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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oT 활용 광물찌꺼기 적치장 모니터링 시스템 적용성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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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a real-time monitoring system using IoT technology was established in a tailings dam of the 

Okdong mine, and the structural variation of the retaining wall structure and the leachate flow rate from the dam were 

examined to evaluate the field applicability of the measuring equipment. The slope of the structure’s inclinometer showed 

change of both the X-axis and Y-axis inclination with the change of seasons and temperature. This might have been due 

to slight change caused by shrinkage and expansion of the structure length, resulting in variation of those angles. 

Variations in the flow rate of leachate from the dam resulted from increased precipitation amounts in the rainy season and 

decreased amounts in the dry season, although leachate was flowing out continuously. In the future, both the 

establishment of forecast and alarm grade systems and the installation of additional measuring devices along with the data 

accumulated from them will enable optimal safety management in tailings dam 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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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이 연구에서는 옥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을 대상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

하고 옹벽 구조물 변화 및 침출수 유출량 등을 확인하여 계측기기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구조물 경사계의 

각도 변화는 계절 및 온도 변화에 따라 X축, Y축 경사가 모두 변화를 보였다. 이는 수축·팽창에 의해 구조물 길이가 

미세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그에 따라 각도가 변화하고 있다. 침출수의 유량변화는 강우에 따라 증감하고 있으며, 건기

에도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어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향후 추가 계측기기 설치 및 계측기기별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하여 예보·경보등급 설정 등을 마련하면 최적의 적치장 안전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광물찌꺼기적치장, 사물인터넷, 모니터링, 옹벽구조물, 침출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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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광산폐기물 적치장은 과거 광산개발 부산물인 광물찌꺼

기 및 폐(광)석 등의 오염원을 환경적으로 안전하게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하여 광산 인근 부지를 활용하여 구축한 시

설물이다. 일반적으로 지정폐기물로 구분된 광물찌꺼기의 

경우 광구로 지정된 구역 내에서 이송과 보관이 가능하지

만 외부지역으로는 반출 및 반입 등의 행위를 금지하기 때

문에 과거 광산개발지역 내에 적치장이 설치되어 있다. 이

러한 광산폐기물 적치장은 대부분 고도가 높은 임야 또는 

계곡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부 수계방향으로 광물찌

꺼기 유실, 침출수 유출 등의 지속적인 환경문제를 야기 시

키고 있다. 

광산폐기물 적치장 사고의 주요 원인은 월류(overtopping), 

사면불안정(slope instability-static failure), 지진(earthquake- 

seismic instability), 유입수 또는 침출수에 의한 침식 및 변형

(seepage and internal erosion), 구조물 자체의 결함(structural 

inadequacies, inadequate or failed decants) 등 다양한 요소

에 의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ICOLD, 2001; 

Bowker and Chambers, 2015, 2016, 2017). 전 세계적으로 

1915년부터 2019년도까지 광물찌꺼기 적치장에서 발생한 

기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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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pecifications of measuring instruments applied in this study

Specification

Inclinometer High resolution: 0.0007°, Measuring range: ±30°, Full scale accuracy: 0.005°

Water Level Sensor
Pressure Ranges(Relative): 0 ~ 3 and 0 ~ 900ft Water Column

Accuracy: Static at 25°C±0.05%FS, Total Error Band 0.1% BR

TLS

(Thermal Line Sensor)

Resolution: 0.0625°C, Measuring range: ‑55°C to +125°C,

Accuracy: ±0.5°C(‑10°C to +85°C)

Flow Meter
Flow Rate Range: ±0.03 ~ 12.2 ㎧, Pipe Size: Any pipe ID from 12.7 mm to 4.5 m

Accuracy: ±2% of scale, Output: Isolated 4‑20㎃ (1000Ω load max.)

Weather Station

Climate Resolution Measuring range Accuracy Frequency (sec.)

