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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광물찌꺼기(tailings)는 유용한 광물을 물리적 및 화학적

으로 선별하는 선광과정에서 발생되는 미립의 집합체로 청

화제련(Cyanidation) 및 아말감법(Amalgamation) 등에 사

용된 화학약품이 포함될 수 있다. 이러한 광물찌꺼기는 활

용가치가 떨어지는 폐기물로 간주되어 과거 광산개발 당시 

운반이 용이한 광산부지 및 주변에 적치되었으며, 광산 규

모에 따라 적치 규모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다(MoE, 

2007). 이렇게 방치된 광물찌꺼기는 광상이 생성된 환경과 

지질 특성에 따라 함유하고 있는 성분에 차이가 있지만 주

로 석영, 운모류, 황철석, 섬아연석 및 탄산염광물 등을 포

함하고 있다(Lee et al., 2010). 이러한 광물찌꺼기가 산소 

및 물에 노출될 경우 황화광물의 산화작용에 의하여 주변 

자연수의 pH를 낮추게 되며 이렇게 발생된 산성수는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Chon et al., 2005; Lee 

et al., 2010). 특히, 광물찌꺼기는 광산 부지 사면 및 계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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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is study has focused on analysis factors affecting safety monitoring system at tailings sites, and the 

evaluation equipment to monitor the factors. Twenty sites at eighteen mines with unsafe conditions were selected to 

examine the equipment. There were three main factors influenced safety in the sites including surface erosion, piping, and 

slope instability. In detail, the surface erosion was divided into three sub-factors (planting, soil-topping layer, and 

tailings), piping into three sub-factors (liner, rain protection facility and leachate), and slop instability was also divided 

into three sub-factors (slop, concrete wall, and reinforcing wall). As results of in-field measurement, a CCTV was the 

most effective facility, an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acoustic sensing, thermal liner sensor, structure inclinometer, 

rainfall meter, and flowmeter were also highly effective. According to applications of the facilities in the unstable tailings, 

structural defects were mainly found in the piping, which was the most important monitoring factor for safety 

management of tailings sites.

Key words : Tailing, Tailing dam, Monitoring, Monitoring equipment

요 약 :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적치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요소를 감시

할 수 있는 계측장비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국내 광물찌꺼기 적치장(20개소, 18개 광산)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적용 가능한 계측장비를 선정하였다. 요소분석은 표면 침식, 파이핑 및 사면 불안정으로 구분하여 평가하

였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여 표면 침식은 식생, 복토층 및 광물찌꺼기, 파이핑은 차수층, 우수배제시설 및 침출수, 사면 

불안정은 사면,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으로 구분하여 결함의 지표 및 계측항목을 설정하였다. 계측은 주로 상시 및 변

위계측이 가능한 CCTV의 활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기비저항탐사, 음향계측기, 다점온도모니터링, 구조물경사

계, 강우량계 및 유량계 등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국내 적치장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적용한 결과, 

주로 파이핑과 관련된 차수층, 우수배제시설 및 침출수에서 결함이 주로 발견되어 이와 관련된 계측장비의 활용이 높

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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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적치되어 집중강우 및 태풍 등에 의해 하부 수계를 따라 

유실되어 오염이 확산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제2연화광산

의 경우, 2003년 태풍 ‘매미’에 의해 광물찌꺼기가 유실되

어 하부 가곡천으로 유입되었고 2009년 7월 집중강우에 의

해 광물찌꺼기 복원공사 중 광물찌꺼기가 유실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YNA, 2018).

한국광해관리공단에서는 광물찌꺼기에 대한 환경오염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을 수행

하고 있다. 현재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발생은 금속광산

에서 238개소로 조사되었고(MIRECO, 2015), 1단계 광

해방지사업 추진('07~'11년)에서 64개소, 2단계 광해방지

사업 추진('11~'16)에서 36개소 및 3단계 광해방지사업 추

진('17~'21)에서 12개소(17년 기준)로 총 112개소에 대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이 진행되었다(MIRECO, 2018). 

