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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오십천 수계에 분포하는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물의 중금

속 오염, 광물조성 및 분광학적 특성의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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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nalyzed precipitation environment,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mineral composition of white,

reddish brown and mixed precipitates occurring at the Osip stream drainage, Gangwondo. Furthermor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the precipitates associated with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mineral composition was

investigated based on spectroscopic analysis. The pH range of the precipitates was 4.43-6.91 for white precipitates,

7.74-7.94 for reddish brown precipitates, and 7.59-7.9 for the mixed precipitates, respectively. XRF analysis

revealed that these precipitates were contaminated with Ni, Cu, Zn, and As. The white precipitates showed high Al

concentration compared to reddish brown precipitates as much as 3.3 times, and the reddish brown precipitates

showed high Fe concentration compared to white precipitates as much as 15 times. XRD analysis identified that the

mineral composition of the white participates was aluminocoquimbite, gibbsite, quartz, saponite, and illite, and that

of reddish brown precipitates was aluminum isopropoxide, kaolinite, goethite, dolomite, pyrophyllite, magnetite,

quartz, calcite, pyrope. The mineral composition of the mixed precipitates was quartz, albite, and calcite.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the precipitates was manifested by gibbsite, saponite, illite for white precipitates, goethite,

kaolinite, pyrophyllite for reddish brown precipitates, and albite for the mixed precipitates, respectively. The spectral

reflectance of the precipitates decreased with increase in heavy metal contamination, and absorption depth of the

precipitates indicated that the heavy metal ions were adsorbed to saponite and illite for white precipitates, and

goethite and magnetite for reddish brown precipitates.

Key words : white precipitates, reddish brown precipitates, mixed precipitates, heavy metal contamination, spectral

characteristics 

본 연구는 강원도 오십천 수계에 형성된 백색, 적갈색 그리고 두 침전물이 혼합된 침전물을 대상으로 침전환경을

파악하고, 중금속 오염도 및 광물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또한,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도와

광물조성에 따른 분광특성을 고찰하였다.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물이 형성된 하천수의 pH 범위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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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4.43-6.91, 7.74-7.94와 7.59-7.9로 나타났다. X선 형광분석 결과, 이들 침전물은 니켈, 구리, 아연 및 비소에 대해

오염도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백색침전물은 적갈색침전물 내 알루미늄의 농도에 비해 약 3.3배 높았으며, 적갈색

침전물은 백색침전물 내 철의 농도보다 약 15배 부화되었다. X선 회절분석 결과 백색침전물은 알루미노코큠바이트,

깁사이트, 석영, 사포나이트, 일라이트의 광물로 구성되며, 적갈색침전물은 알루미늄 이소프로폭사이드, 고령토, 침철

석, 돌로마이트, 엽랍석, 자철석, 석영, 방해석, 홍석류석으로 이루어졌으며, 혼합침전물은 석영, 조장석, 방해석의 광물

로 구성된다. 백색침전물은 깁사이트, 사포나이트, 일라이트에 의해, 적갈색침전물은 침철석, 고령토, 엽랍석에 의해,

혼합침전물은 조장석에 의해 분광학적 특성이 발현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금속 오염도가 높아짐에 따라 분광반사도

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흡광깊이를 분석한 결과, 백색침전물 및 적갈색침전물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각각 사포

나이트와 일라이트, 침철석과 자철석에 흡착된 결과로 예상된다. 

주요어 :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혼합침전물, 중금속 오염, 분광특성

1. 서 언

석탄광산의 광업활동에 따른 석탄 폐석더미는 강수

나 지하수에 의해 유독성 중금속 원소들이 용출되어

광산 주변 토양과 하천을 오염시켜 동식물과 인간에게

까지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Park et al., 2001). 광산

으로부터 배출된 산성광산배수는 인근 하천의 수소이

온농도(pH)를 낮추며 중금속 원소의 이동성을 증가시

켜 다양한 환경문제를 야기한다(Kim, 2015). 하천수의

pH는 하류부로 갈수록 다른 지류와 합류되어 희석됨

에 따라 상승하게 되고, 황갈색, 백색 및 적갈색의 침

전물이 하천 바닥에 생성되어 이들은 각각 황화현상,

백화현상 및 적화현상으로 불린다(Lim et al., 2017;

Lim et al., 2018).

기존에 보고된 수계침전물에 관한 연구로는 철 산화

물로 형성된 황갈색 및 적갈색침전물 또는 알루미늄

수산화광물/황화광물로 구성된 백색침전물의 환경지구

화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들이 주로 진행

되었다(Herbert, 1996; Lee et al., 1999; Munk et

al., 2002; Choo et al., 2008; Kim et al., 2011).

그러나, 기존의 수계침전물에 대한 연구 중 한 연구지

역에서 백색침전물과 적갈색침전물이 함께 형성된 경

우에 대한 연구사례는 제한적이다(Brake et al., 2001;

Kim and Kim, 2003). Brake et al. (2001)은 폐탄광

으로부터 배출된 산성광산배수에 기인한 적황색

(reddish-orange to brown) 침전물 및 백색(white) 침전

물을 대상으로 화학조성을 비교하여, 적황색침전물은 백

색침전물에 비해 높은 함량의 철, 납 및 구리, 백색침

전물은 적색침전물에 비해 높은 알루미늄의 함량이 검

출되었다고 보고하였다. Kim and Kim (2003)은 강원도

태백 동해탄광 인근 하천에 발생한 황갈색(brownish

yellow), 적갈색(reddish brown) 및 백색침전물에 대해

pH 분석, 광물조성 및 화학조성 분석을 실시하여 이들

침전물에 대한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주로 슈

워트마나이트(schwertmannite)로 구성된 황갈색침전물은

산성환경, 알루미늄-황산염(Al-sulfate)으로 이루어진 백

색침전물은 약산성환경, 페리하이드라이트(ferrihydrite)

로 구성된 적갈색침전물은 약산성-중성환경에서 형성

된다고 보고하였다.