Anemoscope 1° 0 ~ 360° ±3° 2.5

Anemometer 0.447 ㎧ 0.4 ~ 89.4 ㎧ ±0.89 ㎧ 2.5

Thermometer 0.1°C ‑40 ~ 65°C ±0.5°C 10

Hygrometer 1% RH 1 ~ 100% RH ±3% 25

Precipitation meter 0.2 mm 0 ~ 999.8 mm ±3% 10

Solar radiation meter 1 W/㎡ 0 ~ 1800 W/㎡ ±5% FS 50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Resolution: 1920 × 1080p, 1 ~ 25 fps, Lens: 5X optical zoom (digital 3X),

Infrared radiation range: Max 30 m(1 ea / 60 m), Preset: 12 Presets

Rotation: Pan 355, Tilt 90, Day & Night: ICR (Auto / Day / Night)

사고는 356건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올해 초 브라질 미

나스제라이스주(Minas Gerais)에 위치한 Córrego do Feijão 

광산에서 발생한 Brumadinho dam 붕괴사고는 십수 년간 

액화상태로 존재하던 광산폐기물이 사면부를 약화시키

면서 붕괴가 일어났다. 유출된 광산폐기물의 양은 약 

12,000,000 m
3 
규모로 유실구간은 약 8.0 km에 이르고 300

명의 인명피해 등을 발생시키며 역대 5번째 큰 사고로 기록

되었다(WMTF, 2019).   

국내의 경우 관할 지자체 또는 한국광해관리공단(MIRECO)

에서 시공하여 현재 관리 중인 광산폐기물 적치장은 전국

적으로 64개소이며, 이들은 다양한 적치량 및 적치형태로 

존재하고 있다(Park et al., 2018). 이들 중 구룡광산 및 제2

연화광산 등에 적치되어 있던 광산폐기물이 과거 발생한 

태풍 루사(2002년), 매미(2003년) 등의 자연재해로 유실되

어 주변 농경지 및 주거지에 환경피해를 발생시킨 바 있다. 

또한 MIRECO(2016)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3년까지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총 19개 광산(22개소 적치장)의 안

정성평가 결과 다수의 광산에서 우수배재시설, 복토층 및 

식생 불량, 침출수 발생, 사면 및 옹벽 등의 결함이 확인되

어 추가적인 집중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 광

물찌꺼기 적치장과 유사한 시설물인 저수지를 관리하는 한

국농어촌공사에서는 저수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붕괴로 재

난발생 시 대비할 수 있는 현장조치 행동매뉴얼과 계측기

의 운영 설치 등에 관한 가이드를 구축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각각의 계측기 마다 관심, 주의, 경계, 심각 등의 예보 

관리기준을 자체적으로 설정 및 구분하여 정량적인 수치를 

명시하고 있다(MAFRA, 2017). 또한 광산폐기물 적치장

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요소별 적용 가능한 계측기기를 

선정한 연구(Jung et al., 2018)가 있으나, 실제로 현장에 적

용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처럼 국내·외 광물찌

꺼기 적치장에서 안전 및 환경적으로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광해방지사업 시설물만을 대상으로 수

행된 실시간 감시 및 관리시스템의 적용은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옥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을 대상

으로 구조물 경사계, 유량계 및 기상관측소 등 다양한 계측

장비를 설치하고 실시간 안전감시 및 중·장기적인 모니터

링을 실시하여 현장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IoT 기술 활용 광물찌꺼기 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시스템 구축

계측장비 선정 및 설치 지점

국내 주요 광물찌꺼기 적치장 중 현장 사전답사를 통해 

경북 의성군에 위치한 옥동광산을 선정하였다. 설치한 

계측장비는 구조물 경사계, 지하수위계, 다점온도센서

(Thermal Line Sensor, TLS), Parshall Flume 유량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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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stallation of measuring instruments in tailings dam of the Okdong mine.

기상관측소, 폐쇄회로 텔레비전(Closed-Circuit Television, 

CCTV) 등으로 자세한 사양은 Table 1과 같다. 구조물 경사

계는 2축(X, Y)경사를 측정하면서 구조물의 안정성을 모

니터링하기 위하여 선정하였으며, 적치장 내부로 유입되

어 유동하는 우수, 지하수 등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하수위

계 및 다점온도센서를 설치하였다. 또한 적치장에서 발생

하는 침출수량을 측정하고 배수로의 이상 유·무 등을 모니

터링하기 위하여 수처리시설로 침출수가 유입되는 구간에 

유량계를 설치하였다. 기타 일반적인 기상현황 및 실시간 

육안관찰을 위하여 기상관측소 및 CCTV를 추가로 설치하

였다. 

