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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제 목 : 광산지역 광해조사 및 대책연구 

II. 기술개발 목적 및 중요성 

O 목 적 

CJ 
-,-
‘-

- 광해가 발생되거나 우려되는 광산지역의 광해 치유 및 방지 

- 노천광 훼손면적 최적화 및 환경보폰 

- 오염된 광산지역 쾌적한 환경조성 

- 광해 복구대책 기술 제공 

。 중요성 

- 기술적 측면 

지하자원 개발 이후 특별한 보안 조치 혹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없으면 

광산 폐수 유출 및 침출수 확산으로 장기간에 걸쳐 광해 문제를 야기시켜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오염시키게 되고l 부적정한 채광방법(노천채광)이나 시 

설물의 배치로 산림훼손 면적이 커지게 됨. 

- 경제적 y 산업적 측면 

광해에 대한 적절한 복구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점차 광해 영향권은 확산되 

어 지하수/ 지표수 및 토양 둥을 오염 시켜 농업/ 축산업/ 양식업/ 관광업I 토 

지사용 등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고/ 노천광 시설물의 부적정 배치로 원가 

가 상승되며 사면안정 미확보로 사장광물이 과다하게 발생 

- 사회 · 문화적 측면 

광해(환경오염과 산림훼손)현상은 자원개발이 행해진 광산지역에서 나타나는 

문제로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갈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m.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년차별 기술개발 내용) 
。 1999년도 

- 광해발생정도가 심한 광산지역 광해조사(4개 광산) 

- 광해예방 및 대책을 위한 실내시험 및 현장실증시험 

(광산배수 자연정화처리 시 소택지에서의 Flow systern시험연구) 

- 산림훼손 방지 및 광해방지를 위한 노천채광법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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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1998년 

- 휴.폐 금속광산 광해 광역조사 (213개 광산) 

- 광산폐수 자연정화 시스댐 설계 및 운영 

- 광산폐수 자연정화 처리 시 중금속 정화효율 95% 이상 

- 경제적인 기질물질 개발 

- 광산폐기물의 안전적치 및 운영 (침출수 및 유실방지) 

- 산림훼손면적 최적화를 위한 광산개발 방법 제시 

N. 기술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 기술개발 결과 

。 실질적으로 광해방지사업이 가능하도록 광해조사(4개 광산) 

。 광산폐수 자연정화시스템 설계 및 운영계 기술개선을 위한 기술 향상 

。산림훼손면적 최적화와 광해방지를 위한 채광모델 정립 

- 활용에 대한 건의 

V. 기대효과 

。 연구결과에 대하여는 관련부서(산업자원부/환경부，지자체)에서는 기술 및 

정책자료로I 광해방지업체에서는 실질적인 기술자료로 활용되기 바라며 

상세한 내용은 본 연구팀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광해는 

각 광산별I 지역별 광해의 특성이 다르므로 앞으로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연구 여건을 건의 함. 

。 기대효과 

- 광산지역 광해방지 및 복원 

- 광산지역의 자연환경/ 생활환경 훼손방지 및 복구 

- 광산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 노천광 시설물 적정배치로 산림훼손 최적화 및 채광비 절감 

- 사면안정 확보/ 사장광물 최소화 및 광해 방지 

。 활용방안 

- 광해방지 및 환경개선 대책 사업 수행시 활용 

。 휴 · 폐 · 가행 광산지역(일반광 : 금속l 비금속 광산지역) 

。 휴 · 폐 · 가행 광산지역(석탄광 지역) 

- 현대화된 노천채광법 기술 이전 활용 

- 산림훼손지를 최소화할 수 있는 채광법 이전 활용 

- 기술 및 정책자료로 활용 

4 



Korea Institute of Ge이og)ι Mining & Materials 

鍵山地域 鍵害調흉 및 對策뽑究 

민정식y 강선덕I 이상권I 정영욱y 이현주/이진수 

A Study on the Environmental & Safety 

Problems and their Remediation around Mining Areas 

Min Jeong-Sik, Kang Sun-Duck, Lee Sang-Kwon, Cheong Young-Wook, Lee Hyun-Joo, Lee Jin-soo 

Abstract 

The remediation or prevention of environmental problems and hazard around 

mining areas is required to prevent the natural environments and to protect 

hum없1 health. A survey were carried out to exam the characteristics of 

abandoned mines and to delineate contaminated sites in 4 abandoned mines 

Imgee mine, Duckeum mine, Seosung mine and Jeo띠uil mine ). Permeability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resolve clogging problems in passive treatment 

system. Absorption 없ld desorption experiment was carried out to evaluate 

algae' s ability for eliminating metals in mine drainage. In addition, a research 

on optimal mining method for reducing the area of forest damage in open pit 

mining areas was carried out. 

Mine drainage from the waste rock spoil in the Imgee mine was contaminated 

by F, Cd 없ld Fe and was acid water. In case of the Duckeum mine, mine 

drainage near the tailings impoundment was acidic. Zinc contents in the mine 

drainage were more than tolerance leve1. The mine drainage from the adit in the 

Jeo띠uil mine had contaminated by F. Results of soil analysis revealed that soils 

around the Duckeum mine 없ld the Seosung mine were contaminated by Pb, Cd 

and As, Cd, Pb, respectively. 

Resu1ts of permeability experiment showed that the coefficients of permeability 

of oak chips mixed with crushed limestone and coarse sand were 4.2 x 

10.2cm/sec 뻐d 2.3 x 10.2cm/ sec, respectively. As mine drainage upflowed 

through the column, metal hydroxide was intensively accumulated near the in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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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outlet of columns. These phenomena contributed to lower the coefficient 

of permeability and caused clogging in columns. Further study on the optimal 

mixture of substrates for maintenance of constant flow 뻐d treatment for mine 

drainage in the wetland system will be required in order to prevent clogging 

caused by precipitation of metal hydroxides. 

The absorption test of algae for metals revealed that algae absorbed Fe, Cu and 

Al. Manganese was absorbed to the extend of 0.3 w t. % of dry algae. Therefore 

algae may be used for removal of Mn in passive treatment system. Plan Cut 

method was more superior to Bench Cut method in that the former could 

minimize the area of forest damage and reduce the mining environmental 

problems. 

6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언 ................................................................ 15 

제 1절 연 구배 경 ...................................................................... 16 

제 2절 연 구목 적 ...................................................................... 17 

제3절 연구의 필요성 ........ . 

제4절 연구범 위 및 수 행 방법 .............................................. 17 

제 2 장 광해 잘 태 현장 조사 ................................... 21 

제 1절 조사 범 위 및 내 용 .................................................... 21 

제2절 조사 대상 광산 ... 

제3절 현장조사 및 분석 ................................................... … 21 

1. 임 기 광산 ................................................................................ …..................... 24 

2. 덕 음광산 ..................................................................................... ‘...................... 46 

3. 서 성 광산 ............................................................................................................ 66 

4. 전주일광산 ...... ................................................................................................ .. 84 

5. HD 노천광산 .. .. ................. ... .. ......... ............ .... ................................................. 104 

제 3 장 광해 조사결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 106 

제 1절. 광해 조사결과와 문제 점 ........................................... 106 

7 



제2절. 해결방안 ........... . 

제 4 장 광해 방지 대 책 연 구 ----------------------------------- 112 

제 1절 광산폐수 처리 대책 .. 

1. 인공소택 지 투수율 향상 시 험 ...................................................................... 112 

가. 시 험 배 경 ................................................................................................. … 1 12 

나. 시 험 방법 .................................................................................................... 112 

다. 시험 결과 및 고찰 .................................................................................... 119 

2. 조류에 의한 금속정화기술연구 .................................................................... 126 

가. 연 구배 경 ...................................................................................................... 126 

나. 실 험 방법 ...................................................................................................... 126 

다. 연구결과 및 고찰 ...................................................................................... 126 

제2절 노천광 개발에 따른 광해 방지 대책 연구 ........... 133 

1. 시설물 배치 모델 설계시 산림훼손 최적화 방안 ................................... 133 

2. 사면안정에 따른 산림훼손 면적 최적화 모델 설계 ............................. 141 

가. 사면 안정 해석 .......................................................................................... 141 

나. 사면안정에 의한 산림훼손 면적 최적화 모델 설계 ....................... 153 

3. 노천광개발로 인한 산림 훼손면적 복구 방법 ......................................... 156 

가. 채석허가시 관련법령 검토 ...................................................................... 156 

나. 산림 훼손 복구설 계 .................................................................................... 157 

제 5 장 결 언 

참 고 문 헌 .................................................................................... … 169 

8 



그렴 목차 

그림 2-1. 임기광산 주변 지형 및 수질측정지점 

그림 2-2. 임기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그림 2-3. 임기광산 물 시료 위치도 

그림 2-4. 임기광산 주변 수계의 pH 변화 

그림 2-5. 임기광산 수계 주변 토양 pH 변화 

그림 2-6. 임기광산 주변 수계별 Eh 변화(mV) 

그림 2-7. 임 기 광산 주변 수계 별 Do 변화(mgj Q) 
그림 2-8. 임기광산 주변 수계별 TD5 변화(mgj Q) 

그림 2-9. 임기광산 주변 수계별 전기전도도 변화(m5j cm) 

그림 2-10. 임기광산 주변 수계별 염도변화(%) 

그림 2-11. 임기광산 주변 수계중 F함량변화(mgj Q ) 

그림 2-12. 임기광산 주변 수계중 cr 함량변화(mgj Q) 
그림 2-13. 임기광산 주변 수계중 N03- 함량변화(mgj Q ) 

그림 2-14. 임기광산 주변 수계중 5042 함량변화(mgj Q ) 

그림 2-15. 임기광산 주변 수계중 Zn 함량변화(mgj Q) 
그림 2-16. 임 기광산 주변 수계중 Pb 함량변화(mgj Q) 
그림 2-17. 덕음광산 주변 지형 및 시료채취 위치도 

그림 2-18. 덕음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그림 2-19. 덕음광산 총 시료 위치도 

그림 2-20. 덕음광산 물 시료 위치도 

그림 2-21. 덕음광산 토양시료 위치도 

그림 2-22. 덕음광산 토양오염조사도(pH) 

그림 2-23. 덕음광산 토양오염 동함량 곡선(pH) 

그림 2-24. 덕 음광산 토양오염 조사도(As) 

그림 2-25. 덕음광산 토양오염 둥함량 곡선(As) 

그림 2-26. 덕음광산 토양오염조사도(Cd) 

그림 2-27. 덕음광산 토양오염 동함량 곡선(Cd) 

그림 2-28. 덕음광산 토양오염조사도(Pb) 

그림 2-29. 덕음광산 토양오염 둥함량 곡선(Pb) 

그림 2-30. 서성광산 주변 지형 및 시료 채취도 

그림 2-31. 서성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그림 2-32. 서성광산 토양시료 위치도 

그림 2-33.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pH) 

9 



그림 2-34. 서성광산 토양오염 퉁함량 독선(pH) 

그림 2-35.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As) 

그림 2-36. 서성광산 토양오염 둥함량 콕선(As) 

그림 2-37.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Cd) 

그림 2-38. 서성광산 토양오염 동함량 곡선(Cd) 

그림 2-39.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Pb) 

그림 2-40. 서성광산 토양오염 둥함량 콕선(Pb) 

그림 2-41. 전주일광산 주변 지형 및 시료 위치도 

그림 2-42. 전주일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그림 2-43. 전주일광산의 총 시료분포 위치도 

그림 2-44. 전주일광산 물 시료 위치도 

그림 2-45. 전주일광산 토양시료 위치도 

그림 2-46.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pH) 

그림 2-47.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둥함량 독선(pH) 

그림 2-48.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As) 

그림 2-49.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동함량 곡선(As) 

그림 2-50.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Cd) 

그림 2-51.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동함량 독선(Cd) 

그림 2-52.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Pb) 

그림 2-53.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동함량 곡선(Pb) 

그림 4-1 컬럼을 이용한 투수시험 개략도 

그림 4-2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조별 투수계수의 변화 

그림 4-3 유입수 및 배출수의 수질 변화(단위 mgjl, pH 제외) 

그림 4-4 각 반웅조 내부의 pH 및 Eh 

그림 4-5 유기물 및 자갈 혼합비율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 Diebold et al., 1995) 

그림 4-6 벨트콘베어 시설 단면도 

그림 4-7 개발에 따른 연도별 채석장 예상 지형입체도 

그림 4-8 개발에 따른 연도별 표면적 예상 지형입체도 

그림 4-9 개발에 따른 연도별 체적량 예상 지형입체도 

그림 4-10 사면 주변의 지형 

그림 4-11 해석 모델의 구조 

그림 4-12 선형 파괴포락선의 결정법 

그림 4-13 직선형 파괴포락선의 결정법 

그림 4-14 복합적 파괴포락선의 결정법 

그림 4-15 단축 압축 콕선 

10 



그림 4-16 Mohr의 파괴 포락선 

그림 4-17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 

그림 4-18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 

그림 4-19 설계시 해석모델의 구조 

그림 4-20 설계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 

그림 4-21 설계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 

그림 4-22 새집공법 

그림 4-23 덩굴식물 녹화공법 시공도 

그림 4-24 수평층상 적치법 

그림 4-25 계단식 퇴적법 및 투하 적치법 

그림 4-26 표준적 계단의 형상(예) 

그림 4-27 소단상 객토 식수공법 

그림 4-28 경사면에 구멍을 뚫고 녹화파식 하는 시공법 

표목차 

표 2-1. 광해조사 연구 범위 및 내용 

표 2-2. 실내 화학분석방법 요약 

표 2-3.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4. 임기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표 2-4-1. 임기광산지역 광산폐기물 분석결과 

표 2-5.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6a. 덕음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표 2-6b. 덕음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표 2-7. 덕음광산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 

표 2-8.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9. 서성광산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 

표 2-10.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 2-11a. 전주일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표 2-11b. 전주일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표 2-12. 전주일광산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 

표 2-13 연도별 채광량 형황 

표 2-14 산림훼손 허가면적 및 실적 현황 

표 3-1. 조사광산별 수질 분석표 

표 3-2a. 조사광산별 토양(광미사 포함) 분석결과 

11 



표 3-2b. 조사광산별 토양(광미사 포함) 분석결과 

표 4-1 반웅조별 기질물질 충전( 부피 %) 

표 4-2 각 시간경과에 따른 각 반응조별 투수계수값 및 수질분석 결과 

표 4-3 상향류식I 정수위법으로 측정된 투수계수 요약(단위: cmjsec) 

표 4-4 물질 종류별 투수계수의 범위 

표 4-5 대성탄광에서 채취한 조류의 중금속 흡착량(mgj g dry weight) 

표 4-6 임기광산에서 채취한 조류의 중금속 용출 및 흡착(mgj g dry weight) 

표 4-7 현 채광법의 부문별 훼손 면적표 

표 4-8 현 채광법과 모델시의 계획연도별 훼손면적 비교표 

표 4-9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구한 암석의 물성 

표 4-10 암질과 강도 상수 m, s 사이와의 관계 

표 4-11 모델 해석에 사용한 입력 정수 

표 4-12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 

표 4-13 우기시 사변의 안전율 

표 4-14 설계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 

표 4-15 설계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 

표 4-16 현재와 설계시와의 표면적 비교표 

표 4-17 채굴지 각요인별 채굴지 표준유형 분류 

표 4-18 채굴지 유형별 복구공사 모형 

표 4-19 최소소단 나비 

사진목차 

사진 2-1. 임기광산의 광미장을 포함한 전경 

사진 2-2. 임기광산 산성침출수 유출 광경 

사진 2-3. 광미장을 포함한 덕음광산 전경 

사진 2-4. 덕음광산 광미장 침출수를 채취하여 

현장 측정하고 있음 

사진 2-5. 덕음광산 광미장 침출수가 석축으로된 농수로에 

유입되고 있음(Yel1ow boy현상을 보이고 있음) 

사진 2-6. 서성광산 전경(선광장 및 광미사더미/ 폐석더미/ 오염지역 포함) 

사진 2-7. 서성광산 선광장 지역 

사진 2-8. 서성광산 함몰지역 

사진 2-9. 광미장을 포함한 전주일광산 전경 

사진 2-10. 전주일광산 광미장 전경 

사진 2-11. 전주일 광산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음 

12 



사진 4-1 아크릴 컬럼설치를 통한 투수시험 전경 
사진 4-2 달성광산폐수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사진 4-3 대성탄광 주변 수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모습 

사진 4-4 대성탄광 옆 수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사진 4-5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모습 

사진 4-6 대성탄광 배수에에 있는 조류(연록색) 

사진 4-7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는 조류(회백색) 

사진 4-8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는 조류(황갈색) 

사진 4-9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는 조류(황갈색) 

사진 4-10 임기광산에 서식하는 조류의 모습 

사진 4-11 임기 광산에 서식하는 조류의 모습 

사진 4-12 사면 전경 

사진 4-13 삼축압축강도 시 험 장면 

사진 4-14 낙석방지망과 식생에 의한 사면보강 

13 



제1장 서 언 

우리나라의 광업활동을 뒤돌아보변 해방(1945년) 이전에는 일반광(금속y비금속)개 

발에 주력하였으며 그후 혼란기에는 광업활동이 거의 미미한 상태였고 1960년대 부 

터 1980년대 후반에 이르기까지는 석탄광 개발에 중점을 두었다. 

그간 개발현황을 살펴보면 일반광의 경우 금속광산들은 전국에 고른분포를 보이 

며 산업원료 및 전쟁물자를 조달할 목적으로 광업활동이 이루어 졌으며 석탄광의 

경우에는 지역별로 몇몇개의 탄전형태로 부존하여 열에너지(연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국가 중점사업으로 이를 개발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부터 사회구조의 변화/ 에너지소비 패텐의 변화l 고(苦)추 

(醒)위(危)노동의 회피l 저렴한 가격으로 다량의 광산물 수입/ 부가가치의 재고 동으 

로 광업활동은 위축되기 시작하였으며 경영합리화가 되지 못하는 광산들은 휴l폐광 

하게 되었으며 금속광산은 전국적으로 900여개가l 석탄광의 경우 330여개의 광산들 

이 휴y폐광하여 광업활동이 왕성했든 전성기에 비해 약 97%정도가 광업활동을 중단 

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휴/폐광을 하게되는 가장큰 원인은 경영악화에서 비롯되기 때문에 휴/ 

폐광 당시 철저한 광산보안조치나 환경보호조치가 미흡한 상태로 관리자가 없이 거 

의 방치한 실정이다. 또한 광업활동 이후에는 폐갱도/ 채굴적l 광산폐기물(광미사.폐 

석)， 채광 및 선광제련시설물 등이 잔존하게 되는데 이들이 광해(鍵害)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우리나라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주요 광해현상은 황화광물I 불y 공기(산소)， 산 

화박테리아가 작용하여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를 유출하게되며 광산폐기물의 유 

실과 유해성 침출수의 유출 그리고 채굴적 및 갱도 상부지역에서의 지반침하 또한 

건조기에 광미사 및 분진의 비산l 휴/폐갱도 및 지하공간에서 안전재해/ 비금속광 

의 경우 대부분 노천채광방식을 채용하므로 광산개발지역 및 주변의 황폐화 현상 

둥의 광해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광해 현상은 가행광산에 비해 휴/폐광산지 

역이 더욱 문제가 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광해의 영향권 확산 면에서 

보면 광산배수(폐수)에 의해I 대형 재해 변에서 보면 지반침하에 의해/ 그리고 황폐 

화 현상은 비금속광 개발 시 넓은 지역의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이다. 

광해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의 유출로 인접수로 

와 토양(농경지)， 지하수를 오염시키고 있으며 광미사 및 분진의 비산으로 지역주민 

들의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시킴은 물론 인접지역의 농경지에 집적되어 오염 

권을 확대시키고 있다. 지반침하로 인한 문제점으로는 주요 시설물의 파손l 도로 및 

철도의 변형 내지 파손l 그리고 농경지에서 농수(農水)를 고갈 시키고 있다. 비금속 

광산에서는 주로 노천채광을 하게되며 넓은지역의 산림을 훼손시키고 있어 산사태l 

홍수피해 그리고 지역의 황폐화 현상이 유발되고 된다. 광산보안 조치가 철저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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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않은 휴I폐갱도 및 지하공간에서는 추락/ 붕락l 가스질식 동의 문제점을 안 

고 있다. 

금번 연구에서는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자료와 방법을 제공하 

기 위하여/ 그리고 차기년도에 수행예정인 광산들을 중심으로 주로 광산배수에 의 

한 광해발생과 노천광개발로 인한 광해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이를 위해 광해발생에 대한 정확한 원인과 내용I현황/정도，영향권 둥을 조사하고 실 

내시험과 현장실증시험을 거쳐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광해방지대책 연구에 중점 

을두었다. 

본 연구 수행시 조류(algae:漢類) 부분에 대한 연구는 한국과학기술원의 도움이 

있었음을 밝혀 둔다. 

제1절 연구배경 

우리나라에는 현재 많은 휴/폐광산들이 중금속을 함유한 유해한 산성광산배수 

가 유출되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다. 

특히 광산개발은 대부분 상수원 상부 지역인/ 개발수준이 높은 곳에 위치한 광산 

들이 많아 광산 갱내 산성배수나 광미적치장/ 폐석더미에서 발생되는 침출수의 영 

향은 수계를 따라 넓은 지역으로 장기간 지속적으로 유출되어 오염의 영향권을 확 

산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오염 영향권의 확산은 인접하천의 오염은 물론 어류/ 미생물/ 저류생 

물들을 멸종시켜 생태계를 변화 시키고 있으며 오염수계와 인접된 전답(田짧)들의 

토양을 오염시켜 농작물을 고사(結死)하게 하며 일부지역에서는 지하수도 오염시켜 

지역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협하기도 한다. 

그 외에도 개발당시 채광작업으로 인해 생겨진 갱도나 채굴적의 붕락은 지반침 

하 현상으로 발전하여 안전재해의 요인이 되고 있으며 건조기에 세립질 광미사의 

비산은 주변 농경지에 집적되어 토양오염의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으며 지역주민 

들의 일상 생활에도 불편을 주고 있다. 또한 노천광개발로 넓은 면적의 산림이 훼 

손되어 지역의 황폐화현상을 가져오게 된다. 

이와 같은 광해현상은 결국 지역주민들의 다수민원이 되고 있으며 환경적/ 사회 

적/경제적 문제로 진전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광해의 발생원인과 광해의 내용/ 그리고 광해의 정도와 특성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조사분석하고 이에 대한 대책연구는 오염된 광산지역의 쾌적한 환경조성 

을 위해 현실적으로 중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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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연구목적 

광해발생으로 인하여 문제가되고 있거나 우려가 있는 광산지역에 대한 광해 

의 원인과 내용I 정도/ 그리고 문제점 둥을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과학적인 방법으 

로 실내시험과 현장 실증시험을 거처 우리나라 실정에 알맞는 광해방지대책을 연구 

제시하여 시행하므로 오염된 광산지역에서 광해를 치유/ 방지하고 환경을 복원하고 

노천광 개발로 인한훼손면적을 최적화함으로써 환경보전과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 

코저 함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제3절 연구의 펼요성 

본 연구의 필요성을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 산업적인 측면 그리고 사회 문화적 

인 측면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하자원 개발 이후 특별한 보안 조치 혹은 환경오염 

방지대책이 없으면 광산배수(폐수) 및 침출수의 유출로 장기간에 걸처 넓은지역으로 

광해문제를 야기시켜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오염 시키게 되고/ 노천광 개발시 조 

건별에 따른 적정채광법이 부적절하게 선택되어I 시설물의 부적정 배치/ 그리고 광 

산보안적 환경보호적 조치가 미흡하므로 산림훼손 면적이 커지게되어 결국 광해의 

영향권을 확대시키며 나아가 지역의 황폐화를 초래케 된다. 

