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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1 . 제 목 : 버금속광물자원을 이용한 지표지절환경 

개선방안연구 

ll. 기술개발 목적 및 중요성 

O 기술적 측면 : 적합한 원료광물을 이용한 지표오염 환경개선기술의 

자립을 위하여 선진국 수준의 기술축적이 필요함 

(산성광산배수 처리 및 담수의 녹조저감기술) 

O 경제적 측면 : 저 비용으로 원료광물 활용하여 지표환경 오염섬화를 

방지하므로 환경개선 비용을 절감할수 있음. 

O 사회 · 문화적 측면 : 지표환경이 일부 개선되고 오염이 저감 되므로 

국민에게 쾌적한 생활여건을 제공할 수 。1 조L 
꺼λ n 

O 학술적인 측면 : 수계환경의 지화학적 특성 규명필요. 

ill. 기술개발내용 및 범위 

O 사업의 최종목표 : 비금속광물자원을 환경개선물질로서 최종활용 

방안도출 (산성광산배수 :pH:6 이상， 녹조현상저감) 

O 사업내용 

@ 지표환경개선 우선지역 선정 및 현장 예비조사 

@ 개선물질(석회석， 벤토나이트， 기타 점토 광물)의 분포 및 특성조사 

@ 암석/물 상호반응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 자료 조사 

@ 최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암석/물 상호반응의 모델링 

@ 지질물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험시설 설치 및 운용 

(산성광산배수처리 및 담수내 녹조저감시설) 

이
 
‘ u 



w. 기술개발 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O 산성배수처리에 사용되는 석회석의 분포 및 특성 규명 

O 녹조저감처리에 활용되는 점토광물의 분포 및 특성 규명 

O 산성광산배수처리 모델링 획득 : 산성광산배수처리 기술에 활용 

O 실내실험에서 점토광물을 이용한 조류의 평균 제거율이 96.7%에 달함: 

담수의 녹조제거기술에 대한 특허를 출원중임 

v. 기대효과 
O 원료광물을 이용한 선진국 수준의 환경오염 개선 기술의 자립화 : 

외국의 기술 도입비 절감효과 

O 산성광산배수처리 및 담수내 녹조저감으로 지표환경개선 효과 : 

수질개선 및 수돗물정수처리 비용절감 

O 지표환경(수계)의 지화학 시스템 규명 

수계환경개선의 기초자료로서 조사비용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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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 절 연구의 배경 

오늘날 지표지질의 지구화학적 환경은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인간의 생활활동을 영 

위하는데 있어서 그 조건이 악화되어가는 중에 있다. 과거 지하자원을 얻기위해 개발한 

각종 광산 특히 석탄광에서 유래된 광해현상은 이곳을 지나는 수계를 오염시킬뿐더러 지 

역주민의 민원 소지가 되고 있다. 석탄산업을 영위해온 사업체들이 업체운영에 있어서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광해방지사업을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한 결과로서 중금속을 함유 

한 산성수의 유출， 광미 및 폐석의 유실， 이들을 통과한 유해 침출수의 방출， 과다한 굴 

진으로 인한 지반침하등의 광해현상을 유발하게되었다. 이들중 가장 유해한 광해현상은 

중금속을 함유한 산성배수가 인근 하천으로 유출되고 주변 지하수의 산성화 하는 사항이 

다. 선진국에서는 광산산업에 의한 환경오염해결에 많은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여 연구하 

는 한편 폐자원을 유용자원으로서 다시 재활용하는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중이다. 

한편 식수원 및 생활용수， 공업용수， 농업용수를 조달하기 위한 대규모 댐과 저수지의 수 

질은 부영양화에 따른 조류의 번성으로 인한 각종 부작용이 뒤따르게 되었다. 조류저감 

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고 있으며 아직까지 획기적인 기술은 도출되지 못한 

실정이다. 특히 경제성과 효율성에 있어서 일정수준에 도달하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다. 

제 2 절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비금속광물자원을 이용하여 두가지의 주된 목적이 있는데 그 하나는 국내의 

산성광산배수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개발이고 또 다른 한가지는 담수 

내의 조류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고자 노력하였다. 먼저 1차 

년도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φ 지표환경개선물질로 활용될 석회석， 저급 벤토나이트， 기타 점토광물의 분포， 

특성， 물량에 대한 조사 완료 

@ 환경개선을 위한 지질물질 선정 및 개선수준(pH 중금속 함량) 

설정 

@ 암석 /물 상호반응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자료 획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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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년도의 목적은 

@ 최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암석/물， 토양/물 상호반응의 

모델링 결과 획득 및 batch 실험 완료 

@ 실험 연구 결과의 예비 적용 

3차년도의 최종목적은 

φ 최종적인 지질물질을 이용한 실질적 지표 환경개선 방안 도출 

제 3 절 연구의 팔요성 

금속 및 석탄광에서 유래되는 폐수 및 오염토양처리 기술은 실용화 단계이며 

흡착작용의 원리를 이용한 수계에서 유해물질제거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접근하고 

있으나 원료광물을 활용하여 암석/물 상호반응 및 흡착모델링에 의한 지표환경개 

선 기술개발에 관한 연구는 국내에서 이번이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선진국에서는 

석회석을 이용한 폐수의 안정화 연구는 계속 연구 개발중에 있으며 환경개선을 목 

적으로 여러 가지 신기술을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환경개선에 절대 필요한 지 

표환경의 지화학 시스템을 규명하는 기술도 확립한 상태이다. 따라서 국내 석탄산 

업의 결과로 유래된 산성배수처리는 국가적인 과제로서 시급히 국내환경에 적합한 

선진국 기술수준으로 향상시킬 필요가 절실한 실정이며 산성배수가 유출되는 지역 

에서 지역주민의 민원이 다분히 발생하고있다. 

산업과 생활수준의 급격한 발달과 상승으로 인해 국내의 물 수요가 따라서 증가하게되 

어 이를 위해 다목적댐의 건설 및 하천의 저류조와 같은 인위적인 시설을 설치하므로 인 

해 수질의 부영양화가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식물성플랑크톤의 대량 

발생과 함께 생태계의 변화가 최근에 자주 발생하는 실정이다. 특히 상수원수를 정수하 

는 대부분의 정수장에서 여과처리과정에서 조류에 의한 문제(여과지폐쇄， 응집장해， 이취 

미발생)가 골치거리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조사에 의하면 다목적댐 또는 저수지의 상수 

원수를 사용하고있는 정수장에서 여러 가지 조류처리기술을 복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만 

70% 이상의 정수장에서 조류에 의한 정수장해를 극복하지 못하고있다. 앞으로 상수 

원수의 부영양화는 계속 지속되며 매년 하절기에는 수온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 

므로 당연히 조류에 의한 정수장해는 한층 더 심해질 것이므로 효과적인 정수기술의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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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과 더불어 조류저감 기술개발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정수장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조류처리기술로는 전염소처리， 분말활성탄 투여， 응집제 투여량증가， 응집보조제 

사용， 모래여과지를 이중여재로 개선 등이 있었으며 많은 정수장에서 이들로 구성된 복 

합적인 방법을 사용하거나 일부 정수장은 전염소처리만을 취수원수의 조류제거를 위해 

사용하고 있다. 전염소처리방법은 염소화합물을 부산물로 형성하므로 부작용이 염려되므 

로 일정량 이상은 투여할 수가 없는 단점이 있다. 이에 새로운 녹조의 제거 내지 저감기 

술의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제 4 절 연구의 수행범위 및 내용 

이러한 여건에서 국내에 부존하고있는 값싼 비금속광물을 이용하여 상기 두가지 환경문 

제를 해결하고자 시도한 본 연구사업은 1997년부터 1999년까지 3년간 수행한 것으로서 

년도별 연구의 수행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차년도: 

@ 지표환경개선 우선지역 선정 및 현장 예비조사 

(도시근교 및 Landfill , 휴폐광산 유역 각각 1개소씩) 

@ 개선물질(석회석， 벤토나이트， 기타 점토 광물)의 분포， 특성， 

경제성 있는 물량에 대한 조사 

@ 암석/물 상호반응 모델링에 필요한 입력 자료 조사 

@ 기존 자료 정리 및 분석 

2차년도: 

@ 최적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암석/물 상호반응의 모델링 

@ 실내실험 및 실제 현장에서의 예비 적용 실험 

최종적으로 3차년도에는 

@ 지질물질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실험시설 설치 및 운용 

@ 모델링 결과를 응용하여 지표 환경개선 조건 연구 및 

개선방안 연구 

위탁연구인 현장측정 및 실험에 관한 연구 수행은 광주대학교 배위섭 교수팀에 의해 이 

루어졌다. 

q 
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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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개선물질 

제 1 절. 석회석 

1. 시료채취지역 : 강원도 정선군 남면 유평리 낙동리 및 문곡리일대 

(예미지적 1, 2, 3, 4, 5, 6, 12, 13, 14, 15호) 

※ 선정이유 : 원료의 품질이 뛰어나고(CaO 평균 52.0% 이상) 

매장량이 풍부하며 비교적 교통이 양호하여 대규모의 

원광처리 및 운송에 유리한 조건을 갖춤 

2. 대상석회암층 및 기타검토대상 : 풍촌석회암층과 주변수계 

3. 주변지질 

풍촌석회암층을 중심으로한 상하지층과 이에 연관된 수계， 그리고 주변 환 

경에 대해서 설명해 보띤 다음과 같다. 

1) 지질각론 

가. 장산규암층 : 조선계 최하부에 속하는 본 규암층은 상기 대상지역 

중 유평리 별어곡 및 동막골 일대에서 주로 골짜기와 같은 저지대에서 소규모로 산 

재되는 것으로 나타나며 그외 지역에서는 쉽게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동막골 우측 

지역(호명도폭)으로 가면서 본층이 급격히 팽대되여 증산리 한치， 고일 및 삼내일대 

에서 대규모로 분포하는 것으로 관찰되나 본지역은 대상지역에서 많이 벗어나있어 

설명은 생략키로 한다. 

본층은 일부구간에서 구조등의 영향으로 쐐기형의 산출상태를 보이며 동막골 일우 

에서는 풍촌석회암층과의 단층접촉으로 인해 거의 직선의 배열형태를 나타낸다. 

본 규암층의 지표노출폭은 대상지역 밖에서는 local level 기준으로 대략 400- 500m 

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지나 동막골 일대에서는 150- 180m 별어곡 일대에서는 지형적 

으로 다소 팽대되여 250-300m의 폭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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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층의 일 반적 인 주향과 경 사는 N 10-150 W. 20-300 SW가 보편 적 이 다. 

본층은 층리가 불명확하여 지층의 경사가 일정하지 않는 반면 노두에서의 색상은 

백색-우백색이 우세하며 곳에 따라서는 담황색-회색을 보이는 곳도 었다. 특히 회색 

을 나타내는 것은 야외에서 인접하고 있는 동일 색상의 석회암과의 구분이 용이치 

않는데 두암석의 확실한 구분을 위해서는 염산사용이 펼수적이다. 규암은 석영외 부 

분적으로 견운모(sericite) ， 백운모(muscovite)의 소정(小品)과 소량의 전기석( tounnaline) 

을 함유한다. 석영의 입자는 1.0- 1.5 mm의 거정질이 대부분이고 분급(sorting)은 상 

당히 양호한 편이다. 

본 규암은 풍화에 강하고 자체내에 균열이나 틈 혹은 미세구멍들이 거의 없기 때 

문에 본암으로 구성된 지역의 수계에는 비교적 수량이 풍부한 하천을 이루고 있는 

경우가 많다. 

나. 묘봉슬레이트층 : 본 층은 장산규암층 상부에 정합적으로 피복되며 주로 상부 

의 풍촌석회암층을 따라 좁고 긴 대상으로 분포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불규칙한 포켓 

(pocket)상의 모양으로 배태되기도 한다. 

본층은 별어곡을 중심으로 동측 즉 예미도폭 4. 5호 및 6호에 걸쳐 대체로 남북 

방향으로 긴 벨트(belt)상의 산출상태를 나타낸다. 

본 슬레이트의 하한은 예미도폭 6호 자미원 마을 일우에서 쐐기형의 형태로 천멸 

되나 그 동측 연장부는 인접한 호명도폭으로 계속 발달한다. 

또 상한은 예미 정선으로 이어지는 국도변을 따라 예미도폭 2， 3호로 계속 연속된 

다. 층의 주향과 경사는 대체로 상부의 석회암층과 일치하나 일부구간에서는 구조등 

의 영향으로 다소 교란되기도 한다. 

본 슬레이트는 암갈색 내지 갈색이 주류를 이루나 간혹 청회색을 보이는 구간도 

있다. 층의 상부에서는 박층의 석회암맥이 1-2개조 배태되기도 하나 연장은 불량하 

다. 본암에는 슬레티 클리뷔지 (slaty cleavage)의 발달이 양호해서 구간내에 파쇄대가 

많고 일 부구간 에 서 는 테 일 러 스(tailus)가 심 하다. 

본 슬레이트는 주로 석영과 견운모 및 백운모 등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녹니석 

(chlorite) 및 흑운모(biotite)와 드물게 전기석을 함유한다. 

본암은 하부의 치밀 견고한 규암층에 비해서는 암석내에 균열과 틈이 많아 상대 

π
 ω 



적으로 수량의 유출이 많은 암종이다. 

다. 풍촌석회암층 : 본 층은 상기한 묘봉슬레이트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여지며 대 

석회암통의 최하부층으로써 시대적으로는 캠브리언시대에 생성된 지층이다. 

본 석회암층은 대상지역 전역을 통해 광범위하게 분포되고 있다. 

또한 본 대상지역은 풍촌층이 분포하고 있는 여타 지역에 비해 품위， 매장량 및 위 

치 그리고 실제 산업에 활용되고 있는 경제성등 에서도 1급지로 분류될만름 좋은 입 

지조건을 갖춘 지역이다. 

전반적으로 대상지역내 풍촌석회암층은 낙동리 및 유평리와 같은 북단에서는 대체 

로 남북방향으로 발달하다가 남단인 예미도폭 15호 일대에서 서남 및 동남으로 층이 

양분되어 발달한다. 

서남단 맥은 예미지역 일우까지 좁고 긴 벨트(belt)상으로 확장 분포하며 동남단 

맥은 예미도폭 6호내 자미원 일대 중간 마을 골짜기 일우에서 상부의 화절층에 의해 

절단되면서 동쪽으로 우회하여 대상외 지역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관찰된다. 대상지 

역 석 회 암층의 폭은 북단에 서 는 800- 1300m, 동남단에 서 는 400- 800m, 서 남단에 서 는 

대충 1000m를 상회 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상지역 전역을 통하여 석회암층의 폭 

이 일반적인 풍촌석회암층의 폭인 200-400m를 훨씬 초과하고 있다. 

이것은 석회암층 내에서의 워핑 (warping) 이나 왜이비 (wavy)현상， 또는 스러스트 

(thrust)에 의한 맥의 중복등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지표에 노출된 석회암의 폭은 훨씬더 두껍게 나타나는데 이것은 지형적인 요인과 

석회암층의 경사， 또 지표부에서의 경미한 워핑(또는 웨이비)현상에 기인된 것으로 

실제폭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 

석회암층의 일반적인 주향과 경사는 대상지역 북단에서는 N 10- 20 0 E, 10- 30 NW 

가 보편적이나 서남단에서는 주향과 경사가 다소 깊은 각으로 휘어지면서 N 50- 6 

00 E, 30- 50 0 NE를 나타낸다. 

이것은 석회암층이 대상지역 북단에서는 대체로 남북방향으로 발달하다가 서남단 

에 이르면 서남방향으로 만콕하는데 따른 것이다. 

또 북단에서는 대체로 10-20。 의 저각으로 경사되던 지층이 서남단에서는 50。 를 

상회하는 깊은 경사각을 보여주는데 이런 지층 경사의 원인으로 대상지역내의 화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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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평균 배태층준인 600-700m 보다 훨씬낮은 하부지역에서 관찰되기도 한다. 

대상지역내 석회암의 색상은 대체적으로 회색 (gray color) 이 우세한 가운데 백색 

(white- milky white) , 담회 색 (light gray color), 암회 색 (dark gray color) 및 갈색 

(brown) , 분홍(pinkish) ， 황색 (yellow)등의 잡색과 같은 다양한 색상을 나타낸다. 일반 

적으로 풍촌석회암층에서 고품위로 알려진 백색구간은 예미도폭 15호내 탑거리 일우 

에서 예미도폭 6호의 중간마을 일우까지， 지표노출폭 50- 80m, 연장 3.0-3.5km에 이 

르는 긴 벨트상의 산출상태를 보이는 것이 가장 큰 덩어리 (mass)이다. 이외에도 대 

상지역 곳곳에서 대소의 백색구간이 렌즈상(lense)으로 협재되는 것이 관찰된다. 

상기 백색대와 품위변에서 크게 뒤지지 않는， 역시 고품위대로 알려진 담회색 구간 

은 예미도폭 15호 ， 25호 광구 경계지점에서 지표노출폭 최대 400m, 최소 200m, 연장 

1500여m의 쐐기형 렌즈가 서북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이 관찰되는데 동 메스가 규모 

변에서 가장크며 그외 여기저기에 산발적으로 대소규모의 렌즈가 배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암회색대는 대체로 층의 하부에서 역시 산발적으로 배태되고 있다. 

대체로 메스가 큰 것이 폭 60여m 연장 1000여m의 쐐기형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문곡읍에서 서남방향으로 발달하는 산의 줄기를 타고 배태하는 것이다. 

갈색， 담홍-담황색등 소위 잡색구간은 탑거리일대에서 폭 70- 100m, 연장 800- 1000m 

의 것이 비교적 큰 규모에 속하며 예미도폭 15호 내에서도 국도변을 따라 상기 맥과 

비슷한 규모의 렌즈가 동남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상기 구간을 제 

외한 나머지 구간은 거의 회색대로 분류된다. 

본 석회암은 대체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색상이 밝고 맑은 감을 나타낸다. 즉， 

하부에서는 암회색을 나타내다가 상부쪽으로 갈수록 회색 담회색을 보이며 화절층 

과 연한 최상부에서는 백색을 나타낸다. 특히 거칠현치 일대의 백색대는 재결정화 

과정에 의해 방해석 입자가 3- 5 mm로 성장해 소위 방해석광상(거정질 석회석 광상) 

을 형 성 하기 도 한다. 동구간의 품위 는 CaO: 55.0%, Si02: 0.1 - 0.2%, MgO: 0.5% 내 

외 , R20S( Alz03 + Fe20 3): 0.2-0.4%로써 거 의 순수한 방해 석 에 가까운 고품위 를 나 

타낸다. 

상기 거정질 구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구간에서 방해석의 입도는 중， 조립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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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dium, coarse crystalline)과 세립 미립 (fine-very fine) 이 거의 반반으로 구성된다. 

이들의 품위는 대체로 상기 고품위에 비해 각 성분별로 1 - 2%정도씩 떨어지는 것 

으로 나타난다. 대 상지 역 석 회 암층에 서 채 취 한 시 료의 시 료채 취 구간(sampling site) 

및 시 료의 물 리 화학적 성 질 (phygical & chemical properties)은 후장 시 료채 취 및 품 

위에 기록되여 있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일반적으로 석회암지대의 골짜기엔 물이 부족하여 건천을 이루 

고 있는 곳이많다. 이것은 석회암의 암석학적 특성상 표면은 물론 암석내에도 파쇄 

대 (crack， fissure, fault 등)와 같은 균열대가 무수히 많아서 이런 틈을 통하여 지표 

에 있는 물이 쉽게 암석 내부로 스며들게 되므로 하천은 물이없는 건천을 이루는 경 

우가 많은 것이다. 

또 본암은 오랜세월 지하수의 유동에 의해 내부에 대소의 동공을 형성하고 있어 

지표수를 모우는 샘의 엮활을 할뿐만 아니라 지하수가 이동하는 통로로도 이용되므 

로 석회암지대의 수자원은 지표와 지하에서 차이가 심함을 알 수 있다. 

라. 화절층 : 본층은 풍촌석회암 상부에 정합적으로 피복하며 대상지역에서는 대체 

로 고지대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본층은 잦은 소규모의 단층들에 의해 지표에서 

층의 연속성이 불량하며 이런 영향으로 분산해서 산재하는 경향을 보인다. 본층은 

상부에서는 다소 밝은 색상의 소위 본층의 전형인 충식구조(verrniculate texture)와 

박층의 석회암， 셰일의 호층이 나타나나 하부로 가면서 일부지역 에서는 탄질물을 

함유하는 관계로 다소 짙은 색조의 괴상형 (massive)의 셰일층 으로 이루어진다. 괴상 

형으로 이루어지는 본층의 하부는 석영 및 방해석이 전체 70 - 80%를 점하며 녹니 

석， 백운모가 10 - 20%, 나머지는 흑운모， 저어콘， 전기석 및 불투명광물 군으로 이 

루어 진다. 

마. 동점규암 및 두무동층 : 동점층은 규암으로 이루어진 층이며 두무동층은 셰일 

내지 석회질 셰일(calcareous shale)로 이루어진 층으로 두층 공히 화절층상부에 정 

합적으로 피복한다. 그러나 두층 모두 본 대상구역 내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므로 설 

명은 생략키로 한다. 

바. 막동층 : 막동층 역시 대상구역 내에서는 분포하지 않으나 본 층이 풍촌층과는 

또다른 석회암층이고 또 풍촌층 인접부에서 광범위하게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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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나름대로 클것으로 판단되므로 풍촌층과 비교 검토 하 

기로 하였다. 본 층도 풍촌층과 마찬가지로 대석회암통에 속하나 풍촌층 보다는 훨 

씬 후기의 오도뷔시언 (ordovician)에 생성된 지층이다. 풍촌층이 석회암층 으로써 대 

체로 균질한 품질을 보이는 반면 본 층의 석회암은 불균질한 편에 속한다. 본 층은 

엄밀히 말하면 석회암과 백운암 그리고 석회질셰일이 혼합된 층으로 볼 수 있다. 대 

체로 본 층의 하부는 셰일이 우세한 반면 상부로 갈수록 백운암 우세 구간으로 나년 

다. 본 석회암층은 부존량등과 같이 광상의 규모면에서는 풍촌석회암층에 비해 훨씬 

크며 분포면적도 넓다. 

그러나 전술한 바와같이 본 석회암층은 셰일과 백운암이 협재되는 구간이 많은 관 

계로 전반적으로 품위변에서는 풍촌층에 비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 

층에서 상하부 구간으로 나누어서 채취한 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뒷장 품위편에 

서 풍촌층과 더불어 설명키로 한다. 

대상지역내 풍촌석회암층과 주변부에 형성된 각 지층들에 관한 지질은 Fig.2- 1- 1 

에 표시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2). 수계 및 주변환경 

사북， 고한일대 골짜기에서 발원한 동남천은 서북방향으로 발달하면서 대상구역 

낙동리 선평지역을 정점으로 직각으로 쩍여 서진하는데 본 수계는 대상구역을 포함 

해서 동역 일대에서는 가장 큰 수계를 형성한다. 대상구역에 이르면 본 수계는 거의 

동서방향으로 형성된 골짜기를 따라 여러개의 소수계들을 생성시키고 있다. 이들중 

대체로 규모가 큰 것이 거칠현 골짜기와 새마을 골짜기를 따라 형성된 수계이며 나 

머지들은 거의 수량이 없는 보잘 것 없는 수계이다. 동남천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사북， 고환일대의 탄광에서 흘러온 폐수 및 생활하수로 인해 심하게 오염된 하천으 

로써 이미 농업 및 공업용으로도 이용이 불가능한 오염된 물로 전락하였다. 

전술한 바와 같이 동 수계를 따라 도처에 탄광뿐 아니라 철광산도 산재하고 있어 

이미 폐광된 곳이라도 사후 복구 미바로 인해 각종 유해 중금속으로 오염된 폐수가 

계속 흘러 나오고 있어 동남천의 오염화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 

조사대상 구역내는 탄광이나 금속광상이 없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오염원은 없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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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몇 군데의 석회석 채광장이 개설되어 있어서 분진과 같은 또다른 유해환경이 문 

제가 되고 있다(대상지역내 및 주변부 수계현황은 Fig.2- 1- 1 지질도 참조). 

4. 시료채취 및 품위 

시료는 다양하게 채취되었다. 

먼저 풍촌 석회암층에서 각 색상별로 대표시료 l개씩， 4개(백색， 회색， 암회색 및 

홍색)를 채취해서 성분과 물성을 일차 규명 하였고(Table 2- 1-1 참조) 인접하고 있 

는 막동 석회암층에서 각 구간별로 3개(상부구간 1 개， 하부구간 2개)를 채취하여 역 

시 물리 화학적성질을 규명 하였다(Table 2- 1- 2 참조) . 

막동석회암에 함유된 미량성분을 알아보기 위해 역시 동층에서 2개의 시료를 별도 

채취하였으며， 따라서 막동석회암층 에서만 총 5개의 시료가 채취되였다. 

이상과 같이 채취된 총 9개의 시료는 대상지역 및 인접하고 있는 풍촌과 막동석회 

암의 물성과 성분을 규명하기 위한 시험분석용으로 사용 되었다. 

또 풍촌석회암의 일반적인 품위를 알기위해 정선군 남면 예미리， 문곡리， 유평리 

및 낙동리 일대에 분포하는 풍촌석회암을 대상으로 55개의 시료를 채취해서 major 5 

개성분(CaO， SiOz, Alz03, Fez03, MgO)에 대한 성분분석을 하였다(Table 2- 1-4 참조) . 

Table 2- 1- 3 에서 보는바와 같이 대부분 구간에서 CaO 50%를 상회하는 고품위대 

를 형성하는 것으로 나타나나 일부 구간에서는 백운석 (dolomite)과 석회규산염암 

Oime sillicate rock)이 산발적으로 협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시료는 반경 1Q- 20m 이내의 노두에서 복합으로 채취 되었으며 이들의 위치는 Fig. 

2- 1- 2 에 표시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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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1- 1. 대상지역의 풍촌층 채취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 

시료 화 학 성 분 (wt%) 물리적 성 질 

번호 
색상 

CaO Si02 Ab03 F~03 MgO 백색도 pH 19loss 입도 

ll~ 색 54.71 0.76 0.02 0.1 1 0.72 85-92 9.0 43.2 거정질 색상이 

~-r ~ ~ι「‘ 트 「료 
2 홍색 50.22 7.98 0.14 0.66 0.68 8.7 39.8 중립질 품위가 

3 회색 51.4 5.38 0.03 0.47 1.04 70.2 8.2 41.2 세립질 높아지는 

경향을 

4 암회색 48.73 6.48 0.09 0.50 2.87 8.4 40.7 중립질 나타냄 

Table 2- 1- 1 에 나타난 결과를 해석해보면， 각 색상별로 품위는 상당한 차이를 보 

이는데 CaO함량도에서 백색과 암회색과는 무려 5.99% 즉 6%대의 높은 함량도 차이 

를 보인다. 이것은 다시말해 백색은 암회색에 비해 거의 순수에 가까운 석회암인 것 

으로 밝혀 졌으며 상대 적 으로 암회 색 은 백 색 에 비 해 훨 씬 많은 불순물들(impuri ties) 

을 함유하는 것으로 들어나는데 Table 2- 1- 1 에서 보면 역시 암회색은 실리카(Si02) 

가 6.48%, 그리고 마그네슐(MgO)이 2.87%나 함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홍색과 회색은 암회색에 비해 CaO함량은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나 역시 불순물 

들(실리카 및 마그네숨)이 증가되여 있음이 관찰된다. 나머지 알루미나나 철분과 같 

은 니질물들은 4개색상 공히 품위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만큼의 소량이다. 