이러한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은 주로 광물찌꺼기를 매

립 ․ 차단함으로써 주변에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이 적용

되었으며, 일부지역에서는 광물찌꺼기 내 유해 중금속을 

제거하여 무해화 시키는 방안도 적용되었다(Park, 2011; 

Yun et, al., 2015). 최근에는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이 

순차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광물찌꺼기적치장의 유지 및 

관리에 있어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유실방지사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광물찌꺼기의 비산, 유실 및 침출수 

유출의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이에 대한 유지보수 및 

관리방안에 대해 기초적인 연구가 진행되었다(Oh et al., 

2016; MIRECO, 2016). 하지만 이러한 연구는 단순 육안

관찰에 의한 평가방안 수립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적치장 

건설 후 하자원인을 파악하는데 주목적이 있어 광물찌꺼

기적치장의 실시간 및 표준화된 안전 모니터링에 한계가 

있다. 또한 광물찌꺼기적치장의 파괴 및 붕괴 예측을 통

해 사전에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한 현

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물찌꺼기적치장 파괴 및 붕괴 

사고에 선재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하여 저

수지 댐과 같은 타 분야 기술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광물찌

꺼기적치장 안전모니터링을 위한 요소 분석 및 적정 계측

센서를 도출하였다. 이를 통해 국내 광물찌꺼기적치장의 

중․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효율적 안전관리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국내 ․외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관리를 위한 사례 연구

광물찌꺼기적치장은 적치장 내 광물찌꺼기를 외부 환경

으로부터 격리시켜 발생될 수 있는 오염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지만 광물찌꺼기적치장 규모, 위치, 구조

물 및 시설물이 시간적 ․ 물리적 ․ 환경적 특성에 따라 구조물

의 파괴 및 붕괴 등으로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외 광물찌꺼기적치장 관리방안 

사례를 검토하고, 국내 저수지 댐(fill dam) 및 제방 등에 적

용된 유사 기술을 검토하여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에 영향

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적정 

계측센서를 도출하였다.

국외 광물찌꺼기적치장 관리 사례

캐나다 광산협회(The Mining Association of Canada)

에서는 광물찌꺼기적치장 유지관리를 위하여 ‘광물찌꺼

기 시설물 관리 가이드(A Guide to the Management of 

Tailings Facilities)’를 운영하고 있다. 이 지침서는 1998년 

처음 발행되었으며, 주요 목적은 광물찌꺼기적치장 시설

물의 안전과 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관리시스템의 개선방

안 지원 및 관리체계와 적용가능한 공학적 기술 적용에 있

어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최근에는 광물

찌꺼기적치장의 물리적 ․ 화학적 안정성에 중점을 두고 기

존 지침을 발전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부지별 가장 적절

한 기술 적용을 위해 위해성평가를 적용시켰으며, 위험성 

관리를 위한 식별, 실행 및 모니터링을 위한 관리기준 설정

과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방안 및 객관

적인 검토를 수행할 수 있는 독립적 검토 방안을 추가하였

다(MAC, 2017). 특히, 광물찌꺼기적치장의 가동 시기부

터 폐쇄 후까지 안전한 운영, 유지 보수 및 감시(Operation, 

Maintenance and Surveillance)를 위한 지침을 별도로 마

련하여 운영하고 있다(MAC, 2011). 이 별도 지침서에서 

광물찌꺼기적치장의 일반적인 감시수단을 육안관찰과 기

기 계측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핵심요소를 여유고(freeboard), 

침출수 유출량(seepage rate), 적치장 구조 변의(containment 

structure displacements), 공극수압(pore pressures) 및 침

출수와 주변 지표수의 화학성분으로 판단하고 있다(Table 1).

