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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very countries are different each other in coal, petroleum and mineral 

resources. The mmmg development history in each countries are also 

not the same. Mining systems are affected by the social systems and 

behaviors. Mining laws and Mining administrative systems are 

restricted by the natural conditions and dependent on social and 

economical situation. The mining in Korea begun from the early age of 

Sam-Kook ancient dynasty and was modernized in the colony of ]apan. 

After dependence from ]apan new Korean government chose minii1g as 

the chief industry in Korea and promote coal production because coal is 

the unique fuel resources for the home-heating and electrical 

generation. The tax reduction, subsidy, various supporting 

measurements, and direct control on the price of coal and mineral in 

domestic market is the main stream of korean mmmg policy. In the 

early periods of korea industry, mmmg industry was most important 

and contributed very much for national gross product(GNP). But 1980's 

korea was rapidly industrialized and enjoy economical increase. New 



apartment complex for housing and modernized residential houses 

requires cleaner energy than coal because korean coal (anthracite) is 

inconvenient and dirty in handling and generates toxic gas in 

combustion as home fuel. For the conservation of clean atmosphere 

Korea government chose clean energy driving policy and supplied LNG 

and LPG for home fuels and power generation. This situation made a 

much reduction of coal demand. Salary of korean labors increased very 

rapidly and miners were not an exception. Mining faces become deeper 

and deeper by the mining operation and mine working conditions are 

harder and hard with mmmg cost increase. The Mining Industry in 

Korea is confronted with critical situation both in coal, metal and 

non -meta1 mines. And an 어uality between demand and supply of raw 

materials for korean industry become an important target to be 

accomplished. Investment for overseas mmmg was increased as . much 

as 16 billion US dollars until 1977. Korea Government have been trying 

to suit these situations and reformed mining departments. Many mining 

laws and supporting policies were changed. The target of this study is 

a search for proper forms of national mmmg laws and administrative 

systems. Domestic mining history, experiences of the mining laws and 

policies during past decades were surveyed and analyzed. ]apanese 

mining situation, her national mining system and policies was analyzed. 

Mining governmental bodies of advanced countries were also studied. 

Various suggestions are offered for the promotion of korean mmmg 

industry including coal mine, meta1 and non -meta1 mine, and developing 

overseas mineral resources. An independent governmenta1 body under 

Ministη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was also suggested. 

Finally authors insist that investment for R&D of mining technologies 

in domestic and overseas mining should be consid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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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세계의 각 국은 석탄， 석유를 포함한 자원의 부존 환경의 다르고 또 이들에 대한 개 

발의 역사도 서로 다르다. 그리고 사회체제， 관습에 따라 광업법과 광엽의 제도도 달라 

진다. 현재 각 국이 채택하고 있는 광업볍과 광업제도는 이와 같이 자연적인 조건에 따 

라 일차적인 제한을 받게되고 사회적인 환경과 정제적인 여건에 크게 종속된다. 우리나 

라의 광엽은 삼국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비교적 광엽의 체제가 갖추어지는 것 

은 조선시대 부터이다. 시대가 바뀌면서 국가가 필요로하는 광물자원의 종류가 달라지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광엽제도가 결정 이 된다. 가령 구한말 외국의 자본이 국내에 들어올 

때는 금， 은， 동 등 자본재로서 가치가 높은 광물이 일차적인 광엽의 대상이 되었지만 

일제 강점기에 접어들면서 만주사변， 중일전쟁， 태평양 전쟁이 발발하면서는 병기를 제 

조하는데 필요한 철， 주석 동의 광물자원과 석탄등의 에너지 자원탄을 전략적으로 개발 

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해방 이후부터 국내 경제의 발전기에는 동절기의 난 

방 자원으로 무연탄의 개발이 필수적이었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부의 광업정책 방향 

이 설정되었다. 그러나 80년대 이후에 접어들면사 국민소득의 향상과 대단위 아파트 단 

지의 건립이 활발해지고 대기오염 방지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높아지고 이산화탄소동 

온실가스의 방출에 대한 국제적인 규제가 예측되면서 보다 청정한 난방， 발전연료에 대 

한 보급의 확산에 방향을 전환하게 되면서， 국내 무연탄의 수요가 감소하였다. 그리고 

국내 산업이 부가가치가 낮은 중공업에서 고부가가 가치를 추구하는 첨단의 산업으로 

재편하고 있어 반도체， 세라믹 등의 소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부존량이 많은 

국내의 비금속 광물자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이 산업 여건이 달라지면 

서 재래의 무연탄， 금， 은， 동에 대한 국제 경쟁력은 계속 저하를 하고 있지만 시벤트를 

비롯산 일부의 비금속 광물 자원은 여전히 경쟁력을 갖고 있어 국내 자원의 개발， 활용 

이 더욱 촉진되어야 하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확보를 위해서는 

국외로 눈을 몰려 개발의 대상을 전세계로 확대해야하는 단계에 왔다. 

더욱이 작년(1998년)에 발생한 국가 경제의 어려움에 직면하여 국가의 전산업과 정부 

의 모든 조직에서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한 천국적으로 조직의 구조 조정， 경영의 혁신이 

시행되고 있다. 광업에 있어서도 외국 자본을 필요로 하는 개방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이 

를 뒷받침하기 위한 광업법의 개정 이 이루어졌다. 이와 같은 환경 변화에 대용하여 우리 

나라에서도 광업관리와 제도의 재정비가 필수불가결하여 졌고 이를 시행하는 주체로서 

관련 정부 조직을 시의적절하게 재정 립해야할 단계가 되었다고 본다. 



제2장 한국의 광엽사 

초기의 광업 역사는 인류가 점토에서 빚어 낸 그릇이나 불을 얻기 위해 금속을 사용하 

기 시작한 때부터라고 할 수 있겠으나 시대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살 

펴 보면， 상고시대인 구석기 시대에는 금속을 사용한 흔적이 없고 신석기시대인 서기전 

7， 8세기부터 청동기가 사용되었고， 이 후 5，6백년동안은 소위 金， 石병용기가 있었다. 문 

화가 발달함에 따라 쇠붙이가 보다 많이 쓰이게 되었는데 이 시기를 철기 시대 (서기전 

4세기~서기 3세기)라 구분하였고， 삼국시대 (4세기초-7세기중 엽)에서 통일신라 및 발 

해를 거쳐 고려시대 (서기 915- 1392년)， 그 다음으로 조선시대 (1392- 1910년)로 이어 

진다. 각 시대적으로 특정적 상황에 따라 철， 금， 은， 둥， 연， 아연， 주석 및 점토광물이 생 

활의 도구， 장신구， 조공용 금 · 은괴， 전쟁용 무기， 사찰의 범종 화폐， 활자， 도자기 염료， 

약재 둥 다양하게 사용되어 왔다. 이러한 최종 용품이 얻어지기까지에는 그 원료광물의 

채굴과 선광 · 야금 동 일련의 광업활동이 있었음이 틀 없을 것이다. 

조선시대 이후 일본의 침략기에는 침략전쟁 물자 조달을 위해 광물이 착취대상 1호였 

고， 정부 수립 후 초창기에는 광산물이 수출상품의 주종목으로， 그리고 국가산업의 공업 

화 과정에서는 원료공급원으로서의 역할로 광엽은 국가발전 에 크게 기여하게 된다. 또한 

국내 유일한 부존 에너지원인 석탄이 가정용 연료로 보급됨에 따라 국토의 산림화에 절 

대적 역할올 하게 된다. 광업의 발전과 변천 과정을 더듬어 현재의 위치를 재조명한다는 

명제를 놓고 볼 때 , 관련기록이 없거나 빈약한 시대까지 광업을 추적하는 것은 별 의미 

가 없올 것 같아 이 부분은 약술하기로 하고， 오늘날 한국광업에 영향올 미치게 한 조선 

시대 이후의 광업에 대하여 고찰한다. 

제 1절 조선조까지의 광업 

1. 고대에서 조선조 이전 

청동기 문화가 전래되어 철기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유물로는 동검， 동모(구리로 만든 

창)， 동경(거울) 둥이 각처에서 발견된다. 이후 고조선말 위만조선 시대 (B.C 100년경)에 

무쇠로 만든 칼， 창， 낫， 가래， 쟁기 둥이 쓰이게 되었다. 삼국시대에 광업과 관련된 특징 

은 외침 및 국가간 분쟁의 영향으로 무기 제조기술이 발달하였고， 고구려， 백제， 신라 순 

으로 불교가 전래되어 대사찰의 범종 및 불상제작이 활발하였으며， 문화의 발달에 따른 

금은 장신구 및 공예품 제작 둥에 보석류 금， 은， 구리 , 철， 주석 , 연이 많이 사용되었 

다. 특히， 금과 은은 주종국에 현물로서 막대한 양이 진상되었다고 한다. 이러한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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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도에 대한 원료광물의 확보를 위해 광물의 채굴 채취와 아울러 연금술이나 야금기술이 

발달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잦은 외침 및 내란 등 전란으로 무기가 대량으로 사용되어 철광석개발이 

활발하였고， 금속활자 및 화폐의 주조， 고려자기， 금은 세공품의 제작에 필요한 원료광물 

의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광산개발이 성행하였을 것 이다. 역사 속의 전란을 시기로 보면 

거란의 고려침입이 서기 993년 -1018년 사이에 3차례에 걸쳐 있었고， 1104년 -1107년 λ} 

이에 2차례 고려가 여진을 정별한 바가 있고， 몽고의 침입이 1231년 -1270년 사이에 7차 

례나 있었다 이후 원나라가 고려의 힘을 벌어 일본정별에 나서기도 했다(1274년 -1281 

년). 고려시대의 화폐는 1097년 이후에 철전이 주조되었고， 이후 은화도 통용되었다.11세 

가전반 경에 고려청자 제조가 성행하였고， 세계 최초의 금속활자가 1234년에 주조되었으 

며， 1392년 이후 활자가 널리 사용되었다. 

2. 조선조의 광업 

조선조 광엽의 개요는 김종석씨의 저서 「한국광업개사」 에 각시기 별로 특정이 요약 

되어 있어 이를 인용하면， 제 1기는 건국후 세종12년까지의 40년간으로 구분하였는데 이 

기간 중에는 금의 사용이 승지이상의 고관에 국한되고 금의 채굴도 군인이나 관리들이 

직영하였다. 철은 197~읍에 민영 야철장(治鐵場)을 설치하였고， 그 규모에 따라 일정량을 

세금으로 징수하였다. 

제2기는 세종 13년에서 중종 25년까지의 100년간으로써 이 기간에 금을 민간에서 채굴 

하게 하되 전량을 관용으로 매입하였고， 노임을 포목으로 지급하였으며， 전국 각지에서 

여러 종류의 금속광물이 발견되고 채굴되기 시작하였으며， 철의 산지도 82개소에 달하였 

다. 이후 중종 26년에서 영조45년까지의 240년간을 제3기로 보았다. 이 때부터 각종 광물 

의 민간채굴을 허용하고 각 도(道)에 채 광견차관(採鍵遺差官)을 파견하여 세금징수를 전 

담케 했다 이때에는 은전담관 수세관(銀店專管 收짧官)만 해도 41개 읍에 설치되었으나 

농경지 피해가 늘어나자 1771년에 이르러 금은광의 채굴이 전연 금지된 때도 있었다. 다 

음은 영조 49년에서 순조 32년까지의 60년간을 제4기로 구분 지었는데 이 때에는 금은의 

채굴장이 3천개소나 되었다고 하며 ， 이후 헌종조에서 한말까지 70여년간을 제5기라하였는 

데 농경지 이외의 지역에서 금은광을 허가하였고， 세금으로 거둬드린 금이상으로 금이 필 

요한 때에는 군이나 관에서 직접 채굴하였다. 이 때에 와서 외국인에게도 광업을 허가하 

게 되었다-

한국광업사(1986년 광업생산성 조사소 발간)에 의하면 1891년에 일본인에게 10년간 기 

한으로 경남 창원 소재 용장 금광산의 채굴권이 허가된 것을 비롯하여 1896년에 러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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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에게 함북 경원 종성의 사금광이， 평북 운산의 금광 채굴권이 미국인에게 허가되었다. 

다음해인 고종 34년， 광무원년(189η년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개칭)에 독일인에게 강원도 

금화 소재 금광채굴권이 허가되었는데 25년 기한으로 이익금의 25%를 조정에 납부하는 

조건이었고， 1899년에 영국인에게 평남 은산금광의 채굴권이， 1900년에 일본인에게 충북 

직산의 금광채굴권이 각각 허가되었다. 1905년에는 한성광업회사에 황해도 수안광산의 

채굴이 허가되었으며， 외국인에게 광산채굴이 허가되므로써 종래 농상공부 소속이었던 국 

유광산을 궁내부 소장원 소속으로 이관하였다. 

1905년 한 · 일 협약(을사보호조약)이 일본의 강제로 체결된 다음해인 1906년(고종 43 

년. 광무 10년)에 「布達 第一百三十A號 帝室鍵山規程廢止의 件領布」 로 되어 있는 「韓

園鎭業法」 이 법 률 제3호로 공포되 었고， 동년 「사광채 취 법 」 이 법 률 제4호로 공포되 었 

다. 광업법시행 다음해 5월까지의 허가 내용을 보면 한국인에게는 5건이고， 일본인에게 

37건으로서 자주적인 개발이 아닌 일본인에 의한 개발이 대부분으로써 외국인에 의한 광 

산물개발 착취가 시작되었다. 1910년 8월 한 · 일 합방조약이 체결되므로써 개국 518년만 

에 조선왕조의 종말을 고하고 일본의 식민지 통치시대가 오게 되었다. 

제2절 수립전 일제 강점기의 광업 

1. 일제 강점기의 광업정책 

일제 침략기의 광업행정을 보면，(D 광업법의 제정으로 광업행정 수행 기반 조성，(2) 

국영 지질광업소를 셜차하여 지질도 작서으 선광시험연구 및 광산에서 의뢰해온 선광시 

협 실시，@ 광업조성기관으로서 광업진홍주식회사를 셜립하여 조성사업 및 장려사업을 

전담，@ 태평양전쟁 시에는 산금장려를 위하여 국책회사인 금산개발 주식회사를 설립하 

였고， 전쟁 말기에는 금산을 정비하고 철， 니켈， 망간， 동， 연， 아연， 중석 둥 전쟁물자의 

생산에 주력하였다. 

2. 조선광업령의 제정 공포 
1앉)6년 공포되었던 광업법올 수정 · 보완하여 1915년 12월 일본어로 된 조선광업령을 

공포하였은데， 주로 내용으로서 선출원자에게 우선허가， 3년간 광산세 감면， 토지사용권 

수용 및 외국인의 새로운 광업권 취득 금지 등올 담고 있다. 광업령 시행규칙에는 출원수 

속을 할 때에 광구도(1/6，α)())와 광상 설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매년 말에는 년간 생산량 

둥 광업명세 보고를 의무화하는 동 체계적인 광업 활동의 기초를 마련하였으나 일본인에 

의한 광산개발을 독점하기 위한 조처였다. 동 법령에는 맹목적인 출원을 막기 위한 규제 

와 광업장려책도 포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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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선총독부 광업육성 사업 

조선총독부에 의한 통치가 시작된 1910년부터 농상공부 상공국 광무과에 의해 전국 규 

모의 광상조사가 실시되어 1917년까지 광상분포에 대한 윤곽을 파악하였고， 1918년에 조 

선총독부 지질조사소를 설립하여 지질도(1/50，000만) 작성 및 화석연구가 진해되었다. 

1922년에 연료선광연구소를 개셜하여 석탄의 이용시험과 탄전조사를 전담하게 하였고， 같 

은 해 제철업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기 위해 제철업 장려법을 적용시켰다. 산금(慶金)정 

책으로 1932년부터 금광산에 탐광장려금을 지급하였고， 1933년에는 저품위 금광석 매광 

장려금을 지급하였다. 또한 금광산에 펼요한 채광 · 선광 설비 소요자금의 70%까지 장려 

금을 교부하였고， 1938년 이후에는 특수광물 광산에도 이 정책을 확대 · 실시하였다. 이러 

한 일련의 광업조성 사업은 만주사변， 중일전쟁에 필요한 군수물자 조달을 위한 대금결재 

수단으로 금의 필요성에 의해 취해진 조치였다. 1937년에는 급기야 조선산금령(朝蘇塵金 

令)이 공포 · 시행되었는데 공포 전 그 기본으로 “산금 5개년 계획”이 수립된 바 있다. 계 

획 말 연도인 1942년에 지금(地金) 75톤 생산목표를 세우고 금광업자， 제련업자에게 매광 

및 설비를 명령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광업군 양도를 명령할 수 있다는 등 강제 

규정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다. 1939년에 생산원가 보전을 위해 금할증금(金劃增金) 및 

증산장려금 교부제도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였다. 

금 이외의 주요 광물 증산을 위해 1938년에 조선임시 조세 증징령을 공포하고 아연광， 

유화철광， 중석광， 수연광， 니켈광， 흑연 ， 운모， 및 형석 둥 특수 광물에 대한 광산세 면제 

를 규정하므로써， 같은 해에 조선 중요광물 중산령을 공포하였다. 그러나 이 제도가 별 

실효를 거두지 못하자 1941년에 일부를 개정하여 지정광물 및 지정광구제를 실시， 개발능 

력자라는 미명아래 일본인 개발 독점을 꽤하였다. 또한 일본산금진홍주식회사의 조선 지 

사가 1938년에 설립되어 금광개발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및 기자재 매매， 광산물 매매， 

광산조사 둥 산금진홍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지사는 1940년 설립된 조선광업진홍주식회사 

에 합병되었다. 

조선광업진홍주식회사는 미국과의 전쟁에 대비하여 군수용 물자의 원료 광물 확보의 

펼요에 따라 광산개발 조성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되었고， 직접 광산개발 또는 

광산에 대한 각종 지원을 하므로서 광산개발을 도모하였다. 지원사업 내용은 갱도굴진비 

및 수갱개설비 보조， 물리탐사 및 시추 대행， 기자재 알선 · 대여 · 수입 대행 등이다. 

4. 일제 강점기의 광업생산 

일본은 한국을 강점한 이후 광업개발을 통한 착취를 위해 여러 가지 광업 관련 법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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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하고 이를 시행함으로서 광엽의 활성화를 기하였고， 생산된 광산물을 거의 침략전쟁 

의 물자 조달에 사용하였다. 일본은 대외무역의 결재 수단으로 금이 필요하였고， 조선 등 

중공업 원료로써 철광과 해군 함정의 연료용 무연탄의 확보도 절실하여 이들 3가지 광종 

개발에 저극적이었으며， 따라서 광산물 생산도 이들이 주종올 이루었다. 제령 은율철광산 

은 합병이전 통감부 시절에 이미 강점하였고 사동리 탄광은 합병과 동시에 강점을 당하 

였으며， 1910년 이후에는 일본 광업회사들이 대거 한국에 진출하였다. 

광산개발에는 민간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 해군성이 탄광개발에， 상공성이 철광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다. 일본 침략기의 광업현황올 보면， 1915년 광구수가 1，183개， 1930년에는 

광개발에 직접 참여하였다. 일본침략기의 광업현황올 보면， 1915년 광구수가 1，183개， 

1930년에 2，128개， 1943년에는 10，500개로 조선광업령이 공포된 1915년에서 1943년까지 

년 평균 증가율이 8%에 달한다. 금의 경우， 1915년 총 가행광구 3097R중 금은광 가행광 

구가 껑4개로써 전 체의 82%를 점하였고， 생산량은 6.1톤 정도였다. 최대 생산은 산금 5 

개년 계획기간 중인 1939년에 29.1톤이었으며， 1937년에서 1942까지는 년간 22톤 이상씩 

생산하였다. 1941년 12월 태명양전쟁 발발로 인하여 무역결재수단으로서의 금의 필요성 

은 없어지고， 군수용 물자조달을 위한 특수광물 생산에 급급하게 되어 그 동안 호황을 누 

려왔던 금광산에 대하여 ”산금정비령”이 1942년에 공포되었고 이듬해인 1943년에는 거의 

모든 금광산이 휴혜광 상태에 놓이게 되었다. 광산시설은 조선광업진홍회사에서 매입하여 

특수광물생산 광산에 전용하였다. 철광석 생산량은 1930년 53만톤이， 1940년 118만톤으로 

1944년에는 잃3만들까지 중산되었고， 무연탄은 1930년 47만톤， 1940년 315만톤， 1944년 

메는 453만톤이 생산되었다. 유연탄도 1940년대에 년간 똥0만톤 수준으로 생산되었다. 전 

쟁무기 생산에 절대적인 중석의 경우， 1930년 11톤 1940년 4，218톤，1944년 8，잃3톤 생산으 

로 대폭 증산되었다. 또한， 주요 광종으로서 l없4년에 인상흑연 28，427톤 토상흑연 74,879 

톤이 각각 생산되었고， 마그네사이트가 15만 7천톤이 생산되었다. 이외 주요생산광종으로 

통과 비금속광물인 형석， 운모， 석면. 고령토 둥이 포함되어 있다. 1936년의 일본인에 의 

한 광산물 생산액 점유율이 83.8%, 조선인이 9.8%이고 나머지 6.4%가 기타 외국인에 의 

해 생산되었다. 광산물 총 생산에 대한 광종별 점유율은 금이 62%, 철14.3% ， 석탄 12%, 

동 3%, 중석 2% , 혹연 1% 정도이고 기타 광종이 5.5%를 약간 상회하였다. 

광산종업원은 1925년 10인 이상 광산 2137R 에 총 3만명정도 였으며 , 광종별 대규모 광 

산수를 보면 금은광이 9개 철광산 7개 ， 탄광 12개 동광산1개의 분포를 보인다. 종업원 

500명이상의 광산이 15개였으며 ， 이중 1.000명이상， 광산 5개가 있었다. 제일 큰 규모는 사 

동탄광으로 약 1 ，600명이 종사하였다. 

중산장려책에 힘입어 발전한 광엽은 침략전쟁에 필요한 무기 둥 군수물자 생산에 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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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의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는데 민족자본 형성과는 거리가 먼 일본의 대통아 

공영(大東更業榮)이라는 허황된 꿈의 수단으로 외국 자본에 의해 광산이 개발되었던 것 

이다. 

5. 일제 강점기의 광업기술 

1915년 일본인에 의해 조선광업령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광업행정이 궤도에 오르게 되 

고 외국자본에 의한 개발이 본격적으로 이루어 지면서 광산개발이 현대화 되어 갔다. 

1916년부터 착암기에 의한 채굴작업이 시작되고， 광산 전용도로 및 철도가 건설되고 동력 

시설을 갖추면서 대량생산 체제로 바뀌고 금의 청화제련시설에 이어 대규모 선광장도 건 

설되었다. 또한 1917년에는 사금채취용 준설기가 도입되고 겸이포제철소도 건설되어 

1919년 가동에 들어가서 년산 12만톤의 선철 및 강철 생산이 시작되었다. 진남포제련소 

도 1915년 조업을 개시 組鋼 생산을 하였고 1925년 시셜이 확장되어 연제련을 시작하였 

으며 1927년 당시 시설규모 년간 12만톤 처리 능력이었다. 중석광은 1936년에， 수연 및 

망간 광산개발은 1938년에 각각 시작되었다. 

제3절 해방후 정부수립 이전의 광업 

1945년 5월 15일 해방을 맞이하고. 그해 9월 7일 북위 38선 이남 지역에 대하여 미국의 

군정이 선포되었다. 미군정청은 11월 6일. 일제시의 모든 광업관계 법령은 그대로 유효하 

되 일본인 명의의 광업권과 그 재산은 군정청이 소유한다고 발표하였다. 전체광산의 90% 

이상이나 되는 귀속 광산의 관리를 위해 각 도에 도관재처를 셜치하고 광산운영이나 수 

광 등 모든 권한을 위임하고， 각 광산에 관리인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당시 혼란하고 무 

질서한 사회상과 자금 사정상 광산운영은 불가능한 상태로서 소수의 대규모광산을 제외 

한 모든 광산이 휴광상태에 놓였다. 1946년 9월 20일 미군정은 행정권을 한국에 이양하 

였고， 1947년 2월 5일 민정청으로 개칭되어 정부수립을 위한 준비작업이 진행되었다. 

군정 당시 석탄생산위원회를 구성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석탄생산을 위한 자금 

지원 동 다방명으로 노력하였으나 생산은 미미하였고 일반광은 동 및 중석 동 1개의 광 

산만이 명맥을 유지할 정도로 가행되었다. 1947년 2월 5일 민정청이 설치되어 한국인에 

의한 자치체제로 바뀌면서 광업전담의 광무부가 신셜되었다. 1947년 6월 장항제련소 가 

동 재개 등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이유로 북한이 1948년 5월 남쪽으로의 송전을 단 

절하므로서 남한에서의 광산활동은 마비상태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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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정부수립 이후의 광업 

1. 미군정 하에서의 광업 

1948년 8월 15일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1949년에 경제자립을 위한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다. 광엽은 정부 조직내 상공부 광무국에서 전담하게 되었으며， 광무국은 과거 

도에서 관장하였던 귀속 광산의 관리일체를 이관받고 덕대제도(德大制度)를 신설하여 광 

산개발을 도모하였다. 이 제도는 선엄된 덕대인과 덕대(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덕대개발권 

을 주어 광산을 개발토록 하는 것이었는데 1951년 11월 당시 121개 광산에 200여 광구가 

허가 되었다. 귀속 광산은 국유화하였고 후에 민간인에게 불하를 하였다. 

1950년 5월 4일자로 대한석탄공사법이 공포되고 대한석탄공사가 동년 11월에 설립되어 

국민대중의 가정용 연료로서 무연탄올 생산 공급하게 되었다. 대한석탄공사는 산하에 장 

성， 도계， 은성， 화순， 함백， 나전， 화성 둥 8개 광업소를 두어 석탄광을 체계적으로 개발 

하였고， 우리나라 석탄광개발에 선도적 역할올 담당하여 왔다. 정부투자기관으로서 대한 

석탄공사는 무연탄의 수급조정에 주요 역할을 하였고. 여타 민영광산과 함께 무연탄이 국 

민연료로 자리매김올 하도록 하므로서 황폐화되었던 국토의 산림화에도 크게 공현하였다. 

정부수립후 유엔한국재건단(UNKRA)에서 1951년부터 7년간에 걸쳐 광업 부문에 1천만불 

이 지원되어 광산복구， 운반셜비， 광산물 수출입 알선， 탑광 장려 둥 각종 사업이 추진되 

므로써 대한석탄공사(이하는 석공)의 장성 및 은성 탄광과 강원， 옥동 등 민영탄광 그리 

고 충주철산과 동양활석광산의 개발이 본격화되었으며 1954년 대전에 운크라 광물시험소 

도 셜립되어 광산개발에 기여하였다. 또한 1958년에는 한 · 미 정부간 협정에 의해 

KOMEP 사업이 추진되어 기재 공급 · 대여와 탐광굴진 보조가 시작되었다. 

