훌수(특구원료) 

0.029 0.002 장군광미댐 배훌수(가행중) 

4.20 임천칩훌수 

0.05 임천광미장지표연 웅덩이 

0.00 임천광산주변 우물 

0.00 임천광산사택지하수 

0.00 일광광산 광미적치장 웅덩이 

0.01 일팡팡산 광미적치장 풍덩이 

다덕광산광미칙치장 

다되광산광미적치장 

다덕광산광미적치장 

0.00 서점광산광미장첨훌수 

달성광산광미장칭훌수 

달성광산광미장칭훌수 

달성광산광미장힘훌수 

0.00 가학광산광미장칭훌수 

0.00 상동광산신펴l재 침출수 

0.00 상동광산구폐재 회훌수 

0.28 구봉광산광미장웅덩이 

0.00 삼보광산광미장방류수 



Table 3-3 Surnmary of analytical results of leachates 

leachates frorn coal rnine rock Leachate frorn tailings 

rnean std dev cases rnean std dev cases 

pH 3.421 1.297 18 4.201 2.754 18 

Eh 356.6 272.6 18 75.4 156.0 18 

50/- 3397.0 2722.1 18 2030.1 4485.4 18 

Fe 189.8 233.3 18 313.4 838.4 18 

Al 197.8 257.9 18 20.3 23.1 10 

Mn 11.9 10.9 18 261.6 1010.2 16 

Ca 114.6 77.5 13 280.5 6.364 2 

Mg 93.6 68.3 13 77.5 0.707 2 

Si 21 .4 14.6 13 10.0 7.071 2 

Na 4.230 2.965 13 13.1 4.313 2 

K 1.80 1.559 13 10.6 7.707 2 

Cr 0.040 0.040 13 0.0493 0.162 14 

Cu 0.450 0.535 13 7.347 14.8 18 

Zn 1.416 1.936 13 152.8 581.8 18 

Sr 0.525 0.818 13 0.0 0.0 2 

Cd 0.0142 0.0134 13 0.622 1.703 18 

Pb 0.0122 0.0102 13 0.293 0.507 15 

Ba 0.470 0.334 13 0.023 0.0085 2 

As 0.0121 0.0148 13 0.3791 1.205 12 

은 비록 표준편차가 1.936mgf ~ 으로 자료들의 차이가 많이 나고 있지만 평균 

함량이 1.4mgf ~ 로 높게 나타나 탄광 폐 석 침 출수에 용존하는 대 표적 미 량성 

분으로 나타났다. 

pH 측정자료와 Fe, Al, Mn 분석자료를 각각 점시하여 보면 pH 값이 4이상에 

서는 상기 원소들의 농도가 낮았으나 4이하의 pH에서는 공통적으로 이들 3성 

분의 농도가 급격히 높아졌다(Fig. 3-3). 상기 3성분을 동시에 합하여 이들의 

값을 pH 측정자료와 점시해 보아도 동일한 경향을 얻을 수 있다(Fig.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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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Relation of pH concentration of Fe, Al, Mn, in coal rnine rock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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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Mg, 5i 둥 침출수 주요 구성성분들을 pH 측정값과 점시해 보면 1개 자료 

σable 3-1, HYL; 한양 2갱 하부 침출수)를 제외하고는 Fe, Al, Mn 과 pH 관 

계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여주고 있다(Fig. 3-5). 즉 pH가 낮을 경우 Ca, Mg, 

5i 성 분은 매 우 높은 농도를 보여 준다. Fig. 3-6에 Na+KjCajMg 삼각다이 아 

그랩이 나와 있다. Na+K 함량이 상대적으로 20% 이하로 나와 있고 나머지 

부분이 대부분 Ca 및 Mg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성분은 음이온 

의 주요 구성 성분이 황산염 이온 이므로 황산이온과 함께 수반할 것으로 판 

단되며 또한 침출수의 경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5noeyink and 

Jenkins, 198이. 

한편 pH 와 sol의 관계 를 도시 해 보면 pH 가 산성 으로 갈수록 sol의 농 

도 역시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5042-와 Fe+Al+Mn의 농도와의 자료를 점 

시해 보면 황산이온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3성분의 농도 합은 지수승으로 

증가하고 있다(Fig. 3-η. 이상의 수질자료를 요약해 보면 1mgj Q 이상을 보였던 

금속성분과 황산염 이온들은 pH 감소함에 따라서 그들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조사된 18개 탄광 침출수중에서 2개 침출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89%가 pH 5 

미만의 산성 침출수로 조사되엇다. pH가 작을수록 금속성분 동의 농도가 급 

격히 증가하였고， Fe, Al, Mn, Ca, 5i 퉁이 주요 용존물질이 었다. 

나. 광미 적치장 침출수 

광미적치장에 대한 수질분석 결과가 Table 3-2에 나와있다. 일광I 다덕/ 구봉/ 

삼보/ 서점광산/ 상동광산 자료는 본 연구사업 1차 연도(97년)에 분석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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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달성 및 가학광산은 기존 자료를 인용하였다(민정식 둥， 1995, 1996). 상 

기 광산들중 가학/ 달성l 서점 광산들은 현재 폐광산 환경오염방지 사업이 수 

행되어져 광산폐기물이 매립되어 조사 당시와 현재와는 많은 환경변화가 있 

다. 금속광산 광미 침출수 18개 자료(Table 3-2에서 IC-ATD, IC-well 제외)에 

대한 평균 pH는 4.2로 나타나 역시 산성수 특성을 나타냈다(Table 3-3). 

5042-의 평 균 농도는 2030mg/ Q 로 나타나 탄광폐 석 침 출수 처 럼 황 성 분에 

의해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Fe의 경우 평균 313mg/ Q 이지만 표준편차가 

838mg/ Q 에 달해 시 료들간에 농도 차이 가 많다(최 소 O.OOmg/ Q - 최 대 2640mg/ 

Q). Al 의 경우 평균 20mg/ Q 의 농도를 나타냈고 최대 59mg/ Q 를 나타냈다. 

한편 Mn의 경우 Fe처럼 시료들간에 Mn농도의 표준편차가 컸으며 최소 0.06 

mg/ Q 에서 최대 4050mg/ Q 의 농도 범위를 나타냈다. Ca, Mg, 5i, Na, K 둥의 

자료는 분석자료가 2개에 불과하지만 이들 일부 자료를 통해서 석탄광 침출수 

처럼 침출수의 주요 구성성분임을 알 수 있다. 

Cu, Zn, Cd, As 등 미량원소들의 경우 석탄광 침출수에 비해서 산술적 

언 평균값을 볼 때 매우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Zn의 경우 152mg/ 

ι Cu의 경우 7mg/ ι Cd의 경우 O.62mg/ Q , As의 경우 O.3mg/ Q 의 평균 

농도를 보여 석탄광의 그것보다 유독성 성분 농도가 큼을 알 수 있다. 

pH와 Fe, Mn 의 자료를 점시해 보면 석탄광의 그것에 비해 뚜렷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는다(Fig. 3-8). 상기 수질자료들중에서 가장 두드러진 자료로 서점광 

산l 임천광산 및 삼보광산 광미 침출수를 들 수 있다. 이 침출수의 pH는 3.78 

로 Fe, Mn, Cd의 농도는 2580mg/ Q, 4050mg/ Q, 7.21mg/ Q 로 나타나 금속성 

분으로 상당히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전기전도도는 20m5/cm였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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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임천광산 광미적치장 침출수((IC-ATD)의 경우 Zn이 155mgj Q, As이 4.2mg 

j Q 로 유해 성분의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이때 전기전도도는 

19.3mSjcm 로 나타나 서점광산 침출수와 함께 수질이 매우 오염된 것으로 나 

타났다. 삼보광산 광미 침출수는 비록 pH가 7.79로 중성을 나타냈지만 Fe가 

8.65mgj ι Mn이 24.50mgj Q, Zn가 19.60mgj Q 로 나타났다. 이 는 금속광산 배 

수가 산성이 아니더라고 금속성분으로 오염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탄광폐석 침출수에서 Fe, Al, Mn, Ca, Mg, Si 등 성분이 주요 용존물질로 조 

사 되었다. 폐석 침출수의 pH가 산성인 경우 상기 성분들의 농도는 매우 높 

게 분석되어 산성 침출수는 수질오염원으로 평가된다. 

금속광산 광미 침출수의 pH는 산성에서 중성의 범위를 보였다. pH가 

낮은 침출수는 탄광폐석 침출수 처럼 Fe, A l, Mn 등의 농도가 높았다. 

그러나 삼보광산 침출수 처럼 pH가 중성인 경우도 Fe, Mn, Zn 둥이 

매우 높게 함유되어 석탄광 침출수 수질과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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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광산폐기물중의 금속 존재 형태 

1. 서론 

채광활동과 생산된 광물의 처리과정에서 발생하게 되는 광산 폐기물들은 불가 

피하게 잠재적으로 독성을 띠는 물질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부적절하게 매립되 

거나 처리되지 않은 광산 폐기물들은 바람이나 강우에 의해 풍화/ 침식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주변환경으로 독성물질이 이동하게 된다. 광미/ 폐석더미에 

포함된 중금속의 경우 그 화학적 형태가 유출정도와 중금속의 이동경로에 중 

요한 영향을 미친다. 

광산폐기물에 의한 중금속오염의 영향 조사에 있어서 중금속 원소의 화학적 

형태에 대한 정량적 평가가 이루어져야 생물학적 흡수도나 이동도를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연속적인 추출제의 사용으로 중금속을 단계별로 

회수하는 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몇몇 학자들에 의해 하상퇴적물I 토양/ 슬러 

지 동에 이러한 연속추출분석을 적용한 바 있으며 석탄광 및 금속광산의 폐석 

과 광미내 중금속 원소들의 화학적 형태 평가에도 웅용될 수 있다. 이러한 중 

금속 원소들에 대한 화학적 형태 분석은 환경오염 복구 계획을 수립하는데 유 

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본 절에서는 광산지역의 주요 오염원인 금속광산 광미 및 석탄광 폐석내 중금 

속의 rnetal speciation 분석을 실시하여 광산폐기물로부터 유출 가능한 금속에 

대해 평가하고 제 1절에서의 침출수 수질화학을 금속 존재 형태를 통해 규명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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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가. 중금속 원소의 화학적 형태와 이동 

광산 폐기물로 부터 중금속 이동은 원칙적으로 용액상으로 일어난다. 따라서 

중금속의 고체상과 액체상에서의 화학적 형태를 조절하는 화학적 인자가 중금 

속의 이동도를 결정하게 된다. 또한 이온화 또는 용해가 가능한 상태로 존재 

하는 중금속 원소들이 침출수 수질에 반영될 것이기 때문에 중금속 원소의 화 

학적 형태가 중요하게 된다(Bowie and πlornton， 1985). 

일반적으로 토양 및 퇴적물내에 중금속원소의 분포가능한 형태가 Table 3-4에 

나와 있으며 각 존재형태별로 중금속 이온을 추출할 수 있는 화학반웅도 제시 

되어 있다. 토양내 중금속의 분포 상황은 결합형태에 따라 이온교환성l 탄산염 

결합/ 철/망간 산화물 결합/ 유기물/황화물 결합형태 등으로 구분하기도 한다. 

이렇게 각 존재상태로 존재하는 중금속의 함량 평가는 고체시료 성분에 다양 

한 화학적 반응성을 가지는 추출제를 이용함으로서 이루어진다. 중금속류의 

가용성 함량과 화학적 형태는 중금속의 종류에 따라 pH, 산화환원전위 (redox 

potential), 양이온 교환능(cation exchange capaciη)， 점토와 유기묻의 함량 빛 

형태/ 철/망간 산화물의 함량 등에 따라 결정된다(Adriano， 1986). 대부분의 

중금속은 산성환경에서 식물체로의 흡수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 광산지역 주 

변에서 나타나는 산성토양에서 식물체내의 중금속 흡수가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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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Metal ion association in soil and sedirnent sarnples (Ure and 

Davidson, 1995). 

Component Meta1 content source Release mechanism 

Precipitated compounds 

Carbonates{incl. Physically sorbed Change in pC02 

shell fragments) Co-precipitated Dissolution in weak acids 
Pseudo-morphosis 

Sulfides Co-precipitated metal Oxidation of S 
sulfides 

Hydroxides and Physical sorption Reduction of Fe;이!ln to 
oxides of Fe~n Co-precipitated lower valency 

Chemi-sorbed 

Organic acid Sparingly soluble metal Lowering pH; 
compounds salts; metal complexes Destruction of organic 

matter 

Residual organics 

Lipids, humic Physical sorption Destruction of organic 

substances Chemi - sorption matter; displacement by 
Metal complexes ligands(EDT A) 

Rock fragments CηTstall lattices’ metal Destruction of basic lattice 
bonded in inert pos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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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속추출 분석 

최근의 생물학적/ 환경학적 연구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화학종(chernical 

species) 규명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중금속 원소들의 분포/ 이동도 및 

생물학적 흡수정도는 그 원소의 총함량보다는 실제로 자연계에서 나타내는 물 

리적/ 화학적 형태에 의존한다는 사실이 널리 인식되어지고 있는 증거이다. 자 

연적이든 인위적이든/ 환경조건의 변화는 필수원소나 독성원소의 존재 형태를 

변화시킴으로 해서 그 거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 조절요소는 

pH, 산화환원전위， 착염을 형성하게 하는 리간드와 흡착이 일어나는 입자 표 

면의 유용도 동을 들 수 있다(Ure and Davidson, 1995). 

화학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으로 기질(rnatrix)내에서 원소의 분자상 형태나 서 

로 다른 원소들의 원자상 결합을 의미하는 것이나 중금속 원소들의 화학종 연 

구에서는 주어진 기질 내에서의 실제적인 분포상황/ 관찰된 화학종 분포를 설 

명할 수 있는 물리 · 화학적 작용/ 분석특성 동을 포함할 수 있는 용어로서 사 

용되고 있다(Kersten 뻐d Förstner, 199이. 또한 연속 추출법 (sequential 

extraction)에 의한 화학종 연구에서는 시료에 적용된 불리 · 화학적 분급 단계 

에 따라 화학종을 구분하고 있다. 즉/ 연속추출 단계는 수용성 (water/acid 

soluble), 교환성 (exchangeable), 환원 성 (reducible), 산화성 (oxidizable) , 잔류상 

(residual) 동의 형태로 중금속들의 존재형태를 분리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환원성/ 산화성/ 잔류상 형태는 각각 철/망간 산화물/ 유기물/황화물과 

규산염 결합형태에 해당한다. 

화학종 연구의 하나로서 연속 추출법 (sequential extraction)은 Tessier et 

al. (1979)의 연구 이후로 많은 방법들이 제시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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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화학종 형태의 선정에 다소 차이를 보이며 실제로 목표로 한 형태에 특정 

추출제가 특정하게 작용하는지에 대해 의문이 제시되어 왔다(Kim and 

Fergusson, 1991). 또한 추출제 의 화학적 성 질 이 나 추출효율/ 추출단계 의 순서/ 

재홉착현상 둥과 같은 실험 조건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 

다(정명채， 1994). 따라서 단순히 많이 이용되어지는 연속 추출법의 이용만으 

로는 잘못된 결과와 해석을 내릴 수도 있다. 그럼에도 분석과정의 정확한 신 

뢰성 평가가 선행되어지고 타당한 연속추출법의 적용한다면 광미 및 폐석내 

중금속 원소들에 대한 화학적 형태 평가에도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Harrison et al. , 1981). 

다. 화학적 형태 및 추출제의 선정 

중금속 원소들의 화학적 분급 상황은 다양한 환경조건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그 선정에 세심한 주의가 요구되며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화학 

적 형태로 구분하고 각 단계별로 추출제를 결정하였다. 

1) 교환성 형 태 (exchangeable fraction) 

이 형태의 중금속 원소들은 흡착되어 있거나 이온교환성 형태로 존재하는 것 

으로 점토광물l 유기물질l 비정질 물질 둥이 중요한 홉착제이다. MgCh, CaCh, 

NaN03 동과 같은 중성염들이 주로 사용되는 추출제로서 토양 입자표면의 음 

전하를 띄는 부문에 정전기적으로 결합한 이온들을 제거하는 능력이 있다. 입 

자표면의 2가 및 3가 양이온에 대한 선호성으로 인해 추출제의 양이온 농도가 

추출하고자 하는 중금속보다 높아야한다. 일반적으로 1M 이상의 농도가 주로 

사용되어지며 이 연구에서는 1M의 MgCh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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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산염 결 합 형 태 (carbonate fraction) 

중금속 원소들은 자연상태의 탄산염에 의해 침전 또는 공침전의 형태로 존 

재할 수 있으며 주로 약산에 의해 추출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1M NaOAc 또 

는 HOAc가 기타 유기물질이나 산화물/ 점토광물의 용해없이 방해석 및 돌로 

마이트를 충분히 분해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응시간은 시료의 입 

도/ 양/ 탄산염의 존재형태 둥에 의해 조절할 필요가 있으며 이 연구에서는 

O.16M HOAc를 이용I 16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3) 산화물 또는 망간산화물 결합 형태 

(Fe- , Mn- hydroxide-oxide fraction) 

철 · 망간 산화광물 또는 산화화합물은 일반적으로 수용액상의 미량원소를 제 

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수계환경에서 통상적으로 

존재하여 미량원소의 거동과 이동경로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대부분의 

토양이나 퇴적물내 중금속의 화학적 형태 분석연구에서 철 · 망간 산화물이 주 

요하게 미량원소의 화학적 존재양상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들과 

결합된 미량원소들을 분리해내기 위하여 다양한 산이나 환원제로서 선택적으 

로 철 · 망간 산화물을 분해하고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러한 방법들에서 

다양한 추출제들이 단일 성분(예 I 3가 철산화물)만을 분리하지는 못하고 있다. 

또한 추출한 화합물의 화학종이나 결정도에 대한 주장은 있지만 정확하게 어 

떤 결정광물(침철석/ 또는 결정도가 낮은 철수산화물)이 추출되는지 밝히지 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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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McC값ty et al.(1998)은 지 금까지 주장되 어 진 철 · 망간 산화물과 관 

련된 미량원소들의 화학종을 구분하기 위한 다양한 추출방법 (Table 3-5)을 x

선 회절/ 시차 x-선 회절， ICP 분석을 통해 검증한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 

법들이 모두 미량원소와 산화광물과의 연관성을 신뢰성있게 결론짓지는 못하 

며 시료내 철 · 망간 산화물의 광물학적 특성에 의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McCarη et al., 1998).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명확하게 중금속원소의 철 · 망 

간 산화물과의 연관성을 구분하기 보다는 O.lM NH20H . HCl 용액을 이용한 

경우 망간산화물을 주로 분해하며， O.2M NH4-OX을 이용하여 주로 철산화물 

을 분해하여 각각 중금속원소들과의 관련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 

였다. 

4) 산화성 형 태 (oxidizable fraction) 

중금속 원소들은 토양내 유기물질과 착염형성/ 홉착/ 킬레이션 동의 기작으로 

결합할 수 있으며 H202를 이용한 유기물 산화가 주된 추출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다량의 황화광물도 추출될 수 있으며 따라서 이 연구에서 

는 유기물 결합 형태라는 용어보다는 산화성 형태로 표현한다. Cd, Cu, Pb, 

Zn 둥과 같은 중금속 원소의 경 우 Tessier et al. (1979)과 Davidson et al. 

(1994)의 방법에서 주로 사용하는 방법을 따랐으며 As의 경우 휘발성으로 인 

해 KCl03의 첨가후 HCl으로 상온에서 반응시키는 방법 (Harrington et al, 

1998)을 이 용하였다. 

5) 잔류상 (residual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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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5. Extraction procedures for chernical partitionings of trace elernents 

associated with Fe or Mn oxide(McCarty et al., 1998). 

Extraction reagent Procedure Soluble species 

Di-sodium-EDTA O.lM, 4.lOg sample m 200.59g Mainly Mn oxide 

adjusted to pH 8 solution, shake 2h minerals and 

microcrystalline apatite 
HA-HN03 4.02g sample m 200.36g Mainly Mn oxide 

(O.1M hydroxylamine solution, shake 2h minerals, 

hydrochloride in 0.11\‘ <10% Fe-oxides 

HN03) 
HA-AA 4.02g sample m 200.36g Both Mn and Fe oxide 

(0.25M hydroxylamine solution, shake 2h minerals 

hydrochloride in 25%(v/ v) 

acetic acid) 
HA-HCl 4.08g sample m 201.55g Microbially reducible 

(O.25M hydroxylamine solution, shake 2h Fe(ill) 

hydrochloride in 0.25M 

HCI) 

0.5M HCl 4.01g sample m 200.36g Both Mn and Fe oxide 

solution, shake 2h compounds 

Na-Dithionite, CBD 4.02g sample added to 159.73g Free iron oxides, 

(O.3M Na-citrate, 1.01이 0.3M Na-citrate and 20.35g including goethie and 

NaHC03 and NazSz04) 1.0M NaHC03 hematite 
Mixture brought to 80 'c m 
water bath , and 4.00g NaZS20 4 

was added, shake 2h 

NHcOX 4g sample in 803.42g solution, Poorly crystalline Fe 

(ammonium oxalate shake in dark 2h oxides, little goethite and 

in the dark, O.2M hematite 

(N~)zCZ04 . HzO 

at pH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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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단계에서 추출되고 남은 중금속 원소들은 1, 2차 광물들의 격자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자연상태에서 용출되기 어려운 것으로 예상한다. 

일반적으로 강산을 이용하여 분해하며 이 연구에서는 왕수를 이용한 분해를 

실시하였다. 왕수를 이용한 분해는 Cd, Cu, Fe, Mn, Pb 등의 경우 총함량의 

70-90%를 추출할 수 있으며， Al의 경우 30-40%의 추출율을 보인다(Alloway， 

1995). As의 경우 왕수를 이용하였으나 상옹에서 반응시켜 휘발성을 최소화하 

였으며 일반적으로 최소의 손실로 추출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lloway, 1995). 

라. 광미 용출시험 결과 

본 연구대상 광미중 일부 광미는 폐기물 용출시험 방법을 적용하여 그 용출정 

도를 평가한 바 있다(민정식 퉁， 1996). 위 연구에서는 균일하게 혼합한 광미 

사 시료를 염산으로 pH 5.8-6.3으로 조절한 불과 혼합하여(시료 1:용매 10) 

500ml 이상의 혼합액을 조제하고 이를 원심분리하여 그 상동액을 ICP-AES로 

분석하였다. 이러한 분석에 의해 측정되는 중금속은 본 연구와 비교할 때 연 

속추출분석에서 교환성과 탄산염 결합 형태의 일부가 추출되는 것으로 판단하 

며 그 결과를 통해 침출수로 쉽게 용출될 수 있는 양을 평가할 수 있다. 

민정식 동(1996)에 의해 발표된 자료가 Table 3-6에 제시되어 있다. 쌍전(As; 

47mgjl), 송천(As; 6mgjl), 은치 (As; 3mgj l, Cd; 1.73mgjl) 광산의 광미에서 

Cd 및 As이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산폐기물의 대표적 용출성분인 Fe, 

Al, Mn 및 Zn 동의 용출결과/ 금장(Zn; 55mgjl), 다락(Al; 12mgjl), 송천(Fe; 

332mgjl), 쌍전(Fe; 42mgjl), 은치 (Zn; 156mgjl), 제2연화(Mn; 15mgjl) 광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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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Leachable contents of metals in tailings samples(Min etal, 1996). 

