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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A tailings dam is a facility for the deposition of remaining byproducts in the form of a dammed impoundment after the 

extraction of useful minerals in mines. If an accident occurs, such as collapse or spillage of a tailings dam, environmental pollution, human 

health effects, and property damage are anticipated. In particular, large-scale failures of tailings dams have occurred overseas recently. 

This study analyzed these cases and international management standards for tailings dams. The factors affecting the stability of a tailings 

dam include geometric conditions, geology, groundwater level, pore water pressure, the strength of tailings, and external conditions such 

as earthquakes and weather. Liquefaction was indicated as the most important mechanism of large-scale failure. Currently, there are no 

international management standards for tailings dams. However, there are management standards from Canada, Australia, and the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which were reviewed in this study.

Key words : Tailings dam, Mine disaster, Liquefaction, International standard

요 약  :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유용광물을 추출한 후 남은 부산물들을 댐 형태로 적치해둔 시설이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혹은 

유출과 같은 사고가 일어나면 인명, 재산피해 및 환경오염이 예상된다. 특히 최근 들어 큰 규모의 적치장 붕괴사건이 해외에서 일어나

고 있고, 본 연구는 그에 따라 이러한 붕괴사례와 해외의 적치장 관리기준을 분석하였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로는 기하학적 조건, 지질, 지하수면, 간극수압, 강도 그리고 지진, 날씨와 같은 외부조건 등이 있다. 피해규모가 큰 붕괴사례들은 

액상화에 의한 붕괴가 가장 중요한 메커니즘으로 지목되었다. 적치장 관리기준에 대한 국제표준은 현재 없으나 캐나다, 호주 및 국제

광업금속위원회(ICMM)에서 제시한 기준이 있어 본 연구에서 소개하였다.

주요어 : 광물찌꺼기 적치장, 광산재해, 액상화, 국제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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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유용광물을 추출한 후 남는 물질을 

댐 형태로 적치해둔 시설이다. 광물찌꺼기는 주로 암석으

로부터 분쇄된 후 물과 섞여 슬라임 형태로 적치된다(Park 

et al., 2018). 적치장 제체는 암석과 광물찌꺼기의 혼합물

로 만들어지는데, 이러한 광물찌꺼기 및 제체의 특성은 안

정성에 있어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 최근에는 2014년 캐나

다 폴리(Polley) 광물찌꺼기적치장 붕괴, 2015년 브라질 사

마르코(Samarco) 광물찌꺼기적치장 붕괴, 2019년 브라질 

브루마딩요(Brumadinho)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등 국제

적으로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사고들이 잇달아 일어나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는 물론 인명피해까지 발생한 바 있

다(The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5; BHP and 

Vale, 2016; Vale, 2019). 특히, 최근에는 과학잡지 사이언

스에서도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붕괴 및 광물찌꺼기의 활용

기술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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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omparison of failure type frequencies between (a) 

inactive dams and (b) active dams (CSPS).

에 대한 표지기사를 다루는 등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안전한 

관리는 국제적인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고 있다(Cornwall, 

2020).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일반적으로 물을 저수하는 댐과 차

이를 보이는데, 가장 큰 차이는 저수형 댐은 댐체 완성 후에 

물을 채우는 반면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시공단계별로 댐체

와 광물찌꺼기 적치가 동시에 진행되는 점이다. 이는 저수

형 댐과 다른 구조적 불안정성을 촉발시키며, 통계적으로 

전통적인 댐보다 붕괴확률이 약 100배 더 크다고 조사된 결

과도 있다(ICOLD, 2001). 따라서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고

유한 붕괴메커니즘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Santamaria et al., 2019).