Azam and Li(2010)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발생된 광

물찌꺼기적치장 사고는 2000년대 이전 198건에서 2000년

대 이후 20건으로 보고되었으며, 알려지지 않거나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사건을 포함하면 더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

다(Fig. 1). 또한 이러한 광물찌꺼기적치장 파괴 및 붕괴 원

인으로는 비정상적인 강우량과 부적절한 적치장 관리방법

으로 판단하였다. 즉, 기후변화와 같은 기상이변, 배수시설 

관리 미흡 및 부적절한 장기모니터링에 의한 침출수 발생, 

사면 불안정, 기초붕괴, 월류 및 구조결함이 광물찌꺼기적

치장 파괴 및 붕괴의 주요 원인으로 평가하였다(Fig. 2).

Martin and Davies(2000)에 의하면, 광물찌꺼기적치장

은 일반적인 담수용 댐에 비해 물리적(역학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환경적 요소도 고려되어야 하며, 광물찌꺼기적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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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ypical surveillance parameters (MAC, 2011)

Visual observation Instrumentation

∙ Surface–cracking, bulging, depressions, Sink holes, vegetation

∙ Slope erosion

∙ Water levels

∙ Seepage–new seepage areas, Changes in seepage area

∙ Beach slopes

∙ Classification of possible observations which would be 

consistent with expected behaviour, and which would not

∙ Slope displacement–survey monuments, Slope inclinometers

∙ Pore pressure monitoring–standpipes, Pneumatics

∙ Seismic monitoring

∙ Water quality monitoring–surface, borehole, Turbidity

∙ Biological monitoring

∙ Dust sampling

∙ Weather

∙ Communications

∙ Power supply

∙ Pipeline flow and pressure

∙ Water levels

Fig. 1. Tailing dam failure events over time (Azam and Li (2010).

Fig. 2. Tailing dam failure distribution by cause (Azam  and L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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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 손상 또는 붕괴 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적치장의 건

설, 운영, 해체 또는 폐쇄 등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적절

한 감시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특히,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 계측기 판독과 데이터의 저장 및 

활용뿐만 아니라 모든 책임자 또는 관리자들이 위험의 인

지, 적절한 지원과 협력, 정확한 자료의 해석과 보고 및 명

확한 의사소통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또

한, 광물찌꺼기적치장의 파쇄 및 붕괴의 경우를 상부매립, 

물질의 이동, 내부의 침식과 상부의 침식으로 구분하여 각 

형태별 경고 단계, 감시용 측정 단계 및 해석단계로 감시 프

로그램을 구성하였고 최종적으로 피드백을 통해 지속적으

로 관리하도록 하였다.

Hu and Liu(2011)에 의하면, 광물찌꺼기적치장 댐의 안

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를 변위, 포화 선, 강우량 및 

댐 마루 길이 등으로 평가하였으며, 이러한 요소들에 대하

여 수위 모니터링, 수평 및 수직 변위 모니터링과 적치장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영상 감시 모니터링 등이 필요한 것

으로 평가하였다.

최근에는 광물찌꺼기적치장의 효율적 안전관리를 위하

여 육안 및 기기 계측에서 나아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과 클라우드 컴퓨터(Cloud Computing; CC)

를 통합하여 실시간 모니터링 및 수치시뮬레이션을 기초로 

한 사전 경보 시스템(Pre-alarm System based on Real-time 

Monitoring and Numerical Simulation using Internet of 

Things and Cloud Computing; PSRMNS-IOTCC)을 개발

하였다(Dong et al., 2017). 이 사전 경보 시스템은 감지계

층, IOT계층, CC계층 및 응용계층으로 총 4개의 계층으로 

구분하였다. 여기서 감지계층은 정수압, 상류 강우량, 수위, 

수평 변위, 내부 변형 및 스트레스, 내부 침투, 파괴 및 침하 

모니터링 등을 포함하고 있다(Fig. 3).