물성을 살펴보면 19loss에서 홍색시료가 가장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홍색 

시료가 각 색상 중에서 불순물인 실리카 함량이 가장 높은데 기인된 것이다. 상대적 

으로 백색시료가 19loss값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불순물의 양이 4개 색상중 

가장 낮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입도는 백색이 거정질로 이루어져 있어 이것을 상품화 했을 때 파쇄가 가장 용이 

한 것으로 드러나 백색이야 말로 가장 뛰어난 상품가치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H 

또한 9.0으로 알칼리를 나타내므로 오염구간의 산도 조절용으로 적합하다. 이상 풍촌 

석회암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품위와 연관하여 개략적으로 알아 보았다. 

다음은 막동석회암에 대한 것을 알아 보기로 한다. 

막동층은 애초에 연구대상이 아니었으나 풍촌층에 버금가는 대규모의 광체를 형성 

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연구대상지역 풍촌층과 바로 인접하고 있어 주변지질 및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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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어떤 형태로든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판단 때문에 본층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고자 함이다. 

막동석회암은 전술한 바와같이 상부와 하부구간이 백운석과 셰일이 협재되는 관계 

로 대체적으로 풍촌층에 비해 훨씬 못미치는 품위를 나타낸다. 

막동층의 일반적인 CaO 함량은 40- 5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나 금번 연구결과에 

서는 이에 훨씬 못미치는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즉 하부의 담회색 구간을 제외하고 

상하부 모두 28.47%와 30.96%의 낮은 CaO 함량도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 

와같이 불순물인 실리카와 마그네숨의 다량함유에 기인된 것이다. 특히 상부는 마그 

네숨 뿐만아니라 실리카 함량도 10%이상 증가되여 있어 석회암 으로써의 활용가치 

는 사실상 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의 회색구간도 실리카 뿐만 아니라 알루미 

나， 철분 및 알칼리류(K20 ， Na20)와 같은 니질물들이 현저히 증가되여 있어 동구간 

이 석 회 질 셰 일 kalcareous shale)층임 이 증명 된다. 

기타 티탄(Ti02) ， 망간(MnO) ， 인 (P205)와 같은 성분들은 상하부 공히 미량 함유되 

는 것으로 밝혀 졌다. 

Table 2- 1- 2. 대상지역 풍촌층 인접부 막동층 채취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 

구간 화 학 성 분 (wt %) 물 리 적 성 질 

별 
색상 

CaO I Si02 IAb031 F~03 1 MgO I K20 I Na20 I Ti021 MnO I P20 5 백색도 pH IIgloss 입도 

λ~.!닙「 회색 28.47 10.56 0.98 0.54 17.54 0.68 0.02 0.07 0.012. 0.03 8.8 40.12 미립 

담회 
47.20 6.75 0.58 0.25 3.49 0.34 0.01 0.04 0.001 0.016 80 9.4 42.50 미립 

λ-U1 
하부 

회색 31.96 19.59 5.96 1.52 7.51 3.19 0.04 0.23 0.006 0.05 8.8 36.22 세립 
L 

물성은 19loss값에서 하부 회색구간이 낮은값을 보이는 것은 역시 다량의 실리카가 

함유되 기 때문일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1-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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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 3. 막동 석회암시료의 미량성분 

시료번호 
화학성분( ppm ) 

Cu Ba Co Zn As Cr 

2.0 20 0.94 4.5 <5 <1 

2 <1 1.5 <1 3 1.2 <1 

Table 2- 1 -3은 막동층 중에 함유되 는 미 량성 분 값이 다. 

본값은 일반적으로 막동층에서 보여주는 미량성분 값으로 대상지역 풍촌층도 이와 

유사한 값일 것으로 추측된다. 

시료 1, 2는 전체 막동층에서 보여주는 미량성분의 대체적인 평균값으로 보면 무난 

하다 

Table 2- 1- 4. 정선군 남면일대 풍촌석회암 시료 화학성분 분석표 

시료 화 학 성 분 (%) 
비 고 

번호 
CaO Si02 Rz05 MgO 

1 55.54 1.12 0.14 0.69 ※ R20 5=Alz03+ F ez03 

2 55.67 1.76 0.25 0.61 ※ 5， 10， 11 ， 18，1 9번은 석회 

3 55.58 1.18 0.25 0.58 질 셰 일 (calcareous shale) I 

4 55.54 1.33 0.25 0.97 ※ 6，7번은 백운석 

5 25.13 32.46 10.43 1.82 

6 32.10 1.50 0.47 20.21 

7 31.68 1.01 0 .48 20.89 

8 55.25 0.15 0.03 0.29 

9 53.86 2.31 0.12 0.83 

10 33.60 5.73 19.02 1.33 

11 38.04 1.88 13.90 1.88 
12 47.07 9.28 3.06 1.33 

13 55.05 0.23 0.02 0.35 

14 54.43 2.57 1.00 1.90 

15 54.13 3.60 0.34 0.22 

16 53.91 2.26 1.96 0.12 

17 47.35 8.44 0.44 0.36 

18 28.70 2.00 13.63 0.01 

19 28.49 2.39 20.46 0.1 1 

20 49.81 8.34 1.60 0.07 

21 48.91 2.66 3.77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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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22 22.58 11.26 24.76 0.18 

23 23.93 7.27 20.97 0.10 

24 47.98 5.96 3.62 0.12 

25 48.43 8.90 l.34 0.22 

26 5l.65 5.38 2.98 0.13 

27 53.31 1.38 2.24 1.05 

28 54.71 0.28 0.03 0.60 

29 52.27 3.16 0.14 0.45 

30 5l.04 4.42 0.44 0.32 

31 50.00 3.47 3.69 0.15 

32 47.42 8.60 2,53 0.41 

33 50.1 1 1.54 3.42 0.01 

34 54.75 1.75 0.23 0.48 

35 46.50 8.31 2.72 0.12 
36 46.37 10.80 2.52 0.14 
37 50.77 4.55 2.50 0.06 
38 3l.26 7.19 0.53 17.32 

39 48.55 0.40 0.18 6.10 
40 31.10 0.58 0.47 20.82 
41 55.57 0.42 0.12 0.16 
42 54.71 0.68 0.27 0.68 

43 35.07 0.66 0.37 17.43 
44 5l.72 2.36 0.62 2.27 
45 47.80 12.48 0.80 0.68 
46 48.15 4.00 0.98 4.59 
47 55.00 0.14 0.08 0.84 
48 55.30 0.22 0.09 0.29 
49 55.00 0.14 1.07 0.40 
50 37.10 1.04 0.40 15.80 
51 54.80 0.46 0.09 0.40 
52 38.80 0.38 0.46 14.60 

53 51.80 4.26 0.79 1.23 

54 48.50 4.50 1.05 3.68 

55 31.80 0.54 0.49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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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언 

석회암의 품위는 상품의 질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특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품위의 척도는 CaO함량이며 CaO함량이 높을수록 고품위에 속한다. 

이것을 달리 말하면 고품위 일수록 불순물의 함량이 적으며 반대로 불순물의 함량 

이 많으면 품위가 떨어 진다고 한다. CaO 함량이 떨어진 저품위 석회암은 상대적으 

로 증가된 불순물들 때문에 물리화학적 특성이 변하거나 떨어짐을 의미하며 이렇게 

품위가 떨어지는 석회암 원료를 특히 환경 정화용으로 사용할 때 정화 능력이 떨어 

질 염려가 있으로 개선물질로 사용할 때는 주의가 요구된다. 예를들면 페수중의 중 

금속을 중화 시키기 위해 석회원료를 사용하는데 CaO 50%와 55% 두 개의 시료를 

사용할 경우 50%는 55%에 비해 5%나 낮은 CaO함량도 때문에 중화능력이 그만큼 

더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또 55%가 가지는 중화능력에 맞추기 위해서는 5%만큼의 

추가 원료가 필요하게 되어 더 많은 량의 슬러지량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것은 결국 

작업량을 증가 시키고 돈과 시간 그리고 에너지 소비를 추가하게 되므로 55%에 비 

하면 상당히 비경제적이라고 할 수 있다. 물성도 마찬가지로 pH를 예로 들어보면 

pH값이 떨어지는 원료는 산도조절을 하는데 부적합하며 가능한 높은 pH값의 원료가 

동 용도에는 바람직 하게 되는 것이다. 

상기와 같은 이유로 환경 정화용 석회암은 가능한 물리화학적 성질이 뛰어난 것일 

수록 상품가치는 더 상승한다는 이론이고 또한 이러한 원광을 다량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필요하다면 어느수준 이하의 품위를 나타내는 것은 일련의 가공절차를 거 

쳐야 사용하는데 효율적이라 생각된다. 

사진설명 

사진 A 대상지역 풍촌석회암의 회색구간중 구성되는 방해석 입자가 평균 

0.1 25에서 0.25 mm 범위내의 입도를 보이는 전형적인 세립질 (fine crystalline) 결정 

의 현미 경 사진 ( x 63, cross nicol ) 

사진 B 대상지역 풍촌석회암의 백색구간중 소위 방해석광상을 이루고 있는 

거정질 구간의 현미경 사진， 이들의 평균입도는 2.5 내지 4.0 mm 범위내임 ( x 25, 

cross nico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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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5 mm I.O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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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C: 대 상지 역 풍촌석 회 암의 백 색 구간 노두. 약한 pink 내 지 는 light yellow 

color를 일부 구간에서 나타내냐 전체적으로는 백색임. 광체의 중간중간에 깨진 틈을 

따라서 니질물들(사진에서는 일렬로 배열된 갈색부분)이 2차적으로 충진된 것을 볼 

수 있다. 동 니질물들의 충진회수와 크기에 따라 전체 품위에 미치는 영향도 지대하 

므로 채광시 특히 주의가 요망됨 

사진 D 거 정 질 석 회 암의 SEM( Scanning Electronic Microscoph )사진. 우측 

하단부에 calcite grain 들이 특이하게 aggregates 상태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이것은 동역에 가해진 외압에 의해 gram들의 재배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제 2 절. 점토광물류(Mud) 

1. 시료채취 지역 . 경북 영덕군 남정변 양성랴， 장사리， 대전리 및 포항시 

송라면 광천랴， 상송리， 덕천리， 청하면 상대리， 유계리， 

흥해읍 옥성동， 초곡동， 연일읍 달전리， 학천동 일대 

(정 하도폭 84, 85,86, 87,88,96, 97,98, 108， 118호 및 포항 

도폭 104, 106, 107, 114, 117, 118, 119, 124, 126호) 

※ 선정이유 3기층중에 부존하는 점토광물류(주로 Mudstone)를 효율 

적으로 이용(지표 환경개선제)하기 위함. 풍부한 매장 

량， 우수한 채광조건， 편리한 교통에 따른 원석의 대량 

처리， 인접지에 산재한 원석 가공공장등과 같은 유리 

한 입지 조건을 갖춤. 

2 대상층 및 기타 검토대상 : Mud 및 Montmorillonite bearing mud층， 

주변수계 

3. 주변지질 : 

포항일대에서 발원된 제3기의 연일층군은 거의 정북 방향으로 층이 발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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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대상지역 일대까지 확장분포 된다. 

연일층군은 하부의 천북역암을 빼고는 나머지 5개층(하부로부터 학림， 흥해， 이동， 

두호， 여남층)은 사실상 사질셰일(sandy shale)-실트스톤(siltstone) 층이며 Mud는 

이들내에 렌즈상으로 협재되고 있다. 

본층군은 하부층으로 갈수록 입자가 굵어져 사질부분(sandy part) 이 늘어나며 순수 

한 mud층으로만 이루어진 층은 사실상 드물다. 연일층군의 하부， 즉 천북역암층과 

학림층과 같은 하부층에는 육상식물화석이 다량으로 함유되므로 퇴적환경이 육성일 

것으로 추측되며 이동층 이상의 상부층에는 저서성 생물화석이 함유되는 것으로 보 

아 해성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생각된다. 천북역암층 내의 일부구간 에서는 박층의 

벤토나이트질 점토(Montmorillonite bearing mudstone)층이 다수 배태되고 있으며 상 

부층인 두호 및 여남층 일부에서는 산성백토 및 규조토(Fuller' s earth and 

Diatomite)도 약간씩 배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본 연일층군의 서편에는 경상계 퇴 

적암류가 폭넓게 분포하면서 제3기층과 접하고 있다. 또 본층의 곳곳에는 중생대의 

화산암류와 관입암들이 곳곳에 노출되여 있다. 

1). 지질각론 : 대상지역은 경상분지의 동북부에 해당되고 영일만 제37] 분지의 

북단부에 위치하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분포하는 지질은 주로 중생대 백악기에 속하는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하는 화산암류， 그리고 저1]37]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일부지역 에서는 중생대 

지층에 피복되여 있는 화강암 및 섬록암이 소규모로 확인되고 있다. 

벤토나이트 광상을 배태시키고 있는 제3기의 천북역암층을 중심으로 주변의 지질 

을 개략적으로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Fig. 2- 2- 1 참조). 

가. 퇴적암류 : 대상지역에서 관찰되는 퇴적암류는 두종류인데 중생대 백악기 

의 셰일류와 제3기 점토류가 그것이다. 본난에서 논하는 퇴적암류는 제3기 퇴적층 

들로써 소위 연일층군으로 분류되는 천북역암， 학림， 흥해， 이동， 두호 및 여남층이다. 

전반적으로 본 퇴적암류의 하부는 주로 역암과 사암<Conglomerate & sandstone)으 

로 구성된다. 중부로 갈수록 입자는 작아져서 사질 셰일~실트스톤(sandy shale -

siltstone)사이즈로 이화되며 상부는 주로 니암층으로 구성된그야말로 전형적인 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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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드 베드(graded bed)를 나타낸다. 

천북역암은 연일층군의 소위 기저역암(basal conglomerate)으로 중생대 백악기의 

낙동통 퇴적암류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며 그위에 정합적으로 놓여지는 학림， 흥해층 

등도 각각 층의 기 저 에 는 역 암층(conglomerate layer) 이 놓여 지 며 그위 에 크고작은 

사질부(sandy part)와 셰일， 실트스톤，니암등이 단계적으로 피복하고 있는 것으로 관 

찰된다. 따라서 연일층군을 구성하는 단위 지층들 대부분이 기저부에는 역암이 놓여 

지며 그위에 사질부와 셰일류 그리고 실트 머드등의 순으로 그레이디드 베드를 이 

룬다. 이렇게 각 단위 지층들 까지도 그레이디드 베드를 이루는 이유는 본 층군이 

퇴적된 퇴적환경이 전술한 바와같이 육성과 해성으로 다양할 뿐만아니라 해침，해퇴 

가 빈번한 환경에서 형성 되었기 때문이다. 

전술한 바와같이 Mud는 각 단위 지층들 상부구간 어디에서나 관찰이 되나 특히 

상부층인 흥해， 이동， 두호층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그러나 실제 Mud시료는 주로 하부층인 천북역암과 학림층을 위주로 채취가 되었 

는데 이것은 대상지역의 남북을 관통하는 7번국도를 향후 주 운반로로 설정했을 때 

본 국도변에 바로 붙어서 부존하고 있는 상기 층들 내의 Mud를 쉽게 이용하기 위해 

서 이 다(Fig. 2- 2- 1 참조). 

나. 화산암류 : 주로 석영조면암(Iiparite)과 이에 수반되는 저색응회암， 응회암질 

셰일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상지역 내에서는 천북역암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 

히며 동단에서 주로 분포하고 있다. 

화산암류중 석영조면암은 경하에서 석영 장석 및 화산암질 유리물질 (volcanic 

glass)로 구성 되 며 석 영 과 사장석 (plagioc1ase) 이 반정 (phenocryst)을 이 루고 석 기 

(matrix)는 화산유리나 장석으로 이루어 진다. 

사장석은 안데신 (andesine)에 속하며 고령토(kaolinite)로 변질된 부분이 있고 알바 

이트(albite) 및 칼스바드 쌍정(calsbad twin)을 보이기도 한다. 

석영은 타형의 각형 (angular form)이고 반상조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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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분암(porphyrite) 본 암은 영덕군 남정면 대전리 어사터， 아리말， 양성동 

일대에서 주로 분포한다. 본 암은 전술한 분포지 동측에서는 천북역암층에 의해 피 

복되고 그외 지역에서는 백악기 퇴적암류를 관입하여 접하고 있다 

본 암은 외관상 치밀견고한 암녹색 내지 암회색이며 현미경하에서 본 

lath- like form의 사장석을 주로 하고 녹니석과 석영으로 구성되여 있다 

。l-.Q..
o '--

유색광물의 일부는 조이사이트(zoisite) ， 견운모(sericite)등으로 변하고 있으며 사장 

석은 반자형 (subhedraD이고 알바이트 내지 칼스바드 투윈을 보이며 porphyritic 

texture를 나타낸다. 

라. 벤토나이트질 니암층(Montmorillonite bearing Mud) 벤토나이트 광체는 

렌즈상으로 협재되는 니암층 중에 박층으로 협재되는데 영덕군 남정면 양성리 및 포 

항시 청하면 덕성리(청하도폭 84호， 85호) 일대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된다. Fig. 2- 2-2 

에서 A는 84호 B는 85호 광체의 지질주상도 이며 C는 이들 두지역의 광체를 모식 

화한 모식주상도이다. 

두 지역에서 보여주는 주상도는 구성암종이나 암상， 그리고 층의 배태순서 등에서 

거의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고 있는데 특히 벤토나이트는 상부 하부로 나뉘어 2개의 

맥으로 배태하고 있으며 상부맥에 비해 하부맥이 더 두꺼운 것 까지 동일하다. 

물론 지역에 따라 협재되는 암종이 사질셰일이냐 혹은 사암이냐 하는 미세한 차이 

는 있으나 근본적으로는 대상지역 암종의 퇴적양상은 그림의 C 주상도와 유사할 것 

으로 판단된다. 

대체로 두럽게 쌓인 천북역암층 내에 몇조의 사질셰일 내지 사암， 혹은 니암층 들 

이 소규모 렌즈상으로 협재되는 구간들이 있는데 대상지역의 벤토나이트도 바로 

이런 소규모 렌즈상의 니암층들 중에 확인되고 있다 

본 벤토나이트질 니암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은 뒷장에서 상세히 

다룰 것이다. 

2). 수계 및 주변환경 대상지역에서 관찰되는 수계는 대부분 동서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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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Cm외 Sandy Sh 
7 I Mud 7 I 연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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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 충생예 희혀압류 혹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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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 2. 대상지역 벤토나이트질 니암의 배태상태(A 및 B)와 일반적인 지질단변도(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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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특정을 보인다. 

대상지역의 최북단에 형성된 지경천은 청하도폭 84호 광구를 거의 동서로 가로지 

르는 규모가 큰 하천이나 평소에는 물이 거의 없는 건천이다. 

또한 지경천과 규모 .면에서 거의 동일수준의 하천인 곡강천 역시 흥해읍 북단을 

통서로 가로 지르며 발달하는데 동 하천은 동역 서북단에 조성된 규모가 큰 용연 저 

수지를 발원지로 하기 때문에 많은 수량은 아니지만 항시 물이 흐르고 있다. 이외도 

포항시 북구 학천동 제 l수원지를 발원지로 하는 학림천이 상기 두 하천에 비해서는 

규모가 작지만 비교적 풍부한 수량으로 사곡 마을을 중심으로 흐르고 있으며 곳곳에 

이와 유사한 소규모 하천들이 주로 상부지역의 저수지를 발원지로 해서 발달하고 있 

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대상지역내 대부분의 저수지가 규모가 작은 소 수원지로써 수량이 풍부한 

편이 못되며 그나마 농업용수로만 전용토록 하고있어 기타 산업용으로의 전용이 매 

우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대상지역의 암석은 대부분 사질~셰일 위주로 구성되여 있어 

수원지에서 물을 받는 몇몇 하천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건천이다. 

따라서 대상지역 곳곳에서 관찰되는 유난히도 많은 소 저수지들은 모두 이러한 지 

역 특성을 고려한 수자원 확보 차원으로 이해하면 될 것이다. 

하천 주변에는 소규모의 비금속 광물자원 채광장 외에는 별다른 산업시설이 없으 

며 동 채광장들도 거의 폐광되여 작업이 중단된 상태에 있다. 그러나 주지하는 

바와같이 대상지역의 암석은 일부가 미고결층 인데다 대부분 풍화에 약한 사암，셰일， 

니암등으로 주로 구성되여 있기 때문에 대상지역 전구간에서 나지막한 구릉지대를 

이루고 있다. 

이것을 다시말하면， 과수나 목축을 위한 초지로 활용하면 지리 및 지형적으로 매우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의미 하는바 실제 본 지역에서 대소규모의 과수~원예단 

지가 이미 조성되여 있기 때문에 살충제나 제초제 살포에 의한 하천오염은 상당 수 

준일 것으로 추측된다. 또 곳곳에 규모는 크지 않으나 축사가 세워져 있어 분뇨에 

의한 오염도 만만치 않을 것임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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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료채취 및 시료의 물리화학적 특성 : 

대상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총 307~ 이다. 

이들중 천북역암층내의 소위 벤토나이트질 니암(Montmorillonite bearing mudstone) 

에서 137~ ， 그외 니암에서 4개등 천북역암층에서만 모두 17개의 시료가 채취 되었고 

나머지는 학림층에서 9개 그리고 흥해층에서 4개를 채취하여 성분분석과 물리적 성 

질을 규명하였다. 

이들 채취된 시료중 1번에서 20번 까지는 물랴화학적 성질 모두를 분석 하였으나 

21번부터 30번 시료는 물리적성질중 제한된 몇가지만 선택적으로 분석하였는데 이것 

은 거의 동일한 시료들의 중복 분석을 피하고자 했기 때문이다. 

대상지역의 점토광물 시료는 Fig. 2- 2- 3( 1 )(II) 의 지점에서 채취 되였다. 

Table 2-2- 1에서 보다시피 대상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상외의 지역인 양질의 

국내산 다른 벤토나이트(Bentonite)시료(시료번호 A)와 물리화학적 성질을 비교해 

보았다. 시험결과 mud 중에 적어도 30% 이상의 Montmorillonite가 함유되면 함유되 

는 Montmorillonite 때문에 물성의 변화가 다소 일어나며 Montmorillonite의 함량도 

가 높아 질수록 물리화학적 성질변화가 크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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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2- 3. 대상지역 점토광물 시료채취도( II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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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2- 1. 대상지역 점토광물 채취시료의 물리화학적 성질 

시료 
화 학 성 분 (wt %) 물 리 적 λ。} x F31 

변호 Mont SW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20 MnO P205 19loss CEC 

(%) (배) 
pH 

64.39 16.89 5.99 0.59 1.03 3.28 0.78 0.83 0.03 0.19 5.1 6 31.1 20.0 1.5 5.66 

2 65.46 17.95 4.57 0.14 0.69 3.57 0.37 0.87 0.01 0.03 5.45 19.0 1.7 5.57 

3 65.58 16.78 6.36 0.15 0.73 2.88 0.58 0.84 0.02 0.07 5.68 20.0 l.4 4.69 

4 60.09 22.90 5.1 1 0.62 0.93 2.32 0.36 0.69 0.02 0.05 5.91 60.2 63.0 2.6 6.67 

5 69.25 16.30 3.37 0.10 1.41 2.25 0.44 0.94 0.01 0.03 5.40 35.6 30.0 1.8 5.40 
6 62.00 18.90 5.89 0.17 1.50 2.42 0.78 0.87 0.02 0.05 6.54 38.7 35.0 2.0 6.54 
7 69.39 15.25 2.93 0.23 0.81 2.73 2.02 0.87 0.01 0.06 5.29 2l.0 1.4 3.88 
8 65.03 15.57 7.1 3 0.27 1.44 2.19 1.05 0.87 0.02 0.06 5.56 29.0 1.8 4.63 
9 65.1 4 14.60 5.66 0.23 0.83 2.94 1.93 0.88 0.01 0.21 7.10 20.0 1.5 3.67 
10 58.17 20.59 6.94 0.89 1.87 1.92 0.65 0.70 0.02 0.04 7.94 59.2 52.0 2.6 5.58 
11 71.96 14.30 3.20 0.20 1.16 2.33 1.23 0.80 0.01 0.04 4.32 1.3 4.65 
12 69.36 13.65 3.00 0.23 1.25 2.39 l.65 0.74 0.01 0.12 6.91 1.3 2.97 
13 61.19 22.83 5.01 0.30 1.23 0.02 0.52 0.90 0.04 0.08 5.86 64.5 72.0 2.8 6.68 
14 60.80 22.81 1.84 1.95 1.1 1 6.74 0.50 0.78 0.12 0.16 3.42 
15 51.34 25.35 7.80 0.42 1.26 8.15 0.83 0.71 0.04 0‘ 12 3.62 
16 69.23 15.07 2.79 0‘ 28 l.43 2.57 1.38 0.77 0.02 0.08 6.15 
17 72.93 13.58 3.1 3 0.23 0.83 2.23 l.38 0.66 0.01 0 여 4.77 
18 69.19 13.20 4.84 0.58 0.84 2.51 l.67 0.68 0.03 0.08 6.10 
19 74.96 12.1 9 3.18 0.14 0.72 2.09 0.98 0.62 0.01 0.05 4.95 
20 72.07 14.72 2.72 0.22 0.73 2.61 l.62 0.78 0.01 0.03 4.23 
A 58.08 19.61 5.60 4.09 2.51 0.58 2.65 0.95 0.04 7.78 67.5 2.02 9.0 

※ CEC Cation Exchange Capacity, Mont Montmorillonite, 

SW = Swelling rate(팽윤도) 

※ A= 양북층군중의 벤토나이트 시료(경북 월성군 양남면 양포리일대) 

Table 2-2-1 에 서 보면 각 시 료들중에 함유되 는 성 분들이 소위 Mon tmorilloni te 

의 이론적인 성분 범위와는 별다른 차이를 보여 주지 않는다는 점인데 문희수등에 

의한(3기층지역 불석 및 벤토나이트，산성백토광상조사 연구보고(별쇄)， 제 10호 110쪽， 

1981) 이 들의 이 론 적 인 범 위 를 기 술해 보면 SiOz 44.02 • 55.44 %, Alz03 16.60-31.30 

%, Fez03 0.06-8.68 %, CaO non-3.72 %, MgO 0.1 %, KzO non-3.72 %, NazO 

non-3.85 %, HzO( +) 5.44 • 12.05 %, H20( -) 3.97-18.26 % 로써 Table의 화학성 분값 

과 거의 차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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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하면 니암이나 벤토나이트질 니암 그리고 이론적으로 순수한 Montmorillonite 

로 구성된 벤토나이트 시료의 화학성분값이 서로 비슷 하다는 것이다. 실리카(Si02) 

값에서 이론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14-15 %)，그외 알루미나 

(Alz03) , 철분(Fez03) ， 칼슐(CaO)과 알칼리 (K20， Na20)등에서는 거의 비슷한 값을 보 

여준다. 다만 마그네숨(MgO)값이 이론치에 비해서 다소 높은 편이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화학성분 값에서는 큰 차이점을 찾을수가 없다. 