국내의 경우 광물찌꺼기에 의한 광해발생으로 금속광산

의 경우 238개소로 조사된 바 있으며(MIRECO, 2015) 이

에 대한 안전한 관리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

다. 국내에서는 박제현 등에 의해 유실 관점에서 광물찌꺼

기 특성을 분석한 바 있고(Park et al., 2018) 오삼주 등은 사

후관리 표준화를 통한 광물찌꺼기 적치장 평가방법을 제시

한 바 있으며(Oh et al., 2017) 정명채 등은 광물찌거기적치

장의 안전관리를 위한 적정 모니터링 방안에 대한 모니터

링 항목과 캐나다 광업협회의 광물찌꺼기 적치장 관리 사

례를 보고한 바 있다(Jung et al., 2018). 하지만 2019년의 

브라질 브루마딩요 사례 등 최근의 해외 붕괴사례 등은 소

개된 적이 없으며 최근에 제정된 해외의 관리 기준 등에 대

한 소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본 논문에서는 해외 6개 광산의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붕

괴사례를 조사하고, 적치장 안전성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를 제시하였다. 또한 4종의 해외 광물찌꺼기 적치장 관리기

준 분석을 통해 국내 적치장 관리기준 제정 시 활용할 수 있

도록 하였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원인

전반적인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참여과학센터(Center for Science in Public Participation)

에 의해 만들어진 1915년 이후 전세계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사고 데이터를 분류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이 자료

에 따르면, 사면불안정, 누수, 기초, 물넘기, 구조파괴, 지진, 

침하, 침식 등이 붕괴원인으로 제시되었다. 적치가 완료되

지 않은 적치장이 적치가 완료된 적치장보다 사고건수가 

훨씬 많은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사고건수를 빈도가 높은 순

으로 나열해 보면, 적치가 완료된 적치장의 경우 물넘기-지

진-구조파괴-사면불안정-기초파괴-누수순이고 가행 적치

장의 경우 물넘기-사면불안정-지진-누수-구조파괴-기초파

괴순이다. 비록 원인에 대한 순서가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적

치장이 붕괴에 도달한 근본 원인으로는 집중호우, 배수 문

제, 지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적치방식에 따라 상류축조형(Up-

stream), 하류축조형(Downstream), 중심선축조형(Centerline), 

물 보유축조형(Water retention) 크게 네 종류로 구분된다

(Vick, 1983). 이 중 댐 붕괴사례는 상류축조형 적치장이 절

대다수를 차지하는데(Park et al., 2018; Rico et al., 2008), 

이에 따라 브라질 내 상류축조형 적치방식 금지, 칠레 내 상

류축조형 적치방식 금지 등의 적치장 표준에 변화를 주었

다(Cornwall, 2020).

국제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사례

본 연구에서 조사된 국제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해외

사례를 발생연도, 적치장 높이, 적치방식, 붕괴규모, 붕괴

원인 및 사망자수, 가행 여부 기준으로 Table 1에 분류하였

다. 해외사례를 위한 문헌은 논문이나 붕괴 후 구성된 조사

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통해 확보하였다.

브라질 브루마딩요 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Brumadinho Dam Failure)

발레(Vale)사의 브라질 브루마딩요(Brumadinho) 철광

산의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는 2019년 1월 25일 발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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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ases of tailings dam failures

Year
Name

(Country)

Height

(m)
Type

Failure Scale 

(m
3
)

Cause

(Casualties)
Inactive/Active

1997
Merriespruit

(South Africa)
31 Upstream 600,000 Overtopping (17) Inactive

1998
Aznacóllar

(Spain)
27 Downstream 6,800,000 Foundation Failure(0) Active

2014
Mount Polley

(Canada)
40 Unknown 25,000,000 Foundation Failure(0) Active

2015
Samarco

(Brazil)
90 Upstream 43,000,000 Slope Instability(19) Active

2018
Cadia

(Australia)
94

Centerline &

Upstream
1,330,000 Foundation Failure(0) Active

2019
Brumadinho

(Brazil)
86 Upstream 97,000,000 Slope Instability(270) Inactive

Fig. 2. Failure deformation of Brumadinho tailings dam (Vale S.A., 2019).