대한중석광산 보호를 위해 1951년에 미군 병력이 상동광산에 배치되었으며 광산복구작 

업올 통해 정장조업이 이루어지면서 중석정광이 생산되었다.1952년 3월에 한 · 미 중석 

협정에 의해 1954년 9월까지 15，αm톤을 생산이 전량 미국으로 수출되었다. 중석광은 이 

후 줄곧 유망수출 광산물로서 개발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 

2. 미군정 이후의 현재까지의 광업 

석탄산업 육성올 위한 원조사업으로 미국국제개발기구(USAID)는 1955년에서 1969년까 

지 석공의 장성탄광 수갱건셜에 1백50만 달러를 장기저리 지원하면서 무상원조 대행기관 

인 P.M.C로 하여금 10여명의 전문 기술자를 파견 · 주재하여 수갱을 1968년에 준공시켰 

다. 이에 앞서 1962년 및 1963년에 강원탄광의 1, 2 수갱이 국내기술에 의하여 건설된 바 

있다. 장성수갱 준공 이후， 국내 여러 탄광에 우리의 기술로 수갱이 잇따라 건셜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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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석탄광 심부개발이 가능해지고 석탄산업이 크게 발전하게 된다. 한국 광업법 

은 6.25동란 중인 1951년 12월에 부산에서 제정 · 공포되었으며， 동법에 의해 단위 광구 

제가 도입되었다 국유재산법에 의해 국유화 되었던 귀속 광산의 광업권은 1958년에서 

1962년 사이에 대부분이 민간에게 불하되었다. 1951년 광업법 공포시 「금에 관한 임시 

조치법」 이 동시 공포되었는데 동법은 금의 생산 판매를 자유화 시켰고， 1954년의 「산금 

집중조성요령」 에 의해 산금을 한국은행에 매각케하고 대금의 외환결재， 구상무역허가동 

각종 혜택을 주어 산금을 장려하였으나 외화낭비와 밀수조장의 부작용이 따라 정책을 바 

꾸어 원화로 지급 시행하다가 1973년 동 법령을 폐지하였다. 

무연탄이 국민 가정연료로서 굳혀짐에 따라 그 수요가 급속도로 신장되게 되었고， 이의 

원활한 공급을 위해 1955년에 석탄산업합리화 기본계획이 수립되었으며 , 5개년 계획의 

마지막 연도인 1959년 석탄 생산량을 5백70만 톤으로 책정하였고， 1956년 1월 영암선이 

개통되어 삼척탄전 생산탄의 내륙 수송이 가능케 되었다. 이후 5.16 군사혁명이 일어나 

고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일환으로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단이 편성되어 지질조사와 

탐광조사가 체계적으로 시행되었다. 또한， 1961년 12월에 「석탄개발임시조치법」 이 발효 

되어 탄좌제도에 의한 종합개발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일반광 개발 활성화를 위해 1961년 9월에 한국광업제련공사법이 제정되어 금， 은， 

동， 연 · 아연광 비철금속광산의 산물을 장항제련소에 매각하게 되었다. 1963년 3월 「광 

업조성령」 을 대폭 개정， 민영광산 육성에 박차를 가하게 하였으나 융자업무는 상공부와 

산업은행， 시추사업은 국립지질조사소와 대한석탄공사， 기자재 대여사업은 국렵지질조사 

소와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 탐광굴진사업은 국립지질조사소가 담당하는 둥 기능면에서 

여러기관에 분산 다원화되어 비효율적이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1964년 4월 29 

일 상공부 고시에 의해 석탄광은 대한석탄공사가， 일반광은 대한철광개발주식회사에서 각 

각 조성업무를 분담토록 하였으나， 이러한 조정에도 불구하고 조성업무의 이원화에 따른 

불편은 해소되지 못하였다. 

다시 정부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광업조성업무를 강력허 추진할 전담기관의 설립을 

추진， 1967년 3월 30일 「대한광업진흥공사법 」 을 공포하였고， 동 년 6월 5일에 대한광업 

진흥공사가 설립되므로서 한국광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할 계기가 마련되었다. 대한광업진 

흥공사가 설립되기 이전인 「제 1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 기간 (1962년 -1966년)중의 주 

요 광산물 생산실적 및 광업생산지수는 다음 표와 같으며 특히， 광업은 이 기간중 크게 

신장되었음을 보여 주고 있다.(표2.1 창조) 또한， 이 기간중 광업생산이 국민총생산에 차 

지하는 비중이 1.7- 1.8%로서 1960년과 1961년에 있어서의 1.4%보다 크게 증가되었다. 

이상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동 기간중의 광업의 성장은 국민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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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표2. 1> 연도벌 금속광을 생산 (1962-1966) 

펴승쪽f ’62 ’64 '66 
년평균 

증가율(%) 

철광(톤) 470.744 648.828 789.355 13.8 

은(kg) 12.842 12.580 15.530 4.8 

동정광(톤) 10.726 12.147 21.037 18.3 

연정광(톤) 2.825 6.695 13.890 48.9 

아연정광(톤) 839 5.080 23.385 130 

석탄(천톤) 7 ,444 9.622 11 .613 11 .7 

〈표2.2> 광업생산지수 (1962-1966, 1960년도 100기준) 

'62 '63 ’64 '65 ’66 

광업 134.6 153.6 169.1 175.7 196.5 

*자료 : 한국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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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광업정책의 변천 

인류가 청동기시대 이래 광물자원을 개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광물자원은 인간의 생 

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어왔으며， 인류의 문명과 문화가 발전할수록 그 중요성이나 기여도 

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같은 광물자원을 보다 합리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국가발 

전과 국민 복리증진에 보다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적극적인 국가적 시책 즉 정책 방 

향이나 의지는 볍령， 정부조직， 각종지원제도 등으로 구체화되어 나타난다. 따라서 본 장 

에서는 정부수립이전 광업정책의 대강을 언급하고， 정부수립이후는 우리나라 기본법인 헌 

법에 기초하여 제정되고 입안된 각종 법령， 그리고 전부 조직 및 광업정책들을 살펴봄으 

로써 건국이래 광업정책의 기조와 과정을 이해하고 나아가 향후 광업정책 과제를 조망하 

였다. 

제 1절 정부수립 이전의 광업정책 

정부수립 이전의 광업정책을 논함에 있어 그 출발올 어느 시대부터 시작할 것인가하는 

문제에 대해 본장에서는 조선시대부터 다루기로 하고， 고려조 이전은 역사적 고찰에 맞기 

기로 한다 

1. 조선조 초기의 광업정책 

조선조 초기에는 I광업개발 소극화 정책(鍵業開發 消極化 政策)"이 기조를 이루고 있다. 

그같은 정책의 근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살며보면 먼저 이태조가 변방정책 (邊防政策)

을 공격에서 수바로 전환하면서 축성청책(藥城政策)을 우선시하고， 무기의 제조비축은 퉁 

한시하는 군기경시정책(軍器輕視政策)을 펼쳤던 것이 그 이유의 하나일 것이다. 또한， 조 

선조 초기의 광업이 생산재 산업의 기초원료를 공급하는 입장에 있지 아니하며， 더욱이 

금.은의 채취마저 세공을 두려워해서 정책적으로 금지한 데도 그 원인이 있다. 그리고， 세 

종은 저화(樓貨)와 동전을 병행하여 사용하도록 하였으며， 새로 동으로 기구를 제조하는 

것을 엄금하였는데 ,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동이 부족하게 되자 동전병행 

정책(鋼錢拉行政策)을 포기하고 저화(積貨)만을 쓰는 정책으로 돌아가고 말았는데 이러한 

저화정책으로의 복귀는 주화정책(훌貨政策)의 소극화를 초래하였고 이는 다시 주화의 원 

료를 공급하는 광업개발이 소극적일 수 밖에 없는 원인이 되었다. 

2. 조선조 중기의 광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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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 중기에는 임진왜란으로 은， 동의 수요가 급증하면서 광업의 적극개발 정책을 쓰 

게되었으며， 이는 효종 2년(1650년)에 재개된 주화정책으로 더욱 고조되면서， 세금을 받 

고 채은(採銀)을 일반인에게 허락하는 제도가 시행되었다. 그러나 숙종 시대에 접어들어 

서는 동， 철의 부족에 직면하게 되어 다시 냉각되기 시작하였는데 동의 산출이 없기 때문 

에 주화로 손실을 매울 수 없다하여 신주화의 주조가 금지되었다. 더욱이 채광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용납하지 않았으며， 산은지(塵銀地)가 있다고 해도 이는 나라에 이로울 것이 

못된 다는 둥 억광정책(빼鍵政覆)"을 쓰게 되었다. 이같은 조선조 중기에 있어서의 광업 

에 대한 이해부족은 동 제련기술의 낙후 둥 기술부족에 기인한 광업정책의 실패가 원인 

이었을 것이다. 

3. 조선조 말기의 광업정책 

고종 13년(1576년)에 강화조약이 체결된 이후 열강과의 통상조약의 체결은 조선조의 광 

업정책에 변화를 가져왔으며，고종 18년에는 r금，은채광은 본시 금해온 바이지만 탁지부 

수세(收親)의 예에 따라 채굴을 허가할 것이다』 라 는 지시를 내려 금， 은의 채굴허가 정 

책을 천명하였다. 조선조의 개광정책(開鐵攻策)이 표명된후 고종 28년(1891년) , 33년 

(1896년) , 건양 2년(1897년) , 광무 3년(1899년) , 광무 5년(1901년)에 각각 일본인， 미국 

인， 독일인， 영국인， 불란서인에게 광산개발권이 부여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는 조정의 수 

입 증가책으로 자국의 직접 개발 보다는 외국인에게 광산채굴권을 부여하고 그에 따른 

이익만을 목적으로 했다할 것이며， 이는 종래의 광업개발 소극화 정책보다도 더욱 광업개 

발을 포기한 정책이었다. 즉， 조선조 말기에 있어서의 광업정책은 독자개발을 포기하고 

황실의 세수입 중대를 위한 수단에 불과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주목할만한 일은 광 

무 10년 r포달제일백삼십팔호 제실 광산규정폐지의 건 반포(布達第一百三十八號 帝室

鐵山規程 廢止의 件 짧布』 로 되어 있는 r한국광업법』 의 공포이다. 이로써 국유광산의 

개념을 불식시키고 자유경쟁에 의한 개발을 촉진시켰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의 

한 광산개발권의 독점으로 나타냈고 급기야는 국제 정치적인 위기를 맞아 광업정책 수립 

의 주도권마저 상실하게 되었다 . 

4. 조선조 이후 광업정책 

일본은 산업자본의 조달과 금본위제도(金本位制度)유지에 필요한 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한국의 금광개발에 주력하였는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1906년 r한국광 

업령』 을 제정하여 종래 광산의 국유제도를 폐지하고， 한국의 광산개발권올 출원자에게 

주는 제도로 전환하였다. 일본은 1910년부터 1917년 사이에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광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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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를 실시하여 우리나라에 대한 독점적인 광산개발 의지를 드러내기 시작하였는데. 1916 

년에는 r한국광업령』 을 폐지하고 일본인 이외의 외국인은 광업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것 

을 골자로하는 조선광업령 및 동시행 규칙을 반포하여 일제가 광업개발권을 독점하는 계 

기를 마련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일본인을 제외한 외국인은 광구 출원을 할 수 

없고， 광업권을 물권으로 하여 부동산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게 했으며， 광산 경영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에 있어서는 토지수용령의 규정올 적용할 수 있도록 한 것 둥이다. 

또한， 광업진홍책으로 1918년에는 조선관세정율령(朝蘇關親定率令)을 개정하여 철광의 

채굴 및 제련에 필요한 기구의 수입세를 면제하고， 금 · 은 · 연 · 철 · 사금 · 사철광에 대한 

광산세를 면제하였으며， 1922년에는 제철업 장려법에 의한 장려금을 한국에서 강제(鋼製) 

를 제조한 자에게도 지급토록 하는 광업진홍정책을 시행하였다. 일본은 만주사변의 발발 

이후 전쟁수행을 위한 전략물자 확보책으로 광산물의 증산을 위한 각종제도를 마련하였 

는데， 그 내용을 보면 금， 은， 동 둥 25종의 광물을 대상으로 유휴광구에 대한 강제개발 

명령과 동시에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광구를 타인에게 양도하도록 명령할 수 있는 것 

을 내용으로하는 「조선중요광물증산령 및 동시행규칙(1938.12) J , 착암기의 사용올 장려 

하기 위해서 「탑광장려금 교부규칙 (1938. 8)J , 광업올 위한 시설확충을 장려하기 위한 

「광업셜비장려금교부규칙 (1937.8)J , 산금을 진홍시키기 위한 목적에서 「일본산금주 

식회사설치법(1938.3)J , 한국의 산금액올 증대시키기 위한 의도에서 「조선산금령 (1937. 

8)J , 광산의 경영， 융자， 투자， 광상의 조사， 광업용 물자의 매매 둥올 통해서 특수광물의 

중산을 지원할 수 있는 기관을 설립하기 위한 「조선광업진흥주식회사령(1940.6)J , 동광， 

아연광 둥 특종 광물에 대한 광산세의 면제를 규정한 「조선임시조세 중정령 (1938.3)J 

과 광업권 출원의 선원주의에 예외를 인정하는 즉 r광물자원의 개발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역 및 광물이 지정되었을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의 해당 광물을 목적으로하는 

광엽의 출원은 지정지역내의 부분에서는 지정광물의 개발상 가장 적당한 자의 출원올 허 

가한다」 는 내용의 광업령올 일부 개정하는 둥 많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광업진홍에 

적극성올 보였으나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면서 광업활동은 일단 중지되었다. 

제2절 정부수립 이후의 광업정책 

1949년 7월 17일 헌법이 제정 · 공포되고， 대한민국정부가 수립되어 민주 공화국이 탄생 

되면서 실질적인 광업정책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제헌 헌법 제85조에서는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국유로 한다. 

공공 필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하거나 또는 특허를 취소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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볍를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행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광업권을 국유화하였다. 1954년 11 

월 29일 제2차 헌법 개정 시에는 같은 조를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 수산자원， 수력 

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한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 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로 개정하여 광업권의 국유화를 특허주의로 전환하였다. 

1972년 12월 27일 제7차 헌법개정(전문)시에는 제 117조에 ”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균형이 있는 개발과 이용올 위한 계획을 수립한다’라는 제2항올 추가하여 

국가가 자원을 적극적으로 보호하고 개발하여야 한다는 정책의무가 부여되므로 해서 광 

업진흥정책의 확고한 근원이 마련되었다. 위 내용은 현행 (1987.10.29 개정) 헌법 제 120조 

에 같은 내용으로 존속되고 있으며， 제34조 제6항에서는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 

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정부는 광산개 

발에 따르는 각종 재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올 보호할 책무가 있음을 명백히 하여 

광산보안업무의 중요성이 한충 강조되었고 이는 국민의 높아진 안전욕구가 반영된 결과 

라 보아진다. 이러한 근거와 배경을 가지고 있는 광업정책이 구체화된 법령 제 · 개정， 광 

업관련 정부조직의 변천 및 주요 지원제도 둥에 대해서 차례로 살펴보고자 한다. 

1. 광업법의 변천과정 

가. 현행 광업법의 제정 

1951년에 제정된 신 「광업법」 은 1906년 일본인에 의해 작성된 「광업법」 과 그 내용 

올 크게 달리하고 있다. 첫째로 광종에 있어서， 석회석， 장석， 규석， 백금광， 티탄늄광， 알 

미늄광， 금강석， 석고， 벤토나이트， 차드미늄광， 바나률광， 우라늄광， 리륨광을 법정광물로 

추가하여 「광업법」 보호감독 밑에서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였고， 둘째로 광업권의 존속 

기간올 25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셋째로 존래의 자유형 광구제를 지양하고 경도선 및 위도 

선을 일분의 차로 측정되는 사변형의 구역으로 광구의 형태를 단일화시켜(단위구역제) 

광업출원 허가사항에 획기적인 안을 채태하였고， 넷째로 광업착수에 있어서는 사전에 시 

업안올 작성하여 주무부장관의 인가를 얻어 실시케함으로써 광업개발에 합리적인 지도 

감독올 할 수 있게 하였으며， 다섯째로 국영광업을 규정하여 주무부 장관의 관장 사무로 

하였고， 여섯째로 광업을 경영함에 있어 배출되는 광해로 인하여 생기는 공해에 대하여는 

무과실 배상책임제를 채택하였으며. 일곱째로 이의신청에 관한 규정을 두어 광업법령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때 주무부장관에게 심사청구를 신청할 수 있 

게하여 행정 구제의 길올 열게하는 둥 획기적인 입법정책을 채태하여， 우리나라 광무행정 

의 민주화 에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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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 1 차 개정 

1962년 4월 24일 법률 제 1061호로 l차 개정된 개용은 법정광물에서 일부 광물의 명칭 

을 변경하여 당시 분리되었던 벤토나이트를 고령토에 포함시켰고， 석회석에 백운석을 추 

가하였으며 ， 법제정시 광업출원인의 명의 변경을 금지시켰던 조항을 이전할 수 있도록 개 

정하였고， 공동광업출원인을 조합계약으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하였으며， 이종광물 중복시 

의 불허가내용에 있어서 석회석과 석회암을 모암으로하여 부존하는 이종광물에 대하여는 

광업을 경영함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본다는 단서규정을 신설하였다 

다. 저12， 3차 개정 

1969년 1월 17일 2차 개정된 내용은 공익에 의 한 광구의 감소처분시에는 단위 구역에 

서 예외를 인정하였고， 광업권 설정시 실지조사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광해방지를 위한 

설비계획서 제출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라는 문구를 삽입， 탄력적으로 운영 할 수 있 

도록 하였고， 출원의 각하조항이 신설되었다. 또한 국가 중요 건설사업지역에 대해서는 

광업권을 불허가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였으며 굴진증구 출원제도를 도입하였고， 국가 

중요 건설사업지에 대한 광업권의 취소 또는 감구처분규정을 신셜하였으며， 광산보안법상 

의 명령을 위반할 때 광업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1973년 2월 7일 3차 개정은 이 

제까지 광업권을 재산권 위주에서 개발 위주 체제로의 일대 혁신을 도모한 것으로 그 개 

정의 요점은， 첫째 광업법의 기본원칙인 광업권자 위주의 원칙을 수정하여， 광업권의 공 

익물권으로서 조광권 제도를 법제화하여 개발적격자로 하여금 조광개발의 길을 열어 놓 

았고， 둘째로 개발촉진정책으로 지정광구의 개발 명령제와 인접광구의 통합개발제도를 신 

설하여 일부 강제적인 광업권 셜정 또는 광업권의 양도명령으로 합리적인 광업의 대단위 

화 개발을 도모할 수 있게 하였다. 

라. 저14， 5， 6차 개정 

1981년 1월 29일 4차 개정은 그 동안 운영상의 문제점올 보완하였는데， 광업 개발단계 

를 탐광단계와 채광단계로 구분하며 ， 수정 · 불석 · 연옥 · 규회석 · 토륨광 둥 10개 광종을 

법정광물로 추가하였고， 존속기간 만료시와 광업권 취소시 소멸광구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출원을 제한하여 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사람에게 확대시켰으며 석유 · 우라늄 

광은 전략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출원 자격을 제한하였는데， 이는 출원에 있어 능력주의를 

일부 도입한 결과이다. 또한， 광업개발의 단계를 광업권 셜정 후 시업안 인가의 단일 절 

차에 의하여 광물을 개발하여 오던 것을 탐광과 채광 단계로 구분하여 개발의무를 부과 

하였으며 특히 탐광단계 광업권은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탐광실적이 없으면 개발 가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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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 광업권으로 간주하여 강제로 취소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러한 제도의 도입으로 개정 

법 시행 3년 후인 1984년 7월 30일에 취소대상이 된 광업권은 당시 둥록된 15，300개의 

40%인 6，껑4개에 달하였으나， 법개정을 잘 모르는 선의의 광업권자와 개발의사가 있는 

광업권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1년간 취소를 유예하였으며 그 후 1985년 12월 6일에 3,100 

여개의 유휴광업권올 일시에 정리한 바 있다. 그밖에 광구 형태에 있어 불허가 지역의 광 

구나 기존 퉁록광구에 따른 단위구역의 예외조항을 추가하였고， 광구의 경계 측량을 측량 

업자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광업권에 대한 조광권 설정회수의 제한을 삭제하였 

다. 1982년 12월 31일의 5차 개정은 광업개발에 따른 민원처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채광계획 인가시 다른 법률에 따른 인허가를 복합민원으로 처리토록 하였으며 소멸광구 

에 대하여 일정기간 출원올 제한시켰고， 탐광계획변경시 신고의무를 추가하였으며， 조광 

권 소멸 신청시 최고기간올 일부 강화하였다. 1994년 3월 24일 6차 개정에서는 제 102조 

의 2 (광물의 수입판매 부과금) 및 제102조의 3 (부과금 징수사무의 위탁)를 신셜하여 광 

물의 수급 및 가격 안정과 중요 광물자원의 채광 및 개발에 대한 보조 또는 융자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광물올 수입 또는 판매하는 자로부터 부과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 

거를 마련하였다. 

2. 동력자원부 발족 이전의 광업정책 

가. 법령 제정듬 광업개발 기반 구축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수립된 이후 특기할만한 광업정책적 조치는 적산으로 되 

어 었던 광산에 대하여 보광인 또는 관리언을 임명하여 이를 개발할 수 있게 한 것과 석 

탄의 중요성올 인정하여 1앉50년 5월 4일에 대한석탄공사법올 공포하고， 51년 12월 23일 

에 새로운 광업법올 제정 · 공포하여 광업개발 제도가 수립되었다. 또한 1952년 3월에 한 

미중석협정(韓美重石協定)올 체결하였고， 1잃4년 6월에는 국제연합한국재건단(國際聯合韓 

國再建團)과 탄광개발협정올 체결하여 광업을 중진시켰다. 한미중석협정은 한국에서 생산 

되는 중석올 미국정부에서 일정한 기간(5개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정해진 총량 

(15，αm톤)올 일정한 가격으로 구입할 것을 약정한 것으로서 , 이에 힘입어 한국의 중석 

광업은 크게 발전하였다. 탄광 개발협정에 의해서는 중요 탄광이 기술원조로 시셜올 갖출 

수 있게 되었다. 한미중석협정에 의해 중석광엽은 미중유의 호경기를 맞이하였으나 약정 

된 기간이 도래되기도 전에 약정량의 수출이 완료되어 1954년 3월에 동협정에 의한 중석 

수출이 중지됨에 따라 중석 광업은 또다시 어려웅에 봉착하게 되었다. 또한 한국은행에서 

는 국내에서 산출되는 금올 무조건 매입한다는 산금집중 조성령올 공포하여 광업이 약간 

활기를 회복할 것 같았으나 이 정책이 외국으로부터의 금 멸수를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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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한국은행에서 금매입을 중단함에 따라 금속광업계는 다시 불황을 면치 못하게 되었 

다. 금속광업의 부진에 반해서 민수가 주인 석탄광업은 점진적으로 활기를 띄기 시작했으 

며， 1955년도 석탄산업 합리화 기본계획이 작성되어 1959년도의 석탄 생산목표를 570만 

톤으로 하는 정책의 완수를 위한 노력을 경주하게 되었으며 탄전개발계획은 그후 제l차 

경제개발5개년 계획에 흡수되었다. 

그러나 1961년 5.16혁명을 계기로 우리 광엽은 급속도로 성장할 수 있는 굳건한 기반을 

마련하기에 이르렀다. 정부는 석탄 증산을 위하여 1961년 12월 석탄산업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고 1962년 6월 광업개발 조성법을 제정하여 공포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국영기업 

체인 대한중석광업주식회사， 대한철광 개발주식회사， 대한석탄공사 및 한국광업제련공사 

로 하여금 민간인이 경영하는 군소 광산의 개발에 필요로 하는 조성 사무를 대행케하여 

민영광산의 개발 올 촉진시키려는 것으로서 광업계는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되었다. 또 

한 석탄개발 임시조치법은 석탄생산의 증대를 위하여 군소 광구를 통합하여 종합적인 개 

발을 가능케 하고 효율적인 투자와 지원을 할 수 있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법에 

의해서 설정된 탄좌는 삼척， 동원， 우전， 나전， 회동， 강릉， 성주， 호남， 문경， 명창둥 10개 

탄좌가 설정되어 석탄수급안정에 기여하였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로 인하여 광업개발 

의 의욕은 급속도로 앙양되었고， 상당수의 광산이 시설을 확충 또는 신설함으로써 광업발 

전에 현저한 성과가 나타났다. 그 결과 광업의 경제활동 비중 측면에서도 1965년부터 

1969년까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은 10.0%를 보여주고 있으나 19.3%를 기록한 광공업부 

문이 실질 경제 성장율에 파급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광업의 GNP구성비 

를 보더라도 1965i년도의 2.0%는 1995년도의 0.3%에 비하 면 대단히 높은 것으로써 산업 

발전의 기반을 견고히 하는데 그 어느때 보다 큰 역할올 하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나. 탐광사업 지원체계 구축 

탐광사업은 1958년 한 · 미협정에 의한 코맹(KOMEP) 사업협정이 체결된 후 국립중앙 

지질 광물연구소 주관하에 주로 미군의 잉여물자 중 광산개발에 필요한 물자를 공급하는 

데 있었으나 1962년 부터는 정부 예산으로 물자의 공급 및 대여와 탐광갱도 굴진을 보조 

하는 사업으로 확대하였다. 코맹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전국 광산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게 되어 정부는 유솜(USOM)과의 계약으로 외국 기술자에 의한 금속광산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조사는 미국의 용역단체Ontemationa1 Mineral Engineers, lnd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경남 일대의 동광상을 비롯하여 제주도의 지하수， 유성의 온천， 소 

연평도의 철광에 이르기까지 215건의 조사가 완결되어 한국의 광업발전에 크게 이바지하 

였다. 코웹사업은 그 후에 공사에 인계되어 탐광갱도 굴진 보조사업으로 정착되어 현재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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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지속되고 있다. 

다. 전후복구 및 기술개발 정책 

국제연합 한국재건단은 약칭으로 “운크라(UNKRA)"로 불리워졌으며 운크라의 사업 중 

중요한 것은 1954년 6월에 한국 정부와 r탄광개발협정」 을 체결하여 탄광의 시셜복구 

및 새로운 시셜투자에 기여한 바 크다. 탄광개발 협정으로 장성탄광올 비롯하여 은성탄 

광， 옥동탄광과 그 외 5개탄 탄광에 근대적인 시셜이 갖추어져 석탄생산이 크게 늘어났으 

며 충주철산， 동양활석 둥의 생산도 정상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또한 UNKRA에서는 광 

산복구를 위한 적절적인 지원 외에 , 간접적 , 기술적 지원방안의 일환으로서 1954년 3월 

에 운크라 대전광물시험소를 세우기도 하였다. 

3. 동력자원부 발족 이후의 광업정책 

가. 희유금속의 법정광물 지정 

1970년대 후반부터 자원보유국들의 자원무기화 현상이 두드러지기 시작하였고， 1980년 

대에 접어들면서 국내 공업기반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점차 팽창 가속화되어 기초공업 

원료로서의 용도 및 수요가 중가 일로에 있었다. 특히 ， 국내 희유금속광물 수급은 중석， 

몰리프덴을 제외하고는 소량의 부산물로 생산 나머지 소요량의 전부를 수입으로 충당하 

고 있는 상황하에서 항공 우주산업 초정멀가공 둥 첨단산업 분야에 수요 중대가 예상됨 

에 따라 회유금속 소재원료의 장기안정 확보문제는 더욱 중요성을 갖게 되었다. 이에 따 

라 1951년 광업법올 전면 개정하여 원자로나 핵원료에 사용되는 토륨， 이트륨， 란타늄 둥 

을 광업법상의 법정광물로 추가 지정함과 동시에 1985년부터는 동력자원부 주도하에 한 

국동력자원연구소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와 공동 연계체제로 반도체 둥 첨단산업 소재광물 

에 대한 종합지원 대책을 마련하였다. 