문제는 이들이 갖고있는 물리적 성질인데 Table 2 -2 - 1 의 물리적성질에서 보면 

Montmorillonite의 함량이 높을수록 SW값 CEC값 그리 고 PH값도 따라서 높아짐 

을 알 수 있다. Montmorillonite의 함량이 20%언 l번시 료의 CEC값은 31.1, SW는 

1.5배， 그리고 PH값은 5.66인데 반해 Montmorillonite 함량이 72%나 되는 13번 시료 

에서의 CEC값은 무려 64.5나 되며 SW는 2.8배 PH는 6.68의 중성치를 나타낸다. 

또 문희수에 의하면 양북층군중 일부구간(경북 월성군 양남면 죽정리)에서는 

86%의 Mon tmorilloni te함량을 가지는 시료의 CEC값이 무려 78.6의 높은 수치를 나 

타내며 SW는 2.42배， PH 5.4의 값을 나타내는 벤토나이트 광상도 있다고 한다 

(KR-86-8，연구보고서，비금속광상조사연구(1)，한국동력자원연구소，1986). 

또 동 보고서에는 전골 이라는 지역의 벤토나이트 시료에서 Montmorillonite가 무 

려 99.% 나 함유된 양질의 광체를 확인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는데 동 시료의 CEC값 

도 94.7%라는 경이적인 높은 수치를 보여주며 SW가 2.7배， PH 6.2의 중성치를 나타 

내고 있다. 또 죽전이란 지역에 부존하고 있는 벤토나이트는 SW값이 무려 6.85에서 

8.30배의 국내 최고치를 나타내며 이들의 PH값은 무려 9.2에서 9.8로써 강 염기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물성값의 차이는 결국 벤토나이트를 구성하는 Montmorillonite의 함유 

량 차이에서 기인된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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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첨언 

앞장 석회석에서 보다시피 품위가 뛰어난 원료의 사용은 그렇지 못한 원료에 비해 

실제 산업에 응용했을때 여러모로 경제적인 도움을 준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니암을 환경산업， 특히 중금속오염이나 정제용 원료로 사용할때에는 니암이 가지는 

특수한 물성， 예를들면 이온 치환→교환능력 (CEC)을 활용하기 위해 사용하게 되는 경 

우가 흔한데 이때 상기 물리화학적 성질에서 보듯이 Montmorillonite가 많이 함유되 

는 원료의 사용이 여러 가지로 경제적인 이점이 있다는 것이 이미 실험적 증거로 판 

명되었다. 

따라서 전술한 석회석 편에서도 밝혔다 시피 본 연구의 주된 목적중의 하나도 이 

러 한 양질 의 니 암(Montmorillonite를 많이 함유하는 니 암)을 많이 확보하는 것 이 다. 

O 차트설명 

대상지역의 시료중 XRD광물감정 결과표를 수록한 시료의 수는 8개이며， 감지되는 

광물로는 벤토나이 트의 주요 구성 광물의 하나인 Montmorillonite(차트상에 Mo 로 표 

시한 피크)외에 불순물 광물로써 석영 (Q)을 포함하고 간혹 장석류(F)도 포함한다. 

벤토나이트의 구성광물인 몬트모릴로나이트의 피크는 강도가 낮고 넓은 모양을 나 

타내 전반적으로 결정도가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국내산 벤토나이트 중에 포함된 몬트모릴로나이트가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피크는 

2()O 값이 5.7 。 부근에 나타나는 15.5 Å 피크이며 그다음 중요한 피크는 19.8。 부근 

의 4.49 Å 피크이다. 

대상지역의 시료들과 2번부터 5번까지의 국내산 A급 시료들을 비교할 때 피크의 

강도에 차이가 있다. 

그림에서 6번부터 (11번 제외)16번 까지는 대상지역 84호 85호의 지표시료 들이며 

17번부터 22번까지는 지하 3.5 m에서부터 23.5 m까지의 지하심부 시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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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견운모 

1. 시료채취지역 : 경상북도 영일군 청하면 유계리 일대 

(청하 지적 127호 ) 

※ 선정이유 : 삼기층 Mud층과 인접하고 있어 만약 환경개선물질로 

Mud와 더불어 양호한 것으로 판명될 때 우선적으로 입지조건이 고려됨 

2. 대상층 : 견운모 및 주변수계 

3. 주변지질 : 

견운모광상이 부존된 일대의 지질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하부이며 낙동층군 

상부에 해당되는 가송동층의 퇴적암과 후기에 이들을 관입한 규장암질 또는 염기성 

암맥으로 구성된다. 가송동층은 대부분 단단한 점토암， 사암， 셰일 및 역암으로 형성 

되며 상부층은 경질 점토암， 셰일 그리고 하부는 사암과 역암이 우세함이 특징이다. 

본 암층의 주향경사는 N5-10 0 E 내지 N5-10 0 W이며 경사는 20-300 SW 내지 

10-20 0 SE이며 층두께는 200-500m이다. 또한 이들 퇴적암은 대부분이 접촉변질되 

어 혼펠스화되어 있다. 혼펠스화된 퇴적암은 흑색 내지 흑갈색을 띠며 매우 치밀한 

형태를 나타낸다. 국부적으로 육안으로도 보이는 녹염석의 변질광물이 산출되기도 

한다. 규장질 암맥은 유백색 내지 회백색을 띠우며 미정질의 규장암으로 분류될 수 

있다. 그리고 염기성 암맥은 암청색을 보이며 황반암에 속한다. 이들 암맥은 대략 

N30 -50. E의 방향을 보이며 폭은 2m 정도이나 규장암질 암맥의 어떤 것은 10m가 

넘는 것도 나타난다. 유계리 소재 견운모광산의 중앙항내에서 관찰된 규장질 암맥은 

혼펠스의 접촉부에서 파쇄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파쇄대내에 분상 또는 고화된 견운 

모의 집합체로 부존 산출된다. 한편 넓은 분포를 보이는 혼펠스는 미립의 석영과 녹 

염석， 불투명광물로 구성되며 매우 단단하고 치밀한 패각상의 쪼개짐을 보여준다. 그 

리고 규장암질암은 현미경하에서 반상조직을 보이며 반정으로 카리장석이며 기질부 

는 석영과 장석 및 약간의 물과 운모류로 구성된다. 염기성 암맥의 현미경관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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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미립의 사장석과 휘석류 철산화물 등이 나타난다. 

견운모 광상은 경상누층군의 가송동층에 관입된 규장반암의 접촉부와 가송동층의 

혼펠스부분에 배태된 열수변질광상으로서 파쇄대나 단층이 형성된 부분에 맥상， 렌 

즈상으로 부존된다. 견운모와 함께 산출되는 광물은 석영， 형석이며 미량으로 창연， 

방연석， 섬아연석， 황동석， 황철석등이 관찰된다. 견운모 광체는 본갱과 중앙갱 내에 

서 여러조의 광체와 중앙갱의 서부의 노두로 나타나는 광체가 확인되고 있다. 본갱 

과 중앙갱 외에 구갱， 상갱 및 유계갱 등이 있으나 본갱과 중앙갱 외에는 대부분 붕 

괴되어 확인하기 어렵다. 본갱과 중앙갱에서 확인되는 광체는 규장반암과 혼펠스와 

의 접촉부나 단층과 같은 구조선 또는 규장반암의 열극을 따라서 배태되며 신장되 

렌즈상， 맥상， 원형상의 모양을 보여준다. 중앙갱내에서 확인된 서너개 광체는 N25-

300 E의 주향과 70-800 SE의 경사를 가지며 0.2-1m의 맥폭과 1Q -35m까지 연장 

되어 나타난다. 갱내에서 산출된 견운모광석은 백색 내지 연회색으로 지방감이 있으 

며 견사광택을 띠고 수분을 함유하고 있다. 

중앙갱의 서부에 산출되는 견운모 광체는 20m 이상의 폭을 지닌 규장반암내의 열 

극을 따라 배태되어 있다. 광체는 N35-40 0 E의 주향과 65-80 0 SE의 경사를 보이 

며 폭이 약 0.8m이며 연장이 5m되는것과 폭이 0.6m 연장이 40m정도로 산출된다. 

광석은 백색 또는 담황색 내지 담황색을 보이며 분상 또는 작은 견운모 암편에 수분 

을 함유하며 색깔은 연한 초록색을 띤다. 

견운모광상을 중심으로 주변에 형성된 각 지층들 및 일반지질은 Fig. 2-2- 1에서 

이미 상세히 밝힌바 있으므로 각 지층들의 각론은 생략키로 한다. 

4. 견운모 광석의 특정 

1). 광물조성 및 조직 

본 지역에서 산출되는 주 구성광물은 견운모와 석영이며 부성분광물로 백운모， 형 

석， 방해석， 인회석， 스핀， 저어콘， 녹염석， 로몬타이트， 휘석 등이 나타나며， 미량의 

금속광물로 창연석， 황철석， 황동석， 방연석， 섬아연석， 철산화물을 함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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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3- 1. 유천 견운모광상의 산출광물 

비금속광물 

견운모 (Sericite) 

석 영 (Quartz) 

백운모 (Muscovite) 

형 석 (Fluorite) 

방해석 (C머cite) 

인 회 석 (Apatite) 

스 핀 (Sphene) 

저 어 콘 (Zircon) 

로몬타이트 (Laumontite) 

녹 염 석 (Epidote) 

휘석 (Pyroxene) 

二l강:고L투L 
'[] -, 0 i:프 

창연석 (Bismuthinite) 

황철석 (Pyrite) 

황동석 ( Chalcopyrite) 

방연석 (Galena) 

섬아연석 (Sphalerite) 

철 산화물 (Fe- Oxide) 

화학식 

KAlz( OHh(AlSi20 1O) 

Si02 

KAlz( OH)z(AlSi02) 

CaF2 

CaC03 

Cas(P04hF 

CaTiSi05 

ZrSi04 

CaAlSi012 . 4H20 

Ca(Al,Feh(OH) (Si04h 

Ca(Mg,Fe)(Sh)z [ (Al,Fe)z0 3J 

화학식 

Bi2S3 

FeS2 

CuFeS2 

PbS 

ZnS 

유천 견운모광상에서 산출되는 변질광물들을 광물조합에 의해 변질대로 구분해서 

분대를 하면 

가. 견운모대 

나. 견운모-석영대 

다. 석영 -견운모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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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규산질대 

로 분류되며 이들 각 변질대의 대표시료에 대한 x 선 회절분석 결과는 Fig. 

2- 3- 1 에 도시되어 있다. 

모든 회절선은 견운모의 모양과 일치하고 있으며， 석영의 피크도 간혹 나타나고 있 

다. 각 변질대내에 산출되는 광물들의 조성과 조직에 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 견운모대 

고화된 견운모는 1rnm미만 크기로부터 수c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게 나 

타나며， 덜 고화된 견운모는 백색을 띤 분상으로 산출한다. 본 변질대에 산출되는 주 

구성광물은 견운모이며 부구성광물로 스핀， 저어콘， 인회석등으로 미립의 광물이 포 

함된다. 금속광물로 비스므스， 방연광， 티탄철석， 철산화물 등이 극소량 함유되고 있다. 

견운모는 극미립의 비늘같은 편상을 나타내며 화학성분으로는 백운모 

[KAlz(OH)z(AlSi02) ] 또는 일라이트 [Kl -l sA14(Si7-6.sAh -15)020( OH)4J 와 비슷하다. 

견운모의 입자크기는 대부분 10μm 미만이며 15μm 이상되는 것도 산출된다. Fig. 

3-2.에 보여준바 거의 순수한 견운모로 구성된 것과 스핀이 함유된 것도 나타난다. 

나. 견운모 석영대 

견운모 석영대의 광물은 백색 또는 연한 회백색을 나타내며 촉감이 매끄러 

우며 광택이 나는 것도 있으며， 광석은 고화되어 단단한 것과 약간 덜 고화된 것도 

나타난다. 본대에 산출되는 주 구성광물은 견운모이며 부성분광물로는 석영， 백운모， 

녹염석， 저어콘， 스핀， 철산화물 등이 함유된다. 

견운모는 극미립의 비늘같은 형태로 집합체상을 이루며 석영의 모양은 다양하며， 

크기 역시 0.2mm에서 수십 μm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 석영 -견운모대 

석영 -견운모대는 견운모-석영대와 경계는 점이적이며 석영이 견운모보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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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산출되는 차이점을 보인다. 석영은 1mm이하의 크기로서 다양한 형태를 보인 

다. 부성분광물은 견운모-석영대의 것과 유사한 조성을 나타낸다. 

라. 규산질대 

규산질대에 산출되는 주구성광물은 석영이며 부구성광물은 견운모， 백운모， 

형석， 녹염석， 로몬타이트， 철산화물이며 석영 -견운모대와 점이적 경계를 보인다. 석 

영은 대부분 0.05mm이하의 미립을 크기를 보이며 드물게 O.5mm이상의 크기도 산출 

된다. 견운모는 미립의 석영 입자사이에 충진되어 있으며 로몬타이트도 이들 입자 

사이에 채워져 있다(Fig. 3- 5. 참조) . 

2). 견운모광물의 물리화학적 특정 

가. 견운모 광물별 비중 

걱 τ1Sl「 걷 I그r 숫 :ar T E프「 Hn} 위 펴。 균 

견운모 광석 2.22 - 2.45 2.35 

석영 -견운모 광석 2.29 - 2.64 2.44 

견운모 석영 광석 2.22 - 2.40 2.32 

상기 표에서 나타난 바 각 시료별 비중은 대동소이한 값을 보여주고 있다. 

나. pH 및 점도 

광석의 농도를 10%로 만들어 점도와 pH를 측정한 결과를 table(Table 

2-3- 1) 에 표시한 바 순수한 견운모로 구성된 시료가 석영이 함유된 것 보다 점도가 

높은 값을 보여주며 수소이온농도는 시료별로 다양한 값을 나타내며 석영~견운모H 

의 시료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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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3- 2. 견운모광물의 수소이온농도 및 점도(광석농도 10%) 

광석 τ :s5:「 T Er pH 점 도(cp) 

견운모 I 5.72 4.39 

견운모 H 6.62 4.34 

석영 ~ 견운모 I 6.58 2.30 

석영 ~ 견운모H 8.75 2.34 

석영 ~ 견운모m 7.00 2.32 

견운모 ~ 석영 6.72 2.35 

다. 광물의 화학성분 

비금속광물을 지표환경개선에 이용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화학성분은 

Table 2- 3-3 에 표시되어 있다. 

Table 2- 3- 3. 유천광상의 견운모 및 변질대 시료의 화학성분 

화 학 성 분(wt. % ) 
시료종류 

Si02 A \z0 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 5 Ig.loss 

견운모 I 53.72 25.94 1.83 3.10 1.21 7.71 0.50 0.99 0.07 0.38 4.31 

견운모 H 48.58 31.94 1.36 0.85 1.50 9.37 0.36 0.34 0.06 0.05 5.24 

견운모m 48.35 32.38 1.06 1.00 1.35 9.51 0.41 0.49 0.03 0.06 5.01 

견운모W 48.l6 32.21 1.44 1.07 1.43 9.40 0.43 0.46 0.06 0.05 5.01 

변질대 I 47.80 30.07 1.38 1.30 2.41 10.1 0.22 1.07 0.06 0.28 4.67 

변질대 n 50.32 31.23 0.50 0.64 1.39 9.55 0.25 0.92 0.01 0.17 4.51 

변질대m 63.15 17.54 1.10 5.65 1.67 5.61 0.15 0.66 0.02 0.l4 3.71 

변질대W 66.85 14.00 2.59 5.38 1.00 1.30 2.45 0.36 0.06 0.06 5.53 

1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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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4. 견운모 I 시료에 대한 미 량원소함량 

견운모광석에 대한 주원소의 화학성분은 Si02가 48.16 - 53.72%, 평균 49.70% 이 

며 Ab03는 25.94 - 32.21 %, 평균 30.62% 이며 Fez03는 1.04- 1.83% 이며 평균 1.42% , 

CaO는 0.85- 3.1%, 평 균 1.51% 이 며 MgO는 1.21 - 1.50%, 평 균 1.37% 이 며 K20는 

7.71 - 9.51%, 평균 8.99%이며 Na20는 0.36- 0.50% , 평균 0.43% 이며 Ti02는 

0.34-0.99%, 평 균 0.57% 이 며 MnO는 0.03- 0.07%, 평 균 0.06% 이 며 P205는 

0.05-0.38%, 평균 0.14%이다. 

견운모 I 시료를 제외하고 대부분 비슷한 화학성분을 나타내며 원소별 함량차이는 

극소량의 부성분광물의 함량차이에 기인된다고 생각된다. 

현재 본 광산에서 견운모로 상품화한 시료로서 견운모 I 시료에 대한 미량성분은 

표에 나타낸 바 게르마늄(Ge)을 1.6ppm 함유하고 있슴이 특정이다. 

한편 변질대에 속한 시료의 화학성분은 table 2- 3- 3 에 나타나 있으며 이들 변질 

대 광석은 모암의 열수작용에 의해 견운모화 작용 및 규질화 작용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견운모는 견운모화 작용에 의하고 석영은 규질화 작용에 의해 새로 만들어 

졌거나 모암의 재결정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보인다. 주 원소의 화학성분은 

Si02가 63.15-66.91 %, 평 균 65.03% 이 며 Ab03는 18.40- 17.54%, 평 균 17.97% 이 며 

Fez03는 0.91 - 1.10% 이 며 평 균 1.01% , CaO는 1.93- 5.65% , 평 균 3.24% 이 며 MgO는 

1.00- 2.41%, 평 균 1.62% 이 며 &0는 1.30- 10.1 %, 평 균 6.64%이 며 Na20는 0.15- 2.45%, 

평균 0.77% 이며 Ti02는 0.36-1.07% , 평균 0.75% 이며 MnO는 0.02-0.06%, 평균 

0.03% 이며 P205는 0.06-0.28%, 평균 0.16% 이다. 함량변화가 섬한 것은 모암의 변 

질정도에 따라서 유래된 것으로 생각된다. 견운모 시료와 변질대 시료를 비교해 볼 

때 전자는 후자보다 Alz03와 Fez03, K20 , MnO, 등이 높으며， Si02. CaO, MgO , Ti02 

등은 낮은 함량을 보여준다. 

이러한 양자간의 화학성분 차이는 만일 서로 섞인 원료를 환경개선시 사용하게 될 

때는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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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개선물질의 개략적인 매장량 

개선물질로 대상이된 석회석， Mud 및 견운모등은 모두 비금속 물질들로써 이들이 얼 

마나 지하에 부존되여 있는가를 수학적으로 계산해 낼려면 사실 여러 가지 정밀한 지질 

광상학적인(특이 야외조사자료)자료들이 뒷받침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본 과제는 애초부터 이러한 개선물질들의 매장량만을 확보할 목적으로 연구가 수행된 것 

이 아니기 때문에 광상학적인 접근은 배제된 상태였으며 따라서 매장량을 구하는데 있어 

극히 기초적인 몇가지 자료들만 이용이 되었음을 먼저 밝힌다. 

이러 함에도 불구하고 구태여 매장량을 구하고자 함은 개선물질로써 우수한 판정이 났더 

라도 실제 이용할려고 할 때 원석의 양이 적어서 문제가 된다든지， 혹은 양은 충분 할지 

라도 품질에 문제가 있어 이용이 불가능 하다던지 또는 양자 조건 모두를 갖추었더라도 

비싸서 경제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면 실제 산업에 활용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사실 가장 바람직한 원료는 값이 저렴하고 양도 많으며 품질 또한 우수한 것이라야 한다 

는 점이다. 이러한 조건에서만 본다면 세 개선물질(석회석 니암 견운모)들은 다른 물질 

들에 비해 상기한 조건들을 비교적 골고루 갖추고 있기 때문에 실 산업으로의 활용은 상 

당히 호 조건을 갖추었다고 볼수있겠다. 

각 물질별로 나름대로 산출한 매장량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1. 석회석 : 대상지역이 된 강원도 정선군 남면일대의 석회석은 김용욱( KR-97(C)-6-1 , 

연구보고서， 국내제철용 석회석 광상조사연구(종합)， 한국자원연구소， 1997 )이 수행한 동 

역일대의 석회석광상조사에서 확인된 매장량 자료를 그대로 인용키로 한다. 

매장량은 CaO 50%이상， Si02 4%미만의 고품위만 적용시킨다 : 251 ,766,000 M/T 

2. Mud(벤토나이트질 니암포함) : 니암은 전술한바와 같이 연일층군의 5개 단위 지 

층(천북，학림，흥해，이동，두호층) 모두에서 역암 및 사질암 등과 함께 배태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니암은 사질세일， 혹은 실트스톤과의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바운더리를 

획정하기가 여간 힘들지 않다. 더구나 본 층군은 퇴적환경이 크고작은 분지상에 주로 퇴 

적된 관게로 이러한 혼합상(실트， 사질세일 및 니암등의 혼합)이 극심하다. 

따라서 니암의 매장량을 지질광상학적인 back ground를 가지고 추정해보면， 1:50,000 축 

적의 도면에서 본 층군이 시작되는 포항일대에서 층이 끝나는 장사리일대 까지를 일단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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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길이)으로 보고(대충 자로챈 길이가 ::t 30 km 쯤됨)， 폭(넓이)은 이들이 접하고 있는 

중생대 지층과의 경계선에서 최 상부층인 두호층까지의 길이로 해야하나 시료를 천북에 

서 흥해층 까지만 채취 했으므로 일단 흥해층이 끝나는 지점 까지를 폭으로 한다. 

다만 이들이 지표에 노출된 폭이 모두 다르므로 최소지역(포항시 송라면 고현리 일대)::t 

3 km, 최대지역(포항시 흥해읍 학천동일대) ::t 6 km의 평균인 4.5 km를 폭으로 한다. 

그다음 두께(높이)는 각 단위 지층들(천북，학림，흥해층)의 두께가 다를뿐만 아니라 배태되 

는 니암의 두께도 천차만별 인바 김옥준등(1968 한국지질도 청하도폭 설명서)에 의해 기 

재된 흥해층의 두께인 ::t 50 m중 셰일과 양분된 ::t 25 m를 최종적으로 니암의 두께로 

한다. 따라서 30,000 m x 4500 m x 25 m =3,375,000,000 m3 (M/T) , 여 기 에 비 중 2.4 

(Montmorillonite 비중)와 공제율 30%(연장의 불연속성， 주변부의 관입암체， 충적층의확 

대 및 기타 감산요인등)를 적용한 값 = 5,670,000,000 M/T(개략)이 니암의 개략적인 추 

정 매장량이다. 

3. 견운모 : 견운모는 매장량 산출 생략( 전혀 광상에 대한 자료가 없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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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지화학모델링 

제 1 절 지화학모렐링 이론적배경 

암석/물 상호반응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수지화학의 여러분야에서 요구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암 

석과 물이 반응할 때 지화학 환경에 따라서 수계에서 어떠한 변화가 생성될수 있는지를 기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그 변화를 계산 예측할 수 있다. 특히 석탄광산에서 유래된 폐석 또는 굴진항 

내에서 강수 또는 지하수와 반응하여 지표수와 지하수가 산성화되거나 중금속， 알미늄， 황산염 등의 

함량이 증가하여 수계를 오염시켜 유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고 순수한 화강암지역의 지하수는 신선 

한 광천수를 공급하게되며 풍화작용의 물 암석 상호반응에 의해 특정 중금속을 흡착할 수 있는 이 

차광물인 점토광물을 형성하기도 한다. 그리고 석회암지역을 흐르면서 물-암석 상호반응이 일어난 

하천수는 탄산칼슐 농도가 증가되어 산성화된 하천수를 중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게된다. 이와 

같이 물-암석 상호반응에 대한 결과는 인간의 생활과 밀접한 지질환경 변화에서 아주 중요한 하나 

의 요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휴폐탄광의 산성배수를 중화하고 중금속의 제거를 위해 EQ3NR 프 

로그램을 이용하여 최적의 조건을 찾아내는데 있으며 우선 해결해야할 문제를 어떻게 set up하며 

최초 입력해야 할 값을 결정하는 작업이 모델링의 핵심적인 과정이다. 

EQ3NR 프로그램은 MINTEQ2A, W ATEQ4, SOLMIN88, SOLVEQ등과 같은 종류 

의 수용액의 speciation- solubility 평형모델링 프로그램으로서 지화학 모델링을 위한 

EQ3/6 프로그램 팩키지의 한 부분이다. 1979 1년 Thomas J. Wolery가 개발한 것으로 현 

재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안전성 평가에 사용하기위해 계속 개발 중인 프로그램이 

다(Wolery ， 1992). PC로 사용되는 지화학 프로그램 중 가장 많은 열역학 자료와 반응식 

과 광물에 관한 자료를 내장하고 있다. 열역학자료의 온도 범위는 Q-300.C 이며 활동도 

계수에 따라서 5가지의 열역학 파일을 사용하며 사용자는 문제에 가장 적합한 열역학 

파일을 선택하여 사용해야만 한다. 이 프로그램은 표준상태의 열역학자료와 화학종의 열 

역학 활동도 상수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방정식을 사용하여 단순이온， 이온쌍， 이온복합 

체등을 포함한 화학종의 distribution을 정하는데 필요한 수용액의 열역학 상태를 계산한 

다. 입력변수로서 수용액의 총성분를 포함한 각종 분석치， 수소이온농도， 산화환원전위， 

산소분압， 그밖에 지정된 순수광물， 고용체의 단성분에 주어지는 각종 사항등이 있다. 이 

다
 ω 



들 EQ3NR code는 수용액에서 광물의 용해와 산화환원과 같은 여러 가지 반응에 대한 

포화지수와 열역학 친화력을 계산한다. 포화지수(SI = log Q/K)와 열역학 친화력 (A = 

- 2.303RT logQα() 값으로서 수계의 여러반응 즉 광물용해 또는 수용액의 산화환원 자 

체내에서 비평형 정도를 나타내는데 활용되며 Eh, pe, 산소분압， redox affinity와 기체의 

화학종에 대한 평형 분압도 계산할 수 있다. 계산값을 구하는데 활용된 가장 주된 계산 

방식은 Hybrid Newton- Raphson technique (iteration)이며 convergence하는데 상호보완 

하는 방법으로 pre Newton- Raphson optimization을 이용한다. 전자의 알고리즘은 수용 

액에서 활동도 계수값이 Newton- Raphson step내에서는 일정하게 되나 이들 각 step간 

에서는 값이 다시 재 조정하게된다. Newton- Raphson iteration방법은 logarithmic 

iteration variables, under- relaxation techniques, 자동적 또는 사용자가 지 정 한 basis 

switching을 사용하여 convergence시 킨다. 모든 문제해결에 있어서 starting value를 정 

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에는 프로그램으로부터 사용자에게 메시지를 나타내는 것과 log 

변수를 사용한 iteration 하는 것과 basic switching 하는 방법 이 있다. 초기 에 는 총 분석 

치에 해당하는 자유양이온 값으로 시작해서 그후 음이옹의 다른 복합화학종으로 배분해 

서 수렴해 나간다. 여기서 iteration은 컴퓨터가 가장 적은 과포화광물수에 접근하도록 

주어진 열역학자료에 근거로 하여 수용액의 화학종을 구성하는 작업을 반복해서 실행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EQ3NR code에서는 분석치의 이온 균형값과 평형조건이 좋을 

경우 iteration이 3-4회 실행되면 convergence된다. 변수를 줄이는데 이용되는 방정식은 

Charge balance equation, Mass balance equation, Mass action equation등이 주로 사용 

된다. 또한 n개의 미지수를 풀기위해서는 n개의 방정식을 세워야 하며 부족한 수는 부족 

한 수만큼의 constraints(지정값)를 설정해야한다. 일반적으로 각 수용성성분에 대한 총 

분석치와 수소이온농도가 기본적인 입력변수의 지정값으로 사용될 수 있다. 