옥동광산에 설치한 계측기기의 지점은 Fig. 1과 같이 콘

크리트 댐체가 위치한 광물찌꺼기 적치장 사면 최상부에 

구조물 경사계 2개와 기상관측소 및 CCTV를 위치시켰으

며, 적치장 내에 4방위 방향으로 지하수위계를 5개 설치하

였다. 그리고 적치장 하단부에 위치한 침출수 유도관 주변

으로 다점온도센서 6지점을 설치하여 지하수의 유동 및 주

변으로 확산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침출

수의 유출량을 확인하기 위하여 적치장과 수처리시설에 연

결된 배수관로에 유량계를 설치하였다. 구조물 경사계, 지

하수위계, 다점온도센서, 침출수 유량계 등 계측기기별 관

측주기는 1분으로 설정하였다. CCTV의 경우에는 항시 관

측되도록 하였으며, 기상관측기기는 각각의 기후요소마다 

2.5초에서 최대 50초까지 상이하게 적용하였다. 

클라우드 기반 광물찌꺼기 적치장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사물인터넷(IoT)은 두 가지 이상의 사물들이 유·무선 인

터넷망을 통하여 상호 연결됨으로써 실시간으로 개별객체

들끼리 서로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개념으로 이를 이용

하여 광물찌꺼기 적치장에 설치된 인터넷에 연결된 계측장

비를 태블릿 또는 스마트폰 등의 장치를 이용하여 원격으

로 제어하고 실시간으로 모니터링을 수행할 수 있는 플랫

폼을 구축하였다. 즉, IoT 활용 모니터링 시스템은 적치장

에 설치되어 있는 다양한 계측장비의 측정값을 IoT Gateway 

역할을 하는 계측장치로 수집하여 라우터 및 기 설치된 유

선망을 통해 원격지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하여 데이터가 

저장 및 관리되도록 구축하였다. 운영체제는 상용 소프트

웨어인 windows server 2012를 사용하고, MS-SQL 2012

를 활용하여 계측시스템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Fig. 2에서 보듯이 IoT 적치장 

모니터링 클라우드 서비스는 PC 및 휴대폰에서 모두 이용 

가능하도록 하였다. 

클라우드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계측정보 I 항목은 각 광

산별로 설치된 다양한 계측기기의 실시간 계측자료를 나타

내고 있으며, 계측정보 II 항목은 계측 값의 일일 최소 및 최

대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일일 및 월간 기상관

측 및 심도별 다점온도변화, 침출수 유량변화 등을 그래프

로 도시하여 경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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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Monitoring cloud service applied in tailings dam site (a: PC, b: mobile phone).

Fig. 3. Cloud service for tailings dam monitoring (http://61.81.40.210/iotclo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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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clinometer A data (X-axis).

Fig. 5. Inclinometer A data (Y-axis).

결과 및 고찰

모니터링 대상인 옥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에 설치한 

다양한 계측기기 중 적치장 사고의 주요 원인인 구조물의 

변형 및 침출수 유출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구조물 경사

계 및 유량계의 변화를 시기별로 관찰하였다. 클라우드 서

비스에 저장된 데이터 중 시스템이 안정화된 2019년도 6월 

21일부터 10월 23일까지 약 5개월간(총 125일) 계측한 결

과 값을 활용하였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구조물 경사의 변화

옥동광산 적치장 사면부에 위치한 콘크리트 옹벽 구조물

의 각도 변화를 Fig. 4 ~ Fig. 7에 도시하였다. 적치장 북쪽

에 위치시킨 구조물 경사계(A)의 X축 초기 값은 – 0.172°이

며, 월별 계측된 각도변화 값의 방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각도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다 (+)방향으로 다시 변화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Y축 초기 값은 – 0.134°이며, 월별 

계측된 각도변화 값의 방향은 시간이 경과할수록 각도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다 (‑)방향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

을 확인하였다.