나. 광업권 설정허가제도 마련 

광업권이란 광물 및 이에 수반되는 부산물올 채굴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광 

물 발견자가 국립지리원이 발행한 지형도에 발견지점의 위치를 표기하여 소정의 수수료 

와 함께 광업둥록사무소에 출원하여 현장조사 또는 기술사의 광상조사 보고서 검토 둥의 

절차를 거쳐 허가여부가 결정된다. 광업권 셜정허가는 일정한 기준에 의해 시행되고 있는 

데， 예를 들연 금맥 중에 Au성분이 19/톤 이상이면 광물로 인정하고 그 이하이면 금맥으 

로 볼 수 없다던가. 석회석의 경우 CaO성분이 40%이상이면 허가되고 그 이하이면 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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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취급하지 아니하여 허가되지 않는다는 식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광상의 부존이 불규칙 

하여 구분이 어려운 고령토， 운모 등 비금속광은 광물 감정으로 판정토록 하였다. 이러한 

허가기준은 광업분야 전문가의 견해가 각기 다를 수 있어 현장조사 공무원의 재량을 축 

소시켜 민원의 소지를 없애려는 데 그 목적이 있었는데 실제로 허가 기준이 적용된 이후 

부터는 광업권셜정 업무와 관련한 민원업무는 급격히 줄어 들었다. 

다. 사금개발을 위한 농지이용 제도화 

농지에서 채취하는 사금의 경우 종전에는 절대농지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 사금의 채취가 어려웠으나 1986년 3월 농림수산부와 부처 협의에 의해 사금을 채취 

하기 위해서는 절대농지라도 농한기에는 광산개발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에 따라 1985년도 국내 의 사금 생산실 적 이 7.2 kg에 불과하던 것 이 1986년 말에 는 무 

려 26.6kg을 생산하여 전년대비 3.2배의 사금 증산을 기록하게 되었다. 

라. 유휴광업권의 과감한 정리 

개발의사도 없이 권리취득과 전매차익만올 위해 보유하고 있는 유휴 광업권자에 대하 

며 일정기간 내에 소정의 채광실적이 없으면 행정 예고냐 광업권의 취소를 통하여 개발 

하지 않는 광업권에 대한 사후관리제도를 강화하여 광구의 가행율을 제고하였다. 즉， 개 

발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국가자원개발에 참여하도록 하는 환경을 적극 조성하는 것으로 

써 1982년부터 1986년까지의 연도별 가행율 추이는 17.1%에서 25.9%로 신장됨을 보여 

주고 있다. 최근 3년 동안 계속해서 생산실적 및 굴진탐광 중인 광구를 가행광구로 볼 때 

금속보다는 고령토광물 개발활성화시책 동에 따라 비금속광물의 가행 광구율이 높게 나 

타나고 었다. 또한. 1994년 12월 8일 광업볍 시행령을 개정하여 사업개시 유예인가 및 사 

업휴지 기간을 10년에서 각각 3년과 6년으로 단축하였으며， 사업개시 유예인가 사유를 수 

요부족， 가격하락， 타볍 상의 인 · 허가 곤란 및 천재지변에서 타법 상 인 · 허가 곤란 및 

천재지변으로 한정하고， 광물탑광 연장 사유도 탐광수행 실적이 있는 광산 및 천재지변 

으로 하였으며， 사업휴지인가사유 역시 생산 및 투자실적이 있는 경우로 대폭 축소하는 

한편， 광업권의 존속기간도 25년에서 20년으로 단축하므로써 유휴광업권 정리를 촉진하여 

국토개발과정에서 발생하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마. 대한광업진흥공사의 자본금 확대 

국내의 민영광산에 대한 자금지원을 보다 확대하기 위하여 1970년대 말 까지는 대한광 

업진흥공사의 법정자본금이 400억원에 불과했던 것을 1980년 12월 무려 2.5배인 1 ，000억 

원으로 크게 늘렸고 1986년도에는 재차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을 개정하여 법정자본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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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500억원으로 확대 하였는데， 1앉%년 말로 1.393억원， 1997년말까지는 1 ，500억원이 대부분 

납입될것이므로 광업자금지원이 한충 원활하여 졌다. 

바. 광물자원 탐사사업 수행 

1) 지질도폭 조사 사업 

국토지질조사사업은 1914년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현재는 한국자원연구소 주관 하에 지 

질도폭 조사를 수행하고 1/50，αm지질도를 발간하고 있다. 지질도폭 조사 결과는 국가 

주요사업의 위치선정 둥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1995년말 현재 국토면적 

(99,173 krn2)의 83.7%인 83,106 km2을 조사완료 하였으며 주요지역은 1/25，α% 정밀도폭 

조사를 실시중에 있으고 향후 계속하여 사업을 수행할 계획이다. 

2) 시추사업 

지표지질조사 및 물리탐사 결과 광물의 부존이 예상되는 지점에 시추를 실시하여 광체 

의 부존위치， 품위 동을 확인하는 사업으로써 국가자원확보 측면에서 소요비용을 정부에 

서 지원하고 있다. 1967년부터 1995년까지 지원실적을 보면 사업비 539억원을 투자. 

2.683천m를 시추하여 14억톤(잠재가치 12조2천6백59억원)의 광량을 확보하였으며 향후 

국가자원확보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사업을 수행 할 계획이다. 

3) 탐광갱도 굴진 사업 

국내 광업 육성을 위하여 1958년 한미 협정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던 것을 1962년부터 

는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1967년부터 1995년까지 2，063개 광산에서 

746，339m의 갱도를 굴진하였으며， 총 지원액은 448억원이고 향후 공업원료 광물의 안정 

공급올 위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 일반광 시설 현대화 사업 추진 

정부는 최근 급격한 임금인상으로 인한 광업 경영 여건의 악화와 열악한 환경에서의 

작업기피로 인한 심각한 근로자 확보난 둥 광업계가 처한 어려움을 타개하기 위하여 기 

존의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채광방식으로부터 선진국에서 일반화된 대형 장비에 의한 채 

광 및 운반방식으로 채광방법을 개선함으로써 인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기 위 

하여 1991년부터 현대화 시셜에 펼요한 장비 구업비의 30%를 고에서 지원하므로써 시 

셜현대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95년까지 14개 광산에 30억원을 지원하였으나， 1997년부터 

는 지원율을 50% 로 상향하는 한편 향후 사업올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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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광산근로자에 장학사업 시행 

광산근로자가 광산현장을 평생 직장으로 삼고 애착심을 갖도록 하는 방안의 하나로 근 

로자자녀 에 대 한 학자금을 보조하기 위 하여 1982년 12월 정 부와 영 풍(주)， 대 한중석 등 

10여개 업체가 중심이되어 재단법인 한국광산장학회를 설립하여 1987년 말까지 정부와 

업계가 각각 50%씩 출연하여 4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였다. 그러나 이 정도의 기금으로는 

장학금 수요에 크게 부족하므로 1988년 이후에도 계속하여 정부와 업계가 매년 3억원씩 

을 출연하여 1996년 말 현재 장학기금 총액은 87억원이 되었고， 계속해서 2001년까지 

124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한펀， 장학기금의 이자 수입으로 장학금을 지급한 실적은 

1995년도까지 총 21 ，876명에 71억원을 지급하여 광산근로자 사기 진작과 광업 진홍에 많 

은 기여를 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개인별 수혜 정도는 1995년도를 기준으로할 때 지급률 

이 소요 학자금의 42%에 그치고있어 학자금 전액이 지원되는 석탄광 근로자에 비해서는 

크게 미흡하므로 장학기금 확대 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해서 수혜의 폭을 넓혀나같 계획이 

다. 

자. 국내부존 유망 광물 부가가치 향상 사업추진 

국내 부존 여건은 풍부하나 정제기술이 부족하여 고급제품은 외국에서 역수입하고 있 

는 고령토 · 흑연 · 납석 등 광물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으며 광 

물의 수입대체와 아울러 국내 광물의 효과적인 활용을 도모할 계획으로 비금속광물의 정 

제기술개발을 보면 고령토 · 견운모의 미분체 제조기술， 흑연 정제 및 미립화 연구， 납석 

정제처리공정 개발， 석희석 경질탄산 칼슐제조기술 개발， 활석 정제기술 개발 둥이고， 금 

속 및 희유금속 광물을 이용한 첨단소개 연구개발분야는 몰리브멘， 티타늄. 질코늄， 세륨 

둥이 대상이다. 

차. 광업자금 지원체계 일원화 

광업개발의 필수요건으로 ”경제성 있는 광량’"현대화 시셜노련한 기술’등을 들 수 

있다. 이중 현대화 시설에 필요한 시설 자금과 경영에 필요한 운영 자금 즉 자금의 지원 

은 무엇보다 중요한 요건이었다. 이와 같은 광업개발에 필수불가결한 광업자금의 원활한 

지원을 위해 정부에서는 1962년 9월 제정 공포한 광업개발조성볍과 동 시행령에서 광업 

권과 광업시설만을 담보로 저리의 광업자금을 융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광업권을 담보로 광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되자 민영광산의 광엽개발이 활발하게 

되어 많은 민영광산이 증산체제를 갖추게 되고 제도 도입의 파급효과를 가져와 광업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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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조성업무의 운영과 지원이 이원화되어 많은 문제점이 노정되기 

도 하였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광업의 보다 실질적이고 합리적인 개 

발과 민영광산조성업무의 일원화를 기하기 위하여 1967년 3월 법률 1935호로 「대한광업 

진흥공사법」 올 공포하여 민영광산의 조성업무를 「대한광업진홍공사」 에서 전담하게 하 

였다. 그러나 공사 설립 후 1969년 1월까지도 광업자금 융자는 한국산업은행이 전담하고 

공사는 융자대상 광산의 추천과 사후 관리만을 수행하였기 때문에 실질적인 조성업무는 

일원화되지 못하였고， 그후 1969년 1월말 공사법을 개정하여 공사로 하여금 한국산업은행 

에서 광업자금을 일괄 차입하여 실수요자 선정과 전대를 담당케 함으로써 실질적인 민영 

광산의 조성업무를 일원화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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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광산보안 정책의 변천 

제 1절 개 요 

1. 광산 보안의 정의 

광산 보안이란 광산 재해를 방지하고 광산 근로자에 대한 안전위생 수준을 향상시켜 

광산작업을 안전하고 합리적이며 경제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공학적 기술이다. 또한 광산 

보안의 확보란 재해의 요인이 배제되고 광산 근로자의 안전 위생이 유지되며 위해가 방 

지되어 있는 것으로서 최근 광산 작업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서 볼 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다. 따라서 광산 보안이란 광산 재해의 발생을 배제하고 광물 자원의 합리 

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개념이다. 

2. 광산 보안의 특성 

광산업은 일반산업과는 달리 작업장이 주로 지하에 있기 때문에 인명 및 시설에 대한 

재해의 위험이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광산에 있어서는 유해가스 및 폭발성 가 

스 발생 낙반， 갱도 붕락， 출수등으로 인한 재해와 화약류， 기계 전기 기기류의 사용으로 

인한 인명의 위해와 많은 경제적인 손실을 초래하게 한다. 또한 광산의 작업은 <표4.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여타 산업에 비하여 그 노동 강도가 월등히 높아 재해의 위험성을 

한충 가중시키고 있다. 

〈표4 . 1> 산업별 노동 강도 

구분 열량소모(cal) RMR 해당산업 

초경노동 2.300 0.5-1 은행， 회사 

경노동 2,600 1- 1.5 운수，체신업 

중(中)노동 2,900 1.5-2 제조업 

중(重)노동 3.500 2-4 농업 

초중노동 4 ,600 4-7 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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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산 보안의 종류 

광산 보안의 원칙은 모든 광산에 대하여 동일하나 광물의 종류 또는 생산 환경 조건에 

따라 보안 기술상 다소의 차이가 있다. 예를 들면， 석탄을 갱내에서 탐굴하는 탄광에서는 

메탄 가스 및 탄진 폭발 방지 ， 자연발화 방지기술이 특히 중요하며， 유리 규산이 많은 광 

상을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규폐방지 기술， 황화광， 황철석을 채굴하는 광산에서는 갱내 

화재및 가스 중독 방지기술이 중요하다. 이와는 달리 낙반 방지 및 화약 발파기술은 모든 

광산에 공동적으로 요구되는 기술이다. 이와 같이 광산 보안 기술은 대상으로 하는 광물 

의 종류에 따라 석탄 광산 보안， 금속 광산 보안 및 석유 광산 보안으로 나눌 수 있으며， 

석탄 광산은 메탄 가스의 유무에 따라 갑종 탄광과 을종 탄광으로 세분된다. 또한， 보안 

대상 환경에 따라 갱내， 갱외， 기계 ， 전기 ， 화약， 발파 및 안전 보안등으로 나누어진다. 

제2절 광산 보안법 의 변천 

광산 보안법이란 광산 종업원에 대한 위해를 방지함과 아울러 광해를 방지하므로써 지 

하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으로서 우리나라에서는 광업법과 

는 별도로 광산보안법을 제정하여 ’보안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이 법에 

준한 광산보안법시행령을 대통령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영의 실시를 위하여 광산보안 

법시행규칙을 동력 자원부령으로 제정 실시하고 었다. 즉 광산 보안의 의의를 규정하고 

광산 종업원에 대한 위해와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광물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하기 

위한 특별법이라 할 수 있다. 

1. 광산보안법의 역사적 조명 

가. 일제강점기의 광산보안법 

광물 자원은 고대로부터 인간 생활에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앞으로도 이의 개발에 대 

한 노력은 꾸준히 계속될 것이다. 특히， 최근의 지하 자원올 산업 무기로 이용하는 세계 

적인 추세를 고려할 때 자국내의 부존 자원에 대한 개발의 중요성은 더욱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광물의 채굴에 수반되는 인명 손상둥의 광산 재해에 관련된 보안 행정의 역사는 

대단히 짧다고 할 수 었다. 우리나라에서는 1915년 12월 시행된 조선 광업령 (제8호)의 ’I 

광업 경찰에 관하여는 조선 총독부령에 위임한다"는 규정에 의하여 1938년 1월 4일 조선 

총독부령으로 ”조선 광업 경찰 규칙” 올 제정 공포하여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하였다. 이 

규칙은 광산 보안관 이 체제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보안 관리 직원， 보안 시설， 경내 통기 ， 종업원의 위생， 인명의 구호대에 관련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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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 경찰 규칙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되기 전까지 우리나라의 광산에 통용되었으며，그 

이후에도 1951년 12월 23일 새 ”광업법” 이 제정 시행될 때까지 유효하였다. 

나. 해방 이후의 광산보안법 

새로운 r광업법 』 을 1951년 12월 23일 제정하면서 정부는 광산 개발에 따르는 인명의 

위해 등을 막기 위한 광산보안법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광산보안부문을 광업법에서 제외 

시켜 별도의 입법화를 도모키로 하였으나 광산보안에 대한 정책이나 행정은 사실상 공백 

상태로 유지되다가 10년이 지난 1963년 3월 5일 광산보안법을 제정 · 공포하고 1년간 준 

비기간을 두었다가 1964년 3월 5일부터 적용하여 시행하게 되었다. 제정된 광산보안법을 

시행하기 위하여 1964년 3월 13일에는 대통령령으로 동법 시행령을 제정 · 시행하였고 

1964년 4월 24일에는 상공부령으로 동볍 시행규칙을 제정 · 시행함으로써 광산보안법제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다. 이 법의 목적은 광산개발의 특수 작업에서 오는 광산종업원에 대 

한 위해를 방지하고 아울러 광해를 방지함으로써 지하자원의 합리적인 개발을 도모함에 

그 목적이 있으며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시행해 온 광산보안법은 오늘날까지 30여년 

이 지나오면서 많은 발전을 하였는데. 1967년 3월 17일에는 광산 보안관 제도를 신셜하였 

고. 1973년 2월 7일에는 광업법에서 조광권 제도를 법제화함에 따라 광산보안법에서도 조 

광권자를 법제화하였으며. 1973년 12월 7일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제정으로 광산보안법 

에 의하여 실시해오던 r광산보안 관리직원자격시험규칙』 을 폐지하고 r국가기술자격 

볍』 을 적용하게 되었다. 또한， 사회 변천에 대처하기 위하여 폐석 또는 광재의 집적장 

둥에 대한 광업경영자의 광해 방지 조치의무를 강화함과 동시에 동력자원부장관의 권한 

의 일부를 소속기관장(광산보안사무소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광산보안시셜의 성능검사를 

정부투자기관(대한광업진흥공사)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1981년 6월 24일에는 

r광산보안볍시행령』 을 대폭 개정하여 보안교육， 시셜검사， 구호조직 둥을 일충 강화시 

켰다. 1981년 12월 31일에 r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 

률』 의 개정으로 이제까지 유보되어 오던 광산보안관의 사법경찰권이 r조선광업규칙』 

폐지 후 다사 회복되어 보안감독 체제가 강화되었으며. 1985년 2월 27일 r광산보안법 시 

행령」 을 다시 개정하여 가연성 가스발생 탄광의 갱내용 전기공작물의 폭발방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고， 정부출연기관으로서 전문기관인 한국기계연구소를 지정하여 그 업무를 

담당케 하여 갱내가스 폭발방지를 강화시키는 한편으로 광산보안 교육기관도 대한석탄공 

사를 추가해서 재직자 교육은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담당하고 신규 채용자에 대한 기초 교 

육은 대한석탄공사가 실시하게 하였다. 

1985년 7월 16일에는 r광산보안법 시행규칙 」 을 개정하면서 광산보안의 강화를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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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노천 채굴장의 보안 대책 , 분진비산 방지대책 등올 신셜해서 동력자원부 발족 이후 

업계의 자율인식 제고를 위하여 광업권자에 대한 의무를 보강하고 정부에서 하던 광산보 

안시설 성능검사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하였으며， 광산 노동자의 보호 측면에서 광업권자 

의 의무사항에 대한 별칙을 강화하고， 가연성 가스 발생탄광의 가스폭발 방지를 위하여 

전기공작물을 방폭기기로 교체케하는 둥 법령 제정의 뜻에 맞게 계속 보강하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다. 

1) 동력자원부 발족이전 

광산에 대한 보안행정은 1963년 「광산보안법」 이 제정되기 전에는 사실상 불모지대였 

으며， 1964년 4월 27일부터 「광산시셜 (변경)공사 숭인 신고사항」 을 통년 6월 10일부터 

는 「광산시설 숭인 및 성능검사규정」 을 각각 공포함으로 광산보안에 관한 행정규정이 

시행되었다. 그후 정부는 중앙행정업무의 지방이양 방침과 결여된 보안행정의 기동성 확 

보를 위하여 1965년 6월 21일 광산보안업무중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관장이 필요한 사항 

과 기술적인 특수업무를 제외한 광산시셜계획의 숭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광산보안 관 

리직원의 선 · 해임에 관한 사항 둥을 각 시도 상공과에서 관할하도록 시 · 도지사에게 이 

양하였다. 이에 따라 1앉)6년 1월 10일부터는 상공부고시를 개정하는 동 광산보안의 행정 

체제를 일반에게 널리 인식시키기 위한 계몽과 지도적 행정을 펴왔다. 그러나 작업여건의 

점차적인 섬부화， 시셜의 노후화， 숙련공의 부족 둥으로 광산 보안문제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게 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광산보안의 강화를 위하여 전국광산에 대한 동급(A， B, 

C, D)관리제를 실시하여 초기에는 좋은 결과를 가져왔으나 둥급 결정상의 객관성 결여로 

계속 실시가 어렵게 되는 둥 광산보안업무의 부재를 면하지 못하는 실정이었다 

2) 동력자원부 발족이후 

1978년 동력자원부의 발족으로 종래의 광산보안과는 동력자원부의 광산보안관리관과 

광산보안담당관 제도로 확대 개편됨으로써 감독기능이 강화되어 1981년도에는 「광산보 

안검사와 처분에 관한 기준J , r광산재해 조사 및 처분 요령 J ， r대형재해 발생시 긴급 

구조활동 기준J ， r광산보안관리 직원 선 · 해임기준J , r갑종탄광 지정 및 사후관리 요 

령」 둥 제반행정기준을 제정하고 1982년도에는 「광산보안 검사지침 J ， r광산보안 교육 

지침」 , 「광산보안관 임명 기준J ， r광산시설 검사규정」 을 제정하였으며 1985년도에는 

「폭발방지 검사업무 규정 J ， r광산보안장비 최저보유기준J ， r광산구호대 설치 및 운 

영에 관한규정」 을 제정 고시하고 1985년에는 「광산보안검사 및 재해조사 처분규정」 을 

동력자원부 훈령으로 제정하는 둥 광산보안법령에서 누락된 세부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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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근로자의 위해 방지와 아울러 광해 방지 및 광산시설 보존을 위한 행정제도를 보강 · 

발전시켜 왔다. 

2 .. 광산 보안법의 골격 

현재 우리나라의 광산 보안법은 총칙을 포함한 5개의 장과 전문 29조 및 부칙으로 구 

성되어 있다. 제 1장의 총칙에서는 광산 보안의 목적， 정의， 처분등의 효력 및 권한의 위임 

과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의 보안에서는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 

광산 종업원의 의무， 시설계획의 숭인 신고， 성능검사 및 보안 규칙등에 관한 사항과 보 

안관이 직원의 선임 및 구호활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광산 보안의 감독 기관에 대해 

서는 제3장에서 전문 5조에 걸쳐 규정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주무관청， 광산보안관， 사 

법경찰권， 동력자원부장관 및 광산보안관에 관한 신고 그리고 광산보안위원회에 관한 것 

들이다. 제4장에서는 별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5장에서는 성능검사를 받고자하 

는 자에 대한 수수료 및 시행령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한편 광산 보안법 시행령은 총 

칙을 포함한 8장과 48조의 전문과 부칙으로 그리고 광산보안법 시행규칙은 총칙을 포함 

하여 107~ 의 장과 199조 의 전문 및 부칙으로 구성되어 광산 보안에 관련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3. 광산 보안법의 문제점 및 개선안 

광산 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의 우리나라의 광엽은 석탄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 

문에 석탄 광산 변천을 위주로 동법의 제정과 개정이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의 제정 

초기에는 광산의 보안 개념도 없었고 행정 체계의 정립도 이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 자체가 기술지도 위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산 보안관계법규는 초기에는 광산의 행정 지도측면에서 비교적 무리없 

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27년이 지난 현재에는 광산기술의 발달둥 제반 여건 

이 현저하게 달라졌고 보안에 관한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광산보안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제3절 광산 보안행정의 연혁 

1. 광산 보안행정의 역사적 과정 

가. 동력 자원부 발족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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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광산에 대한 보안행정은 1963년 3월 5일 광산 보안법이 제정， 공포되기 전까 

지는 전무하였다고 할 수 있다. 광산보안행정의 시발점 은 1964년 4월 27일 ”광산시설 공 

사 숭인 신고사항 ”과 통년 6월 10일 ”광산시셜 승인 및 성능검사 규정”을 각각 공포한 

시점으로 볼 수 있다. 정부의 중앙행정체제의 지방분산방침과 광산 보안행정의 기동성올 

확보하기 위하여 1965년 6월 21일 광산보안업무중 전국적인 획일성이 요구되는 업무와 

기술적인 특수업무를 제외한 광산 .시설계획의 숭인 및 신고에 관한 사항， 광산 보안관리 

직원의 선 · 해임에 관한 사항 등을 각 시도 상공과에서 관장하도록 시 · 도지사에게 행정 

업무가 이양되었다. 그 후 광산의 작업여건의 악화 시셜의 노후 및 기술 인력의 부족 동 

으로 인하여 보안문제가 심각해져 광산 보안의 강화가 요구되었으며， 이를 위하여 전국 

탄광올 A, B, C, D 둥급으로 나누어 관리하여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으나， 광산의 둥 

급올 결정하는데 객관성이 결여되는 둥 문제점들이 노출됨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나. 동력자원부 발족 이후 

1978년 동력자원부가 발족됨으로써 광산 보안행정의 급격한 발전을 이룩했다고 할 수 

있다. 과거 상공부 광무국 광산 보안과는 광산 보안감독기능올 강화하기 위하여 광산 보 

안관리관과 광산 보안담당관 제도로 확대 개편되었다. 따라서 광산 보안검사와 처분에 관 

한 기준， 광산 재해 조사 및 처분요령， 대형재해 발생 시 긴급 구조활동기준， 광산 보안관 

리직원 선 · 해엄 기준 및 갑종탄 광 지정 및 사후 관리요령 둥올 1981년에 제정하였고， 

그 다음 해인 1982연에는 광산 보안검사 지침， 광산 보안교육지침， 광산 보안관 임명 기 

준 및 광산 시설검사 규정올 제정하였다. 또한 1985연에는 폭발 방지 검사업무 기준， 광 

산 보안장치 최저보유 기준， 광산 구호대 셜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고시하였으며 1988 

연에는 광산 보안검사 및 재해조사처분규정올 동력자원부 훈령으로 제정하는 둥 광산 보 

안행정의 급진적인 발전올 거듭 해왔다. 

2. 동력자원부 보안 감독기구 

1963년 3월 광산보안법 제정 시행에 의거하여 관련 행정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동년 

12 각 상공부 광무국 산하에 광산 보안과를 신설하였으며 1965년에는 정부의 중앙 행정 

업무의 지방 이양방침에 의해 일부 업무를 시， 도지사에게 위임하였다. 1967년에는 효율 

적인 보안 관련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강원도 태백에 황지출장소를 신설하였으며， 1968년 

에는 보안행정에 관한 직접적인 보조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홍공사 산하에 황지지구 광 

산보안센터를 셜치하게 되었다. 이와 동시에 대한석탄공사의 장성， 도계， 영월， 성주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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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순광업체와 대한중석광업(주)의 달성광업소에 준광산 보안센터를 설치， 운영하다가 

1968년 장성과 도계광업소는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황지지구 광산보안센터에 흡수， 통합되 

었고 그 밖의 준광산보안센터는 1974년에 대한광업진흥공사가 경북 점촌과 충남 대천에 

광산 보안센터를 설치하면서 흡수 통합되었다. 광산보안업무가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점은 

1978년 동력자원부의 발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전의 보안 관련 업무는 상공부 광무국 광 

산보안과에서 담당하였으나 광산보안 관리관(국장급)이 설치되면서 광산보안 담당관과 

지도담당관 (과장급)의 설치로 2개과로 확대， 개편되었다. 