(unit in mgjl) 

광산명 As Cd Pb Zn Cu Fe Al Mn 

기린 0.04 <0.001 0.029 0.029 0.01 0.015 0.89 0.26 

그장 0.052 0.50 2 55 0.550 <0.01 0 ‘ 87 0.250 

二n그 ;셔 。 0.039 0.016 0.075 0.790 0.017 0.01 1.03 5 

다락 0.020 0.050 0.050 8 0.280 0.14 12 3 

송천 6 0.16 2.35 43 3 332 14 0.21 

싸‘J 처 c. 47 <0.001 0.17 0.13 0.21 42 0.94 0.055 

울진 0.035 <0.001 2 0.760 0.084 22 5 1.450 

은치 3 1.73 1.73 156 0.78 0.43 0.55 12 

제2연화 0.092 0.042 0.200 4.100 0.010 0.04 1.08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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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상당량의 중금속 원소들이 용출되어 광산배수의 주요 수질오염 물질과 일 

치하고 있다(민정식 둥， 1996). 

3. 연구방법 

가. 광산폐기물 시료 

전국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금속광산 광미 및 폐 석탄광 폐석 157ß 시료를 

수거하여 연속추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시료에 대한 개요가 Table 3-7에 나 

와 있다. 

나. 연속추출분석 실험 

이 연구에서 적용하는 연속추출법은 Tessier et al. (1979), Davidson et al. 

(1994) 및 Harrington et al.(1998)이 실시한 방법을 웅용한 것으로 추출제와 명 

목적인 존재형태는 Table 3-8과 같다. 이 분석법은 다양한 연속추출법의 사용 

으로 인하여 실험실간의 분석결과 비교가 어렵고 존재형태에 따라 공인된 표 

준시료의 부재로 quality contr이 평가가 어려운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단일화 

된 방법을 설립하고 토양과 퇴적물에 대해 표준시료의 제작을 위해 제시된 방 

법으로 Davidson et al. (1994)과 Whalley and Grant (1994)에 의해 퇴적물 시 

료를 대상으로 분석법 전반에 대한 평가와 특정상에 대한 추출정도가 평가된 

바 었다. 또한 일반적으로 휘발성이 있는 As을 포함하여 중금속 원소의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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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7. Description of the collected samples for sequential extraction. 

I /E“~~ 시료명 광산병 소재지 
드。드흐 -료1 시료 

입도 
고。L표 。i 1 :Z5-T Er 

1 SK 삼광 
충남 청양군 

二n:L/1 。r 광미 <80메쉬 
운곡면 신대리 

2 CY 청양 
충남 청양군 

장평면 중추리 
i。iλ-41 광미 

11 

3 YD 영동 강원도 강릉 석탄 shale <200 메쉬 

4 DH 동해 강원도 태백 석탄 shale 11 

5 DW 동원 강원도 태백 석탄 shale 11 

6 EC 은치 
강원도 삼척군 二n그 /1 。=←，%，

광미 <80 메쉬 
하장면 토산리 아연 

7 KJ 금장 
경북울진군 

연/아연 광미 
11 

온정면 내선미리 

경북 성주군 
:n1 lτ 。?:-，~，

8 DR 다락 수륜면 송계1리 광미 
11 

산104 
아연 

9 GJ 금정 
경북봉화군 

二n그lτ 。r 광미 
11 

춘양면 우구치리 

10 GJ-1 二n그 ;져 。
경북 봉화군 

二~/~ 광미 
11 

춘양면 우구치리 

11 WJ 울진 
경북 울진군 북면 동/연/ 

광미 
11 

덕구리 아연 

12 SJ 쌍전 
경북 울진군 서면 

중석 광미 
11 

쌍전 2리 
충북 제원군 

모리브댄， 
13 KR 기 린 금성면 양화리 산 광미 11 

23 
휘수연 

14 YH 제 2 연화 
강원 삼척군 

연/아연 광미 
11 

가곡면 용곡 2리 

15 SC 송천 
강원 강릉 연곡면 

二디l /τ 。:IE 。E 광미 
11 

삼산 4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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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Sequential extraction procedure and nominal phase dissolved 

(mod표'ied from Tessier et al., 1979; Davidson et al., 1994; 

Harrington et al., 1998) . 

Extraction 

step 
Procedurea Phase(s) 

MgCb (1M) Exchangeable 

H CH3COOH (O.16M) 
Carbonate 

bound 

m NH20H . HCl (O.1M) at pH 2.0 
Mn oxides 

bound 

W NH4- 0X (O.2M) at pH 3.0 
Fe oxides 

bound 

H202 (8.8M) , 
Oxidizable 

V CH3COONH4 (1M) at pH 2.0 
(e.g. organic 

for As : KCI03, HCl 
matter and 

sulfides) 

W HCl (36%) , HN03 (62%) Residual 

a0.50g samples 

38 



Table 3-9. Recovery(% t of each element from the sequential 

extraction analysis. 

Element mean recovery ::!:: SD 

Fe 100.2 ::!:: 6.6 

Mn 93.5 ::!:: 15.0 

Al 102.5 ::!:: 7.8 

As 113.7 ::!:: 21.0 

Cd 107.0 ::!:: 27.2 

Cu 93.8 ::!:: 21.4 

Pb 91.2 ::!:: 24.5 

Zn 82.0 ::!:: 15.9 

arecovery(%) = sum total of each fraction / total content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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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형태 분석을 위해 Harrington et al.(1998)의 방법을 첨가하여 실시하였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단계 : 광산폐기물 시료 0.500g에 Mg02(1.0M), 10rnl를 투여하여 상온(약 2 

O.C)에서 16시간 동안 자동진동기(50rpm)로 반웅시칸다. 반웅 후y 원섬 

분리기 (3000rpm， 10분)로 분리하여 분리된 용액을 폴리에틸렌 용기로 

옮겨 즉시 분석하거나 4.C 에서 보관한다. 잔류 고체시료는 증류수， 

15rnl를 투여하여 자동진동기 (5Orpm)에서 10분간 세척하고/ 원심분리 

(3000rpm, 10분)하여 분리된 세척용액을 버린다. 

2단계 1단계에서 남은 시료에 CffJCOOH(0.16M), 20rnl를 투여한다. 추출과 

정과 세척과정은 1단계와 동일하게 실시한다. 

3단계 2단계에서 남은 시료에 HN03으로 pH를 2.0으로 조절한 NH20H. 

HO(O.lM), 20ml를 투여한다. 추출과정과 세척과정은 전단계와 동일하 

게 실시한다. 

4단계 :3단계에서 남은 시료에 HO로 pH를 3.0으로 조절한 N~-OX(0.2M)， 

20r떠를 투여한다. 추출과정과 세척과정은 전단계와 동일하게 실시한 

다 

5단계 4단계에서 남은 시료에 중금속 원소의 분석을 위해서는 H20 2(30%), 

5ml를 투여하고 1시간 동안 상온(약 20.C)에서 간혹 혼들어 주며 반응 

시킨다. 다음， heating block에서 85.C로 1시간 동안 가열한다. 이때 반 

웅이 격렬하게 일어날 수 있으므로 주의 깊게 관찰한다. 용액이 1-2ml 

로 줄어들게 되고 냉각시킨 후/ 다시 H202(30%), 5ml를 투여하고 1시 

간 동안 85.C로 가열한다. 가열 후/ 온도를 140.C로 올려 시료를 완전 

히 건조시킨다. 건조된 시료가 든 용기를 heating block에서 꺼내어 냉 

각시 키 고， HN03으로 pH를 2이 하로 조절한 CH3COONH4(lM), 25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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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투여한다. 이후 추출과정과 세척과정은 전단계와 동일하다. As 분 

석용의 경우 KCl03 O.5g, conc. HCl, 10ml를 투여하고 30분 동안 25 0C 

에서 반웅시킨다. 이후 증류수 10ml를 투여하고 원심분리과정을 거쳐 

분석용액을 분리한다. 

6단계 : 전단계에서 남은 시료에 conc. HN03, 1ml, conc. HCl, 3ml를 투여하 

고， heating block에서 70 0C로 기포발생이 없어질 때까지 충분히 가열 

한다(약 1시간). 용액을 냉각시킨 후/ 여과지를 거쳐 25ml 용량의 플라 

스크로 옮기고 최종용액이 25ml가 되게 증류수로 채운다. 회수율 평가 

를 위한 총량 분석도 이와 비슷한 방법으로 실시한다. As 분석을 위해 

서는 가열하지 않고 상온에서 2시간동안 간혹 흔들어 주며 반응시킨 

다. 이후 용액 분리과정은 위와 통일하다. 

이상의 각 단계에서 추출된 용액을 Cd, Cu, Pb, Zn의 경우 원자홉광광도계 

(AAS)를 이용하였으며， Fe, Mn, Al, As은 ICP-AES를 이용， 정량분석 하였다. 

4. 분석결과 및 고찰 

가. 광산폐기물내 중금속 원소의 화학적 형태 

광미사에 대한 연속추출분석은 Fe, Mn, Al, As, Cd, Cu, Pb, Zn에 대해 이 

루어졌으며 분석결과의 신뢰성을 알아보기 위한 회수율 평가 결과는 Table 

3-9에 제시되어 있다. 단계별로 분석된 양의 총합과 동일시료를 한 번에 분해 

하여 분석된 함량과의 비를 구한 회수율(recovery(% ))은 대부분 80-120%로 수 

용할 만한 결과를 보였다. 다만 As, Cd 등에서 이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도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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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8. Sequential extraction procedure and nominal phase dissolved 

(modified from Tessier et al., 1979; Davidson et al., 1994; Harrington et al., 

1998). 

Extraction 
Procedurea Phase(s) 

step 

MgClz (lM) Exchangeable 

H CH3COOH (O.16M) 
Carbonate 

bound 

m NH20H . HCl (O.lM) at pH 2.0 
Mn oxides 

bound 

w NH4-0X (0.2M) at pH 3.0 
Fe oxides 

bound 

H202 (8.8M) , 
Oxidizable 

V CH3COONH4 (lM) at pH 2.0 
(e.g. organic 

matter and 
for As : KCI03, HCl 

sulfides) 

W HCl (36%), HN03 (62%) Residual 

a0 .50g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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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9. Recovery(% t of each elernent frorn the sequential 

extraction analysis. 

Elernent mean recovery ::!:: SD 

Fe 100.2 ::!:: 6.6 

Mn 93.5 ::!:: 15.0 

Al 102.5 ::!:: 7.8 

As 113.7 ::!:: 21.0 

Cd 107.0 ::!:: 27.2 

Cu 93.8 ::!:: 21.4 

Pb 91.2 ::!:: 24.5 

Zn 82.0 ::!:: 15.9 

arecovery(%) = surn total of each fraction / total content X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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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으나 이는 절대함량 자체가 낮아서 발생한 계산상의 결과로서 해석에는 그 

대로 이용하였다. 각 단계별 분석 오차는 중복시료의 분석을 통한 정밀도 평 

가로 조사하였으며 20% 이하의 오차를 얻을 수 있었다. 역시 이 범위를 벗어 

나는 경우도 있었으나 낮은 절대함량에서 비롯된 것이다. 정밀도와 회수율 평 

가로 볼 때 연속추출분석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분석결과를 신뢰성있게 

이용할 수 있었다. 

1) Fe 

광산폐기물 시료내 Fe의 총함량은 1.4 - 19.3%의 범위로 분석되어 졌다. 광미 

시료에서 청양광산(8.9%)， 은치광산(19.3%)， 울진광산(11.0%)， 제2연화광산 

(15.0%), 송천광산(16.2%)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Table 3-10, Fig. 3-9). 탄 

광폐석에서는 동해 탄광폐석의 경우 10.2%로 기타 영동이나 동원 탄광폐석보 

다 Fe 총 함량이 높았다. 용출가능성이 가장 높은 교환성 함량의 경우 제2연 

화광산을 제외한 이들 광산에서 수십에서 수백 rngjkg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송천광산의 경우 3，700rngjkg의 수준을 보여 폐기물 용출시험법에 의해 

332rngjl의 높은 함량이 분석된 사실과 잘 일치한다(Table 3-6; 민정식 동/ 

1996). 

탄광폐석 시료에서 통해 442rngjkg, 동원 410rngjkg, 영동 87rngjkg이 분석되 

어 Fe가 폐석으로부터 상당량 용출 가능함을 나타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제 

3장 제 1절에서 탄광폐석 침출수 수질에 Fe가 고농도로 존재하는 원인이 된다 

고 할 수 있다. Table 3-1의 DH-ARD 시료에서 Fe는 345rngjl로 나타나 침출 

수의 수질은 폐기물내 용출 성분과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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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0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따ions of Fe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j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e-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0.002 1,331 2,549 2,735 2 ,800 5,155 
청앙 88 1,445 3,585 10,075 8,560 65 ,263 
。〈=q g 〈〉드 87 231 861 1,219 7,430 7,878 
동해 442 243 2,449 3,591 59 ,254 36,053 
동원 410 261 569 1,151 17,556 2,588 
은치 33 569 6,037 16,795 124,578 45,023 
금장 1.4 481 2,581 5,835 18,945 24 ,553 
다락 3.0 18 709 11 ,735 8,062 9,283 
그정 <0.002 453 1,433 5,555 5,046 4,050 
금정 -1 <0.002 427 1,389 5,075 4,593 4,050 
울진 154 123 1,913 22,235 47,890 37,550 
/‘A듀그} 자 ‘~ 81 162 1,045 6,035 2 ,985 4,770 
기린 <0.002 82 1,813 4,675 3,765 3,310 

저12연화 <0.002 257 785 20 ,235 74,907 53 ,750 
송ζ~ 처 '-• 3,700 809 1,225 25,595 104,586 26 ,350 

sum 

14,570 
89 ,016 
17,706 

102,032 
22,535 
193,035 
52,397 
29 ,810 
16,538 
15,535 

109,866 
15,079 
13,645 

149,935 
162,266 



시료내 상대적 분포정도를 나타낸 Fig. 3-10에서 Fe은 주로 산화성 형태와 Fe 

산화물 결합형태로 폰재하였다. 이는 Fe가 폐기물내에서 황철석(FeSz)와 같은 

황화광물이나 혹은 철 수산화물 상태로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Mn 

Mn 함량은 은치 광산(359mgjkg)， 금장광산(1，880rngjkg)， 금정 광산(698rngjkg)， 

기 린광산(1，230rngjkg)， 저112연화광산(9，380rngjkg)에서 높은 함량이 나타났으며 

πable 3-11, Fig. 3-11), 은치/ 금정y 제2연화 광산지역에서 교환성 형태가 높게 

분석되었다. 석탄 폐석의 경우 동원 8.6rngjkg, 동원 10rngjkg이 교환성으로 

Mn이 폰재하였다. 그 분포형태(Fig. 3-12)는 다양하게 폰재하며 교환성 형태와 

산화성 형태가 주로 차지하고 있다. 

3) Al 

Al은 통해 (7,960rngjkg), 금장(12，28Orngjkg)， 다락(7，18Orngjkg) 광산 폐 석 및 

광미 에 서 특히 높은 함량이 분석 되 었다σable 3-12, Fig. 3-13). 교환성 형 태 의 

함량은 송천광산 1,17Orngjkg, 울진광산 926rngjkg으로 .!=。n-;:::- 함량이 용출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총함량이 높게 나타난 금장광산의 경우 대부분의 Al이 

산화성/ 잔류상 형태로 추출되어 그 용출정도는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Fig 

3-13). 한편 영 동(530rngjl)， 동해 (588rngjl), 동원(604mgjl) 탄광 폐 석 에 서 교환 

성 Al 농도가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러한 Al의 폰재 특성으로 탄광폐석 침 

출수 수질이 Al로 오염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동해/ 금장l 제2연화 둥지에서는 

산화성 형태도 많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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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Sequentially extracted Fe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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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1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Mn in tailings sarnples (unit in rng/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e-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4.4 122 56 21 10.0 7.1 
청앙 16.8 23 33 21 5.0 2.1 
여c:::> 도 ~ 0.8 1.4 2.5 6.7 20 2.5 
동해 8.6 2.8 4.5 5.9 150 34 
동원 10.0 2.8 2.5 3.9 10 4.1 
은치 137.2 33 34 23 120 12 
금장 5.2 57 68 64 858 823 
다락 34 12 36 57 36 34 
금정 4.2 76 20 16 27 28 
금정 -1 160 78 18 15 14 28 
울진 2.8 23 28 44 312 130 
/CAi} 갖 ~ 4.4 2.0 <0.002 12.3 13.0 6.0 
기린 2.0 441 214 131 263 174 

저12연화 283 2,539 2,175 1,724 1,436 1,224 
송천 5.6 2.2 <0.002 <0.002 <0.002 <0.002 

sum 

221 
101 
34 
206 
33 
359 

1,876 
208 
171 
698 
156 
37 

1,225 
9,380 
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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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1 Sequential1y extracted Mn in tailings sarnples (unit in rng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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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2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Al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용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0.002 38 255 359 280 797 
청앙 8.4 61 182 432 12 313 
영동 530 128 78 272 35 223 
동해 588 151 374 524 4,730 1,594 
동원 604 76 20 43 14 25 
은치 9.4 54 61 184 55 58 
금장 <0.002 238 436 744 5,503 5,359 
다락 541 233 520 1,610 1,425 2,851 
금정 <0.002 77 572 307 920 1,624 
금정 -1 <0.002 63 516 292 769 1,610 
울진 926 88 64 194 480 438 
}cA=i+ 저 t....: 188 64 72 130 25 162 
기린 <0.002 10 331 752 840 950 

저12연화 <0.002 16 10 263 750 518 
송ζ;;;;> 처 ‘.....; 1,166 82 0.8 1.1 45 3.2 

sum 

1,730 
1,008 
1,266 
7,961 
783 
422 

12,280 
7,180 
3,500 
3,250 
2,189 
642 

2,883 
1,556 
1,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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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3 Sequentially extracted Al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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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s 

As의 총함량 분석결과 높은 함량이 나타난 지역은 삼광(6，347mgjkg)， 청양 

(10.8%), 은치 (76,14Omgjkg), 쌍전(13，490mgjkg)， 저112연화(17，840mgjkg)， 송천 

(12.9%) 광산으로 As을 함유한 광석광물과의 관련성을 제시한다. 교환성 형태 

도 주로 이들 광산지역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폐기물 용출시험법에 의해서도 

쌍전(47mgjl)， 송천(6mgjl) 광산에서 높게 나타난 바 있다(Table 3-6; 민정식 

둥， 1996). 

영동/ 통해， 동원 폐석 시료에서 교환성 As 농도가 0.3mgjkg, O.강ngjkg， 

O.5mgjkg，으로 분석되어 기타 존재상들에 비해 비율이 낮았다. 이러한 존재 

형태의 반영이 탄광 폐석 침출수에서 As 농도를 대부분 0.04mgjl로 규제한 

것 같다(Table 3-1). 

청양광산에서는 분석된 함량 대부분이 전류상에서 비롯되었으나 은치/ 송천광 

산에서는 주로 산화성 형태로 분석되어 유비철석 (FeAsS)와 같은 황화광물로 

존재함을 의미한다(Fig. 3-15). 상대적인 분포상황은 주로 산화성 또는 잔류상 

으로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동원I 다락/ 송천 둥지에서 Fe 산화물 

도 주요한 결합형태가 되고 있다(Fig. 3-16). 

5) Cd 

Cd은 삼광(26.4mgjkg)， 청 양(851mgjkg)， 은치 (126mgjkg), 금장(66.9mgjkg)， 

저112연화(54.9mgjkg) 광산지 역 에 서 높게 함유하고 있다(Table 3-14, Fig. 3-1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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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3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As in tailings sarnples I (unit in rng/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e-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4.2 82 91 163 2,340 3,666 
청앙 52 286 1,340 11 ,463 1,450 93,604 
여c:> 도 c:> 0.3 0.4 0.7 <0.001 12.0 33.6 

동해 0.2 1.5 4.1 7.2 56.0 19.8 
동원 0.5 0.2 1.8 10.4 1.5 2.3 
은치 66 428 3,816 17,783 50,237 3,812 
금장 0.3 0.5 4.9 8.8 56 75 
다락 0.4 <0.001 <0.001 32.4 39 15 
금정 0.8 16.8 4.5 24.8 175 123 
금정 -1 0.4 1.8 4.5 19.2 167 77 
울진 0.3 <0.001 0.4 <0.001 4.0 3.4 

쌍전 52 91 684 5,863 2,505 4,295 
기린 0.6 <0.001 0.8 <0.001 <0.001 21 .2 

저12연화 0.1 7.8 4.5 1,035 6,234 10,555 

승‘누"처 '--' 52 22 94 45,183 69,540 13,995 

sum 

6,347 

108,194 

47 

89 

17 

76,142 

146 

87 

345 

270 

8.0 

13,490 

22.6 

17,836 

128,886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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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Sequentially extracted As in t려lings sarnples (unit in rn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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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6 αlernical partitionings of As in tailings sarnples 

54 



u\ 

‘A 

Table 3-14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Cd in tailings sarnples !(unit in rngjkg) 

Samples Exc야ha하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e-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3.8 5.2 1.4 0.2 5.9 9.9 
청앙 14.7 9.0 13.5 13.8 339.8 459.7 
。〈그j 드 〈그드 0.07 0.11 <0.001 <0.001 0.32 0.26 
동해 0.13 0.15 0.06 0.04 0.52 0.58 
동원 <0.001 0.19 0.06 0.04 0.28 0.02 
은치 50.5 13.4 14.3 7.4 25.4 15.3 
금장 13.3 4.8 2.2 1.0 37.4 8.2 
다락 1.17 0.25 0.02 0.16 0.56 0.42 
금정 0.03 0.21 <0.001 0.08 0.20 0.22 
금정 -1 <0.001 0.19 0.10 <0.001 <0.001 0.18 
울진 0.77 0.19 0.06 0.60 0.44 1.06 
쌍전 0.16 0.08 0.01 0.14 0.14 0.14 
기린 0.07 0.93 0.10 0.12 0.12 0.46 

저12연화 6.0 3.8 1.9 1.3 16.2 25.7 
송천 2.67 0.33 0.06 1.76 1.16 1.22 

sum 

26.4 
850.5 

0.8 
1.5 
0.6 

126.3 
66.9 
2.6 
0.7 
0.5 
3.1 
0.7 
1.8 

54.9 
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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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7 Sequentially extracted Cd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j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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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8 Chemical partitionings of Cd in tailing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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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환성 형 태 함량은 상대 적 으로 은치 50.5mgjkg, 청 양 14.7mgjkg으로 높게 

분석되어 이들 지역의 주요한 오염원소가 될 수 있다. 주요 화학적 형태는 산 

화성 또는 잔류상 형태이나 교환성 형태도 많이 존재하고 있어 이 원소의 높 

은 이 동도를 의 미 한다(Fig. 3-18). 

Cd은 탄광 배수에서 mgjl 미만으로 보통 존재하는데 (Table 3-1) 교환성 Cd 

함량이 영동(0.07mgjkg)， 동해 (0.13mgj kg), 동원( < O.OOlmgjkg) 폐석에서도 

매우 낮았다. 