경제적/ 산업적 측면에서 보면 광해에 대한 적절한 복구 대책이 마련되지 않되지 

않으면 점차 광해 영향권은 확산되어 지하수I 지표수 및 토양 둥을 오염 시켜 농업/ 

축산업/ 양식업/ 관광업l 토지사용 둥에 막대한 지장을 주게 되고， 노천광 시설물의 

부적정 배치로 산림훼손이 커지며 산림훼손이 커지며， 사면안정 미확보로 사장광물 

들이 과다하게 발생하게 된다.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 보면 광해(환경오염과 산림훼손)현상은 자원개발이 수행 

된 광산지역에서 부득이 나타나는 공해현상으로 자연환경 보호와 쾌적한 환경을 갈 

망하는 지역주민들의 다수 민원이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 

이러한 제반사항들을 검토하여 볼 때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에 대한 정확 

한 조사와 대책연구는 광해방지와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현실적으로 긴요하다. 

제4절 연구범위 및 수행방법 

1. 연구범위 

가. 광해관련 정밀조사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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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광 광산 : 휴광. 폐광. 가행광산. 

- 광해발생 다발 지역 및 광산 

- 광해로 인한 민원 제기 광산 및 광산지역 

- 가행 당시 광산개발이 상당히 진행된 규모가 큰광산 

- 지역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인접된 광산 

-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이 조사를 원하는 광산 

- 쾌적한 환경보호를 위하여 종합광해방지대책에 대한 관심과 계획을 

가지고 있는 광산 

- 기타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광산 및 광산지역 

나. 광해의 내용 및 현황 현장조사 

- 광해의 내용 조사 

- 광해의 정도 및 영향조사 

- 광해로 인한 환경오염 현황 및 실태조사 

다. 조사내용 분석 및 실내시험 

-각종자료분석 

- 현장 측정자료 및 조사 내용 분석 

- 실내 화학분석 

라. 광해로 인한 광산지역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분석 

- 각종 문헌 및 자료수집 내용에 대한 분석 

- 현장 측정자료 및 조사자료에 의한 분석 

- 개발 당시 개발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 및 행정자료 

- 민원제기 내용 둥 기타 각종 자료에 의한 분석 

마. 광해 방지를 위한 대책 연구 

- 광해발생지역 및 광산 정밀조사 및 분석 (5개 광산) 

- 광산폐수 자연정화 시스템 설계개선 및 운영계에 관한 연구 

- 노천광지역 광해방지를 위한 산림훼손면적 최적화를 위한 채광 모텔 

정립 연구 

2. 연구 수행 방법 

가. 국내외 기술자료 수집 

- 기술자료 및 문헌 수집 

- 광산별 개발현황 및 광해관련 자료조사 

(산자부y 지방자치단체/ 기폰연구 및 조사보고서/ 광산개발 관련자) 

- 팡해로 인한 민원제기 내용 조사 수집 

(관할 지방자치단체 : 시 I도/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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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정보 수집 (Intemet， 연구기관/ 관련 학술단체 둥) 

나.현장조사 

- 조사 대상 광산 선정 

(임기광산r 덕음광산/ 서성광산I 전주일광산， HD노천광산) 

- 현장조사 

* 수질조사 

(광산배수/ 광미사 및 폐석적치장에서의 침출수/ 인접수계 

pH, Temperature, Dissloved Oxygen, Eh, TDS 동) 

* 광산폐기물(광미사/ 폐석 동) 

• 적치상태 및 안정성 

• 광산폐기물 적치지역 하류의 광해 정도 

* 토양오염 정도 및 상태 

광산개발 인접 영향권 지역 

(광산주변y 영향권내의 농경지 및 인접 수계) 

* 지반침하 

지반붕락 및 지반침하 개소와 규모 

* 폐시설물 및 장비 

• 안전사고가 예상되는 폐시설물 및 장비 

• 자연환경 훼손과 환경 황폐화 현상과 연관되는 폐시설물 

및 장비 

* 산림 훼손면적 및 황폐화 정도 

다. 현장 조사내용 및 실내시험I 실증시험 

- 현장조사 내용분석 

(현장측정치l 개발현황/ 개발당시 도면， 민원제기 내용， 지방자치 

단체에서 사전에 조사한 자료 : 지역주민들의 피해내용 둥) 

* 광산배수(산성폐수) 유출 

* 광산폐기물(광미사I 폐석 동)유실 및 침출수 유출 

* 토양오염 

* 지반침하 

* 산림 훼손면적 
- 실내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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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건별 물리화학적 시험 

- 현장 실증시험 

* 광산배수 자연정화 시 flow system 향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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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해발생으로 인한 광산지역에서의 문제점 발굴 및 분석 

* 문제점 분석 및 검토 연구 

* 문제점 발굴 
마. 광해 방지를 위한 대책 연구 

* 광해발생지역 및 광산 정밀조사 및 분석 (5개 광산) 

* 광산폐수 자연정화 시스댐 설계개선 및 운영계에 관한 연구 

- 광산폐수 정화시 유체의 flow system향상 연구를 중심 

으로-

* 노천광지역 광해방지를 위한 산림훼손면적 최적화를 위한 채 

광모텔정립연구 

- 노천광 개발 시 광해발생의 최소화를 위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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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광해질태 현장 조사 

제1절 조사 범위 및 내용 

광해 실태에 대한 현장조사는'95- ’98년까지 광역 광해조사 자료를 기초로 하여 

이루어졌다. 

광해 실태 현장 조사는 그 동안 조사자료를 토대로 광해의 정도가 심각하거나 향 

후 광해의 영향권이 확산되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광산 및 광산 주변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광해방지사업을 원 

하고 있는 광산지역을 광해 현장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중앙 정부에서도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년차적으로 광해 방지사업을 계획 

(산업자원부， 환경부)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계획도 감안하여 조사범위 및 내용을 

설정하였다. 

본 광해실태 현장조사는 차기 또는 차차기 연도에 광해방지사업을 수행하는데 설 

계/ 시공시 기술적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광해 현장조사 범위 및 내용 그리고 목적은 표2-1과 같다. 

제2절 조사대상 광산 

99년도 광해 실태 현장조사가 수행된 광산은 휴/폐 일반광산으로 종합 광해 방지 

사업 수행이 예정되어 있는 광산으로 임기광산/ 덕음광산/ 서성광산/ 전주일광산(4개 

광산)이다. 

제3철 현장조사 및 분석 

@ 현장조사 방법 

@광산배수(물) 

현장에서 조사된 광산배수(물)는 폐갱구에서 유출되는 유출수/ 광산폐기물(광미사l 

폐석)에서 유출되는 침출수 그리고 이들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주변 및 하천 

수 등에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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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 광해조사 연구 범위 및 내용 

조 사 | 조사대상 

대 상 | 광산 |조사영역범위 
조사범위 및 내용 

광산 현장조사법위 실내실험 내용 션정기준 

* 광혜가 유발 
되고 있는 광 

산 

* 민원 재기 광 
산 

* 광빼 유벌이 (가) 갱수 (pH) 시험법올 

예상되는 광 @산화환원전위 기본으로 

산 (나) 광미장 
(Eh) 

- 휴，폐 @총용존고형물 

금속 
첨출수 (TD5) 

* 개발당시 개 
광산 발이 상당히 

@용존산소량 

진행된 광산 (다) 지표수 (00) 기기분석· 

비금속 | 지하수 
ICP 

광산 • 주민들의 생 둥 총 5개항목 .IC 

휠권과 인접 
.기타 

된 광산 

- 광종‘ 

금，은， * 지자체， 지역 
동，연 주민들이 조 

아연， 사를 원하는 

중석， 광산 
창연， 

조사목적 

갱수， 광미장 침출 

수의 수짙특성 파 

악 

1 -광산수(갱수 및 광 
- 수질환경 보전법 | 

| 미장 침출수)가 지 
제8조 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 l 표수. 지하수 둥 수 
에 수록된 오염물질 ! 

’ 질환경에 미치는 

l 잠재적 영향 파악 CDpH, (2)철，@아연，@구리，’ 

@카드융，@비소，(:])납，@망간， 

N-Hexan, 페 놀， 크롬수은，@온 I 
.-:-1-수질환경보전볍 

도， 유기인， 6가 크롬， 불소， 1 

PCB, 대장균수， 색도， 총 질소， 1 (배출허용기준) 
총 인， 트리클로로에틸렌， 테트 

1-지하수 수질보전 
라클로로에틸렌 

1 둥에 관한 규칙 

BOD, COD, 및 55 (지하수 수질기준‘ 

농업용수)와 비교 

-광해 유발성분 

도출 원인규명 

-수질환경개선(정화) 

빛 보전대책 

철， 니웰 

한
 
가
 

인
 

도
 

과3
 

념
 
보
 던
 

휩
 얀
 썼
 

* ! 

’ 

μ
“
 
회
i
 
E-

빠
 뼈
쩌
 
캘
 

폐기울공 
토양오염물질농 

- 3개 1* 생활환경과도분석， 입도， 1 정시험법 
금속 | 밀접한 관련 1 (라) 광미 |색상， 규모， 지 

광산 이 있는 지역 

내 소재한 광， 
1 (마) 토양 

왜
 얘
 

‘
양
 정
 

토
 
고
。
 

발
 
및
 
유
 

수
 장
 
씨
 

치
 
션
 

쳐
니
 처
‘1 
?] 

조
 
’ 
벼
」
 

형
 
달
 
주
 I개 

PX 

을
 
으
 

랩
 캔
 

비금속 무 

광산 
• 기타 조사가 
휠요하다고 

인갱되는 광 

산 

-광미 및 토양의 화 

학적 특성과 토양 

환경보전법 폐기불 

관리법과 비교 

CD아연 @구리 @카드융 

화학적 I@비소 @알루미늄 @남 1-광미에 의한 오염 
특성 1(:])망간 e황 @6가 크롬| 

I -~-- ~ -- -1 영 향권(토양， 수질 

@시안 
환경)규명 

-유해 광미사 안전 

적치 대책 

(바) 폐석 

입도， 폐석방치 

특성， 규모， 식 

생， 유실잠재력， 

침식형태 둥 

-폐석 안정성 평가 

- 폐석의 불리적 특성 

- 폐석 사연 안정성 
-폐석의 안전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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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조사된 수질항목은 수소이온농도(pH)， 용존산소량(DO Dissolved 

Oxygen), 총 용존고형물(TDS Total Dissolved Solid)둥이었다. pH, DO는 일본 
TOA electrics社의 Water Quality Checker(WQC-20A)에 의해 측정되었다. Eh 및 

TDS는 Hanna Instrurnent社 휴대용 전극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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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료는 현장에서 여과지 및 수동식 펌프에 의해서 부유고체를 제거하였으며 여과수 

는 음이온 및 양이옹 분석용으로 분리하여 별도의 용기 (300mQ용기)에 담았다. 이때 

사용된 여과지는 미국 Micro Filtration Systern(MFS)사의 공극크기가 0.45μm(직경47 

mm) 인 Cellulose Nitrate Mernbrane Filter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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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이온 분석용 시료는 용기 벽면의 이온 흡착을 막기 위하여 농질산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실험실로 운반되었다. 

@ 광산 폐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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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하여 시료를 채취하였다. 광산 폐기물은 광미적치장 여러 지점에서 광미사를 채 

취y 혼합하여 이를 다시 사분법으로 나누어 가능한한 대표시료가 되도록하여 비닐 

봉지에 넣어 실내로 옮긴 후 상온에서 건조/ 보관하였다. 

@ 지반침하 및 기타 

휴/폐지광산지역에서 지반침하현상은 구채굴적이 주로 면압권의 발달로 인해 생 

기는 현상으로 금번 조사에는 과거 개발 당시 채광관련 도면과 연관하여 개발지역 

상부 지표면과 인접지역을 현장 답사 방식으로 조사하였다. 

기타 분진관련 광해는 광미사 자체가 바람에 의해 비산되어 발생한다. 

휴/ 폐광광산들의 광미적치장은 상부에 토양피복/ 조립 동 환경보호조치가 되어 

있지 않은 대부분 방치상태이고 광미사 자체의 입도가 아주 작아 건조기에 비산되 

어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에 피해를 주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광해로 인한 피해의 영향권과 정도를 조사하였다. 

@ 실내 화학 분석 

@광산배수(갱수/ 침출수/ 하천수 둥) 

화학분석 된 성 분은 As, Cd, Pb, Zn, Fe, Cr6+, Mn, sol 둥 이 었고 유도쌍 플라 
스마 분광기 (ICP Inductively Coupled Plasrna Spectrorneter, Jobin-Yvon38사)에 

의해서 분석되었다. 

S042-는 이온 크로마토 그라피 (IC : Chrornatography, DIONEX사)에 의해서 분석되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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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산폐기물 및 토양 

광미사에 대한 화학분석은 폐기물 시험공정법에 의해 토양은 토양환경보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양오염 공정시험방법으로 수행하였다. 

표2-2에 물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 화학분석 방법을 요약하였다. 

표2-2 실내 화학분석방법 요약 

구 분 분석 및 감정항목 분석방법 및 원리 

<F sor IC법 

물 <F As, Cd, Pb, Zn, 
실내 화학분석 Cu. Fe. Cr. Mn 

ICP법 

광미 용 폐기물 공정시험법 
ICP 법 

토양 ø::F 토양오염공정시험법 

1. 엄기광산 

가. 현황 및 조사개관 

임기광산은 행정구역상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임기리 산 23-5번지 일원에 위 

치하고 있으며 광업권 등록번호 제54526호/ 양산지적 제80호로 동록하여 납석을 생 

산하였던 광산으로 면적은 4ha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6년간 평균)은 강수량 1475.9mm/ 년/ 평균기온은 14.5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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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노천광 형태로 납석을 채굴해 온 이 광산의 생산실적은 1983년 2，500톤， 1984년 

8，850톤， 1985년 54，500톤으로 합계 65，850톤이다. 산출되었던 광석(납석)은 대체로 

Muscovite(sericite)로 구성 된 sericite type의 납석 이 다. 

다. 지질광상 

본 지역의 광상은 주로 안산암질 혹은 유문암질 응회암이 후기의 열수작용을 받 

아서 생성된 것으로 생각되는 납석광상(창기l 임기I 용천둥의 광산)이 발달 분포되어 

있다. 이들 광산 가운데 임기광산에서 휘수연석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 이와 같은 휘수연석의 산출보고를 토대로 하여 비교적 광범위 변질 및 황철석 

을 함유하고 있는 임기광산에 근접해 있는 창기 납석광상은 안산암질암을 모암으로 

하며 변질된 부위는 납석화 작용에 의해 백색을 나타내며 다량의 황철석이 함유되 

어 있다. 납석화된 광화대는 600m의 지름을 가진 원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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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해조사 내용 

@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2-3.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엄기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54526 호 

3. 지적번호 양산지적 제 80 호 

4. 면적 (ha) 4 
광업권 

5. 광종명 납석 
표시 

6. 광구 소재지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변 임기리 산 23-5 

7 소멸 등록일 1992. 12. 1 

8 소멸사유 폐 광 

9 년도별 생산량(톤) 7 ，960톤(‘ 1964- ’ 1970). 65，850톤(‘1983- ’1985) 
광산개발 

10. 정광 생산량(톤) 원광석을 그대로 판매하였음 
현황 

11. 선광시설 규모 없 음 

12 폐시설 처리실태 채광시설 완전 철거 (간이 사무실 2개동만 잔존) 

13. 갱구 폐쇄상태 없음(개발 당시 노천채광올 하였음) 

14. 갱내수 유출유무 
노천채광을 하였음으로 갱내수 유출은 없음 

그러나 광산폐기물에 의한 유해한 침출수 상당량 유출 

15. 지반침하 여부 없 음 

구 τ 닝r 유해성 침출수에 의한 광해 

16.광산폐기물설치개소 없 음 

광해실태 17.광산폐 기 물규모(m) 

(길이x 폭X 높이) 

18.하천과의 거리 (m) 산계곡 수로와 인접 

19.유실방지시설의 
없 음 

종류 

20. 유실구간(m) 
약 500M 

(길이x 폭x 높이) 

21.소요비용(백만원) 

<건설부 표준단가> 

* 본 광산지역에서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침출수)가 다량 유출되어 이것 
이 가장 큰 문제이며 오염원은 폐석 중에 포함되어있는 황화광물(PyIite)들 

이며 문제가되는 성질과 원소는 pH，F，Cd，Fe이다. (환경관련법 기준치 초과) 

조사자의 * 그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폐석더미 중간중간 석회를 시용하였으나 광 
의견 및 해를 방지하기에는 미홉하다. 

참고사항 * 본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는 산계곡 수로， 대수로 
를 거쳐 회동수원지로 유입되고 있다. 

* 회동수원지는 부산시민들의 식수원이므로 국민보건건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 1 

어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엄 

25 



@ 광해조사 내용 

임기광산의 폐석더미는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 조처가 미진하여 수질오염원으로 작 

용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된다면 산성침출수가 유출되어 계속적으로 인근 계곡 및 

하천을 오염시킬 뿐 아니라 하류에 위치한 회동수원지의 수질오염도 우려된다. 

수질오염 경로를 보면 강수 및 공기가 폐석더미에 접하게되면 폐석더미에 포함되 

어 있는 황화광물들과 작용하여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폐수로 되어 침출수 형태로 

지표면 혹은 광미적치장 주변으로 유출하여 산계곡을 거쳐 하천으로 유입한다. 임 

기광산지역의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는 표2-4와 같다. 

표2-4. 임기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시료 
pH Eh Do TDS 

번호 
temp cond S외 F Cl N02- N03-

기 

준 
5.8 

15 60 
-8.6 (T ot- N ) 

치 

J-oo 3.0 18 349 2.4 >1600 7.21 3.9 46.0 14.9 16 0.0 

J-05 4.2 13 462 4.5 260 0.79 0.1 4.0 7.0 3.0 

J-06 4.6 14 463 3.9 297 0.66 0.1 1.4 5.7 3.6 

J-07 4.4 14 463 4.3 275 0.61 0.0 0.9 5.7 4.0 

J-01 8.6 18 262 4.0 745 1.68 0.7 0.6 52.6 3.2 

J-02 7.7 9 302 4.6 21 0.05 0.0 0.2 8.3 3.3 

J-03 7.8 9 336 4.7 27 0.06 0.0 5.2 3.4 

J-04 5.8 14 121 4.5 54 0.12 0.0 1.4 4.9 3.3 

J-08 7.0 14 375 4.4 56 0.12 0.0 0.6 7.5 17.2 

J-09 5.8 15 358 3.9 69 0.16 0.0 1.2 6.5 12.9 

J-10 7.0 16 287 3.5 48 0.15 0.0 0.4 8.0 12.0 

J-11 7.1 16 292 4.2 60 0.14 0.0 0.4 7.9 12.7 

J-12 7.3 17 236 3.6 68 0.15 0.0 0.3 9.6 15.1 

J-13 7.5 14 249 3.8 71 0.16 0.0 12.9 10.6 

Sal: salinity(%), con: onductivity(rns/ crn), DO: dissolved oxygen(rng/l) 

Eh: 산화환원전위 (r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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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4. 계속 

Cr 
시료 As Zn Pb Cd Co Mn Fe V Cu Al Sr 시료채취 위치 

(T ot) 시료구분 

번호 
0.5 5 1 0.1 10 0.5 3 • 기준치 

J-OO 0.13 2.74 0.01 0.16 2.05 2.30 407 0.12 0.07 1.57 473 1.28 폐석적치장 오염 원 

J-05 0.00 0.45 0.00 0.01 0.19 6.01 18.4 0.01 0.00 0.08 36.6 0.20 합수전(광산방향) 오염 지역 

J-06 0.00 0.35 0.00 0.01 0.16 4.39 6.21 0.00 0.00 0.05 34.6 0.13 ” ” 

J-07 0.00 0.31 0.00 0.01 0.14 3.99 4.56 0.00 0.00 0.04 29.9 0.1 2 ” ” 

J-01 0.00 0.03 0.00 0.00 0.00 0.40 0.77 0.00 0.00 0.04 1.08 0.55 계곡 유입수 비오염 지역 

J-02 0.00 0.00 0.00 0.00 0.00 0.02 0.05 0.00 0.00 0.01 0.09 0.03 ” ” 

J-03 0.00 0.00 0.00 0.00 0.00 0.01 0.01 0.00 0.00 0.00 0.04 0.03 ” ” 

J-04 0.00 0.07 0.00 0.00 0.02 0.82 0.53 0.00 0.00 0.06 3.47 0.06 ’I ’I 

J-08 0.00 0.00 0.00 0.00 0.00 0.01 0.09 0.00 0.00 0.00 0.11 0.06 합수전(도로연) ” 

J-09 0.00 0.04 0.00 0.00 0.02 0.47 0.51 0.00 0.00 0.01 3.35 0.05 합수후 10m지정 

J-1O 0.00 0.01 0.00 0.00 0.00 0.14 0.13 0.00 0.00 0.00 0.43 0.06 합수후 2km지정 ” 

J-11 0.00 0.01 0.00 0.00 0.00 0.1 1 0.03 0.00 0.00 0.00 0.05 0.06 합수후 3km 지점 ” 

J-12 0.00 0.01 0.00 0.00 0.00 0.07 0.02 0.00 0.00 0.00 0.06 0.06 합수후 4km지점 ’1 

J-13 0.00 0.01 0.00 0.00 0.00 0.06 0.04 0.00 0.00 0.00 0.06 0.06 합수후 5km지접 ” 

※ 기준치 :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 

역 

요 약 : 1) 수질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을 초과한 시료번호(성 
분) J-OO, J-05, J-06, J-7(이 상pH)， J-OO(F), J-OO(Cd), J-OO(Fe), J-05(Fe) 

표. 2-4-1. 임기광산 광산폐기물 분석결과(단위: pprn, 전암분석 Fe,Al,Mn 단위: %) 

시료 
분석원소 

분석법 Fe Mn Cu Pb Zn Co Al As 

0.1 0.1 0.1 0.2 0.0 0.0 0.0 0.0 
폐기물 

폐석 용출법 
전암 2.24 0.033 26 26 36 19 10.29 3.6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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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해조사에 대한 고찰 

임기광산 지역의 수질오염영역은 오염원 지역/ 오염지역/ 비오염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염원은 광석 및 폐석 적치장 내 침출수이며 오염지역은 합수전 광산 

방향에서 흘러 내려오는 지역으로 Sample No. J-05에서 J-07이다. 

비오염지역은 계곡유입수(Sarnple No. J-01-Sample No. J-04)와 합수후 10m 지점 

이후이다. 

수질분석결과 환경보전 수질관련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 5 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 “가「지역을 초과하는 성질과 성분은 pH, F, Cd, Fe인 것으로 조사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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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 1. 입기광산 주변 지형 및 수질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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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 입기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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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 임기광산 물 시료 위치도 



μj 

N 

범 례 (앓상기좋 g~9 ) 

; 홈 깅 훌 擺 찮3x|억) 협::? 
) 주요 하천 響 (鍵|억~ 7-8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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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 임기광산 수계 주변 토양 pH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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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8. 임기광산 주변 수계별 TDS 변화(뺑1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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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0. 임기광산 주변 수계별 염도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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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 1. 임기광산의 광미장을 포함한 전경 

사진2-2. 임기광산 산성침출수 유출 광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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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덕음광산 

가. 현황 및 조사개관 

덕음광산은 행정구역상 전남 나주군 공산변 신독리 144번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업권 등록번호 제14406호l 영산포지적 제82호로 둥록하여 금/ 은광을 생산하였던 

광산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6년간 평균) 강수량은 987.9mmj 년/ 평균기온은 13.TC , 

최고 30.4 0C, 최저 -2.3 0C ， 상대습도 71.0% 이다. 