수계에서 모델링을 실행하는 가장 큰 이유는 수계를 기본적으로 정확히 잘 이해하는데 

있으며 첫째로 수용성 화학종에 관한 수치적인 계산을 가능케하며 둘째로 소수의 현장 

자료로서 많은 자료를 유추해낼 수 있으며， 셋째로 가장 중요한 parameter가 무엇인지를 

밝혀 내는 것이다 또한 외부의 변화요인에 의해 system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정량적 

그리고 정성적으로 예측하는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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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산성광산 배수에 대한 지화학모델렁 

지화학 평형모델링을 이용하여 실제로 응용되는 분야중 하나로서 산성광산배수의 지화 

학 평형모델렁이다. EQ3NR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산성광산의 수소이온농도를 계산하거 

나 이를 조절하는 가장 큰 요소를 결정할수 있다. 예를 들어 어떤 특정 산성광산배수를 

중화하는데 어느 조건이 가장 적합한지를 수치적으로 계산이 가능하다. 최적의 모델링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먼저 현장조사를 통한 수계의 정확한 이해와 문제의 setup이 매 

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철저한 현장조사 및 정확한 분석이 요구된다. 

1. 동양탄광지역 

본 연구사업의 2차년도 조사지역으로서 전남 화순군 동북면에 위치한 동양탄광에서 유 

출되는 산성배수의 시료를 채취한 지점은 상부와 하부로 2개소로 수소이온농도가 각각 

3.24, 3.22의 강산 산성을 나타내므로 수계개선이 요구되는 곳이다. 현장에서의 분석항목 

은 수소이옹농도(pH) ， 전기전도도(EC) ， 산화환원전위도(Eh) ， 온도， 용존산소량(DO)이며 

채수 즉시 TOA사의 휴대용 측정기 (HM-12P， CM- 14P, RM- 12P, SK-1250MC)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다. 한편 중탄산(HCOι) 함량은 현장에서 산-중화적정법을 이용하여 pH 

4.3에서의 알칼리도를 측정하여 정량하였으며， 사용된 지시약과 적정용액은 메틸오렌지 

와 0.05 N HCl이다. 현장에서의 채수과정은 분석항목에 따라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우선 시료 중의 부유물질은 0.45μm 필터에 여과시켜 제거한 다음 시간의 경과 및 온도 

의 변화에 따른 이온물질의 흡착 또는 침전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질산으로 산처리하여 

보관하였으며， 이는 후에 주원소 및 미량원소의 분석에 사용되었다. 또한 시료 중 일부 

는 음이온 분석을 위하여 여과 직후 25ml 진공시험관에 담아서 냉장보관을 하였다. 채수 

한 시료의 양이온은 원자흡광분석기 (AAS) 및 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분석기 CICP-AES) 

를 이용하여 정량분석하였으며 음이온(F- . cr. N03-. sol -. pol- )은 이온 크로마토그래 

피(IC， Dionex 12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한편 Fe 의 함량은 DR20lO Spectrophotometer기 

기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측정하였다. 현장 측정결과 호남광업 2번갱의 수계에서 1997년 

까지는 pH가 6.4정도로 약산성이었으나 1998년 폭우뒤에는 4.95로서 강산을 나타낼 뿐아 

니라 다른 철， 또는 황산이온등의 금속들이 크게 증가하는 특정을 보였다. 이러한 사실 

은 계절 또는 강수량에 의해 지화학 시스템이 크게 변할 수도 있으며 따라서 지화학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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댈링의 작업도 복잡하게 된다. 탄광산성배수의 수로에서 yellow boy를 제공하는 Fe2+의 

양은 동양탄광배수에서는 2.98ppm으로서 비교적 낮으나 S04-의 이온은 1079ppm으로서 

다른 탄광배수보다 월등히 높게 나타난다. 주기별로 이들지역의 산성배수에 대한 현장수 

질 측정과 실내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본 연구팀의 조사기간 사이에는 광주대학교의 위 

닥연구팀이 현장조사와 시료채취를 수행하였으며 현장 측정결과 및 실내분석자료는 표 

3-2-1에 나타나있다. 이들 자료로부터 산성광산배수를 처리하기위한 최적조건을 획득하 

기 위하여 EQ3NR 입력자료를 작성하였다. 먼저 문제를 setup하기 위하여 두가지의 형 

태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1) Redox option을 산화환원전위도(Eh)로 지정하고 OmV, 100mV, -100mV조건하에서 

Ca++값과 HC03 함량을 100ppm에서 300ppm까지 변화시켜서 전기적 중화성분으로 수소 

이온을 설정하며 ， 다른 수용성 화학종의 함량은 일정하게 유지하여 실행하였다. 

2) Redox option을 산화환원전위도(Eh)로 지정하고 OmV 조건하에서 Ca++값을 변화시켜 

며 HC03값은 logfC02에 평형을 유지하고， 전기적 중화성분으로 수소이온을 설정하 

며 Ca1cite광물에 평형을 유지하도록하며， 다른 수용성 화학종의 함량은 고정시켜 실행 

하였다. 

이를 근거로 작성한 대표적인 EQ3NR 입력자료는 Table 3- 2- 2. Table 3-2-3에 각각 

있다. 여기서 먼저 주어진 조건에서 모델링을 실시하기 위해 두가지 가정을 설정하는데 

즉 PC02의 값은 10-2으로서 고정 시 키 며 , electrical balance species로서 H+이 온을 사용하 

였다. 여기서 각 원소에 대한 분석치를 입력하고 활동도 계수의 방정식은 Extended 

Debye- Hückel equation을 사용하였다. 상기 입력파일로서 실행한 출력자료를 요약한 것 

은 Table 3- 2- 5, Table 3-2-6에 각각 있다. 한편 1)항의 입력파일로서 실행된 대표적인 

출력파일의 전체 자료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Fig. 3-2- 1은 산화환원전위도(Eh)가 OmV일 때 Ca++농도와 HC03-농도값에 따른 수소이 

온농도를 모댈링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Ca++농도가 280ppm때의 결과는 EQ3NR 

code의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표시가 누락되었다. 중탄산이온의 값에 따라 수소이 

온의 농도가 변하는 시점은 Ca++농도가 250ppm이상이며 300ppm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인다.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으로 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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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2-1. 동양， 호남2호갱의 현장 측정 및 실내분석치 

IpH Eh EC Tem HC03 00 

를얄닫괄하(940000 3.98 na 700 22 .9 0 na 

돌윌틀냄:한(980319 ~3 . :긴 L걷P달 ~---..!l23 13 o 
동앙탄광하(980515 3.25 503 880 18.2 o 9.3 

툴얄탈괄하(980825 3.22 505 1272 23.9 0 na 

동양탄광하(981217 3.77 395 770 14.6 0 na 

동앙탄광하(990322 3 .35 475 777 13.9 0 9.7 

호남2번갱 (980328) 6.3 8 1341 15.4 100 na 

호남2번갱 (980515) 5.92 68 1043 17.9 89.2 8.5 

호남2번 갱 (980825) 4.95 188 1177 21.9 50.4 na 

호남2번갱 (981216) 6.03 49 1225 15 94 .6 na 

na : not analyzed 

K Na Ca ~L← 

0.7 0.02 48 .82 30 

0.59 3.12 43.9 43 .3 

0.57 2.96 50 .82 71.28 

0.52 3.67 38 .36 42.72 

0.57 3.04 39.33 37 .63 

1.04 3.32 71.31 50 .37 

1.41 4.03 90 .6 64.4 

1.14 3.44 68.06 55.86 

1.62 5.4 132.6 92 .39 

Si02 AI F CI N03 S04 Fe2+ Fetot Li 

• na 18.6 0.5 2.03 0.3 291 na 0.119 

--_._- •• 

na 20 0.25 3.36 1.12 803 .1 na 5.89 na 

18.2 74 .8 0.35 1.51 0 1079 2.98 16.45 na 

12.1 23.9 1 .1 3 1.3 425 .2 20 .4 31 .1 0 .08 

9.7 15.2 1 3.6 0.9 388.8 3.3 9 .7 0.05 

na 3.3 0.4 3.86 0 674.1 na 57 .4 na "-- ---- .-

na 0.4 0.34 4.94 1.32 580.5 na 67.1 na ------- . -

14.1 0.4 0.49 4.21 1-ι07 931.8 77 84 na 

na na 1.5 8.3 1.4 700 .4 61 .5 70 0.13 



위한 입력파일 

in Honam coal area. 
ml.ne. 

동양광산 산성배수 모델링을 

EQ3NR input file name= dyca7f0h2 .3i 
Description= "Dongyong AMD water ’ 

Version level= 7. 2 
Revised 24/08/98 Revisor= T. K. Kim 
This is part of 단l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Water from AMD water DongYong at the Honam coal 
fep=O , ca=270ppm, hco3=100 , (98/05/15 sample)) 
Purpose: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 

조건의 Table 3- 2-2. 1)항의 

References 

Harrar , J .E . , Carley, J . F. , Isherwood , W. F. , and Raber , E. , 1990, 

Report of 야le Committee to Review the Use of J-13 Well Water in 
Nevada Nuclear Waste Storage Investigations : UCID-21867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Livermore , California 

O.OOOOOE+OO tdspl= O.OOOOOE+OO tdspkg= 
uredox= 
toldl= 

1. 82000E+01 
1. OOOOOE+OO 
O.OOOOOE+OO 
O. OOOOOE+OO 
o 

endit. 
tempc= 

rho= 
fep= 

tolbt= 
itermx= 

* 
iopt1-10= 
iopg1-10= 
iopr1-10= 

ioprl1-20= 
iodb1-10= 

uebal= H+ 
nxmod= 0 

data file master species= N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3. 12 

data file master species= Si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59 

data file master species= Mg++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43.3 

data file master species= Li+ 
switch with species= 

O.OOOOOE+OO 

m 
o 
o 
o 
o 
o 

tolsat= 

9 
o 
o 
o 
o 
o 

gu 

nu 

nu 

nu 

nU 

nU 

O. OOOOOE+OO 

7I 

nu 

nu 

nu 

nu 

nu 

ζ
u
 nu 

nu 

nu 

nu 

nu 

R
ι
 nv 

nu 

nv 

nv 

nv 

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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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u 

nu 

3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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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o 

껴/
ι
 
nv 

nv 

nu 

nv 

nu 

1 
4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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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00 
Ca++ 

270. 00 
K+ 



jflag= 2 csp= 0.60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H+ 

switch with species= 
jflag= 16 csp= -3.25 

data file master species= HC03-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1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9.3 

data file master species= F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25 

data file master species= C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3.36 

data file master species= N03-
switch with species= NH3(aq)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S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803. 0 

data file master species= B(OH)3(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A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0. 00 

data file master species= Mn++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00 

data file master species= Fe++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00 

data file master species= Sr++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 

data file master species= HP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 

e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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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입력파일 

EQ3NR input file name= dy1260.3i 
Description= ’ Dongyong AMD water" 
Version level= 7.2 
Revised 09/09/99 Revisor= T. K. Kim 
This is part of th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in Honam coal area 

Water from AMD water DongYong at the Honam coal mine. 
fep=O . l , ca=260ppm , hco3=fco2 , (98/05/ 15 sample)) 
Purpose: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동양광산 산성배수 모텔링을 조건의 Table3-2-3. 2)항의 

References 

Harrar , J .E . , Carley, J . F. , Isherwood, W. F. , and Raber , E. , 1990,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Use of J-13 Well Water in 
Nevada Nuclear Waste Storage Investigations: UCID-21867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Livermore , California. 

O.OOOOOE+OO tdspl= O.OOOOOE+OO tdspkg= 
uredox= 
toldl= 

1. 82000E+01 
1. OOOOOE+OO 
0. 10000E+00 
O. OOOOOE+OO 
O 

endit . 
tempc= 

rho= 
fep= 

tolbt= 
ltermx= 

O. OOOOOE+OO 

m 
o 
o 
o 
o 
o 

tolsat= 

n? 

nu 

nu 

nu 

nu 

nu 

n
。
nU 

nu 

nU 

nu 

nu 

O. OOOOOE+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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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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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RJ 

nu 

nu 

nu 

n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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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opt1-10= 
iopg1-10= 
iopr1-10= 

iopr l1-20= 
iodb1-10= 

uebal= H+ 
nxmod= 0 

data file master species= N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3. 12 

data file master species= Si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16.00 

data file master species= C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60 . 00 

data file master species= K+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59 

data file master species= Mg++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43. 3 

data file master species= Li+ 
switch with species= 

A
ι
τ
 
nu 

nu 

nu 

nu 

nu 

?
나
 nu 

nu 

nu 

nu 

nu 

”ι
 nu 

nv 

nu 

n
ν
 n) 

1 
4 
o 
o 
o 
0 



jflag= 2 csp= 0.60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H+ 

switch with species= 
jflag= 19 csp= 0.0 

mineral= Calcite 
data file master species= HC03-

switch with species= 
jflag= 21 csp= -2.00 

gas= C02(g) 
data file master species= 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9. 3 

data file master species= F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25 

data file master species= C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3.36 

data file master species= N03-
switch with species= NH3(aq)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8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803. 0 

data file master species= B(OH)3(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A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0. 00 

data file master species= Mn++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 

data file master species= Fe++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 00 

data file master species= 8r++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00 

data file master species= HP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00 

e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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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자료(폭우후) 

EQ3NR input file name= dym2 .3i 
Description= "Dongyong AMD water" 
Version level= 7.2 
Revised 20/10/98 Revisor= T. K. Kim 
This is part of th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in Honam coal area. 

fep= -300 , iopt1= -1 , Ca++= 1.0E-03, uebal= H+ , HC03-= 2E+02 
Water from AMD water DongYong at the Honam coal mine. 
Purpose: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 

Table 3- 2-4. 동 양광산 산성 배 수 

O.OOOOOE+OO 

O.OOOOOE+OO 

tdspl= 

tolsat= 

O.OOOOOE+OO 

O.OOOOOE+OO 

-----
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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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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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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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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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endit . 
tempc= 0.23700E+02 

rho= 0.10000E+01 
fep= -0. 30000E+OO 

tolbt= O.OOOOOE+OO 
itermx= 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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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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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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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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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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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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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pt1-10= 
iopg1-10= 
iopr1-10= 

iopr11-20= 
iodb1-10= 

uebal= H+ 
nxmod= 0 

data file master species= N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619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Si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18200E+02 

data file master species= Ca++ 
switch with species= 
jflag= 0 csp= O. 10000E-02 

data file master species= K+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252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Mg++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892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Li+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H+ 
switch with species= 
jflag= 16 csp= -O.600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HC03-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20000E+03 

data file master species= 02(aq) 

A* 

[U

nu 

nu 

nu 

nU 

?d 

nu 

nu 

nu 

nu 

nU 

?
ι
 nu 

nU 

nu 

nU 

nv 

1 
41 

O 
O 
O 
0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F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35000E+OO 

data file master species= C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15100E+Ol 

data file master species= N03-
switch with species= NH3(aq) 
jflag= 2 csp= O. 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S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10790E+04 

data file master species= B(OH)3(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A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74800E+02 

data file master species= 뻐1++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77000E+OO 

data file master species= Fe++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29800E+Ol 

data file master species= Sr++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HP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OOOOOE+OO 

end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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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OmV일 때 Ca+ +농도는 270ppm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모 

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Fig. 3-2-2는 산화환원 전위 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와 HC03 농도값에 따른 수소 

이온농도를 모델렁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탄산이온의 값에 따라 수소이온의 농도 

가 변하는 시점은 Fig. 3-2- 1경우와 같이 Ca++농도가 250ppm이상이며 300ppm일 경우에 

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인다.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 

으로 되기 위해서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는 280ppm이상이 되어 

야 하는 것으로 모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Fig. 3-2-3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와 HC03 농도값에 따른 수소 

이온농도를 모델링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탄산이온의 값에 따라 수소이온의 농도 

가 변하는 시점은 Fig. 3-2 - 1경우와 같이 Ca++농도가 250ppm이상이며， 300ppm일 경우에 

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인다.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 

으로 되기 위해서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는 260ppm이상이 되 

어야 하는 것으로 모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한편 2)항의 조건에 의한 동양광산 산성배수의 모델링 결과는 Table 3-2-6에 수록되어 

있으며 Fig. 3-2-4는 Ca++ 농도와 Eh의 변화에 의한 수소이온농도의 변화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T able 3-2-6. 2)항의 조건의 동양광산 산성배수 모델링 결과 

밥?rζ 245ppm 250ppm 255ppm 260ppm 265ppm 270ppm 

Eh=O 4 .7995 4.9881 5 .7472 6.2330 6 .4606 6.6118 

Eh=-100 5.6195 5.652 5 .7825 6.2300 6 .4609 6.6118 

흡칸ζ 275ppm 280ppm 285ppm 290ppm 295ppm 300ppm 

Eh=O 6.7235 6.8121 6.8855 6.9481 7.0026 7.0509 

Eh=-100 6 .7235 6.8121 6.8855 6.9481 7.0026 7.0509 

2)항의 모델링 조건에 의하면 Ca++농도가 255ppm이상일 경우 Eh가 OmV와 -100mV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a+ +농도가 255ppm이상일 경우 동양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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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2-1 . Ca++농도와 HC03 농도의 변화에 의한 수소이온농도(Eh=O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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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2 . Ca ++농도와 HC03-농도의 변화에 의한 수소이온농도(Eh=100m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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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4. Ca ++농도와 Eh값의 변화에 따른 수소이온농도의 변화 



Table 3-2-7. 동양광산 산성배수(건기) 모델링에 의한 광물포화지수 

--- Surnmary of Pure Mineral Saturation States ---

(Minerals with affinities .lt. -10 kcal are not listed) 

Mineral Log Q/K Aff , kcal State 

Alunite -1. 954 -2.559 
Anhydrite -1. 851 -2.423 
Bassanite -2.499 -3.272 
Boehrnite -1.783 -2.334 
CaS04:0. 5H20(beta) -2.683 -3.512 
Corundurn -6.982 -9 . 143 
Diaspore -1.358 -1.778 
Epsornite -3.982 -5.214 
Fe(OH)3 -6.541 -8.565 
Gibbsite -1.900 -2.487 
Goethite -1.258 -1. 647 
Gypsurn -1. 556 -2.037 
Hernatite -1. 587 -2.078 
Hexahydrite -4.218 -5.523 
Ice -0 . 093 -0.122 satd 
Kieserite -5.677 -7.434 
Melanterite -5.632 -7.374 
Pentahydrite -4.557 -5.967 
Starkeyite -4.945 -6.474 

1 approx. saturated pure rninerals 

η
 



Table 3- 2-8. 동양광산 산성배수(우기 ) 모벨링에 의한 광물포화지수 

--- Summary of Pure Mineral Saturation States ---
(Minerals with affinities .lt. -10 kcal are not listed) 

Mineral Log Q/K Aff , kcal State 

Alunite -0.207 -0.282 satd 
Anhydrite -1.793 -2.436 
Bassanite -2 . 439 -3.313 
CaS04 :0.5H20(beta) -2.608 -3.543 
Chalcedony 0.235 0.319 satd 
Coesite -0.306 -0.416 satd 
Cristobalite(alpha) -0.046 -0.063 satd 
Cristobalite(beta) -0. 493 -0. 670 
Fe(OH)3 -5. 183 -7.041 
Gibbsite -1. 759 -2.389 
Goethite -0.045 -0.061 satd 
Gypsum -1.605 -2.180 
Hematite 0.867 1. 177 ssatd 
Ice -0.134 -0.182 satd 
K-Feldspar -5.274 -7.164 
Kaolinite -1. 810 -2.458 
Muscovite -7.152 -9 . 715 
Nontronite-Ca 2.167 2.943 ssatd 
Nontronite-H 2.687 3.649 ssatd 
Nontronite-K 1.666 2.263 ssatd 
Nontronite-Mg 2.179 2.960 ssatd 
Nontronite-Na 1.530 2.079 ssatd 
Pyrophyllite -2.436 -3.309 
Quartz 0.507 0. 689 ssatd 
Si02(am) -0. 789 -1.071 
Tridymite 0. 334 0.454 satd 

7 approx. saturated pure minerals 
7 supersaturated pure rninerals 

” 
녀
 



의 산성배수처리가 개선수준이상인 수소이온농도를 나타낼 수있다고 모델링 되었다. 이 

들 출력자료(건기)에 얻은 포화광물에 관한 자료는 Table 3-2-7에 표시되고 Table 

3-2-4에 표시된 동양광산 산성배수 입력파일(우기))로서 출력한 자료에서 작성된 동양 

광산 산성배수(우기)의 광물포화지수 결과는 Table 3-2 -8에 정리되어있다. 이들 표에서 

보여준바 건기와 우기의 동양광산 산성배수에서 포화광물의 종류는 서로 상이한 모델링 

결과를 나타내는데 이는 우기에 더 많은 용존물질이 함유되므로 포화되는 광물의 양이 

급격히 증가되기 때문이다. 

2. 대성탄광지역 

본 지역은 이전에 언급되었던 전남화순 동양폐탄광에 설치하기로 계획했던 산성배수의 

현장실험시설을 땅 소유주의 반대로 인해 대치l 된 지역이다. 이로 인하여 1년이상 축척해 

온 동양폐탄광의 산성광산배수에 대한 자료를 계속해서 활용 못하고 본 충남금산 대성 

폐탄광지역에 대한 새로운 현장조사를 3차년도 5월에 시작하였다. 본 대성폐탄광배수의 

현장측정치에 대한 특성은 동양폐탄광의 특성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며 실내분석치와 함 

께 Table 3 -3- 1 에 수록되어 있다. 현장측정치와 마찬가지로 실내 분석치의 계절별 차이 

는 별로 보이지 않고 비교적 안정된 값은 나타낸다. 이러한 사실은 지화학 모델링을 실 

행하는데 있어서 유리한 조건인 동시에 산성배수를 처리하는 과정도 용이함을 말한다. 

Redox option을 산화환원전위도(Eh)로 지정하고 OmV, 1 OOmV , - l00mV조건하에서 Ca++ 

값과 HC03 함량을 100ppm에서 300ppm까지 변화시켜서 전기적 중화성분으로 수소이옹 

을 설정하며， 다른 수용성 화학종의 함량은 일정하게 유지하는 조건으로 작성된 것중에 

대표적인 입력파일은 Table 3-3- 2에 있으며 이들 모델링 결과는 Table 3-3-4에 수록되 

어 있다. 

Fig. 3-3- 1은 산화환원전위도(Eh)가 OmV일 때 Ca++농도와 HC03-농도값에 따른 수소이 

온농도를 모델링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탄산이옹의 값에 따라 수소이온의 농도가 

변하는 시점은 Ca++농도가 270ppm이상이며 300ppm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 

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인다.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산화환 

원전위도(Eh)가 OmV일 때 Ca++농도는 300ppm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모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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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1. 금산대성광산 현장측정치 및 실내분석치 

IpH Eh EC Tem HC03 

-대섣 얻랜i~~051Q2 3.65 433 1231 14.9 0 ___ .0_--

대 성 배 수(990526) 3.54 439 1326 15.5 0 -_._--

댄쉰→밴순l99009_?8)- 3.65 434 1317 15.6 0 
‘ 

드댐배쉰99062안 3.57 454 1126 16 0 

대성배수(990818) 3.47 438 1323 18.3 0 

대성배수(990901 ) 3.45 445 1379 17.8 0 

대성배수(991005) 3.26 463 1423 14.3 0 

-대 성 배 수(991015) 3.55 470 1252 14.7 0 

대성배수(991117) 3.53 475 1294 10.2 0 

대성배수(991229) 3.50 470 1332 6.2 0 

00 K Na 

6.6 1.3 L탱 

6.2 1.5 7.7 

6.6 1.5 7.8 

6.6 1.3 댁7 

6.2 1.5 7.8 

4.5 0.9 7.6 

6.7 1.6 8.26 

6.3 1.5 7.9 

6.3 ~ ~:l2 

Ca Mq 8i02 AI F CI 804 Fe2+ Fetot 

99.6 I-~Q~~ 11.0 6.12 0.66 2.85 1048 4.05 4.65 

111.2 106.9 12.9 7.23 0.78 3.35 1233 4.77 5.47 

111.9 107.6 13.0 7.28 0.79 3 .37 1241 4.80 5.51 

95 .7 91.9 11 .1 6.22 0 .67 2.88 1061 4.10 4.71 

111 .1 105.8 ~1요二1 7.21 0.77 3.34 1222 4.60 15.6 

114.4 80.1 12.8 7.70 0.67 2.88 1172 4.96 8.10 

119.3 114.7 13.8 7.76 0.84 3.59 1323 5.11 5.87 

113.9 109.5 13 .2 7.41 0.80 3.43 1263 4.89 5.61 

디→13요 109.5 13.0 7.41 0.80 3.40 1263 4.90 5.60 

l...-. 



Table 3- 3- 2. 1)항 조건의 대성광산 산성배수 모델링을 위한 입력파일 

EQ3NR input file name= dsc4fOh1.3i 
Description= "Daesung AMD water" 
Version level= 7.2 
Revised 20/12/99 Revisor= K. K. Kim 
This is part of th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in Daesung coal area. 

Water from AMD water at the Daesung coal mine. 
fep=O , ca=250ppm , hco3=50 , (99/09/01 sample)) 
Purpose :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 

References 

Harrar , J .E. , Carley, J . F. , Isherwood , W. F. , and Raber , E. , 1990,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Use of J-13 Well Water in 
Nevada Nuclear Waste Storage Investigations : UCID-21867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Livermore , California . 

O. OOOOOE+OO tdspl= O. OOOOOE+OO tdspkg= 
uredox= 
toldl= 

1. 78000E+01 
1. OOOOOE+OO 
O. OOOOOE+OO 
O. OOOOOE+OO 
O 

endit . 
tempc= 

rho= 
fep= 

tolbt= 
ltermx= 

* 
iopt1-10= 
iopg1-10= 
iopr1-10= 

ioprl1-20= 
iodb1-10= 

uebal= H+ 
nxmod= 0 

data file master species= N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7.6 

data file master species= Si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50.00 

data file master species= K+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9 

data file master species= Mg++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80. 1 

data file master species= Li+ 
switch with species= 

O. OOOOOE+OO 

m 
o 
o 
o 
o 
o 

tolsat= 

9 
0 
0 
0 
0 
0 

gu 

nu 

nu 

nu 

nu 

nU 

O. OOOOOE+OO 

「l

nu 

nu 

nu 

nU 

nU 

ζ
u
 nU 

nU 

nu 

nU 

nU 

RJ 

nu 

nU 

nU 

nu 

nU 

A
ι
1
 
nu 

nu 

nu 

nU 

nU 

3 

o 
o 
o 
O 
O 

η
ι
 nu 

nu 

nu 

nu 

nu 

1 

4 
o 
o 
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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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lag= 2 csp= 0.60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H+ 

switch with species= 
jflag= 16 csp= -3.45 

data file master species= HC03-
switch wi야1 spec~es= 

jflag= 2 csp= 50.00 
data file master species= 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9.0 

data file master species= F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67 

data file master species= C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2.88 

data file master species= N03-
switch with species= NH3(aq)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8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1072.0 

data file master species= B(OH)3(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A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7.70 

data file master species= Mn++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00 

data file master species= Fe++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4.96 

data file master species= Sr++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 

data file master species= HP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 

endit . 