6) Cu 

청 양광산(2，540mgjkg)， 금장광산(4，080mgj kg)에 서 높은 Cu의 함량이 분석 되 

었으며 교환성 형태 함량은 송천광산에서 101mgjkg으로 높게 나타났다(Table 

3-15, Fig. 3-19). 화학적 형태도 주로 산화성 형태로 역시 황화광물에서 비롯 

되었음을 의미하며 l 다락/ 울진/ 송천 광산지역에서는 Fe 산화물의 관련성도 

중요하게 나타났다(Fig. 3-20). 탄광 폐석의 경우 대체적으로 교환성 Cu의 함 

량이 낮았다 

η Pb 

Pb는 청 양(40，900mgjkg) ， 은치 (13,500mgjkg), 금장(5，600mgjkg)， 송천 

(14,200mgj kg) 광산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였으며 이들 광산에서 

교환성 형태도 높게 분석되어졌다(Table 3-16, Fig. 3-21). 특히 송천광산은 총 

함량에 비해 많은 양이 교환성 형태로 분포하고 있으며 As, Cd, Cu, Zn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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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5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Cu in tai1ings samples l(unit in mg/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용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0.001 4.7 3.6 0.8 7.2 20 
청양 1.7 7.6 8.6 5.2 1905 607 
영동 2.1 0.9 0.8 1.2 4.8 1.6 

동해 0.9 1.7 2.4 2.8 30.4 25.2 

동원 1.1 0.7 0.8 1.2 1.6 1.6 

은치 54 90 51 138 195 55 
금장 17 772 192 26 2,179 899 
다락 8.1 8.3 6.4 25.6 6.4 10.4 

금정 <0.001 4.5 2.8 4 .4 10.0 3.6 
금정 -1 <0.001 3.3 2.8 2.8 7.6 3.6 

울진 2.7 0.9 1.2 56.8 11.2 40.4 
}cA:>}갖 ‘J::i 22.0 5.0 4.8 20.0 290.2 137.8 

기린 <0.001 1.9 5.6 1.2 4.4 1.2 

저12연화 <0.001 5.9 <0.001 13.6 32.8 106.4 

송천 101 11.1 4.0 165 46.0 83.2 

sum 

36 
2,535 
11.4 
63 
7.0 
583 

4,084 
65 
25 
20 
113 
480 
14.3 

159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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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9 Sequentially extracted Cu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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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0 Chemical partitionings of Cu in tailing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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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6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Pb in tailings s따nples (unit in mgj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용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sum 

삼광 16 179 201 49 3.0 24 471 
청앙 10,253 3,815 2,839 222 832 22,896 40,858 
。〈그j 도 〈그등 8.2 <0.001 2.4 1.8 4.2 5.6 22 
동해 13.0 <0.001 5.6 39.4 5.8 34.0 98 
동원 33.0 2.3 11 .2 6.2 21 .4 7.6 82 
은치 5,903 1,035 3,225 234 1,560 1,580 13,537 

g 금장 2,623 1,835 717 294 105 50 5,624 
다락 443 51 64 94 14 98 765 
금정 <0.001 <0.001 4.0 5.4 0.2 2.4 12.0 
금정 -1 <0.001 <0.001 3.6 3.4 1.0 2.0 10.0 
울진 397 32 84 217 752 1,028 2,512 
/C싸그갖 ~ 4.8 <0.001 2.4 14.0 0.4 9.2 30.8 
기린 2.8 3.3 2.8 1.4 4.6 4.0 18.9 

저12연화 119 775 349 247 33 1,608 3,131 
송천 11 ,643 1,499 413 291 201 154 14,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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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Sequentially extracted Pb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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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Chemical partitionings of Pb in tailing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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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이와 같은 양상을 보여 이 지역의 경우 광미가 보다 오랜 산화작용을 받았 

을 것으로 판단한다. 화학적 형태 분포는 Fe 산화물 결합형태와 함께 교환성 

형태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22). 

한편 금속광산 침출수에서 Pb의 농도는 2rngjl ul 만(Table 3-2)으로 나타나y 

비록 광미와 광미 침출수가 동일하지는 않았지만I 교환성 Pb 성분이 그대로 

상당 부분 광산 침출수에 용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8) Zn 

Zn는 청양(22，500mgjkg)， 은치 (18，500mgj kg), 금장(10，10Omgjkg)， 제2연화 

(5,200mgj kg)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은치/ 금장/ 송천 광산에 

서 교환성 형태도 높게 분석되었다(Table 3-17, Fig. 3-23). 상대적인 화학적 형 

태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교환성 형태로 많이 존재하고 있어 높은 이동 

도를 반영 하고 있다(Fig. 3-24). Table 3-2에 나와 있는 IC-ATD(155mgjl), 

SJ-A TD(2480mgjl) 동은 Zn에 의하여 매우 오염된 침출수였다. Table 3-17에 

제시된 금속과 광미에서 Zn이 교환성으로 많은 양이 존재하여 이러한 교환성 

Zn은 침출수의 오염과 상관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9) 종합결과 

127R 금속광산 광미 3개 탄광 폐석 시료에 대한 연속추출분석 결과/ 삼광광산 

(As, Cd), 청 양광산(Fe， As, Cd, Cu, Pb, Zn), 동해 광산(Fe， Al), 은치 광산(Fe， 

Mn, As, Cd, Cu, Pb, Zn), 금장광산(Mn， Al, Cd, Cu, Pb, Zn), 다락광산(Al， 

Pb), 금정 광산(Mn)， 쌍전광산(As) ， 기 린광산(Mn) , 제2연화광산(Fe， Mn,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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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7 Sequentially extracted concentrations of Zn in tailings sarnples (unit in rngjkg) 

Samples Exchangeable Carbonate bound Mn-oxide bound Fe-oxide bound Reducible Residual 

삼광 26 263 75 23 237 323 
청앙 496 286 347 339 16.337 4.779 
。〈그1 드 〈그드 1.3 1.2 3.0 1.4 7.0 0.4 
동해 4.9 1.8 3.0 2.2 25.0 15.2 
동원 2.5 1.6 2.2 <0.001 3.8 0.4 
은치 10.533 1.239 951 1.109 3.037 1.631 
금장 1.041 2.439 1.563 289 3.677 1.119 
다락 173 21 13 63 36 74 
E그그저 〈그 <0.001 9.4 3.8 6.2 0.6 8.8 
금정 -1 <0.001 8.2 4.2 5.4 0.2 10.0 
울진 98 10 3.4 249 17 451 
/〈빠그~키 4.6 0.4 0.4 1.4 1.6 4.8 
기린 <0.001 30 61 19 25 24 

저12연화 91 361 201 441 1.669 2.415 
송=처 L....-' 1.345 96 14 175 313 267 

sum 

947 
22.584 

14 
52 
11 

18.500 
10.128 

380 
29 
28 
828 
13 
158 

5,178 
2,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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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Sequentially extracted Zn in tailings samples (unit in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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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Chemical partitionings of Zn in tailings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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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송천광산(Fe， Al, As, Cd, Cu, Pb, Zn)의 고함량의 금속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광산 침출수의 주요 오염물질인 Fe, A l, Mn, Zn, 

Cd 동의 성분들은 폐기물에서 교환성 형태로 존재하여 침출수의 수질을 지배 

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As 및 중금속 원소들은 각 광산지역에서 다양한 화학적 형태를 이루고 있으 

나 주로 산화성 형태로 존재하여 황화광물에서 유래하였음을 보여주었으며/ 

산화작용에 의해 교환성 형태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한다 특히 송천광산 지역 

은 총함량에 비해 교환성 형태가 차지하는 비율이 월동히 높아서 이 지역의 

높은 수환경의 오염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기타 지역에서도 지속적인 풍화에 

의한 산화작용에 의해 보다 용출이 쉬운 교환성I 탄산염결합 형태로 전이할 

수 있다. 따라서/ 광산폐기물에 우수 혹은 지하수가 유입될 경우 교환성 형태 

금속이 물로 유입되어 지하수 혹은 지표수를 통해 주변 환경으로 확산될 가능 

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157B 광산폐기물 시료에 대해 연속추출분석을 적용하여 Fe, 

Mn, Al, As, Cd, Cu, Pb, Zn 등의 원소의 화학적 형 태를 분석/ 조사하였다. 

1) 광산폐기물 침출수의 주요 오염성분들이 교환성 형태로 광산폐기물에서 고 

함량 존재하고 있었다. 이러한 금속성분의 존재 특성으로 중금속원소들이 

침출수로 쉽게 용출이 일어날 수 있게 만드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광산 침출수의 주요 오염물질이 Fe는 교환성 형태로 광미에서 최대 

3700mgjkg(송천광산)로 존재하였고 탄광페석에서 87mgjkg - 442mgjkg의 

범위로 존재하였다. Al의 경우 광미에서 최대 1166mgjkg(송천)이었고 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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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에서 530rngjkg - 604mgjkg으로 존재하였다. Mn의 경우 제 2연화나 

광미에서 283mgjkg으로 교환성으로 존재하였고I 탄광폐석에서는 최대 

10mgjkg이 교환성으로 존재하였다. 

2) As 및 기타 중금속 원소들은 각 광산지역에서 다양한 화학적 형태를 이루 

고 있으나 주로 산화성 형태로 존재하여 황화광물에서 유래하였음을 보여 

주었다. 특히 송천광산 지역은 총함량에 비해 교환성 형태가 차지하는 비 

율이 월동히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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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광산폐 기물 산 생 성 평 가 

1. 서론 

폐기물이 Acid Rrock Drainage(ARD)를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사전에 예측하는 

산-염기 평가법 (ABA: Acid-Base Accounting)이 개발되어 왔다. 이러한 부류의 

시험방법은 개념적으로 한 개의 시료중에 산 생성 요소와 산소모 요소간에 균 

형을 조사하는 것이다. 

ABA는 총 황(황철석-황) 함량과 중화잠재력 (Neutralization Potential)을 구하므 

로서 가능하다. 이때 황은 모든 황이 황철석 황으로 가정하여 잠재적인 산도 

를 정량화 한다. 따라서 물질중에 석고 등 황산염 형태의 황이 존재하게 되면 

이러한 황산염 황은 산도를 발생시키지 않으므로 계산 되어진 산 발생력은 실 

제보다 크게 나타나게 된다. 이론적으로 0.1% 의 황(모든 황이 황철석으로 존 

재)이 광산폐기물에 함유되어 있을 때 광산폐기물 1000톤을 중화시키는데 

3.125 tons의 CaC03 가 필요할 만큼의 황산(Sulfuric Acid)이 발생 한다. 

한편 광산폐기물 자체는 알카리 물질을 함유할 수 있기 때문에 잠재적인 중화 

력을 지닐 수 있고 이러한 중화력은 그 물질내에 포함되어 있는 중화물질의 

량을 측정하므로서 가능하다. 일정한 양의 염산과 반응하여 완전한 반응이 일 

어나도록 열을 가하여 염기로 적정하여 중화 잠재력을 구한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향후 폐기물의 거동과 관계된 모든 문제에 대한 확정적인 

답을 제공하지는 못하지만/ 폐기물에 대하여 사전에 ARD를 생성하는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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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할 수 있는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제 1절에서는 광 

산침출수 수질의 문제점을 파악하였고/ 제 2절에서는 수질에서 문제되었던 금 

속성분의 폐기물 중에서 어떤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가를 토의하였다. 본 절에 

서는 산성 침출수의 발생원인에 대해 토의코자 함이 목적이다. 

2. 산-염기 평가법 

현재까지 보고된 Static test 유형의 ABA방법은 다음과 같다. 

• Sobek rnethod of acid-base accounting 

• Modified acid-base accounting procedures 

• Carbonate NP deterrninations 

• B.C. Research lnitial Test 

• Peroxide Methods 

• Lapakko Methods of NP deterrnination 

• Calculated NP 

본 연구에서 채택한 산-염기 평가방법은 EP A -600 /2-78-054의 Sobek 

rnethod(1978)를 따랐다. 이상의 산-염기 평가로부터 어떤 물질이 유해한지를 

예측할 수 있다. 

이러한 ABA 결과는 광산폐기불의 처리 및 관리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데 즉 매우 산성으로 평가되는 광산폐기물의 경우 광산폐기물 처리시 

알카리 물질을 첨가하던가 혹은 산발생력이 없는 폐기불과 교호되는 매립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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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필요하다. 

ABA 결과를 표현하는 방법은 통상적으로 아래의 방법 둥으로 기재를 하며 

AP, NP 및 기타 변수들은 보통 kgCaC03/ ton 혹은 tonCaC03/1,OOOton 단위 

로 표시를 한다 . 

• Net NP(or NNP=Net Neutralization Potential)= NP-AP 

• NPR(Neutralization Potential Rati이 = The ratio of NP:AP 

3. 시험방법 

45개 금속광산 광미 50개 시료에 대하여 paste pH, S(total)함량 동을 측정하 

여 광미에 대한 산염기 평가와 석회시용량을 구하였다. 

가. paste pH 

광미에 물을 2:1의 비율로 섞어 반죽을 만든 후 pH를 측정하였다. 시료량은 

-60mesh (250j1m)로 체질한 건조시료 10g이었고 증류수를 5ml 첨가 한 후 pH 

meter로 pH값을 읽 었다. 

나. Total S 분석 

총 황에 대한 시료 전처리로서 200메쉬 이하로 분쇄한 후 습식법에 의하여 분 

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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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 염기 평가 

1) Neutralization Potential(NP) 시험 

-6Ornesh 광미 시료 0.5g을 알루미늄 호일에 두고 1:3 염산 1-3방울 떨어뜨려 

fizz test를 실시하여 시료내부에 CaC03의 존재 유무를 관찰하였다. 2.0g의 시 

료를 플라스크에 넣고 fizz test 결과에 따라 희석염산 종류를 달리하여 첨가 

하였다. 이후 Hot plate에서 끓인 후 5분 간격으로 흔들어 주었고/ 이후 증류 

수를 채워 125ml가 되도록 하였다. 1분간 더 끓인 후 상온으로 식힌 다음 이 

후 O.lN NaOH 또는 O.5N NaOH로 pH가 7.0이 되도록 적정하였다. 

중화잠재력은 다음의 식에 의하여 구하였다. 

• NP(kg CaC03/t) = ml of acid consurned X 25 X N of acid 

여 기 서 C = rnl acid in blank / rnl base in blank 

rnl acid consurned = rnl acid added - rnl base added X C 

2) Acid Potential(AP) 

시료의 총 황을 습식법으로 분석하여 다음의 공식에 의하여 AP를 구하였다. 

AP(kgCaC03/ t)= S(%) x 31 .25kg CaC03/ t 

라. 석회 시용량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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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원리 

p-nitrophen이로 완충된 Calcium acetate로서 pH7의 완충용액을 시료에 과량 

으로 첨가하여 1시간 동안 평형시키도록 놔둔다. 용액의 pH를 읽어서 완충용 

액의 pH 저하에 의하여 석회량을 구한다. 시료와 완충용액과 접촉하도록 함 

으로서 완충용액에 있는 Ca이온은 시료에 존재하는 수소이온을 용액속으로 

방출시 켜 pH를 낮추게 한다(Woodruff， 1948). 본 방법 은 강한 산성 의 광산토 

양시료의 경우에 석회 시용량 계산에 절절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 시험방법 

석회 시용량은 Woodruff 완충용액을 이용한 방법에 준하였다. -60mesh (250jl 

m)로 체질한 시료를 5g과 5ml의 증류수를 넣고 섞은 후 1시간 동안 방치하여 

비이커에 담긴 용액의 pH를 측정한다 pH가 6.5이상이변 석회 시용량이 없는 

것으로 간주 한다(식회시용량=이. pH가 그 이하인 시료의 경우 5ml의 

Woodruff stock solution을 넣고 시료를 30분간 섞어준다. 희석된 Woodruff 

완충용액을 넣어 pH가 7이 되도록 조절한다. 컵에 들어있는 용액의 pH를 측 

정한다 

석회시용량 계산은 아래의 식에 의하였다. 

• 석 회 시 용량(t CaC03/1000t) = 0.5 X pH 저 하 

여기서 pH 저하 = 7.0 - (pH 측정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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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고찰 

광미 에 대 한 paste pH, 총 황 함량， NP, AP, 석 회 시 용량 둥이 Table 3-18에 

나와 있다. 또한 이들에 대한 기초통계량이 Table 3-19에 나와 있다. 

Table 3-19. 5ummary of Acid-Base accounting experirnents 

Pararneters 
Statistics 

Mean Std Dev Min Max Cases 
Paste pH 5.22 2.34 1.73 8.11 50 
Total S(%) 5.24 9.46 0.00 41.83 50 
NP(kgCac∞/1) 20.71 28.61 0.00 106.65 50 
APrkgCaco3/t) 163.86 295.74 0.00 1307.19 50 
LRrkgCaC0311αJOI) 0.46 0.54 0.00 1.82 50 

가. paste pH 

paste pH 측정 결과 최소 1.73에서 최대 8.11 까지의 범위를 보였고 50개 시 

료에 대한 산술평균은 5.22로 나타나 국내 광미의 대부분은 산성 특성을 보였 

다. 일반적으로 식물이 자라는데 적절한 토양 pH 는 5.5에서 7.5 부근으로 알 

려 져 있다(Coppin 뻐d Bradshaw, 1982). 따라서 조사된 광미 적 치 장의 광미 는 

자연적으로 풀씨 혹은 나무 씨앗이 발아하여 성장하기에는 적절치 못한 토양 

환경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pH 가 토양에 미치는 영향은 직접적 영향보다 대부분 간접적 영향으로 금속 

혹은 기타 이용들의 용해도 및 가용성의 변화를 미치며 또한 상기 성분들의 

결손을 가져오던가 아니면 독성을 유발 시킨다(Fig. 3-25). Fig. 3-25에 나와 있 

듯이 식물종의 영양성분인 N, P, K, 5, Ca, Mg 퉁이 강한 산성환경 (pH < 4) 

72 



Table 3-18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ailings 

시 료이 홈 pH: S(toll %: NP! AP! NP:AP ! NNP! LR 

엄현(챙색) I 1.73 1 31.201 0.00 1 975.001 0.001 -975.001 1.21 
.f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송현 (3-1) I 1.801 12.42i 0.00: 388.13 : 0.00 : -388.13 : 1.32 
4 ‘ ..... ‘ ............................ ‘ ........................... ‘ ........... . 

영샤 2.00 1 12.16i 0.00 i 380.00 i o.oo i -380.00 i 1.82 .I ............................ ! ........... ................. ! .. … ....................... 1 •••••• •••••••••••••••• •••••• -:- ••••••••••••••••••••••••••• "!' ••••••• •••••••• … ......... -: ............. . 
죠얼 2.04: 41.83 : 0.00 : 1307.19: 0.00: -1307.19: 1.09 

.1 ••••• ••• ••••••••• ••••••••••• : •••••• •••••••••• •• •••••••••• : •••••••••••••••••••.•••••••• :. ••••••••••••••••••••.•••••• .;. .......... ................. .;. ........................... .:. •• •• 

긍쟁 (2-1) I 2.05 i 3.71 i 0.00 i 115.94 i o.ooi -115.94 i 1.60 .............................. , ........................................................ ’ ........................... (Io ••••••••••• ~ ............... 't ............... ............. , 
융쟁.~~~.~? ...... L ............ J}~ . .L ................. ~:.~~.L. .............. ~.:~.~ .. L. ......... ~.~~:~} .. L. ............... ~:.~9.l... ...... ~}9.9.:~~ .. l... ............ J:.?? 
고영 2.28 : 5.08 : 0.00 : 158.75 : 0.00 : -158.75 : 1.08 

.1 ..................... ........ ............................ ’ ............................ ‘ ........................... ‘ ........................... ‘ ............................ ) .............. .. 
융진 2.38 i 4.55i 0.00 i 142.19 i o.ooi -142.19 i 1.1 2 

캉션 2.47 : 0.72: 0.00 : 22.50 : 0.00 : -22.50 : 0.83 
.1 ’ ........................... ‘ .......................... ‘ .......................... ‘ ........................... ‘ ........................... ) ....... . 

당성 0번갱 2.48 : 1.36: 0.00 : 42.50 : 0.00 : -42.50 : 1.23 
.1 ............... .. . ........... .................. ... ....... , ............................ ~ ............................ ~ ........................... ~ ........................... "!' •••••••••••••• 

다덕(T7) I 2.50 i 2.90i 0.00 1 90.63 i O.OO i -90.63 i 0.84 
.1 ................ ............ , ............................ ‘ ............................ ~ ......................... .. ~ ........................... ~ ........................... -: ......................... .. 

다덕 (slime) I 2.55 i 3.00: 0.00 i 93.75 : O.OO i -93 .75 i 0.85 ., ............................ 1 •••••••••••••••••••••••••••• ‘ ............................ ι ........................... ‘ ........................... .;. ........................... .:. 
융진 (shoot) I 2.75 i 1.1 5i 0.00 i 35.94 i o.ooi -35 .94 i 1.01 ., ............................ , ............................ , ............................ (0 ........................... (10 ........................... 't ........................... o) ••••••••••••• • • •••••••• 

은치(쟁광) I 2.75 i 30.41 i 0.00 i 950.31 i O.OOi -950.3 끼 0.81 

다덕 2.85 : 0.80: 0.00 : 25.00 : 0.00: -25.00 : 0.90 
.I ............................ ! ............................ ! ............................ ~ ............................ !' ........................... ? ........................... ! ............ . 

덕곡 2.98 i 0.06: 0.48 i 



4 5 6 7 8 

pH 

Fig. 3-25 Effect of pH on A vailability of Plant Nutrients 

(Australian Mining Industry Counc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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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불용성으로 되므로 식물이 이용할 수 없게 된다. 또한 pH 가 낮은 산 

성인 환경에서는 H+, Al 및 Mn 등에 의해 독성을 입게 된다. 따라서 pH가 

낮을 경우 토양에서는 소수의 식물만이 생존할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광 

미는 자연적으로 산림이 녹화되기에는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pH는 토양중에서 식물종의 분포에 영향을 미치는 화학적 요소중의 하나이다. 

따라서 광산폐기물을 특성화 하고 토양형성 물질로서 그 가능성을 결정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나. Total S 분석 

총 황 분석결과 50개 시료의 평균 함량은 5.24%로서 0.00%에서 41.83%의 범 

위를 보여 황 함량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였다. 분석된 황은 총 황 함량이므로 

황화광물의 황 뿐만아니라 이들의 산화물이 황산염 황도 합쳐진 결과이다. 

다. 산 염기 평가 

NP의 경우 평균 20.71 kgCaC03/ t 로 나타났고 최소 0.00 kgCaC03/ t 에서 최 

대 106.65 kgCaC03/ t 로 나타나 중화물질량에 있어서 광미 마다 다름을 알 

수 있다. AP의 경우 평균 163.86 kgCaC03/ t을 나타내고y 최소 0.00 

kgCaC03/ t 에서 최대 1,307.19 kgCaC03/t 의 범위를 나타냈다. 평균값을 AP 

와 NP 값을 비교해 보면 국내 광미의 경우 AP 값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체적으로 국내 광미는 중화 잠재력에 비해 산 발생 잠재력이 큰 것으로 나 

타났다. 제 3장 제 1절에서 언급한 국내광산 폐기물 침출수의 pH는 상당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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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부근을 나타내 산성수였다. 산-염기 평가 결과로부터 상당수의 광미는 산을 

형성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는다고 평가할 수 있다. 

라. 석회 시용량 

토양산도는 Active, Reserve, Potential activity 로 나눌 수 있는데 이때 

Reserve acidity는 토양의 이온교환장소에 저장된 수소이온과 관련된 산도로서 

중화물질의 량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산도가 된다(Coppin 뻐d Bradshaw, 

1982). 한편 Potential (Oxidisable) acidity는 물질이 산을 발생할 수 있는 능력 

이 된다. 광미는 많은 황화광물을 함유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 계산된 석회 

시용량은 자유 수소이온(Active) 산도 및 Reserve 산도를 중화하는데 필요한 

석회 시용량이 된다(Fig. 3-28). 

석회 시용량의 경우 평균 0.46 kgCaC03/1000t 으로 나타났고 최소 0.00 

kgCaC03/1000t 에서 최대 1.82 kgCaC03/1000t 의 석회 시용량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났다. 즉r 광미자체가 산성을 띠기 때문에 중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량의 중화물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Fig. 3-26에 paste pH 와 총 황， NP, AP 와의 관계 가 나와있다. Fig. 3-26에 

점시된 것처럼 paste pH가 7에서 8 범위에 있는 광미들은 총 황 함량이 낮은 

데 반하여 paste pH가 작은 예를 들어 pH 가 3 이하 들의 광미에서는 총 

황 함량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부 시료들을 제외하면 대체로 paste pH 낮 

을수록 총 황 함량이 큰 경향성을 나타낸다. 