또한， 같은 해에 동력자원부 직속으로 황지， 점촌. 대천 및 화순에 광산 보안출장소를 

설치하여 담당보안관이 현장에서 보안 관련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써 1965년 지방으로 

이양되었던 업무가 중앙으로 환원되었다. 한편，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광산보안에 관련 

된 기능과 역할을 확대시키기 위하여 1978년 보안센터를 보안지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 

으며， 1979년에는 전남 화순에 광산 보안지도소를 설치하였다. 1980년 동력자원부는 영서 

광산보안 출장소를 신설하여 강원도를 황지지구와 영월지구로 분리하여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으며， 그 후 광산보안 사무소로 개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광 

산보안감독기구는 동력자원부장관 아래 광무국장， 광산보안과장 및 광산 보안관이 었고 

영동， 영서， 중부， 서부， 납부 보안 사무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 각 보안 사무소에 광산 보 

안관을 배치하여 광산보안감독의 일원화를 도모하고 있다.<그림4. 1>은 우리나라 광산보 

안감독 계통이다. 우리나라의 광산보안감독의 기능을 요약하면 CD 광산 보안에 관한 기 
본 계획 수립，(2) 광산 보안사무소 지도 및 감독， @ 광산 보안법령의 운영，@ 광해해예 

방 기술연구 지원 둥이고， 산업자원부의 광산보안사무소와 대한광업진흥공사의 보안지도 

소의 주요 임 무는 <표4.2>과 같다. 

〈표4.2> 광산보안사무소와 보안지도소의 주요 임무 

광산보안사무소 보안지도소 

·광해방지 지도 및 감독 
·구호작업 

·안전검사， 시설개선 명령 

·재해자 구출， 구호명령 
·구호대 지도 

·광산자체보안 규정 관리 
·시설성능 검사 

·광산보안 교육 
·보안관리 및 직원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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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산보안 
사무소 

대한석탄공사 
태백훈련원 

광산신규 
채용자 
기초교육 

<그림4.1> 우리나라 광산보안감독 계통 

가. 광산보안 사무소 

보안기술 및 기기연구 
i 해외기술협력 

I.J 한국기계연구소 

방폭장비검사 

우리나라의 광산보안 관련업무는 동력자원부 광무국 광산보안과에서 관장하여 감독， 

지휘하고 있다. 산업자원부 셜치법에 의하면 광산보안의 관장업무는 @광산에 있어서 사 

랍에 대한 위해의 방지(위생에 관한 통기 및 재해시의 구호 포함)， @광물자원의 보호，@ 

광산시설의 보존，@광해의 방지，@광산에 있어서 보안기술의 개선，@광산보안법에 관한 

교육 둥이다. 이러한 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현장 부근에 동력자원부 광산보안과 산하에 

전술한 바와 같이 5개 광산보안출장소를 운영하고 있으며 관장 지구는 다음과 같다. 영동 

지구(황지지구) 에 영동 광산보안출장소， 영서지구(고한， 정선， 영월지구 )에 영서 광산보 

안출장소， 중부지구(점촌， 단양， 충주， 대우지구)에 중부 광산보안출장소， 서부지구(서울， 

경기， 충남지구)에 서부 광산보안출장소， 남부지구(제주， 전남， 전북， 경남 일원)에 남부 

광산보안출장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각 보안출장소의 주요업무는 광산보안에 관한 

업무， 시설의 성능검사， 광산 보안관에 의한 순회 감독， 보안사상 및 보안기술의 지도 둥 

이다. 또한 광산 재해 발생 시에는 재해 상황 및 원인 조사를 실시하고 보안 법규위반의 

유무와 재해와 책임소재를 규명하며 향후 재해방지를 위하여 자료를 정리 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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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산 보안관 

광산 보안관은 광산 보안감독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산업자원부와 각 지방 광산보안 

사무소에 설치된 보안감독기구의 구성원이다. 광산 보안관의 자격에는 특별한 기준이 없 

고 일반공무원으로서 광산 보안행정사무를 담당하는 자 중에서 광산 보안관직을 겸임시 

키고 있다. 이들은 광산현장 검사권과 사법경찰권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광 

산 종업원으로부터 보안법규 위반사건의 신고를 수리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광산 현장 검 

사권이란 보안감독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광산현장에 파견되어 광산보안업무， 시셜현황 

및 서류 둥을 검사하고 관련자에게 질문을 할 수 있는 권한으로서 사법상 권한이 아니라 

행정상 권한이다. 이러한 권한의 행사시에는 관계인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권한올 표 

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하여 상호간의 오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사법경찰관은 광산 보안법의 위반사건의 처리에 있어서 광산에 관한 전문적인 지 

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건의 합리적 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광산 보안관에게 

부여된 권한이다. 따라서 광산 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도 보안에 관련되지 않은 사건에는 

권한을 행사할 수 없다. 광산보안 감독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광산 종업원에게 광산보 

안사건 위반에 관한 신고권이 주어져 있다. 즉， 광산에 근무하는 모든 근로자는 해당 광 

산에서 광산보안법의 위반으로 인명의 위해 또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위험성이 있을 때 

동력자원부장관이나 광산 보안관에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으로 이의 신고를 받은 

동력자원부장관이나 광산 보안관은 진상을 규명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다.광산보안위원회 

광산보안 감독행정의 관련기관으로 동력자원부장관 소속 하에 있으며 보안에 관한 중 

요사항에 관하여 조사 심의 및 건의하는 자문기관이다. 위원회의 구성은 광산 보안법 제 

2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인 산업자원부 차관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된다. 

라.광산보안지도소 

광산의 보안교육과 구호훈련， 보안기술 및 보안사상의 계몽， 보급 그리고 특수 또는 대 

형 보안기기의 공동보유 제도를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구로서 대한광업 

진흥공사의 산하기관이다. 

마. 광산보안 관리직원 

광산의 보안은 광산 보안법 상의 최고 책임자인 보안 관리자를 선두로 하여 보안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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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및 광산 근로자의 보안의식과 자주적 노력이 필요할 뿐 만 아니라 광산 경영자의 

보안확보에 대한 의식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광산 보안관리직원 제도는 보안에 관한 제 

반 업무를 전문기술자에게 담당하도록 하는 제도이며， 광업권자는 보안에 관련된 충분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필요로 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광산 보안기술 직원을 선임하여 보안 

의 책임올 분담하도록 광산 보안법에 규정하고 있다. 한편， 보안관리 직원올 선임하지 않 

아도 되는 광산의 경우는 광업권자 스스로 보안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도록 하고 있 

다. 광산보안관리직원은 보안관리자， 부보안 관리자， 보안계원， 보안감독자 및 보안감독계 

원으로 구성된다. 

제4절 광산 보안 교육 및 지도 

1. 광산 보안교육 기구 

가.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산지도부 

광산보안교육과 지도에 관련된 업무를 관장하는 기구로서 지도부 아래 보안관리과， 광 

산지도과 및 기술개발과 둥이 있으며 광산보안에 관련된 업무는 보안관리과에서 담당하 

며 , 그 주요 업무내용으로는 보안에 관한 교육과 훈련계획을 수립하고 조사연구 및 교육 

자료를 개발하며 ，보안기자 재의 수급계획 및 보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광산재해발 생 원인을 분석하여 계몽하며， 각 지구 보안지도소의 업무를 총괄하고 있다. 

나. 각 광산보안지도소의 연혁 및 기능 

(1) 태백지구 광산보안지도소 

1967년 9월 정부에서는 상공부 산하에 1개소의 광산보안센터를 설치하기로 의결하여 

1968년 7월 장성， 도계지구를 관할하는 황지지구 광산보안센터가 설립되어 광산보안에 관 

한 업무가 실시되어 왔다. 1978년 3월에는 그 명칭이 황지지구 광산보안지도소로 변경되 

었고 1982년 2월 광산시셜 및 성능검사 업무가 산업자원부로 이관되었으며， 1986년 3월 

태백지구 광산보안지도소로 개칭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본 지도소는 교육훈련과， 지 

도과 및 검사과의 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훈련과의 업무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광산 보안교육 훈련， 순회지도교육 및 계몽， 광산용 기자재의 현지공급 협조 및 비품， 소 

비품의 구매관리 둥이다. 지도과에서는 광산 구호대의 훈련， 광산 구호대의 설치 및 운영 

지도， 재해발생시의 구호 활동， 광산보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보안취약 확산 에 

대한 종합진단조사 및 분석， 보안장비의 보정과 수리 및 기술지도， 훈련， 경도의 운용 및 

관리 그리고 보안장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한편 검사과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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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내역은 광산용 시설설치 공사계획 숭인， 지표에 신설하는 기구의 승인계획 및 광산용 

시설의 성능검사이다. 

(2) 점촌지구 광산보안지도소 

점촌지구 광산보안지도소의 전신인 점촌지구 광산보안센터는 1973년 상공부로부터 설 

립 승인을 받아 1974년 4월 개소하여 경북， 경남 및 충북 지역의 보안업무를 담당하여 왔 

으며， 1978년 3월 개칭되었다. 1979년 1월에 화순지구 광산보안지도소가 설립되면서 기존 

의 관할지역 중 경남지역이 제외되었고 1989년 9월 지도소 업무의 증대로 인하여 1개과 

에서 교육 훈련과 및 검사과의 2개과로 기구가 확장되었으며 동년 10월 신축건물을 준공 

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교육훈련과의 주요업무 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광산보 

안 교육훈련， 순회지도 교육 및 계몽， 석재기술 교육훈련， 시추 및 숭갱도 굴착 기자재의 

입출고 및 보관관리， 광산용 기자재의 현지공급 협조 및 비품， 소비품의 구매 관리 퉁이 

다. 지도과에서는 광산 구호대의 훈련， 광산 구호대의 설치 및 운영지도， 재해발생시의 구 

호 활동， 광산보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보안 취약 광산에 대한 종합진단 조사 

및 분석， 보안장비의 보정과 수리 및 기술 지도， 지표에 신셜하는 갱구의 승인계획 및 광 

산보안장비의 정비 및 관리 동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또한 태백지도소 관할 이외 

지역의 광산용 시설의 설치 공사계획 숭인 및 광산용 시설의 성능 검사 등의 업무를 관 

장하고 었다. 

(3) 대천지구 광산보안지도소 

1973년 6월 상공부로부터 광산보안센터의 설립 숭인을 받아 1974년 7월 개소하여 경기， 

충남 및 전북지역을 관장하였고 1978년 3월 광산 보안지도소로 명칭을 변경하였으며 , 다 

음해인 1979년 1월 화순지구 광산보안 지도소가 개소함에 따라 관할지구가 충남， 경기 및 

서울로 조정되었다. 

대천지구 보안지도소의 업무내용은 사업계획의 수립， 광산보안 교육훈련， 순회지도 교 

육 및 계몽， 광산보안에 관한 조사연구 및 기술지도， 광산구호대의 훈련 및 광산구호대의 

설치 및 운영지도， 재해발생시의 구호활동， 보안취약 광산에 대한 종합진단 조사 및 분석， 

보안장비의 보정과 수리 및 기술 지도， 광산용 기자재의 현지공급 협조， 보안장비의 정비 

및 관리， 지표에 신설하는 항구의 숭인계획 및 용품， 소모품의 구매관리 등이다. 

(4) 화순지 구 광산보안지 도소 

1978년 2월 동력자원부령으로 본 지도소의 설립이 숭인되어 1979년 1월 개소하여 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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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전북， 경남 및 부산지구의 보안업무를 담당하였으며 동년 1월에는 제주지구를 포 

함하도록 관할지역이 변경되었다. 본 지도소의 업무내용은 대천지구 광산보안지도소의 업 

무와 동일하다. 

2. 광산보안지도소 현황 

가. 인원 현황 

4개지구 보안지도소의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부장 2명， 장7명， 보안사원 32명 및 기능 

직 사원 19명， 총 60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경우에 따라서 정원보다 부족한 지도소도 있 

다. 

나. 시설 현황 

주요시설로는 사무실， 생활관， 구호대 강의실 및 합숙소둥이 있고 교육훈련용으로 대천 

지구를 제외한 3개 지구에 자주 시공 갱도가 시셜되어 있으며 , 태백지구에는 모의 훈련 

갱도가 설치되어 있다. 

3. 광산보안 교육 

광산보안지도소 주요업무 추진방향올 대별하면 교육훈련의 내실화와 강사의 자질향상 

으로 나눌 수 있다. 광산보안교육 내실화의 추진방향은 위험작업 근로자에 대한 교육올 

확대 실시하고 작업기능의 향상을 도모함으로써 종업원의 안전 의식을 고취하여 재해를 

방지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종래의 화약， 발파 보안계원의 교육과정에서 발파 보안교육 

을 분리시켜 갱내 보안교육에 편입시켰다. 이는 일반적으로 갱내보안계원이 발파 보안계 

원올 겸임하고 있기 때문에 1회의 교육으로 갱내 및 발파보안 계원올 선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사회문제로 심각히 대두되고 있는 직업병인 진폐 및 규혜의 예방을 

위한 교육이 유압장비교육올 제외한 전 교육과정에 대하여 실시하고 었다. 그 밖의 보안 

지도소의 교육으로는 국내 석재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능인력 양성교육을 이론 2주， 실기 

10주 총 12주에 걸쳐 실시하고 있다. 특히，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하여 강사들에 

대하여 지도소별 자체 교육， 연구 강의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전문지식을 함양하고 업무수 

행 능력올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내의 전문기관에 위탁교육 및 해외연수를 실행하고 었다. 

그러나 대한광업진흥공사의 4개 보안지도소에서 광산 근로자에 대하여 실시하고 있는 

광산보안교육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 피교육 대상자들의 참가율 저조이다. 둘째， 최근 정부 

의 석탄산업 합리화 계획에 따라 광산수가 격감되는 등 광업계의 전반적인 침체로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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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장기적인 투자의 부진이 초래되고 있다는 점동을 들 수 있다. 

제5절 광산보안 대책 및 개선 방향 

1. 보안 행정 

우리나라의 광산， 특히 탄광은 지질적으로 부존 상태가 매우 복잡하고 부존량 또한 빈 

약하여 작업조건이 외국의 광산에 비하여 열악한 상태이다. 또한 최근 광산 재해의 원인 

이 복잡해지는 양상을 띄고 있는 점 을 고려할 때 보안을 위한 과학적인 기술개발이 절 

실히 요구된다고 할 수 었다. 따라서 광산 보안이나 제도에 있어서도 국내 실정에 적합한 

체제를 독립적으로 확립해야만 하는 어려움을 안고 있다. 또한 광산 보안기구를 확대시키 

고 전문인력을 증원함으로써 각종 재해에 대한 보다 세세한 조사를 실시하여 재해방지의 

자료로서 활용하는 둥보다 현실적인 방안을 제도화함으로써 광산보안에 만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본다. 우리나라의 광산보안법은 1963년 3월 제정된 이래로 개정 

을 거듭하면 서 발전을 해왔으나 향후에도 광산 여건등 제반 변화에 따른 법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며， 또한 광산보안 행정의 능률화를 도모하고 현행법에 규정된 

보안시셜 계획의 승인신고로부터 시설의 성능 검사등 보안관리 감독과 광산자체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도록 하여 광산보안 대책에 만전을 도모하도록 하여야할 것으로 본다. 한편 

대형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재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집중적인 보안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며， 재해빈도가 높은 광산은 특수관리광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조광개발 광산에 대해서는 자본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보안장비 및 시설투자를 유도하도 

록 해야할 것으로 본다. 보안관리에 있어서 공로자를 우대하고 시상하므로써 보안관리의 

중요성을 인지하도록 하는 한면， 보안상 위배되는 행위를 하는 자는 강력한 처벌 조치를 

하여 보안 상별제도를 적극 활용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2. 보안 교육 

대한광업진흥공사 산하 ’보안지도소에서 실려하고 있는 보안교육의 수립에 있어서 정 

부의 합리화사업의 추진에 따른 폐광으로 인하여 광산근로 자수의 감소 등을 고려하여 

세밀한 교육계획을 세워야 할 것으로 본다. 또한 보안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하고 그 중요 

성을 널리 인지시킴으로써 교육 참가율을 높이도록 해야할 것으로 본다. 보안업무의 능률 

화를 위해서는 교육계획， 피교육대상자 및 교육 이수자 등의 자료를 전산화하여 보안교육 

관련업무의 능률을 향상시켜야할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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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안장비 및 시설 

가. 보안 장비 

광산보안법 시행령에 규정된 보안장비를 비치함은 물론 장비 및 시설 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실시하여야 하며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여야 한다. 특히 조광개발 광산의 경우 자 

본의 영세성을 고려하여 보안시절 설비 및 장비확보에 대한 투자를 유도하여야 한다. 

나. 보안 시설 

광산보안의 성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보안 시스랩 이 갱내의 전반 에 걸쳐 상호 

유기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즉， 광산 경내 외의 모든 작업환경과 

주요설비 및 장치， 기계에 대하여 중앙관 제소에서 감시， 통제하는 종합보안관리 시스템 

인 중앙집중감시제어 방식 을 채택하여 광산보안시설의 현대화， 자동화시키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국내에서는 1983년 3월부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와 일본국제협력기구에서 경동 

탄광에 시험장치를 셜비하여 적용가능성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실용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주요시설내역은 유도무선장치， 가연성가스(메탄) 감시장치， 배전 감시장치， 주 

선풍기 감시장치 및 벨트 컨베이어 감시장치 등으로 시셜 투비가 비싸고 직접적인 생산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광산재해의 적극적인 방지 

를 위하여 정부의 지원정책과 투자유도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히 가연성 가 

스가 발생하는 광산과 연생산량 10만톤 이상의 광산으로 가행년수 10년 이상의 광산은 

필수적으로 갖추어야 할 것으로 본다. 

다. 보안 기술 

광대재해의 방지를 위하여 우리나라의 광산재해를 유형별로 분류하여 전기적인 보안기 

술개발에 대한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재해의 원인중 에서 가장 높은 비 

률을 정유하고 있는 낙반， 붕락 및 운반 재해 동의 방지에 관한 집중적인 기술개발이 시 

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첫째， 낙반， 붕락재해 방지대책으로는 갱내 지주방식의 개선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종 

래 지주의 주종을 이루었던 목재지주의 사용올 억제하고 I 또는 U범 철주， 아취형 철주， 

카페식 지주 또는 자주식 지주 둥 사용하거나 또는 NATM 공법을 광산의 실정에 적합 

하도록 개발하여 이와 같은 재해의 발생올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며 , 아울러 채 

광법의 개선에도 꾸준한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으로 본다. 운반재 해의 방지대책상 최선 

의 방법은 운반의 기계화라고 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는 컨베이어 씨스탬의 확대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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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 적재， 적하의 자동화와 더불어 무인화 제어장치의 개발보급이라 할 수 있다. 막장운반 

도 슬러셔， 체인 컨베이어， 모노레일， 에어 호이스트 등을 이용한 기계화가 바람직하며， 

기관차와 광차의 탈선 및 충돌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분기점에 자동식 신호체제를 갖춤 

으로써 운반재해의 방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본다. 한편 작업장이 심부화가 진행됩에 

따라 사경운반은 운반효률이 떨어지고 재해의 위험성이 증가하므로 수갱 운반 씨스템으 

로의 전환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광산종업원의 위생상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분진에 대한 

발생 방지대책과 광산 폐수동으로 인한 광해방지기술에 대한 연구도 시급하다 고 사료된 

다. 

4. 경내작업환경 개선 

광산의 심부화에 의해 경내의 작업장의 환경이 악화되고 각종. 가스 발생으로 작업에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통기와 가스 발생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는 경내 통기 씨스 

템을 세세히 분석하여 적정 통기량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경내통기 전용 수갱을 굴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그 밖에 경내 국부통기에 있어서 압축 공기의 이용을 억 

제하고 실기 공급용 브로어(Blower)로 대체함으로써 동력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통기효 

율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으로 본다. 한편 경내온도상숭은 섬도 100m당 약 3도씩 상숭하 

며， 심한 경우 작업을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보다 효율적인 갱내 냉방장치의 개 

발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갱내의 분진 발생 역시 작업환경을 악화시킬 뿐만아니 

라 진폐 및 규폐 원인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으면 않된다. 분진 억제방 

안으로는 살수 장치 및 분진 보집기의 개발， 보급과 더불어 채광법과 채광 장비의 개선등 

근본적인 분진， 발생방지에 대한 연구도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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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광업 관련 정부조직 

정부의 광업정책 의지가 극명하게 반영되는 또 하나의 분야는 광업관련 정부 조직이다. 

국정방향， 경제적 여건 둥에 따라 광업정책이 변화하면서 광업관련 정부 조직도 많은 부 

침과 변화를 함께 해왔다. 따라서 광업관련조직의 변천 과정에는 광업정책 의지가 함축되 

어있기 때문에 이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 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 

제 1절 광업 관련 중앙정부조직의 변천 

1. 상공부 신설 

1없8년 11월 4일 대통령령 제24호로 상공부가 신설되면서 광업관련 조직으로 1국(광무 

국) 4파(광정과， 연료과， 광산과， 석탄과)를 셜치함으로써 광업 정책 수행을 위한 정부 직 

제가 마련되었다. 1앉%년 3일 31일 대통령령 제310호로 상공부 직제가 개정되면서 광무 

국의 석탄과가 폐지되었고， 1953년 11월 25일 대통령령 제539호에 의해서 “광무과”가 신 

설되었으며， 1961년 10월 2일 각령 제 192호로 광무국에 ”금속과”를 신설하였고. 1563년 

12월 16일 각령 제1710호로 직제를 개정하면서 금속과를 “공업체2국”로 이관하고， 광무국 

에 ”광산보안과”를 신설하였으며 1965년 7월 24일 대통령령 제3514로 광무국의 “연료과” 

가 폐지되고， 동력국(전기국을 개칭)에 ”석탄과”가 대체 설치되었다. 1970년 4월 28일 대 

통령령 제싫4호에 의거 광무국이 대폭 개편되면서 국장 밑에 “광물개발담당관(3甲)"을 신 

설하였으며， 광무과를 광업둥록과로 개편하고 광정과는 폐지하였으며， 석탄과를 동력국에 

서 이 관 받았다. 1973년 1월 16일 대 통령 령 제6460호에 의 거 광업 개 발담당관과 광업 둥록 

과가 폐지되었고， 1976년 4월 6일 대통령령 제PlJ67호로 광무국에 I개발과f가 신설되었다. 

2. 동력자원부 신설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어 1977년 12월 16일 동력자원부가 장공부로부터 분리 신설되면서 

광업관련 조직은 차관 밑에 ”광산보안관리관f을 두고， 자원개발국(광산과. 자원개발과， 해 

외자원과)과 석탄국(탄정과 석탄생산과， 석탄유통과)을 신셜함므로써 보다 강화된 조직을 

가지게 되었다. 1980년 4월 7일 대통령령 제9839호로 5개 광산보안 출장소(영동 3갑)를 

신설하여 광산보안업무를 강화하였고， 이어서 1981년 4월 2일 영동광산보안 출장소장 직 

급을 하향조정 (3급갑을 3급을로)하였다. 또한 조직체계 상의 각종 불합리점을 개선 · 정 

비하여 국정지표의 효율적 추진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정부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198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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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일 대통령령 제 10559호로 동력자원부 직제를 개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석탄국을 

광무국으로 개편하고 종전 석탄국의 석탄생산과， 석 탄유통과 2개과에 탄정과를 광정과로 

개칭하고， 광산과를 자원개발국에서 이체받고， 광산보안과를 신설하여 5개과를 두었으며， 

광산보안관리관을 폐지하였다. 1984년 11월 30일 대통령령 제11또0호로 광정과를 광업정 

책과로. 광산보안출장소를 광산보안사무소로 개칭하고， 영동 · 납부사무소장의 직급을 4급 

으로 상향조정하였으며， 1988년 5월 6일 대통령령 제 12440호로 나머지 3개 광산보안사무 

소장의 직급을 4급으로 상향조정하였다. 

3. 상공자원부로 통합 신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상공부와 동력자원부가 통합되어 상공자원부가 신설됨에따라 

1993년 3월 6일 대통령령 제 13807호로 상공자원부 직제령이 신설되면서 광업 관련조직 

을 자원개발국에 6개과(자원정책과， 광업진홍과， 광산지도과， 석탄수급과， 해외자원과， 해 

저자원과)를 둠으로써 대국체제가 되었다. 1994년 3월 14일 작고 능율적인 정부를 구현하 

고 국제화 · 개방화시대의 통상 및 산업여건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상공자 

원부의 조직을 합리적으로 개편하면서 광업관련 조직은 자원정책국(광업진홍과， 해외자원 

과)과 전력석탄국(석탄산업과. 석탄수급과， 광산지도과)으로 2개국에 분산 면제되었다. 

4. 통상산업부로 개편 

정부조직법의 개정으로 상공자원부가 통상산업부로 개칭되면서 통상 · 산업 및 자원정 

책 관련기능을 자율화 개방화 추세에 맞도록 조정하고， 산업활동에 대한 규제적 기능을 

완화하기 위하여 관련조직을 개편하였는데 1994년 12월 23일 대통령령 제14444호에 의거 

광업관련 조직은 자원정책실의 제3심의관 밑에 광업진홍과와 석탄산업과로 대폭 축소되 

므로써 가뜩이나 어려운 광엽의 정책개발 기능마저 위축되기에 이르렀고， 또한 1995년 10 

월 19일 대통령령 제 14793호로 광업진홍과와 석탄산업과가 자원정책심의관 소속으로 바 

뀌었다. 

5. 산업자원부의 1:11-드E 
E프 ~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통상산업부에서의 통상업무가 외무부로 이관되면서 새롭게 산업 

자원부가 발족하였고 자원정책실 아래의 자원정책심의관에 광업진홍과， 석탄산업과， 자원 

정책과， 해외자원과가 배치되었다. 광업등록사무소 1977년 12월 16일 대통령령 제877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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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광업둥록사무소가 3과(둥록과， 조사과， 처분과)34인 정원체제로 신설되었고， 1981년 

11월 2일 대통령령 제1α뻐호로 등록사무소장의 직급이 2급에서 3급으로 조정되었으며， 

1992년 8월 21일 대통령령 제 13722호로 둥록소장 및 각 과장의 직급이 다시 1직급씩 하 

향조정 되었다. 산업자원부 조직에서 광업둥록사무소는 차각 지방의 보안사무소와 함께 

차관 아래 직속으로 배치되었다. 현재 산업자원부의 광업 관련 부서의 구성은 그림 5.1 

과같다. 

자원정책싫 

자원정책심의관 석유가스심의관 

<그림5.1> 산업자원부의 광업 관련 조직 

제2절 정부 산하의 광업관련 기관 

1. 대한광업진흥공사 

광업등록사무소 

동부광산보안사무소 

서부광산보안사무소 

중부광산보안사무소 

남부광산보안사무소 

대한광업진흥공사 (이하 광진으로 약칭)는 석탄광뿐만 아니라 일반광에 대해서도 조성 

지원 업무를 담당 수행하고 있거니와 석탄광에 대한 지원과 육성 발진에 기여한 공적은 

지대하다는 명가를 받고 있다. 광진이 셜립되기 이전까지의 조성 · 지원 · 융자 · 업무 둥은 

석탄공사， 지질조사소， 산업은행 둥에서 분산 담당하고 있었다. 