반사도 분광분석법은 기존의 분석법에 비해 경제적

이며 빠르게 중금속 오염을 평가할 수 있으며 특히,

원격탐사적 접근에 활용이 가능하다(Rossel et al.,

2006; Shi et al., 2014). 분광분석법은 이러한 장점으

로 인해 다양한 토양 및 퇴적물 오염을 측정하는데 사

용되어왔다(Song et al., 2015). 산성광산배수에 기인한

수계침전물에 대해 분광학적 분석을 수행한 기존의 연구

는 주로 철침전물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Anderson

and Robbins, 1998; Williams et al., 2002, Lim et

al., 2018), 백색 알루미늄침전물에 대한 연구는 Lim

et al. (2017)의 연구 외에는 그 사례를 거의 찾아볼

수 없다. Anderson and Robbins (1998)은 pH 변이

와 관련된 철침전물의 분광학적 특성을 고찰하였으며,

Williams et al. (2002)은 광산배수의 pH를 분류하기

위해 가시근적외선(VNIR) 원격탐사법을 활용하여 철

침전물의 분광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Lim et al.

(2017)은 백색침전물을 대상으로 중금속 오염, 광물학

적 및 분광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침전물의 분광 특성

을 광물학적 및 중금속 오염 특성과 연계분석하였다.

비록 백색의 알루미늄침전물과 적색의 철침전물 모두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나, 기

존의 분광학적 연구의 대부분은 적색의 철침전물에 초

점이 맞추어져있으며, 백색침전물과 적갈색침전물이 단

일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중금속

오염, 광물조성, 및 분광특성의 비교분석이 실시된 바

는 그 사례를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시에 소재한 대한석탄공사 도



백화, 적화, 혼합 침전물의 중금속오염, 광물조성 및 분광특성 15

계광업소 중앙생산부 인근을 흐르는 오십천 수계에 형

성된 백색, 적갈색 및 두 침전물의 혼합침전물을 대상

으로 중금속 오염, 광물학적 및 분광학적 분석을 실시

하여 이들의 분광특성을 중금속 오염도 및 광물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백색침전물과

적갈색침전물이 함께 발달된 지역을 대상으로 이들 세

종류의 수계침전물에 대해 분광학적 특성을 분석한 최

초의 연구사례이며, 이들 침전물을 비교분석하여 각 침

전물에서의 두드러진 특성을 파악하였다. 수계침전물에

관한 분광분석 자료는 추후 원격탐사를 활용한 산성배

수 오염탐지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연구지역

본 연구는 백화현상과 적화현상이 함께 발생한 강원

도 삼척시 도계읍 흥전리에 소재하는 대한석탄공사 도

계광업소 중앙생산부 인근의 하천인 오십천을 연구지

역으로 선정하였으며, 지리좌표 상 북위 37° 13’ 08”,

동경 129° 1’ 38”에 위치한다(Fig. 1). 연구지역의 상

류에는 석탄광산인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중앙생산

부와 폐수처리장이 위치한다. 수계의 분포는 도계광업

소로부터 북동쪽으로 흐르는 수계, 도계광업소의 남쪽

으로부터 북쪽으로 흐르는 수계, 폐수처리장의 북쪽으

로부터 동남쪽으로 흐르는 수계 등 총 3개의 수계가

존재하며, 이 중 2개의 수계에서 수계오염이 발생하였

다 (Fig. 1). 백색침전물은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중

앙생산부의 남쪽에 위치한 대규모의 폐석더미로부터 흐

르는 수계와 연결된 수계의 시작점의 최상류부터 약

480 m의 연장과 5 m의 너비로 분포하며, 상류에 위

치한 대규모 폐석더미와 연관된 것으로 사료된다. 적

갈색침전물은 백색침전물이 분포한 수계와 연결된 수

계의 하류로 백색침전물의 연장이 거의 끝나가는 지점

에서 발생되어 약 960 m의 연장과 6 m의 너비로 분

포한다. 적갈색침전물이 형성된 수계의 경우, 폐수처리

장에서 배수된 하천수가 유입되는 기점을 기준으로 하

류부에 발달된다. 또한, 수계 내 백색침전물의 말단부

와 적갈색침전물의 경계부위에서는 이들 두 침전물이

혼합되어 황갈색을 띠는 침전물이 형성되어 있다. 연

구지역의 지질은 고생대 초 조선누층군, 고생대 후기

평안누층군, 중생대 후기의 경상누층군이 분포하며, 북

동-남서방향의 단층과 북서-남동방향의 단층이 연구지

역 동부와 남부에 분포한다(ME and NIER, 2009).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중앙생산부 인근

하천인 오십천에 형성된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

합침전물의 화학적, 광물학적 및 분광학적 분석을 실시

하였다. 수소이온농도는(pH)는 수계침전물 시료를 채취

하여 실험실로 운반하여 완충용액(pH=4, 7, 10)으로 보

정을 완료한 후 Orion사의 pH 측정기를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X선 형광분석을 통해 각 침전물의 중금속 오염

도를 파악하였으며. X선 회절분석을 이용해 각 침전물을

구성하는 광물을 동정하였다. 휴대용 분광계를 통해 각

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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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의 분광학적 특성을 파악하고, 그 결과를 중금속

오염도와 광물조성과 연계하여 분석하였다(Fig. 2).

3.1. 시료채취 및 전처리

본 연구를 위해 백화현상과 적화현상이 극명하게 발

생한 도계광업소 인근 오십천 수계에서 백색, 적갈색

및 혼합침전물을 대상으로(Fig. 3), 플라스틱 모종삽을

사용하여 유기물질과 부유물을 제거한 후 백색침전물

은 총 43지점, 적갈색침전물은 10지점 그리고 혼합침

전물은 11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수계침

전물을 폴리에틸렌 봉투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여 분

석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건조기를 이용하여 시

료를 건조한 후 막자사발을 사용해 시료를 분말화하였

다. 분쇄된 시료는 150 μm의 체를 이용하여 150 μm

이하의 분말을 분리하여 분석용으로 이용하였다.

3.2. 수소이온농도(pH) 측정

백화현상과 적화현상이 발생되는 침전환경을 파악하

기 위하여 수소이온농도(pH)를 측정하였다. 측정은 수

계침전물을 채취한 후 실험실로 운반 후 실시하였고,

Orion사의 Thermo Scientific Orion Star A211 pH

Benchtop Meter를 사용하였다. 본 장치는 수소이온농

도 외에 산화환원전위(Eh; mV) 및 온도(°C)를 측정할

수 있다. 수소이온농도의 해상도는 0.1, 측정범위는 –2

부터 20까지이며, 정밀도 0.002로 측정이 가능하다.