으며, 붕괴규모 및 인명피해 면에서 세계 최악의 붕괴사고

로 알려져 있다(Vale, 2019). 상류축조형 방식으로 건설된 

적치장의 붕괴는 Fig. 2와 같이 중앙부분에서 초기변형 → 

하복부 팽창 → 사면파괴 순으로 발생하였다. 사면파괴에 

걸린 시간은 10초 미만에 불과하였고, 사상자가 400명(사

망 270명)이 넘는 큰 피해가 발생하였다. 이 사고로 적치장 

내부 물질의 약 75%에 해당하는 970만 m
3
이 5분 안에 유실

되었다(Vale, 2019). 

브루마딩요(Brumadinho) 적치장 붕괴의 원인은 댐체 내

부 물질의 액상화이며 이는 곧 사면 불안정성을 야기하였

다. 불안정성을 야기한 요인으로는 광물찌꺼기의 취성, 댐

체 내부의 배수 부족, 호우에 의한 사면 불포화대의 흡수력

(Suction) 감소, 붕괴 전 1년간의 적치장 변위(30~40 mm) 

등이 지적된다(Vale, 2019). 흡수력(Suction)의 경우 불포

화대의 포화도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광물찌꺼기의 전단

강도를 증가시킨다는 연구가 있다(Zhang et al., 2017). 특

히, 브루마딩요 적치장에 사용된 상류축조형 방식은 전세

계 적치장 중 약 40%를 차지하나, 붕괴사례로는 75%정도

를 차지한다는 보고가 있으며 브루마딩요 적치장 붕괴를 

계기로 브라질에서는 상류축조형 방식의 적용을 금지한 바

가 있다(Cornwal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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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 Pre-breach and (b) post-breach orthophoto of 

Polley tailings dam A (The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5).

Fig. 4. (a) Pre-failure and (b) post-failure photo of Samarco 

tailings dam (BHP Billiton & Vale S.A., 2016).

캐나다 마운트 폴리 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Mount Polley Facility Breach)

2014년 8월 4일, 캐나다에 브리티시 컬럼비아(British 

Columbia) 주에 위치한 금·동 광물찌꺼기 적치장에서 둘

레제방(Perimeter Embankment) 기초 하부의 전단파괴로 

인하여 Fig. 3과 같이 붕괴가 발생하였다(The Government 

of British Columbia, 2015). 적치장의 붕괴 전 집중호우로 

인하여 적치장 내 수위가 매우 높은 상태였다. 광물찌꺼기 

유실은 전조현상 없이 갑작스럽게 발생했으며, 2500만 m
3

의 광물찌꺼기 및 오염수가 인근 호수로 유입되었고 인명

피해는 없었다.

2014년에 추가 건설된 적치장의 댐체는 둘레제방 기초 

아래에 위치한 연약한 빙하성 퇴적층의 기초 붕괴를 야기

하였다. 빙하성 퇴적층은 적치장 설계 전에 지질 및 시추조

사 때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적치장 시공에 고려되지 않

았던 것이 붕괴의 원인으로 지적된다. 적치장의 경사가 원

래 설계인 수평 및 수직 비 2:1보다 급하게 1.3:1로 시공된 

것이 붕괴원인으로 지목되었다. 

브라질 사마르코 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Samarco(Fundão) Dam Failure)

2015년 11월 5일, 브라질 Minas Gerais에 위치한 사마르

코(Samarco) 철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왼쪽 교대에서 액상

화에 의한 붕괴가 발생하였다(BHP and Vale, 2016). 이러

한 액상화 거동은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4300만 m
3
의 광물

찌꺼기 및 폐수가 유실되었으며, 19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였다. 이 적치장은 광물찌꺼기가 쌓여감에 따라 기존 설계

와 다르게 건설되었다. 이 차이는 초기 댐체(Starter Dam) 

내부 배수관의 손상으로 인한 포화도 증가, 슬라임의 적치 

및 물관리 미흡, 왼쪽 교대 하부의 구조적 문제(슬라임 위 

댐체의 건설) 등의 문제를 발생시켰다(BHP and Vale, 

2016). 이러한 문제들은 곧 사마르코(Samarco) 적치장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야기시켰으며, 계속되는 댐체 및 광물

