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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ne information system in this study provide geographic 

information in the fields of mmmg and mmmg geology, using the 

'Object Oriented Technology'. The system offers not only the surface 

conditions of the mine area but also those of underground that might 

have been changed after mining. 

Mine Information Systern Mine has the main role in 

managing the mine information system. Four major categories can be 

inc1uded in mine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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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ch category represents a major branch of information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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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e, fonning a composite object which contains several other 

objects, and is included in the object 'Mine'. 

Coal mines which belong to the northern part of the Chungnam 

Coal Field were chosen to establish and to examin the model 

infonnation system. The model system resu1ts satisfiable 

perfonnances in various pre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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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광산개발과 관련된 자료들은 갱도자료를 비롯하여 지질도 및 지질조사자료， 

시추자료， 시험분석자료 등과 같은 지질학의 대부분의 분야에 걸쳐 있다. 여기 

에는 측량을 통하여 작성된 도면뿐만 아니라 현장조사 시에 촬영된 사진 둥과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사진 또는 인공위성사진 등을 통하여 작성된 각 종 분석 

및 해석자료들도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자료의 구성은 실제로 광산자료의 

종합적인 데이터베이스 및 지리정보체계의 구축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어왔다. 

이에 더하여 아직 지질 및 광상자료의 체계가 구성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각 자 

료들이 개별적으로 관리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본 연구는 일차적으로 광산개발자료의 지리정보체계에 대한 표준적인 체계 

의 개발과 폐탄광자료에 대한 정보체계구축에 있다. 이를 위하여 이 연구사업 

의 초기단계인 지난 2년 동안에는 폐탄광자료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한 지리정 

보체계의 구축방안， 특히 폐탄광 갱도자료를 중심으로 자료의 처리 및 지리적 

위치설정 등에 관한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이들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자료 

구조 및 체계에 대한 연구가 병행되었다. 

3차년도인 1998년에는 지금까지의 연구의 종합 및 광산자료의 정보체계구축 

에 대한 표준적인 방법을 정립시키고자 하였다. 또한 충청남도 보령군 성주면 

과 부여군 외산면에 걸쳐 분포된 충남탄전 북부지역 폐탄광들을 대상으로 정 

보체계의 시범적 구축을 하고 이를 통하여 광산개발 및 주요 구역에 대한 폐갱 

도의 분포상황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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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광산정보체계 

1. 자료모탤 

가. 기본자료 

광산자료는 갱도자료와 광산시설자료， 광구자료， 지질 및 시추자료 등으로 

구성된다. 이 자료들은 기본적으로 도면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에 부속되는 자 

료들은 속성으로 처리된다. 각 도면에 나타나 있는 자료들은 점， 선 ， 영역 동의 

기본체계 속에 포함될 수 있는데 이를 기준으로 분류된 기본적인 광산자료모댈 

은 아래와 같다. 

종류 갱 지질 광구 광산시설 

(측 점 ) 층리 

( 갱내시추지점) (소구조) 

;I셔I 
(시 추 지 점 ) 

(조사지 점 ) 

(시 료 지 점 ) 

수갱도 지층경계선 광구경계선 광산경계선 

갱도 
사갱도 단층적 운탄노선(철도) 

수평갱도 습옥축적 삭도 
서c. 경 계선 

채 탄갱도 탄층노두선 

기 타갱도 (트 렌 치 ) 

채굴적경계선 

수갱도 지 층 (암 석 ) 광구 건물 

사갱도 켜U 서~ -^J-

갱도 수펑갱도 저탄장 

영역 채탄갱도 복구구역 

기타갱도 기타시설 

채굴적 

권양기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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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복합자료 

복합자료는 기본자료 또는 복합자료의 조합을 그 내용으로 하여 이루어진 

다. 복합자료의 형식은 다음과 같다. 

1) 광산 

종류 내용 

운반(수평)갱도 

채탄숭갱도 

통기 (수/사)갱 도 
펀 

종류 내용 

수갱 

갱 
사갱 

권양기실 

편 

드。죠 T E「 내용 

광구 

갱 

광산 광산시설 

(지 질 ) 

(시 추 ) 

n 3 



2) 광구 

종류 | 내용 

광구 |광구경계선 

3) 지 질 

류
 

종
 

내용 

지층경계선 지층 

류
 

” 종
 

내 용 

탄층선 탄층노두선 

류
 

종
 

내 용 

단층구조선 |단층적 

= '2 
τS-Oí 내용 

습곡구조선 |습독축적 

-1 0 



종류 내 용 

층리 

면구조 

선구조 
소 구 조 

종류 내용 

단층구조선 

스'"고二 r~서 1• 

소구조 
지질구조 

종류 내 용 

지층 

탄층선 

지질구조 
지질 

시추 

E 렌치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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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시추 

ξ。죠 T ET 내용 

시추 
시추 

시추주상도 

다. 자료속성 

1) 광산 

갱도 

5。LE-1E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까rτ :ζc Double 

ξ。ξ TET Byte 수갱/사갱/수평 갱 ..... 

편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편명 Text 

-/i「‘ τ;ζr Dou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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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갱명 Text 

-/i「‘τ:zr Double 

종류 Byte 노두갱/복합갱 

편수 Integer 

광산 

E。LS-1L 데이터 타잎 비고 

코c Text 

광산명 Text 

형 태 Byte 모광/조광 

모광코드 Text 

광구수 Integer 

면적 Double 

갱도수 Integer 

레벨수 Integer 

최고수준 Doub비le 

최저수준 Double 

상태 Byte 가행/휴광/폐광/미개발 

연도 Integer 휴，폐광연도 

q J 1 , i 



2) 광구 

구
 

과
。
 E。LE-1L 데이터 타잎 비고 
광구번호 Text 

작업권 Text 

조광번호 Text 

면적 Double 

형태 Byte 표준/자유광구 

광업권자 Text 광산코드/광업권자명 

상태 Byte 가행/휴광/폐광/미개발 

3) 지질 

지층경계선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경계타잎 Text 정합/부정합 

선상태 Byte 확정/추정 

탄층노두선 (Coal Trace)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탄층명 Text 

지층 Text 

선상태 Byte 확정/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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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적 (Fault Trace)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단층형식 Byte 정단층/역단층/스러 AE 둥 

평균경사 Integer 

선상태 Byte 확정/추정 

습독축적 (Fold Axial Trace)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습곡형태 Text 정 습콕/역 전습곡/횡 와습독 

축경사 Integer 

선상태 Byte 확정/추정 

단층구조(Fold Axial Trace)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단층명 Text 

단층형태 Text 정 습곡/역 전습콕/횡 와습곡 

경사 Integer 

π
 ω 



습곡구조(Fold AxiaI Trace) 

동。}-& 데 이 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습곡명 Text 

습곡형태 Text 정 습곡/역 전습곡/횡 와습곡 

축경사 Integer 

선상태 Byte 확정/추정 

층 리 (Bedding)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지층 Text 

주향 Integer 

경사 Integer 

연 구조(Planar Structures)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지층 Text 

종류 Byte 엽리/습폭축면 등 

세대 Byte 

주향 Integer 

경사 Inte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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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구조(Linear Structures) 

E。LS-1L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지층 Text 

종류 Byte 습콕축/선구조 

세대 Byte 

-;「ζ -ÕJ Integer 

경사 Integer 

소구조(Minor Structures) 

항목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지층 T ext 

세대 Byte 

지 질구조(Geological Structures) 

영역 

데 이 터 타잎 |비고 

T ext 

T ext 

모
「
 -드
 

하
。
 -코
 

η
 
l 1 

l 
4 



지층(Strata) 

õJ-프 -E1L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 ext 

지층명 Text 

구성암석(광물) Text 모광/조광 

지질시대 Text 

두께 Text 

기재사항 Text 

트렌치 (Trench ) 

E。LE「L 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Text 

Double 

포-1L Double 

방향 Integer 

조사자 Text 

지질 (Geology) 

항목 l데이터 타잎 |비고 

코드 IText 

영역 I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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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추 

시추 

하。모 -, 데이터 타잎 비고 

공번호 Text 

착공일 Text 
;;rζ 그 。l 。E1 Text 

방향 Double 

각도 Double 

심도 Double 

시공자 Text 

조사자 Text 

코아채취율 Double 

시행기관 Text 

2. 정보관리 

가. 기본정보 

광산자료에 관한 정보는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이 4개의 범주로 나누어진다 . 

• 광산정보 

• 광구정보 

• 지질정보 

• 시추정보 

각 범주는 독립된 정보단위로 관리되며， 광산을 통하여 참조되며， 보다 세 

분된 정보단위로 관리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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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본정보의 구성 

지질 시추 

1) 광산정보 

광산정보에는 광산의 크기， 광구수， 가행상태， 개발상황 등 광산일반에 대한 

정보들과 광산시설， 갱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된다. 