3.3. X선 형광분석

토양 중 유독성 중금속의 정성 및 정량분석에 있어

일반적으로 유도결합플라즈마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분석법과 같은 정밀분석기기를 이용한다.

ICP 분석법은 분석의 정확도가 높고 다원소 동시분석

이 가능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었다. 그러나, 이

분석법은 시료의 전처리 과정이 매우 복잡하며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단점이 있다(Kim et al., 2013). 특히,

분석 과정 중 물질이 파괴되어 분석대상의 동일 위치

에 대한 재분석을 실시할 수 없으므로, 수계침전물의

분광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광분석과 직접적인 비교

분석이 불가능하다는 한계가 있다(Huh and Weon,

2015). ICP 분석법과는 달리, 휴대용 X선 형광분석법

(Portable X-ray Fluorescence, PXRF)은 ICP 분석법

보다 정확한 측정값을 얻을 수는 없으나, 분석물질이

훼손되지 않는 비파괴 분석이 가능하며 전처리가 없어

현장에서 간단하고 빠르게 분석이 가능하다(Choi et

al., 2009; Zhu et al., 2011). PXRF를 활용한 분석법

이 USEPA method 6200에 명시되어(USEPA, 2007)

전 세계적으로 하천 침전물, 토양 및 식생의 중금속

원소분석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Carr et al., 2008;

Peinado et al., 2010; Weindorf et al., 2013; Hu

et al., 2014; Lee and Choi, 2014; Sacristán et al.,

Fig. 2. Flow chart of methods carried out for this study.

Fig. 3. Field photographs of white precipitates(a), reddish brown precipitates(b), the confluence of white precipitate and

reddish brown precipitate(c) and mixed precipitates(d) in this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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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특히, X선 형광분석법은 분광분석과 함께 수행

시, 분광분석 측정위치와 동일한 지점의 연계분석이 용이

한 장점이 있다(Shin et al., 2016, Jeong et al., 2018).

본 연구는 수계침전물 내 중금속의 오염도를 파악하

기 위해 Olympus사의 DELTA Professional PXRF를

사용하였다. 본 장치는 40kV의 Ta-Au X선 튜브로부터

X선이 방출되어 분석이 진행되며, 165 eV 이하의 해상

도를 보이는 실리콘표류검출기(Silicon Drift Detector,

SDD)를 보유한다. 수계침전물의 정량분석에 앞서, 316

합금 비드를 이용하여 기기를 보정하였다(Weindorf et

al., 2013). 분석은 약 2cm의 구경을 통해 측정되며,

X선의 에너지 손실을 줄이기 위해 침전물시료와 기기

를 밀착하여 니켈, 구리, 아연, 비소, 알루미늄, 망간

및 철을 대상으로 하였다. 각 중금속 원소의 측정값을

높이기 위해 고에너지 및 저에너지의 별도 2개의 X선

을 이용해 각 60초 동안 진행하였다(Desouza et al.,

2017). 분석값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각 시료에 대하여

3회 측정한 값들의 산술평균값을 이용하였다. 더불어

니켈, 구리, 아연 및 비소에 대한 오염도를 평가하기

위해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II등급을 각 원소의

허용한계치로 이용하여 오염도 지수(Pollution Index,

PI)를 계산하였다(수식(1), Kim et al., 2006; Lim et

al., 2017; Lim et al., 2018).
 

수식(1)

3.4. X선 회절분석

백색, 적갈색 및 혼합침전물의 광물을 동정하기 위

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Rigaku사 Ultima IV를 사용

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조건은 X선의

관접압과 관전류는 각각 40 kV, 30 mA로 지정하였으

며, Cu-Ka파장(λ=1.5406)을 사용하여 회절각(2θ) 3-

90° 범위를 0.02° 간격, 20°/분의 속도로 측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취득된 회절곡선을 통해 Crystallographica

Search Match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해석하였다.

3.5. 분광분석

분광분석은 가시근적외선(VNIR)-단파적외선(SWIR)

파장대역을 대상으로 광물을 이루는 분자구조, 광물의

결정도 및 색, 원소의 종류 등에 따라 나타나는 고유

의 분광패턴 및 흡광특성을 파악하는 분석법이다(Shin

et al., 2016). 가시근적외선 영역(400-1,300 nm)에서는

망간, 철, 니켈과 같은 금속을 함유하는 광물들로부터

발생하는 분광특징을 파악하는데 유용하며, 단파적외선

영역(1,300-2,500 nm)에서는 –OH기, H2O, Fe-OH,

Al-OH 및 Mg-OH 등의 분자결합에 의해 나타나는 분

광학적 특징을 확인하는데 유용하다(Hauff, 2008; Kerr

et al., 2011; Jeong et al., 2016). 이러한 장점으로

인해, 반사도분광학을 적용하여 토양, 퇴적물, 식생 및

암석의 분광특성을 파악한 기존의 연구들이 성공적으

로 수행되어왔다(Herrmann et al., 2001; Kemper

and Sommer, 2002; Wu et al., 2005; Kerr et al.,

2011; Sanches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수계침전물의 분광학적 특성을 파악

하기 위해 ASD사(Analytical spectral Devices, Inc.,

USA)의 Labspec 5100 휴대용 분광계를 사용하였다.

해당 기기는 350-2,500 nm 파장대역에 대해 3-6 nm

의 분광해상도를 갖는 반사도 스펙트럼을 제공한다. 분

석은 X선 형광분석으로 측정한 시료의 동일한 위치를

대상으로 시료의 표면에 바로 촬영하는 ‘light-probe’

방식으로 이루어졌다(Jeong et al., 2014). 더불어, 시

료의 균질성을 높이기 위해 한 시료에서 5회 측정한

반사도 값들의 산술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획득된 분광곡선정보는 ‘The Spectral Geologist

7.5(TSG 7.5)’와 ‘ENVI 4.8’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United Stated Geological Survey(USGS)’ 분광라이브

러리(Clark et al., 2007)와 ‘Jet Propulsion Labora-

tory(JPL)’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ance Radiometer(ASTER)’ 분광라이브러

리(Baldridge et al., 2009)가 제공하는 표준분광정보와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더 효율적인 분광분석을 수행하

기 위해 반사도 분광곡선에 대해 분광학적 전처리 방

법인 헐쿼시언트(hull-quotient) 보정법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노이즈를 감소시키고 반사도 곡선 내 발생

하는 흡광특징을 극대화시켜 흡광특성의 깊이와 위치

등을 파악하기에 유용하다(Kokaly and Clark, 1999;

Shi et al., 2014). 