국내 관련 사례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광해관리공단은 2012년 ~ 2016년까지 기존에 완료

된 21개의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지를 대상으로 광물찌

꺼기 유실방지사업지 사후모니터링 및 안정성평가와 관련

한 연구를 수행하였고 관리 대상별 점검항목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량적 기준에 의해 평가가 이루어지도록 발전시

켜왔다(MIRECO, 2016). 이 연구에서는 광물찌꺼기적치

장 모니터링은 크게 “사후 모니터링”과 “옹벽구조물 안정

성 평가”로 구분하였고, 각각의 관리대상 항목 및 점검항목

을 Table 2에 정리하였다. 또한, 점검항목에 따른 평가기준

은 관리 대상이 준공 또는 보수한 상태를 유지하는지와 기

능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지를 평가하여 상태에 따라 관리 

대상별 차등 등급을 설정하고 등급별 배점을 부여함으로써 

정략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Table 3).

하지만 이러한 사후 모니터링 및 옹벽구조물 안정성 평

가는 우선적으로 육안관찰에 의존하고 있으며, 관리대상

에 따라 토양 오염도검사 및 이화학분석, 투수시험, 수질검

사 및 측량 등의 추가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권고하

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세한 평가기준 및 활용방안은 미흡

한 실정이다.

한국농어촌공사

광물찌꺼기적치장은 아니지만 한국농어촌공사는 댐이 

완공된 후 댐 구조물의 손상 및 이상거동 여부에 관한 정보

를 관리주체에 조기에 제공함으로써 그에 따른 대책을 세

울 수 있도록 하여 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수리시설

물 재해예방 계측시스템 설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다(KRC, 

2018). 최근에는 저수지 붕괴에 따른 인적 ․ 물적 피해 최소

화를 목적으로 ICT기반 예보 기준 마련과 첨단 센싱기술 

적용을 위한 붕괴예보 시스템 표준안 및 관리기준 마련을 

Fig. 3. The schematic diagram for the tailings dam with safety monitoring (Do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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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MAFRA & KRC, 2017). 특히, 저

수지 붕괴 원인을 월류와 파이핑을 주요원인으로 분석하고 

월류를 파악하기 위한 수위계 중심의 경보 체계를 수립하

였으며, 파이핑을 파악하기 위한 지하수위계, 누수계 및 전

기비저항탐사 센서를 활용하여 예보 중심의 계측체계를 수

립하였다. 또한, 슬라이딩을 파악하기 위하여 지표변위계 

및 이미지센서 기술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하였고, 

Fig. 4와 같이 붕괴유형별 계측센서를 도출하였다.

최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운영하는 계측시스템의 대표

지역인 석동 저수지(필댐 형식, 제방높이 27.6 m, 제장 174 

m 및 제장폭 7 m)의 경우, 누수계측을 위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침유선 수위관측, 누수량 측정, 온도 누수계 및 다점

Table 2. Monitoring item of tailing dams (MIRECO, 2016)

Division Check item Evaluation item

Post monitoring

Liner Yes/No, Condition, Groundwater level

Covering soil layer Surface condition, Soil loss

Slop Sign and condition of destruction

Tailings Exposure, Disperse, Loss

Rain protection facility Stability, Watertightness, Flow ability

Leachate Occurrence, Contamination level, Condition of delivery pipe, Effect of water system

Planting Condition of growth, Soil contamination level, Soil texture

Retaining wall
Concrete retaining wall Displacement, Damage, Degradation

Reinforcing stone wall Displacement, Damage, Degradation

Table 3. Standard of monitoring and evaluation (MIRECO, 2016)

Grade State Standard of evaluation Score

1 grade Excellent No change on original condition 4

2 grade Good Little change, Function is normal 3

3 grade Okay Change, Potential damage of function 2

4 grade Bad Change, Damage of function 1

5 grade Worst Change, Loss of function 0

Fig. 4. Diagram of monitoring equipment by types of collapse (MAFRA and KRC,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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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 등을 활용하고 있으며, 변위계측을 위하여 사면변위