Fig. 3-26에 NP와 paste pH 관계 가 나와 있다. 우선 paste pH가 약 4 이 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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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광미들의 경우 NP 값이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광미가 산성을 나 

타내는 경우 중화물질 자체가 적음을 의미한다. 그러나 paste pH가 4에서 7 

부근 까지는 40kg CaC03jt부근까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pH 8에 

서는 NP 값의 변화 폭이 심하였다. 

AP 와 paste pH와의 관계를 보면 NP와의 경향과는 반대로 그리고 총 황 함 

량 경향과는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총 황 함량이 크면 paste 

pH 와 낮아지고 AP 이 커지는 경향을 알 수 있다. Fig. 3-27에 석회시용량과 

paste pH와의 관계가 나와 있다. paste pH가 6 이하로 낮아지면서 석회 시용 

량은 급격히 커지는 것을 알 수 있다. 각 광산 광미별 paste pH가 Fig. 3-27에 

나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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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광미적치장 지반 오염 

제 1 절 서언 

광산이 가행중일 때 폐석 혹은 광미둥은 일정한 장소로 운반 적치된다. 이러 

한 일정한 장소에 광산폐기물이 적치되면서 광산폐기물 자체의 특성과 주변 

환경조건에 광미적치장 하부 및 주변 지하수의 수질/ 지표수의 수질 그리고 

농경지 질 동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 

즉/ 광산폐기물 적치장 혹은 더미에 황화광물이 존재하면 공기와 물이 유입되 

면서 산화작용이 발생하여 황산이온/ 철 및 산도 둥이 발생한다. 산성환경의 

폐기물 적치장 내에 존재하는 이러한 황화광물의 산화 산물은 지하수의 흐름 

에 의해 주변으로 이동하여 수질을 오염시킬 수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광산 

폐기물 적치장에서 황화광물의 산화작용이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 어떠게 진 

화 하는가를 밝히고 폐기물 적치장서 산화작용을 모델화 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광미적치장의 매립처리 설계시 지반처리 방법에 설계자료로 활용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위해서 광미적치장 하부 및 주변부에 대하여 시추를 하였고 지하수 

를 채수하였다. 시추를 통해서 얻어진 광미 및 토양에 대하여 총 황분석I 광물 

감정 ， pH를 측정하여 광미적치장 하부의 지화학적 환경을 파악하였다. 지하수 

의 수질을 분석하여 광미가 지하수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한 수화학적 

측면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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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 광산폐기물 적치장은 충청남도 부여군에 소재한 폐광산인 임천광산 

이었다. 본 광산을 선정한 이유로는 첫째 광미적치장 지표변 부근에서 산성침 

출수가 발생/ 유출되어 지표수 수질을 오염시키고 있고/ 둘째 주변 수계의 수 

준을 고려해 볼‘ 때 비교적 얄게 광산폐기물 적치장 하부에 지하수가 존재할 

것으로 판단되어 광산폐기물의 산화가 지하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할 수 있 

는 조건을 갖춘 곳으로 기대되었고 마지막으로 시추장비의 진입과 작업 여건 

이 기타 광산지역보다 양호하였기 때문이다. 

제 2 절 연구지역 개황 

연구대상 광산인 엄천 폐 광산은 충청남도 부여군 지토리에 소재하고 있다 

(Fig. 4-1). 1961년 개광되었고 석영맥에 함유된 금을 채광하였던 금 광산으로 

1978년 휴광되었고 1988년 광구권이 소멸되었다. 임천광산 지역의 지질은 시 

대미상의 흑운모 편마암과 이를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흑운모 

면마암은 백색 및 회백색을 띄며 중~조립질이다. 채굴대상은 흑운모 편마암과 

화강암내에 발달한 함금은 석영맥이었고 석영맥 주변에 황철석과 방연석퉁이 

산출되 었던 것으로 보고된다(광업 진흥공사， 1979, 1984). 

가행당시 운영되었던 광산 구조물 혹은 시설물로서 현재 광미적치장 1개소/ 

선광장 시설 및 폐공가 둥이 있으며 폐공가 주변 그리고 광미적치장에서 그리 

멸지 않은 장소에 함몰대가 확인되고 있다. 광미적치장에는 현재 암거 및 골 

재가 놓여 있으며 가행당시 사용하였던 시안화물들이 광미적치장 주변부에서 

육안으로 확인 된다. 현재 광미적치장은 토양 동 기타 피복물질에 의해 피복 

되어 있지 않으며 강수후에는 황갈색의 침출수가 적치장 표면 혹은 인접 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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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유출된다. 

광산 주변으로 소규모 부락이 형성되어 있고 광산하부 지역의 평지는 대부분 

논 및 밭 동 농경지로 활용되고 있다. 소규모 계목에서 발원된 수로는 광미적 

치장 경계부를 지나며 농경지로 유하한다. 

제 3 절 연구방법 

1. 광미적치장 시추 및 시료 채취 

광미적치장 하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Geoprobe Soil Probing System인 토양탐 

사 장비에 의하여 5개 지점에 시추를 하였다(phto. 4-1). 임천광산 광미적치장 

내부 및 주변부에서 총 5개 지점 (BH1부터 BH5)을 시추하였다(Fig. 4-2). BH1, 

BH2, BH4는 광미적치장 내부/ 그리고 BH3은 경계부 그리고 BH 5는 광미적 

치장 외부였다. BH1, BH2 및 BH4는 시추 후 유공관을 매설하였다. 시추 심도 

는 광미적치장 하부 지질/ 장비의 효율과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최대시추 심 

도는 최소 1.3m(BH5) 에서 8.5m(BH1) 였다. 

광미 및 토양시료는 매 시추시 마다 1m 길이의 PVC 파이프에 자동으로 관입 

되었는데 현장에서 PVC 파이프에 심도를 기재하고 동시에 광미와 공기의 접 

촉에 의한 화학적 변화를 억제키 위해 마개로 파이프를 밀폐하여 실험실로 옮 

겼다. 실내에서 PVC 파이프를 종축방향으로 절개하여 반쪽은 비닐랩으로 밀 

폐하여 보관하였다. 나머지는 심도별로 육안관찰에 의해 입도 및 외관을 기재 

하였고 또한 색깔은 Rock Color Chart를 이용하여 정량화 하여 주상도를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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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4-1 view of drilling and cores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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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Location of boreholes in tailings impound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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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Fig. 4-3). 이 시료들은 0.2m 간격으로 구분하여 실험용으로 사용되었 

다 

지하수는 시추가 종료된 이후 채수하였다. 채수 이전에 지하수 수위측정기를 

이용하여 지하수위를 기록하였다. 한편 시추 이후 19일이 경과하여 비가 내려 

서 유공관이 설치된 시추개소에 한하여 2차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Table 4-1) 

지하수는 현장에서 채수 즉시 pH, Eh, 전기전도도I 용존산소(2차 조사시) 둥을 

기재하였다. 이후에 0.45μm 필터로 여과 한 후 양이온 시료용에는 농질산을 현 

장에서 첨가하였고 음이온 시료와 함께 실내로 옮겼다 

2. 광미/ 토양 pH, 총 황 및 광물 감정 

채취된 광미y 토양 시료는 실험실에서 자연 건조하여 -10mesh (강nrn 이하)로 

체질 한 후 시료 10g에 탈 이온순수 5ml를 넣고 10 분 경과 후 pH를 측정하 

였다. 

BH1 및 BH2 의 일부 구간 시료에 대하여 수지로 몰딩한 후 연마 과정을 거 

쳐 JEOL 사 Scanning Microscope (JSM-6400)에 의하여 전자 현미 분석 

(SEMjEDS)을 실시하였다. 

분석대상 시료: 

• BH1(2개): -l .3m --l .5m, -3.7m --3.9m 

• BH2(3개): -0.따n --0.6m, -0.8m - -l .2m, -2.6m --2.8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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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ntinued 

90 



DriJl1l1iIDl.g JL<CJ) g 
Sheet 40f 5 

Project lmcheon Mine Date 98/9/26 

BH4 Elevation 44.5 ~ 

Methodof Percussion Depthof 
2.75 ~ Boring WaterTable 

Drilling I Geoprobe System Hole Dia. 40mm Mae피ne ~1 
。
잊
어
여
ξ
 、‘ ‘ 3 
h 

Leve/ol 
Groundwater 

C%ur Grain size Remark 

Light brown 
5YR516 

α'ay， Si/ty 

Tailings 

Si/ty 

Light brown 
5YR 516 

C/ay 

Fig. 4-3 continued 

91 



D JriJlTI.iiIril.g JL(Q) g 
Sheet 50f 5 

Project lmcheon Mine Date 

Location Near Road I H뼈o I BH5 Elevation I 40 
~ 

TotalD맹Ith 1.3 
Methodof Percussion W D맹a@th T oafbk || l.2 

~ Boring 
Depthof Drilling Geoprobe ψ'stem IHole Dia.1 40mm Casing ~ Mac비ne 

깐:::‘ b 。4e
능 。융‘gS? ξ Q 

-、g-、
| Level@ | ’며을g‘」‘ C%ur Grain size Remark i: 용ι Groundwater e임 cj 

Pebble. Sandy. Silt Soil 

Silty 

글 7 Pebble Soil 

t:퀴 
Fig. 4-3 continued 

92 



Table 4-1 Summary of groundwater samples taken from the Tai1ings 

impoundment 

No.of Description of groundwater samples 

boreholes lst.(9/ 25/ 98) 2nd. (10/14/98) 
ID of sample depth of samp!ing ID of sample depth of sampling 

BH1 BHWj-j -2.0m 

(percorated) BHW1 -2.1m BHWj-2 -2.7m 
BHWj-3 -3.8m 
BHW2-j -O.6m 

BH2 BHW2-2 -1.6m 

(percorated) 
BHW2 O.6m 

BHW2-3 -2.6m 

BHW2-3 -3.3m 

BH3 BHW3 -2.8m 

BH4 
BHW4 

(percorated) 
-2.8m BHW4-j 3.lm 

BH5 BHW5 -l .2m 

Remark after completion of boring after rainning 

광미의 주요 구성 광물을 감정하기 위하여 시료를 200메쉬 이하로 분쇄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237R 시료) 

3. 화학분석 

가. 지하수 분석 

시추공의 지하수는 2차에 걸쳐 채수되 었다. 분석원소는 Fe, Mn, Al, Ba, Ca, 

Cr, Cu, K, Li, Mg, Na, Cd, Co, Ni, Se, Si, Pb, Sr, Zn 둥의 양이 온이 었으며 

고려대학교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의 Perkin-Elmer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에 의 하였다. 특히 

ICP-OES 분석 시 에 는 USN(ultra sonic nebu1izer)를 이 용하여 As, Se, Cd, 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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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 둥의 미 량원소를 분석하였다. F, Cl, N03-, sol동 음이온은 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나. 광미， 토양 화학분석 

시추 시료(토양포함)에 대하여 토양오염공정시험법에 의하여 화학분석 하였다. 

분석대상 원소는 Fe, As, Cd, Cu, Zn 둥이었다. 용출시 As은 1N 염산으로 그 

리고 나머지 성분은 O.lN 염산으로 용출되었다. 분석시료는 BH1 및 BH2 시 

추 시료로서 대상 시료수는 시추공별 157R 씩 총 30개 였다. 총 황은 모든 시 

추공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고 48개 시료에 대하여 습식 분석법으로 분석하였 

다. 

제 4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광미적치장 지반지질 

임천광산 광미적치장과 그 주변에 대한 시추 주상도가 Fig. 4-3에 나와 있다. 

주상도에 나와 있듯이 광미적치장 내부에 걸쳐있는 지하수위는 -0.6m(BH2)에 

서 -2.7m(BH4)였다. 광미적치장 내부지점인 BH1, BH2, BH4에서 공통점은 지 

표 부근이 대부분 황갈색을 띤다. BH1에서는 황갈색 (10YR 5/4) 지역이 지표 

하부 약 2m(지하수위 2.1m) , BH2에서도 지표하부 h 구간이 갈색 (5YR 

5/6), 연녹색 (5G 5/2), 갈색 (5YR 5/6) 으로 교호한다. BH4에서는 상부 2m 

가 갈색 (5YR 5/6) 이고 그 하부 1m는 녹회색 (5GY 6/1) 그리고 약 80cm가 다 

시 갈색 (5YR 5/6)으로 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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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시추 주상도에서 알수 있듯이 광미적치장 내부에서 수직방향으로 공통 

되는 사항은 갈색의 산화대가 형성되어 있고 일부에서는 두께가 비록 다르지 

만 녹색(시안 함유)의 광미층이 협재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광미의 적치가 

광미적치장 수직방향으로 불균질 함을 의미한다. 입도는 사질부터 점토질 까 

지였다. 

2. 광미/ 토양의 pH 및 광물화학 

가. 광미적치장 지반 pH 특성 

광미 및 토양에 대한 pH 및 총 황 분석 결과가 Table 4-2에 나와 있다. 

심도 변화에 따른 pH 변화를 Fig. 4-4에 표시하였다. BH5를 제외한 BH1부터 

BH4까지 지표면 근처(약 20cm)에서 토양 및 광미 pH는 최소 2.8 (BH3)에서 

최대 4.1까지 나타났다. 따라서 광미적치장 상부 및 인접 토양은 산성환경이었 

다. 

그러나 광미적치장을 벗어난 BH5 지점은 중성을 나타냈다. 지표면 부근이 산 

성으로 나타났던 광미적치장 하부환경은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서 비록 일률적 

인 심도는 아니지만 어느 깊이에서 급격히 중성으로 전이하였다. 즉I 광미적치 

장 BH1 지점 과 광미적치장 경계부 지점인 BH3의 경우 지하 40cm 및 60cm 

에 이르러 pH가 7.0 및 5.8로 상승하였다. BH2 및 BH4 지점의 경우 1.9m 및 

1.3m 심도까지 pH 가 6 미만으로 나타나 산성화된 광미층이 1m 이상에 달하 

였다. 그러나 이 심도를 지나면서 pH는 급격히 상승하여 6에서 7 정도의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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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Paste pH and total sulur in tailings and soils with depth of the Imcheon tailings impoundment 

BHl BH2 BH3 BH4 

depth(-m) paste pH S(tot) % depth(-m) paste pH S(tot) % depth(-m) paste pH S(tot) % depth(-m) paste pH S(to샤 % depth(-m) 

0.2 4 .1 0.11 0.1 3.1 2.43 0.2 2.8 0.9 0.1 3.3 0.08 0.2 

0.4 7.0 0.5 3.0 2.89 0.6 5.8 0.5 2.8 0.6 

0.6 7.5 tr 1.0 2.0 5.25 1.0 5.3 h 0.9 2.7 t 1.0 

1.0 7.6 t 1.5 3.9 1.91 1.4 7.3 1.3 5.2 1.2 

1.4 7.5 tr 1.9 5.7 1.57 2.0 7.7 tr 1.7 6.8 tr 
1.8 7.9 tr 2.3 7.0 0.91 2.6 6.7 2.1 7.0 

2.2 7.5 tr 2.7 6.9 1.57 3.0 6.9 tr 2.5 6.9 0.09 

2.6 7.3 3.1 7.1 0.94 3.4 6.3 2.9 7.0 

3.0 7.2 0.25 3.5 6.2 3.8 6.3 0.04 3.3 7.1 0.17 

3.4 7.8 3.9 6.4 tr 4.2 6.3 3.7 7.1 
1-

3.8 7.1 0.55 4.3 6.0 4.6 5.9 tr 4.1 7.4 0.03 
1----•• 

4.2 7.4 0.92 4.7 5.8 tr 5.0 6.0 4.5 7.3 0 .1 9 

4.6 7.2 4.9 6.9 5.4 6.0 tr 
5.0 5.6 0.43 5.1 6.9 n 5.8 5.8 

5.4 6.4 5.5 5.9 

5.8 6.8 t 5.9 6.0 tr 
6.2 6.5 6.3 5.9 

6.6 6.4 t 6.7 6.6 t 

7.0 6.6 7.1 6.8 

7.4 6.3 0.12 7.5 6.4 t 

7.8 6.0 tr 7.9 6.4 

8.2 6.3 8.3 7.0 tr 

mean 6.8 0.17 5.8 1.16 6.1 0.13 5.9 0.08 

BH5 

paste pH S(tot) % 
7.7 0.38 
8.1 tr 
8.0 n 
7.8 tr 

7.9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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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낸다. 

시추공 심도별 황 함량이 Fig. 4-5에 나와있다. 총 황 함량이 미량인 경우 

πable 4-2에서 tr) 이를 0.00%로 가정하여 황 함량의 산술평균을 비교하면 

BH2의 황 함량 평균이 1 .16%로 기타 시추공 시료들에 비해 가장 높았다. 특 

히 BH2는 다른 시추공들과 달리 광미적치장 표면에서 3.1m 두께 까지 연속적 

으로 황이 나타나다가 (최소 0.91 % , 최대 5.25%) 3.4m 이하 부터는 측정한계 

이하의 함량을 나타내 다른 시추위치와 지화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나타 

내 준다. 

이러한 결과는 시추 주상도에서 표기된 바 처럼 약 3m 하부가 원지반임을 지 

시해준다. BH1에서는 하부 3m에서 5m 부분에서 연속적으로 0.25%에서 

0.92% 황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BH1 지역은 BH2 지역보다 광미 적치 두 

께가 더욱 두껍다는 것을 제시해준다. 한편 BH4의 경우 2.5m부터 황이 0.09% 

로 함유되면서 시추 종료지점 5m 부근까지 황의 존재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성은 BH1과 유사하였다. 

나. 구성광물 

SEM(Scanning Electron Micrograph)jEDS(Energy Dispersive Spectrum)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l .3m --l .5m에서 회수된 시료의 전자현미경 촬영결과가 

Phto 4-2에 나와 있다. EDS 분석결과 Ca, Mg, Fe, Mn 동으로 구성되어 백운 

석인 것으로 판단된다. -3.7m --3.9m 구간 시료의 전자현미경 촬영 결과가 

Photo 4-3에 나와있다. 오른쪽의 직사각형 광불립은 Na, Ca Al, Si동으로 구성 

된 바 장석 (Albite) 로 판단된다. 그리고 왼쪽 광물립은 Fe, Mn, Ca, 0 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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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 입자로 나타났다 Photo 4-4의 경우 사진 하단부 결정립은 ED5의 결과 

Ca, 5 , 0로 구성되어 있어서 석고임을 알 수 있다. 

BH2 지점 (-O.4m에서 -208m 구간) 에서 섬아연석/ 황철석 등 황화광물이 확인 

되었다o -O.4m --Oo6m에서 회수된 시료에 대한 전자현미경 촬영 형태가 Photo 

4-5에 나와 있다o ED5에 나와 있듯이 Photo 4-5은 Ca 및 S 등으로 구성되어 

석고의 존재를 확인해준다o Photo 4-6의 ED5를 보면 Zn, 5, Fe 등으로 구성되 

어 아연/ 철 황화광물 즉 섬아연석이 존재하는 것으로 감정된다o Photo 4-7의 

ED5를 보면 주요 성분이 Fe 및 S로 구성되어 황철석이 존재함을 알 수 있다. 

후술되겠지만 Table 4-4에 나와있는 수질 자료중 BH2에서 Zn함량은 최대 

132mgjl로 분석되었는데 Zn의 기원이 바로 Photo 4-6에 촬영된 섬아연광이었 

을 것이다. 

-Oo8m --102m의 시료에서도 역시 황철석이 확인되고 있다o x-선 회절분석에서 

도 확인되는 조암광물이 확인되고 있다o Photo 4-8에서 나타나는 광물립은 주 

로 Al, K, 5i등으로 구성되어 K장석으로 판단된다o Photo 4-9의 광물립은 주로 

Na, Al, 5i등으로 구성되는데 이는 사장석으로 판단된다o Photo 4-10은 조암광 

물들과 황철석 입자들이 흔재한 상태를 보여준다. 

-206m --208m에서 회수된 시료의 일부 광물립에 대한 ED5 결과 석영이 확인 

되고 미립질의 황철석이 확인되고 있다o Photo 4-11과 중앙부의 광물립을 ED5 

로 분석한 결과 석영맥중에 산출되었던 황철석의 모습을 보여준다o Photo 

4-12의 광물립에서 흰색(밝은부분) 부분은 Zn, Fe, 5 로 구성되어 섬안연석으 

로 확인되며 회색(어두운 부분)은 석영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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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회절분석 결과가 Table 4-3 에 수록되어 있고 Fig. 4-6는 X선 회절도가 나 

와 있다. 대부분의 시료은 석영/ 운모 그리고 장석류로 구성되어 있고 시추 지 

점별로 석고/ 백운석 I Kaolinite 동의 존재가 차이가 난다. 구성광물에서 가장 

특징적인 사항은 석고의 존재 유무이다. 석고가 가장 풍부하게 많이 산출되는 

개소는 BH2의 -O.4m에서 -2.8m 구간 인데 이 지역은 다른지역과는 달리 황 

함량이 최소 0.91%에서 최대 5.25%로 분석된 구간이다. BH1의 -3.7m에서 

-5.1m지역에서도 석고가 감정되는데 이지점의 황 함량도 0.43%에서 0.92% 까 

지 분석되었다. 나머지 BH4 및 BH5의 석고 확인지점 역시 황이 분석되고 있 

다. 

Table 4-3 Mineralogy of tailings and soils 

No. of 
Depth 

Mineralogy 
boreholes qtz mus alb mlcro clino ortho dol gyp kaol mont 

-O.lm - - O.3m, ‘ “ “ “ ‘ 
0.5m- - O.7m “ “ “ ‘ 

BHl(n=5) 1.3m--1.5m “ “ ‘ ‘ i ‘ ‘ 
3.7m--3.9m “ “ ‘ ‘ ‘ ‘ ‘ 

- 4.9m--5.1m ‘ ‘ “ ‘ ‘ ‘ “ 
- O.4m - -O.6m ‘ ‘ ‘ ‘ ‘ ‘ 
O.8m- - 1.2m ‘ ‘ ‘ ‘ ‘ 

-1.4m - - 1.6m ‘ “ ‘ ‘ ‘ 
BH2(n=7) -1.8m - -2.0m ‘ ‘ ‘ “ “ “ 

2.6m--2.8m ‘ ‘ ‘ “ “ “ 
3.8m- - 4.0m ‘ ‘ ‘ ‘ ‘ ‘ 

- 6.6m - - 6.8m ‘ ‘ ‘ ‘ 
- O.lm - - O.3m ‘ ‘ ‘ “ ‘ 
- O.9m - - l.lm ‘ ‘ ‘ “ ‘ “ BH3(n=4) 
- 3.7m- - 3.9m ‘ .. ‘ ‘ ‘ ‘ 
- 5.3m - -5.5m, ‘ “ ‘ ‘ “ “ 
- O.Om - - O.2m ‘ A ‘ ‘ “ ‘ 
- O.8m - - 1.0m ‘ ‘ ‘ “ ‘ BH4(n=4) 
3.2m- - 3.4m ‘ ‘ ‘ ‘ ‘ ‘ “ 

-4.4m - -4.6m ‘ ‘ ‘ ‘ ‘ 
O.lm--O.2m ‘ ‘ ‘ ‘ ‘ ‘ “ 

BH5(n=3) O.9m- - l.lm ‘ ‘ ‘ “ “ 
- l.lm - - 1.2m ‘ ‘ ‘ “ * “ 

Note: qtz: Quartz, mus: Muscovite, alb: Albite, micro ‘ Microcline, clino: Clinochlore, ortho: 
Orthoclase, dol: Dolomite, gyp: Gypsum, kaol: Kaolinite, mont: Montmorillonite 

111 



counts/s 

10 

counts/s 

10 

20 30 40 

20 30 40 

Fig. 4-6 Pattern of X-ray dif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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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미적치장 지반 오염 

가. 광미적치장 하부 지하수 수질 

시추공 내부에서 채수된 지하수 수질분석 결과가 Table 4-4에 나와 있다. 지하 

수는 시기를 달리 하여 2회에 걸쳐 채수되었다. 