나.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본 광산은 금I 은/을 생산하든 광산으로 수갱 및 사갱시설I 그리고 부유선광시설 

을 갖추고 비교적 대규모의 광산을 개발하였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35년간 금(Au) 820，455gr(정 광 8,408gr), 은(Ag) 

16,508,068gr 

(정광 325，306gr)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런데 본광산 광미적치장에는 현재 생산 부산물인 광미사 약 65만M3가 특별한 광 

산보안적I 환경보호적 조치없이 적치되어 있어 있으며 또한 미폐쇄 갱구 및 폐시설 

물들이 광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 지질광상 

본 광산 부근의 지질은 혹운모화강암/ 규장암류 및 빈암맥동으로 구성된다. 광상 

은 상기한 암석의 열극을 충진한 함금은맥으로 5-10개조가 발달됨이 인지된다. 맥 

은 팽축현상이 현저하여 0.1-3.0m의 변화를 보이며 연장은 500m이상 확인되는 것 

도 있다. 또한 5-10m연장의 부광대가 20-30m 간격으로 부존되며 석영맥의 발달 

은 단속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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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해조사 내용 

@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2-5.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덕음광산 내 용 

2 등록번호 제 14406 호 외 2 

3. 지적번호 영산포 제 82 호 

4 면적 (ha) 285 
광업권 

5. 광종명 :D그， 1 。:
표시 

6. 광구 소재지 전남 나주군 공산면 신곡리 123-4 번지 일원 

7. 소멸 등록일 

8. 소멸사유 휴광중 (휴지 인가95. 1.28-97. 1. 24) 

9. 년도별 생산량(톤) 
1954년부터 1989년까지 (35년간) 
금(Au) 820,455gr, 은(Ag) 16,508,068gr 

광산개발 
1954년부터 1989년까지 (35년간) 

현황 10. 정광 생산량(톤) 
금(Au) 8,408gr, 은(Ag) 325,306gr 

11. 선광시설 규모 관련자료 없음 

- 선광장 및 수갱권양시설 일부를 철거했으나 아직 

12. 폐시설 처리실태 뒷마무리 안됨 

- 사무실 및 창고 4개동 

13. 갱구 폐쇄상태 - 미 폐쇄 : 수평 갱 (4) ， 수갱(1)， 사갱(1) 

14. 갱내수 유출유무 없 음 

15. 지반침하 여부 
채굴적 상부 붕락 

(8부능선， 주향 N40W, 경사 70SW, 폭2-4m， 연장 200m) 

구 τ tri 폐 석 장 광 미 장 

광해실태 16. 광산폐기물설치개소 1개소 

17. 광산폐기물규모(m) -계곡사변(연장50아n)에 산재 광미사량 : 645,160m' 

(길이x 폭x 높이) 전 연 500x30x15 (광미적치장 면적: 57,370m2) 

18. 하천과의 거리 (m) 800 800 
19. 유실방지시설의 

없 SIIL 석축 과 일부 콘크리 E 구조 
종류 

20. 유실구간(m) 
없 음 없음 

(길이x 폭x 높이) 

21. 소요비용(백만원) 

<건설부 표준단가> 

-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요구되는 광산 임 . 

조사자의 대규모 광미 적치장이 있음 · 침출수 및 유출수 방지를 위한 대책 강구， 시공 요합 

의견 및 - 8부 능선의 붕락 침하개소의 충전등 안전조치 요망 

참고사항 - 계곡사변에 방치된 폐석정리 

- 미폐쇄 갱구 폐쇄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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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조사 내용 

덕음광산의 폐석더미와 광미장은 적절한 수질오염 방지 조처가 미흡하여 수질오 

염영역으로 작용하고 있어 그대로 방치된다변 광산의 침출수가 유출되어 계속적으 

로 하천을 오염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덕음광산지역 침출수/ 광미장 웅덩이에 대한 

수질조사분석 결과는 표2-6과 같다. 

표2-6a. 덕음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단위 : mg/ Q) 

시료 
pH Eh Do TDS 

번호 
temp cond S떠 F Cl N02- NO:J- SO/-

기 

준 
5.8 60 

15 -8.6 (Tot-N) 

DU-01 5.6 18 287 4.4 969 2.15 0.9 0.96 32.85 2.78 1192 

Du-02 3.7 22 483 4.7 294 0.65 0.1 0.87 7.428 1.9 222.6 

표2-6b. 덕음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Cr 
시료 As Zn Pb Cd Co Mn Fe V Cu Al Sr 시료채취 위치 

(Tot) 시료구분 

번호 
0.5 5 1 0.1 10 10 0.5 3 ←기준치 

DU-01 0.00 10.33 0.03 0.02 0.02 2.30 0.58 0.02 0.01 0.04 2.70 1.40 침출수(방류전) 오염영역 

DU-02 0.00 5.32 0.39 0.06 0.00 3.95 0.38 0.00 0.00 0.11 2.65 0.13 광미장 웅멍이 오영영역 

※ 기준치 : 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5.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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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덕음광산 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 

단위 : pprn=mg/ kg 

시료 
pH As Cd Pb 시료채취 위치 

시료 
pH As Cd Pb 시료채휘 위치 

번호 6, 1.5, 100, 
←기준치 l 번호 6, 1.5, 100, 

←기준치 1 
15 4 300 15 4 300 

덕 01 6.6 4.97 0.24 48.2 광미적치장에서 20m 덕 26 5.9 0.0 0.02 5.58 전 답 

덕 02 6.0 1.42 0.39 13.8 전 답 덕 27 5.6 2.98 1.34 42.2 “ 

덕 03 5.2 0.0 0.63 45.5 ” 덕 28 6.5 0.04 0.14 7.26 “ 

덕 04 5.8 0.2 1.42 99.3 ” 덕 29 6.7 4.39 1.7 45.5 “ 

덕 05 6.8 0.37 1.39 42.2 ” 덕 30 6.8 2.43 1.64 35.4 “ 

덕 06 5.6 0.0 1.14 18.3 ” 덕 31 6.3 0.68 0.88 24.6 “ 

덕 07 6.0 0.8 0.73 17.7 ’I 덕 32 5.6 2.92 1.64 38.0 “ 

덕 08 5.0 2.6 1.18 27.4 ” 덕 33 5.6 3.87 1.98 55.4 “ 

덕 09 6.8 3.51 1.32 33.9 ” 덕 34 6.0 0.0 0.32 14.3 “ 

덕 10 6.3 4.69 1.53 38.2 ” 덕 35 6.8 1.81 1.05 30.0 “ 

덕 11 6.2 3 1.48 51.8 ” 덕 36 6.6 3.14 1.69 34.8 “ 

덕 12 6.0 1.26 2.7 61.7 ” 덕 37 6.0 2.23 1.14 35.2 “ 

덕 13 6.9 2.01 1.87 61.7 ” 덕 38 6.0 0.53 0.99 25.1 “ 

덕 14 6.8 0.0 0.34 22.4 ” 덕 39 5.7 0.53 1.24 35.0 “ 

덕 15 6.9 0.0 0.21 17.0 ” 덕 40 6.8 0.0 0.64 25.5 “ 

덕 16 5.2 2.6 1.75 159 ” 덕 41 6.4 1.8 1.88 44.4 “ 

덕 17 6.5 0.18 1.37 68.6 ” 덕 42 5.6 0.35 1.1 44.5 “ 

덕 18 5.4 0.0 0.91 72 광미 적 치장에서 15m 덕 43 5.6 4.21 4,34 122 “ 

덕 19 4.8 0.63 1.26 151 전 답 덕 44 5.0 1.17 2.19 71.6 “ 

덕 20 5.9 0.06 1.4 73.1 덕 45 6.4 3.37 2.05 48.4 광미 적 치장에서 25m 

덕 21 6.2 1.7 1.01 35.2 “ 덕 46 5.8 3.09 2.08 46.7 전 답 

덕 22 6.3 2.08 0.68 35.7 “ 덕 47 6.4 2.14 1.55 43.8 “ 

덕 23 7.3 2.1 1.64 69.2 “ 
덕광 

3.5이하 41.2 2.75 37.9 
미 01 

광미적치장 더미중 

덕 24 4.6 2.44 1.31 62.5 “ 
덕광 

3.5이하 6.64 12.8 362 
미 02 

광미적치장 경 계연 

덕 25 5.7 0.0 0.04 5.29 “ 

※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2, 3 토양오염 우려I 대책기준(농경지)--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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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1) 수질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을 초과한 시료번호(성분) 

DU-Ol, DU-02(pH),DU-01, DU-02(Zn) 

2-1)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료 : 

덕광미02(As)， 덕 10， 덕 12， 덕 13， 덕 16， 덕 23， 덕 29， 덕 30， 덕 32， 덕 33， 

덕 36， 덕 41， 덕 43， 덕싫l 덕45， 덕 46， 덕광미 01 (Cd), 덕 16， 덕 19， 덕 43 (Pb) 

2-2)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덕 광미 02(As, Cd, Pb) 

마. 광해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덕음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의 내용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침출수가 유출 

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또한 인접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으며I 채굴적 상부 붕락 

에 따른 안전재해가 우려되고 있다. 

광미장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pH와 Zn성분이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 

하고 있다. pH의 경우 방류전 침출수 5.6, 광미장 웅덩이에 고여 있는 물이 3.7이었 

고， Zn성분이 침출수의 경우 10.33m.ej Q 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의 2배이다. 

특히 영향권내의 논토양에서는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개소가 많아 오염 

도의 진행이 논토양으로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광미사에서 검출되는 As, Pb, Cd의 농도가 높게 나타 

나 광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토양의 경우 인접농경지의 토양분석결과 토양우려/ 대책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광 

해방지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채굴적 상부 붕락개소는 폐석y 토양동으로 충전하지 않으면 안전재해 둥 문 

제가 될 것이다. 

따라서 본 광산은 종합적인 광해 방지대책이 긴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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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7. 덕음광산 주변 지형 및 시료채취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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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8. 덕음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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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9. 띄음광산 총 시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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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올 시료 
@ 토양시료 

용광 미장 

y 수 계 



그림2-20. 덕음광산 물 시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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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물시료 

f2J 광 미 장 
y 수 계 



그림2-2 1. 덕음광산 토양시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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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양시료 

옮광미 g 

y 수 계 



그림2-22_ 펙음광산 토양오염조사도(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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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시료 

@ 토양시료 

용광미장 
y 수 계 

훌훨짧 월 5-6 

훌뿔짧) @ 7:; 



그립2-23. 덕음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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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4. 덕음광산 토양오염조사도(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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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o/kol 

혔1(繼뿔 4-6 

혔 흔 @2:; 6-15 



--
그림2-25. 덕음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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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앙시료 

&광미장 

y 수 계 

려| 
(단위 mg/kg) 

- 6 이하지역 

-- 우려지역 6-15 

@ 둥함량곡선 -- 대책지역 15-41.2 



똘했싫*멸뿔 1.1.5 
~ ~ 0.5.1 
k갚:;;a 1.5.4 

그림2-26. 덕 음광산 토양오염 조사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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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27. 덕음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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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단위 mo/ko) 

@ 토양시료 - 1.5 이하지역 

양 광 미 장 -- 우려지역 1.5 - 4 
y 수 계 

- 대책지역 4 -12.8 
Q 등함랑곡선 



~. 토양시료 했 願&?&$$
~광미장 ( .33톨S 

K강냉 ’QO.3oo 

그림2-28. 덕음광산 토양오염조사도(Pb) 

62 



그림2-29. 덕음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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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l 
(단위 mg/k미 

• 토양시료 -100 이하지역 
~ 광 미 장 -- 우려지역 100- 300 
y 수 계 

대책지역 300-362 . 1 g 등함량곡선 



g 

사진 2-3. 광미장을 포함한 덕음광산 전경 



사진 2-4. 덕음광산 광미장 침출수를 

현장측정하고 있음 

채취하여 

사진2-5. 덕음광산 광미장 침출수가 석축에 만든 농수로에 

유입되고 있음(Yellow boy 현상을 보이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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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서성광산 

가. 현황 및 조사개관 

서성광산은 행정구역상 충남 서산군 지곡면 도성1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광업권 

등록번호 제12230호/ 대산 제47호로 둥록하여 금I 은/ 동/ 연I 아연을 생산하였던 광 

산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6년간 평균)은 강수량 1017.6mm/ 년/ 평균기온은 11.9 0C, 

최고 34.0 oC, 최저 -10.4 0C ， 상대습도 72.0% 이다. 

나.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본 광산은 거의 완벽한 채광시설과 일 120M/T 처리 용량의 부선시설을 완비하고 

월 평균 2，800M/T의 원광을 처리하며/ 연정광 140M/T, 아연정광 80M/T씩 생산한 
바 있는 국내 굴지의 연/ 아연광산이었으나 현재는 휴광상태이다. 

다. 지질광상 

광산 부근의 지질은 변성퇴적암류인 석영-혹운모 편암/ 결정질 석회암과 이들을 

관입한 우백질 화강암 및 염기성 암맥으로 구성되며 각 암층의 대체적인 주향 및 

경사는 N60W-N70E, 15-30N으로서 완만한 습곡을 받은 단조로운 구조를 보인다. 
광상은 석회암질암의 충리에 따라 배태된 팽축을 갖는 팝상/ 포켓상의 광체이며 

분포상으로 보아 상부광체와 하부광체로 구분된다. 

광석광물은 방연광/ 섬아연광이 주이고 약간의 황동광/ 황철광이 수반되며 소량의 

금은이 함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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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해조사 내용 

φ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2-8.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서생광산 내 용 

2. 동록번호 제 12230 호 

3. 지적번호 대산 제 47 호 

4 면적 (ha) 273 
광업권 

5. 광종명 연，아연 
표시 

6. 광구 소재지 충남 서산군 지곡면 도성 1리 

7. 소멸 둥록일 확인불가 

8 소멸사유 휴광 

9. 년도별 생산량(톤) 
연 (Pb) 64，224톤 < ’ 1958- ‘1970>

아연 (Zn) 3β77톤 < ‘1966- ’1970>
광산개발 연 (Pb) 3，971톤 < ’ 1958- ‘1970>
현황 10. 정광 생산량(톤) 

아연 (Zn) 1 ，330톤 < ‘1966- ’1970>

11. 선광시설 규모 관련자료 없음 

12. 폐시설 처리실태 철거 

13. 갱구 폐쇄상태 총8개 확인(개방4개소， 폐쇄 4개소 

14. 갱내수 유출유무 갱내수 소량 유출 

15. 지반침하 여부 함몰대 1개소(10M x 5M x 3M) 

구 ; 닙r 폐 석 장 광 미 장 

광해실태 
16. 광산폐기물설치개소 선광장 부근 선광장 앞 논 

17. 광산폐기물규모(m) 
30M x 30M x 3M 

현재 농경지로 이용되어 

(길이x 폭x 높이) 규모확인 불가 

18. 하천과의 거리 (m) 5M(농수로) 

19. 유실방지시설의 
없 EIIL 

종류 

20. 유실구간(m) 

(길이x 폭x 높이) 

21 소요비 용(백 만원) 
<건설부 표준단가〉 

조사자의 
* 광산폐기물(폐석，광미사)더미가 수개소 방치되어 있다 
* 폐갱도가 방치되어 있어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갱구폐쇄가 요망된다. 

의견 및 
* 광산폐기물적치장 앞 논에서는 광미사가 다량함유되어 농사가 불가능해 현재 휴농 중임 

참고사항 
* 종합적인 광해방지대책이 긴요하다고 판단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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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혜조사 내용 

1개소 갱내수가 유출되고 있으며l 광미가 3-4계단을 형성하여 이루어져 있고 하 

부에는 농경지로 사용하고 있었다. 토양분석결과에서 보듯이 Pb, Cd성분이 많이 함 
유되어 있고 육안으로도 광미사가 다량 농경지로 흘러내린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서성광산 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는 표2-9와 같다. 

표2-9. 서성광산 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 

단위 : pprn=mg/ kg 

시료 
pH As Cd Pb 시료채휘 위치 

시료 
pH As Cd Pb 시료채취 위치 

번호 20, 12, 400, 
←기준치 1 번호 2α 12, 400, 

←기준치 1 
50 30 1아)() 50 30 1000 

서 01 6.0 2.51 3.85 552 밭 서 14 5.8 0.33 12.9 686 광미적치장 

서 02 6.2 20.2 16 593 " 서 15 5.5 0.82 2.15 184 광미적치장 경계연 

서 03 6.8 12.1 28.1 2050 논 서 16 4.2 12.5 1.02 356 논-

서 04 5.4 9.38 26.1 256 광미적치장 서 17 5.0 2.52 0.88 70.3 “ 

서 05 5.4 4.87 17.8 674 ” 서 18 5.0 5.9 2.56 206 “ 

서06 5.8 0.99 10.4 456 " 서 19 5.1 2.39 1.25 117 “ 

λi07 5.1 2.77 19.0 215 " 서 20 5.2 2.19 1.23 103 “ 

서08 5.2 1.62 12.9 107 서 21 3.8 19.3 22.7 593 “ 

서 09 5.4 10.0 9.07 68.2 ” 서 22 5.2 6.43 6.63 607 광미적치장 경계연 

서 10 4.9 0.3 5.79 302 ” 서 23 5.0 14.6 13.6 157 광미적치장 

서 10-0 
5.3 0.0 11.2 7.81 ” 서 24 4.1 63.7 17.3 456 논 

서 10-0 
4.4 0.0 10.4 610 (싱토) 

2 
서 25 3.6 108 31.0 189 ” 

서 11 4.6 0.45 6.72 197 ” 서 26 4.8 28.1 25.1 88.2 “ 

서 12 5.3 0.0 5.08 133 ” 서 27 6.8 0.0 0.2 62.4 도로건너편 산 밑 

서 13 4.2 2.03 6.48 154 ” 

※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3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공장l산업지역)--mg/kg 

요 약 : (1)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서25 (As), 서03(Pb) 

(끽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우려기준을 초과한 시료 : 

서 02， 서26(As)， 서 03， 서 04， 서 14， 서 21， 서23， 서24， 서 26 (Cd) 

서01， 서 02， 서 05， 서 06， 서 10-02， 14, 21, 22, 24(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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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해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서성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의 내용은 중금속을 함유한 침출수가 유출되어 

하천을 오염시키고 선광장 앞 논 표면에서 광미사가 육안으로 확인 할 수 있는 정 

도다. 

특히 영향권내의 논토양에서는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하는 개소가 많아 오염 

도의 진행이 논토양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되며 광해의 정도는 심각한 상태라고 

할수 있다.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논I 밭토양에서 As, Pb, Cd의 농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광해발생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어 광해방지대책이 수행되지 않는다면 

어려운 문제로 야기될 것이다. 

따라서 본 광산은 종합적인 광해 방지대책이 시급히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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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0. 서성광산 주변 지형 및 시료 채취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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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1. 서성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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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3.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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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1- 1. 서성광산 총 시료분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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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4. 서성광산 토양오염 등합량 곡선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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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5.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As) 

범 례 
As 윈소 기준치 (단위 : mg/kg) 
(우려기준 6 이상， 대책기준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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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6. 서성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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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2-37.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Cd) 

Cd 윈소 
기준치 (우려기준1.5 ， 대책기준 4 ) 

’토양시료g;:.홉19.0-31.01 Í!빼 4. 0-12 .9 
l흩를(대책지역) ‘ .... (대책지역) 
뽑 9-19 .0 닙 (추짧) 

(대책지역) tt 0.2-1.5 



-...1 
‘그 

그림2-38. 서성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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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mg/kg) 

1.501하지역 

- 우려 지 역 1.5-4.0 

대책지역 4.0-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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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39 . 서성광산 토양오염조사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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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0. 서성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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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6. 서성광산 전경 (선광장 및 광미사더미， 폐석더미， 오염지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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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7. 서 성 광산 선광장 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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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8. 서 성 광산 함몰지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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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주일광산 

가. 현향 및 조사개관 

전주일광산은 행정구역상 전북 완주군 운주읍 장성리 중장마을에 위치하고 있으 

며 광업권 둥록번호 제11856호I 금산지적 제113호로 둥록하여 금/ 은/을 생산하였던 

광산이다. 

또한 이 지역의 기상 개황(6년간 평균)은 강수량 1407.5mm/ 년/ 평균기온은 12.5 oC , 
최고 28.5 0C, 최저-5.3 oC, 상대습도 70.0% 이다. 

나. 개발현황 및 생산실적 

본 광산은 주로 금(Au)， 은(Ag)을 1962년부터 1991년까지 29년간 개발하였던 광 

산으로 생 산실 적 을 살펴 보변 금(Au) 40，365gr(정 광 275,588gr), 은(Ag) 139，159gr(정 

광 10，472，742gr)을 생산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주요 시설물로는 가행당시 200톤/일 처리 선광장을 가동하였으며 팡해의 요인으로 

는 미폐쇄갱구와 갱내수가 소량 유출되고 있으며 일부지역에서 지반침하의 혼적을 

볼수 있다. 

다. 지질광상 

광산 부근의 지질은 최하부에 옥천계에 속하는 천매암과 스레이트가 호층으로 분 

포하며 그 상부층인 결정질 석회암이 본역 북동우에 소규모로 분포되며 이들 암층 

을 후기에 대보화강암이 관입하고 있다. 

천매암 및 스레이트의 일반적인 주향 및 경사는 N50 - 80E, 20 - 50NW이며/ 천매 

암이 우세하다. 석회암은 대부분이 결정질로서 담회색 내지 유백색을 띠고 있다. 

화강암은 미정질이며 부분적으로 석영반암의 양상을 띠는 곳도 있으나 그 경계가 

점이적이다. 광상은 상기한 옥천계 암충 내에 NS방향으로 발달되는 열극(파쇄대)을 

충진하여 형성된 함금은석영맥이다. 광구내의 대부분의 노두I 구갱도/ 채굴적 둥은 

동일 구조선 상에 위치하고 있으며 본 광구 내에서 확인된 연장은 약 4km 정도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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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광해조사 내용 

@ 광해 실태조사 요약 

표2-10. 광해 실태조사 요약 

1. 광산명 :천주일광산 내 용 

2. 둥록번호 제 11856 호 

3. 지적번호 금산 제 113 호 

4. 면적 (ha) 281 
광업권 

5. 광종명 二n그， τ 。:
표시 

6. 광구 소재지 전북 완주군 운주옵 장선리 중장마올 

7. 소멸 둥록일 채광재개 숭인 : 1996. 8. 12 

8. 소멸사유 폐광 

9. 년도별 생산량(톤) 
금(Au) 40,365gr <'1962- '1991> 

은(Ag) 139,l59gr <'1963- ’1985> 
광산개발 금(Au) 275,588gr <’1962- '1991> 
현황 10. 정광 생산량(톤) 

은(Ag) 1O.472.742gr <’1963- ’1985> 

11. 선광시설 규모 200톤/일 처 리 (가행 당시 ) 

12. 폐시설 처리실태 사무실 4동， 선광시설 1개 

13. 갱구 폐쇄상태 미폐쇄 4개소 

14. 갱내수 유출유무 1개소 유출량 O.02m’/min 

15. 지반침하 여부 
광산의 배변 화암사 주차장 상부 100m지점 

계곡 양측 갱구， 갱도 함몰(연장10m) 

구 긴 tjr 폐석장 광미장 

광해실태 
16. 광산폐기물 설치개소 1개소 선광장 앞 

17. 광산폐 기 물 규모(m) 

(길이x 폭x 높이) 
150 x 20 x 1O(경사연) 200x 40 x 5 

18. 하천과의 거리 (m) 100 1O(근접) 

19. 유실방지시설의 종류 석축 석축 

20. 유실구간(m) 
없음 없음 

(길이x 폭x 높이) 

21. 소요비용(백만원) 

<건설부 표준단가〉 

조사자의 
- 지반침하 지역 충전 요망 

의견 및 

참고사항 
- 유출 갱내수에 대한 처리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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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해조사 내용 

갱수 유출이 소량 있고I 지반침하 위험지역이 계곡 양측으로 연장 약 10m에 이른 

다. 전주일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는 표2-11과 같다. 

