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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핫스팟 분석을 통해 폐금속 광산의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 자료를 통계적 유의수

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상 값을 나타내는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 

자료들이 특정한 공간에 집중 또는 분산되어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자료들의 공간적 자기상

관성을 Getis-Ord Gi* 통계량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폐금속 광산지역에서 이상 값을 

나타내는 자료들이 통계적으로 얼마나 유의미하게 집중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었다. 각각의 자

료들이 가지는 중금속 원소별 오염도 값과 Getis-Ord Gi* 통계량 계산 결과를 이용하여 자료들

을 (1) 오염도와 집중도가 모두 높은 것, (2) 오염도는 높으나 집중도가 낮은 것, (3) 오염도는 

낮으나 집중도가 높은 것, (4) 오염도와 집중도가 모두 낮은 것 중 하나의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

었다. 이러한 분류 결과를 활용하면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자료를 통계적 유의수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으며, 폐광산 지역의 토양오염 관리와 관련하여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할 수 있으리라 판

단된다.

주요어 : 폐광산, 토양오염, 핫스팟 분석, 지리정보시스템

ABSTRACT

In this study, a hotspot analysis was conducted to suggest a new method for 
interpreting soil heavy-metal contamination data of abandoned metal mines accord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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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The spatial autocorrelation of the data was analyzed using 
the Getis-Ord Gi* statistic in order to check whether soil heavy metal contamination 
data showing abnormal values appeared concentrated or dispersed in a specific space. 
As a result, the statistically significant data showing abnormal values in the mine area 
could be classified as follows: (1) the contamination degree and the hotspot value 
(z-score) were both high, (2) the contamination degree was high but the z-score was 
low, (3) the contamination degree was low but the z-score was high and (4) the 
contamination degree and the z-score were both low. The proposed method can be used 
to interpret the soil heavy metal contamination data according to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level and to support a rational decision for soil contamination management in 
abandoned mines.

KEYWORDS : Abandoned Mine, Soil Contamination, Hot Spot Analysis, GIS

서  론

광업은 국가 발전에 필요한 에너지와 원료를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이다. 그러나 환경을 고려

하지 않은 광산 개발은 때로는 광해를 발생시켜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자연경관을 훼손

하며, 환경오염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적절한 

복구 대책이 없이 방치된 일부 휴·폐광산은 광

해 발생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Kim et al., 
2012). 따라서 휴·폐광산 지역의 수질, 토양 

등에 관한 환경오염 상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

고 광해방지를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

이 매우 중요하다(Lee and Choi, 2014). 

환경부에서는 일부 폐금속 광산에 대한 토양

오염의 실태를 정밀조사하고 이를 공간자료로 

구축한 바 있다(MOE, 2007). 오염된 토양 중

에 함유된 잠재적 독성 원소(potentially toxic 

trace elements, PTEs)는 토양 자체를 오염시

킬 뿐 아니라 주변 지역에 유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따라서 토양 중에 함유된 PTEs의 오염 

정도를 정량화하고 공간적인 분포를 조사하는 

것은 환경 대책 수립을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정

이다. 

토양 중금속 오염 자료의 해석을 위해 지리

정보시스템(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GIS)이 유용하게 활용됐다(Kim et al., 2012; 

Lee and Choi, 2014). GIS는 PTEs의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으며, 지구통계

학적 기법들과 함께 사용하면 미측정 지점의 토

양오염 정도를 예측하는 데도 효과적이다(Kim 

et al., 2017). 이러한 지구통계 방법을 활용하

면 대상 지역에 대한 토양 오염지도를 쉽게 작

성할 수 있다. 그러나 폐금속 광산 주변 지역에

서 수집되는 토양오염 조사자료는 대부분 정규

분포를 따르지 않고 일부의 데이터가 과도하게 

큰 값을 가지는 이상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지

구통계 기법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Kim 

and Choi, 2017).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지구통계 기반의 보간법인 크리깅(kriging)의 

경우에는 미지의 값을 예측하기 위해서 데이터

의 공분산을 이용하지만, 관측치 자체의 통계적 

유의미성은 제공하지 못한다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지

역을 판단하기 위해 핫스팟 분석 기법을 적용하

였다. 