측정 및 CCTV를 활용하고 있다(MAFRA & KRC, 2017; 

Table 4).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 방안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하여 국내외 사례

를 활용하여 적치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

고 계측항목 설정 후 적절한 센서를 도출하는 순으로 안전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였다.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 요소 분석을 위하여 요

소 분석 절차를 수립하였다. 요소 분석 절차는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파괴 및 붕괴와 관련된 적치장 결함과 적치장 결

함을 평가할 수 있는 결함의 지표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러

한 결함 지표를 측정할 수 있는 계측항목을 선정하는 과정

으로 절차를 수립할 수 있다(Fig. 5).

여기서 파괴 및 붕괴 유형은 광물찌꺼기적치장이 자연적 

및 인위적으로 파괴․붕괴되어 광물찌꺼기의 노출 및 유실

을 말하며, 강우 및 지표수 등이 적치장 내로 유입되어 침출

수가 유출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적치장 결함은 광물찌

꺼기적치장에서 발생되는 식생, 복토층, 차수층, 광물찌꺼

기, 사면, 우수배제시설, 침출수,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의 

결함을 의미하며, 파괴 ․ 붕괴와 직접적인 항목들을 말한다. 

결함의 지표는 적치장 결함 계측을 위한 세부적인 내용이

며, 계측항목은 결함의 지표를 계측하기 위한 계측기기 및 

방법 등을 의미하고 각각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

음과 같다.

파괴 ․ 붕괴 유형

광물찌꺼기적치장의 파괴 및 붕괴로 인해 발생될 수 있

는 환경문제는 광물찌꺼기 노출, 비산 및 유실과 침출수 발

생에 따른 문제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광물찌

꺼기적치장의 파괴 및 붕괴는 크게 3가지로 구분하였다. 

즉, 광물찌꺼기 노출 및 지표수 유입과 관련된 ① 표면 침식

(surface erosion),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② 파이핑(piping), 

광물찌꺼기 노출 및 침출수 유출과 관련된 ③ 사면 불안정

(slope instability)으로 구분하였다.

광물찌꺼기적치장 결함

광물찌꺼기적치장 파괴 및 붕괴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

는 항목들은 Oh et al.(2016)과 MIRECO(2016) 등을 참고

하여 ① 콘크리트옹벽 및 ② 석축 등의 옹벽구조물과 ③ 차

수층, ④ 복토층, ⑤ 사면, ⑥ 광물찌거기, ⑦ 침출수, ⑧ 식

생 및 ⑨ 우수배제시설 등의 일반관리대상 시설물로 구분

하여 적치장의 결함을 세분하였다.

결함의 지표

광물찌꺼기적치장의 파괴 및 붕괴의 사전 예측을 위한 

결함의 지표는 표면 침식, 파이핑 및 사면 불안정으로 구분

Table 4. Installation status of measurement system in Seokdong reservoir, Korea (MAFRA and KRC, 2017)

Division Measurement items Quantity Frequency of measurement Remark

Water leak 

measurement

Resistivity survey 1 Line Real-time automatic measurement every 6 h

Water level 6 hole Real-time automatic measurement every 10 min

Water leak 1 Always

Temperature of water leak 1 Real-time automatic measurement every 10 min

Thermal line sensor 1 Real-time automatic measurement every 10 min

Displacementmea

surement

Slop displacement 1 Always

CCTV 1 Always

Fig. 5. Flowchart of evaluation monitoring items for safety 

management of tailings dam.