가. 발족 당시의 기구편제 

1967년 6월 5일에 발족한 당시의 기구편제는， 사장-부사장-이사-부-과로 이어지는 7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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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과이며 방계로는 이사회， 감리 등으로 조직되었다. 조사부와 제 1조성부 및 제 2 조 

성부는 탄광을 포항한 민영 광산에 대한 조사 · 평가 및 광업자금 융자업무를 담당하였고， 

개발부는 기재대여 · 시추사업 및 기술지도사업을 담당하였다. 업무부는 대여기재의 관리 

및 공급， 그리고 보관업무를 담당하였다. 종래에 서울 · 충주 · 함백 등에 분산 보관하고 

있던 기재창고를 통합하여 통합 운영하게 되었다. 1988년에는 광물자원 외에 석재， 1991 

년에는 골재의 개발을 위한 지원업무를 확장하였으며 1992년 12월에는 익산에 석재산업 

지원사업소를 개소하였고 1993년 1월에는 정부로부터 석재업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다. 1993년 5월에는 공사의 조직을 19부 64담당에서 16부 54담당으로 축소 개편하였 

다. 1994년 2월에는 문경사업소를 정부인정 직업훈련기관으로 지정을 받았으며 1995년 2 

월에는 중국 사무소를 개소하여 중국에서의 자원 개발을 돕고 있다. 1996년 4월에는 조 

직을 다시 14처 52부로 축소하고 1997년 4월에는 호주 사무소를 개소하였다. 광진의 현 

재 조직은 <그립5.2>와 같다. 

<그림5.2> 광업진홍공사 조직도 

나. 자본금의 변동 

- 10억원: 1967년 3월 30일 법률 제 1935호로 광진법을 제정한 당시 전액을 정부가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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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하였다 

- 400억원 : 1975년 4월 4일 법률 제 2761호로 광진법의 일부를 개정하여 중자되었다. 

- 1 ，α)()억원 : 1980년 12월 31일 법률 제 3306호로 광진법의 일부 개정 

- 1 ，500억원 : 1986년 5월 12 일 법률 제 3831호로 광진법 일부 개정 

다. 지원사업 내용 

광진은 지질광상 조사， 탐광시추 · 굴진， 소재개발 연구， 광산안전， 기술 및 자금지원 둥 

으로 국내광업 개발， 자료정보수집， 광산조사 및 탐광시추， 자금지원， 개발컨셜팅 등의 

사업으로 해외자원 개발 그리고 석산조사， 시추， 교육훈련 및 자금지원 둥으로 국내의 

석재 개발 동의 주요 사업과 아래의 사업들을 지원하고 있다. 

1) 광산보안지도소 

동력자원부의 광산보안업무를 간접 보조하기 위하여 광업진흥공사는 주요 광산지역에 

광산보안 지도소를 운영하고 있는데 설치된 지구는， 태백 · 점촌 • 대천 · 화순 둥 4 개소이 

다. 1968년 7월 15일， 광진은 황지지구 광산보안센터를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1974년 

7월 24 일에는 점촌 · 대천지구 광산보안센터를， 1979년 1월에는 화순에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다. 광진에서 각 지구 보안센터를 설치 운영하면서， 종전까지 석탄공사가 운영하 

고 있던 장성 · 도계 · 영월 · 성주 · 화순의 준보안센터와 대한중석광업(주)에서 운영하던 

달성군 보안센타는 폐지되었다. 광산보안 도에 관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1979년 3 

월에 종래의 ’광산보안센타’ 라는 명칭을 f광산보안지도소’로 개칭하였다. 광진의 광산보 

안지도소는 광산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올 때의 구조작업， 광산보안 교육， 광산구호대의 훈 

련 지도， 광산시셜 검사업무 동을 담당하고 었다. 특히 태백에는 모의갱도를 건립하여 갱 

내화재 · 가스사고에 대비하는 광산구호대를 훈련하고 었다. 

2) 직영시추단 

탄전이나 광상에 대한 시추사업이 확대되면서 민간 도급업체만으로는 시공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어 광진 자체에서 시공하는 직영 시추단을 1975년 2월 3일에 설립하였다. 기능 

인력은 자체에서 훈련시켜 3개반 27개조로 편성하여 황지 · 점촌 · 대천 지역에서 시공하 

였고， ’76년 4월부터는 서울지역을 추가하여 4개반 32개조로 증원되었는데 각 조의 인원 

구성은 조장 1명， 운전공 2명， 담담공 4-6명으로 편성되었다. 

3) 광물시험소 

1975년 11월 23일 광물시험소를 개소 운영하게 되었는데 종래에 광진이 광산평가 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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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함에 있어 광물분석， 선광시험， 광물감정 등을 외부 타기관에 의해 수행하던 것을 자체 

에서 담당함으로서 정확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되있다. 선광제련 업무는 제철과 비철 

금속제련 시험을 제외하고 비교적 간단한 시설로 광산현장에서 생산이 용이한 금 · 은 제 

련시험에 주력하고 있다. 즉 수은에 의한 Amalgamation법과 청화액에 의한 Cyaniza톤 

ion법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한 국내 생산 무연탄 중 저품위탄의 연료화. 정탄의 공업 

용 원료제공 동을 목표로 각종 무연탄에 대한 선탄 방법을 시험 연구하여 각 탄광의 실 

정에 적합한 선탄 방식을 연구 지도하고 있다. 1989년12월 4일 과학기술처로부터 기업부 

셜연구소 인정을 받았다. 

4) 석탄개발계획단 

I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상공부 장관의 자문기관으로 ‘석탄광업육성 심의 

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심의회에는 심의위원과 조사위원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1971 년 2월 28일부로 상공부장관이 28명의 조사위원을 위촉하였다. 이에 따라 광업진홍 

공사는 사규 제 161호로 석탄개발기획단 (당시의 명칭은 석탄자원개발기획국)을 공사 내 

에 설치하고 심의회와 위원의 업무추진 실무를 담당토록 하였으며 상근조사위원 7명을 

위촉하여 업무가 시작되었다. 동 기획단은 ’석탄광업육성 임시조치법 I 제4조의 규정에 따 

라 석탄광장 기개발계획 정책수립에 다대한 기여를 하였으며 이후 각종 석탄개발 장기계 

획을 수립하는 데에 기여하였다. 

5) 해외자원 탐사 및 개발사업 

광진은 국내 민영 탄광에 대한 조성지원사업 외에도 국내 수요에 부족한 광물 자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해외 자원보유국에 대해서 조사 · 탐사 · 개획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1978년3월 1일에 전담 기구로 해외자원부를 신설하였다. 해외자원을 개발하는 업체에 대 

하여는 기금을 융자하는데 기간은 7-10년.， 이자률 연리 8 %, 원금균등 상환방식이다. 

6) 석재산업 지원 

석재산업이 수출상품 (원석 · 가공제품)으로서 인기가 높아가고 수출액 (’88년도 244,230 

천불)도 증가일로에 있으나 반면에 고급 석재류의 수입(원석 · 가공제품 )도 적지 많은 액 

수 ('88연도 30，794천불) 에 달하고 있어 국내산 석재업의 육성 지원이 요망되었다. 그러 

나 산림청의 토사채취 허가 동 제도상의 미흡으로 지원책이 부진하다가 개발 지원 업무 

가 광진으로 결정되자 광진은 1987년 3월 30일 담당 기구로서 석재부를 시설하였다. 그 

리하여 광진은 석재자원을 조사하여 매장량과 원석의 물성을 파악하며 채석업자와 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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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자의 실태도 조사 파악하는 한편， 기능공의 양성， 자금융자， 기술지도， 석재산업지원센 

터 설치 운영 둥 제도적인 지원체제를 마련하였다. 융자대상은 채석업자 또는 석재가공업 

자이며， 토석 채취허가를 받고， 3년 이상 채석할 수 있는 매장량을 갖고 있으면 시설 및 

운영 현금을 융자 (105억원 계획)하고 있다. 또한 점촌지구 광산보안지도소 내에 석재기 

능공올 양성하는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우수한 기능인력을 업체에 배출하고 있다. 

2. 한국자원연구소 

7L 설립 및 변천 

한국자원연구소는 1918년에 조선 지질조사소로 셜립되어 70여년의 변천과 발전의 역사 

를 통하여 국내 유일의 지질 · 자원 관련 전문연구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1918년 지질분야를 전담하는 지질조사소가 설립되어 지질 및 광산 분야에 대한 기초연구 

가 수행되어， 조선지질도를 제1집에서 제 19집까지 발간하였으며 조사연구 결과는 조선지 

질요보와 광산조사요보를 통하여 발표하였다. 또한 1923년에는 연료선광연구소가 설립되 

어 탄전조사와 금 · 은광의 처리법 연구룰 수행하였으며， 광업기술원의 단기 양성소 역할 

도 담당하였다. 광복과 함께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 및 부셜 광업기술원 양성소는 

통합되어 1946년 국립중앙지질광물연구소가 창셜되었고 1949년에 중앙지질광물연구소로 

개칭되었다가 그 후 1962년 6월에 국립지질조사소로 개칭되었다. 1973년에는 국립지질연 

구소와 국립광엽연구소가 합병되어 국립지질광물연구소로 개편되었고 1976년에는 정부의 

특정출연연구기관법에 의하여 국립지질광물연구소의 기능과 기구를 재단법언 자원개발연 

구소로 개편， 발족하였다. 1978년도에는 소관 부서가 과학기술처에서 신설 행정부처인 동 

력자원부로 이관되었다. 자원개발연구소는 1978년 국립시험원 산하의 광업기술부를 흡수 

하여 명실공히 지질 · 자원연구의 종합연구소로 발전하여 우리 나라의 육지와 해양의 지 

질조사， 광블자원의 탐사 및 개발， 선광 · 제련 둥의 자원활용 연구， 자원경제 및 지구과학 

기초연구동 지구과학과 자원개발 관련 연구를 수행해 오고 있다. 1980년 말 정부 산하 연 

구소의 통폐합 정책에 의하여 자원개발연구소와 한국종합에너지연구소는 재단법인 한국 

통력자원연구소로 통합， 개편되어 과학기술처로 이관되었다. 1991년 정부의 출연기관 통 

폐합에 따라 한국동력자원연구소는 에너지 기술분야는 한국에너지기술연구소로， 지구과 

학 · 자원개발 분야는 한국자원연구소로 분리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한국자원연구소의 현 

재 조직은 〈그림 5.3>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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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임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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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구부 

활용연구부 

해저석유연구부 

지구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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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기획부 

기획예산고} 

국제협력과 

연구관리과 

<그림5.3> 한국자원연구소 조직도 

나. 지질조사 및 자원탐사 사업 

행정부 

총무과 

회계고} 

시설자재과 

한국전쟁으로 많은 자료가 소실되고 연구 · 실험시설이 파괴되었으나 그 기간동안 태백 

산과 소백산 지역의 광물자원 개발을 위하여 항공탐사가 실시되었으며， 태백산 지하자원 

조사사업을 수행하였다. 국립중앙 지질광물연구소의 중요 활동은 국립 지질조사소로 개 

편된 이후에 이루어졌으며， 이 시기에 있어서의 활동은 중요 광산 및 광화대에 대한 지질 

조사와 탄전조사 및 시추 둥에 국한되어 있었다. 이것은 인원 및 예산의 제한에 의한 것 

으로 인원과 예산상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적지 않은 업적을 남겼다. 일례를 들면 한국 전 

역에 대한 조사와 매장량의 확정 또는 추정， 해저자원의 실태， 동， 연， 아연 철광상의 부 

존상태， 활석， 고령토， 납석 동을 포함한 비금속자원의 부존 상황， 희유원소광물의 부존실 

태조사， 핵연료자원의 탐사， 특히 철자원의 전국적인 부존 상태를 탐지하기 위한 항공기 

에 의한 자력탐사동으로 써 한국의 지하자원 부존 상태를 밝혀 주는 기초자료를 제공함 

과 아울러 1/껑0，αU 지질도 및 1/50，αU 지질도의 발간 둥으로 한국의 광물자원 탐사의 

기초를 닦아 놓았다 . 

그 동안 물리탐사 기술이 도입되어 전기， 자력， 중력， 탄성파， 방사능 탐사가 실시되었 

으며， 1/25만 지화학 분포도가 작성되었다. 한편 대륙붕 지역 35만Jun2에 대한 항공자력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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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해상 탄성파탐사가 실시되었으며， 1970년도부터 해양지질부가 신셜되어 해저지질도 

작성의 기틀올 마련하였다. 1963년부터는 지하수 및 광천조사를 실시하여 수리지질도를 

작성 발간함으로써 지하수 이용의 기초를 확립하였으며， 금속 비금속의 제련시험과 우라 

늄 선광제련 연구가 수행되어 광물활용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후 항공물리탐사， 

대륙붕 석유자원 탐사， 섬부물리탐사둥의 탐사 기술을 자립하였다. 

다. 석탄개발 분야의 사업 

기계화채탄사업단이 주체가 되어 1980연부터 본격적으로 탄광채탄 막장에 실시한 신채 

탄법의 적용시험은 대체로 ’83년도까지 일단락을 지었고 ’84년도부터는 각 탄광에서 보 

편적으로 실용화가 가능하며 생산성 향상과 막장 생산비용 절감에 효과가 크다고 인정되 

는 6개 신채탄볍올 선정하여 확산 보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수평분충 채탄법， 중단붕락식채 

탄법， 중단 위경사식채탄법， 계단식채탄 법， 무인절삭식채탄법， 수력식채탄법 동의 6개 신 

채탄법올 개발 적용하였다. 

이 밖에 대형 갱도 굴칙기술로 NATM (New Austrian TunnelLing Method) 공법을 탄 

광 현장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정착시켰고， 광산보안분야에시 갱내중앙집중감시 System 

(C.S.S : Centralized Supervisory System) 올 실용화하는 데에 성공하였다. 채탄개발 합 

리화방안에 판하여 구식적인 대책을 연구 제시하였고 탄광의 생산원가 절감에 대하여도 

실용적인 제 기법을 연구 보고하였다. 또한 가정용 연탄의 열효률 향상에 관련된 연소이 

론의 정립과 이를 기초로한 여러가지 연소기구의 개량 설계 입상연탄의 제조 연구 및 연 

탄자동 보일러 연구개발 저열량무연탄올 활용하기 위한 수 · 유혼합연소기술. 유통충연소 

기술에 관한 연구도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석탄광의 개발성 평가， 암반공학 기술개발， 광 

산장비 국산화， 광산보안과 팡해방지 기술기발 둥을 통하여 자원개발 기술과 함께 지질광 

상 및 개발경제성의 명가연구를 통하여 일반광 및 석재자원의 개발 및 활용 뿐 아니라 

해외자원개발기술의 정립하고 있으며 자원 활용분야에서는 저질탄 활용， 금속광과 비금속 

광의 처리， 정련 및 소재화， 회토류 광물의 정제 연구 동을 수행하여 자원활용기술의 개 

발과 부가가치향상 기술올 축척하고 있다. 

3. 대한석탄공사 

가. 설립 및 주요 업무 실적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이라고 약칭)의 창립은 1950년 5월 4일 법률 제 137호 r대한석 

탄공사법’의 공포에 의거한 것이며 ， ’50년 11월 1일에 발족하였다. 그 이전은， 광복 후 

1없6년3월 18일 미군정 상무부지령 제 18호에 의해 남한의 주요 탄광인 삼척(장성 · 도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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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을 비롯하여 영월 · 화순 · 단양 · 문경 · 은성 · 울산 · 길원영일 · 동선탄광 등을 직영으 

로 지정 운영하였고， 정부 수립 후에는 ’48년 9월 6일 상공부 광무국 직할 탄광체제로 강 

화하였다. ’48년 11월에 종래에 전기국 소관이었던 영월탄광을 광무국으로 이관하였으며， 

소규모 탄광은 민영화되었던 것이다. 

또한 석탄판매와 자금조달을 담당하였던 조선석탄배급회사도 석공창립에 따라 석공으 

로 흡수 통합되었다. 설립목적은， 정부가 지정하는 석탄 광산을 운영관리하며， 석탄의 생 

산 · 가공과 분배의 업무와 그 부대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것이다. 자본금은 100억원( 당시 

의 원은 구 화폐단위로 현재의 1 ，αm만원에 해당)으로 하고 전액올 정부가 출자하였는데 

1 차로 40억원이 불입되었다. 

설립 초기의 경영상태를 보면， 자산 · 부채에 있어 제1회계연도 말인 1951년 3월 31 일 

시점에서 자산 (40억원) 대 부채 (약 7 억원)의 비율은 85% 대 15%로 일견 대단히 우수 

한 상태인것 같으나 실상은 6.25전쟁으로 인하여 별다른 영업 활동을 영위하지 못했다는 

반중이기도 하며 자기자본 불입액인 40억원(법정자본금 100억원 )이 활용되지 않았다고 

평가된다. 그런데 제2회계 연도 말 (1952년3월 31 일 현재)에 가서는 자기이자본 (40억 

원) 15.4 %, 부채(융자 · 단기부채 약 260억원)는 84.6%로 변동되어 급격한 자금난을 나타 

내고 있다. 즉 인플레이션의 압력에 의한 물가고에다가 자본부족으로 인하여 83억원을 차 

입하였고， 석탄구입 미불금， 임금미불 등 단기부채가 52.7 %를 점하여 경영상태는 불건전 

성에서 벗어나지 못하였다. 자산 상황을 보면， 제 회계연도 말(1951년 3월 31 현재)에 있 

어서는 인계 재산이 무기 처리되고 자기자본 40원억에 의한 거래와 투자만이 표시된 것 

과 6.25전쟁 둥으로 투자와 거래가 진척되지 못한 관계로 고정자산은 불과 2%인데 유동 

자산은 거의가 현금과 예금으로 98%를 점유하는 기형으로 나타났다. 제2회계연도 말에 

있어서는， 재해복구， 기업투자 동 생산 재개를 위한 투자가 진척됨에 따라 고정자산(약 

63억원)이 24% , 저탄을 비롯한 유동자산 (약 198억도)이 76%의 비률로 개선되었다. 1952 

년 7월 31일 시점에서는 석탄판매의 부진과 미수금의 증가 둥으로 유통자산 (약 248억원 

)의 비율이 81 %로 다시 자금 압박을 가져오게 되었다. 

석탄공사가 발족한 익년인 1952연도의 석탄생산량은 444천톤인데 민영탄광을 합친 전 

국총생산량의 약 77 %를 점유하는 우위에 있었으나 이후 민영 탄광의 개발이 활발해짐 

에 따라서 명목상의 생산량은 증가했는데도 전국생산량에서 점유하는 비률은 감소되기 

시작하여 1960년도에 이르러 역전되기까지 과반수의 생산량을 점유하였다. 

1980년 12월 자본금이 1 ，500억원으로 대폭 증자되었는데 4년만에 3배로 늘어서 경영 내 

실화를 기하게 되었으며 1981년 6월 30일 시점에서 생산 누계 l 억톤의 위업을 달성하였 

다. 1983년 6월에 무연탄 비축업무를 개시하여 석항사업소가 개설되었고， 1985년 10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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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 제2수갱이 준공 가동하면서 제2단계의 심부개발올 실현하게 되었다. ’87년 3월에 비 

축탄 업무의 확장에 따라 와룡과 대우사업소가 개설되었다. 

나. 조직의 변천 

1) 발족 당시 ('50년 11월 1일 )의 기구: 총재 1 -부총재 1 -이사 7 인으로 이사회를 

조직하여 중요한 경영방침을 의결하고 집행하였다. 본사에 총무국을 비롯하여 생산 · 업 

무 · 경리 · 자재 등 5부와， 기획실 · 감사실 등 2실올 두었다. 현장 광업소는 장성 · 도계 · 

영월 · 화순 · 은성 둥 5개 광업소가 있었고 사업소는 부산출장소를 비롯하여 인천 · 묵호 

등 3개 출장소를 두었으며， 연탄공장은 청량리공장 둥 전국에 177~ 공장을 갖고 있었다. 

2) 조직 확장: 1962년 5월에 열관리연구소를 인수하였고 이 기능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 

기 위하여 ’64년 4월에 기술연구소로 개편하였다. 1967년 6월에 나전탄좌회사와 성주광업 

소를 매입하여 중산올 도모하였으며， ’68년 7월에 자본금이 100억원으로 증자되었는데 

'50년에 공사 발족 당시의 자본금 1천만원 (당시 화폐로는 100억원 )에 비할때 에 18년만 

에 무려 1천배로 중가한 것이다. 

3) 조직의 조정: 1969년 4월에 장성 제 1수갱이 준공 가동하면서 장기개발 기반을 구축 

하게 되었으나 석공의 경영상태는 악화되어 경영쇄신책으로 '72년 4월에 127~ 석탄판매 

출장소를 폐지하였고， 통년 9월에는 일제때부터 개발되어 온 전통 깊은 영월광업소를 채 

산악화로 폐광하였으며 ， '73년에는 역시 원가의 압박으로 나전 · 성주광업소를 휴광하였다 

가， 1년이 지난 ’74년에 성주광업소는 조광계약으로 재개발되었고， '75년에는 폐광하였던 

영월광업소를 역시 조광계약으로 재개발하였다. 1976년에 영동지역에 있는 화성탄광올 

매업하여 확대 재개발하였고， 1977년에 자본금이 500억원으로 중자되었는가 하면， 무연탄 

수입 업무를 '78년부터 개시하였는데 이것은 석공의 고유업무가 아니고 정부의 위탁에 

의하여 담당한 것으로 현재에도 계속하고 있다. 

4) 조직의 축소: 1989년 당시 본사기구로 사장-부사장-4개 본부장-14개부 · 실로 조직 

되어 있고， 9개 광업소 .9개 영업소 .4개 지원소가 있었고 종업원수는 12,216 명이었다. 

국제유가의 장기 저락세의 보합으로 무연탄은 유류 에너지와의 경쟁에서 경제성올 유지 

하기 곤란하게 되었고， 여기에 무연탄의 생산비는 심부화 진전에 따른 비용의 자연 중가， 

노임의 고율 인상 동으로 채산성이 악화되어 결손 광업소가 발생하였으며， 석탄 가격은 

인상되지 않고 동결되는 둥 경영올 압박하는 사태에 봉착하였다. 이의 대웅책으로 ’89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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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광업소의 정리， 비생산부문의 인원 감축， O.M.S의 제고로 경영합리화를 실현하기 위 

한 계획을 추진하였고 영월 및 나전광업소는 '90연에 민영화되었다. 석공은 국가가 경제 

난에 처했던 1998년 구조 조정을 단행하여 사장-부사장-2개 본부장-4처 -13부와 3개의 

광업소， 3개의 영업소로 기구를 대폭 축소하였다. (그림 5.4참조) 

!- q| 사출1 . 「핑 
1 감사역 i 

짧
 

= 

쐐
 

인천사무소 

호남사무소 

화순광업소 석항사무소 

<그림5.4> 대한석탄공사의 조직도 

4.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가. 설립 및 현황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은 각각은 석탄산업볍 제 31조 및 동볍 시행령 제 35조에 의하여 

설치되었고， 1987년4월 3 일 에 발족하였다. 석탄산업법은 1986년 1월 8일에 제정되었고，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는데 이보다 앞서 동력자원부는 '86년 9월 25일에 석탄산 

업합리화사업단을 설립하기 위한 준비사무국을 개설하여 정관작성과 3개 기존 법인체를 

흡수 통합하는 실무작업을 진행하였다. 3개의 기존 법인체는 재단법인 한국석탄장학회 

· 재단법인 석탄광지원사업단 · 사단법인 한국석탄품질검사소 둥이며 이들 법인체들은 석 

탄산업볍 부칙 제6조에 의하여 모든 권리와 의무를 사업단에 승계하고 해산되었다. 셜립 

준비사무국에서는 3개 법인체의 실무책임자들과 합동으로 정관 작성을 비롯하여 통합 흡 

수에 따르는 절차 및 제반 규정류를 작성하였다. 1987년 1월 16일에 동력자원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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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립위원 5명을 위촉하였는데 이 설립위원은 석탄산업법 제5조에 의거한 것으로 사업단 

의 셜립에 관한 업무 및 셜립등기 등 모든 법적인 절차를 담당하였다. ’ 87년 3월에 동자 

부 장관의 셜립인가 및 둥기 둥록 숭인올 얻었고 ’87년 4월 2일에 제 1차 이사회를 개최 

하였고， ’87년 4월 3일에 설립둥기를 꿀내고 현판식올 가짐으로서 사업단은 공식으로 발 

족하였다. 설립 당시는 3본부， 1검사소， 2실 ， 7부， 6개 지방지소로 구성되었으나 현재는 2 

본부， 1실， 4부와 사업본부 아래에 4개의 지소로 개편되었다. 현재의 조직은 <그림5.5>와 

같다. 

기획부 

므
 

l 총
 鐵= 

織짧
 

= 

願<그림5.5> 석탄합리화 사업단 조직도 

나. 사업단의 기본운영방향 

1) 석탄산업의 합리화 추진 

· 석탄산업의 합리적 발전에 필요한 정책 과제의 수행 

· 석탄 및 가공제품의 기술개발과 사용상의 안전성 증진 

• 폐 광 탄광의 효율적 정 비 및 지 원 

2)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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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및 장학사업의 추진 

근로자의 후생복지 사업의 적극 추진 

광산안전 및 후생복지 투자적립금의 관리 및 지원 강화 

3) 품질검사의 관리 강화 

석탄 및 연탄의 품질검사와 공정거래 유도사업 

연탄질의 지속적 검사로 소비자 권익보호 

석탄의 검사기술 지도 및 탄질 통계 유지 

4) 사업단 운영관리 체계의 정 립 

사업단 운영계계의 완비 

석탄회관 및 기금관리의 체계화 

· 기획예산의 적정화와 조사 통계의 전산화 

5) 정부 위탁사업의 효율적 집행 

탄광근로자 기초교육비의 국고보조 지원 

심부 탄광 전력비의 국고보조 지원 

탄광지역 후생복지 및 장학금 국고보조사업 수행 

다- 주요 업무; 비경제성 탄광에 대한 폐광지원 

폐광지원제도에 있어 근로자에 대한 임금성 경비 지원은， 퇴직금은 75%, 임금은 명균 

임금을 기준으로 임금 2개월 분과 실직위로금으로 1개월 분 등 3개월 분을 지급하며 이 

외에 생활 안정금， 특별위로금， 이주 및 구직 활동자금， 재해 위로금， 자녀 학자금 등을 

폐광 탄광의 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탄광에서 이직하는 근로자와 탄광에 재취업하는 

근로자를 구분하였고， 이직근로자는 다시 신체 정상자와 신체 결격자로 구분하여 각각 3 

개 유형으로 구분 지원하고 있다. 석탄광업자에 대헤서는， 광업시설 폐기 이전비로 톤당 

8，100원과 산림훼손 및 광해복구비는 실발생 비용 전액을 지원하고 있다. 

라. 폐광 후의 가행 탄광 변화 

'89년도에 폐광 지원으로 130개 탄광이 폐광되었고， 이들 탄광의 생산량은 ’88연도 실 

적으로 4，343천톤에 달했으며， 11 ，075명의 근로자가 탄광을 떠났거나 혹은 재취업하였다. 

폐광으로 인한 감산은 무연탄의 수요 감퇴에 대용하는 효과를 거두게 되었으며，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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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하는 계속 가행 탄광들은 전국 총 저탄량의 감소로 향후의 운영에 그만큼 부담을 경 

감하게 되 었다. 전국의 가행 탄광수는 ’89년말 시 점 에서 2027R로 줄었는데 전년도와 대 비 

하여 145개가 폐광된 것은 폐광 지원탄광 외에 자연감소와 신규 및 재개발 탄광이 생겼 

기 때문이다. 이로서 ’89년도 생산량은 20，785천톤으로 전년대비 350여만 톤이 줄었고 근 

로자수는 14，325명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률은 생산량에 있어 약 15%, 근로자수는 약 23% 

에 달하였다. 