광산광구정보 

갱정보 

광산정보 광산시설정보 

기타정보 

2) 광구정보 

광산을 형성하는 기본단위로서 소유권， 면적 등 광구에 관한 일반정보가 

이에 포함된다. 이에는 아직 광산이 형성되지 않은 미개발광구 등도 포함된다. 

3) 지질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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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정보는 지층과 석탄층， 지질구조， 트렌치 및 지질조사정보 등이 포함된다. 

지층정보 

탄층정보 

지질정보 지질구조정보 

E 렌치정보 

지질조사정보 

4) 시추정보 

시추정보는 광산 내에서 행해진 모든 시추에 관한 정보를 포함한다. 

시추일반정보(속성) 
시추정보 

시추주상도 

냐. 복합정보 

복합정보는 기본정보들의 조합으로 나타난다. 광산정보는 기본광산정보에 

더하여 지질정보가 포함될 수 있으며， 또한 지질정보 중의 지층 또는 탄층선과 

같은 부분정보와의 조합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 

예)광산지질정보 

지층정보 

탄층정보 
광산지질 

광구정보 
정보 

갱정보 

시추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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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영역관리 

광산정보체계는 각 종의 광산자료에 대한 지리적 범주 또는 위치와 관련하 

여 자료를 관리하는 체계이다. 따라서 광산정보는 광산을 기준영역으로 하여 

관리된다. 

광산영역은 탄전을 대영역으로 하고 그 하위에 광산영역이 위치하는 형식으 

로 관리된다. 이것은 광산의 지리적 및 지질학적인 영역의 개념을 반영하는 것 

이며， 광산의 관리에 있어서도 매우 효율적이다. 탄전에 포함되지 않는 광산들 

은 지리적영역을 기준으로 분류되었으며， 이렇게 분류된 대영역은 아래와 같다. 

탄전명 코드 탄전명 코드 

강릉탄전 01 경기지역 09 

정선탄전 02 영월지역 10 

삼척탄전 03 옥동지역 11 

단양탄전 04 봉화지역 12 

문경탄전 05 전북지역 13 

보은탄전 06 전남지역 14 

충남탄전 07 기타지역 19 

호남탄전 08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하자원의 개발단위인 광산이나 보다 하위의 단위 

인 광구가 사용될 수도 있다. 또한 정보의 제공에 있어 행정구역단위가 보다 

중요할 수도 었다. 따라서 광산자료의 관리는 이와 같은 다양한 영역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 “ 



그림 2. 영역관리 

행정영역 

(행정구역，관할등) 

광구영역 

” 
ω
 



제 2 장 충남탄전 보령지역 혜탄광 정보화 

1. 위치 및 환경 

이 지역은 행정구역 상으로 충청남도 보령군 미산면， 청라면과 부여군 외산 

면에 걸치는 지역으로 충남탄전 내에서 석탄자원의 개발이 가장 활발했던 곳이 

다. 위 도상으로는 동경 1260 37' 26" - 1260 37' 44" , 북위 36 0 17' 33" -
36 0 23' 44ν 사이에 위치한다. 

이 지역은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한 주 능선과 이 능선에서 갈라진 남-북 

방향의 능선들로 이루어지며， 중앙부에 남-북 방향으로 성주골로 일컬어지는 

넓은 골짜기가 발달하여， 주거지와 경작지를 형성하고 있다(도면 2-1). 이 골짜 
기에서 북동-남서 방향으로 여러 개의 골짜기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석탄개발 

은 주로 이 골짜기들을 중심으로 좌우사면에서 이루어졌다. 

이 지역은 40번 국도가 성주골을 따라 지나고 있으며， 대천과는 성주터널을 

통하여 연결되어 있다. 이 지역에는 성주사지， 성주산 자연휴양림， 석탄박물관， 
무량사 등과 같은 유적지 및 휴양시설 들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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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1. 성주지역 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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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가. 지질개요 

이 지역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변성암류와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대동누 

층군으로 구성된다. 변성암류는 편마암류와 편암류로 구성되며， 본 지역의 서부 

에 분포된다(도면 2-2). 
이 지역에 분포하는 대동누층군은 아래로부터 아미산층， 조계리층， 백운사 

층， 성주리층으로 구성된다. 아미산층은 주구성암석에 따라 하부사암대， 하부셰 

일대， 중부사암대 ， 중부셰일대， 상부사암대， 상부셰일대로 나누어진다. 중부사암 

대를 제외한 각 대에 는 1매 내지 수매의 석탄층이 협재되나， 연속이 불량하여 

지역적으로 상이 한 발달상태를 보여준다. 

아미산층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조계리층은 주로 역암과 사암 및 함장석각 

력사암 등으로 구성되며 주구성암석에 따라 하부의 함장석각력사암대와 상부 

의 역암대로 나누어진다. 함장석각력사암대에는 2-4매， 역암대에는 1-2매의 

석탄층이 협재된다. 이 중 함장석각력사암대 상부탄층은 탄질과 연속성이 양호 

하여 주가행탄층으로 개발되었다. 

백운사층은 조계리층을 정합적으로 피복하며， 대체로 하부에는 역암， 사암， 

셰일이 교호되며， 중，상부에는 셰일이 우세하다. 이 층에는 3-5매의 석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성주리층은 백운사층을 정합적으로 피복하는데 주로 역질 알코즈(Arkose)와 

장석질조리사암으로 구성된다. 

나. 지질구조 

대통누층군의 제 지층에는 많은 습곡과 단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 들 습곡과 

단층들은 대체로 북동-남서방향(N200 
- 40 0 E)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 북서 -

남동방향(N450 
- 70 0 W)의 지질구조들에 교란되어 있다. 

이 지역을 지배하는 대구조는 성주리향섬습콕이다. 성주골은 이 향심습곡의 

저부축을 따라 형성되었다. 이 향섬습곡은 남부에서는 성주리소배사， 옥마산소 

향사 등으로 구성 된 복향사(Synclimorium)로 이 들은 대 체 로 N20 0 
- 40 0 E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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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침강하는 축을 가지며 축면은 서경한다. 

이 향심습곡의 북부는 묵방소배사， 성주산소배사， 백운소향사， 백운소배사 

등이 이룬 복향사로서 이들 습곡군들의 축적 (Axial trace)은 북부에서는 거의 

NS방향이나 묵방， 백운 지역에 와서는 서쪽으로 다소 방향을 바꾼다. 이들 소 

습곡들은 성주리 부근에서 수렴하여 부채꼴을 이룬다. 이들 북부의 소습곡들은 

남부의 소습곡들 보다 비대칭적이며 축의 방향은 NS - N30 0 E로서 축면은 

다소 서경한다. 북부의 소습곡들은 남부의 소습독들보다 두 명 (Wing)이 이루는 

각이 작은 편이며 백운소배사 등은 급사습옥이다. 

이와 같은 복향사에서의 탄층은 대체로 단사구조에서보다 부광을 형성한다. 

본 지역에 발달된 주요 단층으로는 백운사단층과 조계단층이 있다. 백운사단 

층은 조계골 북쪽 330m 부근으로부터 N40 0 E 방향으로 연장 발달된 역단층으 

로 성주리향심습목의 동쪽 링을 절단하고 있다. 이 단층은 조계리층 역 암대가 

아미산층， 조계리층， 백운사층， 성주리층 등과 사교하여 접한다. 그러나 조계골 

남서쪽에서는 이 단층의 연장 발달의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 이 단층의 경사는 

남서부에서는 45 0 
- 550 SE이고 북동부에서는 400 SE 정도로 완만해진다. 

조계단층은 조계골 동쪽에서 N30 0 E 방향으로 연장 발달되는 역단층이다. 

조계리층은 함장석각력사암대， 아미산층의 상부사암대와 중부사암대 및 중부셰 

일대의 일부가 이 단층에 의해 절단된다. 이 단층의 경사는 60 0 
- 70 0 NW이 

다. 

3. 석 탄층 

가. 탄층발달상태 

이 지역에서의 탄층은 성주리층을 제외한 대동누층군의 모든 지층에 협재되 

어 있다. 이들 탄층들은 지역적으로 지질구조와 퇴적환경의 상이성 등으로 인 

하여 동일 지층 내에서도 협재 매수와 빈부광대의 발달상태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지역적으로 보면， 성주리향심습곡의 북부는 납부에 비해 부광을 이루고 있 

다. 소습곡에서는 역전습곡일 경우 배사의 서익부 및 정부에서 부광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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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 도화담배사) . 

이 지 역에서 는 아미산층에 5 - 11 매， 조계리층에 2 - 6매， 백운사층에 6 

- 9매의 석탄층이 협 재되어 있다. 

1) 아미산층 

아미산층은 탄층은 하부사암대에 1 - 2매， 하부셰일대 에 2매， 중부셰일대에 

1 - 3매， 상부사암대에 1 - 4매 협재된다. 하부사암대의 탄층은 도화담배사의 

서익부(대보탄광)에서만 개발된다. 하부셰일대의 탄층은 도화담배사의 서익부인 

보성탄광， 석공의 화동본갱， 1 갱 등에서만 개발되며， 동익부에서는 개발되지 않 

았다. 중부셰일대의 탄층은 세풍탄광의 성원갱 보성탄광의 중부갱 일부 구간에 

서 개발된 바 있으나 발달이 빈약하고 연속성이 불량하다. 