적치장 남쪽에 위치시킨 구조물 경사계(B)의 X축 초기 

값은 0.589°이며, 월별 계측된 각도변화 값의 방향은 시간

이 경과할수록 각도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다 (+)방향

으로 다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Y축 초기 값은 0.692°

이며, 월별 계측된 각도변화 값의 방향은 시간이 경과할수

록 각도가 (+)방향으로 변화를 보이다 (‑)방향으로 다시 변

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사계(A) X축과 경사계(B) X축의 각도 변화 폭은 각각 

0.107°, 0.167°로 아주 미세한 변화가 계측되었으며, (‑)방

향에서 (+)방향으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경사계(A) 

Y축과 경사계(B) Y축 또한 각도 변화 폭은 각각 0.071°, 

0.104°로 미세한 각도 변화가 발생하였으며, (+)방향에서 

(‑)방향으로 변화하며 같은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옥동광산 적치장의 옹벽 구조물은 콘크리트와 철근을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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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clinometer B data (X-axis).

Fig. 7. Inclinometer B data (Y-axis).

용한 반중력식 옹벽으로 콘크리트 설계기준강도 180 kg/cm
2
, 

철근 항복강도(SD30) 3,000 kg/cm
2
의 설계조건을 적용하

여 시공하였다. 옹벽의 규격은 높이(H) 2.5 m, 폭(W)은 지

표에 노출된 옹벽 상단고 0.3 m, 하단고 0.7 m의 사다리꼴 

형태이며, 총 길이(L) 63.5 m로 중앙부분이 약 160° 휘어진 

L자 형태의 구조물이다(Mireco, 2008). 콘크리트 구조물

은 온도, 일사량에 따른 열팽창계수(Coefficient of Thermal 

Expansion, CTE) 및 건조수축(drying shrinkage) 등 온도

변화와 수분의 포화정도에 따른 영향으로 수축과 팽창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열팽창계수(αc)는 콘크리트 배합에 

사용된 골재의 종류, 양생시간 등에 따라 미세한 차이를 보

이지만 보통 10E-05 m/m°C를 사용한다(Bae et al., 2014; 

Shin, 2016). 즉, 1m 길이의 콘크리트는 ±1°C의 온도 변화

에 따라서 길이가 약 ±10E-05 m 변화할 수 있다. 이를 이용

하면 길이 L(m)인 콘크리트의 온도변화량 △T(°C)에 대한 

길이변화량 △L(m)은 (1)과 같은 식으로 설명할 수 있다. 

 △ ××△× (1) 

Fig. 8에 도시한 그래프는 옥동광산 적치장에서 계측한 

온도와 일사량으로 모니터링 기간인 6월의 평균 온도 및 일

사량은 각각 21.0°C, 169.2 W/m
2
, 7월 23.3°C, 179.1 W/m

2
, 

8월 24.7°C, 201.2 W/m
2
, 9월 20.5°C, 172.9 W/m

2
, 10월 

15.0°C, 150.9 W/m
2
로 일사량이 온도 변화에 영향을 미치

며 유사한 경향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기간 동안 계측된 

최저온도는 3.0°C, 최고온도는 36.8°C로 온도변화량 △

T(°C) = 33.8°C로 확인되었다. 이를 정리하여 계산하면 옹

벽 구조물은 최대 길이(L) = 21.463 mm, 상단 폭(Wh) = 

0.101 mm, 하단 폭(Wl) = 0.236 mm, 높이(H) = 0.845 mm 

정도의 변화폭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경사

계에서 계측된 값은 옹벽 구조물이 X축 또는 Y축으로 회전

하여 구조물 자체가 기울어지는 변형을 가져온 것보다는 

온도, 일사량, 수분함량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한 수축·팽창

의 영향으로 미세한 값의 길이변화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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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emperature and solar radiation monitoring data in tailings dam of the Okdong mine.

Fig. 9. Daily rainfall and leachate flow rate in tailings dam of the Okdong mine.