마. 탄광 근로자 후생복지 증진 

사업단이 폐광지원 대책 업무 외의 주력하고 있는 업무의 하나가 탄광 근로자에 대한 

후생 복지 증진 업무인데 그 내용은 근로자 자녀에 대하여 학자금을 지원하는 것과， 탄광 

지역에 복지시설올 확충하는 것 ， 또 진폐 예방사업올 전개하므로써 건강관리 둥이다. 

1) 학자금 지원 

사업단이 ’89년도에 학자금으로 지원한 금액은 10，272백만원에 달하며 대학생， 고교생， 

중학생 동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진급하는 32，015명의 학생이 혜태올 입도록 하였다. 

2) 탄광지역 복지시설 확충 

탄광지역의 낙후된 문화시셜과 생활편익 시셜올 확충하는 일으로 태백시를 비롯하여 

고한에 지역 석탄회관올 건립하였고， 도계지역은 ’90연도에 시공될 예정이다. 이 석탄회 

관은 예식장， 수퍼마켓， 이 • 미용실 동을 갖추고 있어 탄광지역에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있는데， 운영은 전국 광산노동조합에 위임하여 건전한 노동조합의 활동올 지원 

함으로써 노사화합의 분위기 조성에도 보탬이 되고 있다. 이 외에 6개 탄광에 목욕탕 7개 

소를 시설하여 보건 위생환경을 개선하였고， 8개 탄광 18개소에 공동사용시설을 하였으 

며， 학생독서설도 1개소 건립하여 자녀들에게 교외 학습하는 장소를 제공함으로써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또 진폐 예방사업으로 집진기 및 철수시스뱀 설계와 제작을 추진하 

였고， 방진마스크를 2077R 탄광에 15，αm개를 보급하였다. 

바. 석탄산업 조사연구 

석탄합리화사업의 일환으로 필요한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 사업을 수행하였는데 1990년 

까지의 주요 조사연구 실적은 아래와 같다. 

@기술개발 및 조사연구사업 

@ 석탄산업의 합리적 육성을 위한 형가 모형 개발 : 육성기준으로 생산규모 10만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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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장량 10년 가행， 암질 4，α)()， 탐탄성과 5,400 (에너지 경제연구원 ) 

@ 국내 무연탄 수요개발 ’석탄광 개발을 위한 합리적 수요관리는 민수용 10백만톤， 

발전용 5백만톤， 산업 · 기타용 1백만톤， 계 16，αB 천톤 (자원산업연구원 ) 

@ 산탄지 연탄제조 공급방안 .연탄을 산탄지나 중계지에서 제조하여 프라스틱 용기에 

넣어서 서울까지 공급 (가정도)할 때의 가격과 서울 연탄가격을 비교한 조사연구인데 석 

탄3사 기술연구소가 수행한 결과에 의하면 산탄지제조 연탄가격은 개당 214원 62전으로 

서울가격(195원)보다 19원 62전이 비싸고， 중계지 제조 연탄은 208원36전으로 13원36전이 

더 비싸다는 결과가 나왔다. 

@ 기타 : 국내탄 Coal Briguette제조 및 이용 (대성중앙연구소 수행) . 고질연탄 개발 

( 석공기술연구소 수행 ) . 무연탄 수요예측 모댈개발 및 장기수요 전망 외에 9개 과제를 

수행하였다. 

@ 석탄광 기술지도; 호남탄좌 둥 8개 탄광을 대상으로 학계 및 전문가들로 지도반올 

편성하여 인접 폐광으로 인한 출수사고 험진단둥 15개 분야에 대하여 기술지도를 수행 

하였다. 

5. 대한석탄협회 

현 대한석탄협회의 전신은 대한탄광협회로 1949년 7월 6일에 상공부의 절립 인가를 

받아 8월 6일자로 발족하였다. 당시의 주요 탄광들은 상공부의 직할탄광들이었고， 민영 

탄광은 충남 보령(대천)지역과 강원도의 영동지역에서 소규모로 개발에 착수하기 시작한 

초창기였다. 당면한 사업은 민영 탄광의 종업원들에 대한 식량배급의 알선과 개발 자금의 

융자 알선， 미군 잉여물자를 인수하여 배정하는 사업을 수행하여 기반구축을 다져가고 있 

었을 때에 불의의 6.25전쟁 발발로 부산으로 피난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다가 서울 수복 후 

1953년 3월 23일에 서울에서 재건총회를 개최하여 임원진을 개선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다. 

협회의 사업은 주로 당인리발전소에 납탄하는 업무를 추진하였는데 기준열량이 5,400 

Cal/kg 이였기 때문에 충남지역의 탄광들은 열량 미달로 상당한 곤란을 겪어야 했다. 협 

회는 운전용탄의 납탄 사업량이 확대됨에 따라서 제도적인 문제로 협회의 기능으로서 더 

이상 감당하기 어려운 단계에 봉착하여 '64년 4월 20일에 개최된 정기이사회에서 탄광협 

동조합을 설립하여 발전용탄 납탄사업을 양회로부터 분리시켜 협동조합으로 이관하기로 

의결하였고 이에 따라 상공부장관의 협동조합 셜립 인가를 얻은 후 1964년 9월 15일에 

발전용탄 납탄사업을 협동조합으로 완전히 인계하였다. 1965년을 전후하여 협회에는 불 

미스러운 경리사고가 발생하여 협회의 운영이 마비상태에 빠지고 회장단과 이사진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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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 사임， 직원의 대폭 감원 등 운영 쇄신을 위한 대수술이 단행되어 집행부서의 유급 

직원수는 부장 l 명， 과장 1 명， 서제 1명 등 3명뿐이라는 초 긴축 상태가 되었다. 1966년 

1월 26일에 개최된 제 1271 정기총회에서 임원 개선으로 신임회장에 허 윤， 부회장 최형순 

이 선출되었고， 이사 15명 (종전 27명) 감사 2명올 선출하였다. 신임 회장단의 운영쇄신 

책이 주효하여 않7만여원의 사고금을 회수하고， 부채 1 ，203만여원을 상환하는 성과를 거 

두었다. 1960년대 후반올 맞아 민영탄광업계는 정부의 지속적인 탄가통제로 인하여 채 

산성의 악화로 감산이 우려되어 정부 당국에 대해서 탄가현실화를 강력허 요청하여 왔으 

나 정부의 저물가정책과 가정연료의 안정공급 확보차원에서 탄가는 계속 통제되었으므로 

대안으로 탄광협회는 국고보조금 교부의 제도화를 추진한 결과 ’69년에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제정 공포되어 ’70년도부터 시행케 되었는데 이 국고보조금 교부 

제도는 현재에도 계속되고 있다. 

1970년대에 탄광협회가 이룩한 중요업적은 ’74년도에 업계가 기금을 출연하여 재단법 

인 한국석탄장학금를 껄립하였는데 ’86년도까지 약 70억원올 출연하였다 정부에서도 '76 

연도부터 국고보조금으로 장학회에 기금올 출연하였고. 이것이 모태가 되어 지금은 정부 

에서 장학금을 지원하고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 사업올 시행하고 있으며， 그 동안 

탄광 종업원 자녀들의 상급학교 진학에 지대한 공헌을 하고 있다. 1979년도에는 광산공 

업고둥학교의 설립기금을 조성하는 데에 업계가 주력으로 활동하였는데 약 15억원을 출 

연하였다. 광산공고는 80년 3월 8일에 개교식과 함께 최초의 제 1학년 입학식올 거행하 

였다. 1980년은 정치적으로 격동을 겪었는데 전년의 10.26사태로 야기된 국가적인 위기상 

황을 극복하기 위한다는 명분으로 비상조치들이 단행되었으며， 그 일환으로 정부의 유사 

단체 통합방침에 따라 대한탄광협회는 한국연탄공업협회를 홉수 통합하여 1980년 9월 6 

일 I대한석탄협회 ’ 라는 새로운 명칭으로 발족하였다. 이에 따라 생산업자와 수요자가 

단일체제를 구성하여 상호 협조하는 체제로 변모하였다. 1981년도에는 재단법인 석탄광 

지원사업단을 설립하는데에 주체가 되었고 장차의 폐광대책을 강구하기 위하여 업계가 

자율적으로 활동올 전개한 결과. 기금 조성은 동력자원부의 고시에 의하여 석탄가격에 톤 

당 100원을 부과하였고， 이것을 탄광업자가 생산량에 따라 사업단에 납부하였는데 이 폐 

광대책사업은 지금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시행하고 있다. 

1985년 4월에 전산실을 설치 운영하기 시작하였는데 컴퓨터 시스탬에 의하여 석탄광개 

발 및 정책입안 자료를 제공하는 한편， 독자적인 정책개발 건의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 

공하는 동 성과를 거두고 있다. 1986년 12월 31일부터 ’석탄산업법 이 시행되었는데 이후 

에도 석탄업계는 운영난이 가중되었고， 석탄가격의 인상도 한계점에 도달한 절박한 상황 

속에서 생산올 유지하기 위하여 정부당국에 건의와 진정을 거듭한 결과 현재는 정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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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료， 근로자자녀장학금， 철도 및 공로수송비， 진폐기금 등을 탄광업자에게 지원하 

게 되었다. 그런데 협회는 회원수의 감소와 철도후불사업의 감축에 따른 수입재원의 축소 

로 인하여 활동 위축이 예상되고 있어 새로운 수입재원 조달책이 필요한 단계에 봉착하 

고 있다. ’89년의 기구는 회장-상임부회장-상임이사 (2명 )-3부-7과로 되어 있었다. 회원 

수는 58사 (탄광50， 연탄 7 , 특별회원 석탄공사) 인데 '82년도의 131사에 비할때에 56 

%나 감소되어 석탄산업의 쇠퇴상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6. 대한탄광협동조합 

중소기업 협동조합법에 의하여 1964년 9나 4일에 설립 인가된 대한탄광 협동조합은 그 

설립 배경이 처음부터 독자적으로 출발한 것이 아니다. 그사연은 설립취지문에서 ”탄광협 

회를 모체로 하고 그 회원을 주간으로 조직하여 협회와 표리의 관계에 두고 단결 융화를 

유지함으로써 정부로부터의 융자， 판로의 개척， 기자재의 불하알선 둥 협회로서는 수혜 

못하는 제반문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협회를 통하여 상호부조… ”라는 구절에서 적 

절히 표현되어 있다. 

종전까지 납탄사업은 탄광협회에서 담당하여 오다가 탄광협동조합의 발족에 따라서 납 

탄사업은 조합으로 이관되었다. 발족 당시의 조합원수 (탄광업체수)는 52업체에 출자금은 

110좌，1，100천원 이었다. 연탄사업은 형식상으로는 조합으로 이관되었으나 사업자금의 지 

원이 불가능해서 사업은 부진하였고， 1965년 2월부터 철도청에 기관차용탄으로 납탄하기 

시작하여 ’67년 3월까지 2년 6개월 동안에 22만여톤을 판매하였는데 디젤기관차로 전면 

대체됨에 따라 철도용 납탄은 중단되었다. 1앉%년 4월 28일에 한국전력(주)와 수습계약을 

체결하고 각 발전소에 발전용탄 공동판매사업을 처음으로 시작하여 금일에 이르고 있다. 

초년도의 납탄수량은 영월발전소를 비롯하여 삼척 · 부산 · 마산 · 서울 등에 628천톤에 

달하였고， 점차로 매년 증가를 하다가 주유총탄정책이 시행되면서 발전용 연료는 B.C 유 

로 대체 전환되기 시작하여 ’69년도부터 납탄수량은 감소되어 '70년도에는 3817 톤으로 

격감되었고， 이러한 감소보합 추세는 ’74연도까지 지속되어 조합 운영은 수입 감축으로 

운영난을 겪게 되었다. 주유에서 주탄으로 정책은 궤도 수정을 하게되자 '75년도에는 128 

만톤으로 발전용탄이 증량되기도 하다가 그 후 4년 동안은 반대로 감소되는 등 기복이 

무상하였기 때문에 조합의 운영은 굴절을 면하기 어려웠고 집행부 임원진의 노고는 대단 

하였다. 조합원수(탄광업체수)가 가장 많았던 것은 198년연의 3427H 업체가 최고이며， 납 

탄수량은 ’82연도 이래는 연간 200만톤 수준 (’85연도 제외)을 꾸준히 지속하였으며 '87 

연도에는 244만여톤으로 최고기록을 수립하였다. 그런데 대다수의 조합원업체는 영세성 

을 면치 못하고 개발여건이 열악할 뿐더러 채산성의 악화로 경영난에 봉착하게 되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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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원 업체수는 현재까지 계속 감소하였다. 탄광조합의 공동판매사업은 발전용탄 연탄만으 

로는 조합원 탄광의 생산량을 소화하기에 부족하기 때문에 정부비축탄 사업을 적극 추진 

하여 좋은성과를 거두고 있다. 또한 민속 고유의 명절인 추석절과 연말년시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영세 탄광업자의 지금수요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한광업진흥공사가 대출하는 융 

자 절차에 대하여 조합에서 지원하여 운영자금을 조달하는데에 기여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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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석탄가격 및 지원제도의 변천 

제 1절 무연탄 가격제도 및 가격 

1. 제도의 변천 

일제의 강점기인 1930년대 후반부터는 모든 물품 가격이 전시체제의 공정가격으로 통 

제되면서 석탄도 이 대상에서 예외일 수가 없었다. 1945년 미군정이 실시되면서 미군정 

은 1945년 10월 9일자 일반공시 제2호를 고시하여 일제와 마찬가지로 석탄 가격올 통제 

하였다. 이는 남한에서 석탄의 공급상황이 수요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부족한 절박한 상황 

올 반영하는 것이다. 1948년 정부의 수립 이후에도 물가 상숭을 억제하기 위하여 탄가는 

계속 통제되었고， 그 책정 기준은 석탄 공사의 생산 원가를 기준으로 삼았다. 대한석탄공 

사법에 의하여 석공탄의 가격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는 법정가격제도가 1952년 

4월에 확정되었는데 민영탄은 임의로 매매하는 자유거래을 하였지만 석공탄의 가격은 사 

실상 통제를 받았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정부는 물자의 독점매석과 물가 앙등올 

방지하기 위하여 군사혁명 포고령 나6호로 석탄을 지정가격으로 정하였고， ‘61년 11월 19 

일 ’물가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고시가격으로 정하였다. 이 두 번의 조치에서 

는 종래의 석공탄과 민영탄의 구별올 폐지한 것이 특정이었다. 1964년 7월 31일 ’물가조 

절에 관한 임시조치볍‘에 의거하여 석공탄은 고시가격으로 분리하였고 민영탄은 자율가격 

으로 환원하였는데 이 당시 석공이 전체 석탄 생산량을 40% 이상 점유하고 있었기 때문 

에 석공탄가만 통제하면 민영탄가를 자율화하더라도 실제로는 통제 효과를 거둘 수가 있 

었다. 1974년 4월 3일 ’물가 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석공탄가를 최고 가격으로 변 

경하고 민영탄가는 자유매매가를 그대로 존손하였다. 1975년 4월 2일 동법에 의하여 석 

공탄과 민영탄가는 자유매매가로 그대로 존속하였다. 1975년 4월 2일 동법에 의하여 석 

공탄과 민영탄의 자유매매가는 24년 만에 폐지된 것이다. 1976년 3월 15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고 가격제도는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다. 

2. 가격 및 둥급의 변동 

가. 비발전용 무연탄 

발전용탄을 제외한 무연탄의 가격은 단일 가격이 아니라 열량으로 구분하여 현재는 

3,500 - 4,999 Cal/l‘g 의 무연탄을 7개 급수로 구분하여 고시하고 있으며， 그 밖의 열량은 

자율화되어 있다. 이들 가격은 수요자 즉 연탄공장 소재지의 가장 가까운 기차역에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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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숭도로 거래되는 것으로 운엄 차이로 인하여 지역에 따라 연탄가격에 격차가 나지 않 

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1967년 7월 26일에 시행된 둥급은 최저 9급탄 3,500 Ca1/kg에서 

최고 특3급탄 6,7999 Ca1/kg 까지의 12동급으로 구분하였으나， 1979년 4월 16일부터는 등 

급마다 각 1호， 2호로 세분하여 24개 동급으로 변경되었다. 이것은 저열탄 생산 탄광을 

보호하고 생산극대화를 촉진하기 위한 목적이었으나 품질검사의 오차로 인하여 크게 좌 

우되는 문제점이 생겨서 1982년 7월 4일부터는 1둥급에서 9둥급으로 축소 조정하였다. 

나. 발전용탄 가산금 제도 

화력발전소에 판매하는 무연탄에 대해서는 고시가격보다 비싸게 가산금을 지급하는 제 

도인데 이것은 발전소에 납탄을 촉진하여 화력발전에 차질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탄 

광측에서 발전용 납탄을 기피하는 이유는 연탄공장에 비하여 품질검사가 엄격하고 또 기 

준열량에 미달될 때에는 벌과금을 공제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탄가는 고시가격보다도 더 

싸게 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무상 볼수당하는 일도 있었기 때문이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와는 이율배반적으로 연탄용으로 적합하지 않는 저열량탄을 발전용탄으로 소화하며， 이 

저열량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탄광을 지원하는 정책적인 보상수단의 효과도 아울러 내 

포하고 있었다. 이 가산금 제도가 시행된 배경으로는 1973년 제 l차 세계석유파동 이후 

벙커C유를 사용하는 화력발전소의 발전원가가 무연탄 발전에 비하여 고가여서 이를 무연 

탄 발전으로 대체하려고 해도 다른 한편에서는 연탄의 소비도 급증되어 발전용탄의 판매 

를 탄광업체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1974년 12월 1일 상공부는 화력발전소에 무연탄 공급올 증가 촉진하기 위하여 상공부 

의 지시로 발전용 탄가에 대해서는 고시가격에다 22-25%를 더 가산하는 제도를 시행하 

기 시작하여 1977년 12월에 시행된 탄가 조정 때부터 정식으로 고시가격에 포함시켰는데 

분화비용， 검사비용， 벌칙에 따른 위험부담 둥을 감안하여 고시가격에 22-25% 정도의 

일정비윷을 가산하여 고시하였다. 1985년 4월 가격고시 때부터는 일정 비율 가산제를 폐 

지하고 일정금애 가산금 제도로 변경하였는데 이때부터 가산금은 동결되었기 때문에 이 

후 탄가의 인상때마다 가산금의 비율은 감소하였고， 1988년 7월 시점에서 발전용탄 가산 

금은 7급탄 (4，α)()-4，199 C려Jkg) 경우 톤당 1，180원이고 급외탄이면 톤당 9，300원까지이 

며 가산율은 3.2-14.5% 수준이 다. 

발전용탄 가격은 가산금 제도가 있는 반면에 범칙금도 아울러 시행되고 있다. 즉 각 발 

전소별로 열량규제치가 지정되어 있는데 이 규제치에 미달되면 열량에 따라 가산금은 적 

용되지 않고， 또한 최저 열량 하한치인 2.750 Ca1/kg에 미달하면 무상으로 몰수되는 제도 

였다. 이 탄대지불 하한치의 열량변동 추이를 보연， ‘74년 11월 30일까지 모든 화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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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00 C려/kg， ’75년 4월 1일까지는 모든 화전에서 3,500 C허/kg ， ‘76년 7월 31일까지는 영 

월화전은 3，α)() C려자ζg ， 그리 고 다른 화전은 3.500 C외/kg으로 구별하였다. ’77년 8월 31 

일까지는 영월화전은 3,300 C허/kg， 여타의 화전은 3,600 Cal/l땅으로 하향 조정되었고， 

‘84년 4월 30일까지는 각 화전은 공통적으로 3,000 Ca1/kg 으로 내렸다가 더욱 하향 조정 

되어 2,750 C려까\:g 까지 조정되었다. 무연탄을 사용하는 화력발전소는 영월， 서울 당인리 

(1978년 이 후 가동 중지 ), 삼척 , 부산， 마산， 군산， 영 동. 제 천 등 871 의 화력 발전소가 있 

다. 각 화력발전소의 연간 무연탄 소요량은 영월화전이 40만톤， 영동 75만톤， 삼척 7만톤， 

군산 20만톤， 부산 26만톤， 여 천 100만톤 등이 다. 

다. 수입 연탄 

1) 가격제도 

국산 무연탄의 열량 저하 및 물량 부족을 보충하기 위하여 1978년부터 무연탄을 수입 

하기 시작하였는데 당시의 가격이 국산탄에 비하여 비썼고 수입 무연탄을 혼합한 연탄이 

연소할 때 클링커의 취약으로 회가 쉽게 부줘지는 결점 둥으로 인하여 수입탄 혼합올 기 

피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또 혼합 사용에 따른 추가 비용의 발생도 무시할 수가 없어 이 

러한 불리한 점을 보완하고 혼합 사용을 권장 촉진하기 위하여 수입 무연탄의 판매가격 

을 연탄 원가 산정시에 기준이 되는 5급탄의 칼로리당 국산탄 가격과 동일한 수준으로 

고시하게 하였고， 기준열량은 5,500 Ca1/kg로 정하였다. 그런데 실제로 수입 무연탄의 열 

량은 기준열량 5,500 CaI/l‘g을 상회하였고 따라서 판매가격은 수입원가보다 비싸서 이 

수입 업무를 담당한 석탄공사의 수입탄 특별회계는 결손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 결손액을 

감소시키고 나아가서는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85년 4월부터는 수입탄의 열량기준을 

5，500에서 5,800 C려까ζg으로 상향 조정하게 되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수입탄의 판매가격이 

인상되었다. 1987년 하반기부터 수입탄의 도입원가는 국산탄 가격보다 저락하는 역전 현 

상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국제 에너지시장의 안정에 따른 가격의 하락과 원화 

의 절상 등 요인이 동시에 작용한데다가 국산탄가는 반대로 상숭하였기 때문이다. 이렇게 

가격에서 수입탄이 값싸게 되자 연탄공장에서 수입탄의 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어 

1988년 5월 10일에 시 행한 탄가 인상 때에 수입탄의 열량당 판매가격을 종래의 5급탄 기 

준에서 5,800 C뻐'kg 기준의 국산탄과 동일한 열량당 판매가격으로 조정하므로써 국산 

고질탄 가격과 수입탄 가격과의 격차를 완화하였다. 무연탄의 수입량도 초년도인 1978년 

에 646천톤으로 시작하여 대체로 연간 200-300만톤 정도를 수입하였으며， ‘81년에는 430 

톤을 수입하였다. 수입선 국가는 미국， 아프리카지 역， 아시아지역으로 대별되며， 물량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미국산이 많았으나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아시아 지역의 물량이 더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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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 

제2절 연탄가격 제도 및 가격 

1. 제도의 변천 

연탄가격 제도의 변천은 무연탄의 가격제도와 가격을 조정할 때에 대체로 동시에 시행 

되어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여 왔지만 제도의 내용은 반드시 일치한 것만은 아니었다. 

1945년 10월 9일 미군정 일반고시 제2호에 의하여 연탄가격은 통제되었는데 현재에 이르 

기까지 수차에 걸쳐서 자율가격 제도가 간헐적으로 시행되기는 하였으나 기본은 통제형 

이었다. 1952년 4월에 대한석탄공사법에 의거하여 연탄가격은 자율화되고 미군저의 유산 

은 청산되었다. 1961년 5월 16일， 군사혁명정부는 물자의 매점 매석과 물간 안정을 위하 

여 생필품의 가격올 동결하는 내용의 포고령 제6호에 의하여 연탄가격을 지정가격으로 

변경하였다. 연탄의 가격은 1961년 11월 19일 ‘물자조절에 관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고 

시가격으로 변경이 되었지만 다시 1964년 11월 25일 고시가격올 해제하고 당국의 묵인과 

연탄업체는 가격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제출하면서 가격은 두 번째로 자율화되었 

다. 이 당시에는 부산에서 연탄의 규격이 특허로 새상품 25공탄이 개발 보급되었고， 22공 

탄도 새로 출현하여 서울지역에 대량 보급되는 둥 상품 경쟁이 치열해저서 가격이 자율 

화 될 수 있었다. 1앉퍼년 11월 8일 연탄 판매가 과열되어 유통질서가 소란해지자 이것을 

정상화하기 위하여 업자의 자율 기능올 약간 가미한 협정가격으로 변경하였으며 그 형식 

은 자치단체와 연탄공장 간의 협정으로 이루어진다. 1967년 1월 20일 종래의 협정가격제 

도가 정착되고 유통질서가 정상화되자 업체에서 각서올 제출하고 가격은 세 번째로 자율 

화되었다. 1970년 9월 20일 당국의 묵인과 각서에 의해 연탄가격은 네 번째로 자율화되 

었다가 1972년 4월 3일 ‘물간안저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최고가격 제도로 변경되었고， 

1976년 3월 15일 ‘물가안정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도 최고가격 제도를 답습하였다. 

최고가격 제도가 처음으로 시행된 ‘74년 4월， 가정용 연탄 부족올 방지하기 위하여 산업， 

상업용의 수요 억제조치를 부분적으로 해체하였다. 1978년에 제2차 세계석유파동이 발생 

하면서 연탄의 수요는 급격하게 증가되어 공급부족 상태마저 우려되어 연탄의 소비절약 

을 추진하게 되었다. 이 소비 절약의 일환으로 1980년 5월부터는 4.많땅과 4.8kg의 연탄을 

가격고시 대상에 포함시켰다. 1982년 7월， 개당 3.아영인 소형탄만을 고시 대상으로 한정 

시켰고， 여타 규격의 연탄은 전격 자유화하여 가격 조정올 통해서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 

으로 조치하였다. 그 배후에는 정부의 저탄가 정책의 취지로 영세민 계충에 혜돼올 준다 

는 것인데 그 혜태이 중산충이나 상업용으로도 전이되어 저탄가 유지를 인하여 정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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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 보조금까지 교부하게되어 정책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초래하였다. 