상부사암대에 협재된 탄층은 지역적으로 심한 발달 양상의 차이를 보인다. 

백운사배사 부근에 있는 옥서3갱 개화본갱 등에서는 3 - 4매의 탄층이 개발 

되었으나， 그 북쪽에서는 빈광 또는 첨멸되며 도화담배사 서익부에서는 l매의 

탄층만 발달한다. 

2) 조계랴층 

조계리층 역암대에는 1 - 2매의 탄층이 본 지역의 서부일대에 국부적으로 

협재되어 있다. 이 탄층들은 덕수탄광 신사갱， 세풍탄광， 석공 성주2갱， 3갱， 외 

산탄광 대성본갱 등에서 그 발달이 확인된다. 

3) 백운사층 

백운사층에 협재되는 탄층 중 하탄층은 연속성이 불량하여 성주리향심습곡 

부(백운사단층 이서)에서는 활발한 탐탄이 이루어져 그 발달상황과 연장이 확 

인되었다. 

이 층의 상부에 는 15 - 30m 간격으로 3 - 5매 의 탄층들이 발달하고 있다. 

이들 탄층들은 석공 양지지구 및 묵방지구， 덕수탄광 성주리 부근 등에 서 개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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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탄광별 탄황 

1) 대한석탄공사 

조광 : 신성 

이 곳에서는 하부로부터 아미산층의 상부사암대에 1 - 4매， 조계리층 함장 

석각력사암대에 1 - 4매 역암대에 2매 백운사층에 2 - 4매의 석탄층이 협재 

된다. 이들 탄층들은 지역적으로 협재 매수와 발달에 차이가 있다. 

아미산층 상부사암대의 탄층은 옥마산 부근의 백운사배사부와 웅천향사 동 

익부에 부존된다. 백운사배사부에서의 탄층은 옥서2갱， 5갱， 6갱， 옥서탐탄갱， 

개화본갱 등에서 개발하였으며 약 30m 간격으로 3 - 4매가 협재된다. 이들 탄 

층들은 백운사배사에 의해서 부화되었으며， 특히 배사축의 침강각도가 변화하 

는 부근에서 부화되었다. 이 탄층들의 상하반은 대체로 중립질 사암이며 탄폭 

은 평균 O.4m 정도이다. 웅천향사 동익부에서의 탄층은 흑보갱， 대저갱 등에서 

개발되었으며 평균탄폭은 O.5m 정도이다.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의 탄층은 백운사배사 양익과 웅천향사 동익에서 

발달된다. 백운사 배사부에서의 탄층은 정부와 동익에 3 - 4매， 서익에 2매가 

협재된다. 배사동익부에서의 탄폭은 하부탄층으로부터 각 각 O.3m, O.4m, O.5m, 

O.6m 정도이고， 서익부에서는 평균 O.3m 정도이다. 이 탄층들은 개화사갱， 대동 

갱， 통기 l 갱， 옥서 l갱과 개화 2구， 3구， 5구 등에서 개발되었다. 웅천향사 동익 

에는 상탄층 1매 만이 협재된다. 이는 옥보지역에서 부광을 이루며 옥동갱과 

조계골 사이에서는 맥암에 의해 빈광화되었다. 그러나 조계골 북쪽에서는 원풍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화장7갱에서는 발달되지 않는다. 조계리층 역암대의 탄 

층은 성주2갱， 3갱에서만 개발되었다. 이 탄층들은 성주리향사 서익부에서 부광 

을 이루며 동익부에서는 빈광을 이 룬다. 탄층의 상반은 역암 또는 조립사암이 

고 하반은 셰일이다. 이 탄층들의 평균 탄폭은 O.6m 정도이다. 

백운사층의 탄층은 성주리향심습곡 북부에서는 하부에서 1 - 3매， 상부에 

2 - 3매 협재되어 있다. 하부의 탄층들 중 최하위탄층(소위 백재층)은 연속성 

이 양호하나 그 외의 탄층들은 성주산소향사 배사에서만 개발된다. 상부탄층군 

은 2 - 3매의 탄층으로 구성된다. 이 중 상탄층을 양지갱， 묵방보조갱， 백운사 

갱 등에서 개발하였으며 평균 탄폭은 O.6m 내외이다. 웅천향사부에서는 화장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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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 화장탐탄갱 등 일부 지역에서 백운사층 상부의 탄층을 개발하였으며 평균 

탄폭은 0.4m 정도이다-

2) 영보탄광 

조광 : 태광， 삼보， 흑보， 금풍， 원보， 태 전， 서원， 삼광， 대붕， 동보. 

이 탄광에서는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에 협재된 2 - 3매의 탄층과 백 

운사층 하부에 협재된 1 - 2매의 탄층이 개발되었다. 

주가행탄층은 함장석각력사암대의 상탄층이며 상탄층에서 50 - 70m 하부 

에도 1매의 탄층이 발달된다. 상탄층은 역암대 직하에 협재되며 평균 O.8m 정 

도로 곳에 따라 0.5 - 2m의 다소 심한 팽축을 보인다. 이 탄층은 연속성이 매 

우 양호하다. 이 탄층은 대본갱과 백운소향사의 축을 따라 개설된 본사갱에서 

개발되었다. 

하탄층은 일부 지역에서만 개발되었으며 평균 탄폭은 0.5m 정도이며 지역에 

따라 0.1 - 1.0m의 변화를 보인다. 

백운사층은 하탄층은 백운사층 하한으로부터 약 20m 상위층준에 협재되며 

탄폭은 평균 0.8m 정도이다. 이 탄층은 동보사갱， 흥진갱， 북원갱， 북갱， 북2갱， 

북3갱， 신천지갱， 삼진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동보탄광지역에서는 함장석각력사암대의 탄층은 성태산단층 북부와 남부에 

부존되며， 북부의 탄층은 백금리배사에 의해 반복 분포된다. 백금리배사부의 이 

탄층은 대풍사갱， 대풍1갱에서 개발되었으며， 평균탄폭은 0.5m 내외이다. 

백운사층 하탄층은 대풍본갱， 진왕갱， 사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이 탄층은 

성태산단층에 의하여 반복 분포된다. 탄폭은 대풍본갱 ， 진황갱 등에서는 평균 

0.5m 정도이고， 사갱에서는 1.3m 내외이다. 백운사층 상탄층은 20m 정도 간격 

으로 3 - 4매가 탄층군을 형성하며 각 각 O.4m 정도의 탄폭을 가지고 있다. 

이 탄층군은 대풍사갱에서 개발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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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풍탄광 

조광:건임 

이 탄광에서는 아미산층 상부사암대에 1매 백운사층에 1 - 2매의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아미산층 상부사암대의 탄층은 기본갱에서 2회의 향사와 1회의 배사습곡에 

의해 4회 반복 분호한다. 이 탄층은 심한 팽축을 보여 부광대에서는 2m 이상의 

탄폭을 가지나 빈광대에서는 탄폭이 0.3m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이 탄층의 
전연장에서의 평균탄폭은 0.8m 정도이다. 이 탄층은 본갱， 원풍갱， 3갱， 5갱， 6 

갱， 기본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백운사층의 탄층은 평균 O.4m 정도의 탄폭을 가지고 있으나 곳에 따라 0.2 

- 2.0m의 심한 팽축을 보인다. 백운사층의 탄층들은 신진갱， 흑진갱， 덕성갱， 

대덕 1 갱， 2갱， 대원갱 ， 신풍갱 등에서 소규모로 개발되었다. 

4) 대보탄광 

조광 : 성보， 만수 

이 탄광에서는 아미산층 하부사암대에 1 - 2매의 탄층이 협재되며 이들은 

도화담배사에 의하여 반복 분포된다 

도화담배사 서익부의 탄층은 역전되어 있으며 동익부의 탄층은 단층으로 절 

단되어 동경하여 심부로 발달된다. 탄폭은 평균 1 - 2m를 유지하며 부광대에 

서는 6m에 이르기도 한다. 이 탄층은 동신l갱， 2갱 ， 만수1 ， 2, 3갱 및 동림갱 등 

에서 개발되었다. 

5) 덕수탄광 

7.-도마 . c-1 λ꺼 c-1흐ε 
~O -'0 ,-, 。

이 탄광지역에서는 조계리층의 함장석각력사암대에 2매， 역암대에 2 - 3매， 

백운사층에 4 - 5매의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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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장석각력사암대에서는 역암대의 직하에 1매 ， 그 70m 하부에 1매의 탄층이 

협재된다. 상탄층은 평균 0.5m 정도의 탄폭을 가지며 지역에 따라 0.3 - 1.0m 

의 팽축을 보인다. 하탄층은 0.5m 정도의 평균탄폭을 가진다. 역암대에서는 타 

지역과는 달리 1 - 2매의 연속성 있는 탄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의 평균 

탄폭은 O.4m 정도이다. 