일반적으로 PTEs의 함량이 큰 값을 가지는 

관측치는 토양오염 분석에 있어서 관심의 대상

이 되며 지구통계 기법을 적용하는 데도 큰 영

향력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관측치가 큰 값을 

가지더라도 다른 큰 값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면 통계적으로 중요한 관측치가 아닐 수 있다. 

통계적으로 중요한 관측치라면 자신의 값이 클 

뿐 아니라 주변의 값들도 큰 값으로 둘러싸여 

있을 필요가 있다. 핫스팟 분석 기법은 이처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자료를 파악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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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되었으며(Getis and Ord, 1992), 관측치

의 통계적 유의미성을 고려하지 못하는 지구통

계 방법의 한계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핫스팟 분석은 일반적으로 질병이나 범죄, 

의료 등과 관련된 다양한 사회과학 분야에서 많

이 활용되어 왔다(Jeong et al., 2009; 

Ceccato et al., 2011; Leslie et al., 2012; 

Ma et al., 2012; Wang et al., 2012; Zhang 

et al., 2012; Kim, 2014; Lee and Chon, 

2016). 지질 관련 분야에서는 매우 드물게 적

용됐으나 최근 일부의 연구에서는 토양의 오염

도 평가나 지하의 광물 매장량 평가에 있어 핫

스팟 분석 기술을 적용하고 있다(Kim and 

Choi, 2019). 폐광산에서 신뢰할만한 토양 샘

플링이 이루어졌는지 판단하고 향후의 샘플링 

계획을 지원하기 위해 핫스팟 분석이 적용된 바 

있으며(Kim and Choi, 2017), 산업화 이후의 

환경에서 납 오염의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한 적

용 사례도 있다(McClintock, 2012). 또한, 핫

스팟 분석 기술과 함께 모란 지수를 활용하여 

위치 오차의 영향을 고려함으로써 토양 중 중금

속 오염을 시뮬레이션한 사례도 있다(Griffith 

FIGURE 1. Distribution of soil concentration survey data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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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16).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 광산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오염을 확인하기 위해 핫스팟 분석

을 통해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자료를 통계적 

유의수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또한, 핫스팟 분석을 통해 얻

은 통계적 유의수준 값과 토양오염 기준값을 이

용하여 토양오염 주제도를 만들고, 토양오염실

태를 공간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을 위해서는 

환경부에서 구축한 폐금속 광산의 토양오염 조

사자료를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통계적 

유의성 분석에 기반한 토양오염 주제도를 제시

함으로써 토양오염복원 우선순위 선정 및 합리

적인 의사결정 지원에 있어 도움을 줄 수 있으

리라 판단된다. 

연구지역 및 자료

본 연구에서는 환경부에서 제공한“폐금속광

산 토양오염실태 정밀조사”보고서를 활용하였

다(MOE, 2007). 이 보고서에 수록된 토양 중

금속 오염 조사자료 중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5개의 광산의 자료를 활용하였다(그림 1). 5개 

광산은 시장/대장광산(입장면 호당리), 대흥(성

거)광산(성거읍 천흥리), 대흥1광산(성거읍 천

흥리), 만광광산(북면 납안리), 일보광산(입장면 

도림리)이다. 조사대상 광산들에 대한 지질 및 

현황을 간단하게 표 1에 요약하였다. 또한, 각 

광산의 오염원 분포 현황에 대해 표 2에 제시

하였다. 

토양오염공정시험방법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토양오염 환경기준을 초과한 성분이 비소가 많

이 검출되었으므로 비소를 대상으로 핫스팟 분

석을 수행하였다. 비소에 대한 통계치는 표 3과 

같다. 또한,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비소의 농도 

값을 공간적으로 그림 2와 같이 나타내었다.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그림 3과 같은 절차로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 자료의 분포를 확인하고, 공

간 자기 상관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을 통

해 얻은 거리 기준으로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였

고, 이를 통해 토양오염 환경기준과 통계적 유

의수준에 따른 토양 중금속 오염 자료를 해석하

였다. 