표2-11a. 전주일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시료 
pH Eh Do TDS cond Sal F CI N02- N03- sol-

번호 
em 

기 

준 
5.8 

15 
60 

-8.6 (Tot-Nl 
치 

J1-01 6.8 20 325 2.6 268 0.6 0.0 7.38 4.283 6.86 242.9 

]1 -02 6.5 12 352 2.0 602 1.34 0.5 21.4 3.737 0.86 717.1 
'-- ‘-

표2-11b. 전주일광산지역 광산배수에 대한 수질조사분석결과 

Cr 
As Zn Pb Cd Co Mn Fe V Cu AI Sr 시료채취 위치 

시료 (Totl 
시료구분 

번호 
0.5 5 1 0.1 10 0.5 3 기준치 

J1-01 0.00 0.03 0.00 0.00 0.00 0.46 0.00 0.00 0.00 0.00 0.40 0.17 늪지방류 
비오염 

지역 

]1 -02 0.00 0.60 0.00 0.00 0.05 9.90 0.03 0.00 0.00 0.02 12.37 0.41 갱수 오영지역 

L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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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2-12. 전주일광산 지역 토양 및 광미사에 대한 실내화학 분석결과 

단위 : ppm=mg/kg 

pH As Cd Pb 시료채취위치 pH As Cd Pb 시료채취위치 

시료 시료 

번호 20, 12, 400, 
‘-기준치 l 

번호 20, 12, 400, 
←기준치 l 

50 30 1000 50 30 1000 

전01 5.8 0.0 0.06 9.86 광미장 냥향 전21 5.8 0.7 0.0 9.01 광미장 서향 

전02 7.0 0.0 0.05 6.38 “ 전22 6.0 0.0 0.0 8.62 “ 

전03 7.0 0.0 0.08 7.96 “ 전23 6.7 0.16 0.0 8.19 “ 

전04 6.2 8.07 0.99 13.3 “ 전24 6.7 0.55 5.0 5.7 “ 

전05 
팡미장 하천 

전25 6.8 9.19 0.14 8.06 6.2 0.0 0.0 6.46 “ 
동향 

전06 5.8 1.75 0.18 11.3 “ 전26 60 0.31 0.0 8.15 “ 

전07 6.7 0.92 0.15 7.73 u 

전27 5.6 0.16 0.0 6.85 “ 

전08 6.2 2.04 0.12 8.97 “ 전28 6.6 0.0 0.0 4.65 “ 

전09 6.6 1.86 0.16 12.0 “ 전29 6.7 19.9 0.29 19.4 광미장 

전 10 6.1 0.68 0.11 10.8 “ 전30 4.5 14.7 0.05 27.7 “ 

전11 “ 전31 
광미장 하천 

5.6 2.25 0.12 11.1 6.8 1.53 0.0 6.2 
북향 

전12 6.2 1.45 0.21 10.2 u 

전32 6.0 0.43 0.0 5.28 “ 

전 13 6.8 2.14 0.0 9.85 “ 전33 6.2 1.23 0.0 8.41 “ 

전14 5.4 0.61 0.0 10.6 “ 전34 6.8 0.19 0.0 8.55 “ 

전 15 6.2 0.06 0.00 6.55 광미장 서향 전35 6.8 0.29 0.0 9.45 “ 

전16 6.8 0.0 0.0 6.27 전36 6.3 1.72 0.0 8.51 

전17 6.8 1.52 0.0 7.46 “ 전37 6.5 1.2 0.0 10.5 “ 

전18 6.8 1.04 0.0 7.87 “ 전38 7.0 1.37 0.0 8.27 “ 

전 19 5.8 0.39 0.0 7.0 “ 전39 6.5 1.5 0.0 6.76 “ 

전20 6.8 1.25 0.0 6.83 “ 전40 6.6 1.42 0.0 4.38 “ 

※ 기준치 1.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 3.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공장l산업지역 mg/kg) 

요 약 : (1) 수질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을 초과한 

시료번호(성분) J1-02(F) 

(2)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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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해조사 결과에 대한 고찰 

전주일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의 내용은 유출수가 소량 흐를 뿐 폐석과 광 

미만 안정되게 처리한다면 우려될 요소가 적은지역이다. 

갱구에서 유출되는 침출수는 pH는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지 

않지만 F성분이 초과하는 정도이며，. 일부개소에서 함몰대가 발견되어 충전을 요하 

며 

안전재해 방지를 위해 미폐쇄 갱도의 폐쇄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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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1. 전주일광산 주변 지형 및 시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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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2. 전주일광산지역의 음영 기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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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3. 전주일광산의 층 시료분포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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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4. 전주일광산 물 시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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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5. 전주일광산 토양시료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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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6.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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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7.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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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_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As) 

범 례 

As 윈소 기준치 (단위 : mo/ko) 
(우려기준 6 이상， 대책기준 15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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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49.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As) 

(단위 : mo/ko) 

-601하지역 

- 우려지역 
6.0-15.0 

수계 및 하천 - 대책지역 
15.0-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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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Cd) 

범 례 
Cd 윈소 기준치 (단위 : mo/ko) 
(우려기준 1.5 이상， 대책기준 4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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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51.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듬함량 곡선 (Cd) 

(단위 : mo/ko) 

-1.501 하지 역 

-우려지역 
(1.5 이상) 

수계 및 하천-대잭지역 
(4.0 이상) 



g 

(단위 : mg/kg) 

( 우려기준 100 이상， 대책기준 300 이상) 

용10.6-27.71 용 7.96짧 

용 덩 6닮-7.96 

그림 2-52. 전주일광산 토양오염조사도(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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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c/kc) 

-100 이하지역 

- 우려지역 
(1 00 이상) 

수계 및 하천 - 대잭지역 
(300 이상) 

그림2-53. 전주일광산 토양오염 등함량 곡선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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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9. 광미장을 포함한 전주일광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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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2-10. 전주일광산 광미장 전경 

사진2-1 l. 전주일광산 갱수가 유출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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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D 노천광산 

가. 적용채광법 

광상은 마차리충과 삼태산층 석회암으로 주향은 대체로 NO-40 0 E 까지 변하고 

경사는 50-80NW를 보이나 대부분 주향은 N15-25E이고 경사는 55-75NW가 우세하 

다. 주향은 지형의 주 능선과 거의 일치하고 지표조사에서 석회석의 폭은 약 800m 

-1900m, 연장은 1300-2400m이다/ 

광체의 부존상황과 지형여건에 적합한 채광작업으로 Bench Cut 방법과 

Gloryhole 방법을 혼합한 Plane Cut 채광법을 채택하여 파쇄장비와 운반시설의 일 

부를 갱내에 설치하여 산림훼손 면적을 고려하면서 대형의 중장비를 투입하는 노천 

채광으로 실시하고 있다. 석회석 광체내의 GL300m지점에서 산능선 GL750m지점 

방향으로 수평갱도를 굴착하고I 그 수평갱도와 능선부를 잇는 지점에서 직경 6m의 

수직갱을 굴착하여 그 교차지점에 1차 파쇄기를 갱도내에 설치하며I 상부 약 40m지 

점에 파쇄실을 설치하여 규정이상의 큰 광석이 조쇄기로 투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채광장의 벤치의 높이는 15m로 하여 수직 갱도를 중심으로 전개하여 채광을 하고/ 

각 벤치에서 생산된 석회석은 대형덤프트럭 (50톤 및 60톤)을 이용l 수직갱에 투입하 

여 하부로 운반하는 방법을 채택I 장비의 효율을 극대화하면서 하부로 채광을 실시 

하고 있다. 

나. 채광량 

H .D 광산의 채광 시작 이래 연도별 채광량은 다음 표 2-13과 같다 

표2-13 연도별 채광량 현황 (단위 : 톤) 

;녁ξ 석회석 생산량 폐석량 채광량 계 

너‘- 누계 년 누계 녀‘- 누계 

91. 10-12 42,698 42.698 42,698 42,698 

92. 01-12 1,709,975 1,752,673 932,811 932,811 2,642,786 2 ，685，쟁4 

93. 01-12 2,774,581 4,527,254 1，영5，289 2,278,100 4,119,870 6,805,354 

94. 01-12 4,950,818 9,478,072 1，퍼，32긴1 ，863 3,599,963 6,272,681 13,078,035 

95. 01-12 5,504,679 14,982,751 1,291 ,891 4,891 ,854 6,796,570 19,874,605 

96. 01-12 5,557,575 20,540,326 597,813 5,487,667 6,155,388 26,029,993 

97. 01-12 5,586,815 26,127,141 606,777 6，096，여4 6,193,592 32,223,585 

98. 01-12 4,510,000 30,637,141 495,000 6,591,444 5,005,000 37,228,585 

99. 01-12 4,358,000 34,995,141 479,000 7,070,444 4,837,000 42.065.5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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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림훼손 허가 및 훼손현황 

1989. 11에 광업용 채광을 위한 국유림 및 사유림의 형질변경허가를 득하고 채굴장 

조성과 광산부대시설(OSP， 화약고/ 폐석장)， 산원도로 그리고 운반을 위한 터널입구l 

진입로 및 벨트콘베어 시설 동으로 산림훼손이 진행되고 현재까지의 허가 및 훼손 

현황은 다음 표 2-14와 같다 

표 2-14 산림훼손 허가면적 및 실적현황 

구 허가연적 최초허 허가면적 비융 

분 
지번 지적 (m‘) 가일자 

현재허가기간 용도 중훼손면 
적 (m') (%) 

북연 덕상리산215 1,677,917 698,098 89.1 97.12.1 -02.11.30 광업용， 채광장 390，αm 56.0 

“ " 산217 22,413 15,920 “ “ “ 3,500 22.0 

“ " 산220 15.669 15,669 “ “ “ 4，αm 25.5 
“ " 산231 26,182 “ “ “ 6,700 22.213 30.2 

국 서면 광전리산1 1,452,189 516,257 “ “ “ 265，αm 51.3 
유 “ ” 산l 1,452,189 53,684 93.7.12 “ “ 43,800 81.6 
렴 “ ” 산1 49,479 98.5.01 98.5. 1 -03.4.30 “ 5,200 10.5 

서연 광전리산251 8,529 1,262 93.7.21 98.7.21-03.6.30 광산부대시설， O.S.P 1,265 100 

서연 용정리산189 61 ,686 2.905 90.4.17 98.4. 9-02.3.31 벨트콤베어，석회돔 2,905 100 

소계 1 ，375，쟁7 722,367 

서연 광전리산252 205,091 46,694 89.9.26 98.9.25- 01.9.24 광및상산부원도대로시설，화약고 46,694 100 

군 서연 신천리산2 168，αm 5.385 90.4.17 99.4.10-02.4 .9 벨트콘출베어，석회석돔 5,385 100 
유 및터널 구 

림 서면 광전리산231 59,900 108 90.4.17 96.4.10-02.4.9 벨트콘베어 ，#9TIR 108 100 

소계 52,187 52,187 

서면 광전리산289 45,322 22,820 89.9.21 98.9.25-01.9.24 광산부대시설，산원도로 22,820 100 
“ ” 산234 31,630 31 ,630 ’t ” “ , 산원도로 31，없O 100 

북연 덕상리산229 5,950 5,950 92.11.24 ” “ 폐석장 5，앉j() 100 
“ ” 산230 32,592 5,063 ” ” l ‘ ‘폐석장 5.063 100 
“ ” 산230 634 97.12.29 98.1.15-99.12.31 “ ，폐석장 634 100 사 

유 서연 용정리산186 57,421 1,902 90.4.17 99.4.10-02.4.9 벨트콘베어， 석회석 돔 1.902 100 
“ ” 산200 7,132 7.132 ” ” “ ， B턴널입구 7.132 100 

림 
“ 광전리산216 138.843 13.954 ” “ ， A턴널입구 13,954 100 
서면용정리산209-1 8,331 2.830 ” ” “ ， A터널진입로 2，잃O 100 
서연팡전리산228-3 20,9589 2,532 ” ” “ , #9TIR진입도로 2,532 100 

소계 94.447 94,447 100 

합계 1,522,121 869,001 5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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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해 조사결과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제1철 광해 조사결과와 문제점 

금번 현장조사한 4개광산(임기광산/ 덕음광산l 서성광산/ 전주일광산) 지역의 수질 

과 토양I 광산폐기물에 대한 조사분석 결과는 표3-1 - 표3-2와 같다. 수질과 관련하 

여 광해(오염)여부 및 정도l 영향권을 조사분석하기 위하여 갱내 유출수/ 광미적치장 

으로부터 유출되는 침출수I 그리고 인접 하천수 동을 조사분석하였다. 

토양과 관련하여서는 광해의 영향권으로 판단되는 수계 인접 전답(田/짧)토양에 

대해 조사분석하였다. 

광미사에 관하여서는 광미적치장에 적치되어 있는 광미사를 대상으로 조사분석하 

였다. 

수질관련 조사분석결과 광산별로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공통적인 사항 

으로는 수질환경보전법상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과 비교 검토하여 볼 때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성질과 성분은 pH, As, Zn, Pb, Cd이며/ 

『임기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F, Cd, Fe이며/ 기준치를 

상당히 초과하여 유의할 만한 것으로 pH 는 폐석적치장에서 흘러 나오는 물과 광 
산방향으로 합수전의 물까지는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F, Cd, Fe 모두 폐석적치 

장에서 나오는 물이 오염되어 있다 . .1 

『덕음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Zn, As, Cd, Pb이며， pH 

는 방류전 침출수와 광미장 웅덩이에서 낮은 pH를 나타내고 있으며 또한 Zn도 침 

출수와 광미장 웅덩이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As는 광미적치장 중간 경계면 

에서， Cd는 논토양에서 그리고 Pb는 광미적치장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다 . .1 

『서성광산 주변토양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pH, As, Cd, Pb이며/ 

pH는 광미적치장과 논토양에서 3.6 - 4.2로 나타나며， As는 논/ 밭 토양에서， Cd, Pb 
는 광미적치장과 논토양에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으며 특히 광미적치장에서 시료 

번호 서03은 토양오염 대책기준의 2배를 나타내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 .1 

『전주일광산의 경우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는 것은 F로 갱구에서 유출하고 있다. 

F이외에 수질/ 토양조사에서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과 토양오염대책기준을 초과하 

지않고 있었다. 

그러나 광미조사에서 폐기물관리법 유해물질 함유기준을 초과하고 있어 검토되어 

야 할 것이다 . .1 

토양과 광미사 관련 조사분석결과 광산별 각각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토양환 

경보전법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공장l 산업지역y 농경지)과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유해물질 함유기준)으로 비교 검토하여 볼 때 대체적으로 As, Pb, Cd가 문제가 되 

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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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음광산의 경우 전답토양에서 Cd가 토양오염기준(농경지)을 초과한 지역 

(Sample NO. 덕 10， 덕 12， 덕 13， 덕 16， 덕 29， 덕 30， 덕 32， 덕 33， 덕 36， 덕 41， 덕43， 덕와/ 

덕45， 덕 46， 덕4η이다 . .JI 

『서성광산의 경우 광미장은 물론 선광장 앞 논표면에서 광미사가 육안으로 볼 

수 있으며 토양조사에서 토양오염 대책기준을 초과한 시료가 As는 Samf.'le No. 서 

25로 논토양이고， Pb가 Sample No. 서 03으로 광미적치장이다 . .1 

노천광에서 산림훼손 면적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지형의 형태/ 광체의 모양/ 작업조 

건y 생산량/ 원료광물의 품질 퉁이 있다. 

- 노천광에서 대표적인 채광법은 계단식 채광법 (Bench Cut Method) 이며 운반시설 

(Belt conveyor), 파쇄시설(Crusher) 둥으로 산림훼손 면적이 커지게 된다. 특히 계 

단식 채광방법에서 채광장을 제외한 산림훼손 면적에 가장 영향을 미치게 하는 부 

분은 현장에 파쇄기 까지 와 파쇄기에서 Open Stock Pile(O.S.P) 까지의 BjC 운반 

시스템 부분이다. 

- 노천채광 시에는 안전상 잔벽을 두고 채광을 하게 되는데 현장 여건상 표준 안전 

각을 지키지 못할 경우가 많아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화 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볼 때 조사광산들의 광해발생과 관련한 문제점은 앞서 지적 

한 바와 같이 미폐쇄된 갱구에서 갱내수와 다량의 광미사가 환경적/ 광산보안적 조 

치가 미흡한 상태에서 방치상태로 적치되어 광미적치장에서 유해한 침출수가 상시 

계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광해를 유발시키며 이로 인해 영향권을 점차 확대시키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광미사는 우수기에 자체의 유실과 건조기에 바람에 의해 비산되므로 인접 

농경지를 오염시키고 있다. 

그리고 노천채광시 부적정한 채광법과 시설물의 배치로 산림훼손 면적이 커지게 되 

어 산림자원의 황폐화와 광해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 외에도 채굴적의 

미충전으로 인한 지표함몰현상도 안전재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제2절 해결방안 

광해발생으로 인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생각할 수 있 

다. 오염원 차단과 격리이다. 유해한 광산배수나 침출수 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이다. 광산배수로 인한 광해발생의 경우 배수갱도를 비롯한 전 갱구를 갱구 및 

갱도 폐쇄요령에 따라 완전 밀폐시키는 방법， overflow시키는 방법/ 공기유입 및 유 

통을 차단시키는 방법을 병행한 소위 조합형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이 가능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출수에 대하여 물리적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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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방법/ 생물학적 방법/ 자연정화방법 둥에 의해 처리할 수 있도록 강구하여야 

한다. 이때 광해의 내용과 정도l 다시 말해 폐수량과 오염성분/ 오염정도에 따라 방 

법의 선택은 달라질 것이다. 

광산배수(갱내수I 침출수 둥)로 인한 오염방지사업은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정화 

시키고 지역주민들의 보건건강을 위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지만/ 부가가치가 없 

는 사업이므로 경제성도 감안하지 않으면 안된다. 

광미사r 폐 석 둥 광산폐 기물로 인한 광해 발생 의 경 우 차수재 (Clay, Bentonite, 

H.D.P.E Sheet 둥)를 이용하여 산소와 물을 차단하므로 오염원과의 차단과 격리가 

될 것이다. 그 외에도 유해한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불용출성 약품을 이용하여 

고화시키는 방법/ 공기를 차단시키고 식물을 식생할 수 있도록 토양을 피복시키는 

방법 둥을 생각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들은 광미사 자체의 유실이나 비산은 확실히 방지할 수 있으며/ 침출 

수의 유출도 거의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채굴적 상부의 지표 함 

몰 현상을 과거 개발 도면둥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가능한 최선의 방법을 선택하 

여 충전시켜야 한다. 만약 채굴적 부분을 충전시키지 않으면 안전재해요소가 상존 

하기 마련이다. 

그리고 노천채광시 지형이 급경사이면서 광체가 Pocket 형으로 해발 400m 이상의 

광산에서는 수평 수직 채광법 (Plan Cut Method) 으로 하여야 경제성이 제고 될 

수 있으며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 1차 파쇄기를 수직갱 하부에 배치하고 파쇄광석은 Belt Conveyor 를 이용하여 수 

평운반을 시행함으로 산림훼손 면적 발생을 억제 한다. 

- 잔벽 사면의 안전각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표준설계를 하여 채광작업을 하므로 

산림훼손 면적을 최소화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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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1. 조사광산별 수질 분석표 

단위 1PJ',/ t 

Eh 00 oil p F N02 N03 sol 
Cr 

시료채취 위치 pH em TOS cond Sal Cl As Zn Pb Cd Co Mn Fe v Cu Al Sr 

시료 
(Totl 

광산별 5.8 60 
←기준치 @ 15 0.5 5 1 0.1 0.5 3 

번호 -8.6 (Tot-Nl 
6.0 

←기준치 @ 
-8.5 

0.05 0.1 0.01 

J-oo 3.0 18 349 2.4 >1600 7.21 3.9 <3.5 46.0 14.9 16 0.0 8811 0.13 2.74 0.0 0.16 2.05 2.30 407 0.12 0.07 1.57 473 1.28 예석적치장 

J-05 4.2 13 462 4.5 260 0.79 0.1 3.5 4.0 7.0 3.0 358 0.0 0.45 0.0 0.01 0.19 6.01 18.4 0.01 0.0 0.08 36.6 0.20 합수전(광산방향) 

J-06 4.6 14 463 3.9 297 0.66 0.1 <3.5 1.4 5.7 3.6 354 0.0 0.35 0.0 0.01 0.16 4.39 6.21 0.0 0.0 0.05 34.6 0.13 

J-07 4.4 14 463 4.3 275 0.61 0.0 <3.5 0.9 5.7 4.0 323 0.0 0.31 0.0 0.01 0.14 3.99 4.56 0.0 0.0 0.04 29.9 0.12 

J-01 8.6 18 262 4.0 74β 1.68 0.7 4.5 0.6 52.6 3.2 367 0.0 0.03 0.0 0.0 0.0 0.40 0.77 0.0 0.0 0.04 1.08 0.55 계곡 유입수 

)-02 7.7 9 302 4.6 21 0.05 0.0 6.8 0.2 8.3 3.3 14 0.0 0.0 0.0 0.0 0.0 0.02 0.05 0.0 0.0 0.01 0.09 0.03 “ 

임기광산 )-03 7.8 9 336 4.7 27 0.06 0.0 5.4 5.2 3.4 7 0.0 0.0 0.0 0.0 0.0 0.01 0.01 0.0 0.0 O.。 0.04 0.03 i 

) -04 5.8 14 121 4.5 54 0.12 0.0 <3.5 1.4 4.9 3.3 64 0.0 0.07 0.0 0‘ 0 0.02 0.82 0.53 0.0 0.0 0.06 3.47 0.06 

)-08 7.0 14 375 4.4 56 0.12 , 0.0 6.5 0.6 7.5 17.2 52 0.0 0.0 0.0 0.0 0.0 0.01 0.09 0.0 0.0 0.0 0.1 1 0.06 합수전(도로연) 

)-09 5.8 15 358 3.9 69 0.16 0.0 4.2 1.2 6.5 12.9 52 0.0 0.04 0.0 0.0 0.02 0.47 0.51 0.0 0.0 0.01 3.35 0.05 합수후 10m지점 

)-10 7.0 16 ZirI 3.5 48 0.15 0.0 6.5 0.4 8.0 12.0 27 0.0 0.01 0.0 0.0 0.0 0.14 0.13 0.0 0.0 0.0 0.43 0.06 합수후 2km지정 

J-11 7.1 16 292 4.2 % 0.14 0.0 6.9 0.4 7.9 12.7 26 0.0 0.01 0.0 0.0 0.0 0.1 1 0.03 0.0 0.0 0.0 0.05 0.06 함수후 3km지정 

)-!2 7.3 17 236 3.6 68 0.15 0.0 <7.0 0.3 9.6 15.1 25 0.0 0.01 0.0 0.0 0.0 0.07 0.02 0.0 0.0 0.0 0.06 0.06 합수후 4km지갱 

)-13 7.5 14 249 3,8 71 0.16 0.0 7.0 12.9 10.6 24 0.0 0.01 0.0 0.0 0.0 0.06 0.04 0.0 0.0 0.0 0.06 0.06 합수후 5km지정 

OU-Ol 5.6 18 287 4.4 969 2.15 0.9 0.96 32.85 2.78 1192 0.0 10.33 0.03 0.02 0.02 2.30 O잃 0.02 0.01 0.04 2.70 1.40 칭흩수(방류전) 

덕옴광산 
Du-02 3,7 22 쟁3 4.7 294 0.65 0.1 0.87 7.428 1.9 222.6 0.0 5.32 0.39 0.06 0.0 3.95 0.38 0.0 0.0 0.1 1 2.65 0.13 팡미장 용덩이 

전주일 )1 -01 6.8 a 325 2.6 268 0.6 0.0 7.38 4.283 6.86 242.9 0.0 0.03 0.0 0.0 0.0 0.46 0.0 0.0 0.0 0.0 0.40 0.17 늪지 방류 

광산 JI-02 6.5 12 352 2.0 602 1.34 0.5 21.4 3.737 0.86 717.1 0.0 0.60 0,0 0.0 0.05 9.90 0.03 0.0 0.0 0.02 12.37 0.41 갱수 

* 기준치 <D: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8조 별표〈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기준치 (2): 지하수의 수질보전풍에 관한 규칙 채5조 별표3<지하수 수질기준 · 농업용수〉 