” “ 



위한 업력파일 

EQ3NR input file name= d300.3i 
Description= "Daesung AMD water" 
Version level= 7.2 
Revised 02/07/99 Revisor= T. K. Kim 
This is part of th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in Daesung coal area. 

Table 3- 3-3. 2)항 조건의 대성광산 산성배수 모델링을 

Water from AMD water Daesung at the Gumsan. 99/05/10 sample 
uebal=H++ , H+:jpag=19 , mineral=Calcite , Ca++=300 

Purpose: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reducing condition. 

References 

Harrar , J .E. , Carley , J. F. , Isherwood , W. F. , and Raber , E. , 1990,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Use of J-13 Well Water in 
Nevada Nuclear Waste Storage Investigations: UCID-21867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Livermore , California. 

O.OOOOOE+OO tdspl= O.OOOOOE+OO tdspkg= 
uredox= 
toldl= 

1. 49000E+01 
1. OOOOOE+OO 
-0.1000E+00 
O.OOOOOE+OO 
o 

endit 
tempc= 

rho= 
fep= 

tolbt= 
ltermx= 

O.OOOOOE+OO 

m 
o 
o 
o 
o 
o 

tolsat= 

9 

O 
O 
O 
O 
O 

gu 

nU 

nU 

<U

nU 

nu 

O.OOOOOE+OO 

?I 

nu 

nu 

nu 

nu 

nu 

ζ
u
 nu 

nu 

nu 

nU 

n
]

R
ι
 nu 

nu 

nv 

nu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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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nu 

nU 

nu 

6.62 
Si02(aq) 

1. 30 
Mg++ 

90. 78 

: 

iopt1-10= 
iopg1-10= 
iopr1-10= 

iopr l1-20= 
iodbl-l0= 

uebal= H+ 
nxmod= 0 

data file master species= N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12. 1 

data file master species= C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300. 0 

data file master species= K+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data file master species=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3 
o 
o 
o 
o 
o 

?
ι
 nu 

nu 

nu 

nu 

nu 

1 
4 
o 
o 
o 
0 



data file master species= Li+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1 

data file master species= H+ 
switch with species= 
jflag= 19 csp= 0 

mineral= Calcite 
data file master species= HC03-

switch with species= 
jflag= 21 csp= -2.00 

gas= C02(g) 
data file master species= F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3500 

data file master species= C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1. 5100 

data file master species= N03-
switch with species= NH3(aq) 
jflag= 2 csp= 0.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S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1048.0 

data file master species= B(OH)3(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A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6.5 

data file master species= 바1++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54 

data file master species= Fe++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4.05 

data file master species= Sr++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0000 

data file master species= 맨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 0000 

endit . 

m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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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4 . 1)항의 조건의 대성광산 산성배수 모델링 결과 

fep=OmV HC03(50ppm) 100ppm lQQQQtD 
dsc1 h(Ca=1 OOppm) 4.0991 4.099 4.099 
dsc2h(Ça:::150pprrl) 4.1181 4.1181 4.1181 

t-- • • 
dsc3h( Ca=200ppm) 4.1424 4.1424 

44 .. 114 82237 
dsc4h(Ca=2턴m묘맨) 4.183 4.1828 
dsc5h(Ca=270ppm) 4.2169 4.2165 4.2162 

←여원밴{Ca는3야p.J2m) 5.0044 4.9635 4.9329 r--
d응P간\iCa쉰OOr?Q민 ) 11 .4581 10.968 9 .7528 

-•--------“ 
..J.e.R=10_95깐V .JiÇ_O)J효9pPπlL . .lOQPPrTl • 15Qppm •• • 

sc1 f1 h(Ca=1 OOppm) NNAA NA NA 
뉴-←----←---←- • ------←~~-----

sc2f1 h(Ca=150ppm) NA NA 
sc3f1 h(Ca=200ppm) NA NA NA 
sc4f1 h(Ca=250ppm) 2 .9187 2 .9087 2.9186 
sc5f1 h(Ca=270ppm) 3.1995 3.1993 3.199 
sc6f1 h(Ca=300ppm) 5.0044 4.9635 4.9329 
s_c7f1 1] (Ca=400ppm) 11 .4581 10.968 9 .7529 

닫r?--=-1Jl.9m V HC03(50Q.P...m) 1 OQ r?PrTl ___ . l~Qpp낀ì 
S인잭낀(C~딘OOQ2m) 5.4796 5.4788 5.478 
S으2 fξh(Ç~딘흐마 R먼l 5.4979 5.4976 5.4961 e-••••-••----
sc3f2센Q한걷QQJ요[낀 ) 5.5199 5.5187 5.5175 
SC4f2h(Ca=250pPJJì ) 5.5523 5.5501 5.548 
~Q.5t2h(Ca=270ppm ) 5.5734 5.57 5.5669 
sc6f2h (Ca=300QPm) 5.6556 5.5374 5.5249 -----------

sc7f2h(Ca=400ppm) 11.4581 10.968 9.7556 

2 OQ r?J2TTl. ___ - 25QQQrTl ~QQppm 
4.0989 4.0989 4 .0989 … … • a ι .- -

4.118 4.118 4.118 
4.1422 4 .1422 4.1421 

‘ 
4 .1825 4 .1824 4 .1822 

·…--------- ~---‘*一 . --•• •‘ · ••- --
4 .2159 4 .2155 4 .2152 

•…•‘ 
4.9083 

뉴→ •••• - - - --_.- 4 .8877 4 .8699 

뉴←→ • • 9 .0637 8 .4546 7.6493 
2qOppm ?50ppm 300ppm 

NA NA NA ----- --- ----- -- .- -._- _. 

NA NA NA 
「→←→→→{ • - NA NA NA 

2.9186 2.9185 2.9185 
3.1987 3 .1984 3 .1981 

‘ ---•… ‘--- --- ‘ _._- - -" _. - --
4.9093 4.8877 4 .8699 

一------ -‘ 
9.0637 8 .4546 7.6493 •.----- -• • 

-• gQQQPIT! __ 一 - ggQQRrn 3QOppm 
5.4772 5.4764 5.4755 

‘ “ 

5.4951 5.4942 5 .49331 
5.5163 5.5151 5.5139 

-- ‘-"----
5.546 5.5441 5.5422 

-------…---- - -~~_._-←“ ‘ 
5 .564 5.5613 5.5587 ---------- -----• • •} • •‘• • ._-----‘ • “ -

5 .6152 5.6073 5.6007 
~---… •‘ •* ~---_._-‘-------- ‘ • 

9 .1275 8 .4739 7.6496 



Fig. 3-3-2는 산화환원 전위 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와 HC03 농도값에 따른 수소 

이온농도를 모델링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Ca++농도가 280ppm때의 결과는 EQ3NR 

code의 실행이 불가능한 부분으로서 표시가 누락되었다. 

중탄산이온의 값에 따라 수소이온의 농도가 변하는 시점은 Fig. 3-3- 1경우와 같이 Ca++ 

농도가 270ppm이상이며 300ppm일 경우에는 수소이온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인다.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는 300ppm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모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Fig. 3 -3-3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와 HC03 농도값에 따른 수소 

이온농도를 모델링한 결과를 도식화한 것으로 중탄산이온의 값에 따라 수소이온의 농도 

가 변하는 시점은 전자와 달리 Ca++농도가 300ppm이상이며， 300ppm일 경우에는 수소이 

온의 농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모양을 보인다.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100mV일 때 Ca++농도에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모델 

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이는 산화환원전위도(Eh)가 대성폐탄광 산성배수를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말한다. 

한편 2)항의 조건인 Redox option을 산화환원전위도(Eh)로 지정하고 OmV 조건하에서 

Ca++값을 변화시켜며 HC03 -값은 logfC02에 평형을 유지하고， 전기적 중화성분으로 수소 

이온을 설정하며 Calcite광물에 평형을 유지하도록하며 다른 수용성 화학종의 함량은 고 

정시켜 실행한 대성광산 산성배수의 모델링을 위한 입력파일은 Table 3-3-3에， 출력파일 

의 결과는 Table 3-3-5에 요약하여 수록되어 있다 

Fig. 3-3-4는 Ca++ 농도와 Eh의 변화에 의한 수소이온농도의 변화도를 나타내는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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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3-3-5. 2)항의 조건의 대성광산 산성배수 모델링 결과 

밥Rt」 245ppm 250ppm 255ppm 260ppm 265ppm 270ppm 

Eh=O 4.2397 4.2543 4.2758 4.3180 4.7184 4.8617 

Eh= - 100 5.6131 5.6207 5.6298 5.6411 5.6559 5.6778 

짧R:」 275ppm 280ppm 285ppm 290ppm 295ppm 300ppm 

Eh=O 5.1989 5.9819 6.3108 6.4998 6.6317 6.7329 

Eh= - 100 5.6778 5.9819 6.3108 6.4998 6.6317 6.7329 

그림에서 보여주는바 2)항의 모델링 조건에 의하면 Ca++농도가 280ppm이상일 경우 Eh가 

OmV와 100mV에서 수소이온농도가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a++농도가 280ppm이상일 경우 대성광산의 산성배수처리가 개선수준이상인 수소 

이온농도를 나타낼 수있으며， 산화환원전위도가 -100mV의 낮은 환원조건에서 Ca++농도 

가 240ppm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개선수준에 가까운 수소이온농도 값이 될것으로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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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개선물질의 실내실험 

제 1 절 석회석(산성광산배수처리용) 

산성광산배수처리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행한 실내실험은 개선시설에 사용될 3- 4cm 

크기의 석회석과 산성배수를 실험실내에서 비이커에 체적비로 1 : 1로서 중화반응시켜 시 

간에 따른 성분변화를 측정하는 단순한 실험을 실시하였다. 

Table 4- 1- 1. 대성탄광배수를 석회석으로 반응시 물성변화 

λ꿇첼관 0분(원수) 30분 1시간 6시간 12시간 20시간 24시간 

pH 3.45 4.65 5.02 5.85 6.05 6.15 6.27 

DO 4.5 3.0 2.6 2.0 1.8 1.6 1.5 

Fe(ppm) 4.96 4.43 3.61 1.81 1.69 1.12 1.10 

Al(ppm) 7.7 6.6 6.1 4.6 2.7 2.6 2.5 

S04(ppm) 1172 1085 1070 995 990 985 982 

Table 4- 1 - 1 에 보여준바 석회석과 대성탄광의 산성배수를 중화시키기 위해서는 반응 물 

질의 체적비가 1:1일 경우 대략 10시간 이상 체류하여야 개선수준으로 처리될수 있을 것 

으로 나타났다(Fig.4- 1 - 1 참조). 

Table 4-1- 2. 대성탄광배수를 소성돌로마이트로 반응시 물성변화 

성 ............... 분 체류 ~시~간~ 0분(원수) 30분 1시간 6시간 12시간 20시간 24시간 

pH 3.45 4.63 5.01 6.05 7.05 8.12 9.27 

DO 4.5 2.9 2.3 1.0 0.8 0.7 0.8 

Fe(ppm) 4.96 3.12 2.33 0.5 0.1 tr tr 

Al(ppm) 7.7 6.6 3.3 0.6 0.1 0.1 0.1 

S04(ppm) 1172 752 707 620 550 471 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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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동양탄광배수처리 실험시설에서 나타난 철산화물의 스케일 때문에 배관이 막히는 

장애가 발생하여 설험에 지장을 초래한바 금산대성탄광배수 처리시설에는 중화효과가 뛰 

어나다고 알려진 3-4cm 크기의 소성돌로마이트를 활용하고자하는 목적으로 역시 산성 

배수와 체적비가 1:1로서 비이커를 사용하여 중화반응시켜 시간에 따른 성분변화를 측정 

하였다. 

측정결과는 Table 4- 1-2에 보여준바 중화효과가 뛰어날 뿐 아니라 중금속의 제거효율도 

월등히 우수하였다. 개선수준이상의 수소이온농도 값을 이루기 위해서는 6시간이상의 체 

류시 간을 유지 하면 가능한 것 으로 나타났다(Fig .4- 1 ←2 참조) . 

제 2 절 점토광물(녹조저감 및 처리용) 

1. 실험방법 

1차적으로 녹조처리에 사용될 점토광물에 대한 실내 실험은 역시 100ml 크기의 비이커 

를 이용한 단순용출 실험을 수행하였다. 즉 시간에 지남에 따라서 용해작용이 진행되므 

로 녹조의 생태환경을 좌우하는 주된 요소인 수소이옹의 농도와 산화환원전위도(mV)를 

TOA 제품의 HM- 12P. RM-12P로 각각 측정하였다. 

개선물질을 1cm의 크기로 잘라서 100ml 용량의 비이커에 녹조함유수와 개선물질인 점토 

광물의 체적비가 1 대 l 정도로 하여 시간에 따른 수소이온농도와 산화환원전위도를 측정 

한 결과는 Table 4-2→ 1 에 도시하였다. 

도표에 나타난바 24시간 이후에는 녹조가 생성되기 어려운 환경으로 수질의 변화가 발생 

하였다. 아울러 닫힌계에서는 계속해서 수소이온의 농도가 감소하고 있으므로 그 효과는 

더욱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2차적으로 처리효율을 높이기 위해 개선물질을 5메쉬 크기로 분쇄하여 원통형 아크 

릴로 제작된 실험용기에 넣어서 순환펌프로서 물을 순환시켜 용출되는 물질의 특성을 측 

정하였다. 

그 실험결과 점토를 분쇄하여 사용하면 녹조제거를 위한 수질변화를 발생하기가 용이한 

것으로 밝혀졌다(Fig. 4-2-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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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2- l. 점 토광물과 녹조함유수와 반응시 간에 따른 pH와 Eh 변화 

tIm \~ \m\미e 
P11 sample P1 sample 

pH Eh(mV) pH Eh(mV) 

l시간후 9.29 80 9.31 85 

2시간후 7.72 150 6.93 182 

4시간후 6.95 180 6.78 188 

6시간후 6.60 190 6.54 195 

22시간후 5.90 246 5.81 250 

27시간후 6.15 215 5.58 266 

50시간후 4.74 300 4.74 300 

60시간후 5.10 299 4.98 305 

90시간후 5.05 295 4.78 301 

100시간후 4.21 355 4.46 325 

Table 4- 2- 2. 점토광물과 자연수와 반응시간에 따른 수질변화 

pH EC Eh(mV) T DO 

원수 6.30 119.9 646 7.6 11.2 

l시간후 5.72 232.0 414 16.1 9.5 

2시간후 4.95 206.0 368 18.6 8.7 

4시간후 4.76 105.6 338 2l.5 8.8 

6시간후 4.60 89.6 330 2l.1 9.4 

8시간후 4.58 99.4 317 2l.5 8.6 

24시간후 4.13 92l.0 337 15.4 8.8 

30시간후 4.84 785.0 373 2l.2 8.0 

54시간후 4.83 725.0 329 15.8 8.9 

60시간후 5.72 770.0 355 21 .1 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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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현장실험시설 

제 1 절 산성배수질혐시설 

1. 국내외 산성배수처리시설개요 

현재까지 연구， 개발된 산성광산배수 처리방안은 크게 Active 방법과 Passive 방법으 

로 구분된다. Active 방법은 통상 광산폐수를 집수하여 폭기/중화/응집공정으로 설계되어 

산성폐수의 주 오염물질인 철을 Fe(OHh의 형태로 제거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단기간 

에 높은 정화효과를 얻을 수 있으나 폭기에 필요한 동력비， 시설유지비 및 인건비가 많 

이 들며 다량의 슬러지를 처리해야 하므로 폐수처리 비용 조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폐 

광산의 배수 처리 대책으로 한계가 있다. 

물리화학적 수처리 방식의 대안으로 Passive 처리 방법에는 석회석 혹은 인회석 등 

광물질을 폐수 유로에 적치하여 수질을 개선하는 배수법， 그리고 천연유기물질을 이용하 

여 알카리도의 향상과 금속을 제거하는 Successive Alkalinity Producing System(SAP) 

및 소택지법 (Wetland)등이 있다. 이러한 Passive 방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폐광지역에서 

최소한의 관리비용을 들여서 광산배수의 수질을 향상시킨다는데 있다(Kleinmann and 

Hedin, 1993). 이러한 Passive treatment 법은 물리화학적 처리법에 비해 비록 정화효율 

은 떨어지더라도 동력 및 인력이 거의 필요치 않기 때문에 폐광산 산성광산배수 처리방 

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대한 반영으로 다양한 형태의 Passive treatment 법의 실내 및 현장 실증 연구 

가 활발히 이루워지고 있다(성낙창 등， 1997; 정영욱 등， 1997; Dvorak et a1., 1992; 

Hellier et a1., 1994; Hellier, 1996; Dietz et a1., 1994, Dietz and Stidinger, 1996; Eger et 

a1., 1994; Stark et a1., 1994; Sikora et a1., 1996). 

국내에서도 현재 Passive 처리가 실제적으로 설계 운전중에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예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주도하에 폐탄광 현장에 Anoxic limestone drain(ALD) 및 

SAP 처리시설 등이고 폐 금속광산의 경우 상향식 유로의 소택지 광산배수 처리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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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금속광물을 산성광산배수의 정화에 활용하여 그 가능성 및 경제성을 파 

악함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금속자원의 사용처 확대를 통한 부가가치 창 

출과 또한 오염된 지표환경의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2. 화순동양탄광지역 

1) 설계 및 연구방법 

1998년 8월 전라남도 화순군 동양탄광 광산배수 유로 부근에 현장 산성광산배수 처 

리시설을 설치하였다. 현장 산성광산배수 처리시설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 취 수구(프라스틱 용기 ) 

• 폐수 유업관( 50mm PVC pÌpe) 

• 반응조 4조(1m x O.3m x O.3m ) 

• 유량조절 밸브 

산성배수가 흐르는 농수로 중앙에 프라스틱 용기로 취수구를 만들고 50mm PVC 관과 

밸브로 4개의 반응조에 광산배수를 유입 시켰다. 광산배수는 반응조내부에서 수평이동 

하였다(사진 5- 1). 반응조 내부에 충전된 물질은 다음과 같다. 

• 반응조 1: 석회석 

• 반응조 2: 백운석 

• 반응조 3: 석회석+퇴비 

• 반응조 4: 석회석+우분 

반응조 1 및 2 는 호기성환경 이었으나 반응조 3 및 4는 혐기환경을 조성하였다. 

반응조 3 및 4는 반응조 1 및 2와 달리 반응조 상부를 덮개로 밀폐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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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lanatíon 
1 : Layout of 4 reactors 

# 1 : Filled with limestones 
# 2: dolomites 
# 3: compost and limestones 
# 4: cowmanure and limestones 

2 : Filling materials in each 4 reactors 
3 : A Tank for collecting AMD 

사진 5-1 화순동양탄광 광산배수 처리를 위한 반응조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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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기물을 충전하였다. 또한 바닥까지 PVC 유공관을 매설하여 모니터링 well 로 

삼았다 반응조 내부에서 광산배수가 체류하는 시간은 폐수 유입부에 설치된 밸브로 약 

6시간이 되도록 유량을 조절하였다. 

현장에서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해 pH를 측정하였다. 수질 분석용 불시료는 0.45μm 

공극의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농질산을 첨가한 후 실내에서 Fe(tot) , Al , Mn , Ca, 

Mg, SO42 를 분석 하였다. 

2) 연구결과 

가. 동양탄광 광산배수의 수질 

동양탄광 광산배수의 pH는 3.2로서 산성으로 나타났다. Fe는 총 함량으로 16mg/ Q , 

Al은 75mg/ Q, Mn은 2.7mg/ Q , Ca는 51mg/ Q , Mg는 7l mg/ Q 로 나타났다(표 5~ 1). 상기 성 

분들은 pH 및 Fe 함량은 환경보전볍 수질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 40 조 별표 11 의 기준 

치인 pH 5-9, Fe lOmg/ Q 를 초과하였다. 또한 Al은 상기 법규의 규제대상은 아니지만 흰 

색의 침전물을 발생시켜 하천의 미관을 훼손시키므로 광산배수 정화대상이다. 이상의 수 

질을 요약하면 동양탄광에서 배출되 는 광산배수는 산성수로서 수질환경을 훼손하는 Fe, 

Al, Mn 등이 함유된 산성광산폐수이다. 

Table 5~ 1 ~ 1 유입수 및 배출수 수질분석 결과 

구분 pH Fe(tot) AI Mn Ca Mg 
7。r 。tj1 -」「~ 3.2 16.45 74.8 2.73 51 71 

반응조 1 4.8 0.01 0.7 2.35 137 82 

반응조 2 6.1 0.01 0.3 0.06 103 88 

반응조 3 4.6 0.04 14.4 3.05 98 72 

반응조 4 3.3 19.80 41.0 2.14 40 49 

Fig. 5~ 1 ~ 1 에 유입수 및 반응조 방류수별 수질변화가 나와 있다. Table 5~ 1 ~ 1에 나 

와 있듯이 백운석이 충전된 반응조 2에서 pH의 상승이 가장 현저하였다. 반응조 2의 경 

우 원수의 pH가 3.2의 산성인 폐수를 pH 6.1로 상승시켰다. 이러한 성적은 수질환경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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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의 규제수준을 만족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3개 반응조의 pH복원은 5미만에 그 

쳤다. 

Fe(tot)의 경 우 유입 수 함량이 16mg/ Q 였다. 반응조 1, 2, 3의 경 우 Fe의 정 화효율은 

거의 100%에 달하여 Fe제거에 매우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반응조 4의 경우 반응조 방류 

수에서 19m9/ Q 로 나타나 오히려 상승하였다. 

Al의 경우 반응조 l 및 2에서 약 100% 정화효율을 나타내었다. 그러나 반응조 4는 

45%의 정화효율을 나타내 가장 저조한 정화능력을 나타내었다. 한편 Mn의 경우 역시 

반응조 2가 98%의 정화효율을 나타내 가장 성적이 우수하였고 반응조 3은 원수에 비해 

오히 려 농도가 높아졌다. 

Ca 및 Mg성분은 광산배수의 정화대상 성분은 아니지만 반응조 내부에 충전된 석회 

석 및 백운석의 용해정도를 제시해 준다. 석회석 및 백운석이 가장 많이 포함되었던 반 

응조 1 및 반응조 2의 경우 기타 반응조 보다 Ca 및 Mg 의 용출이 상대적으로 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석회석 및 백운석의 함유된 반응조에 산성 

수가 일정시간(약 6시간) 체류하다가 배수되면서 pH가 상승하였다. 이때에 Fe, Al , Mn등 

이 제거되며 Ca 및 Mg 성분은 석회석， 백운석이 용탈 되었다. 반응조별로 정화효율을 

검토해 보면 백운석 반응조가 가장 정화효율변에서 그리고 산성수를 가장 중화시키는 반 

응조로 나타났다. 

m m 



pH 

• • • •• • --- ~ 

유
 렬

 암
 

」

r 
L
1

「

」

1

「
[

[ 

nu 

nu 

nu 

nu 

nu 

nU 

nu 

nU 

?I 

”
。
ra 

A
에
 

꺼
J
 

n
ι
 4I 

nU 

멜되 

반응조 1 반응조 2 반응조 3 

망류수 앙류수 망류수 

。 01 .6. ql 바 2-^-
TT i:::i T * o "Tr T 

반응조 4 

망류수 

Fe(tot) 

I EI Fe(tot) I , 
반응조 4 

~~등T-〈「

T。T 。a， -2「、 n i;l a ζ3LTET -/「、

Mn 

2.5r 

1.5f 
맘되 

O 51 L[ 

O. 
반응조유 반응조 1 반응조 2 반응조 3 반응초 4 

。닙1i l느 망류수 망류수 앙류수 망류수 

T。T 。tjl -A「 D ii| 6 C>• TEr -A「
--- ._----' 

Fig. 5- 1- 1. 유입수 및 방류수의 수질 비 교 

% 



0.0 ' 

140 

120( 

100[ 
80 

40 

20 

AI 

반응조유 반응초 1 반응조 2 
입수 망류수 앙류수 

반응조 3 
t:::I!-..ê ι‘ 
oTTT 

。이~ ql 닝 ks'::::::::' 
ìT 8T :;;;; ζjTTT 

Ca 

반응조유 반응조 1 반응조 2 반응조 3 J 。
L 임수 망류수 방류수 앙류수 

유입수 및 망류수 

90 
80 ~ 
70 ~ 
60 . 
sm 
401 
301 
201 
10 r 
o 

Mg 

1떨[ 
반응조 4 

망류수 

- ---→←→←←」
•• • • •] 

쐐 
반응조 4 

방류수 

멜러 

반응조 유 반응조 1 반응조 2 반응조 3 반응조 4 

입수 방류수 방류수 방류수 망류수 

。이 λ 。 I tj~~~ 
Tr 8. 3i::: oTTT 

Fig. 5- 1 → 1.계속 

- 99-



3. 금산대성탄광지역 

1) 설계 및 연구방법 

1999년 5 월 충남 금산 대성 탄광 갱도 매몰 부분 주변 옹벽으로 유출되는 광산배수 

를 시험대상 배수로 하였다. 옹벽에서 유출되는 광산배수를 PVC 파이프로 집수하여 반 

응조 까지 유도하여 광산배수 처리 실험을 수행하였다. 현장 산성광산배수 반응조는 아 

래와 같이 구성되었다(Fig. 5- 1- 2). 

• 취 수구(PVC 파이 프) 

• 집수조 겸 분배조 

• 아크릴 반응조 2조( 0.5 m x 0.5 m x 2 m ) 

• 맨홀 반응조 4조 

• 배수 파이프 

반응조의 배열은 2가지 형식이었다. 아크릴 반응조는 독립적으로 분배조에 연결되었 

다. 반응조 3 및 반응조 4는 각각 맨홀 반응조 2개를 직렬로 연결하여 반응조 1 및 반응 

조 2 와 다른 형태를 취하였다. 광산배수의 흐름은 집수조로 광산배수가 유도되어 각각 

의 독립된 파이프에 의해서 반응조 1, 2, 3 및 4 로 유입되었고 각 반응조의 충전물질과 

일정시간 반응하다가 자연 수두에 의해 배수되었다(사진 5• 2). 각 반응조별 충전물질은 

다음과 같다. 

• 반응조 1: 석 회 석/소성 돌로마이 트(3:2) 

• 반응조 2: 석회석/소성돌로마이트(4: 1) 

• 반응조 3: 옥천계 석회석(직경 lOcm) + 강원도산 석회석(상기 반응조1 2와 대비) 

• 반응조 4: 석회석 

반응조 1 및 2 는 석회석 수로 혹은 폐갱도의 석회석 충전의 환경을 모사한 반응조 

가 되며 반응조 내부는 격막을 두어 광산배수가 지그재그 형태로 흐르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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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조 3 은 석회석을 프라스틱 상자에 담아서 스케렁이 발생하드라도 쉽게 제거하 

는 방법을 고안해내기 위해서 앞부분의 맨홀에는 직경이 큰 옥천계의 석회석을 충전시켰 

고 직렬로 연결된 또다른 맨홀에 강원도산 석회석을 충전하였다. 그리고 반응조 4는 희 

석에 의한 정화효율을 검토하기 위해 설치되었다. 반응조 4는 지표수가 석회석이 충전된 

맨홀로 유입되어 알카리도를 상승시켜 다른 맨홀로 유입되고 이맨홀에 광산배수가 혼합 

희석 되도록 설계되었다. 본 반응조 시스템은 1999년 10월 까지 운전되었고 유입수 및 

방류수에 대한 수질분석은 총 4 회 였다. 