2. 가격의 변동 

1990년 시 행되었는 연탄고시 가격은 3.6kg으로 기준을 삼고 있으며， 가격은 각 유통단 

계별로 고시되고 있다. 소형탄만을 대상 즉 연탄공장에서 출하할 때의 공장도 가격 ， 판매 

가격， 가정도 가격 등의 3단계로 구분하고 있는데 ， 판매소 가격은 공장도 가격+수송비+이 

윤으로 정해지며 가정도 가격은 판매소 가격+가정 배달료를 가산한 금액이었다. 연탄을 

해상으로 수송하는 12개 지역과 서울지역의 공장도 가격은 동력자원부가 최고가격을 기 

준으로 하여 추가로 발생하는 제조비용과 수송관리에 따른 수송비， 판매소 이윤 및 가정 

배달료 등을 감안하여 관할 시 · 도지사가 동력자원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별도로 고 

시하여 시행하였다. 이와 같이 계통 단계별로 가격을 고시하는 이유는 연탄의 유통 단계 

별 적정이윤을 정부가 규제함으로써 유통질성를 확립하고 연탄공장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공장도 가격의 산정 근거는 서울지역에 소재하는 7개 연탄제조업체의 

16개 공장의 제조원가를 기준하여 자기가본 이익률 10%를 보장하는 수준에서 결정하였 

다. 즉 원탄가격의 인상율을 정한 후 제조원가의 상승분을 추정하여 전년도의 제조원가에 

가산해서 당해연도의 원가를 산정한고 이 당해연도의 추정 원가에 자기자본 이익률 10% 

를 가산한 수준에서 서울 지역 공장도 가격을 결정하였다. 이 서울지역 공장도 가격을 기 

준하여 기지 지역의 공장도 가격도 가격은 제조규모의 차이 및 수송거리의 차이에 따라 

상이한 추가비용을 감안하여 동자부에서 정한 기준에 의거 ， 시 · 도지사가 결정 고시하였 

다. 시울지역을 기준으로 하는 이유는， 전체 연탄공장이 법인체이고， 대규모이며， 전국 연 

탄 소비량의 35-40%를 점유하고 있어서 대표값으로 인정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3. 수입탄 보전자금 

1978년 처음으로 외국에서 무연탄을 수입했을 당시의 수입탄 원가는 톤당 27，342원이었 

다. 수입 무연탄을 국내 연탄공장에 판매할 때의 가격은 톤당 13，530원으로 그 차액은 수 

입탄이 톤당 13，811원이나 더 비싸서 결손이 발생하였다. 정부는 이 결손을 보전하기 위 

하여 1979년 4월부터 열나 개당 6.7원을 부과 징수함으로써 사실상 연탄 가격이 인상되 

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수입탄 보전 자금의 규모는 수입탄의 도입 원가와 판매 가격 사이 

에 생기게되는 차액에 따라 좌우되는데 그 격차가 점차로 증폭되어 마침내 1982년 7월에 

는 수입탄 보전자금 부과액이 연탄 개당 11.2원으로 높아져서 문제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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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액 현상은 수입탄의 도입원가가 국산탄 고시가격에 비하여 더욱 상승되었기 때문이 

다. 그런데 이 시정에서부터 국제 에너지 수급사정이 안정도 원유가격도 하락하여 감에 

따라 국내 무연탄 가격도 하락하기 시작하였는데 1987년 하반기부터 수입탄의 도입원가 

는 국내 판매가격보다 싸지게 되었고， 수입탄 사업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어 연탄가격에 

부과되어 오던 보전자금 부여를 면제하게 되었다. 무연탄의 수입사업은 민간에 의한 영리 

를 목적으로한 상행위와는 성질이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에게 환원하는 조치로서 연탄 개 

당 3원씩을 간접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으로는 연탄 가격의 인상 요인을 그만큼 완화시키 

는 효과를 보았다. 

제3절 석탄광 지원제도의 변천 

1. 제 1차 5개년 계획 이전 

석탄광에 대한 지원제도는 개발자금 융자와 보조금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1945년 조국 

광복 후 남한에 진주한 미군은 군정올 실시하였는데 당시 민생 연료의 부족을 해결하기 

위하여 석탄 증산 정책을 추진하면서 미군청 직할 탄광(석탄공사의 전신)과 민영탄광들 

에 대하여 시셜보조금 및 생산장려금올 교부하였으며 ， 그 액수는 약 2억 1천 2백만원에 

달하였다. 1948년 정부수립 이후부터는 개발자금을 융자하였고 1952년부터는 민영탄광에 

대한여 탐탄갱도굴진 보조금을 교부하기 시작하였다. 

2. 탄좌 설정과 관련 사업 지원 
석탄층의 부존 상태에 따라 각기 광업권자가 다른 인접 광구를 통합해서 대단위 탄좌 

를 설정하고 이 탄좌를 집약개발하기 위하여 정부는 1962년 ‘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을 공 

포하였는데 동법에 의거하여 탄좌회사들이 설립되었다. 이 탄좌회사에 대해서는 동법에 

의하여 산업광도， 도로， 전기시설 둥 관련 사업을 정부가 지원하고 개발자금도 우선적으 

로 융자하며 ， 5년 동안 법인세 ， 영업세， 소득세를 면제하는 혜택을 부여하여 개발 속도는 

급진전되었고 생산 규모가 조광을 포함하여 연 200만톤 수준에 이르는 굴지의 대탄광들 

이 성장되었다. 

3. 광업량을 담보로한 개발 자금의 융자 

탄광에 대하여 개발 자금올 융자함에 있어 광업권을 담보로 융자하는 획기적인 제도가 

실편된 것은 1962년 공포된 ‘광업개발 조성법’에 의해서이다. 동법에 의하여 융자의 담보 

물로서 광업권자의 광업권을 펑가하여 담보물로 인정할 것이다. 탄광의 융자 업무는 석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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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에서 담당하였는데 후에 광업진흥공사가 설렵되면서 ‘광업개발 조성법’은 폐지되고 

동 업무는 광진으로 흡수되었다. 1967년에 ‘대한광업진흥공사법’이 공포되면서 광업진흥공 

사가 발족하고 일반광을 비롯한 탄광에 대한 개발 자금의 융자 업무는 대폭으로 개선되 

었고， 광진의 자본금이 확대되면서 탄광에 대한 융자 액수도 증대되었다. 

4. 탐광갱도 굴진 지원 사업 

탐광갱도 굴진 사업은 일반광산을 대상으로 ‘60년도부터 상공부 주관으로 시행되었는데 

석탄광에 대해서는 1966년부터 시행되었다. 사업의 내용은 당초에는 채광 유도 굴진비 

50% 를 보조하였으나 곧 폐지되고 그 대신 60%를 지원하는 제도로 변경되었는데 생산 

이 있을 때에는 6개월마다， 생산이 없거나 생산량이 부족하여 원금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에는 상환의무를 면제하는 지원제도이다. 

5. 보조금 제도의 확립 

1966년 말에 발생한 연탄파동을 계기로 정부는 가정이나 상업 부문의 연료 및 산업용 

보일러 연료를 석유로 대체 전환하는 이른바 ‘주유종탄’ 정책을 단행하면서 석탄 광엽은 

위축되기 시작하였고， 석탄 가격은 정부의 통제로 억제되어 탄광은 채산성의 악화를 초래 

하면서 운영난에 빠지데 되었다. 당연한 결과로 무연탄의 생산량이 감소하자 정부에서도 

더 이상 석유 편향 정책을 지속하기 곤란하여 다시 ‘종탄주유’ 정책으로 복귀하였으나 탄 

가 억제로 인하여 탄광의 운영난을 해소하기에는 미흡하였다. 저물가 정책의 고수로 탄가 

는 계속 인상폭이 억제되면서도 석탄 증산 정책을 펴야하는 이율배반적인 사실을 해소하 

기 위하여 1970년에 ‘석탄광 육성에 관한 임시 조치법’이 시행되어 탄광에 대하여 국고 

보조금을 교부하는 제도가 시행되었고， 1950년대 후반에 석탄산업합리화 문제가 본격적으 

로 검토되어 마침내 1986년 12월 31일부터 ‘석탄산업볍’이 시행되었다. 동법에 의하여 한 

국석탄장학회， 석탄광지원사업단， 석탄품질검사소 등은 새로 설립된 ‘석탄산업합리화사업 

단’에 통합 흡수되었고， 사업단은 폐광 등 어려운 합리화 사업을 수행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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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석탄광 합리화정책 

제1절 석탄산업의 구조적 대전환 

1. 기업환경의 급변 

가. 석유가격의 하락 보합세 지속 

석탄산업의 성쇠와 홍망의 원인은 단순하게 시장원리에 입각한 수요공급의 원칙에 의 

한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요인들을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첫째 정책의지 및 수단에 의한 

에너지정책에 크게 좌우되기도 하고， 둘째， 경쟁에너지인 석유가격의 등락， 석탄 생산. 원 

가의 고저， 소비자의 소득 수준의 고저， 인구 증가에 따르는 핵가족의 생성에 의한 가정 

의 수 즉 에너지 소비원의 증가， 외무의 수급사정， 주택정책 탄가 및 석탄 수요의 관리 

둥 여러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면서 형성되는 복합적인 결집체라 하겠다. 그런데 이 여 

러 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집된 가운데서 가장 민감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무래 

도 석유가격의 둥락으로 야기된다는 사실을 두 차례에 걸쳐 일어났던 세계 석유파동의 

경험에 의하여 실감나게 체득하고 있다. 

국내유가의 둥락 추이를 보면， 제1차 세계 석유파동이 돌발하기 직전인 ’73년 8월 8일 

의 기준 원유가는 배럴당 3.0불이었다. 이후 유가는 오르기 시작하여 ’81년 11월 29일까 

지 9년 동안에 14회에 걸쳐서 유가는 인상되어 기준 원유가는 배럴당 32.92불로 물경 11 

배나 폭등하였다. 이 가운데서도 가장 심 했던 경우는 ’74년 2월 1일에 무려 82% 폭등이 

라는 최고기록이 수립되었으며 '79년 7월 10일과 ’80년 1월 29일까지 6개월 사이에 각각 

59 %나 연속적으로 유가가 폭동하면서 국내의 경제 질서는 강타 당하였고 광란의 유가 

는 절정에 달하였던 것이다. 천정부지로 치솟기만 한던 유가는 '82년 3월 1일을 고비로 

소폭이나마 하락하기 시작하여 ’86년 3월 30일에는 거의 신뢰 수준으로 떨어졌고， 이후에 

도 속락은 계속되어 '90년 상반기까지로 이어지게 된다. 유가의 인하는 당연히 국내 석탄 

산업올 민감하게 자극하여 연탄의 소비는 감퇴하는 추세를 보이기 시작하였다. 물론 연탄 

소비의 감퇴는 유가 저락에만 기인한 것은 아니고 소득수준 의 향상에 따라 깨끗하고 편 

의성이 높은 석유를 가정연로로 선호하는 소비성향에도 크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은 재 

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나. 에너지환경과 석탄의 수요멸퇴 

1) 무연탄 가격의 인상에 제동 

석유가격이 ’82년 3월부터 저락하기 시작하자 석탄업계는 불안감이 대두하게 되었고， 

64 



기업의 전도가 불안하다는 불확실성은 세월의 흐름과 더불어 가중되어 갔다. 그러나 그 

와같은 불안 의식이 당장에 어떤 구체성을 띠고서 현재화된 것은 아니지만 추세적으로 

또는 개연성은 충분히 예측되었던 것이다. 판매가격이 오른다는 것은 업자에게 있어서 나 

뿔 것은 없다. 무연탄의 경우도 고유가가 시현된 1973년 이래 매년 인상을 거듭하였는데 

인상률의 최고치는 1974년 4월 3일에 51.3 %, 최소인상률은 ’85년 9월 5일의 1.5 % 둥 

다양한 인상폭을 보여 주었다. '74년에 최고 인상률이 된 것은 그 전년인 ’73년도에 탄가 

인상이었기 때문에 한꺼번에 2년치를 반영하여 인상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73 

연부터 ’87연사이에 석탄가 인상은 16회 시행되었는데 톤당 2，970원 (’72년: 6급탄) 에서 

38，190원 ('87년:5급탄 )까지 계속 인상되었고 이것은 약 12.8배에 해당하는 인상폭이 된 

다. 같은 기간에 있은 국제 기준 원유가는 13회 인상되었는데 배럴당 3불 ('73년 8월 8 

일) 에서 최고 32불 92센트 (’81년 11월 29일 )까지 인상되었다가 이후는 반대로 하락하 

기 시작하여 18불 34선 (’ 87년 10월 16일)까지 하락하였으니， 결론적으로 무연탄 가격은 

계속 인상된 반면에 유가는 계속 하락추세라는 점에서 무연탄 가격을 인상하더라도 유가 

의 경쟁에서 오히려 수요 감소라는 역기능에 봉착하는 단계에 들어서게 된 것이다. 

2) 연탄의 경쟁력 상실 

연탄 가격도 인상을 거듭하였는데 최소치는 2.9% (1976년 5월 14일 시행) 에서부터 최 

고치는 36.4%(1974년 4월 3일) 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시행되었다. 여기서 한가지 설명 

을 덧붙인다면， 1973년도에는 연탄가락의 인상은 없었기 때문에 전년의 가격에 준거한 것 

이고， 1974년에 최고 인상률로 된 것은 아마도 전년도에 불인상한 점을 감안하여 최고인 

상폭으로 조정했을 것으로 보인다. 어쨌거나 1973년의 연탄가격 (3.6kg 소형탄， 서울시 

가정도 가격)은 개당 22원이었고， '83년과 '84년 의 연탄가격은 그대로 거치되어 인상이 

되지 않았는데 이 때가 바로 가유가격이 8년동안 계속해서 오르기만 했던 상승곡선이 꺾 

어져서 하향선으로 변동한 시점과 근접하고 있는 것이다. 이리하여 연탄가격은 ’73년올 

기준으로 해서 '87년과 비교할 때에 8.5배가 인상되었고， 유가는 같은 시점에서 6.1 배의 

인상에 머물었는데 유가는 '82년도부터 하락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리하여 가정연료에 많이 쓰이는 경유와 연탄의 경제성을 비교할 때에 연탄의 

경쟁력은 점차로 약화되어 갔는데 석탄업계는 통념상으로 연탄가가 경유가의 2분의 1 이 

상으로 오르면 경쟁력을 상실한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한 생존분기점에서 쇠퇴 쪽으로 

급변된 위기상황이 1986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이후 계속해서 그 상대적인 경제성은 더 

욱 악화 일로에 이어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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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요 감퇴의 징후 

연탄의 수요 감퇴가 유가 하락과 동시에 당장에 일어난 것은 아니지만 유가 하락이 계 

속되고 보면 사태는 심각한 국면으로 전환될 수 밖에 없다. 경3년도와 ’87년도를 비교해 

보면， 민수용의 수요가 462만톤 더 증가되었다고는 하지만， 각 전년과 대비한 증가 물량 

이 둔화되어 가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전차의 여망은 더욱 암담할 것으로 업계는 본능적 

인 촉각으로 직 감하게 된다. '83년과 ’84년의 민수용탄 대 비 는 약 235만톤 중가， ’84년과 

'85년의 대비는 178만톤의 증가， ’85년과 ’86년의 대비는 약 115만톤의 증가，'86년과 '87 

년의 대비는 약 66만톤의 감소로， 매년 그 증가 물량은 전년 대비에 있어 현저하게 감소 

되었다. 전국의 저탄량은 9，595천톤('87)으로 전년보다 142만톤이나 더 증가되어 탄업계를 

곤경으로 몰아 넣었다. 

2. 탄광 경영 악화의 지속 

가. 영세 군소 탄광의 난립 

1987년도 중에 각간 생산 1천톤 미만의 영세 탄광수는 전국에 140개에 달하는데 이는 

총 탄광수 363개의 39%를 차지하는 군소 집단인 것이다. 이들 140개 탄광에서 생산한 석 

탄은 약 73만톤으로 총 생산량 24，273천톤의 3 %에 불과한 미약한 실정이다. 전체 탄광 

의 39%를 점유하는 군소 탄광이 생산량에 있어서는 3.0 % 밖에 담당하지 못하는데서 정 

책과의 마찰， 대업체와의 갈둥이 생기게 되고， 노임 체불， 광산보안의 취약， 저질탄 생산，’ 

후생 복지의 부재 동 여러 가지 폐단을 일으키 게 되었다고 지적되어 왔다. 

이들 군소 탄광의 대부분은 조광권으로 가행하고 있는데 지난 1981년에 광업법의 개정 

으로 종래의 덕대업자가 조광권으로 합법화되면서 법적으로 권리가 보장되어 결과적으로 

난립올 보았으나 잔탄 정리 둥 자원 활용면에서는 긍정적인 가치와 아울러 팽창하여 온 

수요 충족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나. 채탄막장의 심부화 

부존자원의 개발에 따르는 숙명적인 불리한 여건은 바로 부존자원의 고갈 및 채진과 

작업장이 심부로 이통한다는 점이다. 자연배수수준 이상의 경도가 수평으로 심부가 연장 

되어도 생산원가의 상승을 가져오게 마련이지만 이 단계에서는 큰 문제는 아니다. 그러나 

사갱 개발이냐 수갱이 펼요하게 되면 생산원가는 비례적으로 증가되고， 막대한 투자재원 

의 염출 조달과 감가상각비의 부담 둥이 큰 문제이다. 심부화에 따라서 작업환경이 악화 

되는 요인은， 지열의 상숭 (기계열， 발파열 ), 지압의 가중， 갱내수의 증가， 운반거리의 연 

장(갱도유지， 굴진량) 에 따른 능률저하 등이다. 이러한 작업환경의 악화를 정상 조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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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개선하기 위해서는 추가 비용의 부담이 가중될 뿐만 아니라 투입 인력의 증가， 시설비 

용의 증가 둥 경상비용도 더 늘어나게 된다. (표7. 1 ， 표7. 2 참조) 또한 수직으로의 심부화도 

그 지점의 가행수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되는데 통기와 배수를 위한 동력비 및 시 설비용 

도 생산원가의 상숭에 압박요인으로서 작용하게 된다. 1년 동안에 심부화로 나타나는 수 

직고차는 석탄공사가 전체 평균(1981년 -1986년)으로 10 m, 민영 탄광 (주요 9개 탄광 ) 

이 25m 씩 매년 심도가 증가되고 있다. 총탄공사 전체의 평균치에는 편차가 큰데 ， 장성 

광업소가 22m, 도계와 함백광업소는 1m 밖에 안되는 큰 차이l를 냐타내고 있으며， 탄층 

의 부존 상태라든가 가행 상황등을 감안할 때에 장성이나 은성의 심도 증가는 민영 탄광 

의 그것과 근사하므로 우리 나라 탄광의 심도 증가는 년 평균 24.4m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석공 전체와 민영의 평균치는 20.2 m이다. 심도 변화에 따르는 원가상숭률은， 석 

탄공사가 평균 5.1 %, 민영 탄광이 4.0 %인데 이 수치는 어디까지나 평균치라는 점을 충 

분히 염두에 두고서 평가해야 하며 ， 이 수치를 산출하는 탄폭， 가행심도， 생산규모 동 여 

러가지 상이한 전제조건이 고려된 것이다. 요컨데 이러한 심도증가 비용의 발생은 자연발 

생적이며， 다만 탄광기계화 둥으로 어느 정도 저하시킬 수는 있으나 채산성에 있어서 필 

수적으로 고려되지 않으면 안될 사항이 되고 있는 것이다. 

〈표7. 1> 심도변화에 따른 원가 상승롤 (석탄공사) 

심도(m) 원가(원) 싱도증가(m) 원가상승률(%) 100m당 상승율(%) I 

50-300 
50m: 26 ,616 

250 38.4 13.9 
300m: 36,837 

301-600 
301 m: 36 ,857 

300 13.3 4.3 600m: 41 ,772 

601-900 
601 m: 41 ,786 

300 7.6 2.5 
900m: 44 ,960 

901 -1 ,200 
901 m: 44 ,970 

300 5.3 1.7 
1.200m: 47 ,368 

평균 300 15.5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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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7. 2. 심도증가에 따른 월가 상승를 (20개 민영탄광) 

심도(m) 원가(원) 심도증가(m) 원가상승률(%) 100m당 상승율(%) 

50-300 
50m: 28.107 

250 7 .4 2.9 
300m: 30.179 

301-600 
301 m: 30.654 

300 10.3 3.3 600m: 33.814 

601-900 
601 m: 33.819 

300 10.5 3.4 
900m: 37 ,435 

901-1 .200 
901m: 37 ,459 

300 17.7 5.6 
1.200m: 44.081 

평권 300 11.9 4.0 

(주) 민영 탄광: 동원·삼탄·함태 · 장원 ·황지 · 정성 ·선동· 경일 · 강원 · 태영 · 대 

성 · 봉오 · 대정 · 영보 · 원풍 · 신성 · 호남 • 이양 · 홍일 · 대독 

다. 탄질의 저하 

탄가의 구조는 열량별로 9동급으로 구분하고， 열량의 고저에 따라서 가격도 차별하고 

있다. '87년 시점에서 무연탄 가격의 고시 최고가락은 3급탄 (4,800 C떠/kg -4，999 

C려까땅)은 톤당 42，420원인데 9급탄 (3,500 C려가‘g - 3,749 C머가‘g )은 톤당 29.650원으로 

가격차는 톤당 12，770원이나 된다. 물론 3급탄이나 9급탄만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탄광은 

거의 없는 형편이며， 주로 기준탄인 5급탄을 중심으로 각급탄을 생산하고 있는 실정인데， 

보편적으로 말 할 때에 고열량탄올 많이 생산하는 탄광은 채산성이 높아지며， 반대로 저 

열량탄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탄광은 그 만큼 이윤이 저하된다는 사실은 자명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결원이 누적되어 도산 폐광이 불가피하게 되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탄폭 둥 가 

행조건이 유사한 탄광 사이의 채산성은 열량의 고저에 의하여 절대적으로 지배를 받으며， 

부존 탄질은 어떠한 인위적인 노력에 의해서도 변화시킬 수 없다는 특성을 갖고 있다. 다 

만 선탄작업에 의하여 탄질올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도 있고， 채탄법의 개선에 의하여 

OMS의 향상과 막장 탄질을 어느 정도 향상시킬 수도 있겠으나 투자비용 및 선탄 비용 

의 부담 둥으로 역시 생산원가의 상숭은 불가피하게 감수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탄질의 여부는 실로 탄광의 생명을 좌우할 수도 있는 중대한 요건인데도 이 

탄질이 매년 저하되어 가고 있다. 환언하면 생산원가는 상승하는 데도 탄질의 저하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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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은 감소되어 마침내 결손 운영에서 탈출하지 못하는 바경제성 탄광으로 전락하게 된다. 

또 이 탄질의 저하는 생산적인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연탄의 품질을 저하시켜 소비자에 

게 불편과 피해를 주게 되며 연탄 사용을 기피하는 사태를 초래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탄질 향상을 위하여 외국으로부터 고질의 무연탄을 수입하게 되었고， 여기에 석유가격의 

하락 보합이 장기화되는 악재가 겹쳐서 마침내 석탄산업은 위기를 맞게 되었다. 정부는 

이상과 같은 여러 가지 석탄산업이 직면하고 있는 구조적인 결함을 과감하게 제거하고 

취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새로운 합리화 정책을 추진하게 되었다. 

제2절 석탄산업법의 제정 

1. 합리화 정책의 발진 

이른바 f석탄삼법’ 즉 석탄개발 임시조치법，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석탄수급 

조정에 관한 임시조치법 등은 석탄산업 전반을 지탱해 온 세가지의 법이었다. 1986년 시 

점에서 이 l석탄삼법’중 육성법과 수급조정법등 2개 법률은 그 유효기간이 모두 1986년 

12월 31일까지라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석탄개발법도 1962년 1월 1 

일자로 시행된지 24년이라는 한 세대에 가까운 세월이 경과하였는데도 임시조치법으로 

시행되고 었던 는 사실은 아무래도 모양이 좋지 않을 뿐더러 몇 개 조항은 육성법과 유 

사 중복되어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1984년부터 석탄업계에서는 석탄협회를 중심으로 하 

여 시한 만료를 2001연까지 연장해 주도록 정부와 여당측에 건의하였는데 동자부에서는 

진일보하여 차제에 3개 법률을 통합해서 새로운 법률을 제정하기로 방향을 정하였다. 

그리하여 한국동력자원연구소의 연구사업으로 선정 되었고， ’84년 12월 4일에 동자년 

자원정책부 주관으로 설명 및 토의가 있었다. 이후에도 수차에 걸쳐 기본방향 검토와 실 

무작업이 정부， 동자년， 광진， 석탄공사， 학계， 법조계， 석탄협회둥 각계의 전문인사들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1985년 4월， 석탄관련 3법 합 추진방향이 동자부에 의하여 제시되었 

고， 이에 따라서 1985년 4월 -6월， 석탄관련 3법을 통합하여 가칭 ’석탄산업합리화법안I 

제정을 위한 실무작업이 시작되었으며， 1985년 7월 r석탄산업합리화법안r 에 대하여 동자 

부， 석공， 광진， 동자연. 학계， 유관단체， 업계대표가 참석하여 최종 협의와 검토를 완료 

하였다. 1985년 7월， 대한석탄협회는 법 제정의 필요성을 부각하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 

며， 공감대의 형성과 분위기 조성을 목적으로 ’석탄산업에 관한 심포지움’을 개최하였다. 

1985년 9월， 동력자원부는 석탄산업법안에 대한 입법 예고를 하였고， 1985년 11월， 석탄산 

업법안이 경제장관 회의에 상정， 석탄산업 관련세제 지원제도에 관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있은 다음， 1985년 11월 20일 석탄산업법안은 국무회의서 의결되었다. 1985년 12월 16일， 

석탄산업법안은 국회 상공위원회서 검토를 완료하고， 1985년 12월 18일 국회서 의결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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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1986년 1월 8일， 법률 제잃07호로 제정되었고， 1986년 12월 31 일， 대통령령 제 12044 

호로 시행령이 제정되었다. 

석탄산업법은 이상과 같은 경위와 절차를 거쳐서 198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게 되어 

이 나라 석탄산업의 구조개편과 정책 대전환의 역사적인 이정표가 되었고， 비 경제성 탄 

광을 폐광 정비함과 아울러 합리화로 탄광의 취약한 체질을 개선 강화하므로써 생산기반 

을 재구성하는 전기가 되었다. 이로서 석탄관련 3개 법률은 1986년에 폐지되어 종언을 

고하였거니와 그 기본 취지는 발전적으로 석탄산업법에 포함되어 새로운 탄생으로 변신 

하였다. 

2. 석탄산업법의 골자 

CD 목적 : 석탄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총탄 및 석탄가공 제품의 수급안정과 유통의 활 

올 기한다. 

@ 석탄산업심의위원회 :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 제품의 수급안 

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 광업시셜의 공동사용 권고 : 동자부장관은 인접광구에 광업시설의 공동사용 · 설치 

를 권고할 수 있다. 

@ 석탄가공업의 허가 : 석탄가공업 (연탄공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동자부외관의 허가 

를 받아야 한다. 

@ 석탄 둥의 수급조절올 위한 조치 .동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 제품의 수급에 중 

대한 지장올 초래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에 의하여 조치할 수 있다. 

@ 조성사업비의 재원 : 정부는 조성사업비를 매년도 방카C유의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 

세액과 제조단계에서의 방카C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에 의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을 

부가가치세율로 나눈 금액의 100분의 6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조성사업비의 용도 

@ 석탄산업육성기금 

@ 석탄산업안정기금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제 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산업의 합리적 발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셜치한다. 

@ 폐광대책비의 지체 :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되어 광업권， 조광권， 계속작업 

권의 소멸둥록을 마친 때에는 사업단에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 적용기한 : 제 26조 (조성 사업비의 재원) 및 제27조 (조성사업비의 용도)의 친정은 

1991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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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농지법률 : 석탄개발임시조치볍 ·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 · 석탄수급조정 

에 관한 임시조치법 

@ 한국석탄장학회등에 관한 경과조치 : 한국석탄장학회， 석탄광지원사업단， 한국석탄품 

질검사소는 권리와 의무를 사업단이 승계하도록 주무부처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3.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의 설립 

가. 설립 근거 

석탄산업법 제31조 및 동법 시 행령 제 35조에 의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r이 설치 

되었고， 법인의 성격은 특별법에 의한 공익법인이다. 