4. 결과 및 토의

4.1. 수계침전물의 지구화학적 특성

산성광산배수(AMD)로부터 형성된 수계침전물의 종

류는 하천수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따라 황갈색, 백색

및 적갈색으로 나타난다. 황갈색과 적갈색침전물은 철

수산화/산화물의 침전으로 인해 생성되며, 백색침전물

은 수산화알루미늄 혹은 알루미늄-황산염의 침전으로

Σ
퇴적물 내 해당 중금속 함량

오염도 지수(PI) =
해당 중금속의 허용 한계치

중금속 원소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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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된다(Kim and Kim, 2004). 수계침전물의 종류는

하천수의 pH 변이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며, 하천수의

pH는 광산의 영향을 받지 않은 다른 지류와의 희석, 강

우 등으로 인해 변하여 하천 바닥에 다양한 종류의 수계

침전물을 형성시킨다(Kim and Kim, 2002). AMD의

영향을 받은 하천에서, 하천수의 pH 범위가 3.0-4.5인

경우 황갈색침전물이, 4.4-6.8인 경우 백색침전물이,

5.7-6.9인 경우 적갈색침전물이 형성된다(Kim et al.,

2002; Munk et al., 2002; Williams et al., 2002).

백색, 적갈색 및 혼합침전물의 침전환경을 수소이온

농도 측정을 통해 파악한 결과, 일부의 적갈색 및 혼

합침전물은 시료의 양이 충분하지 못하여 측정이 불가

능하였다. 백색침전물이 형성된 하천수의 pH 범위는

4.43-6.91이었으며, 적갈색침전물과 혼합침전물이 생성

된 하천수의 pH 범위는 각각 7.74-7.94와 7.59-7.9로

나타났다(Table 1 and 2). 백색침전물은 약산성환경인

경우에 형성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하며(Kim

et al., 2002; Williams et al., 2002), 적갈색침전물은

중성에 가까운 pH를 보이는데, 이는 pH가 7인 중성수

에서 철 산화물로 이루어진 적갈색을 띠는 침전물이

형성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Anderson and

Robbins, 1998). 혼합침전물의 경우, 백색침전물과 적

갈색침전물이 혼합되어 색은 황갈색에 가깝지만, 황갈

색침전물이 형성되는 pH 조건과는 매우 상이한 값을

보이므로, 대표적인 수계침전물 중의 한 종류인 황갈

색침전물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4.2.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도

X선 형광분석을 통해 대한석탄공사 도계광업소 중앙

생산부 인근 하천 바닥에 분포하는 백색, 적갈색 및

혼합침전물을 대상으로 니켈, 구리, 아연, 비소, 알루미

늄, 망간 및 철의 함량을 측정하고 오염도를 평가하였

다. 니켈, 구리, 아연 및 비소는 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 687호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을 기반으로 평가

하였다(Table 3). 알루미늄, 망간, 철은 하천 퇴적물 오

염평가 기준에 해당하지 않아 저질토 내 평균농도와

비교하여 부화도를 평가하였다(Bowen, 1979). 

백색, 적갈색 및 혼합침전물에 대하여 전체 시료의 평

균 함량이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의 II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중금속 원소를 기반으로 오염도 지수를 계산하

였다. 백색침전물과 혼합침전물의 경우, 전체 시료의 평

균함량이 II등급 이상에 해당하는 원소가 니켈, 구리, 아

연이었으며, 적갈색침전물에서는 니켈, 구리, 아연, 비

소가 전체 시료의 평균함량이 II등급 이상에 해당하였

다(Table 4). 각 침전물을 오염도 지수와 시료의 수를

기반으로, 백색침전물은 3개의 그룹인 Group A, A’,

A’’으로, 적갈색침전물은 2개의 그룹인 Group B, B’

Table 1. The pH values of stream water in which white precipitates are distributed

Sample No. pH Sample No. pH Sample No. pH Sample No. pH

W-1 6.91 W-12 6.3 W-23 5.36 W-34 5.51

W-2 6.67 W-13 5.8 W-24 5.25 W-35 5.33

W-3 6.85 W-14 6.44 W-25 5.44 W-36 5.6

W-4 5.70 W-15 6.21 W-26 5.61 W-37 5.16

W-5 6.28 W-16 5.88 W-27 5.45 W-38 5.07

W-6 6.25 W-17 6.18 W-28 5.47 W-39 4.97

W-7 6.58 W-18 6.33 W-29 5.44 W-40 5.54

W-8 6.24 W-19 5.82 W-30 5.29 W-41 5.18

W-9 5.95 W-20 5.87 W-31 5.51 W-42 6.62

W-10 6.14 W-21 5.99 W-32 5.87 W-43 4.43

W-11 5.88 W-22 6.13 W-33 5.48

Table 2. The pH values of stream water in which reddish

brown precipitates(left) and mixed precipitates(right) are

distributed

Sample No. pH Sample No. pH

R-1 N.A. M-1 7.73

R-2 N.A. M-2 7.59

R-3 N.A. M-3 7.71

R-4 7.84 M-4 7.68

R-5 7.79 M-5 7.74

R-6 7.74 M-6 7.90

R-7 N.A. M-7 7.82

R-8 7.94 M-8 7.75

R-9 7.83 M-9 7.65

R-10 N.A. M-10 7.78

M-11 7.65

*N.A.=not avail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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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혼합침전물 역시 2개의 그룹인 Group C, C’으

로 구분하였다(Table 5, 6 and 7). 수계침전물의 중금

속 오염도는 백색침전물에서는 Group A < Group A’

< Group A’’ 순으로, 적갈색침전물의 경우 Group B

< Group B’ 순으로, 혼합침전물에서는 Group C <

Group C’ 순으로 높아진다(Table 5, 6 and 7).