BHl의 지하수는 다음과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1차 시료의 경우 BHWl의 지 

하수는 pH 가 6.3, Eh가 96mV로서 일반 지하수와 특이점은 없었다. 그러나 

5042- 는 1934mgj Q 함량을 보여 황성분이 일반 지하수 보다 높았다. 양이온의 

경우 광산배수에서 흔히 문제가 되는 7개 성분의 합 

(Fe+Al+Mn+Cu+Zn+As+Cd: 이하 중금속 함량이라 칭함)이 8mgj Q 로 나타났 

다. 한편 2차 시료에 대한 분석치를 보면 수질환경 요소인 pH, Eh 등의 값이 

상당히 변화된 것을 알 수 있다. 즉 pH는 평균 3.2 그리고 Eh는 평균 455mV 

를 나타내 1차 수질환경보다는 산성환경으로 변화되었다. 이때 중금속 총량을 

보면 183mgj Q 로 나타나 1차때의 중금속 함량보다도 약 22배 이상 증가하였 

다. 중금속 성분들 중에서 Fe, A l, Zn 퉁이 높아진 결과였다. 한편 2차 시료들 

의 분석자료를 심도별로 보변 깊이에 따른 특이한 경향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BH2의 지하수의 경우 1차 때 보다 2차때의 수질이 좀더 산성환경으로 변화되 

었고 용존물질량도 늘었다. pH의 경우 1차 및 2차 때 모두 pH 가 3 미만으로 

나타났고 Eh 값 역시 331mV에서 402mV 범위를 나타내 지하수 환경이 좀더 산 

성환경으로 전이 되었다. 그러나 용존물질량은 2차때가 좀더 증가 하였다. 중 

금속함량은 1차때 390mgj Q 에서 2차때는 858mgj Q 로 증가하여 시추공 BHl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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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Chemical analysis of groundwater taken from the boreholes 

i 
} 

(
ι
 

No ofBorehole depth(-m) pH Eh(mV) DO TDS Conductivi ty Salinity F Cl N02 Br N03 P04 S04 
BHW1 2.1 6.33 96 1098 2.44 1.1 1.6 3.4 nd nd 0.1 nd 1934 

BHW1-1 2.0 3.19 473 1.7 1359 3.01 1.4 2.0 0.8 0.4 nd 0.3 nd 2871 
BHW1-2 2.7 3.29 441 2.5 1481 3.29 1.6 2.9 1.5 4.0 nd 2.6 nd 3795 
BHW1-3 3.8 3.28 451 3.1 1499 3.33 1.6 0.9 0.8 0.5 nd 0.6 nd 3577 

mean(n=3) 2.8 3.3 455 2.4 1446 3.2 1.5 2.0 1. 0 1.6 nd 1.2 nd 3414 
BHW2 0.6 2.92 331 2277 5.01 2.6 2.4 3.6 nd nd nd nd 6117 

BHW2-1 0.6 2.68 402 1.5 2518 5.59 3.0 3.1 5.2 nd nd nd nd 6409 
BHW2-2 1.6 2.69 397 2.0 2572 5.71 3.0 3.3 4.9 nd nd nd nd 6316 
BHW2-3 2.6 2.70 398 1.8 2545 5.65 3.0 2.8 4.5 nd nd nd nd 5800 
BHW2-4 3.3 2.79 393 6.9 2477 5.50 2.9 2.8 4.4 nd nd nd nd 6098 

mean(n=4) 2.0 2.71 398 3.0 2528 5.61 3.0 3.0 4.8 nd nd nd nd 6156 
BHW3 2.8 5.24 150 836 1.85 0.8 1.4 12.2 nd nd 10.0 nd 1690 
BHW4 2.8 6.20 5202 11.55 6.6 14.3 15.0 nd nd nd nd 15066 

BHW4-1 3.1 5.37 61 1.2 6149 13.65 7.9 17.1 7. 9 5.8 nd nd nd 21549 
BHW5 1.2 5.68 1548 3.44 1.7 2.9 6.5 nd nd 0.3 nd 2841 



Table 4-4 Continued 

No ofBorehole Fe Al Mn Cu Zn As Cd Sum Ca Mg Suml 

BHW1 0.0 0.1 7 0.06 432 149 589 
----1..- -~- t .. - ---

BHW1-1 108 24 12 0.84 25 j ?깐-1 0.131 1 170 327 148 645 

BHW1-2 145 21 15 0.62 23 L nd OllP 1 205 402 193 800 

BHW1-3 115 21 15 0.63 402 192 770 

mean(n=3) 123 22 14 l 24 0 O ! 183 377 177 738 

BHW2 26 311 41 2.53 8 390 477 144 1011 

f옹짧 
BHW2-1 546 146 17 3.04 131 0.052 845 432 141 1417 

BHW2-2 576 148 18 3.03 131 I 0.052 878 438 149 1464 

BHW2-3 597 146 19 3.01 132 0.042 0.690 898 440 154 1492 

BHW2-4 503 159 18 3.70 128 0.024 0.691 813 474 144 1430 

mean끼=4) 556 150 18 3 131 0 1 858 446 147 1451 

BHW3 0.1 0.0 15 0.04 6 0.002 0.081 21 251 99 371 

BHW4 71 0.6 114 0.74 61 1.544 0.088 249 308 2056 2612 

BHW4-1 527 0.2 184 nd 254 nd nd 965 422 2603 3991 

BHW5 0.0 0.0 3.6 0.02 0.08 0.001 I 0.001 4 465 299 768 

No ofBorehole Ba K Na Si Co Cr Li Ni Pb Se Sr 

BHWl 0.030 32 4.8 7.4 0.027 nd 0.112 0.068 0.005 0.075 4.192 
BHW1-1 0.001 0 1.6 6.0 0.118 0.005 0.081 0.245 0.061 0.004 1.276 
BHW1-2 0.001 2 1.5 5.6 0.100 nd 0.078 0.222 0.031 0.004 1.581 
BHW1-3 tr. l 1. 6 5.8 0.113 nd 0.079 0.247 0.025 0.006 1.584 

mean(n=3) 0.001 1.1 1. 6 5.8 0.111 0.002 0.079 0.238 0.039 0.004 1.480 

BHW2 0.012 5 6.9 80.0 0.272 0.091 0.648 0.558 0.842 nd 3.892 
BHW2-1 0.003 10 9.0 65. 7 0.431 0.070 0.320 0.894 0.962 nd 1.611 
BHW2-2 0.002 9 8.9 66.3 I 0.428 0.075 0.353 0.896 0.685 nd 1. 694 
BHW2-3 0.002 9 8.8 63.2 0.433 0.069 0.372 0.886 0.664 nd 1.893 
BHW2-4 0.002 5 9.0 67.6 0.428 0.104 0.352 0.879 0.236 nd 1.872 

mean(n=4) 0.002 8 8.9 65.7 0.430 0.079 0.349 0.889 0.637 0.000 1. 767 

BHW3 0.024 13 12.5 19.5 0.089 0.002 0.018 0.252 0.006 0.073 1.312 

BHW4 0.125 34 106.2 2.9 1.196 nd 0.817 2.518 0.258 5.424 7.144 
BHW4-1 0.006 7 12.0 10.1 1.377 nd 2.191 8.529 0.023 0.028 12.903 

BHW5 0.051 54 9.4 7.9 0.003 I nd 0.033 0.022 0.004 0.094 8.455 

Sum: (Fe+A l+Mn +Cu+Zn+As) sum1: “’um+ Ca+M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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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가장 농도 변동폭이 크게 증가한 성분은 

Fe 및 Zn 성분 둥이었다. 

BH3 의 지하수는 pH가 5.24로서 약산성을 보였으나 상기 언급한 지하수들보 

다는 수질이 양호하였다. 중금속 함량은 21mg/ Q 로 Mn(15mg/ Q) 및 Zn(6mg/ 

Q) 가 중금속의 주요 구성 성분이었다. 즉 광미적치장 경계부의 지하수들도 

오염되었음을 알 수 있다. 

BH4의 경우 1차 및 2차 pH가 6.20 및 5.37로 나타나 약산성 내지 중성 수질 

환경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TDS의 경우 5202mg/ Q 및 6149mg/ Q 를 나타내 기 

타 다른 시추공 지하수의 TDS 보다 월동히 높았다. 특이한 점은 음이온의 경 

우 F이 14.3-17.1mg/ Q, cl 이 15.0mg/ Q - 7.9mg/ Q 그리고 SOl7r 15066mg/ 

Q - 21549mg/ Q 의 범위를 나타내 기타 다른 지하수에 비해 음이온 함량이 높 

았다. 중금속 함량의 경우 2차 시료에서 965mg/ Q 로 나타났다. 이러한 중금속 

중에서 Fe, Mn, Zn이 차지하는 비율이 컸다. 그러나 Mg 함량의 경우는 1차 

및 2차 의 경 우 2612-3991mg/ Q 로 나타나 양이 온 성 분들중에 서 가장 용해 정 

도가 큰 성분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서 TDS 값이 BH4에서 가장 컸던 이유 

로서는 Mg의 고함량에 기인하는 바 크다. 

BH5는 광미 적 치 장 외 곽부의 시 료로서 pH는 5.68로 나타났고 SOl-7r 2841mg/ 

e 로 나타나 광미적치장의 지하수의 유입이나 혹은 광미가 이곳에 존재하여 

황산이온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다른 시추공 지하수 시 

료들에 비해서 중금 속의 함량이 4mg/ Q 로 가장 낮은 함량을 나타냈다. 

이상의 시추공 지하수 자료를 요약해 보면 지하수위가 가장 낮았던 BH2 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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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1차 및 2차 조사 모두에서 산성수로 나타났다. 그러나 1차 조사당시 pH 

가 6 이상을 보였던 광미적치장 내부의 BH1은 2차 조사시 산성수로 변화되었 

다. 또한 BH4 지하수도 역시 2차 조사당시 좀더 산성환경으로 전이되었다. 중 

금속 함량을 비교하면 광미적치장 내부의 모든 시료는 금속원소 즉 Fe, Al, 

Mn, Zn 들에 의해 매우 오염되어 있고 또한 1차에 비해 2차 지하수에서 중금 

속 함량이 증가하였다. 

2차 조사시 수질이 산성환경으로 전이되었고/ 또한 용존물질이 증가한 원인으 

로 시추이후 지반이 대기환경에 노출되어 산화환경 조성에 기여했을 가능성과 

강수가 광미적치장에 유입되어 용해성 존재상태로 존재하던 원소들이 용해되 

어 지하수내로 유출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이한 사항으로 BH4(1차시료)는 기 

타 다른 시료들과는 달리 Se (5.424mgj Q), Ni (8 .529mgj Q), Li (2.191mgj Q ), 

Co (1.377mgj Q ) 둥이 1mgj Q 이상 분석되었다. 

나. 광미 및 토양화학 

광미적치장 하부 광미 및 토양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가 Table 4-5에 나와 있 

고 이들자료에 대한 통계량이 Table 4-6에 나와 있다. Table 4-7에 BH1 및 

BH2 모든 시료(n=3이들에 대한 원소의 상관계수가 나와있다 

BH1의 경우/ 분석성분의 함량을 시추 갚이별로 Fig. 4-7에 표시하였다. Fe 함 

량은 자하 1m에서 최소 0.1 mgjkg, 그리고 지하 5m에서 3060mgjkg을 나타났 

다. Cu의 경우 지표부근인 O.4m에서 38.4mgjkg로 최대함량을 나타냈고 1m 하 

부에서 0.1mgjkg로 나타났다. 한편 Cd은 0.6m에서 최대 6.1mgjkg으로 나타났 

고 하부로 갈수록 함량이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As은 지표에 가까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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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Cbemical analysis oftailings and soils witb deptb oftbe Imcbeon tailings impoundment 

BH1 BH2 

depth(-m) Fe Cu Zn Cd As Sum depth(-m) Fe Cu Zn Cd As Sum 
0.2 575 19.8 67.0 1.4 29.9 693 0.1 870 15.5 317.0 2.7 2 .3 1208 
0.4 1610 38.4 300.0 4.8 40.0 1993 0.5 620 44.1 308.0 2.8 2.7 978 
0.6 1730 2.9 31 1.0 6.1 3.0 2053 1.0 1010 5.3 46.4 0.4 18.6 1081 

1.0 0.1 0.1 266.0 1.3 1.3 269 1.5 213 160.0 95.0 4.3 3.2 476 

1.4 439 0.1 48.3 1.3 1.2 490 1.9 1680 75.0 640.0 4 1.0 0.0 2436 

1.8 1340 0.3 47.9 0.7 1.0 1390 2.3 2600 7.6 382.0 24.6 2.0 301 6 

2.2 1440 0.3 100.0 0.4 1.8 1543 2.7 2850 17.5 407.0 2.3 2.8 3280 

3.0 421 0.1 11.1 0.3 6.5 439 3.1 1700 15.9 260.0 0.8 5.3 1982 

3.8 1570 0.1 70.5 0.6 4.6 1646 3.9 675 3.0 19.8 0.1 0.0 698 

4.2 2270 1.5 15 1.0 0.8 4.6 2428 4.7 292 1.5 1.7 0.0 0.6 296 

5.0 3060 5.4 70 .5 0.3 1.7 3138 5.1 206 10.7 163.0 2.5 3.8 386 
5.8 346 1.4 1.1 0 0.0 349 5.9 174 1.6 1.8 0.0 0.3 178 

6.6 363 2 2.8 0.1 0.0 368 6.7 134 1.0 2.3 0.0 0 .3 138 

7.4 395 1.9 2.4 0.1 0.1 400 7.5 149 5.0 47.5 0.1 1.3 203 
7.8 74 .5 0.5 1.0 0 0.0 76 8.3 142 3.8 7.8 0.0 0.9 155 

BH3 BH4 

depth(-m) Fe Cu Zn Cd As Sum depth(-m) Fe Cu Zn Cd As Sum 

0.2 1880 34.3 204 1.2 27 2147 0.1 216 5.3 27.2 0.2 0 249 

0.9 229 12.8 700 4.2 1.3 947 0.9 259 5.6 32.4 0.3 0 297 

2.1 559 5.1 171 1.6 1.6 738 1.7 1960 0.7 985 4.3 0.4 2950 

3.0 273 20.8 418 3 0 715 2.5 2880 0.4 730 1.2 2.4 3614 

3.8 144 2.7 35 .4 0.2 0 182 3.3 2510 0.4 595 0.2 2.7 3108 

4.6 88 2.3 2.3 0 0 93 4.1 1190 0.2 226 3.1 5.2 1425 

5.4 65.5 3.5 3.1 0.1 0 72 4.5 1350 0.3 104 2.9 4.8 1462 

BH5 

depth(-m) Fe Cu Zn Cd As Sum 

0.2 1110 3 80 1.4 5.8 1200 

0.6 1010 0.3 12.3 0.6 2.9 1026 

1.0 1050 0.2 20 .5 0.7 2.8 1074 

1.2 1400 8.2 181 1.8 8.1 1599 

sum:Fe+Cu+Zn+Cd+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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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0.4m에서 40.0mg/kg으로 최대 함량을 나타냈고 5m 이하 심도에서는 O.lmg 

/kg에서 O.Omg/kg 함량을 나타냈다. 그림 4-7에 표시된 것처럼 O.5m 지표면 

근처 I 그리고 하부 2m 지점 그리고 하부 5m 지점에서 분석 성분들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Table 4-6 Statistics of chemical analysis of tailings and soils 

(unit in mg/ kg) 

Statistics Fe Cu Zn Cd As 
BH1 mean 1042 4 96 1.2 6.3 

(n=15) 5td dev 896 10 109 1.8 11.9 
BH2 mean 887 24 179 5.4 2.9 

(n=15) std dev 912 42 196 11.6 4.6 
Total mean 964 14 138 3.3 4.7 
(n=30) std dev 892 31 161 8.4 9.0 

Table 4-7. Correlation coefficient of some metals in tailings and soils 

As Cd Cu Fe 
Cd 0.5332** 
Cu 0.2927 0.5427** 
Fe 0.4128* 0.5440** 0.3065* 
Zn 0.4917** 0.9153** 0.5206** 0.6312** 

* - Signif. LE .05 ** - Signif. LE .01 (l-tailed) 

BH2에서 분석된 원소를 깊이별로 Fig. 4-8에 표시하였다. BH2에서의 특징은 

BH1에서의 함량분포와 다르게 1.9m에서 3.1m 심도 구간에서 대부분의 분석 

원소 함량이 높게 나타났다. Fe의 경우 최소 142mg/kg에서 최대 2850mg/kg로 

나타났다. Cu의 경우 최소 1.0mg/ kg에서 최대 160mg/kg의 함량범위를 나타내 

었다. Zn의 경우 최소 1.7mg/kg에서 최대 640mg/k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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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1.9m 및 2.3m에서 41mgjkg 및 24.6mgjkg으로 분석되 었고 나머지 구 

간에서는 5mgjkg 미만이었다. As의 경우 최소 O.Omgjkg에서 최대 18.6mgjkg으 

로 나타녔다. 

BH1 및 BH2 시추공에서 Fe+Cu+Zn+Cd+As의 합을 Fig. 4-9에 함께 나타냈 

다. BH1의 경우 상기 금속성분들의 합이 최대로 나타나는 지점은 광미적치장 

하부 약 5m 근처로 3138mgjkg을 나타냈고 그 이하 심도에서 급격히 함량이 

감소한다. BH2의 경우 광미적치장 하부 2.7m에서 최대 금속함량을 나타냈고 

그 이하 심도 부터는 급격히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H1 및 BH2의 금속 

합계 량을 심도별로 함께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유사성이 확인된다. 시추 

공 각각에서 원소들의 분포패턴을 최대값을 기준으로 하고 분포 형태을 비교 

하면 약 1.5m 정도의 심도차이가 나타난다(Fig. 4-9에서 삼각형 형태). 즉 BH1 

지점의 상부 지층을 1.5m 벗겨내면 거의 유산한 형태의 금속분포가 나타난다. 

이러한 섬도별 원소분포의 차이점은 광미적치장 하부 지반의 화학적 특성이 

광미적치장 지표면과 평행하지 않다는 점을 반영한다. 

화학적 특성의 유사구간 

• BH1 -3m(439mgjkg) : BH2 -1 .5m(476mgjkg) 

• BH1 -5m(3138mgjkg): BH2 -2.7m(3281mgjkg) 

토양환경보전법 공장산업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에 나와있는 Cd(12mgjkg), 

Cu(200mgjkg), As(20mgjkg) 함량값을 초과하는 지점은 BH1의 O.2-0.4m 이 

었고 이때 As이 29.9-40.Omgjkg 함량을 나타냈다. BH2의 경우 Cd이 1.9-

2.3m 구간에서 우려기준치를 초과한 24.6 - 41.0mgjkg의 함량을 나타냈다. 그 

러나 상기 위치는 광미였고 원지반 토양에 해당되는 BH1의 6m이하/ 그리고 

BH2의 3m 하부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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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산폐기물 적치장에서 오염물질 유동 고찰 

가. 침출수 유동 

제 3절에서 임천광산 광미적치장 지반하부 지하수는 Fe, Al, Mn, Zn 둥으로 

매우 오염되었고 또한 산성수도 밝혀졌다. 이러한 지하수는 광미적치장 및 주 

변 수리지질조건에 따라서 주변환경으로 유동할 수 있기 때문에(Fig. 4-1이 지 

하수 오염확산 방지를 위해서는 지하수 유동에 대한 예측이 매우 중요하다. 

본 절에서는 지하수 유동모텔링에 대한 기본적 이론을 검토하여 3차년도 연구 

사업에 활용코자 하였다. 토양이나 폐석과 같은 다공질 매질 내에 공극수의 

압력과 침출수의 속도와 농도확산 정도를 전산실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이러한 오염원 확산 예측모텔링으로부터 이러한 방법으로 간단하고 복잡한 침 

출수의 침투반경을 예측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미리 준비할 수 있다. 

1) 침출수 유동식 

침출수 유동식의 근간은 단위 매질속으로 유입되는 단위체적당 유체의 질량과 

단위 매질밖으로 유출되는 유체의 질량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동일해야 한 

다. 이것은 토양이나 암석의 공극에서 단위 체적당 질량변화율은 단위 체적 

내에서 질량 교환율과 동일하다는 “질량보존의 법칙” 특성이 폰재하기 때문이 

다. 이것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이 기본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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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Pw)+옳 (p w V X) +옳 ( p w V y ) 0 (4-1) 

식 (4-1)은 단위체적당 유체의 질량유동량을 나타내는 기본식으로서 Pw는 유 

체의 밀도 Vx와 Vy는 각각 매질속에서 유체의 X, Y 방향으로의 속도이다. 

이때 식 (4-1)에서 매질내 유체의 속도가 일정하다면 유체는 다음과 같은 

Darcy 유통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òH 
VT =- KT L "'-L òL (4-2) 

식 (4-2)에서 k는 수리 전도도 (Hydraulic Conductivity), H는 수두 (Hydraulic 

Head), V는 Darcian 속도/ 하첨 자 L은 유체 의 유동방향이 다. 또한/ 매 질속을 

유동하는 유체가 비압축성이면 식 (4-1)에서 유체밀도 Pw는 상수이며/ 이와 식 

(4-2)를 식 (4-1)에 대입하여 정돈하면 다음과 같다. 

옳(kx짧)+옳(ky뽕)+Q òQ 
òt 

(4-3) 

식 (4-3)에서 Q는 유체의 source 또는 sink이며/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경계부 

분에서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식 (4-3)의 단위는 단위 체적당 유동하는 체적 

비이다. 그러나 식 (4-3)의 우측항의 òQ은 공극과 공극수압이 존재하는 매 

질내의 수분의 체적비이므로 공극의 저류계수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 

òQ =mw òpw=mw r w (H- x) (4-4) 

128 



여기서 mw는 압력단위의 역으로 표현되며 공극의 저류계수이고， r w는 유체 

의 비중량 (Specific Weight)이며/ 통상 여기서는 물이며 상온에서 

9.81 kN/m3 이다. 식 (4-4)를 식 (4-3)에 대입하여 정돈하면 다음과 같은 최 

종적인 매질내에서 침출수의 유동방정식으로 표현된다. 

옳(kx짧)+옳(ky뽕)+Q mwrw 21몫μ (4-5) 

식 (4-5)는 2차원 평면에서 침출수의 수두(H)를 구하는 유동방정식이며 x 는 

고도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2차원 단변에서는 y 방향는 Z 방향으로 처리 

할 수 있으며/ 이때 x 는 0으로 보면된다. 이 식을 기본으로 각각의 요소의 

노드점 (Node Point)에서 수두 (H)를 구하여/ 다시 식 (4-2)를 적용하여 Vx와 

-lfV z \ V z를 구하고 () =tan -l( ~ 1 에 따라 속도의 방향을 구할 수 있다. 
\ Vv J 

이상은 2차원 단변에서 수두와 침출수의 속도벡타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질량평형식을 근간으로 설명한 것이며/ 이를 다시 2차원 단변에서 침출수의 

농도확산을 예측할 수 있어야한다. 여기에는 이동-확산 방정식을 기본으로 사 

용하며 다공질 매질에서 침출수의 질량평형과 이동-확산을 기본개념으로 고려 

되어야 한다. 2차원 단면에서 침출수의 농도 이동-확산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 

할수 있다. 

a2c ac a2c ac / as l ac 
Q D ~ '2 - u ~:-: + Q D ~ '2 - u v::l':: - a Q C - a 5 P d = ( Q + P d ~~ 1 vé1,: ax 2 LJ ax I ~c，.U' az 2 LJ az U ~c， V U ù fJ d - \ ν d ac J at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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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4-6)은 침출수의 이동 및 확산을 예측할 수 있는 기본식이다. 여기서， C 

는 침출수의 농도비(분율)， Q는 침출수의 수분함유율(분율)， D는 수리역학 확 

산계수(m2jsec)로서 a(다공질 매질의 분산도)(분율) Xv(다공질에서 평균 확산 

유속)(m2jsec) + D*(분자확산계수)(m2/sec)로 나타낼 수 있고/ 분자확산계수 D‘ 

는 수분함유 체적비 Q에 대한 함수로 나타낼 수 있다.U는 식 (2)에서 구한 

다-시 유속(mjsec)， S는 수분홉수도(m3jkg)， P d는 다공질 매 질의 건밀도(dry 

mass density)(kgjm3)으로 나타낼 수 있다. 