표3-2a. 조사광산별 토양(광미사 포함) 분석결과 

pH As Cd Pb 시료채취위치 pH 

광산별 
시료 400, 

←기준치 l 
시료 

번호 
20.50 12,30 

1αm 번호 

6, 15 1.5, 4 100,300 ←기준치 2 

덕01 6.6 4.97 0.24 48.2 광ul 켜치장에서 잉m 억 26 5.9 

덕02 6.0 1.42 0.39 13.8 논토양 덕'n 5.6 

덕03 5.2 0.0 0.63 45.5 ” 덕28 6.5 

억04 5.8 0.2 1.42 99.3 ’ 덕 29 6.7 

억05 6.8 0.37 1.39 42.2 ” 억30 6.8 

덕% 5.6 0‘0 1.14 18.3 ’ 억31 6.3 

억07 6.0 0.8 0.73 17.7 ” 덕32 5.6 

덕% 5.0 2.6 1.18 'n.4 ” 억33 5.6 

덕% 6.8 3.51 1.32 33.9 ’ 덕34 6.0 

덕 10 6.3 4.69 1.53 38.2 ” 덕 35 6.8 

덕 11 6.2 3 1.48 51.8 ’ 덕$ 6.6 

덕 12 6.0 1.26 2.7 61.7 ’ 억 37 6.0 

덕음 덕 13 6.9 2.01 1.87 61.7 ” 억 38 6.0 

광산 덕 14 6.8 0.0 0.34 22.4 ” 덕39 5.7 

덕 15 6.9 0.0 0.21 17.0 ” 덕40 6.8 

턱 16 5.2 2.6 1.75 159 ’ 덕41 6.4 

덕 17 6.5 0.18 1.37 68.6 ” 덕42 5.6 

덕 18 5.4 0.0 0.91 72 팡미적치장에서 15m 덕43 5.6 

덕 19 4.8 0.63 1.26 151 논토양 덕44 5.。

덕20 5.9 0.06 1.4 73.1 ‘ 턱 45 6.4 

억21 6.2 1.7 1.01 35.2 “ 덕 46 5.8 

억 22 6.3 2.08 0.68 35.7 “ 턱 47 6.4 

덕 23 7.3 n 1.64 69.2 덕장미01 3.5이하 

덕 24 4.6 2.44 1.31 62.5 덕팡ul02 3.5이하 

덕 25 5.7 0.0 0.04 5.29 “ 

서01 6.0 2.51 3.85 552 양토양 서 14 5.8 

서02 6.2 6.2 20.2 593 “ 서 15 5.5 

서03 6.8 12.1 28.1 2050 광미적치장 서 16 4.2 

서04 5.4 9.38 26.1 256 “ 서 17 5.0 

서05 5.4 4.87 17.8 674 “ 서 18 5.0 

서06 5.8 0.99 10.4 456 “ 서 19 5.1 

서07 5.1 2.77 19 215 서20 5.2 
서성 

서08 5.2 1.62 12.9 107 서 21 3.8 

광산 서09 5.4 10 9.07 68.2 “ ).122 5.2 

셔 10 4.9 0.3 5.79 302 ‘ 서 23 5.0 

셔 10-1 5.3 0.0 11.2 7.81 “ 서24 4.1 

서 10-2 4.4 0.0 10.4 610 서25 3.6 

서 11 4.6 0.45 6.72 197 서 26 4.8 

서 12 5.3 0.0 5.08 133 서 'n 6.8 

셔 13 4.2 2.03 6.48 154 “ 

* 기준치 1 :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제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공장， 산업지역) 

기준치 2: 토양환경보전법 제14조， 제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농갱지) 

기준치 3 :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3 <유해물질 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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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ppm=mg/kg 

As Cd Pb 시료채취위치 

20, 50 12‘ 30 
400, 

←기준치 l 
1000 

6, 15 1.5, 4 100,300 ←기준치 2 

0.0 0.02 5.58 논토양 

2.98 1.34 42.2 

0.04 0.14 7.26 “ 

4.39 1.7 45.5 ’ 

2.43 1.64 35.4 ‘ 

O없 0.88 24.6 “ 

2.92 1.64 38.0 “ 

3.87 1.98 55.4 

0.0 0.32 14.3 “ 

1.81 1.05 ‘30.0 

3.1 4 1.69 34.8 

2.23 1.14 35.2 i 

0.53 0.99 25.1 “ 

0.53 1.24 35.0 “ 

0.0 0.64 25.5 “ 

1.8 1.잃 44.4 

0.35 1.1 44.5 “ 

4.21 4,34 122 “ 

1.17 2.19 71.6 “ 

3.37 2.05 48.4 광미적치장에서 25m 

3.09 2.08 46.7 논토양 

2.14 1.55 43.8 

41.2 2.75 37.9 장미적치장 더미중 

6.64 12.8 362 팡미적치장 경계연 

0.33 12.9 앉16 광띠적치장 

0.82 2.15 184 광미적치장 경계연 

12.5 1.02 356 논토양 

2.52 0.88 70.3 “ 

5.9 2.56 206 “ 

5.1 2.39 117 “ 

2.19 1.23 103 “ 

19.3 22.7 593 “ 

6.43 6.63 607 팡이적치장 경계연 

14.6 13.6 157 광미적치장 

63.7 17.3 456 논토양 

108 31 189 “ 

28.1 25.1 88.2 

0.0 0.2 62.4 도로건너연 산토양 



표3-2b. 조사광산별 토양(광미사 포함) 분석결과 

pH As Cd Pb 시료채취위치 pH 

20.50 12.30 400‘ 
←기준치 l 시료 1αlO 시료 

광산별 
번호 번호 

6. 15 1.5. 4 100. 300 ←기준치 2 

1.5 0.3 3.0 ←기준치 3 

전이 5.8 0.0 0.06 9.86 팡미장 냥향 전21 5.8 

션02 7.0 0.0 0.05 6.38 천22 6.0 

션03 7.0 0.0 0.08 7.96 전갱 6.7 

천04 6.2 8.07 0.99 13.3 ‘ 전24 6.7 

전05 6.8 9.19 0.14 8.06 광미장 하천 동향 선25 6.2 

전06 5.8 1.75 0.18 11.3 i 
전26 60 

션07 6.7 0.92 0.15 7.73 “ 전27 5.6 

전08 6.2 2.04 0.12 8.97 ‘ 전28 6.6 

션09 6.6 1.86 0.16 12.0 ‘ 전29 6.7 

전주일 전10 6.1 O없 0.11 10.8 “ 전30 4.5 

광산 전 11 5.6 2.25 0.12 11.1 전31 6.8 

전 12 6.2 1.45 0.21 10.2 선32 6.0 

전 13 6.8 2.14 0.0 9.85 전쩌 6.2 

전 14 5.4 0.61 0.0 10.6 전34 6.8 

전 15 6.2 0.06 0.00 6.55 팡이장 서향 전35 6.8 

전16 6.8 0.0 0.0 6.27 전36 6.3 

전 17 6.8 1.52 0.0 7.46 선37 6.5 

전 18 6.8 1.04 0.0 7.87 전38 7.0 

전 19 5.8 0.39 0.0 7.0 “ 선‘39 6.5 

전20 6.8 1.25 0.0 6.83 ‘ 전40 6.6 

• 기준치 1 토양환경보전법 쩌1114조， 제16조 토양오염 우려대책기준 (공장， 산업지역) 

기준치 2 토양환경보전법 제 14조， 제 16조 토양오염 우려， 대책기준(농경지) 

기준치 3: 빼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볕표 3 <유해물질 함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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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ppm=mg/kg 

As Cd Pb 시료채취위치 

20.50 
400. 

←기훈치 l 12. 30 
lαlO 

6. 15 1.5. 4 100.300 ←기준치 2 

1.5 0.3 3.0 ←기준치 3 

0.7 0.0 9.01 팡미장 서향 

0.0 0.0 8.62 “ 

0.16 0.0 8.19 

0.55 5.0 5.7 

0.0 0.0 6.46 ‘ 

0.31 0.0 8.15 

0.16 0.0 6.85 

0.0 0.0 4.65 

19.9 0.29 19.4 광미장 

14.7 0.05 27.7 “ 

1.5.1 0.0 6.2 광미장 하천 북향 

0.43 0.0 5.28 

1.2.1 0.0 R41 ’ 

0.19 0.0 8.55 ‘ 

0.29 0.0 9‘45 ‘ 

1.72 0.0 8.51 ‘ 

1.2 0.0 10.5 ‘ 

1.37 0.0 8.27 ‘ 

1.5 0.0 6.76 “ 

1.42 0.0 4.38 ‘ 



제4장 광해방지대책 연구 

제1철 광산폐수 처리대책 

1. 인공 소택지 투수율 향상 연구 

가. 연구배경 

혐기성 소택지에 의해 산성광산배수를 중화시키고 금속을 정화시킬 수 있다. 이러 

한 혐기성 소돼지에 의해 광산배수가 처리되기 위해서는 황산염 환원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적정 환경이 유지되어야 하며 또한 처리수가 원활히 흐를 수 있어야 한다. 

전자의 경우는 여러 연구사례에 이미 나와 있듯이 우분/ 퇴비 둥 여러종류의 기질 

물질이 황산염 환원을 유도케 하는 기질물질들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러나 후자의 

경우는 이러한 기질물질이 적절한 투수성을 갖도록 하는 수리학적인 설계요소가 된 

다. 즉y 황산염 환원작용동에 의해 광산배수가 정화되더라도 박테리아 번식/ 슬러지 

발생과 침전 동에 의해 기질물질의 투수성이 불량해지면 의도하지 않은 경로의 수 

로가 발생하여 소택지 운영에 상당한 어려움을 나타낼 수 있다. 소택지 실패는 단 

기적 및 장기적인 폐수 흐름을 이해하지 못함으로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기질물 

질의 투수계수는 혐기성 소택지 설계시 가장 중요한 설계요소이다. 

따라서 광산폐수 처리용 소택지 시스댐에서 철 수산화물 및 정화과정 동에서 발생 

하는 슬러지둥은 소택지 유지관리 및 수명과 직접 관련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 할 수 있다. 대구광역시 달성군 모 광산에 시공된 상향류식 혐기성 소택 

지 일부 구간에서 기질물질의 투수특성 변화와 배관의 스케일링에 의하여 운전상의 

문제점이 나타난 바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소택지 기질물질의 투수계수를 현장시 

험을 통해 측정하고 이때 발생되는 문제점을 분석하여 실제 규모의 소택지 설계 기 

술을 향상 시키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나. 시험방법 

직경이 34crn, 길이가 130crn 인 원통형 아크릴 컬럼을 5개 제작하였고 표 4-1 처럼 

컬럼 내부에 기질물질을 충전하였다. 광산배수는 집수조/ 분배조 및 컬럼 순으로 자 

연 수두에 의해 유입되었고 컬럼내부를 120crn 흐른 후 배수되었다(그림 4-1, 사진 

4-1). 투수시험은 동수위 투수시험법의 원리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일정 수두는 분 
배조에 Bypass 구멍을 통하여 유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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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자갈층 

1.0 

0.8 

0.6 

0.4 

0.2 

단위 :m l 자갈층 

반응조상세 

2 3 4 5 

반응조 

그림 4-1 컬럼을 이용한 투수시험 개략도(번호는 반응조 이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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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아크릴 컬럼설치를 통한 투수시험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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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물질은 우분l 참나무껍질/ 난석/ 왕사l 석회석/ 버섯퇴비둥 이었다. 각 반웅조에 

는 모두 황산염환원균(Sulfate Reducing Bacteria: SRB) 공급원인 우분을 동일하게 

첨가하였다. 우분의 낮은 투수성을 조절할 수 있는 투수성 물질로 참나무 껍질I 난 

석 및 왕사를 선정하였다. 산성수의 중화를 유도하기 위해 석회석 및 버섯퇴비도 

충전하였다. 

표 4-1 반응조별 기 질물질 충전( 부피 %) 

기질물질 종류 반응조 1 반웅조 2 반응조 3 반응조 4 반응조 5 비고 

우분 10% 10% 10% 10% 10% SRB sourcel 

참나무 껍질 50% 

난석 50% 70% 투수물질 l 

왕사 50% 70% 

석회석 40% 30% 30% 중화물질 

버섯퇴비 10% 10% 20% 20% 

계 100% 100% 100% 100% 100% 

기질물질의 투수계수는 아래의 Darcy's law( 4-1 식) 에 의해 측정되었다. 

H 
-L M --q (4-1 식 ) 

여기서 K= 기질물질의 투수계수(cm/sec) 

q= 유량(ml/sed 

A= 컬럼 단면적 
H= 수두차(cm) 

L= 광산배수 유통거리 (cm) 

4-1 식을 정리하면 투수계수 K 는 4-2 식으로 표현된다. 현장에 설치된 컬럼들의 
배열 위치를 통하여 수두차 및 유량 측정을 통해서 4-2 식을 이용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하였다. 

K = 
q . L 

A.H 
(4-2 식) 

투수시험의 측정은 총 11회 수행되었다. 4차 투수시험시에는 광산배수 유도관에 

발생된 스케일을 제거하고 실험이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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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험결과 및 고찰 

투수계수 측정은 총 11회 였고 수질분석은 8회 였다. 반웅조별 투수시험 결과와 유 

입수/배출수의 수질분석 결과를 표 4-2 에 수록하였고 표 4-3에 각 반웅조별 투수 

계수 측정 결과를 요약하였다. 반웅조별 및 5개 반응조의 중앙값의 투수계수를 그 

림 4-2에 도시하였다. 

• 초기투수계수 

투수시험 결과 참나무 및 석회석이 대부분을 차지하였던 반웅조 1 에서 초기 E~ 11 

계수가 4.2 X 10.2 cm/sec 로 가장 컸고 왕사가 대부분을 차지 했던 반웅조 5 에서 

초기 투수계수가 2.3 x 10-2 cm/seC 로 투수계수가 가장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반 

웅조내부에 충전된 기질물질의 입도 둥의 차이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물질종 

류에 따른 투수계수 측정 사례를 표 4-4 에 수록하였다. 여기에서 토양의 조직별 

(soil texture)로 투수계수를 비교해 보면 입도가 작아질수록 투수계수가 작아짐을 

알 수 있고 본 시험에 사용된 기질물질의 초기 투수계수값은 자갈 ~ 조립질 모래 

( x 10.2cm/ sec)의 수준과 비 슷했다. 

표 4-3 상향류식I 정수위법으로 측정된 투수계수 요약(단위: cm/sec) 

중앙값 
반웅조 최 대 값(초기값) 최소값 중앙값 X 100(%) 

최대값 

반응조 1 4.2 X 10.L 1.7 X 10.L 40.5 

반응조 2 3.2 X 10-L 7.1 X 10-4 1.5 X 10.L 46.9 

반응조 3 3.5 x 10-ι 2.1 X 10-4 1.9 x 10.ι 54.3 

반응조 4 2.7 X lO-L 1.6 X 10.L 59.3 

반응조 5 2.3 x 10-ι 1.2 x 10.ι 52.2 

- : Clogging 에 의해서 투수계수를 측정하지 못함. 

• 시간경과에 따른 투수계수 변화 

11 차례에 걸쳐 측정된 투수계수의 중앙값(median)을 반응조별로 비교하면 반웅조 

5번이 가장 작았고 반응조는 3번 가장 컸다. 투수계수 초기값과 중앙값을 비교해 

보면 반웅조 1번의 경우 40.5 %로 투수계수가 낮아졌다. 나머지의 경우 60% 이하의 

투수계수를 나타냈다. 스케일 동으로 투수계수의 감소가 가장 적었던 기질은 반웅 

조 2 및 반응조 3을 충전하였던 난석 및 왕사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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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질물질 최적 설계비율 

지속적으로 광산배수가 컬럼을 흐르면서 초기의 투수계수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서 저하되었다(그림 4-2 ). 그림 4-2에서 볼 수 있듯이 4차 측정시 (65일 전후) 투수 

계수는 갑자기 상숭하다가 다시 하강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집수조와 컬럼을 연결 

하는 배관 및 컬럼에 연결된 발브의 스케일을 제거 하여 광산배수의 흐름이 원활 

해졌기 때문이다.8차 이후 반웅조 1 및 반웅조 4는 스케일이 발생하여 투수계수를 

측정할 수 없었다. 반웅조 2 및 반웅조 3는 11차 까지 반웅조로 부터 배수가 가능 

하여 투수능력이 지속성을 보였다. 이러한 투수계수 측정 결과로 부터 투수계수의 

감소는 광산배수 유도관 및 컬럼 유입부분의 철 수산화물 스케일 발생/ 컬럼 내부 

충전물질내의 슬러지 발생 그리고 배출수 부분의 철 수산화물 침전 둥의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실제 운전되고 있는 달성군에서 운영 

중인 상향류식 혐기성 소택지에서도 확인된다. 즉， 광산배수가 처음 유입되는 첫번 

째 소택지에서 처리수가 유입부분 전면에서 수직으로 상승하고 또한 처리수를 유도 

하는 배출구에 다량의 스케일이 발생하여 배수가 불안정하여 광산배수의 상당량이 

소택지 상부로 흐르는 현상이 확인되고 있다. 

표 4-4 물질 종류별 투수계수의 범위 

물질종류 투수 계수(cm/sec) 참고문헌 

Gravel, coarse sand 4.2 x 10'~ - Kadlec and Knight, 1996 

Coarse, medium sand 6.9 X 10-d - 4.2 x 10'ι ” 

Fine sand, loamy sand 2.8 X 10.;1 - 6.9 X 10.;1 ” 

Sandy loam, loam 1.4 x 10녕 - 2.8 X 10-d ” 

Lo없n， porous silt loam 6.9 X 10"4 - 1.4 X 10'.1 ” 

Silty clay loam, clay loam 3.5 X 10-4 - 6.9 X 10-4 ” 

버섯퇴비 
1.4 x 10'ι - 6.7 X 10.L 상류식 I Lemke, 1989 3.0 X 10-4 - 3.5 X 10.3 하류식 

분 (manure) 2.5 X 10-0 - 1.2 X 10-4 
상류식 정수위 투수법 

Bolis et al., 1993 

컬럼 내부의 pH - Eh 를 심도별로 측정하여( 8차 ) 보면 반웅조 3을 제외하고 나머 

지 반웅조들에서는 pH 와 Eh 는 역의 상관 관계를 나타내었다(그림 4-3). 이러한 

반웅조들은 공통적으로 컬럼 중앙부에서 pH가 높았고 Eh 가 낮았다. 광산배수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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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부인 컬럼 하부 와 배출부위인 컬럼 상부에서 pH 가 낮고 Eh 가 높은 값을 나 

타낸 부분은 철 산화물의 발생과 침전으로 황갈색 스케일이 관찰된다. 그러나 컬럼 

중앙부에는 철 산화물의 발생이 미약하였다. 이러한 측정결과와 컬럼 내부의 스케 

일 발생장소를 연관 시켜 보면 pH 가 낮고， Eh 가 높은 환경이 투수계수의 급격한 

감소를 가져오는 곳과 일치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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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시간 경과에 따른 반응조별 투수계수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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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2에 나와 있는 수질분석 자료에 의하면 광산배수의 정화 수준은 그다지 높 

지 못했다. 그림 4-4에 원수 및 배출수에 대한 pH. Fe. Al. Cu 등의 수질변화가 
도시되어 있다. 이들 수질항목을 검토해 보면 초기에는 어느정도 산성수도 중화되 

고 금속성분도 반응조에서 정화가 되었지만 약 60일 이상 시간이 경과한 이후 부 

터는 정화효율이 떨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혐기성 환경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기질 

물질의 양과 광산배수의 체류 시간의 부족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림 4-5 는 자 
갈 과 유기물질 량의 비에 따른 투수계수의 변화를 나타내준다. 이러한 관계로 부 

터 정화에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유기 기질물질(버섯퇴비 혹은 우분 등)량과 폐수의 

흐름을 지속 시킬수 있도록 적당한 량의 투수성 물질의 최적 비율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다시말해서 투수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자갈량이 많아지면 처리수의 흐 

름은 좋아지겠지만 정화효율에 문제가 생길 것이며 반대로 기질 물질량이 많아지면 

처리수의 흐름이 어려워 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질물질과 투수물질과의 적정 

배합 비율이 존재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 및 고찰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컬럼을 통한 투수시험 결과 투수 

계수의 감소는 광산배수 유도관 및 컬럼 유입부분과 배수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발생 

하였다. 이들 영역은 산화환원전위 (Eh) 가 높았고 유속이 낮아 철수산화물의 발생 

이 집중적으로 발생되는 곳이었다. 실제 규모의 소택지 설계시 배관에서의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또한 제거가 용이하도록 배관이 설계 되어야 할 것이다. 소택 

지 기질물질 내부로 광산배수가 유입될때 투수성이 매우 좋고 발생되는 철 수산화 

물등 슬러지를 제거할 수 있는 구조가 바람직 할 것이다. 또한 소택지가 광산배수 

를 정화하면서 처리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최적의 투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질물질 배합 기술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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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류에 의한 금속정화 기초연구 

가.연구배경 

본 연구의 목적은 광산배수 유출지점에서 흔히 관찰되는 조류들을 조사하여 금속의 

정화 정도를 조사하여 자연정화에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본 연구가 수행 

되었다. 

나.실험방법 

(1) 현미경 관찰 

광산 현장 수로에서 일정 부피의 조류 시료를 pipette로 채취한 후 채취된 시료를 

slide glass 위에 잘 폈다. 조류 자체의 모습을 잘 관찰하고， 또한 조류 구분의 중 

요 특성인 branch 형성 유무를 정확히 관찰하기 위하여 조류가 영킬 경우， 증류수 

를 시료 표면에 뿌려서 시료가 고루 분산될 수 있도록 하였다. 증류수를 사용했을 

때， 삼투압이나 pH의 변화가 심해서 조류의 모양이 크게 변형될 우려가 있을 때 

는， pH buffer solution을 이용하였다. 조류 관찰시 조류의 크기(폭， 길이) , 조류 

의 모양， 염록체나 세포내 구조체의 분포， 모양， 분지 (branch)형성의 유무， 사상 

체 형성의 유무， 세포와 세포 사이의 연결 형태， 접합체나 이형질체(異形質體)의 

모양 및 크기등을 관찰하였고 대표적 조류에 대하여 현미경 촬영을 하였다. 

(2) 조류 흡착시험 
조류를 이용한 효율적인 금속의 제거 가능성을 검토하고자 광산폐수 수로에서 성 

장하는 조류의 중금속 흡착 능력 및 특성을 조사하였다. 현장에서 채취한 조류를 

일정한 양을 취하여 삼각플라스크에 넣고 증류수로 여러번 세척한 후 1-5 N 

HCl를 이용하여 용액의 pH를 1 정도로 낮추어 조류에 흡착되었던 중금속을 용출 

시켰다. 중금속이 용출된 용액을 여과지를 사용하여 용액과 조류를 분리하였다. 각 

조류에서 용출된 중금속 량은 ICP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여과된 조류를 인공 

중금속 함유 용액 (Cu 500 ppm , Fe 1000 ppm , Mn 500 ppm pH 3.0) 에 

넣어 주고 pH를 안정화시켰다. 조류에 의한 각 중금속 흡착량은 조류를 넣어주지 

않은 대조시료(control)와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전체적인 실험방법은 Hideshi 

Seki 등(1 998)을 참고 하였다. 

다. 연구결과 및 고찰 

(1) 조류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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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금속광산(달성광산) 주변 하천수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조류가 채취된 장소는 달성광산 하 3번갱 좌측 계곡 수로였다(사진 4-2) . 

달성광산 폐수는 pH 3 .4의 산성수였고 ， 이곳에는 직경 4-6 μrn ， 길이 12-20 때 
의 사상형 조류가 번식하였다. 이 조류는 Ulothrix spp. 에 속하는 것으로， 세포 

내부에 직경 0.2-0 .4 μm 정도의 구형 구조체가 6-8개씩 원형으로 배열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접합체는 구형이었고， 이형세포는 격벽부분이 합입한 원형 형 

태를 보였다. 달성광산 주변의 하천수는 pH 6.9의 중성수였으며， 이곳에는 해캄이 

서식하였다. 이 조류의 크기는 직경 30-45 μrn ， 길이 60-80 μm였으며， 색소체는 

세포내에 고루 분포하였다. 