백색침전물 내 니켈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62.1 ppm, Group A에서 35.9 ppm. Group A’에서

55.7 ppm, Group A’’에서 92.4 ppm이다(Table 4

and 5). 백색침전물 내 니켈은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

과 Group A’에서의 평균 함량은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단계인 II등급에 해당하였으며,

Group A’‘에서의 평균 함량은 저서생물에 독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III등급에 해당한다(Table 3, 4 and

5). 적갈색침전물 내 니켈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180.8 ppm, Group B에서 201.9 ppm. Group B’에서

159.8 ppm이다(Table 4 and 6). 적갈색침전물 내 니켈

은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 Group B, Group B’ 모두에

서의 평균 함량이 I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6). 혼합침전물 내 니켈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Table 3. Sediment pollution evaluation standard for Ni, Cu, Zn and As established by NIER(2015) (unit: ppm)

Contamination Level Ni Cu Zn As State

Level I <40 <48 <363 <15 There is no possibility be toxic in benthos

Level II <87.5 <228 <1,170 <44.7 There is a possibility be toxic in benthos

Level III <330 <1,890 <13,000 <92.1 There is a high possibility be toxic in benthos

Level IV >330 >1,890 >13,000 >92.1 There is a very high possibility be toxic in benthos

Table 4. Minimum, median, maximum and mean concentrations of Ni, Cu, Zn and As(unit: ppm) for each precipitate

Precipitate Statistics Ni Cu Zn As # of sample

White

Min 27.0 23.7 82.7 5.3

43
Median 53.7 119.5 525.2 11.4

Max 164.0 231.0 1,556.0 25.7

Mean 62.1 119.5 525.2 11.4

Reddish brown

Min 138.7 22.3 485.3 15.0

10
Median 180.8 56.3 1,136.3 40.0

Max 239.7 85.3 1,726.0 52.7

Mean 180.8 56.3 1,136.3 36.0

Mixed

Min 207.7 84.3 2,506.0 5.7

11
Median 232.7 95.3 2,668.7 9.0

Max 278.0 119.3 3,431.7 10.0

Mean 233.9 97.7 2,832.7 8.4

Table 5. Minimum, median, maximum and mean concentrations of Ni, Cu and Zn(unit: ppm), and calculated pollution

index(PI) for each white precipitate group

Group Statistics Ni Cu Zn Pollution Index # of sample

Group A

Min 27.0 23.7 82.7 0.10

12
Median 35.7 74.5 157.5 0.20

Max 51.3 107.0 215.3 0.27

Mean 35.9 73.4 155.6 0.20

Group A’

Min 37.7 93.3 260.3 0.31

17
Median 52.3 112.3 359.3 0.40

Max 75.0 142.3 640.7 0.59

Mean 55.7 114.5 388.2 0.41

Group A’’

Min 59.3 98.7 611.0 0.60

14
Median 81.7 169.3 916.3 0.86

Max 164.0 231.0 1,556.0 1.40

Mean 92.4 165.2 1,008.3 0.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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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9 ppm, Group C에서 220.1 ppm. Group C’에서

245.4 ppm이다(Table 4 and 7). 혼합침전물 내 니켈 역

시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 Group C, Group C’ 모

두에서의 평균 함량이 I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7).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백화 및 적화현상으로

인한 니켈의 오염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백색침전물 내 구리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119.5 ppm, Group A에서 73.4 ppm. Group A’에서

114.5 ppm, Group A’’에서 165.2 ppm이다(Table 4 and

5). 백색침전물 내 구리는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과 모든

Group에서의 평균 함량이 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5). 적갈색침전물 내 구리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

료에서 56.3 ppm, Group B에서 43.7 ppm. Group B’

에서 68.9 ppm이다(Table 4 and 6). 적갈색침전물 내

구리는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과 Group B’ 에서의 평균

함량이 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6). 혼합침

전물 내 구리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97.7 ppm,

Group C에서 92.5 ppm. Group C’에서 102 ppm이

다(Table 4 and 7). 혼합침전물 내 구리 역시 백색침

전물과 같이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과 모든 Group에

서의 평균 함량이 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7). 수계침전물 내 검출된 전체 시료의 구리 평균

함량의 경우, 적갈색침전물 < 혼합침전물 < 백색침전

물 순으로 높아진다(Table 4). 이는 구리의 흡착이 적

갈색침전물보다 백색침전물에서 더 활발히 이루어짐을

의미하며, 본 연구지역이 백화 및 적화현상으로 인한

구리의 오염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백색침전물 내 아연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525.2 ppm, Group A에서 155.6 ppm. Group A’에서

388.2 ppm, Group A’’에서 1,008.3 ppm이다(Table 4

and 5). 백색침전물 내 아연은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

Group A’과 A’’에서의 평균 함량이 II등급에 해당하였

다(Table 3, 4 and 5). 적갈색침전물 내 아연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서 1,136.3 ppm, Group B에서

772.7 ppm. Group B’에서 1,499.9 ppm이다(Table 4

and 6). 적갈색침전물 내 아연은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

과 Group B 에서의 평균 함량이 II등급에 해당하였으

며, Group B’의 경우 I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6). 혼합침전물 내 아연의 평균 함량은 전체 시료에

서 2,832.7 ppm, Group C에서 2,604.2 ppm. Group C’

에서 3,023.1 ppm이다(Table 4 and 7). 혼합침전물

내 아연은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과 모든 Group에서의

평균 함량이 III등급에 해당하였다(Table 3, 4 and 7).

따라서, 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백화 및 적화현상으

로 인한 아연의 오염 역시 심각한 수준임을 지시한다.