정명채 · 김정욱 · 황인호 · 양인재 · 박제현 · 박주현 · 김대엽

한국자원공학회지

582

하여 적치장 결함을 세분한 후 결함의 지표를 고려하였다

(Table 5). 표면 침식(surface erosion)의 경우,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상부 표면에 관련한 사항으로 식생, 복토층 및 광

물찌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파이핑(piping)은 광물

찌꺼기적치장 내 ․ 외부의 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차수층, 우

수배제시설 및 침출수 문제가 여기에 해당된다. 사면 불안

Table 5. Indicator of defect for monitering

Division Indicator of defect

Surface erosion

Planting Condition of growth

Covering soil layer Surface wide displacement, Surface crack, Surface movement(soil loss) 

Tailings Exposure, Loss

Piping

Liner Exposure, Damage, Groundwater level, Pore water pressure

Rain protection facility Structural deformation, Overflow, Clogging

Leachate Precipitation, Yes/No

Slop instability

Slop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Concrete retaining wall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Pore water pressure

Reinforcing stone wall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Table 6. Types of surveillance methods for safety management of tailings dam

Division
Surveillance

Visual observation Instrumentation CCTV

Surface 

erosion

Planting ○ - ○

Covering soil layer ○ ○ ○

Tailings ○ - ○

Piping

Liner ○ ○ -

Rain protection facility ○ ○ ○

Leachate ○ ○ -

Slop 

instability

Slop ○ ○ ○

Concrete retaining wall ○ ○ ○

Reinforcing stone wall ○ ○ s○

Table 7. Monitoring items and equipments for safety management of tailings dam

Division Monitoring equipment 

Surface 

erosion

Planting ∙ CCTV

Covering soil layer ∙ CCTV, Surveying, GPS, Crack gauge, Tension gauge, Optical fiber sensor

Tailings ∙ CCTV

Piping

Liner ∙ Pore-water pressure gauge, Acoustic sensing, Groundwater level meter, Resistivity survey

Rain protection facility ∙ CCTV, Pressure and Flow meter, Piezometer, Structure Inclinometer

Leachate ∙ Rainfall meter, Flowmeter, Piezometer, Thermal line sensor, Resistivity survey

Slop 

instability

Slop ∙ CCTV, Acoustic sensing, Structure Inclinometer, Vertical Inclinometer

Concrete retaining wall
∙ CCTV, Structure Inclinometer, GPS

∙ Pore-water pressure gauge

Reinforcing stone wall ∙ CCTV, Structure Inclinometer, Vertical Inclinometer, 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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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slope instability)은 광물찌꺼기적치장의 적치 사면 및 

구조물과 관련된 사항으로 사면,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의 

결함이 여기에 해당된다.

광물찌꺼기적치장 계측항목

광물찌꺼기적치장의 계측 항목은 육안, CCTV 및 계측

기 관측 여부로 구분하여 Table 6에 정리하였다. 즉, 표면 

침식의 경우 주로 육안관측 및 CCTV 등에 의한 시각적 관

측이 가능하며, 파이핑과 사면 불안정은 육안관측과 계측

기 관측을 통해 수행하는 것이 효율적인 것으로 구분되었

다. 이러한 구분을 통해 표면 침식, 파이핑 및 사면 불안정

에 대한 계측항목 및 관측 장비를 구분할 수 있으며, 각각의 

관측대상 계측항목에 대한 구체적으로 방안을 정리하면 

Table 7과 같다.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 적정 센서 도출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항목과 파

괴․붕괴 모드와의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Fig. 6과 같이 정리

하였다. 그림에서 보는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광물찌꺼기

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하여 CCTV의 활용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전기비저항탐사, 음향계측기, 다점온도

모니터링, 구조물경사계, 강우량계 및 유량계 등의 활용도

가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여기서 활용도가 높게 나타난 

CCTV의 경우, 실시간 관측이 가능한 장점을 가지고 있고, 

광물찌꺼기적치장의 식생 및 토양피복 상태, 배수로 막힘 

및 파손, 옹벽시설 및 사면의 붕괴 등 다양한 현장 상황에 대

해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특정 주기별로 측정

이 가능한 전기비저항탐사 및 다점온도모니터링은 침출수 

유출 및 적치장 내 지하수 유동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

고 구조물경사계 및 음향계측기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에 활

용될 수 있는 장비로 광물찌꺼기적치장 옹벽 및 사면에서 

미소진동과 구조물변형 등을 파악하는데 적용된다.