(a) 

N / 
l 
l ‘ 
、

사진 4-2. 달성광산폐수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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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광(대성탄광r 주변 하천수에 서식하는 주요 조류 

대성탄광 인접수로(저수지 하부)에서 조류가 채집되었다. 사진 4-3 은 금산광산 

수로 옆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모습이다. 세포는 직경 4-6 μrn ， 길이 10 - 14 μm 

이고， 세포의 격벽부분이 협입한다. 이형세포(사진 4-4) 는 긴 타원형 또는 구형이 

고 크기는 직경 4-6 μm였다 . 이 조류도 Ulothrix spp . 에 속하지만 달성광산폐수 

에서 서식하고 있는 종과는 다른 것으로 추정되었다 

사진 4-3 대성탄광 주변 수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모습 

사진 4-4 대성탄광 옆 수로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 

사진 4-5 , 4-6 , 4-7 , 4-8 , 4-9는 대성탄광 폐수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를 관찰한 

것이다. 크기는 직경 5-8 μrn ， 길이 10 - 30 μm이며 , Ulotrichaceae과 Ulothrix 

spp. 에 속하는 종이다. 엽록체는 세포의 일부분(중앙부분)에만 존재하며， 산성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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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에 의해 생리활성이 저해됨에 따라 엽록체와 내부 구조체들은 파괴되며 ， 세포 

벽이 경화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진 4-5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고 있는 조류의 모습 

사진 4-6 대성탄광 배수에에 있는 조류(연록색) 

사진 4-7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는 조류(회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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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8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는 조류(황갈색) 

사진 4-9 대성탄광 배수에 서식하는 조류(황갈색) 

다. 임기광산(비금속: 납석)에 서식하는 조류 

임기광산 광산폐기물 적치장 경계부에서 유출되는 침출수에서 채집되었다. 임기광 

산폐수에는 달성광산폐수에 서식하는 조류와 거의 비슷한 Ulothrix spp.가 관찰되 

었다(사진 4-10 , 4-11). 조류의 크기는 직경 6-8 μm ， 길이 3-12 μm이었으며 , 

달성광산폐수에 서식하는 종보다 많은 양의 점액성의 당류인 ECP(extra 

polysaccharide)를 세포외부로 분비하여 넓고 점질층을 형성하였다. 

2) 광산폐수에서 서식하고 있는 Algae의 중금속 흡착 특성 

표 4-5는 대성탄광에서 채취한 조류의 색에 따라 흡착된 중금속을 용출시켰을 때， 

용출된 중금속량을 다타낸 것이다. 조류의 색은 앞서 기술했듯이 광산수로를 따라 

연록색 • 백색 • 황갈색으로 변했다. 이러한 색의 변화는 광산폐수와 자연수가 

합류됨에 따라 혼합폐수의 pH가 높아지면서， Al과 Fe가 수산화물로 침전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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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0 임기광산에 서식하는 조류의 모습 

사진 4-11 임기 광산에 서식하는 조류의 모습 

조류표면에 흡착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 표 4-5에서 알 수 있듯이 각 조류에 

흡착되어 있던 중금속량은 생물학적 활성이 높은 것(광합성 활성이 높은 것)일수록 

많았다. 이것은 조류의 흡착에 관여하는 주 기작이 세포외부에 분비되는 ECP에 

의한 중금속 흡착임을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표 4-6은 임기 광산에서 채취한 조류에 흡착된 중금속을 용출시킨후， 인공광산 

폐수를 공급하여 Fe , Cu , Mn의 흡착정도를 측정한 것이다. 표에서 알 수 있듯이 

Fe는 쉽게 흡착， 탈착이 가능하였고， Cu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Mn 
은 흡착， 탈착이 용이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는 Fe 혹은 Cu의 흡착에 관여하는 
작용기와 Mn의 흡착에 관여하는 작용기， 작용기작(메카니즘)이 다르기 때문이거 

나， 동일한 흡착기를 두고 Fe , Cu , Mn 등이 경쟁할 때， Fe , Cu에 의해 흡착기 

가 선점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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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5 대성탄광에서 채취한 조류의 중금속 흡착 양 (mg/ g dry weÎght) 

구분 Al Mn Fe Cu Zn 

녹색 74.20 0.20 72.80 0.43 0.19 

연록색 47.12 0.14 62.00 0.07 0.07 

회 색 24.60 0.02 9.4 0.04 0 

황색 10.00 0.01 62.40 0 0.04 

표 4-6 임 기 광산에 서 채 취 한 조류의 중금속 용출 및 흡착 (mg/g dry weight) 

구 분 Mn Fe Cu Al Zn Ca 

용출된 양 3.1 32.2 0 16.4 0.21 0 

흡착 양 0 33.2 7.1 -2.5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본 연구에서 조사하였던 조류들은 모두 Ulotrichaceae과 

Ulothrix spp. 에 속하였다. 달성광산과 임기광산에서 채취된 조류들은 거의 같은 

종으로 추정되며 (Ulothrix sppl으로 명명) . 대성탄광에서 채취한 조류는 같은 

Ulothrix속의 조류이지만 다른 종으로 사료된다(Ulothrix spp2로 명명). 이들 종 

들은 낮은 pH에서 서식하기 위해 세포외부로 점액성 물질을 분비하여 pH에 대한 

내성을 증가시키거나 Ca가 풍부한 조건에서 생리적활성을 증가시켜 pH 저해를 극 
복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산배수중에 채취된 종들인 Ulothrix속의 조류에 가장 많은 흡착량을 나타낸 성 

분은 Fe 성분이었다. 산성광산폐수에 서식하는 조류에 의한 중금속 흡착은 조류의 
생리적 활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Fe. Cu. Al과 같은 중금속은 다양한 
pH 조건에서 쉽게 흡착， 탈착되는 특성을 보였다. Mn도 조류 건조 질량의 0.3 

%까지 흡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류의 생장 조건을 유지할 수 있다면 광산폐수 내 

에 용존된 Mn 제거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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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노천광 개발에 따른 광해방지 대책 연구 

1. 시셜물 배치 모탤설계시 산림혜손면적 최적화 방안 

노천광에서 산림훼손의 조정 fator가 될 수 있는 생산량， 광체의 모양. 원료광물의 

품질， 지형형태， 작업조건등 여러 요소 중에서 금년도에는 채광법 선택으로 시설물 

배치에 따른 모텔로서 훼손면적의 최적화를 위한 우위성과 적합성을 확정하였다. 

가. H.D 노천 광산 

연구대상 광산인 H.D 노천광에서 실시중인 채광법 (Plan cut)으로 개광 이래 지금 

까지의 석회석 생산을 위해 훼손면적(채굴장조성， 페석장， 화약고， 산원도로， 

O.S.P , B/C 시설 및 광산부대시설)등과 향후 10년， 20년， 30년후의 훼손예상면 

적을 산출하고， 본 대상광산에서 노천광의 대표적인 채굴법인 계단식 채굴법을 채 

택하여 시설물 배치등을 포함한 개발의 모델을 설계하여 현재까지의 채광량과 기간 

을 같은 조건으로 하였을 때 얻어지는 훼손면적을 구하여 상대 비교하였다. 현재의 

Plan cut법과 설계한 계단식 채굴법에서 양 채굴법 모두 석회석 채굴을 함에 있 

어서는 공히 계단식이므로 채굴을 위한 훼손면적은 같으며， 폐석장과 O.S.P 그리 

고 채광장을 위한 훼손면적도 동일 하다. 단지 1 ~} 파쇄기를 개설된 수직갱내에 설 

치 하여 운반로를 수평갱으로 하느냐， 또는 1차 ， 2차 파쇄기를 적합한 위치를 선택 

하여 지상(地上)에 설치하고 벨트 콘베어를 모두 지상에 시설하여 운반하게 되는 

차이점을 갖게 된다. 또한 설계모델(계단식채광법) 채택에서는 현행 Plan cut 보 

다 발파된 광석을 적재하는 지점에서 지상 1차파쇄기 까지 운반도로를 새롭게 개섬 

하여야하고， 이 1~} 파쇄기에서 파쇄된 광물을 O . S . P까지 Belt Convevor에 의해 

지상(地上)을 이욕하여야 함으로써 광석용 운반도로 개설 및 B/C 설치로 인한 만 

큼의 훼손 면적을 더 갖게 되는 것이다. 

모델 설계는 지상에 1차 파쇄기를 설치 할 때 채광장에서 너무 하부에 두게 되면 

채굴기간은 길어지지만 파쇄장 까지의 거리가 멸어져 운반소요시간이 길어지면서 

운반원가 상승이 채굴원가 까지 미치게 되며. 반면에 너무 상부에 위치하면 짧은 

기간에 채광이 완료됨으로 파쇄기를 이동하여야 하기 때문에 계획 생산에 차질을 

갖게 된다. 따라서 파쇄기의 위치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대상 광산의 모델설계에서 운반도로는 초기 개발을 산정 GL820m에서 시작 

할 때 년간 생산량과 채굴량에 의한 Bench의 하강 속도를 감안하여 시설된 파쇄 

기 활용 기간을 20년으로 설계하여 파쇄기의 위치를 GL600m에 하였으며， 당 레 

벨 이상이 채준 완료 되어 이동 설치 할 때 상기와 같은 조건을 고려 하여 20년간 

의 채광으로 소진 되는 GL 540m의 하부 520m 지점에 설치 하는 것으로 설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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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前者(600m지점에 설치)에서는 설차.공차의 교행으로 노폭을 12m로 하고 

구배 12%로 하여 1.700m 의 신설 운반도로 개설을 하여야 하고， 이때 약 

27.200m'의 훼손이 불가피 하게 된다. 後者(520m지점에설치)에서는 훼손면적이 

11. 200m' 광석운반도로 인해 발생하게 된다. 고로 운반도로 개설로 인한 훼손면적 

은 38 .400m’ 이 된다 

다음으로 1차 Crusher에서 2차 Crusher(GL300m위 치 )까지 Belt conveyor 설 

계는 기존 2차 Crusher< O.S.P 옆)에서 동일 수준 높이 GL 300m 까지는 수평 

으로 700m로 설치하고， 여기서 12 。 경사로 하여 1차 Crusher(GL600m) 까지 

B/C의 길이는 1443m 가 소요된다. 따라서 폭은 5m 로 하여 地上에 벨트콘베어 

시설로 인한 훼손면적은 10.715m’ 이 된다. 다음 표 4-8에서 양(兩) 채광법에서 

시설물 배치에 따른 훼손면적의 비교표이며 여기에서 계단식 채굴법이 Plan cut 

방법 보다 49.115m’가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시설물 배치가 채굴법에 크 

게 좌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과 훼손면적의 최소화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7 현 채광법의 부문별 훼손 면적표 단위 (m') 

훼손 면적 
구분 허가 면적 광산부대시설 화약고 및 계 

채광장 B/C지역 및 O.S.P 산원도로 폐석장 

698,098 390,000 

15.920 3.500 
15.669 4,000 
22.213 6.700 

516.257 265.000 
53,684 43,800 
49,479 5,200 

소계 1,371 ,320 718,200 718.200 
1,262 1,262 
2.905 2.905 
5,385 5.385 

108 108 
현채광법 1,902 l.902 Plan cut 

7.132 7.i 32 의경우 
13,954 13,954 
2,830 2,830 
2,532 2,532 

소계 38,010 36,748 1,262 38,010 
46,694 46,694 
22,820 22,820 
31,630 31 ,630 

소계 101,144 101,144 101,144 
5.950 5,950 
5,063 5,063 

634 634 
소계 1l.647 1l.647 11.647 

총 : 718,200 (손 8순6연9수적，0채;O1 광 훼 
계 1,522,121 (47.2%) 36,748 1,262 101,144 11 ,647 

순수채광: 
(249，20이 249，200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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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4-8 현 채광법과 모델시의 계획연도별 훼손면적 비교표 

l폈 
현 채광법 

부광산대 화약고 
IιAr-ιr B시/설C 및산원 

폐석장 계 
1 /r」「/ L-

채광장 시설， 도로 채광장 
OSP 

개발 
(1989) 
GL820 
-------
현재 249,200 36,748 1 잃4 101 ,144 11 ,647 400.001 249,200 

(999) 

GL720 

현재부터 
10년후 130,100 130,100 
(2009년) 

현재부터 
20년후 108,100 108,100 
(2019년) 

현재부터 
30년후 82,400 82,400 
(2029년) 

계 569,800 36,748 1,262 101 ,144 31.647 740，6이 569,800 

계획도로의 거리와경사 

8∞ 

600 \ 

~ 5∞ 、、‘
5@ ~~1 
l' 300 

200 

100 

설계 채광법 

광산 화약고 광석운 

B시!C설 부대 및산원 반신설 
시설， 도로 도로 
OSP 

기존 

3설6계74:8 1.262 101 ,144 27,200 
10,715 

11 ,200 

기존‘ 
3설6，계748 1,262 101.144 38.400 
10,715 

폐석장 

11.647 

20，α% 

31 ,647 

500 이)() 1500 υ 2()(α)Q 25이α~~QC() 35∞ 

거리 (m) 

그림 4-6 벨트콘베어 시설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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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개발에 따른 연도별 채석장 예상 지형 입체도 



그림 4- 8 개발에 따른 연도별 표면적 예상 지형 입 체도 

(1 ) 현재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ITEMPI새 올더 INOW.GRD 
Grid size as read: 198 cols by 152 rows 
Del떠 X: 17.2589 
Delta Y: 16.6225 
X-Range: 417400 to 420800 
Y-Range: 141600 to 144110 
Z-Range: 264.212 to 813.068 

LOWER SURFACE 
Level Surf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ted Volume by 
Trapezoidal Rule: 8.39428E+OO8 
Simpson’s Rule: 8.38757E+OO8 
Simpson’s 3/8 Rule: 8.38939E+008 

CUT & FILL VOLUMES 

AREAS 

Positive Volume [Cut]: 8. 39428 E +008 
Negative Volume (FiII]: 0 
Cut minus FiII: 8.39428E+008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er): 1.70166E+OO6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6. 83234E+006 
Total Planar Area: 8.534E+006 

Positive Surface Area 
(Upper above Lower) 
Negat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pper) 

현재의 표면적 업체도 

2.06299E+006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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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후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lTEMPI새 올더IAFTER10Y.GRD 
Grid size as read: 198 cols by 152 rows 
De뼈 X: 17.2589 
Delta Y: 16.6225 
X-Range: 417400 to 420800 
Y-Range: 141600 to 144110 
Z-Range: 264.212 to 649.493 

LOWER SURFACE 
Level Surf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ted Volume by 
Trapezoidal R비e: 8.21106E+OO8 
Simpson's R비e : 8.20434E+때8 

Simpson's 3J8 Rule: 8.20631E+여8 

CUT & FILL VOLUMES 

AREAS 

1“ 00000 

’‘""'00 

14300000 

14250000 

1‘ lOO<J OO 

Positive Volume [C때 8.21106E+008 

Negative Volume (FiII]: 0 
Cut minus Fill : 8.21106E+OO8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er): 1 .70166E+α$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6.83234E+α$ 

Total Planar Area: 8.534E+OO6 

Positive Surface Area 
(Upper above Lower) 
Negat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ψer) 

1 .97658E+α)6 

o 

10후의 표면적 입체도 



(3) 20년후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fTEMPI새 흩더IAFTER20Y.GRD 
Grid size as read: 198 cols by 152 rows 
Delta X: 17.2589 
Delta Y: 16.6225 
X-Ran양 4174∞ to420800 
Y-Ran!얻: 141600 to 144110 
Z-Range: 264.212 to 632.72 

LOWER SURFACE 
Level Suπ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ted Volume by 
Traα~oidal Rule: 8. 15353E+OO8 
Simpson's Rule: 8.14672E+OO8 
Simpson’s 3/8 Rule: 8.14872E+OO8 

CUT & FILL VOLUMES 

AREAS 

Positive Volume [C때 8.15353E+008 
Negative Volume (FiII]: 0 
Cut minus FiII: 8.15353E+008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태 1 .70166E+α)6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끼 o 
Blanked Planar Area: 6 .83234E+α$ 
Total Planar Area: 8.534탄006 

Positive Surface Area 
(얘per above Lower): 
Negat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pper): 

↑99418탄006 

o 

20후의 표면적 입체도 

138 

(4) 30년후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fTEMPI새 올더IAFTER30Y.GRD 
Grid size as read: 198 cols by 152 rows 
De뼈 X: 17.2589 
Delta Y: 16.6225 
X-Range: 417400 to 420800 
Y-Range: 141600 to 144110 
Z-Range: 264.212 to 585.92 

LOWER SURFACE 
Level Surf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ted Volume by 
Trapezoidal R비e: 7.94781E+OO8 
Simpson's Rule: 7.94119E+OO8 
Simpson’s 3/8 Rule: 7.94332E+OO8 

CUT & FILL VOLUMES 

AREAS 

14400000 

""띠000 

’‘300000 

Positive Volume [Cut): 7.94781E+때8 

Negative Volume [FiII]: 0 
C띠 minus FiII: 7.94781E+OO8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er): 1.70166E+OO6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6.83234E+OO6 
Total Planar Area: 8.534E+OO6 

Positive Surface Area 
(Upper above Lower): 
Negat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pp떼. 

1.9379E+OO6 

o 

30후의 표면적 입체도 



그림 4-9 개발에 따른 연도별 체적량 예상 지형 입체도 

(1) 현재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ITEMPI새 훌더l영월광산ICORD M1DEM.GRD 
Grid size as read: 198 cols by 152 rows 
OeHa X: 17.2589 
D빼a Y: 16.6225 
X-Range: 41740010420800 
Y-Range: 14160010144110 
Z-Range: 229.848 10 840.8 

LOWER SURFACE 
Level Surf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ted Volume by 
Trapezoidal Rule: 3.21229E+009 
Simpson’s Rule: 3.21237E+009 
Simpson’s 3/8 Rule: 3.2123E+009 

CUT & FILL VOLUMES 

AREAS 

14400000 

\4350000 

ldJOQOOO 

14250000 

’d200Ð OO 

Positive Volume [Cut) : 3.21229E+009 
Negative Volume (FiII]: 0 
Cut minus FiII: 3.21229E+009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er): 8.534E+006 
Negal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0 
Total Planar Area: 8.534E+006 

Positive Surface Area 
(Upper above Lower) ‘ 

Negal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ppeη 

9.79649E+006 

o 

현재의 체적 입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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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0년후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lTEMPI셰 g더영월광산/CORD M2DEM.GRD 
Grid size as read : 198 띠5 by 152 rows 
OeHa X: 17.2589 
DeHa Y: 16 원25 

X-Range: 417400 to 420800 
Y-Range: 141600 to 144110 
Z-Range: 229.848 10 840.8 

LOWER SURFACE 

VOLUMES 

Level Surface defined by Z = 0 

Approximated Volume by 
Trapezoidal Rule: 3.19348E+OO9 
Simpson's Rule: 3. 19359E+OO9 
Simpson's 3/8 Rule: 3. 19349E+OO9 

CUT & FILL VOLUMES 

AREAS 

14400000 

14350000 

143000 00 

14250000 

• '200000 

Positive Volume [C때3. 19348E+OO9 
Negative Volume [Filij : 0 
Cut minus FiII: 3. 19348E+OO9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벼Ner) : 8.534E+αl6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0 
Total Planar Area: 8.534E+αl6 

Positive Surface Area 
(Upper above L야ver): 

Negat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pper) 

9.75133E+OO6 

o 

10년후의 체적 업체도 



(3) 20년후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πEMPI새 폴더l영월굉신ICORD M3DEM.GRD 
Grid size as read: 198 c이s by 152 rows 
Delta X: 17.2589 
Delta Y ’ 16.6225 
X-Ran양: 417400 to 420800 
Y-Range: 141600 to 144110 
Z-Ran양: 229.848 to 840.8 

LOWER SURFACE 
Level Su끼acede매edbyZ=O 

VOLUMES 
Appro:깅mated Volume by 
Trapezoidal Rule: 3.18762E+009 
Simpson's Rule: 3 . 18773탄009 

Simpson's 3/8 Rule: 3.18762탄애9 

CUT & FILL VOLUMES 

AREAS 

144000 00 

14350000 

14300000 

14250000 

14200000 

Positive Volume [C때 3.18762E+009 
Negative Volume [Fi씨 o 
C띠 minus FiII: 3.18762E+009 

Positive Planar Area 
(φperabove ωwer): 8 .534E+α)6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야Jer): 0 
Blanked Planar Area: 0 
Total Planar Area: 8.534E+006 

Positive Surface Area 
(얘per above Lower): 
Negative SuπaceArea 
(Lower above U야Jer) 

9 재416탄006 

o 

20년후의 체적 형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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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0년후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πEMPI새 풀더l영월굉신ICORD M4DEM.GRD 
Grid size as read: 198 cols by 152 rows 
Delta X: 17.2589 
Delta Y: 16.6225 
X-Range: 417400 to 420800 
Y-Range: 141600 to 144110 
Z-Range: 229.848 to 840.8 

LOWER SURFACE 

VOLUMES 

Level Surface defined by Z = 0 

Approximated Volume by 
Trapezoidal R내e: 3.16655E+OO9 
Simpson's Rule: 3.16667E+OO9 
Simpson’s 3/8 Rule: 3.16657E+009 

CUT & FILL VOLUMES 

AREAS 

14400000 

14"""뼈 

14300000 

14250000 

""""뼈 

Positive Volume [Cut): 3.16655E+009 
Negative Volume (FiII]: 0 
Cut minus FiII: 3.16655E+009 

Posit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떼 8.534E+OO6 
Neg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0 
Total Planar Area: 8. 534E+αE 

Positive Surface Area 
(Upper above Lower): 
Negative Surface Area 
(Lower above Upper): 

9.77482E+OO6 

o 

30년후의 체적 입체도 



2. 사면안정에 따른 산럼혜손면적 최적화 모텔 설계 

노천광산개발에서 광석의 품위가 원료의 조건에 부적합하거나， 광체와 접해있는 

광물이 타종일 때， 또 광구(鍵區) 경계등 여러 원인에 따라 잔벽을 두고 개발을 시 

작해야 하는 불가피한 경우 많다. 이때에 암벽사면의 각도가 매우 중요하다. 만일 

안전을 갖기 위해 안전의 표준각도 보다 더 적게 되면 사면의 붕괴 위험에서 안전 

도를 더해 주는 장점이 있겠으나 하부로 채광을 진행 할수록 사장(死藏)되는 광량 

이 많아지고， 채광이 완료되어 매장량 산 전체가 소멸되는 약 300년 이후의 종점 

에서는 훼손면적이 동일하겠으나 단기적인 조건에서는 훼손면적이 많아지는 단점이 

있게 된다. 이와 반대로 사면각도를 표준각도 보다 크게 할 때는 단기적인 조건에 

서 훼손면적이 적어질 수 있겠으나 사면 붕괴로 사고의 위험을 갖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정에서 사면을 두면서 개발을 시작하여 현재 채석장까지의 

사면 평균 각도 63도로 한 (주)H.D사를 모델로하였다. 본 노천광산은 開鍵때부터 

시멘트의 원료가 될 수 없는 저품질의 석회석과 환경을 고려하여 산정 SL825m 
지점에서 시작하여 노천채굴장을 조성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사진.4-12참조). 

따라서 현재 건기와 우기시를 고려하여 사면의 안전성을 해석 검토 하고， 표준안정 

각도를 산출하여 불요한 훼손면적을 찾아냄으로서 모델설계를 하였다. 

모델 설계의 결과는 4-2-2-2에서 나타 내었으며， 먼저 사면의 안전을 해석하였다. 

가.사면안정해석 

(1) 해석방법 

대상노천광산(HD)의 사면 안정성 분석은 안전율을 계산함으로써 이루어졌다. 안 

전율 계산에는 한계평형법을 적용하였다. 계산에 사용된 프로그램은 SLOPE/W로 

서， 이 프로그램은 안전율을 계산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의 계산 도구를 제공한다. 

따라서 지형， 지층， 하중 조건의 복잡성과 관계없이 적절한 방식을 선택함으로써 

간단히 안전율을 계산할 수 있다. SLOP E/W는 DEFINE과 SOLVE 그리고 

CONTOUR 모률로 구성되어 있으며 차례대로 이 세 단계의 작업을 거치면서 안 

전율을 계산하고 그 결과를 출력한다 

사면의 안정성은 지하수위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으므로 강우에 따른 안전율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하여 건기와 우기 조건으로 나누어 해석을 실시하였다. 건기의 

경우에는 지하수가 전혀 없다고 가정하였으며 우기에는 최악의 경우를 상정하기 위 

하여 사면이 완전 포화되었다고 가정하고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2) 해석모델 제작 

사진4-10은 사면 전경을 보여주고 있다. 사면이 위치하고 있는 주변 지형은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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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과 같다. 이 사면의 가운데를 지나는 AA'선을 따라 해석 단면을 제작하였으 

며， 그림 4-11는 완성된 해석모델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사면을 구성하는 암반 

은 석회암으로 균질하게 분포하고 있으므로 단일 지층으로 간주하였다. 