이 들 조계리층은 탄층은 덕명갱 덕보1갱 덕천갱 덕중갱， 남보l 갱， 보령갱， 

광덕갱 ， 왕덕갱， 덕부2갱， 덕부갱， 덕기갱， 신진갱 ， 덕수신사갱 둥에서 개발되었 

다. 

백운사층에서는 백운사층 하한으로부터 약 20m 정도 상위층준에 연속성이 

양호한 하탄층이 협재되고 상부셰일대에 5 - 6때의 탄층군이 발달된다. 백운 

사층의 하탄층은 덕수신갱， 덕수본갱， 덕수1갱， 덕수신사갱에서 개발되었으며 ， 

상부의 탄층군은 덕흥1갱， 2갱， 3갱， 5갱， 6갱 ， 8갱， 성덕갱 ， 왕자신갱， 왕자갱 등 

에서 개발되었다. 

6) 동명탄광 

조광 :대진 

이 탄광에서는 백운사층의 하부에 협재된 탄층들이 개발되었다. 백운사층 

하부에는 남3갱 이남에서는 1매 이북에서는 2매의 탄층이 발달되어 있다. 상탄 

층은 평균 1m 내외의 탄폭을 가지며， 대호갱， 남2갱， 남3갱， 남5갱， 북2갱， 북3 

갱， 동명본갱， 보은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7) 보성， 개화탄광 

조광 : 중보(보성) , 기본(개화) , 

이 곳에서의 탄층은 아미산층 하부사암대에 1매 하부셰일대에 1 - 2매 ， 중 

부셰일대에 1 - 2매 협재된다. 

보성본갱에서는 0.3m 정도의 아미산층 하부사암대 탄층이 개발되 었다. 하부 

셰일대에서는 하탄층이 주로 개발되었는데 평균 탄폭은 0.7m 정도이다. 중부셰 

일대에 협재된 탄층들은 중부갱 등에서 일부 개발되었으나 탄폭이 0.3m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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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광을 이루고 있다. 

8) 보령탄광 

조광:원진 

곳에서는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에 협재된 탄층들이 개발되었다. 탄 

조계리층 역암대의 약 20m 하부에 상탄층이 협재되어 있으며， 약 90m 하 

하탄층이 발달되어 있다. 이 탄층틀은 청남갱， 남도갱， 성진갱， 청보갱， 은 

등에서 개발되었으며 탄폭은 두 탄층 모두 평균 0.3m 정도이다. 

이 

르ξQ 
。'\二;

부에 

보갱 

2매， 

탄 

9) 성렴탄광 

조광 : 동광 금곡 

이 탄광지역에서는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에 2매， 역암대에 

백운사층에 1 - 2매 협재되고 묵방소향사에 의해 부화되었다. 

함장석각력사암대에 협재된 2매의 탄층은 연장 1km에 걸쳐 대성 2갱， 대성 3 

갱， 금곡1 갱， 금곡2갱， 금곡3갱， 대광1 갱， 대광2갱 ， 대성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이 중 상탄층은 주가행탄층으로 탄폭은 0.3 - l .5m로 팽축이 매우 심하다. 하 

탄층은 탄폭이 O.lm에서 1.0m까지 변화하며 평균탄폭은 0.5m 정도이다. 이 탄 

층은 탄질이 매우 불량하다. 

역암대에는 2매의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이 중 하탄층은 0.1 

폭을 가지며(평균 0.5m정도) 유보갱에서 개발되었다. 

1 

- 0.7m의 

10) 삼풍탄광 

개발되었으며 상탄층 

조광 : 삼보， 

이 탄광의 탄층은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에 2 - 3매， 백운사층에 2 -

3매 협재된다. 

함장석각력사암대의 탄층은 1 갱， 2갱， 3 갱， 8갱 

은 폭은 0.5 - 1.0m 이다. 

윈
 

등에서 



11) 세풍 

조광 : 용명， 신창， 풍산 

이 곳에서의 탄층은 아미산층은 중부셰일대 에 2 - 3매， 조계리층 함장석각 

력사암대에 2매， 역암대에 2매 협재된다. 

아미산층 중부셰일대의 탄층들 가운데 1매가 주로 개발되었다 이 탄층은 

0.4m 정도의 평균탄폭을 가지고 있다.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에서는 역암대의 직하에 1매의 탄층(상탄층)이 

협재되며， 상탄층으로부터 약 70m 하부에 2 - 3매의 하탄층군이 발달되어 있 

다. 상탄층은 곳에 따라 0.3 - 1.2m 정도의 탄폭의 변화를 보이나 연속성은 양 

호하다 이 탄층들은 성원갱 옥마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조계리층 역암대의 탄층들은 그 두께가 0.3 - 1.5m로 팽축이 심한 편이다. 

이 탄층들은 세풍갱 철원갱 대동갱 옥마갱 성원갱 등에서 개발되었다. 

12) 월산 

조광 : 대월， 

이 탄광의 탄층은 조계리층의 함장석각력사암대에 1 - 2매 협재된다. 이들 

은 백금리향사 및 배사에 의해 3회 반복되어 분포한다. 백금리 향사 북서익의 

탄층은 빈광이고 배사 양익은 부화되어 청룡2갱， 3갱에서 개발되었다. 탄폭은 

0.6 - l .2m 이 다. 

13) 우량탄광 

;ζ 고↓ • λLλ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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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곳에는 백운사층에 l매의 하탄층과 2 - 3매의 상탄층이 협재된다. 

하탄층은 평균탄폭 1.1m 정도로 개발갱에서 개발되었다. 상탄층들은 20 -

30m 간격으로 협재되어 덕산갱 본갱 상원갱 등에서 개발되었고， 빈광대(탄폭 
O.lm)와 부광대(탄폭 l .5m)가 교호되는 형식으로 발달하고 있다. 

m m 



14) 섬원 

이 탄광에서는 아미산층 하부셰일대에 2 - 3매 백운사층에 1 - 3매의 석 

탄층이 협재된다. 

하부셰일대의 탄층은 20 - 30m 간격으로 협재되어 탄층군을 형성한다. 이 

탄층들은 원풍배사와 향사에 의해 반복하여 분포된다. 탄폭은 평균 0.8m 정도 

이나 부광대에서는 3 - 4m에 달하기도 한다. 이 탄층은 원갱， 2갱， 신갱， 본갱 

등에서 개발되었으며 2갱에서의 탄층이 가장 부광이었다. 

다.탄절 

충남탄전의 탄질은 탄층과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지역별로 대별하 

면 도화담배사의 동부와 서부에서 탄층발달 및 탄질이 상이한데 배사 서부에서 

는 전반적으로 탄질이 고질인데 비해 동부에서는 저질이다. 

각 지층별 탄질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아미산층 

아미산층 하부사암대 탄층의 탄질은 대보탄광에서 평균발열량이 5,500 -

6.000Kcal/kg , 유황분 0.32%이고 하부셰일대의 탄질은 도화담배사 서부， 보성탄 

광， 심원탄광 등에서 평균발열량이 4,000 - 5,800Kcal/kg 이나 부분적으로 

2800Kcal/kg 정 도 인 것 도 있 다. 

중부셰일대의 탄층은 보성본갱에서 4,200Kcal/kg , 세풍탄광 성원갱에서 

5，200Kcal/kg이나 탄층 상하반과 탄층 중의 협석으로 인하여 생산된 탄질은 이 

보다 저하되었다. 

상부사암대의 탄층은 원풍탄광에서 5,000Kcal/kg , 석공 옥서지구에서 

4,000Kcal/kg 내외이고， 도화담배사 동부 외산탄광， 남보탄광 등에서 는 평균 

3,000Kcal/kg 내 외 이 다. 

- 39-



2) 조계리층 

조계리층 함장석각력사암대 상탄층의 탄질은 남보탄광과 삼대탄광지역 이외 

에는 전반에 걸쳐 평균발열량 5.500Kcal/kg 내외이며 석공 옥보갱에서는 

6，400Kcal/kg에 이른다. 

역암대 탄층은 석공 옥마갱 덕수탄광 왕덕갱 세풍탄광 성원갱 등에서 평균 

발열량 4.500Kcal/kg을 보여주며， 도화담배사 동부에서는 2.000Kcal/kg에서 

5，OOOKcal/kg으로 탄질의 변화가 매우 섬하다. 

3) 백운사층 

백운사층 하탄층의 탄질은 석공 및 덕수탄광， 동명탄광， 대풍탄광 등에서 평 

균발열량 5,500Kcal/kg 내외이다. 상탄층군의 탄질은 4,500Kcal/kg 정도이다. 

그러나 이들 탄층들의 탄질은 지역적으로 그 변화가 매우 심하며， 더욱이 탄층 

상하반과 협석 등의 조건으로 인하여 탄질의 저하가 발생하였다. 