Name Type of mineral Geology Total output

Ilbo mine Gold, Silver
Gneiss rocks of the Precambrian basin, 

Late-invasive granite
Unknown

Sijang/Daejang mine Gold, Silver Muscovite gneiss
Au 386kg, 

Ag 3kg

Daeheung(Seong-geo) 
mine

Gold, Silver Biotite gneiss, Mica schist Au 182.3kg

Daeheung 1 mine Gold, Silver Granite gneiss, Schist, Granite, Muscovite Au 200,631g

Mangwang mine Gold, Silver Gneiss a few

TABLE 1. Summary of geology for mines

Name
Contamination sources

Waste(㎥) Tailing(㎥)

Ilbo mine 30 4

Sijang/Daejang mine N/A 1

Daeheung(Seong-geo) mine N/A N/A

Daeheung 1 mine 3 8

Mangwang mine N/A N/A

TABLE 2. Number of contamination sources at the study area



Application of Hot Spot Analysis for Interpreting Soil Heavy-Metal Concentration Data in Abandoned Mines28

Name
As(mg/kg)

Mean Std. Dev. Median Minimum Maximum

Ilbo mine 35.09 131.53 2.40 0.00 1,032.46

Sijang/Daejang mine 25.20 139.24 1.39 0.00 1,162.75

Daeheung(Seong-geo) mine 18.15 78.73 1.10 0.00 603.92

Daeheung 1 mine 30.18 75.73 3.24 0.00 353.94

Mangwang mine 0.93 2.92 0.00 0.00 17.69

TABLE 3. Descriptive statistics of arsenic concentration at the study area.

FIGURE 2. Distribution of Arsenic concentration in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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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료 변환과 공간통계분석

연구지역의 자료는 이상치를 포함하여 왜도

가 큰 비정규 분포를 나타냈다. 따라서 원자료 

값을 로그변환과 제곱근변환을 수행한 후 공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핫스팟 분석을 통해 

인접한 거리와 패턴을 분석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위치의 속성값 분포를 평가하여 특정한 현상

이 공간에 집중 또는 분산되어 나타나는지를 판

단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핫스팟 분석을 

위해 데이터가 지니는 속성 값과 그 공간의 가

중치를 통해 계산하는 Getis-Ord Gi* 통계량

을 이용하였다(Getis and Ord, 1992). 그 결

과로 산정된 p값과 z값의 높고 낮음을 통해서 

공간적인 군집성을 판단할 수 있다. Getis-Ord 

Gi* 통계량을 계산하는 수식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는 j 지점에 대한 속성값,  는 i 

지점과 j 지점 사이의 공간가중치, 은 전체 지

점 개수이다. 지점 간의 거리를 고려해서 산정

된 Getis-Ord Gi* 통계량은 Z 검정을 통해 통

계적 유의성을 판정한다. 즉, 높은 값과 낮은 값

이 얼마나 집중되어 있는지를 통계적인 유의성

을 통해서 판단한다. Z 값이 양(+)의 값이면 

FIGURE 3. Procedure of hot spot analysis for interpreting survey data of 

soil heavy-metal concentr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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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4. Spatial autocorrelations of (a) raw data, (b) square root transformed data and (c) log 

transform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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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값의 조사자료들이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Z 값이 음(-)의 값이면 낮은 

값의 조사자료들이 공간적으로 군집되어 있다고 

판단한다(Getis and Ord, 1992).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간적 자

기 상관성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공간적 자

기 상관성 분석은 거리에 따른 값들의 유사성, 

즉 공간적인 상관성을 확인하는 기술이다. 본 

연구에서는 일정한 거리 기준을 정하기 위해 원 

데이터와 로그변환 데이터, 제곱근변환 데이터

에 대해서 각각 공간적 자기 상관성 분석을 수

행하였으며, 3,900m 거리에서 자료들의 자기 

상관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3,900m 거릿값을 기준

으로 핫스팟 분석을 수행하였다. 

2. 통계적 유의수준

핫스팟 분석 결과를 통계적 유의수준에 따라 

해석하기 위해 신뢰수준 99% 기준과 토양환경

보전법상의 토양오염 대책 기준값인 75mg/kg

을 기준으로 그림 5와 같이 그래프를 도시하였

다. 이 그래프에서 Ⅰ은 오염도와 집중도가 높

은 HH이고, Ⅱ는 오염도는 높고, 집중도는 낮

은 HL, Ⅲ은 오염도는 낮고, 집중도는 높은 

LH, Ⅳ는 오염도와 집중도가 낮은 LL이다. 이

러한 분류 결과를 활용하면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자료를 통계적 유의수준에 따라 해석할 수 

있다.