수계침전물 내 비소의 전체 시료의 평균 함량은 백색

Table 6. Minimum, median, maximum and mean concentrations of Ni, Cu, Zn and As (unit: ppm), and calculated pollution

index(PI) for each reddish brown precipitate group

Group Statistics Ni Cu Zn As Pollution Index # of sample

Group B

Min 163.3 22.3 485.3 31.5 0.40

5
Median 193.3 48.3 540.3 46.3 0.47

Max 239.7 65.5 1307.3 52.7 0.85

Mean 201.9 43.7 772.7 45.0 0.57

Group B’

Min 138.7 62.7 1,329.0 15.0 0.86

5
Median 149.0 65.7 1,460.0 24.3 0.90

Max 196.0 85.3 1,726.0 38.7 1.10

Mean 159.8 68.9 1,499.9 26.9 0.94

Table 7. Minimum, median, maximum and mean concentrations of Ni, Cu and Zn (unit: ppm), and calculated pollution

index (PI) for each mixed precipitate group

Group Statistics Ni Cu Zn Pollution Index # of sample

Group C

Min 207.7 84.3 2,506.0 2.08

5
Median 219.3 88.3 2,620.7 2.17

Max 234.3 106.7 2.656.7 2.20

Mean 220.1 92.5 2,604.2 2.16

Group C’

Min 224.3 91.3 2,668.7 2.21

6
Median 240.8 100.3 2,995.8 2.46

Max 278.0 119.3 3,431.7 2.81

Mean 245.4 102.0 3,023.1 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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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전물에서 11.4 ppm, 적갈색침전물에서 36 ppm 그리

고 혼합침전물에서는 8.4 ppm을 보이므로(Table 4), 적

갈색침전물의 경우에만 비소의 오염 단계가 II등급에 해

당하였다(Table 3 and 4). 수계침전물 내 검출된 전체

시료의 비소 평균함량의 경우, 혼합침전물 < 백색침전물

< 적갈색침전물 순으로 높아진다(Table 4). 이는 비소의

흡착이 백색침전물보다 적갈색침전물에서 더 쉽게 이루

어짐을 의미하며, 본 연구지역에서의 적화현상으로 인

한 비소의 오염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시한다.

수계침전물 내 알루미늄의 모든 시료의 평균 농도는

백색침전물에서 20.9%, 적갈색침전물에서는 6.4%, 혼

합침전물에서 12.9%를 보여, 백색침전물과 혼합침전물

에서 저질토 내 평균 농도를 초과하였다(Table 8). 이들

은 각각 저질토 내 평균 알루미늄 농도(7.2%) 대비 약

2.9배와 1.8배 부화되었다. 주로 알루미늄 수산화/황화물

로 구성된 백색침전물과 적갈색침전물 내 알루미늄의

농도를 비교한 결과, 백색침전물에서 약 3.3배 높았다.

수계침전물 내 망간의 전체 시료의 평균 농도는 백

색침전물에서 0.0%, 적갈색침전물에서는 0.5%, 혼합침

전물에서 0.2%를 보여, 적갈색침전물과 혼합침전물에

서 저질토 내 평균 농도를 초과하였다(Table 8). 이들

은 각각 저질토 내 평균 망간 농도(0.077%) 대비 약

6.6배와 2.3배에 이른다. 

수계침전물 내 철의 전체 시료의 평균 농도는 백색

침전물에서 0.9%, 적갈색침전물에서는 13.2%, 혼합침

전물에서 2.6%를 보인다. 적갈색침전물에서만 저질토

내 평균 농도를 초과하였으며(Table 8), 저질토 내 평

균 철 농도(4.1%) 대비 약 3.2배 부화되었다. 주로 철

수산화/산화물로 이루어진 적갈색침전물은 백색침전물

에 비해 철의 농도가 약 15배 부화되었다. 

본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백색침전물과 적갈색침전물

의 오염원의 오염도를 기존의 연구와 비교한 결과

(Herbert, 1996; Lee et al., 1999; Kim, 2015; Lim

et al., 2017), 백색침전물의 경우, 기존 연구에서 비소의

함량은 보고된 바 없으며, 알루미늄과 망간은 기존의

백색침전물과 비슷한 농도를 보였다. 도계광업소 인근

하천에 분포하는 백색침전물은 기존에 보고된 백색침

전물에 비해 철은 약 1.4배, 니켈은 1.3–2.3배, 구리는

1.2–3.5배 그리고 아연은 3–5.6배정도 더 높았다. 비교

가능한 모든 원소에서 기존의 연구에 비해 높게 검출된

점을 미루어 볼 때, 도계광업소 근처에 분포한 하천은

백화현상으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매우 상당한 수준으

로 환경에 대해 유해한 요소가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적갈색침전물 내 오염도를 기존의 적갈색침전물

과 비교한 결과, 알루미늄은 6.1–26.6배, 망간은 17.3–

35.3배, 철은 0.3–0.5배, 니켈은 0.7–4.6배, 구리는

0.13–0.6배, 아연은 0.5배 그리고 비소는 10.3배 높게

검출되었다. 철, 구리 및 아연을 제외한 원소가 기존에

보고된 적갈색침전물에 비해 매우 높은 함량이 검출되

었으므로, 도계광업소 인근 하천에 발생한 적화현상으

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임을 지시

한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은 백화현상 및 적화현상으

로 인한 중금속 오염이 명백히 발생하여 중장기적으로

공공수역 및 배출시설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4.3. 수계침전물의 광물조성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한 결과 연구지역에 형성된 수

계침전물들이 결정도가 미약한 비정질로 나타났으므로

정확한 광물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있었으나(Park et

al., 2002), 백색침전물은 알루미노코큠바이트(alumino-

coquimbite), 깁사이트, 석영, 사포나이트, 일라이트의

광물로 구성되며, 적갈색침전물은 알루미늄 이소프로폭

사이드(aluminum isopropoxide), 고령토, 침철석, 돌로

마이트, 엽랍석, 자철석, 석영, 방해석, 홍석류석

(pyrope)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혼합침전물은 석영, 조

장석, 방해석의 광물로 구성된다(Fig. 4). 

일반적으로 석탄광산 인근의 토양 및 수계침전물 내

중금속은 철 및 망간 산화광물과 점토광물에 흡착되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Bradl, 2004; Jo et al.,

2007; Choe et al., 2008). 본 연구지역에 형성된 수

계침전물의 경우 백색침전물에서 점토광물인 사포나이

Table 8. Average concentration of stream sediment for Al,

Mn and Fe and minimum, median, maximum and mean

concentrations for each precipitate(unit: %)

Precipitate Statistics Al Mn Fe

Average concentration 

of stream sedimenta
7.2 0.077 4.1

White

Min 13.9 0.0 0.3

Median 21.4 0.0 0.8

Max 24.8 0.2 1.7

Mean 20.9 0.0 0.9

Reddish brown

Min 2.6 0.2 6.1

Median 6.7 0.3 15.0

Max 10.0 1.1 18.5

Mean 6.4 0.5 13.2

Mixed

Min 11.5 0.1 1.7

Median 13.0 0.1 2.6

Max 14.0 0.3 3.2

Mean 12.9 0.2 2.6
aBowen, 19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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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와 일라이트가 확인되었고, 적갈색침전물의 경우 철

산화광물인 침철석과 자철석 그리고 점토광물인 고령

토와 엽랍석이 검출되었고, 혼합침전물에서는 이러한

광물이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에 생성

된 백색 및 적갈색침전물에서 검출된 중금속은 이들

광물에 흡착되어 나타난 결과로 예상된다. 