4. 갱 현황 

충남탄전 보령지역의 개발은 주로 보령군 성주면과 미산면， 부여군 외산면 

등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갱들도 이 지역에 밀집되어 분포한다. 갱들은 이 지 

역을 지배하는 성주리향심습곡의 원을 따라 개설되었으며， 따라서 성주골을 중 

심으로 양쪽의 산악지역에 밀집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석탄층을 따라 개설되는 소위 ‘연충갱도’를 통해 석탄층 

의 개발이 행해졌기 때문에 갱들은 석탄층에 대해 직각 또는 큰 각도를 가지고 

개설된 소위 ‘크로스갱도’와 석탄층의 주향을 따라 개설된 ‘연층갱도’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갱도연장의 대부분은 연층갱도가 차지한다 

연층갱도는 성주리향섬습곡의 왕과 이에 발달된 배사 또는 향사부에서의 석 

탄층의 주향방향을 따라 개설되었다. 따라서 갱도의 분포패턴은 석탄층의 지질 

구조를 반영하고 있다(도면 2- 4). 

이 지역은 성주사지 등의 유적지와 성주산 자연휴양림， 석탄박물관 등의 주 

요 위락 및 관광시설이 위치해 있으며， 또한 골짜기를 따라 주거지역이 많다. 

폐갱도의 분포와 관련하여， 주요 5개 지역으로 구분하여 각 구역의 폐갱현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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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아래와 같다(도면 2- 5 참고) . 

가. 먹방 - 성주사지 구역 

이 곳은 성림탄광과 성림탄광과 대한석탄공사 등이 있었던 곳으로 먹방골짜 

기를 따라 마을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에는 성주사지가 위치한다(도변 

2-6- 1). 

먹방은 북부의 성림탄광구역과 남부의 대한석탄공사구역으로 나누어진다. 

북부에서는 성림탄광 및 성림탄광의 조광인 금곡탄광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곳은 성주리향심습곡의 북부왕에 해당되는 곳으로 갱도들은 먹방골짜기의 

양측 사면에 주로 개설되어 있다. 갱도들은 갱구로부터 상기 향심습곡의 왕을 

관통하는 방향으로 개설되었으며， 석탄층과 만나는 곳에서는 개발을 위한 연층 

갱도를 개설하였다. 이 곳에서는 배수준 상부의 개발은 갱 등과 같은 노두갱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최고수준의 갱도는 대성2갱으로 369ML에 위치해 있다. 배 

수준 하부의 개발은 성림본갱 향천대본갱(금곡3갱) 등의 사갱을 통하여 17편에 

이 르는 편을 개설하여 이루어 졌다. 성림본갱은 사갱으로 1편 (212MU에서 6편 

(52MU까지의 편이 개설되어 있으며 이 중 5편과 6편은 향천대본갱 1사갱과 

연결된다. 향천대본갱은 2개의 사갱을 가지고 있는데， 상개 성림본갱과 연결된 

1사갱은 7편 ( -lMU에서 13편 ( -265MU까지의 편을 가지며 13편에서 다시 2사 

갱을 개설하여 14편 ( -31OMU에서 17편 ( -403MU을 개설하였다. 

이 곳의 갱도들은 석탄층의 주향인 북통一남서방향으로 사갱 좌우로 길게 개 

설되어 있다. 13편 등의 하부편의 갱도들은 먹방마을 직하부을 지나고 있으나， 

갱도에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는 550m 이상이다. 

대한석탄공사구역인 남부는 조광권자인 신성산업에 의해 개발되었는데， 이 

곳에는 유적지인 성주사지가 위치하고 있다. 성주사지 주변은 성주골을 주골 

짜기로 하여 그 북측에서 동쪽으로는 백운골 북쪽으로는 먹방이 위치한다. 

이 곳의 갱도들은 성주골 서측사면에서는 양지원갱의 각 편들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개설되어 있다. 양지원갱 (196ML)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으로 개 

설된 사갱이며 최하부는 -106MU8편)에까지 이른다. 이 갱도들은 성주사지에 

서 수평거리로 500m정도의 거리에 있다. 양지원갱 외에도 이 곳에는 대덕갱 

(237MU , 백재 l 갱C199MU 등의 갱도가 개설되어 있다. 이 갱들의 방향도 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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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1. 먹방~성주사지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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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갱의 각 편들의 방향과 동일하다. 

성주사지의 하부에는 묵방본갱에 속하는 갱도들이 존재한다. 이들은 묵방본 

갱의 9편 ( -104ML)과 10편 ( -128ML)으로 지표까지의 수직거리는 250m이상이다. 

성주사지의 북동부 좁은 농로를 사이로 주거지역과 경계하고 있는데， 주거지역 

의 하부는 묵방본갱의 6편 ( -10ML)에서 10편에 이르는 갱도들이 존재한다. 이 

곳에서 갱도와 지표와의 수직거리는 160m 이상이다. 

한편 성주지역에서는 버섯단지에서 온도조절을 위하여 폐갱구를 이용하고 

있는데 향천대본갱， 양지갱， 양지원갱， 백재5갱 등이 이에 이용되고 있다. 

나. 석탄박물관구역 

이 구역은 이미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지반안정성조사를 시행한 곳으로 

석탄박물관과 청소년수련원 등의 주요 시설이 있는 곳이 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 

단， 1995). 

이 곳은 대한석탄공사 구역으로 개발은 조광권자인 신성산업에 의해 이루어 

졌다. 이 곳에서는 주로 아미산층의 상부사암대와 조계리층의 함장석각력사암 

대에 협재된 탄층을 개발하였다. 

이 곳에서 배수준 상부는 개화본갱(182MU을 비 롯하여 개화신갱(182MU ， 

개화l 갱(125MU ， 옥마1 갱 (130MU ， 옥마3갱(168MU ， 옥서갱 및 옥서 1-9갱 등 

이다. 최상부에 위치한 갱도는 옥서9갱으로 333ML에 위치해 있다. 배수준 하부 

는 개화원갱 (70ML)의 각 편들을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최저 심도는 8편 

( -150MU에 까지 이른다(도면 2- 6- 2). 

이 구역에서는 석탄박물관 및 청소년수련원의 하부에는 개화사갱 각 펀들의 

갱도가 분포하고 있는데， 이 곳에 대한 지반안정성조사 시에 이에 대한 자세한 

분석이 행해진 바 있다. 

다. 성주산 자연휴양림구역 

화장골에는 골짜기를 따라 성주산 자연휴양림 및 부대 시설이 위치하고 있 

으며， 북쪽의 백운골로 연결되는 과거의 운탄도로는 등산로로 사용되고 있다. 

이 곳은 대한석탄공사(신성) , 대보탄광， 한보탄광 및 심원탄광 등이 위치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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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2-6-3. 성주산 자연휴양림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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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곳으로 화장골을 중심으로 등산로를 따라 양측 사면에 갱구들이 위치한다 

(도면 2- 6- 3). 

이 곳은 노두갱의 형태로 개발이 이루어져 대보탄광의 원갱3편을 제외한 

모든 갱도들이 배수준 상부에 분포한다. 특히 등산로를 따라 그 하부에 다수 

의 갱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신성의 성동본갱 (320MU ， 성동5갱 (249MU ， 성 

동7갱 (295MU , 성 동11 갱 (345MU , 성 동12갱 (361MU , 성 동16갱 (238MU 등과 

심원탄광의 섬원갱 (420MU ， 심원본갱 (299MU ， 심원 1 갱 C459MU ， 심원2갱 

(377MU , 원갱 C327MU ， 한보탄광의 한보본갱 C302.3MU ， 한보1갱 C337.8MU ， 

한보5갱 C383.7MU ， 대보탄광의 통신갱 C458ML) ， 동신 1 갱 C417.7MU ， 통신3갱 

(337.8MU , 대진갱 (379.7) ， 흥신갱 (379MU 등이 있다. 이 들은 지표(등산로)까 

지 대개 50m 이상의 수직거리를 보여주나 작게는 성동5갱의 경우와 같이 

30m정도의 하부에 위치하고 있는 것들도 있다. 

라. 무량사구역 

이 곳은 충청남도 부여군과 보령시의 경계를 이루는 주 능선과 무량사가 위 

치하는 골짜기인 조암골 등으로 구성된 곳으로 주 능선 동쪽인 부여군지역에서 

는 대보탄광과 그 조광인 만수탄광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주 능선 서쪽에서는 

개화탄광과 대보탄광에 의해 개발되었다. 이 곳에서의 갱도들은 조암골에서 태 

조암 이북 및 태조암에서 북서쪽으로 난 골짜기의 사면에 개설되어 있으며， 주 

로 조암골의 서측 사면을 따라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개발갱도가 개설되어 

있다(도변 2- 6- 4). 