위의 식에서 좌측 첫 번째 항은 분산되는 방향으로의 이동 즉 x방향의 수직 

양방향으로의 침출수 이동이며/ 두 번째 항은 x방향으로의 침출수 이동을 나 

타낸 것이며l 다섯 번째 항은 물에서 침출수가 홉수되어 감소되는 농도를 나 

타낸 것이며I 여섯 번째 항은 다공질 매질(토양)에서 침출수의 홉수로 농도가 

감소되는 사항을 나타낸다. 우측 항은 다공질 매질의 노드를 통과할 시간 동 

안 농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이러한 평형식의 전체 단위는 (농도의 체적 

분율/시간)으로 정해지며 계산된 침출수의 농도요소의 체적을 곱하면 요소에 

서 실제의 농도값이 계산된다. 

이상의 식 (4-5)와 (4-6)은 침출수의 속도빽타와 농도이동 및 확산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편미분 방정식이며 이에 대한 H와 C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해서 

는 2차원 공간을 유한 요소화하거나 또는 유한 차분화하여 행렬해법을 이용하 

면 된다. 

2). 초기조건 

유통구역을 유한요소화 또는 유한차분화 한 후/ 식 (4-5)에서 수두 H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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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값을 입력하여야 한다. 초기 수두값은 관측정에서 지표수두를 측정하여 

그 값을 각각의 요소나 격자에 그 값을 입력한다. 식 (4-6)에서는 침출수의 

초기농도 C를 각요소 또는 격자에 입력한다. 

3). 경계조건 

경계조건은 크게 차수(Neumman or No Flow) 경계조건과 변수설정 (Dirichlet) 

경계조건으로 구분하며/ 다시 변수설정에는 시간에 따라 변하는 변동경계 

(moving boundary or transient boundary)조건과 시간에 따라 불변하는 일정 

량(Specified) 경계조건으로 나눌 수 있다. 예를 들어 식 (4-5)에서 지표에 대 

한 수두 H를 설정하기 위해서r 압력에 대해 살펴보면 압력은 절대압력 

(Absolute Pressure)과 측정압력 (Gauge Pressure)으로 나누며 절대압력은 대기 

압력 (Atmospheric Pressure)과 측정압력을 합한 압력이며/ 일반적으로 계산상 

지표수의 압력은 대기압(지표수두 환산 : 10.3M = 대기압 101.3 kNjm2 -;- 물 

의 비중량 9.81 kNjm3)이지만 통상 절대압력보다는 측정압력으로 계산하므로 

이때는 대기압에 대한 수두 10.3 M를 제외한 OM 수두를 지표수두로 결정한 

다. 

나. 물성자료의 분석 

1) 수리전도도 

수리전도도 kx는 현장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 측정할 수 있다. 먼저 다-시 유 

동식은 

131 



뻐
-
’
따
 

밟
 -
μ
 

nq 
(4-끼 

이며， Q는 컬럼시료의 양단 dx(m)에서의 압력차 dP(kNjm2)에서 일정하게 배 

출된 물의 유량 Q(m3jsec)이 측정되었을 때 수리 전도도 kx(mjsec)이다. 또한 

Ax는 컬럼의 단면적 (m2)， r w는 물의 비중량(Specific Weight; kNjm3)이며 상 

온에서 9.81 kNjm3 이다. 이러한 값으로서 수리전도도를 구할 수 있다. 

한편， 실제 지표수두 이하에서는 Fig. 4-11에서와 같이 압력의 크기에 따라 수 

리 전도도가 달라지며 관측자료로서 그림에서와 같이 함수화할 수 있으며/ 특 

히 불수포화 매질에서는 수리전도도는 급격히 변하다가 일단 수분이 포화되면 

그 변화는 둔화된다. 

2) 수분 함유량 

Fig. 4-12은 압력이 작을수록 즉 지표수두로부터 멀리 떨어진 토양에 있는 매 

질의 수분함유량은 저하하다가 지표수두에 가까울수록 수분함유량이 증가함을 

보여주고 있다. 압력의 음부호는 하부로의 지표수두차를 나타내고 있다. 

3) 침출수의 확산과 흡수 

오염원인 침출수성분의 분자확산계수는 다공질 매질내의 수분의 체적비 또는 

수포화도에 따라 달라지며 Fig. 4-13와 같이 나타날 수 있다. 또한 오염물질 

은 이동중에 물이나 토양입자속으로 흡수되어 실지로 침출수의 농도가 감소될 

수 있다. Fig. 4-14는 침출수의 체적농도비에 따른 흡수된 체적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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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A typical soil-water characteristic 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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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침 투류 (Unconfined Flow) 

Fig. 4-16은 토양 댐에 차있는 물이 댐을 통과해서 아래로 침출되는 사항을 보 

여주며 지하 자유수변 (Phreatic Surface)의 노드엔 수두 H를 0으로 경계를 하 

여야 하며/ 이때 물의 속도벡타를 잘 보여주고 있다. 

2) 강수침입 

Fig. 4-16은 고 투과성 토양층에 저 투과성 토양층에 강우에 의한 유동을 보여 

주는 것으로서 지표로부터 유압된 강우는 고 투과성 토양을 통과 한후 저 투 

과성 토양을 만나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저 투과성을 토양 상부를 따라 

유동량이 매우 증가하며， 강우는 일시적으로 일어나므로 강우초기에는 지표수 

면이 아래에 있다가 계속 강우가 일어나면 지표수면은 그림에서와 같이 상승 

하게되며 다시 강우가 끝나면 지표수위는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속도빽타를 

통해 알 수 있다. 

3) 연못에서 침투류 

Fig. 4-17은 연못에서 계속적으로 물이 전혀 침투하지 않은 불수포화 

(Unsaturated) 지역으로 침입하여 아래의 연못의 지표수위가 생성되어 그 하 

부로 스며들어 하부 지표배출면으로 나온다. 이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지표 

수면은 계속 상승하는 형태를 속도벡터를 통해 잘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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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Pond infiltration resulting in inverted and mounded 

ReseMlir Drawdown 

Fig. 4-18 Dissipation of excess pore-water pressure in an earth dam 

after reservoir dra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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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극수 압력의 초과 

Fig. 4-18를 살펴보면/ 댐에 차있던 물이 갑자기 빠지면 저수지의 수위가 저하 

되어 이때 댐의 공극수의 압력이 댐의 표변 대기압보다 증가하여 공극수가 유 

출되는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5) 천이 침투수 

댐에 채워져 있는 수위가 변하지 않는데 댐내 지표수면이 변하는 경우를 나타 

낸 그림은 Fig. 4-19에 나타나 있으며 이런 경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수리전 

도도가 변하는 경우이고I Fig. 4-20은 댐에 채워진 저수의 수위가 시간경과에 

따라 떨어지는 경우에 댐의 지표수면이 변하는 사항을 간단히 도식화한 것이 

다. 

6) 침출수의 속도와 농도 

Fig. 4-21은 상부댐에 오염물질이 저수되어 있을 때/ 침출수의 속도벡터와 확 

산된 농도의 구배를 전형적으로 나타낸 그림으로서/ 오염물질주변의 속도와 

농도는 급격히 증가되어 있고 그 하부의 지표수위로 이동될수록 그 크기는 점 

점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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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Transient wetting front migration through an earth dam after 

reservoir filling. 

ReseMlir αawdown 

Fig. 4-20 Movement of phreatic surface in an earth dam after reservoir 

draw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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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탄광폐석 산성침출수 발생 실증시험 

제 1 절 서언 

탄광 폐석 적치장 주변에서 유출되는 배수는 제 3 장 제 1 절에서 논의된 바 

처럼 산성수 이면서 Fe, Al, Mn 둥으로 오염된 경우가 혼하다. 그러나 폐 탄 

광지역의 경우 폐광시 갱도를 폐석둥으로 밀폐하는 경우가 있어서 광산당시 

현장을 알지 못하면 갱도에서 유출된 배수인지 혹은 갱도 유출수와 무관한 폐 

석 침출수인지 단정 짓기가 어렵다. 만약에 이미 오염된 갱내수가 폐석더미를 

거쳐 유출될 경우 오염원은 감추워진 폐갱도 유출수이므로 폐석에 대한 중요 

도는 그 중요성이 약해진다. 그러나 지하수 혹은 폐갱도 유출수가 오염이 되 

지 않았을 경우 폐석은 수질오염원이 된다. 폐탄광 지역의 수질조사를 수년동 

안 수행한 경험에 의하면 이러한 모호한 점을 느끼게 된다. 

한면 폐탄광 폐석 적치장에 대하여 현재 산림복구사업이 진행중에 있다. 복구 

사업은 폐석을 주변의 지형에 따라서 지형을 복원하고 식재를 통하여 원래의 

자연환경을 회복하고자 하는 방식으로 수행되고 있다. 그러나 제 3 장 제 1절 

의 수질자료에서 나타난 바 처럼 산림복구사업이 완료된 폐석 적치장에서 Fe, 

Al, Mn 둥으로 오염된 산성 침출수가 배수되어 주변 수계를 오염시키고 었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폐석 자체에 대한 화학적 잠재력이 고려되지 않았고 또한 

복토 둥에 대한 침식 방지책의 부족과 강수 및 지하수의 조절이 부적하여 발 

생된다고 할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폐석을 일정한 차수막으로 싸여진 용기를 인위적으로 탄광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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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시공하여 폐석을 적치하고 강수 유입을 유도하여 이때 배수되는 침출수의 

수질을 통하여 폐석의 수질오염 여부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폐석 자체가 

수질을 오염 시키는 경우 이를 처리할 수 있는 적절한 처리법을 개발하고자 

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진행은 2차년도인 98년도에 시작되었으며 3 

차년도까지 수행될 예정이다. 

제 2 절 연구 방법 

1. 시험포 설계 및 시공 

시험포 시공이 수행된 장소는 강원도 고한읍에 소재한 S탄광 폐석적치장 이었 

다. 

폐석장 평지에 경석장 폐석으로 둑을 만들어 폐석이 적치될 구조물(용기)을 

만들었다. 그 다음으로 HDPE(l .5mm) 차수막을 둑 내부로 걸쳐서 각각의 차수 

막을 용접하여 차수시설을 시공하였다. 이때 PVC( φ5cm) 유공관을 차수막 안 

쪽으로 설치하고 차수막 외부에 설치한 시료채취용 탱크에 연결하였다. 또한 

폐석 내부의 공극수를 채수하기 위하여 차수막 바닥으로부터 Om, 50cm, 1m 

심도에 Lysimeter를 설치하였고 이 Lysimeter는 PVC파이프로 폐석적치 상부 

까지 연결되었다. 

별도로 PVC유공관을 2개 설치하였다. 차수막과 판자를 이용하여 시험포를 2 

개로 나누고 2종류의 폐석을 포크레인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쌓아올려 야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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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Fig. 5-1). 폐석 적치 두께는 1.5m 였다. 1998년 9월 10일 완공하였다. 

적치된 폐석은 2 가지 종류였는데 Fig 1의 폐석 A(Waste Rock A)는 경석장에 

적치된 폐석이었다. 폐석 A는 경석장에서 수년동안 적치되었던 폐석이었다. 

폐석 B는 선광장 버럭으로 폐석 A 보다 미립입도 구성비가 컸다. Phto 5-1은 

폐석 시험포의 시공전 및 시공 후의 모습이다. 

2. 수질분석 

폐석 시험포로부터 배수된 침출수에 대하여 3차례에 걸쳐 채수되었다 . 

• 1차 시료채취: 1998, 10월 1일(강우 후) 

• 2차 시료채취: 1998, 10월 15일(강우 후) 

• 3차 시료채취: 1998, 11월 25일 

분석 원소는 Fe, Mn, Al, Ba, Ca, Cr, Cu, K, Li, Mg, Na, Cd, Co, Ni, Se, Si, 

Pb, Sr, Zn 둥의 양이온이었으며 고려대학교 전략광물자원연구센터의 

Perkin-Elmer ICP-OES (Inductively Coupled Plasma Optical Emission 

Spectrophotometer) 에 의하였다. 특히 ICP-OES 분석시에는 USN(ultra sonic 

nebulizer)를 이 용하여 As, Se, Cd, Co, Cr 동의 미 량원소를 분석 하였다. F, 

Cl, N03., sol동 음이온 은 IC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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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1 View of before and after wastes rock leaching t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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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Configuration of acid rock drainage test pl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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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 A 및 폐석 B에 대하여 총 황분석/ 전자 현미 분석 (SEMjEDS) 및 X선 회 

절분석을 수행하였다. 

제 3 절 연구결과 및 고찰 

1. 탄광폐석 침출수 수질분석 결과 

탄광폐석 시험포에서 유출된 침출수는 3차례 (WR-A， B-h요~) 걸쳐 채수되었 

고 이들 수질분석 결과를 Table 5-1에 수록하였다. 

가. 폐석 A 유출수 

폐석 A에서 유출된 침출수의 pH는 3.16에서 3.62로 측정되어 폐석으로부터 

산성 침출수가 배수되어 제 3장 제 1절에서 탄광폐석 적치장 주변 산성침출수 

가 폐석으로부터 용출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 Eh는 519rnV에서 588rnV 로 

측정되어 pH-Eh 관계로 볼 때 수질은 산화 환경임을 지시해 준다. 한편 DO 

(용존산소)는 최소 1.97rngj Q 에서 4.37rngj Q 로 나타나 DO량이 매우 낮았다. 

한편 TDS 는 775rngj Q 에서 1872rngj Q 의 범위를 나타내 수질에 용존물질이 

상당량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l의 경우 최소 36rngj Q 에서 143rngj Q 로 분석되어 폐석으로부터 상당량의 Al 

이 용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e의 경우 최소 10rngj Q 에서 36rngj Q 로 

나타나 Fe또한 폐석으로부터 용출되었다. Mn 역시 3.7rngj Q 에서 8.6rngj Q 의 

농도로 용출되었다. 이들 3성분에 대하여 3차례 분석값을 더해보면 총 346rng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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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Concentration of elements in leachates from experimental plot(unit in mgll) 

Sample F cr N02- N03- POζ- SO/- date 

WR-A-l 0.05 2.14 nd nd nd 1863 98-10-01 

WR-A-2 0.15 1.33 nd nd nd 917 98-10-15 

WR-A-3 0.94 8.61 nd nd nd 3298 98-11-25 ------- ------ ------ ------- ------ ------- 1------- -------‘ WR-B-l 0.91 6.26 nd nd nd 3968 98-10-01 

WR-B-2 0.55 5.61 nd nd nd 3021 98-10-15 

WR-B-3 1.13 0.85 nd nd nd 4252 98-11-25 

Sample Al Fe Mn sum Ca Mg Si 

WR-A-l 84 16 7.8 108 86 24 27 

WR-A-2 36 10 3.7 50 78 19 18 

WR-A-3 143 36 8.6 188 158 45 42 ------- ------ ------ 뉴------- .‘’---‘.’- ------- ------- ------_. 
WR-B-l 136 36 8.5 180 199 71 28 

WR-B-2 109 56 7.7 173 235 48 38 

WR-B-3 205 40 10.4 255 237 75 52 

Sample As Cd Co Cr cu Ba K 

WR-A-l 1.36 0.028 0.405 0.047 0.63 0.04 2.42 

WR-A-2 0.00 nd 0.165 0.019 0.48 0.03 1.36 

WR-A-3 2.24 0.046 0.487 0.099 1.20 0.03 1.63 ------- ------ ------ - ------ ------ ------- ------- -------~ 

WR-B-l 2.06 0.047 0.482 0.092 1.18 0.05 2.72 

WR-B-2 σ 0.014 0.324 0.082 1.50 0.02 0.67 

WR-B-3 2.68 0.056 0.584 0.122 1.56 0.04 1.91 

Sample Li Na Ni Pb Se Sr Zn 

WR-A-l 0.185 0.766 0.507 0.509 1.12 1.1 1 

WR-A-2 0.074 0.706 0.266 0.039 0.003 1.42 0.70 

WR-A-3 0.307 0.987 0.865 0.584 2.61 1.91 --- ---- r------ 뉴------ ------- ------ ------- 뉴------- -------
WR-B-l 0.347 1.74 0.879 0.547 3.68 2.02 

WR-B-2 0.232 0.952 0.656 0.014 0.004 4.10 1.68 

WR-B-3 0.451 1.340 1.130 0.738 3.95 2.60 

Sample pH Eh DO TDS Conc띠duc따tivity 

WR-A-l 3.18 547 1.97 775 1.72 

WR-A-2 3.16 519 4.37 621 0.14 WastRockA 

WR-A-3 3.62 588 2.33 1872 4.15 ------- r------ •------ 뉴------- ------ ------- 싸---------------‘ WR-B-l 3.14 570 2.06 1329 2.93 

WR-B-2 2.85 554 4.66 1359 3.02 WastRockB 

WR-B-3 3.54 591 1.85 1625 3.61 

nd : not determined, tr.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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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에 달하였다. 제 3장 제 2절에서 전술한 바 처럼 Fe, A l, Mn 성분은 폐석에 

서 교환성 형태로 매우 높은 농도로 존재하여 이러한 존재형태의 Fe, Al, Mn 

이 강수유입에 의해 용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Ca 성분 또한 최대 158 

mg/Q 으로 분석되어 황산염 이온과 석고를 형성할 가능성을 추측케 한다. 

나. 폐석 B 유출수 

폐석 B에서 유출된 침출수의 pH는 최소 2.85에서 최대 3.54로 나타나 역시 산 

성수가 폐석으로부터 배출되는 것이 증명되었다. Eh 값 역시 500mV 이상을 

나타내 산화환경을 지시해 준다. DO의 경우 용존산소가 매우 희박 하였고 

TDS 는 1300mg/ Q 이상을 나타내 폐석 B 보다 용존물질량이 더 큰 것으로 나 

타났다. 

폐석 B에서 Al의 경우 최소 109mg/ Q 에서 최대 205mg/ Q 까지 배출 하였다. 

또한 Fe의 경우 최소 36mg/ Q 에서 56mg/ Q 까지 그리고 Mn의 경우 최대 10.4 

mg/ Q 농도를 보였다. 폐석 B에서 배출되는 침출수에서 상기 3성분 농도 합을 

계산하면 608mg/ Q 로 나타나 폐석 A 보다 약 2배 정도의 수질오염물질을 배 

출하였다. Fig. 5-2에 시간에 따른 Fe, Al, Mn, 및 이들 성분의 합 농도를 표시 

하였다. 이들 성분들도 교환성 형태로 존재하던 Fe, A l, Mn이 강수유입에 의 

해 물로 용해되어서 수질이 오염된 것으로 판단된다. 

3회에 걸쳐 분석된 양이온 농도 값을 합하여 Table 5-2에 수록하였다. 이들의 

수질자료를 Fig. 5-3 에 백분율로 도시하였다. Fig 5-3에서 알 수 있듯이 폐석 

A에서 유출된 침출수 성분 중에서 Ca 는 37%로 가장 많은 농도를 차지하고 

있고 또한 Al(30%) 그리고 Mg(10%), Si(10%), Fe(7%), Mn(2%) 기타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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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 폐 석 B의 경 우 Ca(41 %), Al(28%), Mg(12%), Fe(8%), 5i(7%), 

Mn(2%) 순이 었다. 

Table 5-2Cornparison of surn of 3 tirnes analytical results(unit in mg/ Q) 

s앓빨맏 Al Fe Mn Ca Mg 

WR-A-1,2,3 263 63 20 322 88 
WR-B-1,2,3 450 131 27 671 193 

Si As Cd Co Cr 
WR-A-1,2,3 86 3.6 0.1 1.1 0.2 
WR-B-1,2,3 117 4.7 0.1 1.4 0.3 

Cu Ba K Li Na 
WR-A-1,2,3 2.3 0.0 5.4 0.6 2.5 
WR-B-1,2,3 4.2 0.1 5.3 1.0 4.0 

Ni Pb Se Sr Zn 
WR-A-1,2,3 1.6 1.1 0.0 5.1 3.7 
WR-B-1,2,3 2.7 1.3 0.0 11.7 6.3 

2. 폐석 구성 광물 

가. 펴|석 A 

폐석 A에서 회수된 시료에 대하여 전자현미분석을 수행한 결과 황철석을 확 

인할 수 있었다. Photo 5-2에 황철석이 나와 있다. ED5 분석결과 S가 가장 피 

크의 세기가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Fe가 그다음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편 Photo 5-3는 Fe 가 주 피크이고 5, 0 성분이 다음의 피크로 확인되어 황 

철석이라기 보다 이들 성분으로 구성된 산화작용의 산물로 판단된다. x-선 회 

절분석 결과(Table 5-3) 석영l 일라이트/ 납석， Clinochlore, 카오리나이트 동의 

광물이 감정 되 었다(Fig. 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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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폐석 B 

폐석 B에서 철 황산염으로 판단되는 산화작용의 산물이 확인된다. Photo 5-4 

및 5-5에 나와있는 입자는 주로 Fe 및 S로 구성되어 앞서 풍화산물 특정과 

일치한다. Photo 5-6에 나와 있는 회색 부분은 주로 Ti로 구성된 광물립으로 

분석되고 있다. Photo 5-7은 바늘형태를 갖는부분이 관찰되는되 이부분의 주 

요구성 성분은 Fe 및 S 로 나타나 Photo 5-4, 5-5 둥과 같은 물질로 판단되고 

그 주변부는 Si, A l, κ Fe 둥으로 구성되어 조암광물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 

폐석 A와 유사하게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 일라이트/ 납석， Clinochlore, 카 

오리나이트 둥의 광물이 감정되었다(Table 5-3). 

Table 5-3 Mineralogy of coal rnine waste rocks identified by XRD 

Sarnple 

Waste rock A 
Waste rock B 

quartz 

‘ 
‘ 

Mineralogy 
pyrophyllite I clinochlore I kaolinite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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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광산폐기물 사면의 안정성 해석 

제 1 절 사면파괴 이론 

1. 전단강도 

경사진 지반을 구성하는 흙이나 암석은 중력의 작용을 받아 높은 곳에 있 

는 지반이 낮은 쪽으로 이동하려는 속성을 갖는다. 이 때 지반의 내부에는 전 

단응력이 발생한다. 이러한 전단응력이 지반이 갖고 있는 전단저항력을 넘지 

않는 한 사면은 안정을 유지하지만/ 연속한 변을 따라서 발생한 전단응력이 

전단저항력을 초과하면 그 면에 활동을 일으켜 사면은 붕괴한다. 붕괴의 원인 

으로는 중력I 침투수압l 지진력 등이 있다. 