사진 4-12 사면 전경 

그림 4-10 사면 주변의 지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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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력변수의 선정 

(가) 실험실 시험 

1 ‘。 160 190 200 120 ‘ 260 280 300 320 

Dislance(m) 

그림 4-11 해석모델의 구조 

지하에 위치하고 있는 암반은 여러 방향으로부터 복합적인 응력을 받고 있어 현지 

암반의 파괴양상은 매우복잡하다. 특히 지하심부에 있는 암석은 최대응력이 주로 

수직방향으로 작용하므로 이에 직각되는 수평의 두 응력은 암반을 구속하여 암반의 

파괴를 억제하는 듯이 작용한다. 이렇게 복잡한 파괴형태를 시험실에서 규명 할 수 

있는 방법이 삼축압축강도시험이다. 즉 현장조건과 같이 구속하고 있는 수평력을 

가하기 위하여 삼축가압실 CTri-Axial Chamber}내에 암석시료를 넣고 유압으로 

일정한 하중(이를 봉압이라 한다)을 가한 후 단축압축에서와 같이 수직으로 하중을 

가하여 파괴강도를 얻는다. C사진4-13) 

이때 봉합의 크기는 심도를 고려하여 40. 70. 100 kg/c마로 결정하여 시험을 수 

행하였다. 또한 삼축압축강도는 단축압축강도와는 달리 그 자체 값이 최종목표가 

아니고 파괴포락선을 얻는데 궁극적 목표가 있다. 삼축압축시험은 ASTM/D2664 

에 따라 시험하였으며， 파괴강도도 단축압축시험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해석하여 얻 

는다. 

본 시험이 수행된 시료에 대하여 각 시험결과는 인장강도와 단축압축강도 등과 함 

께 MOHR-88(3rd. Ed. 1995) 프로그램에 의하여 파괴포락선을 수식화하고 이 

들로부터 최종 목표값인 점착력 ( Cohesion)과 내부마찰각(Angle of Inte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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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hr의 가지 강도를 

도시하였다. 

각 시료에 대하여 여러 

수식화된 파괴포락선을 

Friction}의 평균값을 얻는다. 

원으로 도시하고 이들에 접하는 

사진 4-13 삼축압축강도 시험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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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선형 파괴포락선의 결정법 그림 

다음과 같이 파괴포락선을 수식화한다. 

가정한다 . 이때 α 는 l(직선식)보다 크고 

첫 

144 

은
 
념
 

캠
 힘
 

덮
 
h × 0

μ
 

MOHR-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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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여기에 사용된 

째 파괴포락선은 



2(이차포물선식)보다 작은 값이며. 8t는 인장강도이다. 각각의 삼축압축시험에서 

얻은 응력원과 단축압축강도에 의한 응력원으로부터 이들 두 응력원을 접하는 a 와 

β 의 크기를 결정하여 그림 4-12과 같은 곡선을 얻는다. 세 개의 콕선을 얻을 수 

있으나 최대 및 최소의 두 곡선만을 그렸으며 평균곡선은 유추가 가능하다. 이 평 

균 곡선으로부터 순수전단강도(8이는 얻을 수 있으나 파괴포락선이 직선이 아니므 

로 내부마찰각은 결정 할 수 없다(Ref. Figure 3.37 & 3.67 Mohr' s Curved 

Envelope. Introduction to Rock Mechanics. 1994. V. Vutukuri an K. 

Katsuyama) . 

다음으로. Mohr-Coulomb의 파괴조건식을 이용하여 각각의 삼축압축응력원과 단 

축압축강도에 의한 응력원으로부터 이들 두 응력원을 접하는 직선식을 유도하여 이 

때의 접선을 그림 4-13와 같이 얻는다. 이 직선이 전단응력축과 만나는 점 8i는 전 

단강도라기 보다는 단순한 절편 (8hear Intersect)으로 해석하며， 인장응력 지역에 

서의 직선은 인장강도의 Cut-Off 와 연결되게 도시하였다(Ref. Figure 3.15 & 

3.16 The Mohr-Coulomb failure criterion with a tension cutoff. 

Introduction to Rock Mechanics. 1989. R. E. Goodman). 

끝으로， 그림 4-14는 앞의 두 방법을 복합한 파괴포락선 결정방법으로서 본 시험 

에서는 이 방법으로 최종적인 파괴포락선을 결정하였다. 세 개의 삼축응력원으로부 

터 세 개의 직선을 얻어 이를 평균하면 대표적 직선이 유도될 수 있다. 접선이 응 

력원과 만나는 점을 그림 4-14 와 같이 P. Q라 하면 N개의 삼축응력원으로부터 

2N개의 점을 얻을 수 있으며， 이들 점을 최적화하는 직선을 최소자승법으로 구하 

여 평균직선을 수식화하여 이로부터 내부 마찰각을 결정하였다. 마지막으로 곡선들 

은 삼축응력원과 만나는 점까지만 도시하고， 평균직선은 인장강도의 Cut-Off와 연 

결하여 도시하였다. 

뚱 1 EXAMPLE ‘ Fin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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깅 20 .. 뻐 .. ∞ 120 140 ’60 1110 200 
NORMAL STRESS • MPa 

20 20 ‘o ∞ 10 100 120 찌 160 110 200 

NORMAL STRESS • MPa 

그림 4-13 직선형 파괴포락선의 결정방법 그림 4-14 복합적 파괴포락선의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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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텔로한 (주)HD 노천채광장의 사면을 구성하는 암석의 물리 역학적 성질을 파 

악하기 위하여 사면으로부터 대표적인 암석시료를 채취하여 실험실 시험을 실시하 

였다. 암석 물성의 대표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개의 암석시료에 대하여 단축압축 

및 인장강도 시험결과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점착력과 내부마찰각의 크기， 그리 

고 압축시험에서 강도의 크기와 함께 구할 수 있는 쁘아송비의 크기 등 시험에서 

얻은 결과를 표4-9에 정리하였다. 또한， 단축압축시험에서 각 시험편의 변형특성 

그래프(그림 4-15)와 압축， 인장， 삼축압축강도를 이용하여 MORE-88 프로그램 
으로 해석된 Mohr의 파괴포락선을 작도하여 그림 4-16으로 나타내었다. 

표 4-9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구한 암석의 물성 

압축강도 영률 인장c강m도2) ‘ 내부(도마)찰각 (k: 점gj 착cm력2) 밀도 물성 4 

(kgJm3) 
쁘와송비 (kgjαn2) (kgjcm2) (kgj 

시료 1 2690 0.26 390 1.25X105 70 

시료 2 2680 0.23 260 0.71 X 105 70 48.1 60 

시료 3 2680 0.25 290 1.45 x105 70 

평균값 2680 0.25 310 1.14 X 10:>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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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단축 압축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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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Mohr의 파괴포락선 

(나) 현지암반 물성의 산정 

실험실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와는 달리 현지의 암반은 크고 작은 많은 절리들을 갖 
고 있기 때문에 실제 사면의 강도는 실험실 시험값보다는 현저히 작은 것이 일반적 
이다. 따라서 모델 해석에 적용되는 입력값은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구한 값을 직접 
사용할 수 없다. 현지 암반의 물성을 구하는 방법에는 여러 방법이 있으나，본 해석 
에서는 Hoek-Brown의 파괴조건식을 이용한 산정법 (Hoek and Brown. 1988) 
을 이용하였다. 

이 방법으로 암반물성을 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암석의 종류와 교란 상태에 따라 달 
라지는 강도상수 m. s를 결정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표4-2가 이용된다. 사면의 암 
반은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1m 내외의 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고 암반은 약 
간 교란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표4-2로부터 암반의 m. s 값을 다음과 같이 결정하 
였다. 

m=0.575. 

8=0.00293 

실험실 시험으로부터 구한 암석의 일축압축강도는 표 4-1 에서 

σ c = 310 (kg/cm2) 

이므로 Hoek-Brown의 파괴조건식에 의하여 각 변수들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암반의 압축강도 ð cm=파 ð c=16.78 (kg/cm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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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응력 

전단강도 

내부마찰각 

점착력 

n 퍼월ε- = 2.295 (kg/cm2) 4V s+m 。

r= (j 꽤웰=7.77 (kg/cm2) 

κ= 90 - arcsin (냥듬)=46.6 (도) 

C i= r- o ;tan ￠ ;=3.34 (kg/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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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0 암질과 강도 상수 m , S 사이 와의 관계 (Hoek and Brown , 1988) 

결정벽개가 잘 
고화된 접토질 

발달한 
암석 

구 분 탄산염암 
이앙 미사앙 

백운앙 석희석; 
셰알 정판앙 

대리석 
(벅개에 수직한 

방행 

무결암시료 

절리가 없는 시험실 크기 m 7.00 10.00 

시료 s 1.00 1.00 

RMR=100 m 7.00 10.00 

Q=500 s 1.00 1.00 

매우앙호한 암반 

용화되지 않은 절리가 
1-3m 간격으로 존재하며 
단단하게 맞물리고 교란 m 2.40 3.43 

되지 않은 암반 s 0.082 0.082 

RMR=85 m 4.10 5.85 

Q=100 s 0.189 0.189 

앙호한암반 

절리가 1-3m 간격으로 
존재하며 신선하거나 약 
간 흥화되었고/ 약간 교 m 0.575 0.821 
란된 암반 s 0.00293 0.00293 

RMR=65 m 2.006 2.865 

Q=10 S 0.0205 0.0205 

보통암반 

0.3-1m 간격 의 꽤 용화된 m 0.128 0.183 

절리군이 여러개 존재 s 0.00009 0.00009 

RMR=44 m 0.947 1.353 

Q=l S 0.00198 0.00198 

불랑한암반 

약간의 충진물이 존재하 
는 30-500mm 간격 의 수 0.029 0.041 많은 용화된 절리l 단단 m 
히 맞물린 신선한 폐석 s 0.000003 0.000003 

RMR=23 m 0.447 0.639 

Q=O.l s 0.00019 0.00019 

매우 불량한 암반 

충진물이 존재하는 

50mm 이하 간격의 심하 
게 풍화된 절 리가 무수 
히 존재 소규모 블록들 m 0.007 0.010 

이 존재하는 폐석 s 0.0000001 0.0000001 

RMR=3 m 0.219 0.313 

Q=O.Ol s 0.00002 0.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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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이 굳고 세립의 다광물/ 

결정벽개가 결정질 화성암 

약하게 발달한 안산앙 

사질 암석 조립현우앙 

샤앙 규앙 함록앙， 유운앙 

15.00 17.00 

1.00 1.00 

15.00 17.00 

1.00 1.00 

5.14 5.82 

0.082 0.082 

8.78 9.95 

0.189 0.189 

1.231 1.395 

0.00293 0.00293 

4.298 4.871 

0.0205 0.0205 

0.275 0.311 

0.00009 0.00009 

2.030 2.301 

0.00198 0.00198 

0.061 0.069 

0.000003 0.000003 

0.959 1.087 

0.00019 0.00019 

0.015 0.017 

0.0000001 0.0000001 

0 .469 0.532 

0.00002 0.00002 

조립의 다광물 

화성암과 변성 

결정질암 

zt섣앙/ 

반려앙， 

편마앙 화강앙 

25.00 

1.00 

25.00 

1.00 

8.56 

0.082 

14.63 

0.189 

2.052 

0.00293 

7.163 

0.0205 

0.458 

0.00009 

3.383 

0.00198 

0.102 

0.000003 

1.598 

0.00019 

0.024 

0.0000001 

0.782 

0.00002 

교란된 암반 

비교란 암반 



(다) 입력 정수 결정 

표 4-10의 실험실 시험값과 Hoek-Brown의 파괴조건식을 이용하여 구한 암반 

물성값으로부터 결정하였다. 밀도는 실험실값을 적용하였으며 내부마찰각은 실험실 

값과 파괴조건식에 의해 구한값의 중간값인 47도로 결정하였다. 점착력은 

Hoek-Brown의 파괴조건식에 의해 구한 값이 매우 낮게 평가되었으므로 이 값의 

두 배 정도인 6kg/c마를 적용하였으며， 이는 실험실에서 구한 값의 10% 수준에 해 
당한다. 이와같이 결정된 입력정수는 표 4-11과 같다. 

표 4-11 모델해석에 사용한 입력정수 

물성 밀도 내부마찰각 점착력 
(kgjrn3) (도) (kgj crn2) 

실험실값 2680 48.1 60 

Hoek-Brown 46.6 3.34 

입력값 2680 47 6 

(4) 혜석결과 

(가) 건기 

건기시 사면의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암반이 완전 건조한 조건에서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안전율 계산에는 Ordinary법 . Bishop법 그리고 Janbu법 등 세가지 

계산식을 사용하여 신뢰도를 높였다. 전 사변의 slip surface에 해당하는 안전율을 
구하기 위하여 일정 크기의 격자를 짜고 각 격자점을 중심으로 여러 반경의 원호에 

대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4-17은 Bishop법에 의하여 계산한 최소안전율 

과 그 때의 slip surface를 보여주고 있다 . Bishop법과 다른 두 방법에 의해 구한 

안전율은 표4-12와 같다. 계산 결과 사면의 안전율은 세 가지 방법에서 모두 2.5 
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사면의 파괴 시점이 안전율 1임을 감안할 때 

이 사면은 건기 시 매우 안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4-12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 

계산법 

안전율 

Ordinary법 

2.484 

Bishop법 

2.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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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bu법 

2.474 

평 균 

2.50 



(나) 우기시 

우기 시에는 사면에 지하수면이 형성될 것이며 이에 따라 안전율도 저하될 것이 

다. 사면에서의 지하수면에 대한 자료가 없으므로 가상의 지하수면을 모댈에 적용 

하였다. 이 때 가장 최악의 경우를 평가하기 위하여 사면이 물로 완전 포화되었다 

고 가정하고 건기 시와 마찬가지로 세 가지 방법에 의하여 안전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4-17는 Bishop법으로 계산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 값과 다른 두 안전 

율값을 표4-13에 정리하였다.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은 평균 1. 62로서 건기시 보다 

약 0 . 9정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여전히 파괴기준인 1보다는 훨씬 

크므로 붕괴의 우려는 없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암반에는 사진4-1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층리와 절리가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이들에 의해 암석 블록들이 형성되어 낙석의 우려가 있으므로 전면에 낙석방지망을 

설치하고 소단에 식생을 하는 등 보강을 해 준 것은 효과적인 대책으로 판단된다. 

표 4-13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 

계산법 

안전율 

Ordinaη법 

1.577 

Bishop법 

1.682 

Janbu법 

1.608 

평균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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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7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Bishop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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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 (Bishop법) 

사진 4-14 낙석방지망과 식생에 의한 사면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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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면안정에 의한 훼손면적 최적화 모탤 설계 

대상 노천광산의 사면 평균각도 63도인 현재의 안정성을 검토한 결과 그림 

4-17.18 와 표 4-12.13에서 보여지는 바와 같이 안전성의 각도에서 많은 여유가 

있음을 알 수가 있으며， 개광 산정에서 부터 시작된 잔벽사면이 현재 채굴장 까지 

의 훼손면적을 구하였다. 이때 같은 조건에서 안전성을 갖일 수 있는 최대의 표준 

안전각도 68도를 구하고 이를 모델로 하여 훼손최적화 모텔을 설계를 하였다(그림 

4-19참조). 이때의 안정을 평가 하였으며 결과는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은 평균 

2 .16. 우기시는 1. 30으로(표4-14.15참조) 사면의 파괴 기준 안전율 1 이상에 해 

당되어 설계에 만족을 주었으며， 현재 63도와 설계 68도와의 훼손면적 차이는 

1. 110m'로서 설계시가 사면의 안전도를 만족하면서 훼손면적의 최소화를 얻을 수 

있었다(표4-16참조) 

(1) 사면의 최대 표준안전사면 각도(68도) 설계 

m 

m 

m 

(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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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
m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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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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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이stonce(m) 

그림 4-19 설계시 해석모탤의 구조 

표 4-14 설계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 

계산법 

안전율 

Ordinary법 I Bishop법 

2.163 2.187 

Janbu법 

2.159 

평균 

2.16 

표 4-15 설계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 

계산법 

안전율 

Ordinary법 I Bishop법 

1.283 1.311 

Janbu법 

1.320 

평균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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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Æ." 

그림 4-20 설계 건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 urface (Bishop법 ) 

... 
D미IS잉t.하nce(m) 

그림 4-21 설계 우기시 사면의 안전율과 slip surface (Bishop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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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면각에의한 훼손면적 산출 기초 

현재의 사면각 63도의 경우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D:I강신덕 21ER2VOL.GRD 
Grid size as read : 196 cols by 114 rows 
Della X: 1.99554 
Della Y: 2.00566 
X-Range: 12.4810401.61 
Y-Range: 148.64 10 375.28 
Z-Range: 732.27910849.981 

LOWER SURFACE 
Level Suñ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led Volume by 
Trapezoidal Rule: 2.03486E+007 
Simpson’s Rule: 2.03608E+007 
Simpson’s 3/8 Rule: 2.03417E+007 

CUT & FILL VOLUMES 
Posilive Volume [Cul]: 2.03486E+007 
Negalive Volume [Fill] : 0 

Cul minus FiII: 2.03486E+007 

AREAS 
Posil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er) 25183 

NtLe。g‘al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o 
Blanked Planar Area: 63009.5 
Tolal Planar Area 88192.4 

Posilive Suñace Area 
(Upper above Lower) 35887.3 
Negalive Suñace Area 
(Lower above Upper) o 

설계 표준안전사면각 68도의 경우 

VOLUME COMPUTATIONS 

UPPER SURFACE 
Grid File : DJ깅선덕21ER1VOL.GRD 
Grid size as read : 196 ∞Is by 114 rows 
Della X: 1.99554 
Della Y: 3.32106 
X-Range: 12.4810401 .61 
Y-Range: 010375.28 
Z-Range: 731.38610853.921 

LOWER SURFACE 
Level Suñace defined by Z = 0 

VOLUMES 
Approximaled Volume by 
Trapezoidal Rule: 2.01693E+OO7 
Simpson’s Rule: 2.02144E+OO7 
Simpson’s 3/8 Rule: 2.01313E+OO7 

CUT & FILL VOLUMES 
Posilive Volume [Cul] : 2.01693E+007 
Negalive Volume (FiII] : 0 

Cul minus Fill : 2.01693E+007 

AREAS 
Posilive Planar Area 
(Upper above Lower) 24653.6 
NtLe。g‘ ative Planar Area 
(Lower above Upper) 0 
Blanked Planar Area 121379 
Tolal Planar Area 146033 

Posilive Suñace Area 
(Upper above Lower) 34778.1 

N(Le。gwaetlvrea Surface Area 
bove Upper) o 

표 4-16 현재와 설계시의 훼손 표면적 비교표 

누훈펀칸드 현재시 설계시 차이 비고 
(63도) (68도) 

표면적 (m') 35,888 34,778 1,110 , 

체 적 (k떠) 2.03 2.01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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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노천광 개발로 언한 산림훼손 복구방법 및 대책 

채석작업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경제사회개발에 의한 시멘트 산업과 토목건축공사 

등에 소요되는 원료 및 석，골재를 공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훼손 및 오염， 임지의 

붕괴， 토사의 유출， 오탁수의 유출 등에 의한 재해를 유발시키거나， 곳에 따라서는 

암벽이 주변의 자연 경관과 부조화를 이루기도 하여， 결국 국토 경관의 현저한 훼 

손을 유발하게 되어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채석장은 대규모의 切用地와 훼손잔벽 

을 남기게 됨으로， 토사유출 등 각종 재해발생과 국토경관의 영구적 훼손을 방지하 

기 위하여 채굴지의 완전한 안정녹화가 요망된다. 그러나， 채석장은 그 채석조건에 

따라 그 훼손양태가 일반 산림훼손지와 큰 차이가 있으며， 채굴적마다 유형이 달라 

독자적인 안정녹화공법이 필수적이라 하겠다. 즉 채석작업은 切開地와 급경사가 되 

게 됨으로 수준높은 안전녹화가 요구되고 있어 일반 사방공법(1t少防工法)을 적용하 

여서는 안정녹화가 불안전하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土石채취장의 적절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채석장의 立地특 

성에 따른 각종 類型에 알맞는 표준화 안정녹화공법 모형을 제시함으로써 유형별로 

표준화하여 채석장에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적절한 복구 녹화가 이루어지도록 

개선하여 자연경관의 훼손을 감소하고 채석산업의 발전과 산림훼손의 최적화가 될 

것이다. 

가. 채석 허가시 관련법령 검토 

우리나라에서 채석허가시 적용하고 있는 법률규정은 산림내에서 채석을 행할 경우 

산림법에 의하고， 도시계획구역이나 농지 등 여타 지역에서는 관련되는 관계법규정 

에 따르고 있다. 

특별히 산림형질 변경허가와 복구 요령은 산림법 훈령 제 549호 (95.12.23) 에 의해 

복구방법이 훈령으로 제시되어 적용되어 오던 중， 산림형질의 제약으로 인한 광업 

개발 동 국민생활의 많은 제약을 줌으로써， 정부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동 훈령을 

폐지하고 신 훈령(산림의 형질 변경 및 복구에 관한 규정) 제 648호(98.6.2 1)를 

개정하였다. 

이것은 허가신청자의 형질 및 복구설계서 내용의 타당 적정여부를 판단하여 허가자 

(산림청 국유림은 지방산림청장， 사유지 및 타 국유림은 시장 또는 군수)가 승인 

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복구설계서의 승인은 동 훈련(제 632)제 9조에서 산림법 

시행규칙 98조 4에 두고 있으며 다음과 같다 . 

1. 절토 · 성토면의 경사도가 토사 정지각을 유지하고 소단설치가 적정한지 여부 

2.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등에 적정한지 여부 

3. 배수시설등이 적정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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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절 · 성토면의 녹화를 위한 공법등이 적정한지 여부 

5. 특수공법이 필요한 지역은 특수공법의 추가여부와 조경수 식재 • 건물철거 · 방 

재시설둥이 적정한지 여부 

6. 설계내역이 적정한지 여부 

나. 산렴훼손 복구 설계 

(1) 채굴적 표준유형구분 

노천 채굴지마다 각각 다른 상태와 특성을 가지고 있어， 일률적으로 복구 모델을 

설정 적용할수 있는 규정적인 안정녹화 및 복구 표준공법의 설계 설정은 어렵다고 

사료된다. 채굴적의 유형은 채석장의 암석(암종) . 암질(경도)， 암반구조. 석재용도， 

채석방식， 잔벽 경사도， 채석규모， 허가면적 및 위치 (예: 태풍지역， 해변가)등 각 

종 요인별로 나누어진 표준 유형별이 너무 많아 꼭 하나로 모델창출을 한다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각 요인별을 감안하여 

채굴지를 분류 요약하면 다음 표 4-17과 같이 할수 있다. 