이 곳에서는 지표배수준 상부의 갱도들은 주로 태조암에서 북서쪽으로 발달 

된 골짜기의 서측 사변에 개설되어 있다. 이 갱도들은 대개 서쪽으로 전진하여 

(크로스갱도) 석탄층과 만나는 곳에서 크로스갱도의 좌우로 석탄층의 주향(북 

동 남서)을 따르는 연층갱도가 개설되는 형식을 가지고 있다. 

지표배수준 하부는 대보원갱의 사갱을 통하여 6편까지 개발되었다. 이 사갱 

을 통한 개발최저편은 태조암 북측에 서 조암골의 직하부에까지 이르나 태조암 

이동 및 남쪽으로는 개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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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성 주터 널구역 

성주터널구역은 덕수탄광이 있었던 곳으로 조광인 덕성， 덕홍탄광 및 홍명 

탄광이 개발하였던 곳이다. 성 주터널은 성주지역과 대천을 연결하는 주교통로 

로 해발 205ML 정도에 위치해 있다. 

이 터널 주변에 는 다수의 폐갱도들이 분포하고 있는데 그 중 일부는 터 널의 

하부를 지나고 있다. 터널 하부를 지나는 갱도는 홍명탄광의 성원갱 C63.8MU과 

옥마갱 C114MU 등으로 터널에서 갱도까지의 수직거리는 90m 정도이다. 한편 

터널의 북측 사면에는 덕성탄광과 덕흥탄광에서 개발한 다수의 갱들이 분포한 

다(도면 2- 6- 5). 

- 4 9 



띠
-
-

도면 2-6-5. 성주터널구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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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언 

l. 금년은 본 연구의 3차년도로서 ， 본 연구에서는 광산자료의 정보화 및 정 

보체계구축 방법론에 대한 종합과 함께 최적체계의 설정을 목표로 하였다. 

2. 광산자료의 구조는 단위객체， 기본객체， 주제 객체의 3가지로 대별되며， 각 

주제별의 자료들은 이러한 범주에 포함되는 자료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광 

구 및 갱도 자료를 포함한 광산의 도면자료에 있어 단위객체는 수치화의 방법 

에 대한 표준으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러한 표준은 과거 시행했던 많은 지리정 

보체계사업에서 나타났던 기본도변자료작성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3. 시범적 광산정보체계의 구축은 충남탄전 북부지역인 보령군 성주변과 부 

여군 외산면 지역의 폐탄광자료에 대해 시행되었다. 이 지역에는 모광 기준으 

로 15개의 탄광이 있었던 곳이다. 

4. 또한 본 연구기간 중 수행된 문경지역의 중부내류고속도로 지반침하 우 

려지역에 대한 조사에서 본 연구의 결과의 일부를 활용하였다. 그 결과는 본 

연구에서의 지리정보체계가 충분한 활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5.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1999년도에는 충남탄전 전 지역을 대상으로 광 

산정보체계를 구축할 것이며 1996년 및 1997년에 구축된 지역 (강릉 및 태백지 

역)의 자료들은 이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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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탄층별 탄질 

석탄층기호 

A 아미산층 

LS 하부사암대 

LH 하부셰일대 

MS 중부사암대 

MH 중보셰일대 

US 상부사암대 

UH 상부셰일대 

J 조계리층 

S 함장석각력사암대 

C 역암대 

B 백운사층 

L 하탄층 

U 상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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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찮 고정틴소 회분 휘발분 T긴 t3r 유황분 ~여 \1l.~ 
채취장소 

(% ) (%) (%) (%) (%) (Kcal!kg) 
탄층 

1 61.2 30.7 5.17 2.90 0.20 4,940 ] SU 석공，옥마2갱 

2 68.8 26.6 2.30 2.26 0.19 5,550 u “ 

3 62.6 30.4 4.00 3.00 0.14 5,070 ” “ 

4 67.5 25.8 3.62 3.08 0.17 5.450 ” “ 

5 70.0 25.2 3.23 1.57 0.16 5,680 ]CL “ 

6 58.4 37.4 2.82 1.30 0.22 4,720 ” “ 

7 64.7 25.6 5.76 3.94 0.15 5 엉O ” “ 

8 56.4 38.9 3.86 0.77 0.26 4,580 ] SL 석공，통712갱 

9 64.5 32 .1 2.50 0.88 0.15 5,230 u 석공，개화본갱 

10 61.7 34.0 3.56 0.74 0.18 5,010 u “ 

11 54.0 41.2 4.10 0.70 0.09 4.370 ” “ 

12 56.4 39.2 3.02 1.34 0.08 4.580 ] SH 

13 46.0 47.1 5.71 1.12 0.22 3,730 AUS “ 

14 33.1 60.7 5.43 0.69 0.16 2,690 ” “ 

15 79.0 17.4 2.73 0.79 0.42 6,420 ] SU 석공，옥보갱 

16 37.3 57.1 5.08 0.52 3,020 AUSU 석공，양산갱 

17 13.7 81.0 4.90 0.32 0.11 1,140 BU 석공，양지사갱 

18 84 .1 12.2 1.21 2.40 6.820 l ’ “ 

19 83.5 12.3 1.44 2.74 6,760 ” “ 

20 59.0 37.4 2.94 0‘61 0.12 4,760 u 석공，화장2갱 

21 46.2 50.0 3.35 0.40 0.19 3,750 u “ 

22 64.5 31.7 2.94 0.77 0.15 5.220 ” “ 

23 33.0 60.6 5.48 0.87 0.22 2,680 

29.5 I 63.8 6.02 0.68 0.62 2,400 ” “ 

25 68.2 29.0 2.32 0.43 0.23 ” 

26 48.7 46.6 3.08 1.62 3.950 ” 석공，화장1 갱 저탄장 

27 75.5 20.6 2.59 1.28 6,110 ’I 석 공，묵방보조사갱 저 탄장 

28 54.1 40.5 3.50 1.84 4.390 ” 석공，묵방사갱 저탄장 

29 62.5 30.5 3.74 3.20 5.060 ” 석 공，목방탑탄갱 저 탄장 

30 30.8 64.4 4.10 0.70 2,500 BL 석공，욱방2갱 저탄장 

R 

ω
 



싫t 고정단소 회분 휘발분 수분 유황분 발열량 
채취장소 

(% ) (%) (%) (%) (%) (KcaVl‘g ) 
탄층 

31 61.8 33.7 2.81 1.62 5.010 BU 석공，백운사갱 

32 62.5 33.2 2.76 1.54 5,050 ” 석공，백운사갱 저탄장 

33 51.5 44.1 2.38 2.00 4.l70 BL 석공，백재사갱 저탄장 

34 47.2 48.7 2.92 1.18 0.19 3.810 ]SL 덕수탄광，광덕갱 

35 76.0 19.7 2.37 1.91 0.27 6,160 ]CL “ 

36 27.1 67.2 4.73 0.92 0.16 2,210 ]SU 덕수탄광，왕덕갱 

37 54.1 41.1 3.84 0.88 O 껑 4,390 ” “ 

38 78.6 17.3 2.97 1.10 0.27 6,370 ]SL “ 

39 56.5 35.9 4.82 2.75 0.22 4,790 ] CL “ 

40 27.1 67.2 4.73 0.92 0.16 4,600 ” “ 

41 69.5 26.8 2.83 0.80 0.23 5,610 ” “ 

42 60.3 35.9 3.05 0.74 0.25 4,870 ” “ 

43 37.2 59.0 3.41 0.38 0.23 3,000 BL 덕수탄광，신본갱 

44 39.9 56.2 3.42 0.45 0.22 3.230 ” “ 

45 35.6 60.5 3.47 0.36 0.28 2.900 BU “ 

46 68.5 28.0 2.43 1.06 0.20 5,540 " “ 

47 64.5 28.2 4.84 2.44 0.21 5,220 ]C 덕수탄광，덕무2갱 

48 59.2 33.5 5.13 2.15 0.25 4,810 ’l “ 

49 69.8 23.0 4.87 2.25 0.25 5,660 ” “ 

50 54.4 39.1 4.58 1.84 0.14 4,440 ’l “ 

51 72.8 21.8 3.78 1.53 0.26 5.900 ]CL “ 

52 60.3 35.2 3.46 1.04 0.25 4,880 ” 

53 31.9 64.2 3.63 0.27 0.21 2,580 ” 덕수탄광，신사갱5편 

54 58.3 37.8 3.42 0.48 0.21 4,710 ]SL “ 

55 76.9 19.8 2.49 0.78 0.19 6,230 ]SU “ 

56 67.6 29.4 2.49 0.50 0.38 5,460 BL “ 

57 70.4 25.9 3.08 0.61 0.22 5,700 BU 덕수탄광，왕대갱 

58 48.2 47.2 4.12 0.40 0.17 3.910 ” “ 

59 59 .1 37.6 2.52 0.72 0.10 4,800 ” 덕수탄광，왕자신갱 

60 71 .8 22.9 2.48 20.80 0.15 5.8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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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싫풋 고정단소 회분 휘발분 「/」-딘 ijr 유황분 발열량 
채취장소 