2) 연구결과 

대성탄광 산성배수 현장시험의 결과가 표 5- 2 에 나와있다. 각 반응조별 시간경과에 

따른 pH의 변화가 그림 5- 2 에 나와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유입수의 pH 가 3.65 

였으나 반응조 내부로 광산배수가 유입되어 3차 수질조사시점까지 pH가 상승하였다.4 

차에는 모든 방류수의 pH가 낮아졌다. 1차， 2차 및 3차 방류수의 pH가 증가한 이유는 

체류시간이 3시간， 6시간 및 12시간으로 증가하면서 충전물질과 광산배수와 접촉시간이 

증가해서 pH가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방류수의 평 균값(n=4)은 반응조 1, 2, 3, 4별로 각각 5.5, 5.5, 5.1, 4.3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pH는 석회석 및 소성 돌로마이트가 충전되었던 반응조1 및 2에서 가장 크게 상 

승하였다. 알카리수를 인위적으로 생성 광산배수와 혼합하는 반응조 4의 방류수 pH는 

평균 4.3으로 pH 상승이 가장 저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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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2. 대성광산 산성배수 현장실험측정치 (99/05/28)체류시 간(3시 간) 

반 ---.. 응---조“~‘ i5 。l~ 묘 -~1L-~ pH Eh EC HC03 

τ。~'"까r 3.65 434 1317 0 

Reacter 1 5.73 234 1320 12.04 

Reacter 2 5.20 287 1287 9.0 

Reacter 3 4.79 303 1245 

Reacter 4 3.89 429 992 

(99/06/25)체 류시 간(6시 간) 

반 ---..응~“ 조‘~ pH Eh EC HC03 

원수 3.57 454 1126 

Reacter 1 5.64 226 1086 

Reacter 2 6.01 183 1147 

Reacter 3 5.20 275 1001 

Reacter 4 4.70 343 992 

(99/07/21)체 류시 간(12시 간) 

반 ---..응~“ 조‘~‘~ z5 。l~ E -~1L--~ pH Eh EC HC03 

τ。tl~까r 3.57 454 1126 

Reacter 1 6.41 279 1442 

Reacter 2 6.84 235 1479 

Reacter 3 7.01 227 1180 

Reacter 4 5.14 296 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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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녹조저감 현장시설 

1. 예비실험 

가.개요 

국내의 대규모 댐 특히 대청댐 충주댐 등에서 매년 여름마다 녹조의 과다생성에 의해 

정수처리에 어려움을 겪어서 녹조제거에 많은 관심과 연구가 수행되었으나 저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이 아직 개발되지 않아서 새로운 방법이 요구되어 왔다. 산화 

알루미늄 등 고가의 산화제물질을 사용하면 가능하나 경제성을 이유로 광범한 활용이 어 

려운 실정이다. 일단 녹조주의보 상태가 도래되면 정수장에서는 주로 활성탄을 이용하여 

녹조를 제거하고 있다. 

국내에서 녹조에 관한 연구는 수처리 관련 연구기관과 학계에서 현재 활발히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일부 효능과 효율에 있어서 어느정도 수준에 달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특히 수계에서 질소와 인의 제거와 저감하는 연구와 이들 부영양소를 공급하는 오염원의 

근원적인 제거 또는 저감기술은 현재 상당한 결실을 본 것으로 알려져있다. 그러나 현장 

적용과 경제성의 문제 때문인지 녹조의 근본적인 제거는 아직까지 잘 이루어 지지않고 

있다. 본 연구는 생물학적 측면만이 아닌 녹조가 번성하는 지화학시스템을 정확히 조사 

하여 핵심적인 parameter를 찾아서 녹조가 번식하기 어려운 환경을 제공하여 녹조발달을 

억제하는 방법이다. 달성된 녹조저감 기술을 활용하면 적조문제의 해결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나. 녹조 발생 

저수지나 댐과 같은 갇힌 수계에서는 부영양물이 풍부하고 누적되므로서 수온이 25 0C 

이상이 되면 녹조가 번성하기 시작한다. 특히 축산폐수등 오염물질이 대량으로 유입되는 

하절기에 녹조류의 대량번식 여건이 형성되므로 갑자기 녹조가 증가하게 된다. 녹조가 

발생한 수계의 지화학적 특성은 수소이옹농도가 알칼리를 나타내고， 산화환원전위도가 

80-90mV로 아주 낮아지는 경향이 q(Table 5-2-1 , 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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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1. 대청호 녹조현상 발생지역 현장시스템 

위 치 pH Eh(mV) Conductivity T( OC) D.O(mg/ J). 비교 

문의면 덕유리 7.60 155 mV 138.0 μs/cm 12.6 10.2 녹조 미약 

문의면 덕유리 9.12 88 mV 100.1 μs/cm 27.5 12.5 노~::t:. 바 E즈다 E즈 

장계리 다리밑 8.60 122 mV 122.7 μs/cm 29 8.6 녹조 현상 

안남면 지수리 9.05 89 mV 147.9 μs/cm 31.1 12.1 녹조 현상 

회남면 사무소 9.24 98 mV 105.5 μs/cm 30.3 10.2 녹조 현상 

Table 5- 2- 2. 대청호 녹조현상 발생지역 현장시스템과 평상시(*표시)와 비교 

pH EC Eh Tem. 
대청호 장계리 8.60 122.7 122 29.0 

다리부근 6.79* 108.4* 254* 9.9* 
대청호 안남면 9.05 147.9 89 31.1 

지수리 7.05* 125.1 * 155* 9.7* 
대청호 회남면 9.24 105.5 98 30.3 

소재지 7.11* 135.1* 165* 9.5* 

그리고 수중에 부유물질이 과다하게 된다. 금강수질검사소 조사에 의하면 본 조사지역의 

대청댐의 취수장이 위치한 문의면 일대는 남조류， 회남면 일대는 벨라시나가 우세하게 

발달한다고 말한다. 우리나라 전역의 댐중에 비교적 녹조발달이 심한 지역은 대청냄과 

충주호를 들수있는데 그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다.연구방법 

녹조저감 실내실험을 위한 녹조는 대청댐의 문의면일대와 충주호의 청풍지역에서 주 

로 채취하였다. 녹조의 발생시기가 하절기에 국한되므로 실험기간도 자연히 단기적일 수 

밖에 없다.2차년도 조사결과로서 개선물질이 분포한 지역의 수계에 대한 지화학적 특정 

은 pH는 낮고 Eh는 높은 수질로서 녹조발달이 용이한 수계의 지화학적시스템과 반대되 

는 성질을 나타낸다(Table 5-2- 3, Fig. 5- 2-1 참조) . 즉 녹조발달이 용이한 수계의 지화 

학적시스템과 정반대되는 특성을 가진 처리수를 사용하므로서 녹조를 저감시킬수 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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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5-2-3. 점토광물분포지의 수계에 대한 지화학적 특징 

IpH Eh EC Tem K Na Ca MQ Si02 AI F CI N03 S04 

PS-1 4.65 311 488 10 .8 3.88 15 .4 41.8 16 .7 26.9 1.35 0 .14 14.96 8.84 171 .1 

PS-2 6.50 196 L- 164 -----9--.-1- |「--← 1.53 뉴-- 9.3 11 .1 5 .26 20.1 0 .12 O 11.46 4 .73 43.12 -_.- - - • 

PS-3 6 .24 224 219 11 .4 0 .99 9 .4 19 .8 6 .36 18.9 0.09 O 10.44 0.80 88.74 

PS-4 5 .21 294 356 9.7 1 .15 17 .4 22.6 10 .7 21.2 0.20 0.07 17.19 0.41 126.6 -------

PS-7 5 .71 252 230 7.4 1 .41 11.9 18 .7 7.73 19 .7 0 .03 O 14 .32 6 .48 77.31 

PS-8 6 .04 257 153 7.7 1 .11 10.1 10 .3 4 .44 18.2 0 .10 0 10 .75 2 .03 44 .01 

PS-9 5 .24 278 169 9.5 1 .76 13 .2 7.78 5 .1 33 .8 0.12 O 14.27 1.20 51.20 

PS-10 3.88 302 308 9.0 1 .49 11.2 19.8 10 .3 35 .0 2 .36 0 .07 11 .61 3 .45 123.5 

| 

}
。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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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리를 이용하고자 하였다(Table 5- 2- 4. 참조) . 

동일성분의 개선물질로서 녹조가 생성된 물질과 각기 다른비율로 섞어서 1,000cc 비이커 

에 담아 햇빛을 받을수 있는 위치에 두는 실험만 실시하였다. 

그 비율은 각각 10, 20, 25, 50, 75%로 모두 5가지의 실험을 하였다(사진 5- 2- 1). 

사진 5- 2- l. 개선물질처리수와 녹조함유수의 비율별 실험 

라. 예비연구결과 

실험결과 75%의 개선물질을 첨가한 녹조는 2일후 대부분 녹조의 색깔이 연한갈색으로 

변한후 아래로 가라앉으며 소멸되었으며(사진5-2-2 참조) 나머지 4가지 시료들은 일주 

일후에 brownish yellow의 색으로 변하면서 녹조가 소멸하였다(사진5-2-3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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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5-2-2. 녹조함유수만의 시료(좌)와 개선물질처리수로 합한 시료(우) 

쁨빼률률률톨 톨톨==틀 

사진 5-2-3. 개선물질처리수로 처리된 1주일후의 녹조시료 

영천댐에서 발생한 조류의 저감 내지 살조를 위한 실증실험을 위해 실내에서 500ml의 

비이커에 조류를 함유한 물을 붓고 비금속광물질(1cm x 1cm x 1cm크기)을 담궈서 15일 

을 경과한후 수질은 Table 5-2-4과 같으며 조류의 출현종 및 현종량을 분석한 결과 조 

류함량도 급격히 감소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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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4. 개선물질을 넣은 녹조함유수의 수질특성 

동。lE -1L 값 λ~ 동 1:￡- 함량 /셔‘J 드 l:3-- 함량 λ~ 동 \!.초- 송nLE 。t

pH 6.56 K 2.9 Si02 12.5 N03 0.08 

Eh 258 Na 9.05 Al 0.7 S04 78.56 

EC 444 Ca 19.45 F 0.31 Fe 0.01 

Temp 25.6 Mg 6.89 Cl 7.83 

Table 5- 2- 5. 출현종 및 현존량kells/rnL) 영천댐 

능 ~ 현 크。드 
처 리 전 처리후 

비 고 
kells/mL) Ccells/rnL) 

Anabaena planctonica 374 남조 

Anabaena spiroides 173 'if:-:tζ-

Coelastrum naegelianum + 즈~::î: 

Cosmarium sp. + 즈-[1二 ::î: 

Eudorina elegans + 즈-[1二 /ιF;-

Fragilaria crotonensis 144 133 규조 

M onoraphidium contortum + 즈-I1; -;4ζ-

Microcystis aeruginosa 3,888 107 남조 

Pediastrum duplex + 즈~::î: 

Peridinium sp 4,608 와편모조 

Pseudanabaena limnetica 29 'if:-:tζ-

Rhodomonas sp. 14 황색편모조 

Scenedesmus ecornis 115 + 뇨-二~ :-:tζ-

Staurastrum cingulum + + i-r1二 :-:tζ-

Synedra acus 173 80 규조 

Synedra ulna 29 규조 

Tetraedron mlmmum 14 즈-c1 -;ιE 

동닙L 계 9.561 320 

-112 -



먼저 수소이온농도는 6.56으로서 조류가 발생한 현장의 수소이온농도(8.04)로서 약 l.48 

정도가 낮아졌으며， 산화환원전위도는 37mV가 증가하였다. 전기전도도의 값은 444μ 

S!cm로서 31μS!cm가 높아졌다 나머지 성분의 함량이 먹는물기준에 대부분 적합한 

함량을 보인다. 

Table 5- 2- 6. 조류강별 제거율(영천댐) 

처리전 처리후 제거 세포수 제거율 

남조강 4,464 107 4,357 97.6 % 

규조강 346 213 133 38.4 % 

녹조강 129 0 129 100 % 

와편모조강 4,608 0 4,608 100 % 

기 타 14 0 14 100 % 

합 계 9,561 320 9,241 96.7 % 

수체내 조류의 종과 개체수는 Table 5-2-5에 나타난바， 우세한 종은 남조강과 와편모 

강으로 각각 46.7%, 48.2%의 함유비율로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다. 그밖에 규조 

강(3.6%) ， 녹조강0.3%) ， 기 타(0.1%)로 구성 된다. 

실험결과 각종의 제거비율은 와편모강(100%) ， 녹조강000%) ， 기타(100%) ， 남조강 

(97.6%) , 규조강(38.4%)으로서 총제거율은 96.7%의 우수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규조강 

의 제거율이 38.4%로서 가장 낮은 효율을 나타냈다(Table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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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7. 삽교천지류의 현장 측정치 및 실내분석치 

S04 Na ICa K HC03 Te땐띠O EC Eh jpH 

24.62 8.53 413 1 32.2111 .8 8.04 1 221 쉴.ill.지 류 00(99081 ?) 

23 .44 

23 .49 

5.52 58 .90 0 .30 6.82 1 227 1 3511 26.6112 .0 쉴포진륜요인g맨82j)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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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8. 출현종 및 현존량 Ccells/mU 삽교천지류 

줄 현 드。조 OM 00 OOA 비고 

Achnanthes minutissima + 규조 

Actinastrum hantzschii 672 730 324 ~~ 

Actinastrum hantzschii var. f!uviatile 739 1,958 936 즈-t1; -;4ζ-

Anabaena sp. + '6- sζ-

Ankistrodesmus jalcatus 461 즈~~ζ-

Ankistrodesmus gracilis + i-t1; -;ιζ-

Aphanizomenon f!os-aql따e + 남조 

Aulacoseria ambiglιa 2,318 2.227 2,340 규조 

Aulacoseira granulata + + + 규조 

Cyclotella pseudostelligera + + 규조 

Cyclotella sterigella + + 규조 

Euglena acus + + + 유글레나조 

Euglena proxima 1,008 614 756 유글레나조 

Fragilaria capucina + 규조 

Francia droescheri + ~sζ-

Geminella sp. 45,326 51 ,533 43,524 ~3ζ-

Golenkinia radiata + ~~ 

Gomphonema parvulum + + + 규조 

Gonium jormosum 538 + ~sζ-

Gyrosigma spencerii 36 규조 

Haematococcus lacustris + + ~~ 

M erismopedia tenuissima + 38 남조 

M icractinium pusillum + + + 즈~:iζ-

M onoraphidi um contortum 235 153 252 즈-C1 -그iζ-

Navicula cryptotenella 36 규조 

Navicula pupula + + + 규조 

Navicula viridula var. rostellata 38 + 규조 

Nitzschia gracilis 101 규조 

Nitzschia intermedia + + 규조 

Nitzschia longissima 38 규조 

Nitzschia palea 34 77 108 규조 

Oocystis parva + + 즈-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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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inued 

줄 현 종 OM 00 OOA 비고 

Pandorina morum 1,613 2,458 2,304 ~끼; -;iζ-

Pediastrum duplex 538 614 576 q3ιζ-

Phacus sp. 1 + 38 36 유글레나조 

Phacus sp. 2 72 유글레나조 

Polyedriopsis spinulosa + ~3ζ-

Pseudanabaena limnetica + 192 36 남조 

Selenastrum gracile + 즈q.::s.ζ-

Scenedesmus acuminatus 269 + 288 i-t-1; -;ιζ-

Scenedesmus quadricauda + + + 즈-t1; -;4ζ-

Scenedesmus qlιdri띠uda var. + ~:t 

asymmetncus 

Scenedesmus spinosus + ~:t 

Staurastrum sp. + 즈2f ~ζ-

Stephanodiscus hantzschii 1,075 1,536 1,332 규조 

Synedra acus 235 192 216 규조 

Synedra ulna 34 + + 규조 

Trachelomonas sp. 1 + + 유글레나조 

Trachelomonas sp. 2 + 유글레나조 

Westella botrγoides + 즈-I1; -;」ζ-

항목별 평균값은 pH:8.39, Eh:184.5mV , EC312.0μS!cm， DO:14.6ppm으로서 실내실험에 

서 나타난 결과에 비해서 효과가 아주 미약하였다. 즉 조류가 발달하지 못하는 환경으로 

변환시키는 효과가 예상보다 적다는 의미이다. 

1999년 10월 26일 채취한 시료내에 함유된 조류의 출현종 및 현존량은 Table 5-2-8에 

표시되어 있으며 조류강별 제거율은 Table 5-2-9에 표시하였다. 

실험결과 각종의 제거비율은 녹조강(13.1%)， 남조강(100%) ， 규조강(7.6%) ， 기타( -2.9%) 

으로서 총제거율은 12.8%으로서 전반적으로 아주 낮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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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2-9 조류강별 제 거 율(삽교천지 류) 

처리전 처리후 채거 세포수 재거율 

남조강 230 0 230 100 % 

규조강 4,108 3.797 311 7.6 % 

녹조강 57,446 49,930 7,516 13.1 % 

기 타 1,113 1,142 - 29 - 2.6 % 

합 계 62,897 54,869 8,028 12.8 % 

상기와 같은 현장에서 낮은 조류제거율을 나타난 원인은 실험시설을 설치한 삽교천지류 

가 부유물질이 아주 많아서 물과 점토광물의 접촉이 제한되어서 복조제거를 위한 수질변 

화를 충분히 생성시키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차후 이러한 환경에서도 점토광물이 잘 

용해될 수있게 하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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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장 결 료르 
L-

l. 기존자료에 의하면 예미도폭 1, 2, 3, 4, 5, 6, 12, 13, 14, 15호 내에 산성광산배수를 처 

리할 수 있는 양질의 풍촌석회암이 부존되며， 매장량은 CaO 50%이상， Si02 4%미만의 

고품위 만 적 용시 킬 때 약 251 ,766,000 M!T이 다. 

2. 청하도폭 84, 85, 86, 87, 88, 96, 97, 98, 108, 118호 및 포항 도폭 104, 106, 107, 114, 

117, 118, 119, 124, 126호 내 에 3기 층중에 부존하는 점 토광물류(주로 Mudstone)가 녹조 

제거 및 저감물질로 선정되었으며 기존자료에 의한 개략적인 추정을 위해 전체 체적을 

30，α)()m x 4500m x 25m = 3，375，α)()，α)() m3 (M!T)로 보고 여기에 비중 2.4 (Montmorillonite 

비중)와 공제율 30%(연장의 불연속성， 주변부의 관입암체， 충적층의 확대 및 기타 감산 

요인 등)를 적용하면 추정매장량은 대략 5,670,000,000 M!T이다. 

3. 1)항의 조건에서 화순동양탄광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Eh 

가 OmV일 때 Ca++농도는 270ppm이 상이 되 어 야 하는 것， Eh가 100mV일 때 Ca++농도는 

280ppm이상， Eh가 -l00mV일 때 Ca++농도는 260ppm이상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각각 모 

델링에 의해 계산되었다. 한편 금산대성탄광 산성배수가 개선수준(pH:6이상)으로 되기 

위해서는 Eh가 OmV일 때 Ca++농도는 270ppm이상 되어야 하며， Eh가 100mV일 때 Ca++ 

농도는 300ppm이상， Eh가 -l00mV일 때 Ca++농도에 별 상관이 없는 것으로 모델링에 

의해 각각 계산되었다. 이는 Eh가 대성폐탄광 산성배수를 처리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 

임을 말한다. 

2)항의 모델링 조건에서는 동양광산배수의 Ca++농도가 255ppm이상일 경우 Eh가 OmV 

와 100mV에서 pH가 같은 값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Ca++농도가 255ppm이상일 경우 개 

선수준이상인 pH를 나타낼 수있다고 모델링 되었다. 한편 대성광산 경우 2)항의 조건에 

서 실행한 모델링에 의하면 Ca++농도가 280ppm이상일 경우 Eh가 OmV와 -100mV에서 

pH가 같은 값을 나타내었으며， Ca++농도가 280ppm이상일 경우 개선수준이상인 pH를 나 

타낼 수있으며， Eh가 -l00mV의 낮은 환원조건에서 Ca++농도가 240ppm이상의 경우에는 

거의 개선수준에 가까운 pH값이 펼것으로 모델링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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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남 화순군 동양탄광 및 충남 금산 대성탄광에서 유출되는 광산배수에 대하여 비금 

속 광물질을 이용하여 정화시험을 수행하였다. 

동양탄광 광산배수 정화시험 결과 백운석이 충전된 반응조에서 광산배수의 정화능 

력이 가장 우수하였다. pH 3.2의 산성수를 6.1로 중화시켰고 Fe, Al, Mn 등 주요 오염 

물질을 거의 100% 제거시켰다. 이러한 정화원인은 배출수의 Ca 및 Mg 함량이 상승한 

점으로 탄산염암의 용해로 발생한 탄산염이 폐수와 반응한 결과이다. 

대성탄광 반응조 방류수의 pH 는 석회석 및 소성 돌로마이트가 충전되었던 반응조 

에서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알카리수를 인위적으로 생성하여 광산배수와 혼합한 결과 

pH 상승이 가장 저조하게 나타났다. 

5. 포항 달천지역의 점토광물질을 이용한 담수내 녹조저감처리를 위한 실험실내에서의 

제거효율은 평균 96.7%로서 아주 우수한 효과를 나타냈다. 

6. 삽교천 지류에서 수행한 녹조저감 현장실험 시설내에서 점토광물의 표면에 부유물질 

의 흡착으로 인해 제거효율이 평균 12.8%로서 그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7. 비금속광물자원을 이용한 담수내 녹조 저감 내지 제거를 위해서는 새로운 설치방법이 

고안되면 효율적으로 그 목적을 달성할 수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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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3/6 , Version 7.2b (EQ3/6-V7-REL-V7. 2b-PC) 
EQ3NR Speciation-Solubility Code (EQ3/6-V7-EQ3NR-EXE-R139-P5) 
Supported by the EQLIB library (EQ3/6-V7-EQLIB-LIB-R168-P5) 

Copyright (c) 1987 , 1990-1993 , 1995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All rights 
reserved. 

This work is subject to additional statements and 
disclaimers which may be found in the README . txt file 
included in the EQ3/6 software transmittal package . 

02/11/00 13:49 :31 Run 

--- Reading the input file ---

EQ3NR input file name= 
Description= "Dongyong 
Version level= 7. 2 
Revised 24/01/00 Revisor= T. K. Kim 
This is part of th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in Honam coal area. 

Water from AMD water DongYong at the Honam coal mine . 
fep=O , ca=300ppm, hco3=fco2 , (98/05/15 sample)) 
Purpose: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dy030.3i 
AMD water 

References 

Harrar , J . E. , Carley , J . F. , Isherwood, W. F. , and Raber , E. , 1990 ,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Use of J-13 Well Water in 
Nevada Nuclear Waste Storage Investigations: UCID-21867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Livermore , California. 

O. OOOOOE+OO 

O. OOOOOE+OO 

tdspl= 

tolsat= 

O. OOOOOE+OO 

O.OOOOOE+OO 

tdspkg= 
uredox= 

toldl= 

0. 18200E+02 
0.10000E+01 
O. OOOOOE+OO 
O.OOOOOE+OO 
O 

endit. 
tempc= 

rho= 
fep= 

tolbt= 
~termx=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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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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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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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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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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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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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o 

iopt1-10= 
iopg1-10= 
iopr1-10= 

ioprl1- 20= 



iodb1-10= 
uebal= H+ 
nxmod= 0 

O o 0 

data file master species= Na+ 
switch with species= 

0 

jflag= 2 csp= O.312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Si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16000E+02 

data file master species= Ca++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30000E+03 

data file master species= K+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59000E+OO 

data file master species= Mg++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43300E+02 

data file master species= Li+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600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H+ 
switch with species= 
jflag= 19 csp= O. OOOOOE+OO 

uphas1= Calcite 
data file master species= HC03-

switch with species= 
jflag= 21 csp= -O.20000E+01 

uphas1= C02(g) 
data file master species= 02(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93000E+Ol 

data file master species= F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25000E+OO 

data file master species= Cl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33600E+01 

data file master species= N03-
switch with species= NH3(aq) 
jflag= 2 csp= O.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S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 80300E+03 

data file master species= B(OH)3(aq)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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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20000E+02 

data file master species= 뼈1++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Fe++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0.20000E+Ol 

data file master species= Sr++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OOOOOE+OO 

data file master species= HP04-
switch with species= 
jflag= 2 csp= O.OOOOOE+OO 

endit. 

--- The input file has been successfully read ---

--- Reading the datal file ---

--- The datal file has been successfully read ---

* note - (eqlib/in벼ot) The following aqueous species 
have been assigned a default hard core diameter of 

4.000 Angstroms-
CO(aq) 
Ca(CH3COO)2(aq) 
CaC03(aq) 
CaC12(aq) 
CaS04(aq) 
Fe(CH3COO)2(aq) 
FeC12(aq) 
KCH3COO(aq) 
KCl(aq) 
KHS04(aq) 
KOH(aq) 
LiCH3COO(aq) 
LiCl(aq) 
Mg(CH3COO)2(aq) 
MgC03(aq) 
NaCH3COO(aq) 
NaF(aq) 
NaHSi03(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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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eee qqq 33333 n n rrrr 
e q q 3 nn n r r 
eeee q q 33 n n n rrrr 
e q q q 3 n nn r r 
eeee qqq 3333 n n r r 

q 

EQ3NR , version 7.2b (R139 
supported by EQLIB , version 7.2b (R168 

EQ3NR input file name= dy030.3i 
Description= "Dongyong AMD water" 
Version level= 7.2 
Revised 24/ 01/00 Revisor= T. K. Kim 
This is part of the EQ3NR calculation for AMD water in Honam coal area. 

Water from AMD water DongYong at the Honam coal mine. 
fep=O , ca=300ppm, hco3=fco2 , (98/05/15 sample)) 
Purpose : to apply for remediation in AMD. 