표 4-17 채굴지 각요인별 채굴지 표준유형분류 

꿇덮혈 (a) (b) (c) (d) (e) 

암석(암종)에 화화강강암암， 기타 수 석성회함암， 기타 변석성，암 혼， 특수 
따른 분류(A) 암 성암 

암질(경도)에 경암 잔벽 준경암잔벽，경 • 연암잔벽，파쇄암 
의한표준유형(B) 연암 혼재 잔벽 잔벽 

의암한반구조에 소 절리성 중 절리성 암반 다 절리성 암반 분류(C) 암반 

의채한취용도에 토건축목용용， 공석회예용석， 수출용， 
쇄골재용 분류(D) 

채석방식에 경사면 
견단식 채석방식 

석재채석방식， 
따른 분류(E) 채석방식 기타 방식 

t 

잔벽한경사도에 절면지 준 절벽지 급경사지 45。

의 분류(F) 60。 이상 40" -60 。 이하 

허의가한변적 규모에 대규모(3ha이상) 중}규연모장(l -2.9ha) 소규모(1ha미만) 
분류(G) (사연장51m이상) (λ 31-50m) (사연장30m이하) 

경의관한상 분 위류치(H에) 도시구역， 도로에}시 서 지 lkm내 도로 및 주택에 도로및주택에서 해안지역역，특수 
건물주위 외 7 역 서 가시지역 불가시지역 경관지 

안정 녹화l 도공(I사)의 
난。 

공 매사우지어려운 어려운 공사지 보통공사지 준 보통공사지 특수공사지 

(2) 채굴지 표준 유형별 복구공사 모형 설정 
채굴지 표준 유형에 따라 안정적인 녹화공법은 채굴지 현장의 지질， 기상， 암석종 

류 및 암반형상， 채석암벽 잔벽. 사면의 형상， 주변의 산림형태， 채취암석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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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석방식， 허가지의 제반 입지 환경 등을 고려 적절하고도 합리적인 녹화복구 공사 

의 모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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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8. 채굴지 유형별 복구공사 모형 

않현變펀 
보-， 구 방 법 

잔벽주위토석지역 채석잔벽사면 잔벽하단부 및 폐석집적장 

화강암 - 비탈면 돌흙막이 - 잔벽비탈다듬기 - 옹벽 

비탈연 돌수로 - 비탈면 돌단쌓기 비탈면 돌단쌓기 

- 녹화식수 공법 - 새집공법 - 비탈면 돌흙막이 
석회암 - 새풀심기 - 식생상공법 - 돌수로 공사 

암종 수성암 - 소단상 객토식수공법 - 새풀심기 
- 소단상객토새풀심기 - 녹화식수공법 

변성암 
- 덩쿨식물녹화 - 차폐식수공법 

특수암석 
- 분사파종공법 - 돌조공 
- 수벽공볍 - 줄떼심기 

경암 및 
상동 상동 상동 

준경암 

- 잔벽비탈다듬기 
암질 

연암 
- 비탈연 돌단쌓기 

상동 - 녹화식수공법 상동 
파쇄암 - 분사식 파종공법 

- 낙석방지망 덮기공법 

다 절리성， 
- 암종과 동일하고 

상동 - 낙석방지망 공법 상동 
중 절리성 

- 낙석저지책 공볍 

- 잔별 비탈다듬기 
- 비탈면 돌단쌓기 

암반구조 - 새집공볍 

소 절리성 상동 
식생상공법 

상동 
- 소단상객토식수공법 
- 소단상객토새풀심기 
- 덩쿨식물녹화공법 
수별공법 

토목，건축 상동 암종과 동일 상동 

채취용도 
수줄용，공예 

상통 11 11 

용，석회석 

쇄석，골재 상동 11 11 

- 잔벽비탈다듬기 
- 비탈면 돌단쌓기 
- ^n 1J그。ttl 디1 

경사면 상동 
- 식생상공법 

11 

- 덩굴식물녹화공법 
채석방식 - 수별공법 

분사파종공법 

- 종비토뿜어붙이기공법 

계단식 상동 
채취용도와 동일 
+ 덩굴식물녹화공법 

11 

기타 상동 上 l피에 역물매 잔벽처리공법 11 

- 잔벽비탈 다듬기 
- 비탈면 볼단쌓기 

절벽지 상동 
- 새집공법 

11 

- 소단상 객토 식수공법 
잔벽경사도 - 덩굴식물녹화공법 

- ζ’:t 「성그。1 버 님 

준 절벽지 상동 11 11 

급경사지 ” 상동+비탈면식수공법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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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잔벽 안전공사 
(가) 비탈다듬기 공사 

山題 비탈면이 불안정한 토층을 완화하여 안정된 비탈면을 조성할 목적으로 시공 

하는 공사이며， 비탈면이 침식과 붕괴 등으로 맨뀐이 많고 급한 비탈을 이루고 있 

어 일정한 경사도를 유지하도록 땅짝기를 하면서 깊은 곳은 메우는 공사를 말한다. 

채석지의 절암급경사비탈면은， 채석작업시 채석작업과 동시에 암반특성에 적응한 

암벽면 형태가 유지되도록 절취하고 다듬기 공사를 실시하게 되는데 잔벽면 다듬공 

사를 위해 채석작업시 소요철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나) 단끊기 공사 

비탈다듬기 공사를 끝낸 山題힘面에 여러 계단공사를 시공하기 위해 수평으로 단 

을 끊고 다듬는 기초공사를 말한다. 

채석지의 잔벽에서 계단식 채석지에는 소단 설치와 병행하지만 경사식 채석지에는 

잔벽사면에 별도로 시공해야하고 본 공사를 시공할때는 식생상공법(植生箱工法)이 

나 개토식재공법을 전제로 해야한다. 

(다) 낙석 방지망 덮기 공법 

주로 아연을 도금한 철사망을 사용하여 비탈면에서의 낙석이 비탈끝 부위로 튀어 

내리지 못하고 망을 따라 미끄러져 내리도록 하거나 또는 부석을 눌러 고정하기 위 

해 사용되는 공법이다. 특히 경암 절암면이나. 연암 또는 토사의 절토면에 식생공 

법을 적용하여도 雨水에 의해 암석이 붕괴 될 위험성이 많은 곳에 효과적인 공법이 

다. 

(라) 낙석저지구 공법 

집중호우 등에 의해 비탈면에 낙석이 발생될 경우 닥석방지망으로는 방지할수 없 

는 개소나 또는 부석이 낙하가 예상되는 개소에 사용된다. 낙하시 토사를 수반 할 

때는 콘크리트벽을 설치하고 그 위에 책을 설치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 뿜어 붙이기 공법 

비탈면에 거푸집을 설치하지 않고， 시벤트 모르터나 콘크리트를 압축공기로 비탈 

면에 직접 뿜어붙이는 공법이다 . 이 공법은 비탈면의 풍화 ， 붕락， 낙석， 침식 등을 

방지하고 안정성을 높여 비탈면 표면의 마맘정도를 완화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 

는 것이다. 습식공법은 뿜어붙이는 모든 재료를 미리 믹서에서 썩어 반죽하는 것을 

압축공기로 피사체에 뿜어 붙이는 공법이고 . 건식공법은 시멘트와 골재를 믹서에서 

혼합하여 뿜어붙이기용 기계로써 압력호스에 압송하고 기계선단에 있는 노즐에서 

필요량의 압력수를 혼합하여 비탈며에 뿜어붙이는 공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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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앵커공법 

활강면이나. 규열이 존재하는 암반등에 강재의 인장력을 이용하여 프리스트레스를 

도입하여 전단저항 응력을 증가시켜서 비탈면을 안정하게 또는 옹벽에 작용하는 토 

압을 앵커에 받아서 지탱하도록 하는 공법이다. 

Rock Bolt에 는 Wedge형 Expansion형 , 접 착형 이 있으며 , 또 Tie-back 

anchor의 접 착법 에 따라서 plate형 , 부착형 . Bite형 . Onion형 및 전단저 항형 이 

있다. 본공법은 채석지 잔벽에 절리가 발달한 지역에하는 낙석이나 붕괴등에 유의 

하면서 복구 설계를 결정하여야 하고， 시공시에는 낙석이나 붕괴에 주의를 요하게 

된다. 

(4) 비 탈면 잔벽 녹화공사 
노천채굴장에서 잔벽은 채취(굴)방법에 따라 형태가 다르게 나타난다. 계단식 채 

취 방식에 의한 잔벽의 형태는 거의 수직에 가깝게 계단식 잔벽이 형성되고， 경사 

면 채취방식에 의한 잔벽의 형태는 경사면으로 비슷하게 잔벽이 남게된다. 잔벽은 

어떠한 형태를 보이는가에 따라 채석적지(採石跳地)복구가 결정된다. 잔벽이 암반 

으로 구성될시 흙을 복토하고 식생을 투입한다. 철망에 등나무， 침 등의 덩굴 식물 

을 혼합함으로써 피복되도록 하는 녹화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 분사식 파종공법 (씨 뿜어 붙이 기 공법 . Hydroseeding공법 ) 

비탈면 경사가 비교적 완만하고 토양조건이 좋은 성토면에서는 인력종자 파종공법 

및 줄떼심기， 평떼붐이기 공법은 가능하다. 그러나， 경사가 급하고 암석이 많은 절 

토면에서는 인력에 의한 작업은 제한되고 지역에 따라서는 불가능한 곳도 많다. 본 

공법은 종자， 식생재료， 접착제， 색소， 토양 안정제 등을 물과 혼합하여 수압에 의 

하여 경사면으로 파종하는 것으로 대규모의 급경사지 속성 사면녹화공사에 널리 사 

용되고 있다. 

채석지 잔벽경사가 일반적으로 70 。 에 가까워 잔벽에 종자와 객토를 뿜어 붙이는 

것은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균열과 절리가 많고， 요철이 많은 잔벽에 초류종자 

를 분사하면 틈에 종자가 들어가서 발아하여 자라서 녹화하게 됨으로 효과적인 녹 

화공법이라 사료된다. 

(나) 종비토(種服土)뿜어붙이기 공법 

종자， 비료， 토양， 첨가기재， 토양 안정제 등을 물과 석어 모르타르상 또는 수용액 

상으로 된것을 압축공기나 펌프로 압송하여 호스선단의 노즐을 도입하여 공기압에 

의하여 재료를 비탈면 등에 뿜어 고착시키는 공법이다. 종자객토 뿜어 붙이기 공법 

과 관련된 녹생토공법은 종비토 뿜어 붙이기 공법의 일종이라 볼 수 있는데 녹생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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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두께는 절리가 없는 보통암 및 경암지역 등 채취경사가 90。 에 가까운 수직 절 

개면 또는 경암지역에서는 15cm를 기준으로 시공한다. 이러한 취부 두께는 절개면 

의 암질에 따라 완전히 부착하여 식생을 발아함으로써 전체가 복구된다. 그러나， 

채석잔벽 복구설계시 강우나 기타 요인에 의해 녹생포가 떨어져 나가는 것을 방지 

하는것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다) 새집공법 

본 공법은 절취한 암벽의 녹화와 조경공사를 목적으로 사용된다. 제비집 모양의 

구축물안에 객토를 잘 한 다음 개나리 또는 눈향나무와 같은 조경수목을 식재하여 

훼손된 암벽의 면상에 植物을 조성한다. 비탈면의 석질이 경암도 아니고， 풍화암도 

아닌 중도의 암벽으로 벽면의 표면에 요철이 많아 석재 등으로 제비집 모양과 같은 

반원형 구축물(L=2m내외. H=lm내외의 돌담)등 시공하기가 쉬운 개소에 적용 

한다. 

측면도 

그림 4-22 새집 공볍 

(라) 식생상공법(植生箱工法) 

대규모 암반에 드러나는 채석지에는 경사가 거의 수직에 가까워 식생상을 절개면 

에 배치하기가 매우 어렵다. 따라서 채석잔벽에 식생상을 설치 할수 있도록 국소국 

소에 식생상을 설치하여， 암벽을 녹화시키고 철망에 등나무， 칩등의 덩굴식물을 혼 

합함으로써 피복되도록 하는 것이다 

(마) 덩굴식물 녹화공법 

채석장의 잔벽면하단부의 평탄지 또는 소단상(小段上)에 객토를 하고， 담쟁이나 

등나무 같은 덩굴식물을 식재하여 상향식 녹화를 이루거나， 또는 칩을 상단부에 식 

재하여 하향식 녹화를 하는 것으로 덩굴식물의 생육특성을 잘 조사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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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망 

철망 

그림 4-23 덩굴식물 녹화공법 시공도 

(5) 재해방지대책 

(가) 배출수(排出水)의 처 리 

암석채취장내로 부터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즉 조쇄시설， 선별시설로부터 오탁 

수， 장내오수등의 배출수에 의한 재해방지를 위한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채석장의 상류지대 또는 山題힘面으로 부터 流水가 작업장내로 유입되지 못하도 

록 각종 배수로를 시설하여 하류로 유도하여야 한다. 우천시의 유입을 저지하는 

목적으로 山題비탈면에 돌림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상류에 수로를 설치하여 유로를 

변경하는 것도 필요하다. 

-장내에 유입된 수질오염방지로서 침전지 또는 처리시설을 하여 안전상태로 처리 

배출하여야 한다. 

-강우시에 채취장에서 유출하는 오탁수의 성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니토 

사에 의해서 혼탁하여진다 이의 토사 입자를 제거한후 배출키 위해 콘크리트구 

조 또는 석축구조의 견고한 구조로 설치 하여 침전지를 만들고 충분한 처리능력 

을 갖도록 한다. 

(나) . 폐토 및 폐석의 처리 

폐토， 폐석의 붕괴나 유출에 의한 재해를 방지하게 위해 폐토， 폐석의 처리， 퇴적 

장의 설치 및 기타 유지관리에 대한 각종 대책을 세워야 한다. 폐석적치장의 설치 

는 발생될 폐석량을 예측하고 그량에 맞는 용지를 확보한 후 유출방지를 위한 흙막 

이 시설(돌쌓기 또는 콘크리트 옹벽등) 등의 구출물을 설치한다. 

적치방법은 수평층상 적치법， 계단식 적치법， 투하적치법 등이 있으며. 수평층상법 

은 한번 쌓는 높이를 1m이하로 하고， 이것이 4/5이하로 감량되도록 다진후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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쌓도록 하는 것이다. 

적치장 설치 장소는 하천부근이나 주택주위는 적당치 않아 피하는것이 좋다. 

그림 4-24 수평층상 적치볍 그림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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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석적치장 설치시에는 빗물이 스며들면 흙의 내부마찰각과 점착력이 감소하여 유 

동성이 증가함으로 안정성이 떨어지게 된다. 따라서 빗물 침수를 방지하는 수로를 

충분히 개설하고 하부에서도 집수암거를 설치하여야 하고， 흙을 쌓을때는 큰 덩어 

리가 밑으로 쌓이도록 하여야 한다. 

(6) 녹화공사 설계 및 식채 

(가) 쇄골재용 채석장 

노천채굴시 발생되는 잔벽은 본바닥의 붕괴를 방지하기 위하여 암질， 암반의 상황 

등에 따라서 적당한 높이와 나비를 가진 소단(小段)을 설치하여 안전을 유지할수 

있는 물매를 두어야 하며， 비탈면은 필요에 따라서 정형(整形)하고 보호공사를 하 

여야 한다. 

쇄골재 또는 석회석 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노천채석장의 경우는 채석장의 높이 

20m이하로 표 4- 의 값 이상의 소단(小段)을 설치하고(그림 4- 참조) . 잔벽사면 
의 정상에서 최저하부의 바탈끝부위에 이르는 물매는 60。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 

다. 

표 4-19 최소소단 나비 

-- 환뿐웰펀f단 60。 이하 70。 내외 80。 내외 
의 높이 (m) 

5이하 1.5 2.0 3.0 

10 2.0 4.0 6.0 

15 2.5 6.0 9.0 

20 4.0 9.0 14.0 

164 



(나). 식재 

@ 채석잔벽 식재 설계 

각 지역의 특수성에 따라서 녹화공사의 목적이 다양하게 된다. 녹화의 범위， 정 
도， 식재의 방법， 식재수종의 선정등 녹화목적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최 
종잔벽을 안전한 경사의 유지 및 녹화의 효율적 시공에 적합한 높이와 나비를 갖도 
록 다단식 계단형태로 만들어져야 할 것이다. 표준적 계단의 형상 설계는 그림 
5-5와 같다. 

단면도 정면도 

그림 4-26 표준적 계단의 형상(예) 

(다) 소단형 발디덤 부위에 대한 녹화공사 설계 

소단형 발디덤 부위의 표면에 성토 또는 유기물이 많이 함유된 토양을 미리 확보 
해 두고 시공을 한다. 이 시공된 객토의 유출을 되지 않도록 식생공법 또는 흙막이 
공사로서 조치를 해야 되며 다음과 같이 설계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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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굴식물식채 

\ 

식수공사 

쩍토 

그림 4-27 소단상 객토 식수 공법 

(라) 잔벽면에 직접파종공법으로 녹화 

경사면에 토양이 잔류부착하기 쉬운곳에서는 씨뿜어붙이기 공사 또는 種도 뿜어붙 

이기공사로 하고 급경사면에 토양이 잔류부착되기 어려운 곳에서는 작은 구멍을 파 

고 녹화하는 시공방법을 설계하면 다음 그림 4-28과 같다. 적용식물은 현장부근에 

서 자생하는 식물이 바람직하다. 

A 

평면도 단면도 A-A’ 

그림 4-28 경사면에 구멍을 뚫고 녹화파식 하는 시공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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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언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현상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의 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주변 환경을 황폐화하게 한다. 

또한 이러한 광해현상은 국민보건건강에도 문제점을 안겨주고 있으며 지역주민들 

의 다수민원 소지가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본 연구팀은 광산지역에서 발생되는 광해현상을 치유하거나 방지하여 쾌적한 환 

경을 조성하고져 4개광산지역(임기광산/ 덕음광산y 서성광산/ 전주일광산)에 대한 광 

해의 원인과 특성/ 정도 둥을 규명하기 위하여 현장조사와 실내시험을 실시하였으 

며 대책연구를 위해 대구 달성광산에 현장시험시설을 설치하여 실증시험을 실시하 

였다. 그리고 노천광에서 광해를 최소한 하기 위하여 산림훼손 최적화에 대한 연구 

가 진행되었다. 

광산지역 광해조사 및 대책연구에 대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금번 조사한 광산(4개광산)들에 대한 광해조사결과 관련법규상 기준치를 초과하 

여 광해방지사업이 필요한 광산의 광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광산배수로 인한 수질오염 

(수질환경보전법/ 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가”지역 기준) 

임기광산 (pH, F, Cd, Fe) 
덕 음광산 (pH, Zn) 
전주일광산(F) 

- 광산 인접 토양오염 

(토양환경보전법제14조/제 16조 토양오염우려 대책기준<공장I 산업지역/ 농경지>) 

덕 음광산 (Pb, Cd) 
서 성 광산 (As, Cd, Pb) 

2. 기질물질이 충전된 컬럼에 광산배수를 상향류식으로 유입하면서 시간 경과에 

따른 컬럼내부 기질물질의 투수계수를 정수위법 투수 시험으로 측정하였다. 시 

험결과 투수계수는 참나무 및 석회석 충전 컬럼이 4.2 X 10-2 cmf sec 로 가장 

컸고 왕사 컬럼은 2.3 X 10-2 cmf sec 로 가장 작게 나타났다. 이러한 초기 투수 

계수는 광산배수가 연속적으로 흐르면서 감소하였다. 이러한 투수계수의 저하 

는 컬럼내부 기질물질 공극에서 보다는 광산배수 유도관 및 컬럼 유입부분과 

배수부분에서 나타났으며 집중적으로 발생한 철 수산화물의 침전에 의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실제 운전중인 상향류식 소택지에서도 관찰되는 바 소택지의 수 

명 연장을 위해서는 배관 및 유입부에서의 슬러지 발생을 최소화 하고 또한 제 

거가 용이한 구조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소택지가 광산배수를 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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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처리수가 지속적으로 흐를 수 있는 최적의 투수 특성을 유지할 수 있는 

기질물질 배합기술에 대하여 계속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 광산배수중에 채취된 종들인 Ulothrix속의 조류에 가장 많은 흡착량을 나타낸 
성분은 Fe 성분이었다. 산성광산폐수에 서식하는 조류에 의한 중금속 흡착은 조 

류의 생리적 활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Fe, Cu, Al과 같은 중금속은 

다양한 pH 조건에서 쉽게 홉착/ 탈착되는 특성을 보였다. Mn도 조류 건조 질량 

의 0.3 %까지 홉착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류의 생장 조건을 유지할 수 었다면 광 

산폐수 내에 용존된 Mn 제거효과 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4. HD(주) 광산에 서 금후 30년 후(개 광 후 40년) 540mSL 까지 단계 적으로 Plan 
Cut method 를 적용하는 HD 광산의 시설과 Bench Cut method로 설계한 모텔 

의 시설에 의한 훼손면적을 비교한 결과 계단식 채광법이 Plan Cut 방법보다 
49. 115m2 이 많았다(표 4-8 참조). 이것은 시설물 배치가 채광법에 크게 좌우된다 

는 것을 알 수 있음과 동시에 훼손변적의 최소화를 얻을 수 있다. 

연구대상 광산(HD(주))의 현재의 잔벽 사면 안전각(63도)의 안정성을 검토하고 

표준안전각도를 설계 (68도) 하여 이때의 사변 안전각 및 훼손면적을 검토한 결 

과 사면의 안전도를 만족하면서 훼손면적 l ,110m2 적게 할 수 있어 최소화의 표 

준을 얻을 수 있다(표 4-16 참조) 

산림훼손 복구 방법 및 대책을 위해 먼저 채석 허가를 위한 법령을 검토하고 산 

림훼손복구의 설계를 채굴적 유형 구분별로 분류하여 유형별 복구공사 모형을 

설정하였으며I 각각에 적합한 공법을 설계 제시하였다. 그리고 암석 채취장 내로 

부터 작업장 밖으로 배출하는 장내의 오탁l 오수동 배출수에 의한 환경오염 방 

지대책을 수립하거나 노천채굴시 발생되는 잔벽퉁 훼손지역의 녹화공사 설계 및 

식재 방법을 설계 제시하여 산림훼손복구 방법 및 대책에 기여토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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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의 

1 .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 

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 

야한다.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 

발사업의 최종보고서입니다. 

/ 


	1727-0001
	1727-0003
	1727-0005
	1727-0006
	1727-0007
	1727-0008
	1727-0009
	1727-0010
	1727-0011
	1727-0012
	1727-0013
	1727-0014
	1727-0015
	1727-0017
	1727-0018
	1727-0019
	1727-0020
	1727-0021
	1727-0022
	1727-0023
	1727-0024
	1727-0025
	1727-0026
	1727-0027
	1727-0028
	1727-0029
	1727-0030
	1727-0031
	1727-0032
	1727-0033
	1727-0034
	1727-0035
	1727-0036
	1727-0037
	1727-0038
	1727-0039
	1727-0040
	1727-0041
	1727-0042
	1727-0043
	1727-0044
	1727-0045
	1727-0046
	1727-0047
	1727-0048
	1727-0049
	1727-0050
	1727-0051
	1727-0052
	1727-0053
	1727-0054
	1727-0055
	1727-0056
	1727-0057
	1727-0058
	1727-0059
	1727-0060
	1727-0061
	1727-0062
	1727-0063
	1727-0064
	1727-0065
	1727-0066
	1727-0067
	1727-0068
	1727-0069
	1727-0070
	1727-0071
	1727-0072
	1727-0073
	1727-0074
	1727-0075
	1727-0076
	1727-0077
	1727-0078
	1727-0079
	1727-0080
	1727-0081
	1727-0082
	1727-0083
	1727-0084
	1727-0085
	1727-0086
	1727-0087
	1727-0088
	1727-0089
	1727-0090
	1727-0091
	1727-0092
	1727-0093
	1727-0094
	1727-0095
	1727-0096
	1727-0097
	1727-0098
	1727-0099
	1727-0100
	1727-0101
	1727-0102
	1727-0103
	1727-0104
	1727-0105
	1727-0106
	1727-0107
	1727-0108
	1727-0109
	1727-0110
	1727-0111
	1727-0112
	1727-0113
	1727-0114
	1727-0115
	1727-0116
	1727-0117
	1727-0119
	1727-0121
	1727-0122
	1727-0123
	1727-0124
	1727-0125
	1727-0126
	1727-0127
	1727-0128
	1727-0129
	1727-0130
	1727-0131
	1727-0133
	1727-0134
	1727-0135
	1727-0136
	1727-0137
	1727-0138
	1727-0139
	1727-0140
	1727-0141
	1727-0142
	1727-0143
	1727-0144
	1727-0145
	1727-0146
	1727-0147
	1727-0148
	1727-0149
	1727-0150
	1727-0151
	1727-0152
	1727-0153
	1727-0154
	1727-0155
	1727-0156
	1727-0157
	1727-0158
	1727-0159
	1727-0160
	1727-0161
	1727-0162
	1727-0163
	1727-0164
	1727-0165
	1727-0166
	1727-0167
	1727-0168
	1727-0169
	1727-0170
	1727-0171
	1727-0172
	1727-0173
	1727-0174
	1727-0175
	1727-999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