찌꺼기의 적치는 슬라임을 압축시켜 적치장이 수평으로 돌

출되는 변형을 일으켰다. 이러한 슬라임층은 내부배수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하는 차수재 역할을 하여 슬라임 위 모

래층을 포화시켰고, 이 모래층은 임계상태에 다다르게 되

었다. 또한 2015년 11월 5일 실시된 두 번의 발파와 이에 따

라 발생한 세 번의 미소지진은 적치장의 액상화를 촉진하

는 요인이 되었다(BHP and Vale, 2016). 액상화에 의한 사

마르코(Samarco) 댐의 붕괴는 Fig. 4와 같은 양상으로 발

생하였으며, 이러한 붕괴는 위에 언급한 일련의 사건들과 

조건들의 연쇄적인 작용에 의한 결과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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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znacóllar dam profile (Alonso and Gens, 2006a).

Fig. 6. Post-failure cross-section of Aznacóllar dam profile (Alonso and Gens, 2006a). 

스페인 아즈나꼴라 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Aznacóllar Dam Failure)

1998년 4월 25일 남부 스페인 아즈나꼴라(Aznacóllar) 

광산의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기초하부 지반파괴에 의한 붕

괴가 일어났다. 680만 m
3
의 광물찌꺼기 및 폐수가 유실되

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기초 하부에는 높은 소성의 두

꺼운 탄산염 불투수성 점토층이 존재하였고, 시간이 지남

에 따라 이 점토내 간극수압이 증가하여 유효응력이 감소

하였고 결국 전단강도의 감소로 인하여 진행성 파괴가 일

어나게 되었다. 이 점토층이 약 60 m 수평방향으로 이동하

게 되었고 결국 Fig. 5 및 Fig. 6과 같이 기초파괴에 의한 붕

괴가 발생하게 되었다. 설계 전 지질 및 시추조사의 부족으

로 댐 하부 연약한 지반을 발견하지 못하고 시공한 점이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Alonso and Gens, 2006).

남아공 메리스프뤼트 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Merriespruit Dam Failure)

1994년 2월 22일, 남아프리카 메리스프뤼트(Merriespruit) 

금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제방에서 30분간의 30~55 mm의 

폭풍우가 내린 이후 몇 시간 후에 붕괴되었다(Fourie et al., 

2001). 이러한 액상화 거동은 순식간에 발생하였고, 60만 

m
3
의 광물찌꺼기가 유실되었고 17명의 사망자가 발생하

였다. 이 적치장은 광물찌꺼기의 낮은 투수성 때문에 적치

장 상부에 호수가 형성되어 있었고, 이러한 조건 때문에 집

중호우가 왔을 때 적치장 상부의 물이 넘치게 되어 Fig. 7과 

같이 적치장 사면의 선단 침식을 초래하였다. 이는 적치장 

하부의 강도 약화로 이어졌고, 적치장 내 광물찌꺼기의 액

상화와 결부되어 적치장 붕괴를 일으키게 되었다(Fourie et 

al.,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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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Merriespruit dam failure (Blight, 2009) and (b) plan of Merriespruit tailings dam showing failure (Blight, 2009).

Fig. 8. Cadia dam failure (Cadia Valley Operations, 2019).

호주 카디아 광산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Cadia Dam Failure)

2018년 3월 9일 호주 카디아(Cadia) 금 광물찌꺼기 적치

장은 기초하부 지반파괴에 의한 붕괴가 일어났다(Cadia 

Valley Operations, 2019). 133만 m
3
의 광물찌꺼기 및 폐수

가 유실되었고 인명피해는 없었다. 이 적치장은 적치장 시

공중에 붕괴가 발생한 사례로서, 적치장 사면 안정화를 위

한 1차 지지층(buttress) 시공 후 2차 지지층(buttress) 시공

을 위한 적치장 사면의 선단부 굴착이 Fig. 8과 같이 기초 아

래 연약한 점토층의 진행성 파괴를 일으키게 되었다. 즉, 기

초하부 연약층의 존재가 가장 큰 원인이었으며 사면 선단

부 굴착, 국부적으로 높은 댐체의 높이(60 m)가 결합된 결

과이며 이는 적치장 내 일부 광물찌꺼기의 액상화를 유발

하였다(Cadia Valley Operations, 2019).