연구결과

연구지역의 원자료와 제곱근변환자료, 로그변

환자료로 각각 핫스팟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표 

4와 같다. 평균적으로 시장/대장광산에서 z값이 

높게 산정되어 핫스팟 지역으로 분석되었다. 반

면, 만광광산은 z값이 낮은 콜드스팟으로 분석

되었다. 

핫스팟 분석 결과를 지도상에 도시한 결과는 

그림 6과 같다. 로그변환자료로 분석한 핫스팟 

지역이 좀 더 널리 분포함을 알 수 있었다. 로

그변환자료로 통계적 유의수준을 판단할 수 있

는 그래프에 적용해 본 결과, 시장/대장광산에

서 3곳, 일보광산에서 2곳이 오염도와 집중도가 

높은 HH가 나타났다. 시장/대장광산과 일보광

산에서 나타난 지점들은 광미가 있거나 갱구와  

인접한 지점으로 토양오염대책 기준을 초과한 

시료이다. 이 두 광산 이외에 대흥(성거)광산과 

대흥1광산도 집중도가 높은 핫스팟 지역으로 

나타났으나 오염도가 시장/대장광산과 일보광산

보다 덜 했기 때문에 LH가 나타났다(그림 7). 

따라서 천안시에 있는 폐금속 광산중 시장/대장

광산을 토양복원사업 수행시 우선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FIGURE 5. Graph of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interpreting As 

contamination in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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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6. Results of hotspot analysis using (a) raw data, (b) square root transformed data and 

(c) Log transformed data

Item Name
Gi* z-score

Mean Std. Dev. Median Minimum Maximum

Raw data 

Total 0.56 0.94 0.43 -1.64 2.04

Ilbo mine 1.31 0.43 1.37 -1.54 1.69

Sijang/Daejang mine 1.27 0.92 1.85 -1.60 2.04

Daeheung(Seong-geo) mine 0.16 0.56 0.41 -1.54 0.55

Daeheung 1 mine 0.33 0.27 0.25 -0.40 0.82

Mangwang mine -0.67 0.52 -0.54 -1.64 -0.08

Square root 
transformed data 

Total 1.18 1.75 1.5 -3.61 4.07

Ilbo mine 1.89 0.69 1.89 -2.46 2.60

Sijang/Daejang mine 2.64 1.74 2.64 -2.70 4.07

Daeheung(Seong-geo) mine 1.02 0.96 1.02 -1.91 1.68

Daeheung 1 mine 1.25 0.51 1.25 0.53 2.10

Mangwang mine -1.63 1.07 -1.63 -3.61 -0.77

Log transformed 
data

Total 1.78 2.60 2.45 -5.45 5.70

Ilbo mine 2.36 0.91 2.36 -3.29 3.36

Sijang/Daejang mine 3.85 2.41 3.85 -4.08 5.70

Daeheung(Seong-geo) mine 2.10 1.19 2.10 -1.62 3.07

Daeheung 1 mine 2.30 0.77 2.30 1.27 3.47

Mangwang mine -2.87 1.38 -2.87 -5.45 -1.92

TABLE 4. Descriptive statistics of Gi* z-scores determined by hotsp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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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FIGURE 6. Continued

FIGURE 7. Result showing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for interpreting As 

contamination in soi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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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폐금속 광산 지역의 토양 중

금속 오염 조사자료를 해석하기 위해 핫스팟 분

석을 수행하였다. 그리고 핫스팟 분석을 통해 

얻은 통계적 유의수준 값과 토양오염 대책 기준

값을 이용하여 토양 중금속 오염 조사 자료를 

해석할 수 있는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충청남도 

천안시에 있는 5개의 광산 주변에서 채취한 토

양 시료를 이용하여 핫스팟 분석을 수행한 결과 

시장/대장광산과 일보광산이 핫스팟 지역으로 

나타났다. 분석을 통해 얻은 z값과 토양오염대

책 기준값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 그래프에 적용

한 결과 오염도와 집중도가 모두 높은 지점이 

시장/대장광산과 일보광산에서 총 다섯 지점 발

견되었다. 본 연구에서 적용된 핫스팟 기법은 

지점별 토양 중금속 오염 측정값의 통계적 유의

성을 판단하고, 토양오염 관리와 관련하여 합리

적인 의사결정을 지원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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