References 

Harrar , J .E. , Carley , J. F. , Isherwood , W. F. , and Raber , E. , 1990 , 

Report of the Committee to Review the Use of J-13 Well Water in 
Nevada Nuclear Waste Storage Investigations: UCID-21867 , Lawrence 
Livermore National Laboratory , Livermore , California. 

dataO.com. R2 

CII: GEMBOCHS . V2-EQ8-DATAO.COM. R2 

THERMODYNAMIC DATABASE 
generated by GEMBOCHS. V2-JEWEL.SRC.R3 02-aug-1995 16:45:06 
Output package : eq3 
Data set : com 
+------------------------------------------------

The activity coefficients of aqueous solute species 
and the activity of water are calculated according to the 
B-dot equation plus others 

Temperature= 18. 20 degrees Celsius 
pressure= 1. 0132 bars 

-130 -



79 elements are in the data base 
100 elements can be loaded into memory 

14 elements are active in this problem 

972 aqueous species are in the data base 
346 aqueous species were loaded into memory 
800 aqueous species can be loaded into memory 
226 aqueous species are active in this problem 

892 aqueous reactions are in the data base 
266 aqueous reactions were loaded into memory 
699 aqueous reactions can be loaded into memory 

942 minerals are in the data base 
269 minerals were loaded into memory 
850 minerals can be loaded into memory 
269 minerals are active in this problem 

12 solid solutions are in the data base 
50 solid solutions can be loaded into memory 

88 gases are in the data base 
23 gases were loaded into memory 
80 gases can be loaded into memory 
23 gases are active in this problem 

iopt1 -1 (redox option switch) 
iopt2 0 (automatic basis switching switch) 
iopt3 0 (interfacing output control switch) 
iopt4 0 (turn-on solid solutions switch) 
iopt5 0 (not used) 
iopt6 0 (conv. test criteria switch) 
iopt7 0 (0/1 version 7/post-version 7 pickup file) 
iopt8 0 (not used) 
iopt9 0 (not used) 
iopt10 = 0 (not used) 

iopg1 = 0 (act. coeff. choice) 
iopg2 0 (pH scale convention swi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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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3 o (not used) 
iopg4 - o (not used) 
iopg5 o (not used) 
iopg6 - o (not used) 
iopg7 o (not used) 
iopg8 o (not used) 
iopg9 o (not used) 
i。∞10 = o (not used) 

iopr1 0 (list 10ading of species) 
iopr2 0 (list reactions and 10g K va1ues) 
iopr3 0 (aqueous species print order contro1) 
iopr4 0 (aqueous species print cut-off contro1) 
iopr5 0 (mass ba1ance percentages print contro1) 
iopr6 0 (mean ionic act coeff print contro1) 
iopr7 0 (minera1 affinity print contro1) 
iopr8 0 (ion size and hydr. no. print contro1) 
iopr9 0 (Pitzer coefficients tabu1ation) 
iopr10 0 (print concbs array) 
iopr11 0 (not used) 
iopr12 = 0 (not used) 
iopr13 = 0 (not used) 
iopr14 = 0 (not used) 
iopr15 = 0 (not used) 
iopr16 = 0 (not used) 
iopr17 0 (not used) 
iopr18 = 0 (not used) 
iopr19 0 (not used) 
iopr20 0 (not used) 

iodbl 0 (print info. messages switch) 
iodb2 0 (print pre-Newton-Raphson optimizations switch) 
iodb3 0 (request iteration variab1es to ki11) 
iodb4 0 (print Newton-Raphson iterations switch) 
iodb5 0 (list stoichiometric equiva1ences) 
iodb6 0 (contro1s iodb5 1eve1 of detai1) 
iodb7 0 (write reactions on fi1e r1ist switch) 
iodb8 0 (not used) 
iodb9 0 (not used) 
iodb10 = 0 (not used) 

The defau1t redox state is constrained by Eh 0. 00000 vo1ts 

Solution density = 1. 00000 g/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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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 mg/kg solution 
0.00 mg/L 

Total dissolved salts 
Total dissolved salts 

0.10000E-05 (convergence tolerance on residual functions) 
0.10000E-05 (convergence tolerance on correction terms) 
0.50000E+00 (phase saturation tolerance , does not affect 

convergence) 

Tolbt 
Toldl 
Tolsat = 

--- Input Constraints ---

Input Type/Co-species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Mineral equilibrium 

Calcite 

Jflag 

2 
2 
2 
2 
2 
2 
E 

Csp 

3. 1200E+00 
1. 6000E+01 
3.0000E+02 
5.9000E-01 
4. 3300E+01 
6.0000E-02 
O.OOOOE+OO 

Species 

Na+ 
Si02(aq) 
Ca++ 
K+ 
Mg++ 
Li+ 
H+ 

Calcite 
H+ 

1.000 
1.000 

Gas equilibr ium 
C02(g) 

21 

1.000 Ca++ 
1.000 HC03-

-2.0000E+00 

+ 

+ 
HC03-

C02(g) 
H20 

1.000 
1.000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
ι
 
?
ι
 
n
ι
 
?
ι
 

1. 000 H+ 
1. 000 HC03-

9. 3000E+00 
2.5000E-01 
3. 3600E+00 
O. OOOOE+OO 

+ 

+ 
) 

때
 

-

m 
F 

마
 뼈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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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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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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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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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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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T 
T 
T 

?
ι
 
?
ι
 ?“ 

?
ι
 
?
ι
 

염
 

1 
L 

8.0300E+02 
O.OOOOE+OO 
2.0000E+01 
O.OOOOE+OO 
2.0000E+00 

switch with NH3(aq) 
S04--
B(OH)3(aq) 
Al+++ 
Mn++ 
Fe++ 



Sr++ 
HP04--

O.OOOOE+OO 2 
O.OOOOE+OO 2 

Total conc , mg/L 
Total conc , mg/L 

Electrical balance will be achieved by adjusting 
야le concentration of "H+ Any other specified 
constraint will be overridden. 

Switching N03- into the basis set for NH3(aq) 

Species 

Al+++ 
Ca++ 
Cl
F
Fe++ 
H+ 

1.000 N03-
+ 1.000 H20 
+ 1.000 H+ 

1. 000 NH3(aq) 
+ 2. 000 02(g) 

1. 000 NH3(aq) 
+ 2.000 02(g) 

1.000 H20 
+ 1.000 H+ 
+ 1.000 N03-

--- Inactive Aqueous Species ---

--- Modified Input Constraints ---

Csp 

7. 4125E-04 
7. 4854E-03 
9. 4774E-05 
1. 3159E-05 
3. 5812E-05 
O.OOOOE+OO 

1. 000 Calcite 
+ 1. 000 H+ 

1. 000 Ca++ 
+ 1. 000 H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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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flag Input Type/Co-species 

o Total conc , molal 
O Total conc , molal 
O Total conc , molal 
0 Total conc , molal 
O Total conc , molal 

19 Mineral equilibrium 
Calcite 



HC03- -2. 0000E+00 21 Gas equilibrium 
C02(g) 

1.000 C02(g) 
+ 1.000 H20 

1.000 H+ 
+ 1.000 HC03-

HC03- -2.0000E+00 21 Gas equilibrium 
K+ 1. 5090E-05 0 Total conc , molal 
Li+ 8. 6443E-06 0 Total conc , molal 
Mg++ 1. 7815E-03 O Total conc , molal 
Na+ 1. 3571E-04 o Total conc , molal 
S04-- 8. 3590E-03 0 Total conc. molal 
Si02(aq) 2. 6629E-04 O Total conc , molal 
HS-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Acetic acid(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2--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203--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Acetone(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Benzene(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Butanoic acid(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CN-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CIO-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CI02-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CI03-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CI04-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Ethanamine(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Ethane(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Ethanol(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Ethylene(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Ethyne(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Fe+++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Formic acid(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Glycine(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H2 (aq) O.OOOOE+OO 27 Dependent species 
HS05-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Methane(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N2(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N3-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N02-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NH3(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02(aq) 2. 9064E-04 0 Total conc , molal 
Pentanoic acid(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Phenol(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Propanoic acid(aq)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204--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206--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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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08--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3--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306--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4--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406--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5--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506--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CN-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S03--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Toluene(aq) O.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Phthalate O. OOOOE+OO 30 Eliminated species 

--- Optimization ended within requested limits ---

iter= 0 
del( )= O. OOOOOE+OO , delfnc= O. OOOOOE+OO 

beta(conc Al+++ )= 3. 31746E-01 , betfnc= O.OOOOOE+OO 
bbig= 3. 31746E-01 , ubbig= Al+++ 
bneg= -7.06925E-03 , ubneg= Mg++ 
bgamx= 1. 50474E-02 , ubgamx= Al1304(OH)24(7+) 
bsigmm= -1.86810E-02 
bxi= -1.22148E-02 
btfcnr= O. OOOOOE+OO 

iter= 1 
del(conc 02(g) )= -2 . 20272E-01 , delfnc= O. OOOOOE+OO 

beta(conc Al+++ )= 5. 24226E-02 , betfnc= 8. 41980E-01 
bbig= 5. 24226E-02 , ubbig= Al+++ 
bneg= O.OOOOOE+OO , ubneg= none 
bgamx= 1. 58192E-02 , u벼amx= Al1304(OH)24(7+) 
bsiαrnn= -1.06519E-02 
bxi= -1 . 28776E-02 
btfcnr= 8. 85122E-01 

iter= 2 
del(conc 02(g) )= -1 . 17471E-02 , delfnc= 9. 46670E-01 

beta(conc Al+++ )= 4. 47224E-03 , betfnc= 9. 14689E-01 
bbig= 4. 47224E-03 , ubbig= Al+++ 
bneg= -3 . 45727E-07 , ubneg= Si02(aq) 
bgamx= 3. 66196E-03 , u벼amx= Al1304 (OH)24 (7+) 
bsigmm= -1 . 42189E-03 
bxi= -3.00188E-03 
btfcnr= 9.75450E-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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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r= 3 
del(conc Al+++ )= -4. 33910E-04 , delfnc= 9. 63062E-01 

beta(conc Al+++ )= 3. 21052E-04 , betfnc= 9.28212E-01 
bbig= 3. 21052E-04 , ubbig= Al+++ 
bneg= -3.59484E-08 , ubneg= Si02(aq) 
bgamx= 3. 58442E-04 , u여amx= Al1304(OH)24(7+) 
bsiαnm= -1. 00415E-04 
bxi= -2. 94352E-04 
btfcnr= 9. 97769E-01 

iter= 4 
del(conc Al+++ )= -4. 16458E-05, delfnc= 9.04022E-01 

beta(conc Al+++ )= 2. 47288E-05 , betfnc= 9.22976E-01 
bbig= 2. 47288E-05 , ubbig= Al+++ 
bneg= -2.85489E-09 , ubneg= Si02(aq) 
bgamx= 2. 84379E-05 , ubgamx= Al1304(OH)24(7+) 
bsigmm= -9. 11056E-06 
bxi= -2. 33573E-05 
btfcnr= 9.99839E-01 

iter= 5 
del(conc Al+++ )= -3. 27951E-06. delfnc= 9. 21252E-01 

beta(conc Al+++ )= 1. 91917E-06 , betfnc= 9. 22391E-01 
bbig= 1. 91917E-06 , ubbig= Al+++ 
bneg= -2. 22029E-10 , ubneg= Si02(aq) 
bgamx= 2. 21131E-06 , φgamx= Al1304(OH)24(7+) 
bsiαnm= -7. 17736E-07 
bxi= -1.81627E-06 
btfcnr= 9.99988E-01 

iter= 6 
del(conc Al+++ )= -2. 54889E-07 , delfnc= 9. 22278E-01 

beta(conc Al+++ )= 1. 49001E-07. betfnc= 9. 22361E-01 
bbig= 1. 49001E-07 , ubbig= Al+++ 
bneg= -1 . 72419E-11 , ubneg= Si02(aq) 
bgamx= 1. 71708E-07 , ubgamx= Al1304(OH)24(7+) 
bsiαnm= -5.57714E-08 
bxi= -1.41034E-07 
btfcnr= 9. 99997E-01 

Hybrid Newton-Raphson iteration converged in 6 steps. 

--- Summary of the Aqueous Solution ---

인
 

1 
4 



--- Elemental Com∞sition of the Aqueous Solution ---

Element mg/L mg/ kg Moles/kg 

O 0.88880E+06 0.88880E+06 0.5555238584E+02 
Al 20.000 20.000 0.7412476801E-03 
Ca 300.00 300. 00 0.7485403916E-02 
Cl 3. 3600 3.3600 0.9477416839E-04 
F 0. 25000 0. 25000 0.1315900350E-04 
Fe 2. 0000 2. 0000 0. 3581213202E-04 
H 0. 11190E+06 0. 11190E+06 0. 1110205536E+03 
C 32.896 32 .896 0. 2738827495E-02 
K 0. 59000 0. 59000 0. 1509017089E-04 
Li 0. 60000E-01 0.60000E-01 0.8644287983E-05 
Mg 43.300 43 . 300 0.1781526553E-02 
Na 3. 1200 3. 1200 0. 1357125431E-03 
S 268 . 04 268 . 04 0.8359045991E-02 
Si 7. 4790 7. 4790 0.2662925383E- 03 

--- Elemental Com∞sition as Strict Basis Species ---

Species mg/L mg/ kg Moles/kg 

H20 0. 10008E+07 0. 10008E+07 0.5555238584E+02 
Al+++ 20 . 000 20. 000 O. 7412476801E-03 
Ca++ 300. 00 300. 00 O. 7485403916E-02 
Cl- 3.3600 3.3600 0.9477416839E-04 
F- 0.25000 0.25000 0.1315900350E-04 
Fe++ 2.0000 2. 0000 0. 3581213202E-04 
H+ 0. 11190E+06 0.11190E+06 0.1110205536E+03 
HC03- 167.12 167.12 0. 2738827495E-02 
K+ 0. 59000 0. 59000 0.1509017089E-04 
Li+ 0.60000E-01 0.60000E-01 0. 8644287983E-05 
Mg++ 43 .300 43.300 0. 1781526553E-02 
Na+ 3. 1200 3. 1200 0. 1357125431E-03 
S04-- 803 . 00 803. 00 0.8359045991E-02 
Si02(aq) 16. 000 16. 000 0. 2662925383E-03 

--- Equivalent Comφsition of the Aqueous Solution ---

--- Original Basis ---

Species Moles/kg H20 

-138 -



H20 
Al+++ 
Ca++ 
Cl-
F-
Fe++ 
H+ 
HC03-
K+ 
Li+ 
Mg++ 
Na+ 
S04--
Si02(aq) 
02(aq) 

Species 

H20 
Al+++ 
Ca++ 
Cl-
F-
Fe++ 
H+ 
HC03-
K+ 
Li+ 
Mg++ 
Na+ 
S04-
Si02(aq) 
02(aq) 

O.5555180457E+02 
0.7412476801E-03 
0.7485403916E-02 
0.9477416839E-04 
0.1315900350E-04 
0.3581213202E-04 
0.1110205536E+03 
0. 2738827495E-02 
0.1509017089E-04 
0.8644287983E-05 
0.1781526553E-02 
0.1357125431E-03 
0.8359045991E-02 
0. 2662925383E-03 
0.2906359127E-03 

--- Current Basis (cte) ---

Moles/kg H20 

0.5555180457E+02 
0.7412476801E-03 
O. 7485403916E-02 
0.9477416839E-04 
0. 1315900350E-04 
0.3581213202E-04 
0.1110205536E+03 
0.2738827495E-02 
0.1509017089E-04 
0.8644287983E-05 
0. 1781526553E-02 
0. 1357125431E-03 
0. 8359045991E-02 
0. 2662925383E-03 
0. 2906359127E-03 

Single ion activities and activity coefficients are here defined 
with respect to the modified NBS pH scale 

modified NBS pH scale 
rational pH scale 

pH 

7.0509 
6. 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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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 pe 

0.0000 2.9880E-09 
0.0035 6.1022E-02 



pHCl = 11.1444 

Activity of water 0. 99971 
Log activity of water -0.00013 

True osmotic coefficient= 0.84949 
Stoichiometric osmotic coefficient= 0.73142 

Sum of true molalities= 0.0192681695969 
S때 。f stoichiometric molalities= 0.0223785091057 

True ionic strength= 0.0301885946759 
Stoichiometric ionic strength= 0.0403684639356 

--- Electrical Balance Totals ---

equiv/l<g H20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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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524427629E-01 
-0. 1524427623E-01 
0. 3048855252E-01 
0. 1524427626E-01 
0. 6274232391E-10 

Total charge sigma(mz) cations + abs ( sigma(mz) anions 
Mean charge 1/2 total charge 

The electrical imbalance is 

0.206E-06 per cent of the total charge 
0.412E-06 per cent of the mean charge 
0. 412E-06 per cent of sigma(mz) cations 
0.412E-06 per cent of abs ( sigma(mz) anions 

--- Electrical Balancing on H+ 

--- Activity Ratios of Ions -----

Log ( act(Al+++ 
Log ( act(Ca++ 
Log ( act(Cl
Log ( act(F-

) 1 act(H+)xx 3 ) 
) 1 act(H+)xx 2 ) 
) x act(H+)xx 1 ) 
) x act(H+)xx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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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8158 
11 . 6126 

-11.1444 
-12.0137 



Log ( act(Fe++ ) / act(H+)xx 2 ) 9.0948 
Log ( act(HC03- ) x act(H+)xx 1 ) -9.7730 
Log ( act(K+ ) / act(H+)xx 1 ) 2.1409 
Log ( act(Li+ ) / act(H+)xx 1 ) 1.9046 
Log ( act( Mg++ ) / act(H+)xx 2 ) 10.9485 
Log ( act(Na+ ) / act(H+)xx 1 ) 3.0984 
Log ( act(S04-- ) x act(H+)xx 2 ) -16.5684 
Log ( act(Si02(aq) -3.5751 
Log ( act(HS- ) x act(H+)xx 1 ) -38.8908 
Log ( act(Acetic acid(aq) -45.5463 
Log ( act(S2-- ) x act(H+)xx 2 ) -73.5117 
Log ( act(S203-- ) x act(H+)xx 2 ) -50.6267 
Log ( act(Acetone(aq) -89 . 2878 
Log ( act(Benzene(aq) -161. 0891 
Log ( act(Butanoic acid(aq) -108.0279 
Log ( act(CN- ) x act(H+)xx 1 ) ********* 
Log ( act(CIO- ) x act(H+)xx 1 ) -56 .4041 
Log ( act(CI02- ) x act(H+)xx 1 ) -94.4901 
Log ( act(CI03- ) x act(H+)xx 1 ) -118.4005 
Log ( act(CI04- ) x act(H+)xx 1 ) -146.6576 
Log ( act(Ethanamine(aq) -999.0000 
Log ( act(Ethane(aq) -71 . 0544 
Log ( act(Ethanol(aq) -69.8535 
Log ( act(Ethylene(aq) -74.4700 
Log ( act(Ethyne(aq) -84 . 7105 
Log ( act(Fe+++ ) / act(H+)xx 3 ) 3.0378 
Log ( act(Formic acid(aq) -19.9939 
Log ( act(Glycine(aq) -999.0000 
Log ( act( H2 (aq) -17.3468 
Log ( act(HS05- ) x act(H+)xx 1 ) -64 . 3083 
Log ( act(Methane(aq) -37.8959 
Log ( act(N2(aq) -999.0000 
Log ( act(N3- ) x act(H+)xx 1 ) ********* 
Log ( act(N02- ) x act(H+)xx 1 ) ********* 
Log ( act(NH3(aq) -999 . 0000 
Log ( act(02(aq) -3.5335 
Log ( act(Pentanoic acid(aq) -139.4149 
Log ( act(Phenol(aq) -156 . 0355 
Log ( act(Propanoic acid(aq) -76.4461 
Log ( act(S204-- ) x act(H+)xx 2 ) -65.0425 
Log ( act(S206-- ) x act(H+)xx 2 ) -56.1215 
Log ( act(S208-- ) x act(H+)xx 2 ) -86.3111 
Log ( act(S3-- ) x act(H+)xx 2 ) -95.0651 
Log ( act(S306-- ) x act(H+)xx 2 ) -80.1951 
Log ( act(S4-- ) x act (H+)xx 2 ) -116.8431 
Log ( act(S406-- ) x act(H+)xx 2 ) -88.1191 
Log ( act(S5-- ) x act(H+)xx 2 ) -138.8460 
Log ( act(S506-- ) x act(H+)xx 2 ) -125. 3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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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ies 

S04--
Ca++ 
HC03-
CaS04(aq) 
Mg++ 
MgS04(aq) 
C02(aq) 
02(aq) 
Si02(aq) 
Na+ 
Cl-
CaHC03+ 

Log ( act(SCN
Log ( act(S03--
Log ( act(Toluene(aq) 
Log ( act(o-Phthalate 

) x act(H+)xx 1 ) ********* 
) x act(H+)xx 2 ) -34.4038 

) = -189.6946 
) x act(H+)xx 2 ) -185.9124 

--- Distribution of Aqueous Species ---

Molality Log molality Log gamma Log activity 

6. 4597E-03 -2.1898 -0.2769 -2.4667 
6. 0261E-03 -2.2200 -0.2691 -2. 4891 
2.2084E-03 -2.6559 -0.0663 -2. 7222 
1. 3725E-03 -2.8625 0.0000 -2.8625 
1. 2457E-03 -2.9046 -0. 2486 -3.1532 
5. 1798E-04 -3.2857 0.0000 -3. 2857 
4. 1220E-04 -3.3849 0. 0032 -3.3817 
2.9064E-04 -3.5367 0.0032 -3. 5335 
2. 6598E-04 -3.5751 0.0000 -3.5751 
1. 3243E-04 -3.8780 -0. 0745 -3. 9525 
9. 4660E-05 -4.0238 -0. 0697 -4.0936 
8. 1341E-05 -4.0897 -0. 0745 -4.1642 