광물찌꺼기적치장 적정 계측센서 적용 방안

한국광해관리공단에는 19개 광산 22개소에 대해 수행된 

적치장별 사후 모니터링 결과, 중대결함으로는 우수배제

Fig. 6. Diagram of monitoring items and equipments for safety management of tailings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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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Evaluation on safety investigation of 20 selected tailings dam and the best maintaining methods

Mine Tailings dam defect Indicator of defect Applicable monitoring equipment

Yongseok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Geumwang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Yeosu
Rain protection facility, Tailings, 

Covering soil layer

Overflow, Clogging, Soil loss

Exposure and loss of tailings
CCTV, Piezometer, Flowmeter

Deokgok Rain protection facility, Slop
Overflow, Clogging,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CCTV, Piezometer, Flowmeter, Structure 

Inclinometer,

Acoustic sensing, Vertical Inclinometer

Chengyang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Mooguk Rain protection facility, Leachate

Overflow, Clogging,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CCTV, Piezometer, Flowmeter, Rainfall 

meter, Resistivity survey,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Geopung

No.1

Rain protection facility, Slop, 

Leachate,

Liner  

Overflow, Clogging, Poor 

drainage, Soil loss,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CCTV, Piezometer, Flowmeter,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Resistivity 

survey, Vertical Inclinometer, Acoustic 

sensing, Rainfall meter, Pore water pressure 

gauge, Structure Inclinometer 

No.2
Rain protection facility, Slop,

Covering soil layer, Liner 

Overflow, Clogging, Soil loss,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CCTV, Piezometer, Flowmeter, Tension 

gauge,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Resistivity survey, Acoustic sensing, 

Pore water pressure gauge, Structure 

Inclinometer, Vertical Inclinometer 

Eugene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Daedu Rain protection facility, Slop
Overflow, Clogging,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CCTV, Piezometer, Flowmeter, Acoustic 

sensing, Structure Inclinometer, Vertical 

Inclinometer

Youngadae
Rain protection facility, Leachate 

Covering soil layer, Liner

Overflow, Clogging, Soil loss, 

Poor drainage,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CCTV, Piezometer, Flowmeter, Tension 

gauge, Rainfall meter,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Acoustic sensing

Resistivity survey, Pore-water pressure gauge 

Okdong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Sejum Rain protection facility, Tailings
Overflow, Clogging, Exposure 

and loss of tailings
CCTV, Piezometer, Flowmeter

Hwacheon
Covering soil layer, Leachate, 

Concrete retaining wall

Soil loss,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CCTV, Piezometer, Flowmeter

Geumjang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Jingok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Ssangjeon
Rain protection facility, Leachate, 

Liner

Overflow, Clogging, Poor 

drainage, Soil loss,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CCTV, Piezometer, Flowmeter,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Resistivity 

survey, Rainfall meter,

Pore water pressure gauge, Acoustic sensing

Yeonh

wa

(II)

Damgol Rain protection facility Overflow, Clogging CCTV, Piezometer, Flowmeter

Jiknaegol Rain protection facility, Leachate

Overflow, Clogging,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CCTV, Piezometer, Flowmeter,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Resistivity 

survey, Rainfall meter

Dongbo

Rain protection facility, Leachate, 

Slop,

Covering soil layer, Planting, Liner

Overflow, Clogging, Soil loss, 

Poor drainage, Precipitation, 

Groundwater level, Poor 

vegetation 

Deformation and slop of structural 

CCTV, Piezometer, Flowmeter, Tension 

gauge, Rainfall meter, Groundwater level 

meter, Thermal line sensor, Acoustic sensing, 

Resistivity survey, Pore water pressure gau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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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 19개소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으며, 이 외에도 복토