전단저항력을 결정하는 재료의 물성은 마찰각/ 점착력 그리고 토양이나 암 

석의 단위중량 퉁이다. 마찰각과 점착력은 그림 6-1과 같이 전단응력대 수직응 

력 독선에 의해서 정의된다. 그림 6-1에서와 같이 맞대고 있는 재료를 미끄러 

지게 하는데 필요한 전단응력 r 는 수직응력 o 가 커짐에 따라 마찬가지로 증 

가한다. 이 때 수직응력에 대한 전단응력을 연결한 선의 경사가 바로 마찰각 

￠ 이다. 접촉면에는 일정한 마찰력이 존재하므로 수직응력이 가해지지 않더라 

도 재료를 움직이도록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전단력이 펼요하다. 이러한 

초기 전단강도를 표면의 점착강도 c라고 한다. 

토양이나 암석의 전단응력과 수직응력 사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은 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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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서 표시될 수 있다. 

(6-1) r= c+ otan <þ 

Normal stresscr 

밟Shear stre 

ν
 ”
”
@
」i이
 」
m
@
ζ
m

Normal stresSr 

그림 6-1. 전단변에 작용하는 수직웅력과 전단응력과의 관계 

미끄러짐 2. 자중에 의한 

~ 
"1) 블록이 W인 무게 이루는 평면상에 수평면과 β 의 각을 그림 6-2에서 

무게 W는 블록은 자중에 의해서만 움직인다. 그리고 이때 여있다고 할 때 

수직 아래방향으로 작용한다. 무게 W를 사변에 나란한 방향과 직교하는 방향 

있다. 사면과 나 표시된 바와 같이 나타낼 수 분해하면 그림 6-2에 에 대해서 

아래 방향으로 작용하는 W의 성분은 블록을 미끄러뜨리는 힘으로 작 란하게 

그 크기는 Wsinβ 이다. 또 사면과 직교하게 작용하는 W의 성분은 사 용하며 

면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하며 그 크기는 Wcosß 이다. 

미끄럼면 즉 전단변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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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응력은 (6-2)식과 같다. 

(6-2) 

이 변의 전단강도가 (6-1)식에 의해 정의된다고 가정할 때 (6-2)식을 (6-1) 

식에 대입하면 전단강도는 (6-3)식에 의하여 표시된다. 

r= c+폈βtan <þ (6-3) 

따라서 이 블록이 미끄러지지 않도록 하는데 필요한 전단력 T는 rA이므 

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T= cA+ Wcos βtan <þ (6-4) 

블록이 미끄러지기 시작하는 순간인 한계평형 조건에서는 변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힘/ 즉 재료를 움직이는 힘은 이에 저항하는 힘과 정확히 일치하게 

된다. 

Mξin <þ = cA + W cos ßtan <þ (6-5) 

만일 마른 모래와 같이 점착력이 0이라면 한계평형 조건은 단순히 다음과 

같은 관계가 성립한다. 

ß=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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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 

그림 6-2. 블록에 작용하는 힘의 평형 

3. 수압이 전단강도에 미치는 영향 

그림 6-2에서와 같은 사면에 

그림 6-3과 같이 블록에 수압 u가 

작용하면 미끄럼변에 작용하는 수 

W 

직응력 o 는 그만큼 줄어든다. 이 

와 같이 재료의 무게로 인한 웅력 

에서 물의 부력을 뺀 응력을 유효 

웅력 이 라고 한다. 따라서 (6-1)식 

에서 정의된 수직강도와 전단강 
그림 6-3. 수압이 작용하는 사변 

도 사이의 관계는 (6-6)식과 같이 된다. 

r= C+ ((j- α) tan <þ (6-6) 

대부분의 경암과 많은 사질토와 자갈에서 재료의 점착력과 마찰 성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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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강도 감소는 거의 전적 존재하더라도 크게 변하지 않으므로 재료의 물이 

기인한다. 따라서 경암/ 으로 파괴면에 직각으로 작용하는 수직응력의 감소에 

는
 뱀

 

。

흥
 

수
 
’ 함

 
중요한 요소는 정의하는데 으

 
E 

、
닌
 。

드
 「강도 자갈의 사질토 그리고 

물이 소량의 가두어짐 암반에 rl 。
' 6 , 구성된 사변의 이러한 재료로 수압이다. 

물보다 안정성변에서는 더욱 중요하다. 수로를 따라 움직이는 많은 양의 

전착력과 마찰각이 경우에는 흙의 연암과 점토질 이암이나 혈암과 같은 

시험할 때는 실험실에서 재료를 있으므로 함수율에 따라 크게 변할 수 

수 있도록 주의해야 유지될 가능한 한 가까운 함수율이 시험중에 현장조건에 

한다. 이들 재료에 대하여 (6-6)식은 계속 유효하나 c와 ￠ 가 변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Hoek and Bray, 1981). 

4. 안전율 

두
 

모
 

시드Q.. 
，，，프 1二;정의하는 안정성을 초i.료Lol 

E즈 -. .., 한 놓여있는 비탈변에 지금까지 

미끄러짐을 유발하 조건이란 지반의 표현되었다.한계평형 조건에서 한계평형 

이에 저항하는 힘과 정확히 일치하는 조건을 말한다. 한계평형 상태 는 힘이 

놓여있는 사변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지수를 사용 와는 다른 조건하에 

동원 미끄러짐에 저항하는데 

할 수 있는 힘에 대한 미끄러짐을 유발하는 힘의 비로써 정의된다. 

지반의 한다. 이것은 안전율이라고 이를 하는데 

(6-7) 최대 전단강도 
작용하는 전단응력 

F= 재료의 -
미끄럼 변에 

있고 사면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할 

놓여 

안전율은 

기반암 위에 

사변의 

토양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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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때 

그림 6-4와 같이 두께 h인 

지하수가 흐르고 평행하게 



수 있다. 그림과 같은 지반에서 미끄럼면은 기반암과 토층의 경계면에 형성될 

것이므로 안전율은 이 면에서 결정된다. 경계변에 작용하는 전단웅력 r 는 

r= r thsinβcosβ 

여기서 rt는 불과 토양을 합한 단위무게이다. 

bedrock 

그림 6-4. 지하수가 흐르는 무한사변의 안정성 

그리고 이 변에서의 수직응력과 간극수압은 다음과 같다. 

다. 

(J= r t h cos 2β 

μ r wh cos 2β 

따라서 (6-6)과 (6-끼식에 의하여 이 사면의 안전율 계산식은 (6-8)식과 같 

166 



5. 사면파괴 유형 

F=~+( Yt- Yw)h cos 2ßtancþ 
Y t hsin βcos β 

(6-8) 

사면파괴는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형태도 다양 

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몇가지 경우에는 한계평형 원리에 따라 사면파 

괴를 해석할 수 있는 형태가 존재한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파괴형태를 분류 

하면 크게 다음과 같다. 

가. 평면파괴 

평면파괴는 그림 6-5.a에서 보듯이 층리변과 같은 구조적인 불연속면이 사 

면과 나란하고 마찰각보다 큰 각도로 굴착했을 때 발생한다. 이 때 사면과 거 

의 평행하게 수직에 가까운 인장균열이 사면이나 벤치 위쪽에 흔히 발생한다. 

블록이 미끄러지기 위해서는 사실상 블록의 양 측면에도 불연속면이 존재하거 

나 혹은 사면 전체가 돌출된 구조를 갖고 있어야 하나 해석하는데 따라서는 

편의상 사면 주향과 직교하는 수직 단변에 대한 2차원적인 힘의 평형만을 고 

려한다. 

평면파괴는 불연속면의 주절리가 한 방향으로 발달된 암반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암괴가 임의의 절리면을 따라 평면파괴가 일어나려면 다음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 미끄럼면은 경사면에 평행하거나 거의 평행한( :t 20 내외) 주향을 가져 

야한다. 

- 파괴변의 경사각이 파괴면의 마찰각보다 커야 하며 사변의 경사각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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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작아야 한다. 그림 6-5.a에서 볼 때 1>1 > 1> p > 1> 인 경우이다. 

- 그림 6-5.b와 같이 파괴변의 양쪽에 미끄러짐에 대해 거의 저항력을 

갖지 못하는 이완면이 암반 내에 존재하여야 한다. 

(a) (b) 

그림 6-5. 평면파괴의 발생조건(Hoek and Bray, 1981) 

나. 쐐기파고| 

쐐기파괴란 그림 6-6과 같이 두 불연속면이 사면과 비스듬하게 교차하고 

동시에 그 경사가 마찰각보다 훨씬 큰 경우에 발생하는 파괴 형태를 말한다. 

쐐기파괴에 있어서는 두 개의 불연속면이 함께 미끄럼면이 되며 미끄러지는 

방향은 그것들의 교선 방향과 일치한다. 평면파괴에 비하여 부분적인 붕락에 

그치는 수가 많으나 안정성 보강변에서는 부분적인 붕락인 경우가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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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션잉앵예서 혼 모슐 
교신의 찍각잉링예셔 온 모g 

씌기괴"'.상의 WA'.영도 

그림 6-6. 쐐기파괴의 기하학적 형상(Hoek and Bray, 1981) 

다. 원호파괴 

일정방향으로 발달된 구조가 없는 표토y 잡석 더미 및 풍화가 심한 암반 

이나 파쇄가 심한 암반에서 일어나는 파괴형태다. 파괴면은 단일 불연속면으 

로 정의되지만 그 형태는 그림 6-7과 같이 원형을 그린다. 원호파괴는 평면파 

괴와 함께 대규모 사변붕괴를 일으키는 대표적 메카니즘이다. 이 경우에도 안 

정성 해석 시 사면의 수직 단변에 대한 2차원적인 힘의 평형만을 고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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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7. 원호파괴 

라.전도파괴 

사면의 안쪽을 향하여 경사진 절리가 발달된 암반에 있어서 절리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더구나 비교적 연질인 판상 암반의 경우 절리에 따라 분리된 

암반이 그림 6-8과 같이 중력에 따라 전체적으로 사면측에 구부러져서 천천히 

붕괴되는 현상이다. 이 붕괴는 사변에 가까운 암체에서 안쪽의 암체로 순차적 

으로 진행한다. 전도파괴의 발생조건은 다음과 같다. 

- 절리면의 경사가 절개면과 역방향이다. 

- 각 암주들이 간격이 넓은 직교 절리들에 의해 블록형태로 분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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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8. 전도 파괴 

제 2 절 사면안정 해석법 

1. 한계평형해석 

한계평형 이론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나 그 정확 

성은 강도 정수와 사변의 기하학적인 조건의 정확도 및 각 해석방법 고유의 

정밀도에 따라 좌우된다. 여기서 기하학적인 조건은 파괴변의 형상을 결정하 

는 것으로서 파괴면이 평면l 원호/ 임의의 불규칙한 변인가 또는 이들의 복합 

적인 형태인가를 결정하는 문제이다. 흙사면의 경우 파괴변은 일반적으로 곡 

면이지만 수평방향의 지층/ 불연속변의 존재 시에는 평면파괴가 자주 일어나 

고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한계평형법으로는 Fellenius법 I Bishop의 

간편법 I Janbu법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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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Fellenius법 

그림 6-9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괴가 점 0에 중심을 가진 원통형 절편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며 점 0에 대한 총 모멘트 평형으로부터 안전율을 구한 

다. 이 때 각 절편 사이의 힘의 합력은 절편의 바닥과 평행하다고 가정한다. 

절편 바닥에서의 파괴식은 

s = c + (0'- u) tan cþ (6-9) 

이고 활동 전단강도는 r = s/Fs로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P= O' I , 

T= rl 이므로 

T= 움 (cl+(P- μl) tancþ) (6-10) 

이다. 

절편사이의 힘의 합력이 절편의 바닥에 평행하다고 가정하면 P = Wcos a 

이고 점 0에 대한 전체 모멘트의 평형으로부터 

LWRsin a = L TR 

이 된다. 따라서 

LWsin a = L 츄 (cl+(P- μl) t뻐 c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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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므로 안전율 

여기서 W 

a 

C 

￠ 

F s 는 다음과 같다 

F s = 
ε(c 1 + (W cosa-μ 1 ) tanφ) 

LWsina 

: 절편 흙의 전체중량 (tjm3) 

: 경사각 (도) 

: 흙의 점착력 (tjm2) 

: 절편바닥 길이 (m) 

: 흙의 내부마찰각 (도) 

o (ossumed centre or rototionl 

a 

그림 6-9. Fel1enius법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 

나. Bishop의 간편법. 

(6-11) 

그림 6-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괴가 접 0에 중심을 가진 원통형 절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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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며 점 0에 대한 총 모멘트평형으로부터 안전율을 구한 

다. 이 때 각 절편 사이의 힘들은 수평 하다고 가정한다. 

수직방향의 힘에 대하여 

P cos a + Tsin a = W - (X R - X d (6-12) 

인 관계가 있는데 절편력 사이의 힘이 수평방향이라는 가정으로부터 

X R = X L = 0 이므로 절편 바닥에 수직한 힘 P는 다음과 같다. 

P= [W- 움(clsin a- μ lt뻐 4> sin a)]/ma (6-13) 

여기서 ma cosa+ J:an φ: sin a 이다. 

점 0에 대한 전체 모멘트의 평형으로부터 LWRsin a = L TR이 된다. 

식 (6-9) 및 (6-10)과 상기 식들을 정리하여 안전율 Fs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 

다. 

F . = 2:: (cl+(P- μ t) tan φ) 
2.; Ws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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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0. Bishop법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 

다. Janbu 간편 법 . 

그림 6-1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파괴가 비원호 파과변에 대한 원통형 절 

편의 회전에 의하여 발생하며 총 힘의 평형으로부터 안전율을 구한다. 이때 

각 절편 사이의 전단력이 0이라고 가정하기 때문에 각 절편의 바다에 작용하 

는 총수평력은 Bishop법과 동일하나 보정계수(correction factor)를 도입한다. 

그림 6-11. Janbu법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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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방향의 힘에 대하여 

P cos a + Tsin a = W - (X R - X L ) (6-15) 

인 관계가 있는데 절편력 사이의 힘이 수평방향이라는 가정으로부터 

X R = X L = 0 이므로 절편 바닥에 수직하는 힘 P는 다음과 같다. 

P= [W- 츄(clsin a- μ lt뻐 <þ sin 삐 

여 기 서 ma cos a + tan φ; sin a 이 다 

절편바닥에 대하여 평행한 힘들은 

T+ (ER - Ed cos a = (W- (XR - xd sin a) (6-1끼 

이다. XR=XL=O 이므로 T 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ER-EL=Wtana- ~(cl+(P- μ l) tan <þ) sec a 
κ F 

전체 힘의 평형상태에서 지표면에 하중이 작용하지 않는 경우에 

L(ER - E L ) = 0 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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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R - E L ) = L Wtana- 츄 (cl+(P- μ l) tan cþ) sec α = 0 (6-18) 

이다. 따라서 식 (6-9) 및 (6-10)과 상기 식들을 정리하여 전체 힘의 평형력에 

의한 안전율을 구하면 다음과 같다. 

a 
-앞

 
-때

 
-a 씬

 때
 

二W 
p 
r4 

+ 
-

I‘ -c 
-

nv 

F 
(6-19) 

2. 수치해석 

일반적으로 암반은 절리와 단층 그리고 파쇄대 동의 불연속변을 다수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한계평형 해석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수치해석법이 사 

용된다. 암반사면의 역학적 거동을 수치해석에 의하여 해석할 경우 암반내의 

불연속성의 평가에 따라 해석방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구분된다. 

(1)대상암반을 연속체로서 취급하는 방법 

대상암반을 거시적으로 포착하여 그 영역 내에서의 불연속성에 의한 역 

학적 특성이 동가가 되는 연속체로 바꾸고 파괴와 변형 상황을 해석하 

는 방법이다. 

(2)대상암반을 불연속체로서 취급하는 방법 

대상암반중의 개개의 불연속면을 평가하여 암반을 암반블록으로 된 불 

연속체로 간주하여 파괴 후의 암반 블록의 거동y 영향 범위/ 파괴 메카 

니즘 동을 해석하는 방법이다. 

가. 연속체형 해석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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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을 연속체로 간주하여 해석하는 방법에는 유한 차분법/ 유한 요소법 

및 경계 요소법 퉁이 있다. 

유하 차분볍 (Finite difference method) 

지반 공학분야에서 차분법은 가장 먼저 사용되기 시작한 수치해석 방법으 

로서 댐의 동적 해석/ 압밀 해석/ 침투류 해석 동에 널리 적용되었다. 차분법 

은 그림 6-12에 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영역내에 격자점을 정하고 그 점에 대 

한 미분 방정식을 차분 근사하여 해석한다. 

차분 근사법으로서는 테일러 전개에 의한 방법l 보간 다항식에 의한 방법 

둥이 있다. 그림 6-13에 표시한 함수 f(x)의 계산점에 대해서 테일러 전개된 경 

우의 미분 방정식에 대한 차분식의 기본형은 다음과 같다. 

1 :1: 1= lo i:.L1x/~+ 웅 dx 2 fi 

식 (6-20)의 차 또는 합을 취하면 

I~=~1- /- 1 
。 2L1x

In-=~1- 2 /0 + 1- 1 
。 L1 x 2 

(6-20) 

이 된다. 테일러 전개의 몇차까지를 근사하는가/ 어느 격자점을 쓰는가에 따라 

여러 가지의 근사 방법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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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 - ι" 2.ðx 

차분근샤 

그림 6-12. 차분법 그림 6-13. 미분법과 차분법 

유한 요소볍 (Finite element method) 

지반 공학문제에 있어서 유한요소법은 사면안정 문제 뿐만 아니라 흙이나 

암반을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적용되어 왔다. 

유한요소법은 그림 6-14에 표시한 바와 같이 어느 영역을 절점으로 결합 

시킨 유한개의 요소를 가진 집합체에 근사시켜 집합체의 각 요소에 대해서 변 

형I 힘의 균형/ 변형 · 응력의 조건을 만족하도록 강성 매트릭스를 만든 다음 

요소 전체의 균형 방정식을 푸는 방법이다. 

한계 

유한요소큰사 

그림 6-14. 유한요소법 

경겐-요소볍 (Boundarv element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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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요소법은 그림 6-15에 표시한 바와 같이 어떤 영역의 경계를 유한계 

의 요소로 분할하고 그것들 경계상의 적분으로 된 적분 방정식을 각 요소상에 

서 해석하는 방법이다. 

경계요소법의 이론적 근거가 되는 적분방정식의 적용은 오래전부터 연구 

되어 왔으나 최근에 와서 경계요소법으로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실용화되어 

FEM의 고차 요소의 고찰 방법의 도입과 함께 급속히 발전되었다. 

한계요소 
경계 

경계요소근사 

그림 6-15. 경계요소법 

경계요소법에는 직접적으로 물리량을 미지량으로서 정식화하는 직접법과 

포텐살론에 따라 정식화하는 간접법의 두 종류가 있다. 어느 경우도 선형 미 

분 방정식에 대해서는 그림 6-16에 표시된 순서대로 해를 구한다. 

미분방정식의 
경계치 문제 

그림 6-16. 한계요소법의 해석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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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연속체형 해석법 

개 별요소볍 (Distinct element method) 

개별요소법은 Cundall(1974)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모텔에서는 절리나 약 

면 둥이 존재하는 암반을 이것들의 불연속면에서 구분된 강체 블록으로 표시 

하는데 따라 블록의 집합에 대한 큰 변형을 미소 시간별로 추적한다. 블록의 

변위와 회전운동의 크기에는 제한이 없고 어떤 블록이 어떤 블록에 접촉되는 

가 하는 것도 자유이다. 

블록의 운동 방정식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dμ du M .... "; + c ... ;-:- + Ku= L1F 
dι t ' ~ dt 

(관성 력 )+(감쇠 력) +(탄성 력 )= 외 력 

(6-21) 

식 (6-21)을 개개의 블록의 무게 중심에 있어서 시시각각y 미소시간 L1 t에 

대해서 해석한다. 

DEM에서는 블록을 강제로 가정하기 때문에 임의 현상의 블록의 모텔화 

가 가능하다. 또 운동 방정식을 모든 힘의 균형에서 구하기 때문에 정식화는 

다른 방법에 비교하여 간단하다. 그 때문에 이 방법은 여러 가지의 문제에 널 

리 응용된다. 

DEM의 접촉상태는 Voight형의 스프링과 대쉬포트에 의해 모텔화된다. 그 

림 6-17은 이것들의 관계를 표시한다. 수직방향과 전단방향의 스프링 강성을 

knl kSI 대쉬포트의 점성을 TJ n , TJ S로 하면 균형식은 다음 식으로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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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F N =- Kn d μ n η ”으뜨쓰 
dt 

d F s=- Ksd u s- η 브쓰 
dt 

(a)강체 블록의 동적 평형 (b) 블록간의 접촉력 

그림 6-17. DEM의 모델화 

(6-22) 

그러므로 L1 unl L1 Us는 시간 증분 L1 t에 대한 수직 속도 증분과 전단 속도 

증분이다.가정에서 

FN{t) <0 일 때 FN{t) =0 (6-23) 

I Fs{샤 I~ μ FN{샤 일 때 I Fs{t) I = μ FN{t) 

로 한다. 여기서 μ 는 마찰 계수이다. 

식 6-22와 6-23에서 표시되는 블록간의 접촉력에 따라 식 6-21의 운동방정 

식을 미소시간 L1 t로 풀어서 새로운 속도 변위 증분이 얻어지며/ 축차 좌표를 

갱신하며 계산을 진행하여 그 변형상태를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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붐 연 속 벼 헛 볍 (Discontinuous Deformation Analvsis) 

불연속 변형법은 Shi와 Goodman(1984)에 의해 개발된 방법이며 블록시스 

템의 역학적 거동을 해석할 수 있다. 입력 데이터는 모델의 기하학적 형상/ 하 

중I 변형 계수/ 쁘와송비와 블록 시스템에 대한 경계조건과 구속 조건이다. 해 

석 결과는 각 블록의 변위I 변형/ 응력/ 변형과 블록간 상호의 접촉력/ 활동/ 

분리I 접촉이다. 블록 접촉부의 활동이나 분리는 붕괴의 주요한 요인이며 

DDA는 블록 시스템에 대한 파괴 메카니즘의 평가에 이용된다. 

외력이나 다른 블록간의 접촉체 따라 블록에 작용하는 힘은 평형 조건을 

만족한다. 또 외력과 블록 내부의 응력도 평형 조건을 만족한다. 해석은블록 

간에 있어서 인장력은 작용하지 않고/ 블록끼리가 뒤얽히는 일이 없는 조건을 

만족하므로 블록의 접촉부에 있어서는 정적/ 동적 계산과정을 불문하고 

Coulomb의 파괴조건으로 짜여져 있다. 이것들의 평형 조건과 구속 조건을 만 

족하기 위해 접촉 조건이 생기는데 연립 방정식의 계수를 부분적으로 수정하 

고 반복 연립 방정식을 풀게 된다. 

유한 요소법과 DDA의 정식화를 비교하면 주 변수를 제외하고는 동일하 

다. 각각의 블록은 정응력/ 정변형으로 가정하고 블록내의 임의점 (x，y)에 대한 

변위 (u，v)를 그림 6-18과 같이 여섯 개의 변위 정수로 표시한다. 

{Dd = (uo vo ro E x E y / xy)' 

(uα vo)는 블록내의 어떤 점 (Xo, yo)를 중심으로 하는 회전각을 표시한다. 

그러므로 회전각 ro의 단위는 라디언이다 E x, E y' / xy는 각각 블록의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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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형/ 전단 변형을 표시한다. 

’ l 
| 

’ L- __ _ 

• - 1 - --• ‘ --~ 

(a)요소에 대한 미지수 

,----- --• ‘ --7 
‘ / 
、

、

、

、
、

(b)요소간의 접 촉 기 구 

그림 6-18. DDA의 모텔화 

R 

DDA는 새로운 방법이며 최근 해석의 적용례가 발표되었을 뿐이므로 유 

한 요소법과 같은 실적은 없다. 따라서 공학적으로 적용하는데는 유한 요소법 

과의 비교나 예제를 통해서 실측과의 비교가 필요하며 설계정수의 결정 방법 

둥 금후의 과제도 많다. 