본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백색 및 적갈색침전물의 광

물조성과 기존의 연구에서 확인된 광물을 비교한 결과

(Park et al., 2002; Kim and Kim, 2003; Kang et

al., 2007; Lim et al., 2017; Lim et al., 2018), 백

색침전물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광물은 알루미노코큠

바이트, 깁사이트, 석영 및 일라이트이었으며, 사포나

이트가 기존연구에 보고되지 않은 광물이며, 기존에 보

고되었으나 본 연구지역에서 검출되지 않은 광물은 알

루미늄 황산염 광물인 하이드로배사알루미나이트

(hydrobasaluminite)이다. 적갈색침전물의 경우, 침철석

과 석영이 공통적으로 확인되었으며, 철 산화광물인 페

리하이드라이트(ferrihydrite)가 기존에 보고되었지만 본

연구지역 내 적갈색침전물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

는 같은 백색 및 적갈색침전물에서도 지질학적 조건

등에 따라 상이한 조성을 보일 수 있음을 지시한다.

4.4. 수계침전물의 분광학적 특성

본 연구지역에 형성된 수계침전물의 반사도를 가시

광선, 근적외선, 단파적외선 대역으로 구분하여 분석하

였다. 세 종류의 수계침전물 모두 가시광선 대역에서

반사도가 증가하나, 적외선 대역으로 파장이 길어짐에

따라 반사도가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가시

광선 대역에서의 반사도는 적갈색침전물 < 혼합침전물

< 백색침전물 순으로 높아지며, 근적외선 대역에서는

혼합침전물의 반사도가 가장 낮았으며, 단파적외선 대역

에서는 적갈색침전물의 반사도가 가장 높았다(Fig. 5).

세 종류의 수계침전물에서 가시광선 영역인 670 nm에서

흡광특성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침전물 내 철(Fe3+)을

포함한 광물의 영향으로 생각된다(Choe et al., 2010).

또한 950 nm, 1,430 nm, 1,935 nm와 2,200 nm 부

근에서 흡광특성이 관찰되었다. 950 nm에서는 3가철,

1,430 nm에서는 OH기, 1,935 nm에서는 물, 그리고

2,200 nm에서는 Al-OH에 의해 흡광특성이 나타난 것으

로 확인된다(Hauff, 2008; Rossel and Behrens, 2010).

X선 회절분석법에서 확인된 광물 중 알루미노코큠바이

트, 침철석과 자철석이 670 nm와 950 nm에서 발생

한 흡광특성과 일치하며, 깁사이트, 사포나이트, 일라

이트, 고령토, 엽랍석이 1,430 nm와 1,935 nm에서

나타나는 흡광특성과 일치하며, 일라이트, 고령토와 엽

랍석이 2,200 nm에서 발생한 흡광특성과 일치한다

(Fig. 6-8).

반면 석영, 방해석, 돌로마이트는 X선 회절분석에서

는 검출되었으나(Fig. 4), 수계침전물의 분광특성결과로

부터 이들 광물을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석

영은 전 대역에서 두드러지는 분광특성이 작아 광물정

보 추출이 어려우며(Jeong et al., 2014; Shin et al.,

2016), 방해석과 돌로마이트는 시료 내 함량이 20%

이상인 경우에만 분광학적 분석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

Fig. 4. X-ray diffraction pattern of white precipitates(a)-(b), mixed precipitate(c) and reddish brown precipitates(d)-(f)

collected from the bottom of the st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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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spectra and hull-quotient spectra of white,

reddish brown and mixed precipitates.

Fig. 6. The averag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spectrum of white precipitates and

reference spectra of illite, saponite and gibbsite from standard spectral library data(Clark et al., 2007; Baldridge et al., 2009).

Fig. 7. The averag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spectrum of reddish brown

precipitates and reference spectra of kaolinite, pyrophyllite and goethite from standard spectral library data(Clark et al.,

2007; Baldridg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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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Thompson, 1999). 따라서 본 연구지역에 발생한

수계침전물의 분광학적 특성은 백색침전물은 알루미늄

수산화광물인 깁사이트, 점토광물인 사포나이트와 일라

이트에 의해, 적갈색침전물은 철 산화광물인 침철석,

점토광물인 고령토와 엽랍석에 의해, 혼합침전물은 조

장석에 의해 발현되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6-8). 

수계침전물의 흡광깊이를 흡광특성이 발현된 대역을

기반으로 분석한 결과, 첫 번째 흡광특성이 나타난

670 nm에서의 흡광깊이는 적갈색침전물 < 백색침전

물 < 혼합침전물 순으로 깊어지며, 두 번째 흡광특성

이 발생한 950 nm에서는 백색침전물 < 혼합침전물

< 적갈색침전물 순으로 높아지며, 단파적외선 대역에

서 발생한 세 곳에서의 흡광깊이는 적갈색침전물 <

혼합침전물 < 백색침전물 순으로 깊어진다(Fig. 5). 3

가철에 의해 나타나는 950 nm에서의 흡광깊이는 철이

주 오염원인 적갈색침전물에서 가장 깊었으며, 적갈색

침전물과 백색침전물이 혼합된 혼합침전물이 그 뒤를

따랐다. Al-OH에 의해 발현되는 2,200 nm에서의 흡

광깊이는 알루미늄이 주 오염원인 백색침전물에서 가

장 깊었으며, 역시 혼합침전물이 그 뒤를 따랐다.