층, 광물찌꺼기, 차수층, 침출수, 사면, 옹벽구조물 및 식생 

등에서 결함이 발견되었다(MIRECO, 2016). 이러한 중대

결함의 원인을 살펴보면, 우수배제시설의 경우 이물질에 

의한 막힘 현상이 주로 발생하였고, 복토층은 기상현상 등

에 의한 토양 유실, 광물찌꺼기는 복토층 유실에 따른 광물

찌꺼기 노출 및 유실 등이 주요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차수

층은 배수불량 및 복토층 유실에 의해 훼손될 수 있으며, 침

출수는 강수의 적치장 내 유입과 지하수위 상승이 주요 원

인으로 작용하였고 사면은 사면하부 구조물 변형 및 급경

사 등이 결함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옹벽구조물 

결함은 주로 하천과 인접한 경우 발생되는데 이는 하천수

에 의한 세굴이 주요 원인이며, 식생불량은 토양의 오염이

나 부적합 토양 사용 및 양분 결핍에 의해 결함이 발생될 수 

있다. 이러한 적치장 결함 요소와 원인을 고려하여 광물찌

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계측항목을 설정하였다. 

즉, 19개 광산 22개소 중 결함이 확인된 20개소(18개 광산)

를 중심으로 주요결함과 발생원인 및 계측 장비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계측 장비를 선정하였다(Table 8).

결   론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하여 적치장 안전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분석하고 적용 가능한 계측장비

를 검토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 국내 광

물찌꺼기적치장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대해 적용 가능한 계

측장비를 선정하였다.

광물찌꺼기적치장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분석은 파

괴 및 붕괴 유형, 적치장 결함, 결함의 지표 및 계측 항목 순

으로 설정하여 요소분석 수행절차를 확립하고 각각에 대해 

세부적으로 검토 하였다. 즉, 파괴 및 붕괴 유형은 표면 침

식, 파이핑 및 사면 불안정으로 3가지 평가영역으로 구분하

였다. 이를 다시 적치장 결함에서 표토 침식의 경우, 식생, 

복토층 및 광물찌꺼기로 세분하였으며, 파이핑은 차수층, 

우수배제시설 및 침출수로 구분하였다. 또한, 사면 불안정

은 사면, 콘크리트 옹벽 및 석축으로 구분하여 결함의 지표 

및 계측 항목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활용하여 국내 

19개 광산 22개소 중 결함이 확인된 20개소(18개 광산)를 

중심으로 광물찌꺼기적치장에서 발생되는 결함에 따라 적

용 가능한 계측 장비를 선정하였다. 그 결과, 국내 광물찌꺼

기적치장의 결함은 주로 파이핑과 관련된 차수층, 우수배

제시설 및 침출수에서 결함이 발견되어 CCTV의 활용이 

높게 평가되었으며, 전기비저항탐사, 음향계측기, 다점온

도모니터링, 구조물경사계, 강우량계, 유량계 및 지하수위

계 등을 활용한 모니터링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특

히, 국내 광물찌꺼기 유실방지사업이 2007년부터 시작됨

에 따라 10여년이 지난 현재 주요 결함이 우수배제시설 및 

침출수 등으로 CCTV의 활용이 높게 평가되었으나, 향후 

적치장 시설의 노후화 및 기상현상에 의한 구조물의 파손 

등으로 인하여 적치장 안전 모니터링을 위한 다양한 계측

기기의 활용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현장 적용성에 있어서 계측장비의 설치, 유지 및 관

리 등의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며, 자료의 획득 및 활

용 방안에 대한 사전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CCTV의 경우, 촬영 대상 및 각도(수

평․수직 가동범위, 확대․축소), 해상도, 야간조명․야간감시 

등에 따른 문제와 대용량 정보의 송수신에 대한 검토가 필

요하다.

사   사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광해관리공단 “IoT 활용 적치

장 모니터링 기술개발 연구”과제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

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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