적치장 안정성 영향인자

해외 적치장 붕괴 사례에 대한 조사결과, 붕괴가 전조현

상 없이 급격히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붕괴로 인하여 액상

화된 광물찌꺼기가 빠른 속도로 멀리 흘러 재산·인명·환경

에 큰 악영향을 끼쳤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무엇보다 적치

장 붕괴 발생시 인근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경고할 수 있

는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다수였으며, 붕괴 징조는 육안으

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 또한 다수였다. 따라서 모니터링 및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6건의 해외 적치

장의 붕괴 사례를 통하여 Table 2와 같이 기하학적 조건, 지

질학적 조건, 침윤선/지하수 높이, 간극수압, 강도, 외부조

건 등으로 적치장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도출해 

낼 수 있었다. 기하학적으로 적치장 댐체 사면 및 사면선단 

조건을 고려해야 하며, 지질학적으로 댐체 내부 혹은 기초

하부의 연약층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침윤선의 높이는 사

면의 포화도 및 흡수력에 영향을 끼치는 아주 중요한 요소

이다. 이는 곧 댐 제체, 광물찌꺼기, 기초의 간극수압과 직

결되며, 광물찌꺼기의 물리적 특성과도 연결된다. 마지막

으로 강우조건 및 지진을 포함한 동하중은 적치장 안정성

에 매우 큰 영향을 주게 된다.

국제 적치장 관리기준

현재 광해관리에 관한 국제기준은 국제표준화기구(Inter-

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ISO) 산하의 광

업기술위원회 중 하나인 광해관리분과위원회(Mine closure 

and reclamation management)에서 관리되고 있다(I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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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Factors affecting the stability of tailings dams

Factors Explanation

Geometry Slope & Toe condition

Geology Weak layers in dam and below foundation 

Phreatic surface/Water level Important in terms of Saturation and Suction

Pore water pressure Pore water pressure in Dam body, Tailings, Foundation

Strength Drained/Undrained condition,

Contractive/Dilative & Cohesive/Non-Cohesive Tailings 

External condition Weather, Seismicity

Table 3. Characteristics of guidelines on tailings dams

Year Guideline Organization Characteristics

2012

Guidelines on Tailings 

Dams– Planning, Design, 

Construction, Operation 

and Closure

ANCOLD 

(Australian 

Na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

∙ Focused on the stability of facility and water management.

∙ Risk is classified based on Consequence Category.

∙ Referencing 6 classified risks, inspection type and 

frequency are determined. 

∙ Guideline is suggested intuitively using Factor of Safety 

(FOS) and Annual Exceedance Probability (AEP)

2017
A Guide to the Management 

of Tailings Facilities
MAC (The Mining 

Association of 

Canada)

∙ Guideline on how to build management system of tailings 

facility.

∙ Checklists regarding Risk assessment, Best Available 

Technique (BAT), Risk management.

∙ TARP (Trigger Action Response Plans) Concept
2019

Operation, Maintenance, and 

Surveillance Manual for 

Tailings and Water 

Management Facilities 

2020
Global Industry Standard 

on Tailings Management

ICMM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

∙ Topic – Principle – Requirement

∙ Risk is classified based on Consequence Category

∙ The role of each RTFE (Responsible Tailings Facility 

Engineer), Engineer of Record (EoR), Independent Tailings 

Review Board (ITRB) is suggested. 

∙ ALARP (As Low As Reasonably Practicable), TARP 

(Trigger Action Response Plans), EPRP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are suggested as main 

concepts.