제 3 절 한계평형 해석 프로그램 SLOPEjW의 

운영체계 

1. 개요 

한계평형법에 의한 사면안정 해석용 프로그램에는 STABR, STABG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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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PE8R, PCSTABL5, UTEXAS, MALE, SLOPE/W, STABRD 퉁이 있다. 이 

들 프로그램의 특징을 요약하면 표 1과 같다(한국지반공학회， 1994). 

여기서는 이들 프로그램 가운데 WINDOW 상에서 작업이 가능하고 사용 

의 편이성과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는 SLOPE/W 프로그램의 운영체재에 대하 

여 검토하였다. 그리고 다음절에서는 실제로 SLOPE/W를 이용하여 어떤 광미 

적치장 사변의 안정성을 해석한 사례에 관하여 기술하였다. 

SLOPE/W는 안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계산 도구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형， 지층I 하중 조건이 단순하든 복잡하든 간에 적절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간단히 안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 SLOPE/W는 DEFINE과 

SOLVE 그리고 CONTOUR 모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례대로 이 세 단계의 

작업을 거치면서 안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다. DEFINE 모률 

에서는 지형과 지층의 입력/ 지하수면의 정의 그리고 하중조건의 부여 둥 해 

석 모델을 정의하게 된다. SOLVE는 문제의 모텔에 대한 안전율을 계산하기 

위한 모률이다. 그리고 계산 결과는 CONTOUR 모률을 통해서 화면 또는 프 

린터로 출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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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 한계평형 해석용 프로그램의 종류(한국지반공학회I 1994) 

프로그램 개발자 해석방법 파괴변 형태 
하중적용 

기능 

STABR Guy Lefebre(1971) 
Bishop 간편법 

원호 가능 
Fellenius법 

STABGM 
J.M. Duncan and Bishop 간편법 

원호 가능 
B.K. Low(1984) Fellenius법 

S.G. Wringt(1986) 

SLOPE8R 
Guy Lefebre, 

R.M. Pyke and 
Spencer법 비원호 불가능 

J.M. Duncun(1971) 

J.R. Carpenter 
Bishop 간면법 

원호， 비원호. 
Fellenius법 가능 PCSTAB1.5 

블록 1968 
Spencer법 

S.G. Wright and 
Spencer법 

원호， 비원호. 
가능 UTEXAS 

J.D. Roecker 능 tEir= ;=흔r 

MALE R.L. Shiffrnan Morgenstern and Price 비원호 불가능 

Bishop 간편법 

Fellenius법 

SLOPEjW 
Geo-Slope Janbu 간편법 원호， 비원호. 

가능 
(Canada) Morgenstern and Price 돋 tjr= 등누큰 

Lowe-Karafiath 

Corps of Engineers 

Bishop 간면법 

Fellenius법 
원호 가능 STABRD K.S. Wong 

Lowe-Karafiath 

Corps of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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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문제의 정의 (DEFINE 모률) 

가. 작업영역 설정 

작업영역은 문제를 정의하는데 필요한 공간의 크기다. 작업영역은 인쇄되 

는 영역보다 작거나 클 수 있다. 작업영역은 작업하기에 편리한 축척이 되도 

록 결정되어야 한다. 그림 6-19는 260 x 200mm로 작업 영역을 설정했을 때의 

화면 모습을 보여준다. 

나. 축척 설정 

축척 설정은 그림 6-20과 같은 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지형은 기본적으 

로 m로 정의되며 적당한 축적은 1:200이다. 그림 6-20의 축척 입력창에 나타 

난 문제는 높이가 14m이고 폭은 약 40m를 가리킨다. 문제의 좌하측 모서리의 

좌표는 (0，0) 이 되며 그 범위는 그림 주위의 여백을 고려하여 문제의 크기보다 

더 큰 것이 좋다. 일단 문제의 범위가 지정되면 DEFINE은 개략적인 축척을 

계산하며 X, Y의 최대값은 선택된 축적을 반영할 수 있도록 자동으로 조정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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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 6-20. 축척 입력창 

사면 안정성 문제를 정의하는데는 우선 문제의 규모를 스케치하면 편리하 

다. 이 스케치는 문제의 지형적인 요소들을 그리기 위한 기본도로써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스케치를 하기 위해서는 화면상에서 직접 그릴 수도 있고 화표 

입력에 의한 방법을 사용력할 수도 있다. 그립 6-21은 지형이 단순한 사면의 

형상올 화면상에서 직접 구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사면은 서로 다른 물 

성을 갖고 있는 두 개의 토양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라. 해석 방법 선정 

SLOPEjW에서 선택할 수 있는 안정성 해석법은 Bishop의 간편법I Janbu 

법 I Fellenius법과 같이 원형파괴를 전제로 해석하는 방법과 일반적인 파괴면 

올 대 상으로 하는 Spenser법 I Morganstem-Price법 그리 고 GLE(Genera1 Limit 

Equilibrium method)법 퉁이 있다. 토양 사면의 경우 대부분 원형 파괴 형태 

를 띄우고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도 전자의 해석법올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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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물성 입력 

문제의 각 지층을 대표하는 토양 물성에 관한 입력 자료는 아래와 같다. 

- 단위 무게， r 

- 마찰각， ø 
- 점착력， c 

이와 함께 재료의 파괴 기준올 정의할 수 있는데 가장 널리 사용되는 식 

파괴식 이다(식 6-6 참조). 그림 6-22는 그림 6-21에 나타 은 Mohr-Cou1omb의 

난 두 지층에 대하여 사면의 파괴 조건 및 물성올 입력하는 창올 보여주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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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물성 입력창 그림 6-21. 화면상에서 작성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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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바. 지하수면 

지하수면의 위치를 정의하는 방식은 지층의 경우와 같이 화면상에서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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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이 있다. 지하수면 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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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 침수되었다고 간주하여 간극수압이 지하수면으로부터 깊이에 비례하도록 

정의할 수도 있고 간극수압비 ru를 각 지층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할 수도 있 

다. 그림 6-21에서 점선으로 표시된 지하수면의 모습을 볼 수 있다. 

사. 미끄럼원의 반경 설정 

미끄럼변 원호의 반경을 계산하기 위하여 다수의 미끄럼면을 지정할 필요 

가 있다. 이러한 원호의 반경들은 그림 6-2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사면 내 

부에 지정되는 네 개의 점들에 의해 정의된다. 이 네 점들은 사각형을 구성하 

게 되는데 이를 다수의 구간으로 쪼캠으로써 원호 반경의 크기를 세분할 수 

있다. 

아. 미끄럼면 격자 설정 

미끄럼 원호의 중심에 대한 범위를 지정한다. 사면 외곽에 세 점을 지정하 

면 원호의 중심을 가리키는 격자가 형성되며 가로y 세로의 범위 및 분할 숫자 

를 변경함으로써 원호의 계산 밀도를 지정할 수 있다. 그림 6-21에서 가로와 

세로 길이가 각각 둘과 셋으로 분할된 격자를 볼 수 있다. 미끄럼면의 격자는 

넓고 엉성한 밀도로부터 시작하여 그 범위를 좁혀가면서 최소 안전율원의 중 

심을 찾도록 한다. 

3. 안전율 계산(Solve 모률) 

모댈 구성과 자료 입력 그리고 미끄럼면 격자가 결정되면 안전율 계산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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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에 의해 최소 안전율을 계산한다. 원형 파괴 옵션에서는 Bishop과 Janbu 그 

리고 Ordinary법에 의한 안전율이 동시에 계산된다. 그림 6-23은 예제 사면에 

서 원호 미끄럼면을 가정했을 때 안전율 계산 결과를 보여주는 창으로써 세 

가지 방법으로 계산된 안전율 값을 동시에 나타내 준다. 

FtnII밍~_I:-;IX 

f1le tlelp 

Ordnory. 

8is1qx 

Jarbι | 

Mininun Factor á S",ety 
Momont Force 

1.279 

1. 464 

1.286 

SIP S..tace 11: 36 0/ 36 
r-----------.•--_._

Oala F1e: E .... 빼'" 

L ___ •--•-------------- - 」

룹꿇켈。」二」 

그림 6-23. 안전율 계산결과를 보여주는 창 

4. 결과 출력 (Contour 모률) 

주 화면의 contour 단추를 누르면 자동으로 Solve 모률에 의해서 계산된 

결과를 다양하게 출력 해 주는 contour 모률이 작동한다. contour 모률에 의 해 

볼 수 있는 해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미끄럼면과 안전율 

그림 6-24는 문제의 사면에서 전단 저항이 가장 적은 면 즉 최소전단면과 

함께 그 면에 대한 최소 안전율 계산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미끄럽면과 안전 

율은 해석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 선택은 화면의 상단에 있는 콤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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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스에 의해서 이루어 진다. 최소전단면 이외의 미끄럽면과 이에 해당하는 안 

전율도 선택적으로 볼 수 있다. 

나. 절펀의 힘 다각형도 

SLOPE/W의 또다른 특정은 임의 절편의 각 변에 작용하는 힘의 크기를 

도식적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림 6-25는 열세 번 째 절면에 작용하 

는 힘의 분포를 혐의 평형도와 함께 보여 주는 그림이다. 선택한 절편과 관련 

된 상세한 내용도 하단에 구체적으로 나타난다 

흩 

잊a’) ...... -
‘、、

않;￡SML - 뽕 넉 땐먼븐l 
CISh""，、| ’ 
c~ .. 에 a아122 다 ... 11‘ | 
Pote W_~t$이 26."5 ------_w‘. FCIIC8 ZlG91 
pot. Ai ~e"\A'e --!::.::-J 

’·‘ ....... '1 앓엉앓@ g삐J5 ..!l 도흐드그 

그림 6-24. 미끄럽면과 안전율 그림 6-25. 절편의 힘 다각형도 

다. 안전율 등고선 

각 격자점올 중심으로 계산된 최소 안전융 퉁고선과 각 둥고선의 안전율 

값올 표시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그림 6-26과 같다. 둥고선의 간격이나 숫자 

를 원하는 데로 조정할 수 있으며 퉁고선 값은 선택한 퉁고선에만 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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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계산 결과 곡선 

최소전단면에 대한 각 절편상에 작용하는 힘들이 계산되면 이 값들은 별 

도의 파일에 저장된다. 이 값들로부터 전단강도r 간극 수압 둥 각 절편과 관련 

된 요소들올 최소전단면을 따른 분포곡선으로 표시할 수 있다. 그림 6-27은 그 

한 예로써 사면 상단에서부터 하단까지 최소 전단면의 각 절편 하부에 작용하 

는 수직옹력의 크기분포를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樞

그림 6-26. 안전율 퉁고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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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안정성 해석 사례 

1. 광미 적치장 사면의 구조 

지금은 폐광된 한 중석광산에서 원광을 선광하여 농축된 중석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광미를 하상에 적절한 저장 시설을 마련하여 쌓아두었다. 광 

미적치장의 구조는 그림 6-28과 같이 광미가 유실되는 것을 막기 위한 법면시 

설과 적치장으로 유입되는 물을 배수시키기 위한 배수시설로 이루어져있으며 

그 규모는 표 6-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적치장 하부에는 콘크리트 옹벽을 설치 

하였고 석축을 3단에서 6단에 걸쳐 쌓았으며 그 이상의 높이에서는 콘크리트 

로 만든 블록을 쌓아서 사면을 피복하였다. 광미 적치장의 규모는 길이가 

500m, 높이가 42m, 그리고 최대 폭이 250m에 달한다(한공창 외， 1997). 

배수시설은 적치장 하부에 설치되어 본간선 역할을 하는 배수터널과/ 배후 

산으로부터 적치장 안으로 유입되는 물을 본간선으로 유도 배수시키기 위해 

후방의 계곡에 설치한 a에서 e까지 다섯 개의 지선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산록으로부터 흘러내리는 지표수를 지선으로 유도하기 위해 산동성이를 따라 

복수로를 설치하였고/ 집중호우시 적치장 내로 범람되는 물을 처리하기 위한 

비상 배수갱도가 좌측에 설치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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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8. 광미 적치장의 구조(송원경 외， 1998) 

표 6-2. 광미적치장의 규모(한공창 외， 1997) 

높이 42 m 

면적 89,300 m 
? 

용적 1,700,000 m 3 

광미의 총무게 약 4,000,000 톤 

그림 6-29는 광미 적치장 단변의 구조로서 그림 6-28의 AA'단변에 해당한 

다. 광미는 입자 크기로 분류할 때 세립질 모래와 실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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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9. 광미 적치장 단면 구조 

2. 광미 물성 

광미의 물성치는 문헌(고광선 외， 1996)에 나와 있는 자료를 이용하였다. 

광미의 건조 단위중량은 평균 1.7ton/m3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광미는 하 

부로 내려갈수록 상부 자중에 의하여 압밀되었올 것이므로 이를 고려하여 광 

미의 단위중량이 심도에 따라 m 당 3kg/m3 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내부마찰각과 영률은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얻은 N값으로부터 추정된 값 

이다.N값은 깊이 5m 이내의 상층부는 10 이하， 깊이 15m 내외까지는 20-

25, 그리고 그 하부로 갈수록 40 이상까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값 

인 N=25를 사용하여 영률과 내부마찰각올 환산하였는데y 영률은 

Schmertm와m(1970)의 경 험 식 

E = O.4N (MPa) 

에 의하여 결정되었으며r 내부마찰각은 Dunham(1954)의 경험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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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결정되었다. 단 내부마찰각의 경우 입자가 가는 실트질 모래의 마 

찰력은 입자가 굵은 모래보다 작으므로(Derski et al, 1989) 실트층에 대해서는 

모래층보다 5도 작은 값을 적용하였다(송원경 외， 1998). 

콘크리트 옹벽과 하부 지반의 경우에는 역학적 물성시험을 실시하지 않고 

일반적인 콘크리트 물성값과 통상적으로 연암 내지 보통암에 대하여 사용하는 

물성값들을 추정하여 적용하였다. 그것은 이들 재료의 전단강도는 광미의 전 

단강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크므로 추정된 값이 실제와 다르더라도 모텔 

사면의 전단거동에는 그다지 큰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결정된 

광미와 다른 재료의 물성은 표 6-3과 같다. 

표 6-3. 안정성 해석에 사용된 물성값 

감륜쉰~ 단위중량 
~ 추 E므혼 

포아송비 
점착력 내부마찰각 

(ton/m3) (MPa) (kPa) (도) 

모래충 1.7* 10 0.35 20 30 

실트층 1.7* 10 0.35 20 25 

콘크리 E옹벽 2.5 20 0.25 5000 45 

기반층 2.5 5 0.2 1000 40 

* 모래와 실트의 단위 중량은 심도에 따라 m 당 3 kgjm3 씩 증가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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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석 방법 

사면은 배후에 산을 끼고 있고 그 계곡을 통해서 지표수의 유입이 활발하 

다. 이렇게 적치장 안으로 물이 유입되고 강수가 원활하게 배수되지 않을 경 

우 지하수면의 상승을 초래하여 수압이 증가한다. 수압의 증가는 전단강도를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므로 사면은 역학적 평형을 잃고 파괴가 일어날 

수 있다. 특히 대상사면과 같이 배수시설의 상태가 양호하지 못하여 배수가 

충분히 이루어지는지 의심스러우므로l 만일 우기에 많은 량의 비가 일시에 내 

릴 경우 물이 적치장 안에 고일 수가 있다. 이것은 곧 지하수면이 적치장 표 

면에 형성되어 사면의 안정성을 크게 위협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은 매우 이 

례적일 수 있으나 일단 그러한 경우에도 사면은 파괴되지 않고 안정성이 유지 

되어야만 할 것이다. 

지하수 조건의 변화에 따른 사면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사면이 완 

전 건조한 경우에서부터 지하수면이 지표 근처에 다다를 때까지 단계적으로 

지하수변을 상승시키면서 안전율을 구하였다. 그림 6-30은 해석에서 고려한 지 

하수면의 위치를 보여준다. a에서 f까지 여섯 재의 심도를 고려하였으며 그림 

에 표시된 지하수면은 가장 낮은 경우(a선)와 가장 높은 경우(b선)이다. 이 때 

배후 산록쪽 지하수면의 심도는 일정한 것으로 가정하였다. 

198 



g a-f: 법연쪽 지하수 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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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0. 해석 시 고려된 지하수면의 심도. 

4. 해석 결과 

표 6-4는 지하수가 없는 경우에서부터 지하수면을 f 위치까지 상승할 때의 

안전율 계산 결과이다. 여기서 안전율은 Bishop, Janbu 그리고 Fellenius법에 

의해서 계산된 값을 모두 기재하였는데 이중에서 Bishop의 간편법에 의해 계 

산된 값이 가장 크게 나타나며 Fellenious의 방법으로 계산되 값이 가장 작게 

나타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Bishop법에 의한 계산결과를 놓고 볼 때 지하수가 없을 경우 사면의 안전 

율은 1.58로서 매우 안전하나 지하수면이 d 위치에 이르게 되면 안전율이 0.95 

로서 입계치인 1.0 이하로 떨어지므로 지하수면이 c에서 d를 지날 때 적치장 

사면은 파괴될 수 있음을 말해 준다. 

Bishop법에 의해 계산된 결과를 그래프로 도시면 그림 6-31과 같다. 지하 

수면의 상승과 반비례하여 안전율이 감소하는 사실이 잘 나타나고 있다. 

199 



표 6-4. 안전율 계산 결과 

지하수면 위치 
안전율 

안정성 
Bishop Janbu Fellenius 

건조 1.58 1.49 1.50 안전 

a 1.52 1.37 1.36 안전 

b 1.38 1.24 1.21 불안전 

C 1.13 1.04 0.99 불안전 

d 0.95 0.86 0.75 위험 

e 0.88 0.76 0.63 위험 

f 0.78 0.69 0.54 위험 

~ 지하수위 
1.6 ~깅 1.o~ ~ i 30 

-담-안전율 

4~ ~ 수4125 

뼈 12 I 자/낼 
훤 1 l 강\、번 115 펴 

κ 

§{4월 ---u i 
건조 a b c d e f 

그림 6-31. 지하수면 상승에 따른 안전율 변화 

그림 6-32는 최소안전율을 갖는 미끄럼면을 보여주는 그림으로서 지하수 

면이 a, d, f에 위치하는 경우에 대한 결과이다. 미끄럼변은 심도가 깊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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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층안에서만 형성되며 시작점은 옹벽 바로 위에서 시작됨을 볼 수 있다. 

또한 지하수면이 상승할수록 미끄럼면의 심도가 알아짐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지하수변의 위치가 높을 때 낮을 때보다 파괴변 형성이 더욱 용이하다는 사실 

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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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지하수면 위치 =a 

(b) 지하수면 위치=d 

(c) 지하수면 위치=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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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지하수면 상승에 따른 적치장의 안전율 및 최소전단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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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은 지하수면이 a와 f일 때 각 최소전단면의 각 절면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그것이 갖고 있는 전단강도를 비교한 곡선이다. 지하수면의 위치가 

a에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그림 6-33.a에서 각 절편이 갖고 있는 전단력이 전 

단강도를 넘지 않으므로 안전율 계산결과와 같이 사면은 안전할 수 있다. 반 

면에 지하수면의 위치가 f까지 상승하게 되면 그림 6-33.b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단력이 사면의 전단강도를 넘게되므로 사면은 파괴를 일으키게 된다. 그리 

고 이때 가장 많은 전단력이 발생되는 곳은 파괴부의 가운데 부분이라는 사실 

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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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각 절편에 작용하는 전단력과 전단 강도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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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론 

1) 강원도 강릉I 태백/ 고한/ 평창지역 탄광주변에 적치된 폐석 적치장 주변의 

침출수를 수질분석한 결과 이러한 침출수는 pH 가 2에서 3 정도의 산성수로 

서 Fe, Al, Mn 등으로 오염되어 있고 기타 Ca, Mg, Si 등 성분이 용존되어 

있었다. 현재 이러한 산성 침출수는 그대로 주변 환경으로 유출되어 수질오 

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금속광산 광미 적치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의 

pH는 산성에서 중성의 범위를 보였다.pH가 낮은 침출수는 탄광폐석 침출수 

처럼 Fe, Al, Mn 등의 농도가 높았고 또한 pH가 중성이었던 삼보광산 침출 

수에서 조차 Fe, Mn, Zn 등으로 오염되었다. 

2) 전국에서 수집된 157R 광미 및 폐석에 대하여 metal speciation 연구를 수 

행하였다. 산성침출수의 주요 오염물질이 었던 Fe, Mn, Al, As, Cd, Cu, Pb, 

Zn 등의 원소가 교환성 형태로 광산폐기물중에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이 

런 존재상태의 금속성분들이 광산폐기물 침출수의 수질화학을 지배하는 것으 

로 판단되었다. 

3) 광미적치장 하부의 지반오염 및 침출수 생성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임 

천광산 광미적치장 및 주변 토양에 대하여 시추조사/ 지하수 및 토양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하수면 상부의 비포화대는 황화광물의 산화작용으로 인해서 

산성환경이 조성되었고 지하수면 이하는 비산화대로 구성되어 있었다. 지표 

부근의 비포화대는 지표수 및 공기 유입에 의해 황화광물이 산화작용을 집중 

적으로 받은 지역으로 이구간이 산성침출수를 만드는 산 생성 지역으로 해석 

되었다. 한편 지반이 시추에 의해 교란되고 개방된 이후의 수질이 더욱 악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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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산화요인의 침투깊이가 수질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미 적치장 바닥을 구성하는 토양(원지반)에서 As, Cu 및 Cd 함량이 공장/ 

산업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다. 그러나 지하수에서 

Fe+Cu+Zn+Cd+As의 농도가 최대 3281mg/kg로 나타나 매우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고 지하수의 유동에 따라서 지하수 오염영역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침 

출수 유동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 었다 

4) 탄광폐석의 환경보전적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함을 강조하기 위하여 강원도 

고한읍 S 탄광 폐석장에서 폐석을 차수막 위에 적치하고 강수시 마다 배수되 

는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탄광폐석이 수질오염원으로 작용하는지를 증명하였 

다. 폐석에서 유출된 침출수의 pH는 2-3의 강산성을 띄었고 TDS 는 최대 

1872mg/ Q 를 나타냈다. 이러한 용존물질중에서 Al+Fe+Mn의 농도가 608mg/ Q 

로 달해서 폐석은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반듯이 적절한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폐석에서 용출되는 주요성분은 Ca(41 %)> Al(28%)> Mg(12%)> 

Fe(8 %)> Si(7%)> Mn(2 % ) 순이 었다. 

5) 대규모 광산폐기물 적치장 유지 관리 대책 수립시/ 그리고 폐광산 폐기물 

매립시 설계되는 옹벽 l 사력댐의 설계시 광산폐기물 적치 구조물에 대한 안전 

평가 기술이 필요하다. 광산폐기물 적치사면의 안정성 평가를 위해 Bishop법 I 

Janbu법， Fellius법， Bishop법에 의한 계산한 결과를 비교 검토 하였다. 광산폐 

기물 사면안정성 평가에 필요한 요소로는 지하수위l 점착력l 내부마찰각/ 밀도 

등이며 기존 광미적치장 안정성 분석을 수행한 결과 지하수변의 위치가 상승 

하게 되면 전단력이 사변의 전단강도를 넘게되므로 사면은 파괴를 일으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때 가장 많은 전단력이 발생되는 곳은 파괴부의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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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인 것으로 해석 되었다. 이는 광산폐기물 물성 자체를 변경하기가 어려우 

므로 광산폐기물 저류 구조체의 유지 관리에 물관리 및 배수가 매우 중요하다 

는 사실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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