A11304 (OH)24( 7+) 5. 6806E-05 -4.2456 -3.2382 -7.4838 
Fe++ 1. 8288E-05 -4. 7378 -0. 2691 -5.0070 
MgHC03+ 1. 7105E-05 -4. 7669 -0.0745 -4 .8414 
K+ 1. 4725E-05 -4.8319 -0. 0780 -4.9099 
F- 1. 2688E-05 -4.8966 -0. 0663 -4.9629 
FeHC03+ 1. 1625E-05 -4.9346 -0. 0745 -5. 0091 
Li+ 8. 4771E-06 -5. 0718 -0. 0745 -5.1463 
FeS04(aq) 5. 3251E-06 -5. 2737 0.0000 -5.2737 
CaC03(aq) 5. 1512E-06 -5 . 2881 0.0000 -5.2881 
NaS04- 2.9311E-06 -5. 5330 -0.0663 -5. 5992 
AI02- 2.0292E-06 -5.6927 -0. 0663 -5. 7589 
C03-- 1. 5799E-06 -5.8014 -0. 2642 -6. 0656 
HAI02(aq) 6. 2102E-07 -6. 2069 0.0000 -6.2069 
MgC03(aq) 5. 3407E-07 -6.2724 0. 0000 -6.2724 
FeC03(aq) 5. 2836E-07 -6.2771 0.0000 -6.2771 
KS04- 3. 6489E-07 -6.4378 -0.0663 -6.5041 
NaHC03(aq) 3. 4316E-07 -6.4645 0.0000 -6.4645 
HSi03- 3.0796E-07 -6.5115 -0.0663 -6.5778 
MgF+ 2.0309E-07 -6.6923 -0.0745 -6. 7668 
CaF+ 1. 9351E-07 -6.7133 -0. 0745 -6. 7878 
LiS04- 1. 6722E-07 -6. 7767 -0. 0663 -6.8430 
H+ 1.0237E-07 -6.9898 -0. 0610 -7. 0509 
OH- 7.8023E-08 -7. 1078 -0. 0697 -7.1775 
Al(OH)2+ 6. 9920E-08 -7.1554 -0. 0745 -7.2299 
CaCl+ 6.2048E-08 -7 . 2073 -0.0745 -7 . 2818 
MgCl+ 5.0338E-08 -7.2981 -0. 0745 -7.3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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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OH+ 4. 1522E-08 -7. 3817 -0.0745 -7.4562 
HS04- 2. 8178E-08 -7.5501 -0.0663 -7.6164 
AIF2+ 2. 5824E-08 -7.5880 -0. 0745 -7.6625 
AIF++ 9. 7123E-09 -8.0127 -0. 2869 -8.2996 
AIOH++ 6. 9541E-09 -8.1578 -0. 2869 -8.4447 
CaOH+ 6. 1116E-09 -8.2138 -0. 0745 -8. 2883 
AIF3(aq) 2. 9830E-09 -8.5254 0.0000 -8.5254 
FeF+ 2. 9153E-09 -8.5353 -0. 0745 -8.6098 
NaHSi03(aq) 1. 5136E-09 -8.8200 0. 0000 -8.8200 
NaCl(aq) 1. 4420E-09 -8.8410 0. 0000 -8 .8410 
댄’ (aq) 1. 2614E-09 -8.8992 0.0000 -8.8992 
Fe (OH)3(aq) 1. 0899E-09 -8.9626 0. 0000 -8. 9626 
FeCl+ 6. 3990E-10 -9 . 1939 -0. 0745 -9.2684 
NaC03- 4.2045E-10 - 9.3763 -0. 0663 -9.4425 
Fe(OH)2+ 2. 4614E-10 -9.6088 -0.0745 -9 . 6833 
AlS04+ 1. 9100E-10 -9.7190 -0.0745 -9.7935 
Al+++ 1. 5758E-10 -9 .8025 -0. 5342 -10. 3367 
NaF(aq) 1. 1496E-10 -9. 9395 0. 0000 -9 . 9395 
Al(S04)2- 4. 9667E-11 -10. 3039 -0 . 0663 -10.3702 
NaAI02(aq) 3. 2419E-11 -10. 4892 0. 0000 -10.4892 
KCl( aq) 2. 7852E-11 -10.5552 0.0000 -10.5552 
LiCl( aq) 1.7075E-11 -10. 7676 0.0000 -10. 7676 
AIF4- 9. 5067E-12 -11.0220 -0.0663 -11.0882 
CaC12(aq) 5. 1599E-12 -11.2874 0. 0000 -11.2874 
Fe(OH)4- 3. 5842E-12 - 11.4456 -0 . 0663 -11.5119 
Fe(OH)2(aq) 3. 1225E-12 -11.5055 0.0000 -11. 5055 
LiOH(aq) 1. 8385E-12 -11. 7355 0. 0000 -11 . 7355 
HCl(aq) 1. 5491E-12 -11. 8099 0. 0000 -11. 8099 
NaOH(aq) 1. 2153E-12 -11. 9153 0. 0000 -11.9153 
H2Si04-- 6. 9702E-13 -12.1568 -0. 2769 -12.4337 
KOH(aq) 4. 7952E-13 -12.3192 0.0000 -12. 3192 
FeOH++ 1. 0787E-13 -12.9671 -0 . 2869 -13. 2541 
A12 (OH)2++++ 6. 6701E-14 -13.1759 -1. 0864 -14. 2622 
H6( H2Si04)4-- 2. 7355E-14 -13.5630 -0. 2769 -13.8399 
따fS04(aq) 1. 8742E-14 -13. 7272 0.0000 -13. 7272 
FeC03+ 4. 8692E-15 -14.3125 -0. 0745 -14.3870 
HF2- 3. 6062E-15 -14.4429 -0. 0663 -14. 5092 
Fe (OH)3- 1. 6274E-15 -14. 7885 -0 . 0663 -14 .8548 
A13(OH)4(5+) 9. 3291E-16 - 15. 0302 -1. 6575 -16. 6876 
FeC12(aq) 2. 1571E-16 -15.6661 0. 0000 -15.6661 
Formate 2. 3273E-17 -16. 6331 -0. 0663 -16.6994 
H2F2 (aq) 5. 5023E-18 -17.2595 0.0000 -17.2595 
H2 (aq) 4A673E-18 -17 . 3500 0. 0032 -17.3468 
Fe+++ 2. 6270E-18 -17.5805 -0.5342 -18. 1148 
H2S04(aq) 2. 5743E-18 -17.5893 0. 0000 -17. 5893 
FeS04+ 1. 7575E-19 -18.7551 - 0.0745 -18.8296 
FeF++ 1. 5882E-19 -18 . 7991 -0 .2869 -19 . 0860 
FeF2+ 1. 8113E-20 -19.7420 -0. 0745 -19 .8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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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S04)2- 1. 7050E-20 -19.7683 -0.0663 -19.8345 
Formic acid(aq) 1.0142E-20 -19 . 9939 0.0000 -19.9939 
S03-- 9. 4374E-21 -20.0251 -0.2769 -20.3021 
HS03- 7. 7125E-21 -20.1128 -0.0663 -20. 1791 
H4(H2Si04)4---- 1. 2295E-21 -20 . 9103 -1. 1279 -22.0382 
Fe(OH)4-- 2. 9709E-23 -22 5271 -0.2769 -22.8040 
CO(aq) 1. 9497E-23 -22. 7100 0.0000 -22. 7100 
FeC1++ 1. 1472E-23 -22.9404 -0. 2869 -23 . 2273 
FeC14-- 9. 1833E-24 -23.0370 -0.2769 -23.3139 
Mg4 (OH) 4++++ 8. 4420E-24 -23.0736 -1. 0864 -24.1599 
Fe2(OH)2++++ 1.0192E-24 -23.9917 -1. 0864 -25.0781 
FeC12+ 7. 9905E-25 -24. 0974 -0. 0745 -24.1719 
H2S03(aq) 6. 4477E-26 -25.1906 0. 0000 -25.1906 
S02(aq) 3. 6876E-26 -25. 4333 0. 0000 -25.4333 
Fe3(0H) 4(5+ ) 1. 6445E-31 -30.7840 -1.6575 -32.4414 
HS- 1. 6974E-32 -31. 7702 -0.0697 -31. 8399 
H2S(aq) 1. 5692E-32 -31. 8043 0.0000 -31.8043 
SiF6-- 2. 0389E-35 -34.6906 -0 . 2769 -34 . 9675 
FeC14- 6. 1261E-36 -35.2128 -0.0663 -35 . 2791 
S203-- 5. 6487E-37 -36. 2480 -0.2769 -36 . 5250 
S-- 2. 2149E-38 -37.6546 -0.2769 -37 . 9316 
Methane(aq) 1. 2707E-38 -37. 8959 0.0000 -37.8959 
Forma1dehyde(aq) 1. 7749E-39 -38. 7508 0. 0000 -38.7508 
HS203- 1. 2727E-39 -38.8953 -0.0663 -38.9615 
Methano1(aq) 1. 1815E-41 -40 . 9276 0.0000 -40.9276 
S206-- 1. 8076E-42 -41. 7429 -02769 -420198 
Acetate 6. 4974E-44 -43.1873 -0.0663 -43.2535 
CaCH3COO+ 1. 8388E-45 -44. 7355 -0.0745 -44. 8100 
S205-- 1.3014E-45 -44 . 8856 -0.2769 -45.1625 
MgCH3COO+ 9 . 7390E-46 -45. 0115 -0 . 0745 -45 . 0860 
Acetic acid(aq) 2. 8428E-46 -45 . 5463 0. 0000 -45.5463 
FeCH3COO+ 1. 3353E-47 -46.8744 -0 . 0745 -46.9489 
NaCH3COO(aq) 4. 9638E-48 -47.3042 0.0000 -47. 3042 
LiCH3COO(aq) 8. 5334E-49 -48.0689 0.0000 -48.0689 
KCH3COO(aq) 3.6035E-49 -48.4433 0.0000 -48.4433 
HC10(aq) 1. 4626E-49 -48 . 8349 0. 0000 -48 . 8349 
C10- 5. 1647E-50 -49 . 2870 -0.0663 -49.3532 
S204-- 2. 1683E-51 -50.6639 -0.2769 -50.9408 
A1CH3COO++ 7.0595E-52 -51 . 1512 -0.2869 -51. 4382 
H02- 2. 4220E-52 -51 . 6158 -0.0663 -51 . 6821 
HS05- 6. 4384E-58 -57 . 1912 -0.0663 -57.2575 
S2-- 7. 3613E-60 -59 . 1330 -0.2769 -59.4100 
Aceta1dehyde(aq) 7. 3218E-64 -63 . 1354 0.0000 -63 . 1354 
S306-- 1. 5259E-66 -65. 8165 -0. 2769 -66 . 0934 
Ethano1(aq) 1. 4011E-70 -69.8535 0.0000 -69.8535 
Ethane(aq) 8. 8219E-72 -71.0544 0. 0000 -71.0544 
S208-- 1. 1682E-72 -71.9325 -0. 2769 -72.2094 
S406-- 1. 8176E-74 -73. 7405 -0.2769 -74.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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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anoate 6. 1661E-75 -74.2100 -0.0663 -74.2762 
Ethylene(aq) 3. 3885E-75 -74.4700 0.0000 -74.4700 
Propanoic acid(aq) 3. 5802E-77 -76.4461 0.0000 -76.4461 
S3-- 2.0587E-81 -80.6864 -0.2769 -80.9633 
Ethyne(aq) 1. 9477E-85 -84.7105 0.0000 -84.7105 
Ca(CH3COO)2(aq) 1. 5127E-87 -86.8202 0.0000 -86.8202 
CI02- 4. 2367E-88 -87.3730 -0.0663 -87.4392 
Mg(CH3C00)2(aq) 3. 1219E-88 -87.5056 0.0000 -87.5056 
Fe(CH3COO)2(aq) 1. 1693E-89 -88.9321 0.0000 -88. 9321 
Acetone(aq) 5. 1551E-90 -89.2878 0.0000 -89.2878 
Na(CH3COO)2- 1. 5198E-91 -90.8182 -0.0663 -90.8845 
Li(CH3COO)2- 5. 9560E-92 -91. 2250 -0.0663 -91. 2913 
HCI02(aq) 4. 7832E-92 -91. 3203 0.0000 -91. 3203 
K(CH3COO)2- 7.7528E-93 -92.1105 -0.0663 -92.1768 
Al( CH3COO) 2+ 2.3012E-93 -92.6381 -0.0745 -92. 7126 
Propanal(aq) 2. 5579E-94 -93.5921 0.0000 -93.5921 
1-Propanol(aq) 1.5338-101 -100.8142 0.0000 -100.8142 
Propane(aq) 4.0029-103 -102.3976 0.0000 -102.3976 
S4-- 3.4324-103 -102.4644 -0.2769 -102. 7413 
1-Propene(aq) 5.9857-104 -103.2229 0.0000 -103.2229 
Butanoate 1.8854-106 -105. 7246 -0.0663 -105. 7908 
Butanoic acid(aq) 9.3772-109 -108.0279 0.0000 -108. 0279 
S506-- 1.0759-111 -110.9682 -0.2769 -111.2452 
CI03- 5.2070-112 -111.2834 -0.0663 -111. 3497 
1-Propyne(aq) 2.4899-112 -111.6038 0.0000 -111.6038 
Ethylacetate(aq) 1.1690-117 -116.9322 0.0000 -116.9322 
2-Butanone(aq) 3.0688-121 -120.5130 0.0000 -120.5130 
S5-- 3.4092-125 -124.4673 -0.2769 -124. 7443 
Butanal(aq) 3. 1485-127 -126.5019 0.0000 -126.5019 
1-Butanol(aq) 9.7083-134 -133.0129 0.0000 -133 . 0129 
n-Butane(aq) 1. 5919-134 -133.7981 0.0000 -133. 7981 
1-Butene(aq) 1. 1895-135 -134.9247 0.0000 -134.9247 
Pentanoate 7.3828-138 -137.1318 -0.0663 -137.1980 
Pentanoic acid(aq) 3.8468-140 -139.4149 0.0000 -139.4149 
CI04- 29039-140 -139.5370 -0 . 0697 -139 . 6068 
1-Butyne(aq) 7.6181-144 -143 . 1182 0.0000 -143.1182 
2-Pentanone(aq) 6.8151-153 -152.1665 0. 0000 -152. 1665 
Phenol(aq) 9.2151-157 -156.0355 0.0000 -156.0355 
Pentanal(aq) 2.0951-158 -157.6788 0.0000 -157.6788 
Benzene(aq) 8. 1451-162 -161.0891 0.0000 -161. 0891 
1-Pentanol( aq) 6.4391-164 -163.1912 0.0000 -163.1912 
n-Pentane(aq) 5.3139-166 -165.2746 0. 0000 -165.2746 
1-Pentene(aq) 3.5775-167 -166.4464 0.0000 -166.4464 
Hexanoate 22519-169 -168. 6475 -0.0663 -168. 7137 
Hexanoic acid(aq) 1.2181-171 -170. 9143 0.0000 -170.9143 
o-Phthalate 2. 9258-172 -171 . 5338 -0.2769 -171. 8107 
Ca(o-Phthalate) (aq) 1. 3190-172 -171. 8798 0. 0000 -171 . 8798 
H(o-Phthalate)- 4. 0993-174 -173.3873 -0.0663 -173.4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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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Pentyne(aq) 2 .4135-175 -174.6173 0.0000 -174.6173 
Na(o-Phthalate)- 1.0071-175 -174.9969 -0.0663 -175.0632 
o-Phthalic acid(aq) 2.7899-178 -177.5544 0.0000 -177.5544 
2-Hexanone(aq) 3.1400-184 -183.5031 0.0000 -183 . 5031 
Hexanal(aq) 6.1908-190 -189.2083 0. 0000 -189.2083 
Toluene(aq) 2.0203-190 -189.6946 0.0000 -189.6946 
1-Hexanol(aq) 4.4416-196 -195.3525 0.0000 -195.3525 
n-Hexane(aq) 1. 2970-197 -196.8870 0.0000 -196.8870 
1-Hexene(aq) 1. 6861-198 -197.7731 0. 0000 -197. 7731 
Heptanoate 8.0351-201 -200.0950 -0.0663 -200.1613 
Heptanoic acid(aq) 5.4466-203 -202.2639 0.0000 -202. 2639 
1-Hexyne(aq) 6. 1072-207 -206 . 2142 0.0000 -206.2142 
2-Heptanone(aq) 1.1414-215 -214 . 9426 0. 0000 -214.9426 
Ethylbenzene(aq) 5. 9183-222 -221.2278 0.0000 -221.2278 
Heptanal(aq) 2.3421-222 -221. 6304 0. 0000 -221. 6304 
1-Heptanol(aq) 1. 3348-228 -227.8746 0.0000 -227.8746 
n-Heptane(aq) 4.6952-229 -228.3283 0. 0000 -228.3283 
1-Heptene(aq) 5.8224-230 -229 . 2349 0.0000 -229.2349 
Octanoate 2. 9226-232 -231 . 5342 -0.0663 -231.6005 
Octanoic acid(aq) 3. 3241-234 -233.4783 0. 0000 -233.4783 
1-Heptyne(aq) 1.4143-238 -237.8495 0. 0000 -237 . 8495 
2-0ctanone(aq) 4.1487-247 -246.3821 0. 0000 -246.3821 
Octanal(aq) 3.8257-253 -252.4173 0. 0000 -252.4173 
n-Propylbenzene(aq) 3. 7586-253 -252.4250 0. 0000 -252.4250 
1-0ctanol(aq) 8. 7931-260 -2590559 0. 0000 -259.0559 
n-Octane(aq) 1.5931-260 -259.7978 0.0000 -259.7978 
1-0ctene(aq) 1. 4482-261 -260.8392 0.0000 -260.8392 
1-0ctyne(aq) 4.4902-270 -269 . 3477 0. 0000 -269.3477 
n-Butylbenzene(aq) 1.6520-284 -283.7820 0.0000 -283. 7820 
Nonanal( aq) 1. 0550-284 -283.9767 0. 0000 -283. 9767 
Decanal(aq) O. OOOOE+OO -315.0037 0.0000 -315.0037 
n-Pentylbenzene(aq) O. OOOOE+OO -315. 2590 0. 0000 -315. 2590 
n-Hexylbenzene(aq) O. OOOOE+OO -346. 7960 0. 0000 -346. 7960 
n-Heptylbenzene(aq) O.OOOOE+OO -378. 3856 0. 0000 -378.3856 
n-Octylbenzene(aq) O. OOOOE+OO -409 . 8251 0.0000 -409.8251 

--- Major Aqueous Species Contributing to Mass Balances ---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x or more of Al+++ 

Species Factor Molality Per Cent 

Al1304(OH)24(7+) 13. 00 5. 6806E-05 99.63 

Total 7. 4125E-04 9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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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Ca++ 

Species Factor Molality Per Cent 

Ca++ 
CaS04(aq) 
CaHC03+ 

1.00 6.0261E-03 80.51 
1.00 1. 3725E-03 18.34 
1.00 8. 1341E-05 1.09 

Total 7. 4854E-03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Cl-

Species Factor Molality 

Cl- 1. 00 9. 4660E-05 

Total 9. 4774E-05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F-

Species 

F-
MgF’+ 
CaF+ 

Total 

Factor Molality 

1.00 1. 2688E-05 
1.00 2. 0309E-07 
1. 00 1. 9351E-07 

1. 3159E-05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Fe++ 

Species Factor Molality 

Fe++ 1. 00 1. 8288E-05 
FeHC03+ 1.00 1. 1625E-05 
FeS04(aq) 1. 00 5. 3251E-06 
FeC03(aq) 1. 00 5. 2836E-07 

99 .93 

Per Cent 

99.88 

99.88 

Per Cent 

96.42 
1. 54 
1. 47 

99.43 

Per Cent 

51. 07 
32.46 
14.87 

1. 48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3. 5812E-05 99.87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HC03-

Species Factor Molality Per 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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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C03-
C02(aq) 
CaHC03+ 
MgHC03+ 

Total 

1. 00 2. 2084E-03 
1.00 4. 1220E-04 
1. 00 8 . 1341E-05 
1. 00 1. 7105E-05 

2.7388E-03 

80.63 
15.05 
2.97 

6. 245E-01 

99.28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K+ 

Species 

K+ 
KS04-

Total 

Factor Molality Per Cent 

1.00 1. 4725E-05 97.58 
1.00 3. 6489E-07 2.42 

1.5090E-05 100.00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Li+ 

Species 

Li+ 
LiS04-

Total 

Factor Molality Per Cent 

1.00 8. 4771E-06 98.07 
1. 00 1. 6722E-07 1.93 

8. 6443E-06 10000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Mg++ 

Species 

Mg++ 
MgS04(aq) 
MgHC03+ 

Total 

Factor Molality Per Cent 

1. 00 1. 2457E-03 69.92 
1.00 5. 1798E-04 29 . 08 
1.00 1. 7105E-05 9.601E-01 

1. 7815E-03 99.96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 or more of Na+ 

Species 

Na+ 
NaS04-

Total 

Factor Molality Per Cent 

1.00 1. 3243E-04 97.58 
1.00 2. 9311E-06 2.16 

1. 3571E-04 99 .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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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x or more of S04--

Species Factor Molality Per Cent 

S04-- 1. 00 6. 4597E-03 77.28 
CaS04(aq) 1. 00 1. 3725E-03 16.42 
MgS04(aq) 1. 00 5. 1798E-04 6.2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Total 8. 3590E-03 99.89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x or more of Si02(aq) 

Species Factor Molality Per Cent 

Si02(aq) 1.00 2. 6598E-04 99.88 

Total 2. 6629E-04 99 . 88 

Aqueous species accounting for 99x or more of 02(aq) 

Species Factor Molality Per Cent 

02(aq) 1.00 2.9064E-04 100.00 

Total 2. 9064E-04 100.00 

--- Summary of Aqueous Redox Reactions ---

Couple Eh. volts pe- Log f02 Ab, kcal 

DEFAULT 0.000 0.2988E-08 -56.927 0. 000 
HS- IS04-- 0. 000 0.2988E-08 -56.927 0. 000 
Acetic acid(/HC03- 0.000 0.2988E-08 -56 . 927 0.000 
S2-- IS04-- 0.000 0.2988E-08 -56.927 0. 000 
S203-- IS04-- 0. 000 0.2988E-08 -56.927 0.000 
Acetone(aq) IHC03- 0.000 0. 2988E-08 -56.927 0.000 
Benzene(aq) IHC03- 0.000 0.2988E-08 -56.927 0. 000 
Butanoic aci/HC03- 0.000 0. 2988E-08 -56.927 0.000 
CIO- ICl- 0.000 0.2988E-08 -56.927 0.000 
CI02- ICl- 0.000 0.2988E-08 -56.927 0. 000 
CI03- ICl- 0.000 0. 2988E-08 -56.927 0. 000 
CI04- ICl- 0.000 0.2988E-08 -56.927 0.000 
Ethane(aq) IHC03- 0. 000 0.2988E-08 -56 . 927 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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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anol(aq) IHC03- 0. 000 0. 2988E-08 -56.927 0. 000 
Ethylene(aq)/HC03- 0. 000 0.2988E-08 -56 .927 0. 000 
Ethyne(aq) IHC03- 0. 000 o 2988E-08 -56.927 0.000 
Fe+++ IFe++ 0. 000 0.2988E-08 -56.927 0.000 
Formic acid(/HC03- 0. 000 0.2988E-08 -56.927 0. 000 
H2 (aq) IH20 0. 000 0. 3210E-08 -56.927 0. 000 
HS05- IS04-- 0. 000 0.2988E-08 - 56.927 0.000 
Methane(aq) IHC03- 0.000 0.2988E-08 -56 . 927 0. 000 
02(aq) IH20 0. 813 0.1406E+02 -0 . 689 18. 744 
Pentanoic ac/ HC03- 0. 000 0. 2988E-08 -56 . 927 0.000 
Phenol(aq) IHC03- 0. 000 0. 2988E-08 -56 . 927 0. 000 
Propanoic ac/ HC03- 0. 000 0. 2988E-08 -56.927 0.000 
S204-- IS04-- 0. 000 0. 2988E-08 -56.927 0.000 
S206-- IS04-- 0. 000 0. 2988E-08 -56.927 0.000 
S208-- IS04-- 0.000 0. 2988E-08 -56 . 927 0. 000 
S3-- IS04-- 0.000 0. 2988E-08 -56 .927 0.000 
S306-- IS04-- 0. 000 0.2988E-08 -56.927 0.000 
S4-- IS04-- 0. 000 0.2988E-08 -56.927 0.000 
S406-- IS04-- 0. 000 0. 2988E-08 -56.927 0. 000 
S5-- IS04-- 0. 000 0. 2988E- 08 -56 .927 0. 000 
S506-- IS04-- 0.000 0. 2988E-08 -56 .927 0. 000 
S03-- IS04-- 0. 000 0. 2988E-08 -56 . 927 0. 000 
Toluene(aq) IHC03- 0.000 0. 2988E-08 -56.927 0. 000 
。-Phthalate / HC03- 0. 000 0.2988E-08 -56 .927 0.000 

--- Summary of Aqueous Non-equilibrium Non-redox Neactions ---

Reaction Log Q/K Aff , kcal State 

None 

--- Summary of Pure Mineral Saturation States ---

(Minerals with affinities .lt. -10 kcal are not listed) 

Mineral Log Q/K AfL kcal State 

Albite 0. 245 0.326 satd 
Albite high -1 . 119 -1 . 492 
Albite low 0.245 0. 326 satd 
Alunite 0.869 1. 158 ssatd 
Amesite-14A 1.208 1. 611 ssatd 
Analcime -0 . 364 - 0. 486 satd 
An퍼a라l노cime-dehy -6.893 -9.190 
Andalusite 1. 162 1.549 ss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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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adite -4.345 -5 . 793 
Anhydrite -0.717 -0.955 
Annite -0.984 -1.312 
Anorthite -1.701 -2.268 
Aragonite -0.256 -0.341 satd 
Bassanite -1. 363 -1.818 
Beidellite-Ca 7.780 10.372 ssatd 
Beidellite-H 6.854 9.137 ssatd 
Beidellite-K 6.901 9.200 ssatd 
Beidellite-Mg 7. 696 10.260 ssatd 
Beidellite-Na 6.857 9. 142 ssatd 
Boehmite 2. 788 3. 717 ssatd 
Brucite -5.806 -7.740 
CaA1204 : 10H20 -4. 752 -6.335 
CaS04:0.5H20(beta) -1. 540 -2.053 
Calcite -0.111 -0.148 satd 
Celadonite 1. 884 2.512 ssatd 
Chalcedony 0.292 0.390 satd 
Chamosite-7A 1.925 2.566 ssatd 
Chrysotile -6.303 -8.403 
Clinochlore-14A -4.065 -5.420 
Clinochlore-7A -7.494 -9 . 991 
Clinoptilolite-Ca 12.394 16.523 ssatd 
Clinoptilolite-K 4.207 5.609 ssatd 
Clinoptilolite-Na 3.446 4.594 ssatd 
Clinoptilolite-hy-Ca 12.432 16.574 ssatd 
Clinoptilolite-hy-K 4.058 5.410 ssatd 
Clinoptilolite-hy-Na 3.446 4.594 ssatd 
Clinozoisite -0.149 -0.198 satd 
Coesite -0.258 -0.344 satd 
Cordierite hydr -4.974 -6.632 
Corundum 2.263 3.017 ssatd 
Cristobalite(alpha) 0.004 0.005 satd 
Cristobalite(beta) -0 . 458 -0.611 
Cronstedtite-7A 3.442 4.589 ssatd 
Daphnite-14A 2.011 2.680 ssatd 
Daphnite-7A -1. 424 -1. 898 
Dawsonite -0.517 -0.690 
Diaspore 3.204 4.272 ssatd 
Diopside -6.080 -8.106 
Dolomite 0.262 0. 350 satd 
Dolomite-dis -1. 332 -1. 776 
Dolomite-ord 0.262 0.350 satd 
Enstatite -4.282 -5. 708 
Epidote 2.693 3.590 ssatd 
Epidote-ord 2.693 3.591 ssatd 
Epsomite -3.659 -4.877 
Eucryptite -5.036 -6.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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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yalite -5.109 -6.812 
Fe(OH)2 -5.201 -6.934 
Fe (OH)3 -2.962 -3.949 
FeO -4.871 -6.494 
Ferrite-Ca -4.915 -6.552 
Ferrite-Mg -5.174 -6.898 
Ferrosilite -2.153 -2.870 
Fluorite -2.321 -3.094 
Gibbsite 2. 639 3. 518 ssatd 
Gismondine 10 .469 13.957 ssatd 
Goethite 2.250 2.999 ssatd 
Greenalite -3.193 -4.257 
Gypsum -0.474 -0.632 
Hedenbergite -6.537 -8.715 
Hematite 5.440 7.253 ssatd 
Hercynite 0.464 0.618 ssatd 
Hexahydrite -3.894 -5.191 
Huntite -5.623 -7.496 
Ice -0.113 -0.150 satd 
Illite 6.695 8.925 ssatd 
Jadeite -1.949 -2.598 
K-Feldspar 2.442 3.255 ssatd 
Kalsilite -1. 949 -2.599 
Kaolinite 7.072 9. 428 ssatd 
Kieserite -5.353 -7.137 
Kyanite 1. 450 1.933 ssatd 
Lansfordite -3.666 -4.887 
Laumontite 4. 564 6.085 ssatd 
Lawsonite 2. 901 3.868 ssatd 
Magnesite -1. 297 -1. 729 
Magnetite 3. 815 5.085 ssatd 
Margarite 4. 547 6. 062 ssatd 
Maximum Microcline 2. 442 3.256 ssatd 
Melanterite -5.074 -6. 764 
Mesolite 6163 8.216 ssatd 
Minnesotaite -1. 385 -1.847 
Monohydrocalcite -0 . 927 -1. 236 
Montmor-Ca 6.429 8.571 ssatd 
Montmor-K 5621 7.494 ssatd 
Montmor-Mg 6. 417 8.554 ssatd 
Montmor-Na 5.574 7.432 ssatd 
Mordenite 1.875 2.499 ssatd 
Muscovite 9.317 12.421 ssatd 
Nahcolite -6 . 491 -8.654 
Natrolite -2.152 -2 . 869 
Nepheline -4.003 -5 . 337 
Nesquehonite -4.057 -5 .409 
Nontronite-Ca 9. 907 13.208 ssat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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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ntronite-H 8.981 11. 973 
Nontronite-K 9.028 12. 036 
Nontronite-Mg 9.823 13.096 
Nontronite-Na 8.985 11.978 
Okenite -5.983 -7 . 977 
Paragonite 6.206 8. 273 
Pentahydrite -4. 233 -5.644 
Petalite 2. 223 2.964 
Phlogopite -3. 601 -4.801 
Prehnite -0. 042 -0. 056 
Pseudowollastonite -6.277 -8 . 369 
Pyrophyllite 6. 518 8. 689 
Quartz 0.570 0.760 
Ripidolite-14A -1. 335 -1. 780 
Ripidolite-7A - 4. 766 -6. 354 
Sanidine high 1. 198 1.597 
Saponite-Ca -1. 893 -2.524 
Saponite-H -2 .820 -3. 759 
Saponite-K -2 . 773 -3. 697 
Saponite-Mg -1 . 977 -2.635 
Saponite-Na -2.816 -3 . 754 
Scolecite 5.834 7. 778 
Sellaite -3. 739 -4.985 
Si02(am) -0. 770 -1. 027 
Siderite -0.616 -0.821 
Sillimanite 0.785 1. 047 
Smectite-high-Fe-Mg 1.580 2.107 
Smectite-low-Fe-Mg 2. 622 3. 496 
Spinel -6.677 -8.902 
Sφdumene -1. 771 -2.361 
Starkeyite -4 . 621 -6.160 
Stilbite 10. 138 13.516 
Talc -3 . 160 -4.213 
Tridymite 0. 391 0.521 
Wairakite -0 . 062 -0 . 083 
Wollastonite -6.026 -8. 033 
Wustite -4 .860 -6.479 
Zoisite -0. 195 -0 . 260 

15 approx. saturated pure minerals 
o approx. saturated input solid solutions 
o saturated hypothetical solid solutions 

60 supersaturated pure minerals 
o supersatd. input solid solutions 
o supersatd. hypothetical solid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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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rnmary of Gases ---

Gas Fugacity Log fugacity 

Al(g) 5.5725-151 
C(g) 4.9098-137 
C2H4(g) 6.0518E-73 
CH4(g) 7. 8685E-36 
CO(g) 1. 7632E-20 
C02(g) 10000E-02 
Ca(g) 2. 1031-128 
Chlorine 4.0399E-56 
Fluorine 5. 8864-112 
H2 (g) 5. 4836E-15 
H20(g) 1.7120E-02 
H2S(g) 1. 2771E-31 
HCl(g) 1. 7628E-18 
맨’ (g) 4. 1869E-14 
K(g) 3.4057E-67 
Li(g) 3. 4548E-81 
Mg(g) 8. 4936-106 
Na(g) 1. 5121E-65 
02(g) 1. 1842E-57 
S2(g) 2.4424E-60 
S02(g) 1. 9243E-26 
Si(g) 7.4181-170 
SiF4(g) 2. 8353E-37 

--- Reading the input file ---

--- No further input found ---

Start time = 13:49:31 02/11/00 
End time = 13:49:32 02/11/00 

Run time = 0.880 
User time 0. 880 

Cpu time = 0.880 

Normal ex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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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onds 
seconds 
seconds 

-150.2539 
-136.3089 
-72.2181 
-35.1041 
-19.7537 
-2.0000 

-127.6771 
-55.3936 

-111 .2302 
-14.2609 
-17665 

-30. 8938 
-17. 7538 
-13.3781 
-66.4678 
-80.4616 

-105 . 0709 
-64 . 8204 
-56.9266 
-59 . 6122 
-25 . 7157 

-169.1297 
-36.5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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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 

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 · 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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