2020). 하지만,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관리에 대한 국제기

준은 아직 지정되어 있지 않고, 개별 국가나, 산업별 협회에

서 최근의 광물찌꺼기 적치장 관리의 중요성 증가에 따라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광물찌꺼기 적치장 관

리기준은 모니터링과 관리가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지침이 된다(Clarkson and Williams, 2020). 본 연구에서

는 최근에 발간된 총 4개의 국제 적치장 관리기준을 조사하

여 Table 3에 정리하였다(Table 3). 

첫 번째로 호주대형댐위원회(ANCOLD, Australian Na-

tional Committee on Large Dams)에서 발간한 지침서이

다. 이 지침서는 적치장의 안정성 및 물의 적절한 관리에 중

점으로 하였다. 광물찌꺼기 적치장 파괴가 사람에게 얼마

나 높은 위험성을 보이는지(PAR, Population at Risk), 환

경·사회·재산 피해규모를 정하여 결과론적 분류(Consequence 

Category)를 통해 위해성을 6단계(매우 위험, 위험 상/중/

하, 심각한, 낮은, 매우 낮은)로 구분하였다. 6단계로 분류

된 위해성을 종합하여 적치장 검사주기, 적치장 안정성 검

사 종류 등을 결정하였다. 이 지침서는 재하 조건 및 외부 조

건에 따른 적치장에 권장되는 최소 안전율, 연 초과 확률

(AEP, Annual Exceedance Probability)과 위해성을 종합

한 허용치 등을 제시하였다. 정량적인 평가기준을 만들어 

직관적으로 적치장 관리기준을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으

나 임계상태(붕괴 직전)에서의 조치사항 등 구체적인 매뉴

얼은 부족한 것으로 판단된다(ANCOLD,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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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xample of trigger action response plans with performance indicators related to critical controls, and pre-defined actions 

for various risk-levels (MAC, 2019)

Indicator/Control Acceptable situation Low risk situation Moderate risk situation High risk situation

Tailings facility

freeboard

Water level stable and 

below maximum 

operating level

Water level exceeds maximum 

normal operating level

Water level exceeds 50% of 

the maximum emergency 

storage volume.

Water level exceeds the 

maximum emergency 

storage volume.

Beach length
Within design 

requirements.

Minimum beach length violated 

for less than 1 week per quarter.

Minimum beach length 

violated for less than 1 week 

per month.

Maximum beach length 

violated for more than 2 

consecutive weeks.

Displacement,

sloughing, or 

bulging of dam 

crest and/or 

downstream slope

None visible. 

Surveillance results 

within design limits and 

range of historic trends.

Visible displacement, 

sloughing, or bulging. 

Surveillance results increasing 

from range of historic trends.

Toe displacement related to 

sloughing. Bulging of down-

stream slope > 0.5 m in 

height. Surveillance results 

continuously increasing 

from range of historic results. 

Toe displacement related to 

sloughing > 3m from 

orginal location. Bulging of 

downstream slope > 2 m in 

height.

Sinkhole in dam 

crest or 

downstream slope

Not visible. Visible
Sinkhole diameter > 0.5 m 

in diameter.

Sihkhole diameter > 1 m in 

diameter.

Seepage 

through dam

Seepage is clear. 

Seepage rate is within 

design limits and range 

of historic trends.

Seepage is turbid. Seepage is 

new area relative to historic 

performance. Seepage rate is 

higher than historic trends.

Same as previous situation 

plus ongoing increased 

seepage rate from historic 

trends.

Accumulation or 

combination of 

moderate-risk situations 

could lead to a high-risk 

situation and threshold 

values need to be assessed 

accordingly

Examples of Pre-Defined Actions

Surveillance activities 

and frequencies 

according to OMS 

manual.

Increased survillance frequencies.

∙ Surveillance results to be 

immediately provided to EoR 

for review.

∙ EoR to visit site to assess the 

situation.