각도가 미세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경사계를 통

해 적치장 구조물의 각도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수축·팽창에 의한 보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지표면 신

축계(extensometer)와 같은 추가적인 계측장비 설치가 필

요하다. 또한 구조물의 균열 및 침하 등 전반적인 변형을 감

시하기 위하여 균열측정계기(crack gauge & jointmeter), 

침하계(settlement gauge) 등의 계측기가 필요한 것으로 판

단된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침출수 발생량의 변화

옥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에서 발생하는 침출수 유출

량을 기상관측소를 통해 현장에서 계측된 일강수량 자료와 

함께 Fig. 9에 도시하였다. 강우 당일 또는 수일 동안 침출

수 발생량이 증가하며 일강수량에 따른 침출수 발생량은 

매우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모니터링 초기 6월에는 

침출수 유출량이 평균 48.1 m
3
/day로 나타났으며, 우기인 7

월부터 9월 평균 95.4 m
3
/day의 침출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해당광산이 위치한 경북 의성군을 영향권으

로 이동한 태풍 미탁(MITAG)에 의해 10월 초 최대 1,306.1 

m
3
/day의 침출수가 발생하였으며, 이 후 급격하게 감소하

고 있다. 또한 비가 내리지 않는 10월 중순 이후에도 약 20 ~ 

30 m
3
/day의 침출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적치장 상류지역에서부터 흐르는 계곡수와 

우기 시 주변 임야지역에 함양되어 있던 지하수가 지속적

으로 적치장 내부로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Park 

et al., 2018). 현장에 설치된 유량계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 

및 실시간 데이터는 수처리시설로 유입되는 침출수량을 예

측 및 실시간 관측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수처리시설(시설

용량: 80 m
3
/day)의 효율적 관리 및 침출수 처리를 할 수 있

을 것으로 평가된다. 단, 수질에 대한 부분을 고려하여 현장

수질자동측정기의 설치가 추가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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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이 연구에서는 국내 광해방지사업을 완료한 광산폐기물 

적치장을 대상으로 IoT 기술을 활용한 실시간 모니터링 시

스템을 구축하고 활용 가능성 및 방안에 대하여 평가하였다.

옥동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에 설치한 계측기기는 구조

물경사계, 지하수위계, 다점온도센서, 침출수 유량계, 기상

관측소, CCTV 등 총 6가지를 설치하였으며, 실시간 모니

터링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와 운용서버를 구축하여 구조

물의 변형과 침출수 유출특성을 약 4개월간 관측하였다.

구조물의 변형을 관찰하기 위하여 적치장 옹벽에 설치한 

구조물 경사계의 계측자료를 평가한 결과, 옹벽 구조물 경

사 변화의 주된 요인은 계절변화에 따른 온도변화로 발생

한 것으로 이는 콘크리트 구조물이 X축(상하회전) 또는 Y

축(좌우회전)으로 회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축 및 팽창에 

의해 길이, 폭, 높이 등 구조물 연장에 변화가 발생하여 미

세한 경사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는 

온도변화에 따라 시기적으로 반복하여 발생할 것으로 추정

된다. 

적치장으로부터 발생한 침출수는 계절적인 영향, 특히 

태풍과 장마 등의 영향에 지배적인 영향을 받으며, 강우가 

발생한 당일 또는 수일 동안 침출수 발생량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보인다. 단, 10월 중순 이후 강우가 발생하지 않

는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약 20 ~ 30 m
3
/day의 침출수가 유

출되고 있어 옥동광산 수처리시설의 지속적인 가동 및 주

변 확산에 대한 모니터링 및 관리가 필요하다. 또한 현장에 

설치된 지하수위계, 다점온도센서 등 침출수의 유동특성

을 파악할 수 있는 계측기기들은 통신사 변경 및 추가 배선

설치 등의 현장 여건에 따라 전체 모니터링 기간 중 측정누

락 기간이 발생하였으며, 일시적인 서버와의 송수신 불량 

등 운용상의 문제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향후 적치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간의 상호 연관 

작용 및 위험요소들의 보다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 추가적

인 계측기기들의 설치가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계측

기기별 축적된 데이터를 통하여 예보·경보시스템을 구축

할 필요성이 있으며, 그에 따른 적절한 관리기준 설정 마련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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