4.5. 중금속 오염도에 따른 수계침전물의 분광특성

본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

도에 따른 반사도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반사도는 백

색침전물에서 Group A’’ < Group A’ < Group A

순으로 높아지며, 적갈색침전물에서 Group B’ <

Group B 순으로 높아진다(Fig. 9 and 10). 이는 백색

및 적갈색침전물 내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반사도가 낮아진다는 기존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Kemper and Sommer, 2002; Song et al., 2015).

이에 반해 혼합침전물은 전 대역에서의 반사도가

Group C < Group C’ 순으로 높아진다(Fig. 11). 혼

합침전물에서의 이러한 분광학적 경향성에 대한 면밀

한 조사를 위해서는 보다 많은 시료와 추가적인 연구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도에 따른 흡광깊이를 분

석한 결과, 알루미늄이 주 오염원인 백색침전물의 경우

물과 Al-OH에 의해 발현되는 1,935 nm와 2,200 nm

에서의 흡광깊이가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

소한다(Fig. 9). 흡광을 발생시키는 원소 및 화학조성의

양과 흡광깊이는 비례하므로, 중금속이 물과 Al-OH 내

의 OH기에 흡착되어 나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탄광 인근 토양 및 퇴적물 내 중금

속은 일반적으로 철 산화광물 혹은 점토광물에 흡착되

어 나타난다. 따라서 백색침전물 내 중금속은 X선 회

절분석에서 검출된 점토광물인 사포나이트와 일라이트

에 의해 흡착되었다고 사료된다. 또한, 적갈색침전물과

혼합침전물에서는 3가철로 인해 발생하는 950 nm에서

의 흡광깊이가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한

다(Fig. 10 and 11). 이는 두 침전물에서 검출된 중금

속이 철 산화광물에 흡착되어 나타났기 때문이다. 적

갈색침전물의 경우 X선 회절분석에서 검출된 침철석과

자철석에 흡착된 결과로 판단된다. 하지만, 혼합침전물

에서는 철 산화광물이 확인되지 않았으므로 혼합침전

물에서 검출된 중금속의 경우 보다 많은 시료를 대상

으로 추가적인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Fig. 8. The averag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spectrum of mixed precipitates and

reference spectra of albite from standard spectral library data(Clark et al., 2007; Baldridge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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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averag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and hull-quotient spectra of white

precipitate groups.

Fig. 10. The averag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and hull-quotient spectra of reddish

brown precipitate groups.

Fig. 11. The average visible-near infrared-shortwave infrared(VNIR-SWIR) reflectance and hull-quotient spectra of mixed

precipitate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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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 론

본 연구는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에 소재한 대한석탄

공사 도계광업소 중앙생산부 인근 하천수계에 생성된

백색, 적갈색 그리고 두 침전물이 혼합된 침전물을 대

상으로 수소이온농도를 측정하여 각 침전물의 침전환

경을 파악하고, X선 형광분석법과 X선 회절분석법을

통해 중금속 오염도 및 광물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분광학적 분석을 수행하여 이들 침전물의 중금

속 오염도와 광물조성에 따른 분광특성을 분석하였다.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물이 형성된 하

천수의 pH는 각각 4.43-6.91, 7.74-7.94와 7.59-7.9로

확인되었다.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한 결과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물 내 니켈의 평균 함량은 각

각 62.1 ppm, 180.9 ppm, 233.9 ppm이었으며, 구리의

평균 함량은 각각 119.5 ppm, 56.3 ppm, 97.7 ppm으

로 나타났다.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물 내

아연의 평균 함량은 각각 525.2 ppm, 1,136.3 ppm,

2,832.7 ppm이었으며, 비소의 평균 함량은 각각 11.4

ppm, 40 ppm, 8.4 ppm으로 확인되었다. 하천 퇴적물

오염평가 기준과 비교한 결과, 이들 침전물은 니켈, 구

리, 아연 및 비소에 대해 낮게는 1등급, 높게는 3등급

에 해당하여 본 연구지역은 백화 및 적화현상으로 인

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된다. 백색

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물 내 알루미늄의 평

균 농도는 각각 20.9%, 6.4%, 12.9%로, 주로 알루미

늄 수산화/황화물로 이루어진 백색침전물은 적갈색침

전물 내 알루미늄의 농도에 비해 약 3.3배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백색침전물, 적갈색침전물 및 혼합침전

물 내 철의 평균 농도는 각각 0.9%, 13.2%, 2.6%를

보여, 주로 철 수산화/산화물로 구성된 적갈색침전물은

백색침전물 내 철의 농도보다 약 15배 높게 검출되었

다.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한 결과 백색침전물은 알루미

노코큠바이트, 깁사이트, 석영, 사포나이트, 일라이트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적갈색침전물은 알루미늄 이소

프로폭사이드, 고령토, 침철석, 돌로마이트, 엽랍석, 자

철석, 석영, 방해석, 홍석류석으로 구성되며, 혼합침전

물은 석영, 조장석, 방해석의 광물로 이루어져 있었다.

수계침전물에 대해 분광분석을 수행한 결과, 670 nm,

950 nm, 1,430 nm, 1,935 nm, 2,200 nm에서 흡광

특성이 나타났고, 해당 대역의 흡광깊이는 각 침전물

마다 상이하여 950 nm에서의 흡광깊이는 적갈색침전

물에서 가장 깊었으며, 2,200 nm에서의 흡광깊이는 백

색침전물에서 가장 깊게 나타났다. 수계침전물의 분광

특성과 X선 회절분석에서 검출된 광물을 연계분석한

결과, 백색침전물은 깁사이트, 사포나이트와 일라이트

에 의해, 적갈색침전물은 침철석, 고령토와 엽랍석에

의해, 혼합침전물은 조장석에 의해 분광학적 특성이 나

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도

에 따른 반사도를 분석한 결과, 백색침전물과 적갈색

침전물 내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적인

반사도가 낮아진다. 또한, 수계침전물의 중금속 오염도

에 따른 흡광깊이를 분석한 결과, 알루미늄이 주 오염

원인 백색침전물의 경우 2,200 nm에서의 흡광깊이가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백색침전

물 내 중금속은 사포나이트와 일라이트에 의해 흡착되

었다고 판단된다. 적갈색침전물과 혼합침전물에서는

950 nm에서의 흡광깊이가 중금속 오염도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므로 적갈색침전물 내 중금속은 침철석과

자철석에 흡착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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