∙ Document location, photograph, 

and survey area of concern.

∙ Identify potential cause(s).

∙ Implement engineering review.

∙ Plan and take appropriate 

mitigation measures with 

engineering review.

All items from previous 

stiuation plus:

∙ Suspend activities in area 

of concern.

∙ Reassess thresholds and 

conditions for high risk 

situation taking into 

account the conditions 

observed and interactions 

of various items.

All items from previous 

sitation plus:

∙ Temporary evacuation of 

non-essential personnel 

from tailings facility.

∙ Prepare to initialize ERP.

Personnel Notified

∙ Responsible Person

∙ Process Plant Manager

∙ Environmental 

Manager

∙ Engineer of Record 

(EoR)

All personnel from previous 

situation plus:

∙ COIs

∙ Regulators

∙ Independent Reviewer (s)

∙ Accountable Executive Officer

All personnel from previous 

situation plus:

∙ First Responders

∙ Emergency Response 

Personnel

All personnel from 

previous situation.

두 번째로 캐나다광업협회(MAC, The Mining Association 

of Canada)에서 발간한 총 2권의 지침서이다. 이 지침서들

은 적치장 시설물 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지침과 적치장 

운영, 관리시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최신 기술(BAT, 

Best Available Technology) 등과 같은 고려사항들을 목록

화하여 현장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게 만든 장점이 있다. 

또한,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실제 붕괴조짐이 있을 때에 대

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단계별 

대응지침(TARP, Trigger Action Response Plan) 개념을 

Table 4 및 Fig. 9와 같이 위해성 정도와 결합하여 제시하였

다. 그러나 위해성 자체를 정량적으로 제시하지는 않아 실

제 임계조건, 그리고 적치장 변형 및 지하수면 변화가 발생

하였을 때 위해성을 판단하기 위한 보완이 필요하다(MAC, 

2017, 2019).

세 번째로 국제광업금속위원회(ICMM, International 

Council on Mining and Metals)에서 2020년 8월 발간한 광

물찌꺼기 세계산업기준이 있다. 이 기준의 특징은 주제-원

칙-필수사항 순으로 지침을 제시하였다. 위해성을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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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ncept of risk levels to establish trigger action response plans (MAC, 2019).

요소(인명·환경·건강·사회·문화·사회기반시설·경제적 피

해)에 따라 분류하고 5단계(극한, 매우 높은, 높은, 심각한, 

낮은)로 구분하였다. 또한 캐나다광업협회에서 제시한 단

계별 대응지침(TARP, Trigger Action Response Plan)와 

실제 임계상태시 취해야 할 조치사항인 응급상황 준비 및 

대응지침(EPRP, Emergency Preparedness and Response 

Plan) 등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서는 ANCOLD와 MAC 지침

서들을 종합하여 제시하였다는 장점이 있다(ICMM, 2020).

결   론

본 연구에서는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사례에 대하여 조

사·분석한 후 적치장 안정성에 영향을 끼치는 인자를 제시

하였다. 전반적인 적치장 붕괴 특성을 대량의 데이터들을 

분석하여 파악하였으며, 적치장이 붕괴에 도달한 근본 원

인을 집중호우, 배수문제, 지진 등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 적치장 붕괴사례 6가지를 분석하여 적치장 붕괴 

메커니즘에 대해 정리하였다. 적치장 붕괴 사례 분석 결과, 

적치장 붕괴는 전조현상 없이 급격히 일어나고 붕괴징조가 

육안으로 파악하기 힘든 경우가 많았다. 적치장 안정성 영

향인자는 기하학적 조건, 지질 조건, 지하수면, 간극수압, 

강도, 외부조건으로 산정할 수 있었다. 

이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는 4종의 해외 적치장 관리기준

을 조사하여 각각의 특징, 장·단점 등을 도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에서의 광물찌꺼기 모니터링 및 적치장 관리 

방안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본 연구는 2020년도 한국광해관리공단 광해방지기술개

발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으며 서울대학교 공학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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