(%) (%) (% ) (KcaVl‘g ) 
탄층 

(%) (%) 

61 59.8 36.5 2.80 0.90 0.12 4,830 BU “ 

62 48.9 46.3 3.26 1.46 0.12 3.980 " 덕수탄광，왕자신갱 

63 69.0 27 .1 2.95 0.93 0.l0 5,590 ’l “ 

64 49.l 47.0 3.13 0.77 0.19 3,990 ” 보경탄광，은보갱 

65 75.6 20.7 2.63 1.07 0.29 6,410 ] SL 

66 66.9 28.9 3.30 0.90 0.24 5,420 ] SU 

67 64.6 30.9 3.64 0.83 0.25 5,240 ” “ 

68 51.5 38.1 4.60 5.75 0.60 4,210 ] CL 보성탄광，보성탄갱 

69 34.6 59.1 5.00 1.23 0.25 2.800 AUH 

70 71.9 23.3 4.13 0.64 0.27 5,810 ALH “ 

71 79.6 16.2 1.60 2.54 6,450 " 성립탄광，성림사갱 저탄장 

72 65.0 30.2 3.50 1.30 0.21 5,260 ] SU 세풍탄광，성원갱 

73 41.6 53.7 4.14 0.50 0.25 3,370 AUH “ 

74 60.5 36.1 2.78 0.58 0.11 4,880 ] SL “ 

75 53.2 43 .5 2.58 0.72 0.l9 4.290 ] SU “ 

76 51.4 43 .1 4.26 1.20 0.l4 4,150 ]SL 세풍탄광，성보갱 

77 50.4 44.4 4.00 1.18 0.17 4,070 ” “ 

78 57.3 35 .8 5.58 1.25 0.l6 4,640 ” “ 

79 68.0 26.7 4.02 1.28 0.13 5.500 ] SL “ 

80 62.1 33 .3 2.50 2.l0 0.25 5.010 ] SU 통보탄광，대풍갱 

81 62.8 32.7 2.32 2.l8 0‘49 5,050 BL “ 

82 76.1 18.9 2.10 2.90 0.27 6,130 ” “ 

83 68.7 25.7 2.88 2.65 0.25 5.530 ” ’f 

84 71.7 22.7 2.61 2.96 0.15 5,780 ’l ” 

85 70.0 25.l 2.58 2.26 0.22 5.640 ” ’t 

86 63.8 31.5 2.54 2.16 0.21 5,140 " ” 

87 63.6 30.8 2.60 2.96 0.15 5,150 " ” 

88 50.6 42.8 3.80 2.78 0.31 4.1 00 ” ” 

89 73.3 21.0 2.21 3.44 0.27 5,900 ] SU 영보탄광，대본갱 

90 76.5 18.1 2.05 3.35 0.27 6.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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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t 고정틴소 회분 휘발분 「ιι-긴 ijr 유황분 발열량 
채취장소 

(%) (%) (%) (%) (%) (Kcal/l‘g) 
탄층 

91 81.5 12.6 2.53 3.28 0.27 6,570 JSU “ 

92 59.8 35.0 2.86 2.31 0.26 4,820 ” 영보탄광，신보갱 

93 61.4 33.2 3.00 2.40 0.32 4,950 JSU 영보탄광， 신보갱 

94 71.1 23.7 2.78 2.42 0.25 5,730 ” 영보탄광，A보갱 

95 70 .1 24.4 3.06 2.40 0.21 5.660 ” “ 

96 63.9 31.0 2.80 2.30 0.15 5,150 ” “ 

97 39.7 53.2 4.96 2.09 0.17 3,210 JC 영보탄광，신천지갱 

98 47.1 45.8 4.40 2.65 0.27 3.820 BL “ 

99 63.9 30.6 2.95 2.53 0.25 5,150 JSU 월산탄광，청룡2갱 

100 57.6 37.2 2.92 2.24 0.22 4,630 " “ 

101 71.0 23.6 3.01 2.35 0.27 5,720 ” 

102 73.0 21.4 3.20 2.40 0.25 5,880 ” “ 

103 50.7 44.4 2.82 2.04 0.16 4.110 ’I 월산탄광，청룡3갱 

104 65.1 30.0 2.34 2.56 0.18 5.260 " “ 

105 34.4 59.5 4.62 1.46 0.12 2.790 ” 월산탄광，월평갱 

106 56.6 38.7 2.39 2.23 0.47 4,600 ” 삼풍탄광，삼풍본갱 

107 63.2 31.9 2.52 2.30 0.45 5,100 ” “ 

108 64.3 31.5 2.18 2.00 0.54 5,180 ” 

109 64.6 30.7 2.35 2.31 0.36 5,210 " “ 

110 60.7 34.5 2.72 2.00 0.35 4,880 ” 동영탄광，남5갱 

111 74.1 20.9 2.02 2.94 0.19 5,980 BL “ 

112 74.1 20.3 2.50 3.05 0.34 5,990 ” “ 

113 75.6 18.7 2.02 3.68 0.38 6,100 ” 동병탄광，남5갱 

114 70.9 24.3 2.28 2.50 0.38 5,710 ” “ 

115 29.3 63.8 4.34 2.56 0.33 2,370 ” 

116 71.8 22.0 3.18 2.99 0.32 5,800 ” “ 

117 13.4 79.7 5.60 1.29 0.14 1,090 ” 삼용탄광，북3갱 

118 67.8 24.4 3.23 4.57 0.31 5,5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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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3 고캘표 회분 휘발분 수분 유황분 발열량 
채취장소 

(%) (%) (%) (%) (%) (Kc따tkg) 
탄층 

σ B 충남탄광，81-C- 1，l44.4- 144.7m 
1 26.00 69.47 4.31 0.22 σ 2,110 ” 충남탄광，81 -C- 1 ， 188m 
2 13.33 80.89 5.29 0.49 1,080 ” 충남탄광，81 - C - 1 ,64.5-64.6m tr 
3 12.59 81.43 5.58 0.40 1.020 ]SM 남포65，66(28710，1 8711) 0.01 
4 18.55 74.15 6.73 0.57 1,500 

대유탄광 서본사갱 2편 0.52 ]SU 
5 41.54 54.06 3.86 0.54 3,390 

0.08 ALHL 대유탄광 본사갱 2편 6 34.26 60.40 4.84 0.50 2,760 
0.15 

” ” ” 3편 7 56.00 33.10 7.65 3.25 4.650 
0.27 

” “ ” 5편 8 60.00 31.10 5.10 3.80 4,940 
0.12 

” “ ” 6편 9 66.64 28.10 4.53 0.73 5,410 
0.14 

“ 본사갱 1편과 2편À}이 10 67.90 28.40 2.92 0.78 5,520 ALHU 
0.08 

11 15.30 78.00 6.06 0.64 1,530 ” “ ” 3편 
0.06 

12 64.60 27.60 3.35 4.45 5,400 ” “ ” 5편 

13 19.15 75.10 5.60 0.15 n 1,600 ” “ ” 6편 

14 75.05 16.05 2.65 6.25 n 6,260 ]S 아미산탄광 본갱 

15 67.17 23.43 6.40 3.00 0.17 5.640 
ALHU 태화탄광 1갱 

16 48.08 44.94 4.02 2.96 0.16 4，0밍 
’l “ 2갱 

17 39.59 54.06 4.22 2.13 0.05 3,190 
" “ 2갱 

18 31.97 63.39 4.15 0.49 tr 2,590 
ALS “ 7갱 평균 

19 29.67 64.93 5.20 0.20 2,400 
tr 

” 대창탄광 51갱 cross 50m 
20 17.69 76.44 5.49 0.38 1,430 

tr ” ” 170m 21 31.83 63.22 4.53 0.32 2,580 ” 
” ” 270m 22 23.52 71.50 4.72 0.26 tr 1,910 ” 
” ” 427m ” tr 

|싫3 고정탄소 회분 휘발분 수분 유황분 HEL여 ~"ð' 
채취장소 탄총 (%) (%) (%) (% ) (%) (Kcal/kg) 

l 55.82 40.86 2.75 0.57 0.01 4.480 AMSU 용림탄광 서보갱 

2 35.45 59.77 3.82 0.96 0.01 2,870 AUSL “ 

3 8.94 85.54 4.74 0.78 0.19 불연소 AUSU 32-C-4호 시 추코아 

m 
J 



부록 2. 구역별 폐갱 리스트 

1. 먹방 성주사지 구역 

2. 석탄박물관 구역 

3. 성주산 자연휴양림 구역 

4. 무량사 구역 

5. 성주터널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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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먹방 ~ 성주사지구역 

탄 고。L 며。 갱 도 명 레 벨 (M L) 
대한석탄공사 구백본갱 223 

(신성) 구성갱 463 

구2갱 239 

구3갱 258 

대덕갱 237 

동갱 408 

무명갱 280 
묵방본갱 

2편 112 

3편 70 

5편 27 

6편 -10 

7편 -50 

9편 - 104 

10편 - 128 

τI그~ l:lJ-~ 7~ δJ 205 

묵방탐탄갱 222 

묵방1갱 239 

묵방2갱 211 

묵방3갱 232 

묵방5갱 194 

묵방6갱 198 

묵방7갱 207 

묵방8갱 238 

묵방10갱 310 

묵방12갱 235 

묵방13갱 343 

묵방15갱 192 

백남2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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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백통갱 268 

(신성 ) 백동6갱 255 

백동8갱 

1편 165 
2편 122 

3편 71 
백보갱 181 
백본갱 236 
백상갱 293 
백신갱 330 
백신8갱 232 

백신9갱 

백신 10갱 234 
백운사갱 1펀 150 

2편 122 

5편 E.93 
백운탐탄갱 E307 
백운1갱 179 
백운2갱 205 
백운2사갱 

1편 82 
2편 68 
3편 45 
5편 24 
백운3갱 275 
백운5갱 298 

백운5갱중단 337 
백운8갱 198 
백운9갱 243 

백운10갱 174 
백 재 1갱 199 
백재3갱 210 
백재3갱 275 
백재5갱 212 
백재8갱 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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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백 재 10갱 262 
(신성) 백재 11갱 299 

백재 12갱 350 

백재 15갱 243 

백재 16갱 308 

백재 17갱 307 

백재 18갱 232 

백재 19갱 246 

백재 13편 395 

백제사갱 1편 200 

백제사갱3편 142 

백재사갱5편 111 
백재사갱6편 81 
백제2갱 238 
백제9갱 243 
백 1갱 176 
백 1갱 175 
백2갱 

백5갱 274 
백6갱 185 
본갱 181 

북방본갱 

북방11갱 275 
북1갱 211 
북2갱 261 
사갱 10편 204 
사갱 11편 -234 
사갱 12편 -267 
사갱 16편 - 367 
성갱 448 
신갱 216 
신갱 

신운용갱 197 
신진갱 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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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석탄공사 신1갱 198 
( 신성) 신2갱 165 

신3갱 275 
신8갱 239 
신8갱 286 
양지갱 203 
양지본갱 258 
양지신갱 246 
양지원갱 

1편 161 

2편 125 
3편 78 
5펀 37 
6편 -6 
7편 -50 
8편 -106 
운용갱 181 
원갱 183 
양지 1갱 282 

향천대본갱 

12편 - 224 
13편 -265 
14편 -298 
15편 - 333 

16편 -367 

17편 -403 

흥갱 238 

2갱 225 

3갱 252 

3성갱 

13편 - 296 

1 5편 - 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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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광 며。 갱 도 명 레 벨 ( ML) 

금곡1갱 350 

금곡2갱 240 

향천대본갱(금콕3갱 ) 200 

성림본갱(사갱) 255 

1편 212 

2편 191 

3편 150 

5편 105 

6편 52 

향천대본갱(금콕3갱) 1사갱 

7편 

8편 - 55 

9편 -95 

二C그1 二 -교1 10편 - 134 

(성림) 11 편 -181 

12편 - 224 

13편 -265 

향천대본갱(금곡3갱 ) 2사갱 

14편 - 298 

1 5편 - 333 

1 6편 -367 

17펀 -403 

대성2갱 369 

대성3갱 318 

336갱 336 

동원갱 246 

임천갱 148 

종대갱 343 

종성갱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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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석탄박물관 구역 

탄 광 명 도 명 레 벨 (ML) 

개화본갱 148 

개화신갱 182 

개화사갱 147 
1편 100 
2편 70 
3펀 45 
5편 2 
6편 -50 
7편 -98 
8편 - 150 
개화1갱 125 
개화7갱 244 
개화8갱 288 
구3구1 갱 351 

대한석탄공사 
대동갱 127 

(신성) 대동본갱 

대동사갱 102 
옥마사갱 125 
옥마신갱 

옥마1갱 130 
옥마3갱 168 
옥본갱 241 
옥서갱 212 

옥서탐탄갱 237 
옥서 l갱 258 
옥서2갱 258 
옥서3갱 310 
옥서5갱 191 
옥서6갱 228 
옥서7갱 269 
옥서8갱 297 
옥서9갱 333 

- 68 -



제 1통기갱 149 

제2통기갱 187 

성남2갱 187 

성남3갱 181 

전차갱 129 
대한석 탄공사 

(신성 ) 
2구본갱 161 

2구1갱 120 

3구본갱 219 

3구1갱 243 

3구5갱 161 

5구본갱 355 

5구l갱 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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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성주산 자연휴향렴 구역 

탄 광 명 갱 도 명 레 벨 (ML) 

대지갱 241 

백동탐탄갱 214 

백동1갱 267 

성동본갱 158 

성동사갱 249 

성동탐탄갱 

성동1갱 270 

성동2갱 158 

대한석탄공사 성동3갱 242 

(신성) 성동5갱 249 

성동7갱 295 

성동9갱 220 

성동10갱 316 

성동11갱 345 

성동12갱 361 

성동13갱 166 

성동16갱 238 

옥본갱 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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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며 。 갱 도 명 레 벨(삐) 

구심 원갱 377 

심원갱 420 

심원본갱 299 

심 원 심원 1갱 459 

심원2갱 377 

심원3갱 435 

원갱 327 

탄 광 명 갱 도 명 레 벨 (ML) 

개화A갱 326 

개화B갱 341 

기보1갱 365 

기 보2갱 408 

기보2갱중단갱 425 

개 화 기보3갱 388 

대보원갱 235 

신미갱 366 

신보갱 182 

우남본갱 260 

화동갱 296 

1 , A 
7 
l 



탄 광 명 갱 도 명 레 벨(ML) 

노두갱 475.7 

대성갱 187 

대진갱 379.7 

동신갱 458 

대 보 통신1갱 417.6 

동신3갱 337.8 

동3갱 325.6 

원갱3편 

홍신갱 379 

탄 과。 며。 갱 도 며。 레 벨(ML) 

한보본갱 302.3 

한 보 한보1갱 337.8 

한보5갱 3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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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무량사 구역 

탄 광 명 도 명 레 벨(ML) 

대성갱 187 
만 -/A「‘

동립갱 200 

만수본갱 226 

만수1갱 310 

만수2갱 310 

만수3갱 278 

만수5갱 249 

만수6갱 233 

탄 광 명 도 명 레 벨(ML) 

동신 1갱 417 

성 보 동신3갱 337 

성보갱 379 

신갱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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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주터널구역 

탄 광 명 갱 도 명 레 벨 (ML ) 

구성주1갱 191 

구성주2갱 175 

성남1갱 211 

성남2갱 187 

성남3갱 181 

성원갱 65 

성주갱 173 

대한석탄공사 
성주1갱 249 

(신성 ) 성주2갱 203 

성주5갱사갱 1편 116 

성주5갱사갱2펀 67 

옥마2갱 212 

옥마3갱 361 

전차갱 E.129 

제2통기 갱 186 

창덕 갱 139 

5갱 150 

M 



탄 광 명 7.g ~ 투1- 며 。 레벨 (ML ) 

광덕갱 147 

남보1갱 315 , 0 

대보갱 230.5 
덕 λ。4

덕중갱 305.1 

덕진갱 183.6 

동심갱 392.5 

합성화일 

탄 광 명 갱 도 명 레 벨 

광대 갱 

덕 흥 덕정 갱 273.3 

덕 흥신3갱 201.6 

덕홍1갱 

덕흥2갱 

덕 흥3갱 292 

왕자갱 ，통기 갱 166.3 

왕진갱 205.6 

진진갱 261 

합성 화일 

π
 
ω
 



l?}고。J 며 。 갱 도 명 심 도(ML) 

대통갱 268.8 

동진갱 189. 6 
홍명 성원갱 63.8 

옥마갱 114 

용진갱 325. 9 

탐탄갱 18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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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주요 폐탄광 갱분포 

η
 





。。

ζ〉



덕성탄광갱 분포 - 8 1 - E 



덕흥탄광갱 분포 - 82 -
i----←--~~~-:--므 



흉명탄광갱 분포 
잉
 ω 

:Z느 ” “ " ,. ι=-



개화탄광 갱 분포 륭￡Z:::Z'CT~←---'-JUιf즈활i꿇‘ 



개화기본광업소갱분포 
_. 

{~~γγ~-一

‘ w 



성보탄광갱분포 
- 86 -

. 
g 

$ 

_ . 



기 
、↑;

대보탄광갱 분포 
O a)()m 
난TTTTTT7n 시 // / / //////←=z:~.==→4;고긍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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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보탄광갱분포 - 89 -
. 
“'===:r::，z='Z:O'(~ 

_. 
ζ=검 



/ j 
/ 

-- •• /~/ • 

- ι→ ζ:~-;::-: 

---
‘ / λ 

• ) 

二二----_.-_.-

보성탄광갱 분포 

..--_--~ 
ι --‘• 

→ -ι “/ ----• 

6。。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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