1). 제31조 :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CD제29조 제3항 각호의 사업 및 석탄산업의 합리 

적 발전을 위한 펼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 이하 ’사업단 f 

이라 한다 )을 설치한다. 

2). 시행령 제 35조 : (사업단의 임원) φ사업단의 임원으로서 이사장 1 인을 포함해 

10인 이내의 이사와 감사 1인을 둔다.(2)이사장을 제외한 임원은 비상임으로 한다.@ 

이사외과 감사는 동력자원부장해이 임명하고， 이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 

서 이사장의 제청으로 동력자원부장관이 임명한다. 

1. 동력자원부의 석탄관련업무를 담당하는 2급 또는 3급 공무원. 

2. 사업단과 관련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임직원. 

3. 사업단과 관련되는 정부투자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 

4. 석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각부한 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의 임기는 3연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나. 설립 목적 

1) 석탄산업의 합리화를 위해 필요한 사업을 수행한다. 

2) 기존의 석탄관련 3개 기관을 통폐합 운영한다. 

가) 한국석탄장학회 (1975년 2월 설립， 석탄광근로자 자녀 학자금 지급) 

나) 석탄광지원사업단 (1981년 8 월 설립， 석탄광의 폐광 대책비 지급) 

다) 한국석탄품질검사소 (1982년 6월 설립， 석탄 및 연탄의 품질 검사) 

3) 1987년 4월 3일 발족 

다. 주요업무와 기능 

CD 석탄산업 합리화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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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석탄산업 장기계획의 작성 

@ 석탄산업 안정기금의 운용 관리업무 

@ 석탄광산 폐광대책 사업 

@ 석탄광 근로자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 사업 

@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관련 기술개발사업 

@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전성 증진사업 

@ 석탄광산의 근로자 후생복지사업 

@ 석탄광산에 대한 자전지원 사업 

@ 석탄의 공정거래를 위한 사업 

@ 석탄산업에 관한 연구 · 조사 · 통계 및 홍보사업 

@ 동자부장관이이 위탁하는 사업 

제3절 폐광지원대책의 내용 및 시행 결과 

1. 석탄산업합리화 추진 방향 

동력자원부는 폐광이 가능한 탄광의 지원대책과 경제성 탄광의 건전 육성방안을 중심 

으로한 석탄산업합리화방안을 수립하고，’88년 12월 21일 산업정책심의회에 상정 의결되었 

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석탄산업합리화 추진방향 

1) 합리화기본방향 

석탄산업의 자생력 제고 및 생산규모의 적정화를 유도하며 비경제성 탄광의 자율정비 

지원과 경제성 탄광올 건전 육성한다. 

2) 비경제성 탄광의 자율정비 방안 

@ 비경제성 탄광의 자율정비 

@ 업체의 정비 (폐광 ) 자율신청 (노사 합의를 전제 ) 에 의하여 연차적으로 정비대상 

올 결점하며， 수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시행한다. 

@ 효률적인 정비를 위하여 소요자금의 일부를 재정 지원한다. 

@ 폐광이직근로자 지원방안을 중점 강구한다. 

@ 광해 및 산림훼손 복구를 지원한다. 

@ 신규 탑광계획 억제 및 폐광 탄광의 광업권 둥 재설정을 금지한다. 

@ 석탄공사도 합리화 계획을 수립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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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비경제성 탄광의 정비기 

@ 정부가 고시하는 폐광지원 대상광산기준 범위 내로 폐광을 희망하는 탄광으로 하고， 

동 기준은 동자부장관이 석탄산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고시하며， 매년 다음 해에 적용할 

기준을 사전에 고시한다. 

cz) '89년은 일단 '87년 기준 채탄성과 4,000 미만 탄광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이 부진할 

때는 대상을 확대한다. 

다. 정비 추진 일정 

CD 1989년 1월 : 당해년도 정비물량 및 신청기준 등 정비기준을 고시한다. 

cz) 1989년 2월 : 생산량， 판매탄질， 부존여건 및 종업원수 등 업체의 예비신청 

@ 1989년 3월 : 정비심의회서 심의 후 정비업체를 유정 통보한다. 

@ 1989년 6월 : 노 · 사합의， 광업권(조광권) 소멸 또는 소감 요건 제시와 산재보험료 

납부 등 업체서 신청한다. 

(5) 1989년 7월 : 근로자 지 원금은 근로자에 게 지 급한다. 

@ 1989년 7월 : 근로자지원대책에 따라 계속사업으로 시행한다. 

라. 부문별 지원대책 

폐광하는 탄광의 이직근로자는 임금 · 퇴직금 둥을 탄광업자로부터 받지 못하게 될 경 

우에 대비하여 이직 후의 생활안정대책을 우선 강구하고 취업지원대책을 수립하였다. 

1). 폐광 이직자 대책 

가) 생활안정대책 (임금성 경비를 지원 ) 

(1) 지원범위 및 기준 

CD 업체별로 체불노임의 실 발생분과 관계없이 엄금의 2개월분을 지급한다. 
@ 퇴직금은 재직년도별 차이를 반영하여 근로기준법상 최저액의 4분의 3을 재직년수 

별， 임금수준별로 지급한다. 

@ 기본지원기준으로는， 임금 2개월분， 퇴직금， 실직위로금둥 6개월분을 지급한다. 

@ 추가지급기준으로는， 탄광재취업 여부를 구분하여， 재취업자에게는 10.5개월 ， 아닌 

자에게는 11.9- 1 1. 2개월분을 각각 지급한다. 

2) 취업지원대책 

탄광재취업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석탄산업법을 개정 반영하고， 고용 탄광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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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centive를 부여한다. 자영업지원으로 1인당 500만원을 장기저리로 융자한다. 전업훈련지 

원을 위해서는 기능 · 영농을 훈련시켜 취업을 알선한다. 

3) 광업권(조광권) 소멸 및 시셜폐기 지원 

가)지원기준 

’87년 채탄성과 평균 이하의 탄광을 조사하여 일률지급금액을 정하되 ’85- ’87년 평균 

연간 생산실적 또는 판매물량 중 업주가 신청하는 물량으로 산정한다. 

나)지급금액 

회수가 불능한 자산액으로 톤당 8，100원을 지급한다. 

다) 세제 지원 

석탄산업올 산업합리화업종으로 지정하고， 조세감면규제법 이외에 현행 관련법령의 범 

위 안에서 최대한 세제를 지원한다. 

4). 탄광 정비에 따른 지역대책 

광산지역종합개발 2단계사업 (’87- ’91년)올 보완 추진하며 산림훼손지 및 폐석장 복 

구적지를 이용하여 영농 · 축산단지를 조성하므로써 자연 환경을 활용한 국민 휴양지사업 

을 추진하고， 무공해 산업 및 경공업단지를 조성한다. 

5) 석탄산업의 건전육성 방안 

생산성 향상을 통한 자생력을 제고시키고， 적정생산규모를 유지토록 하기 위하여 ’92연 

도에 탄광기계화률을 62 %로 계획하며.OMS는 1.76으로 향상시키도록 한다. 적정생산규 

모를 유지하기 위한 수요관리를 시행하고， 탄광근로자 및 산탄지역에 후생복지를 확충하 

며， 석탄산업 관련기술 개발올 촉진함과 아울러 석탄가격제도의 개선， 연탄공급구역제도 

의 개선올 추진하므로서 석탄산업의 자율경영을 실현토록 한다. 

마. 폐광지원 대상탄광 기준 

동력자원부는 ’89년 1월 27일자 고시 제89-3호로 폐광지원 대상탄광 기준을 고시하였 

는데 이것은 석탄산업볍 제39조 제 1항의 규정에 의거한 것으로 이에 따라 비경제성 탄 

광에 대한 폐광정리업무는 본격적으로 실시되었으며 폐광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 광산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석탄광업자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광산을 1989년도에 폐광하여 석탄산업법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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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조의 3의 규정에 의한 폐광대책비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폐광에 대한 근로자와의 

합의 및 광업권 등의 소감 이전에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이하 ”사업단 " ) 에 예비신청 

을 하여야 한다. 

CD 1987년도 채탄성과가 4.000톤 미만인 석탄광산 

(2) 1987연도 채탄성과가 4,000 이상 5,375 미만인 석탄 광산 중 

주가행심도 300m톤 이상인 광산 

발전용으로 판매한 석탄의 유황 함량이 1.0 % 이상인 광산 

@ 1989년도에 조광권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광산 

2. 폐광탄광 지원대책의 시행 

가. 페광대상 탄광의 선정 

폐 광대 책 실시 에 관한 모든 준비 와 절차가 확정 됨 에 따라 1월 27일부터 2월 15일까지 

폐광희망 탄광의 예비 신청을 접수하였고， '89년 12월 9일까지 10차에 결쳐서 폐광심의위 

원회를 개최하여 폐광대상 탄광을 순차적으로 심의 · 선정하였는데 4차에 걸쳐 신청된 

141개 탄광 중에서 130개 탄광이 확정되었다. 또한 ’89년도 중에 동자부의 폐광 대상광산 

기준고시가 두번 개정되어 업무추진을 원활하게 보완하였으며， 1앉R년도의 폐광지원사업 

에 대해서는 1989년 12월 22일에 동자부고시 제89-70호로 폐광지원 대상광산 기준이 고 

시되어 지원업무가 진행 중에 었다. 이들 선정된 폐광대상 탄광의 '88년도 생산규모는 

4，343천톤으로 총 생산량 24，295천톤에 대한 점유률은 17.9 %에 달하며， 근로자수는 

11,075 명으로 전 탄광 종업원수 62，259명에 대한 점율율은 17.8 %를 차지하였다. 

나. 폐광사유 

폐광사유의 유형을 보면， '87년도의 채탄성과 4,000 Cal/l‘g 미만이 40개 탄광 (31%)으 

로 가장 많고， 다음은 경영여건의 악화가 39개 탄광 (30%) 이며， 3위는 유황분 1.0 % 이 

상을 함유하는 탄광이 19개 (15%), 넷째는 '89연도 조광기간 만료 13개 (10%) 탄광 둥이 

다. 폐광 탄광의 폐광사유별 생산량을 보면， 첫째 경영여건 악화 사유로서 그 생산량은 

1 ，386천톤 (32%) 이고， 둘째는 채탄성과 4,000 미만으로서 925천톤 (21%), 셋째는 유황분 

1,0 % 이상으로 786천톤 (18%), 넷째는 광량이 채진된 조광 탄광으로 425천톤 (10%)이 

다. 

다. 생산규모벌 • 지역별 폐광 탄광 

폐광 탄광을 생산규모별로 보면 '89년도 생산규모가 1만톤 이상-3만톤 미만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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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55개 (42 %) 탄광이고， 10만톤 이상-30만톤 미만은 8개로 그 점유률은 6%에 불과 

하나 생산량에 있어서는 1 ，232천톤으로 점유률이 28%에 달하여 첫째가 되고 있다. 지역 

별로는 역시 강원도가 74개 탄광으로 첫째이고， 둘째는 충남의 22개 탄광인데 충남의 폐 

광 탄광수는 강원도 영동지방 한 군데와 동일한 수준임을 감안할 때에 지역적으로 큰 편 

차를 나타내고 있다는 사실이다. 

마. 이직근로자의 취업 상황 

탄광 폐광에 기인한 ’89연도 이직근로자수는 11 ，075명에 달하거니와 이 가운데서 취업 

자수는 3，264명 (탄광서 취업 2，086명， 자영업 (융자엽) 294명， 전업훈련 884명이고， 비산 

탄지 이주자수는 1 ，212명， 기타 6，599명으로 일단 이직 대책은 정리가 된 셈이다. 전업훈 

련은， 기능훈련과 영농훈련으로 구분하여， 기능훈련은 자동차 운전 · 제과 · 전기도금 둥이 

고， 영농훈련은 원예 · 목축 · 농기계 수리 둥이다. 

바. 각종 지원대책비 지급 • 지원실적 

폐광하는 석탄광업자에 대하여는 연평균 생산량 ('85-'87년도 )에 대하여 톤당 8，100원 

씩올 교체하였는데 '89연도의 합계지급액은 37，552백만원에 달하였다. 이직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임금 8，703백만원， 퇴직금 11，141백만원， 생활안정 지원금 21 ，137백만원 둥 도합 

40，981백만원을 지급하였다. 이로서 ’89연도에 최초로 실시된 폐광탄광 지원대책 직접비 

는 78，않3백 만원에 달하였고， 130개 탄광을 폐광함으로써 연산 434여만 톤이 감축되었으 

며 ， 11 ，αm여명의 근로자가 이직한 것이다. 이 외에 간접 지원으로 생활안정 융자금 1,466 

백만원을 294명에게 융자 대출했으며， 전엽훈련비로 2억여원을 훈련기관에 지원하여 잃4 

명이 훈련혜택을 받고서 취업할 수 있도록 추진하였다. 또한 산림훼손 복구비 및 광해방 

지대책비로 983백만원을 지원하였는데 이 비용들은 법적으로는 석탄광업자가 이행해야 

할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역시 큰 혜택올 주었다. 

3. 폐광지원책 시행후의 결과 

가. 정부재정지원 (보조금)의 감축 

비경제성 탄광올 폐광 정리하지 않고 계속 정부가 이들 탄광에 재정교원(보조금)을 시 

행할 때의 비용과， 폐광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단순하게 비교한다면 일시적으로는 후자 

의 비용 부담이 다대하겠지만 수년 이후를 겨냥한 장기적인 시각에서 타산할 때에는 폐 

광 정리가 정부의 재정 부담(보조금)을 감축하는 데에 더 유리하다. 전문연구기관이 추정 

한 바에 의하면， 현행대로 재정지원을 계속할 경우에 산재보험료 · 진폐기금 · 학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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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연탄의 공급 과잉을 조절하기 위한 저탄비용 · 광업자금 및 저탄자금의 저리융자에 따 

른 금융비용 동을 합쳐서 톤당 약 10，800원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와 반대로 폐광지원 

비용은 ’89년 기준으로 톤당 약 22，000원정도로 추정되기 때문에 당장은 불리하지만 2년 

간이면 거의 상쇄가 되고， 3년 이후부터는 재정부담이 그만큼 감축될 수 있다는 계산이 

가시화될 것이다. 

나. 수급의 안정 

무연탄의 수요는 1986년도에 26，928천톤에 최대 수요량을 기록한 이후 계속 감소되었 

는데 ’88년도와 비교할 때에 2년 동안에 130만 톤이나 감소되었다. 반면에 생산은 ’88년 

도에 24，295천톤으로 최대 생산량을 기록하였고， 수입탄은 '85년도 이후 4년 동안에 약 

10,700 천톤이나 들어와서 공급물량이 과잉되어 ’88년도 연말 시점에서의 전국 총저탄량 

은 10，774천톤에 달하여 이것 또한 사상 최고 기록을 수립하였다. 공급은 계속 증가되었 

고， 수요는 계속 감소하여 석탄 산업은 위기국면에 봉착하였는데 ’89년도는 폐광정리에 

의하여 동년의 생산량은 20，785천톤으로 감소되었고， 전국 총저탄량은 10，048천톤으로 전 

년 물량보다 약 730천톤이 감량 (- 6.7 % )되어 위기국면을 모면할 수가 있었다. 만약에 

폐광이 실현되지 않고 434만톤이 더 생산되었더라면 ( 일부 탄광의 도산으로 인한 감산 

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 석탄산업은 대혼란올 초래하였을 것이다. 

다. 생산성의 향상 

군소 영세 탄광의 폐광으로 인하여 잔존한 가행 탄광들이 개별적으로나， 직접적으로 생 

산성 (OMS)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지만 석탄광업 전체로 보았올 때에는 상대적 

으로 생산성이 향상되었다. 또한 생산량의 향상 요인으로서는 이 밖에 정부가 의욕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탄광기계화사업이 착실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 또한 간과해서는 안될 

일 이 라 하겠다. ’89년도 석 탄광 전체 OMS는 1.46으로 ’88년도의 1.35에 비 하여 7.9 %의 

향상을 보여 주었고， ’87연도의 1.26에 비하여는 11.6 %가 향상되었는데 이것은 석탄광업 

의 경영내용과 채산성이 그만큼 건전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라. 재해발생의 감소 

재해발생의 감소도 OMS 향상과 동일한 맥락에서 잔존 가행 탄광의 개별적인 성과라 

고 평가하기 어렵지만 석탄광 전체로 보아서는 상대적으로 재해발생이 감소되어 대외적 

인 이미지 호전으로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 89년도의 재해자수는 4，953명으로 전년의 

5，696명에 비하여 743명이나 감소되었고， ’87연도에 비하여는 1 ，229명이나 감소되어 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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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개선 차이를 보여 주었다. 다만 생산 100만톤당 재해자수는 크게 감소되지 않고 있다. 사 

망자수도 ’89년도가 111명으로 전년도의 159명 대비 30.2 %, 48명이나 감소되었고， ’87년 

도의 174명에 비해서는 63명， 36.2 %나 감소되었으며， 생산 100만톤당 사망자수는， '89연 

도가 5.3명으로 전년 6.5명 대비 18.5 %의 감소를 이루었다. 

마. 이직근로자의 보호 

석탄산업 합리화사업단은 폐광지원 대상기준에 해당하는 탄광 중 광업자의 소재가 불 

명한 12개 탄광에 대하여 직접 폐광지원 업무를 대행하였고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광 

업권이 변제능력 부족으로 폐광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14개 탄광에 대하여 사업단이 사 

전실사를 하고， 폐광대책 업무를 집행함으로써 동시 정리를 가능토록 하였다. 또한 사업 

단은 체불임금을 받올 수 있도록， 석탄광업자에게 지급되는 폐광 대책비의 채권압류를 알 

선하여 116개 탄광의 근로자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둥 사회불안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데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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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장 얼본의 광업 정책 

제1절 세계의 자원환경 

구미 선진국은 거대 자본을 동원하여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에 대한 투자를 계속하고 있 

어 자원의 개발에 있어서는 이미 국제적으로 국경이 사라지고 있다. 자원보유 개발도상국 

들은 제2차대전 후 정치적으로 독립은 얻었으나， 경제적으로는 여전히 선진국 종속형이 

고，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구미 대자본에 의한 경제적 지배가 계속되었다. 예를 들면， 鋼

의 경우， 훌鋼國에서 국유화가 진전하기 이전에는 세계 전체의 동 생산의 60%이상이 케 

너컷， 아나콘다 등 국제적인 동생산의 10대자본에 의해 장악되고 있다. 국별로 보면， 주요 

동 생산국인 칠레는 동 생산량의 90% , 페루는 50%이상， 잠비아는 96%, 자이레는 100% 

가 이들 구미 대자본에 의해 완전히 지배되고 있었다. 그렇지만， 1962년의 제 17회 국제연 

합총회에서 「천연자원의 항구주권 확립선언」 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자원보유 개발도상국 

의 권리주장은 해가 갈수록 강화되어， 이들 제국은 자국자원을 자국 경제개발을 위해 최 

대한으로 이용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 그 전형적인 것이， 구미 대자본에 의해 개발되 

어진 광산의 국유화인데 그 결과， 현재 주요 동생산국인 철레， 페루， 잠비아， 자이레의 동 

광산은 대개 국유화되었다. 이 결과 세계 동생산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던 동생산 10대 

자본에 의한 동생산량은 1976년에 25%이하로 갑자기 떨어져서 지배력은 현저하게 약화 

되어 버렸다. 

한편， 자원보유 개발도상국은 자국자원의 민족주의를 추진하는 한편， 목적을 같이하는 

제국과 횡적 연대를 강화하고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생산국 연합을 결성하기 

시작했다. 생산국 연합 최초의 것으로는 석유의 OPEC성립(1960년)이고， 동에 대해서는 

철레， 페루， 잠비아 및 자이레 4개국으로 구성되어진 CIPEC(동 수출국 정부간 협의회)가 

1968년에 설립되어 있다. 그 외 자원에 대해서도， 水銀(IGl\따JC ， 1974년5월 성립)， 보크사 

이 트(IBC， 1974년 3월 성 립)， 철 광석 (AIOEC, 1975년 4월 성 립 )둥에 대 해 같은 형 태 의 생 

산국카르댈(기업연합)이 결성되었다. 이러한 생산국과 소비국과의 협의는， 1976년 제4회 

UNCT AD총회에서 「일차생산품 종합계획」 의 채택을 계기로 해서， 일괄해서 UNCT 

AD의 범위에 두고 행해져 왔지만， 양 진영 및 각 진영의 이해가 복잡하고 미묘하게 균 

형이 잡혀있기 때문에， 그다지 구체적인 성과를 얻어내지 못했다. 그렇지만， 협의장소제 

공， 정보교환 등에 목적을 두고 생산 및 소비국에서부터 각 일차생산물의 국제상품연구회 

가 발족되었다. 또， 이들 기관의 활동을 지원하는 「일차생산품공통기금」 도 발족되어， 생 

산 · 소비쌍방의 면에 각종 연구 등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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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국제 자원적인 환경에서 세계의 여러 나라를 우리나라와 비교를 해보면 미국， 

캐나다 둥의 북미 국가들은 선진국이기도 하지만 자원의 부국이고 국토가 광대해서 우리 

나라와 문화적， 관습적， 자연적이 차이가 많아서 광업 정책상의 유인 요소를 찾기가 어렵 

다. 영국， 프랑스， 독일 둥의 유럽 국가도 정치， 경제적 선진국이면서 지방자치제가 발달 

하고 있어 우리 나라와 산업 환경이 다르다. 남미 국가나 인도네시아 둥의 동남아 국가도 

자원 부국이면서 경제적으로 후진국이어서 아직 광업이 국가의 중요한 산업이고 각 나라 

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 우리 나라는 이미 2차 산업이 성숙기에 있고 3 

차 산업의 벼중이 높아지면서 광엽의 비중이 국가의 총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 

지 않고 국제적인 경쟁력이 다른 산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아 광업 호황기의 광업 정 

책을 펴기는 힘들다. 그러나 일본은 우리 나라와 사회적 문화적인 여건과 기후 조건이 

유사하면서 자원국가가 아니라는 점에서 두 나라 모두 공통점이 있다. 우리 나라의 법과 

제도도 사실은 일본의 영향올 많이 받고 있으며 일제 강점기 시절을 경험했던 우리 나라 

에 일본의 광업정책이 주류를 이루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또한 경제적인 선진국으로서 

우리 나라의 산업 모델이 되기도 했고 경제의 발전 과정도 일본과 매우 흡사하다. 본 연 

구에서는 일본의 광업 정책을 중점적으로 다루면서 우리 나라의 광업 정책에 도움이 되 

는 요인들을 찾고자 한다. 

제 2절 일본의 국내 광업정책 

1. 금속광업 

일본은 1960년 산업의 발전기에는 석탄， 금속， 비금속 광산의 개발이 활발하였지만 경 

쟁성이 있는 석탄광은 거의 남아 있지 않고 금속， 비금속 광도 그 수가 급격히 줄어들어 

향후 일본의 국내 광업 전망은 어려울 수 밖에 없지만 그 대신 해외 자원 개발에 투자를 

늘려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선을 확보하고 있다. 

가. 국내 비금속 수요 추이 

일본의 비철금속의 수요는 1974년까지 일본국 경제의 발전과 함께， 현저한 증대를 나타 

낸 결과， 일본은 구 서독， 영국올 추월해， 대부분의 비철금속에 있어서， 세계에서 제2위， 

또는 제3위의 소비국으로 되었다. 그렇지만. 1973년 가을에 닥친 석유파동에 의해서 일본 

국의 고도성장경제는 큰 영향을 받아. 1974년에는 대폭적으로 감소해서 1981년에는 석유 

파동 전의 수준으로 돌아왔지만， 세계적인 경기의 정체， 경박단소화(輕灌短小化)의 속에 

서 ， 비철금속의 수요는 오르지 않고， 거의 시세가 변동이 없었다. 1987년 이 후， 수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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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증가하기 시작해서， 1991년에는 최고 수준으로 추이했다. 그러나 그 후， 장기적인 경 

기정체에 따라 감소해서 1996년의 국내수요는 동150 만톤， 납27 만톤， 아연67 만톤으로 

저조하였다. 

나. 공급구조의 변화 

전후 경제발전에 따른 수요가 현저히 증대한데 비해서 비철금속의 공급구조는 크게 변 

화했다. 鋼에 관해서 보면 1960년까지는 국내광석에 의한 地金생산량은， 鋼地金 공급량 

(국내광석의 지금생산 + 輸入광석의 지금생산 + 지금수입)의 30%이상이 되어 커졌었지 

만， 이후는 수입광석에의 의존이 급속히 높아졌고， 평성6년도에는 국내광석에 의한 지금 

의 비율이 0.1%, 이에 비해서 수입 광석의 지금의 비윷은 72.8%를 차지하는 데에 다다랐 

다. 한편， 지금의 수입량도 전 공급량의 증대에 따라 증가해， 평성7년도의 지금수입량은 

약 3875톤 , 지금공급으로 차지하는 비율은 24%로 되어있다. 납에 대해서는 표1.3， 아연 

에 대해서는 표1.4대로지만， 각각 전체적인 경향은 鋼과 거의 같다. 이와 같이， 일본의 비 

철금속의 공급구조는 국내광산의 산업능력이 광대한 수요에 대응할 수 없다라고 하는 배 

경을 바탕으로， 해외자원으로의 의존을 높이는 경향으로 변화하고 있다. 

다. 일본의 비철금속 광산 현황 

국내광산에서 채굴되고 있는 광종은， 금광석， 은광석， 동광석， 납광석， 아연광석， 유화철 

광， 철광， 크롬철광이 밝혀져 다광종에 걸치고 있지만， 생산량이 적어 국내수요의 대부분 

을 해외로부터 수입된 광석 또는 수입지금에 의존하고 있는 현상이다. 鋼의 경우에는 

1974년도에 10만톤을 생산했으나 1995년도에는 약0.1만톤으로 감소했다. 납， 아연에 있어 

서도 생산량은 크게 감소해서， 1995년도에는， 납 1.1만톤， 아연 9.3만톤을 생산했을 뿐이 

다. 국내 수요에 대한 국내광석의 비율(자급비율)은 급격한 수요의 증대에 동반해서， 

1971년도에 동13.5% ， 납32.5%， 아연44.2%를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 1995년도에는 동0.1% ， 

납4.1% ， 아연12.0%로 저하하고 있다. 1970년 4월을 기준하여 246개 광산이었던 일본국의 

비철금속광산은， 1995년 4월에는 12개 광산이 남아있는데 25년 만에 광산의수는 약 1/20 

이상 감소하였고 그 기간 동안 광업에 종사는 노동자는 3만4，αm명에서 1 ，300명으로 줄었 

으며 동 생산량은 11만6，αR톤에서 2，α%톤으로 크게 감소하고 있다. 또， 이에 비해 광석 

수요는 대폭 증가했기 때문에 해외광석의 수입량이 증가해서， 국내광산의 비중은 상대적 

으로도 저하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1978년， 1985년에는 비철금속가격의 저조와 엔고의 영 

향에 의해 많은 광산이 폐광하기에 이르렀다. 동광석이 주체인 광산에 대해서 보면， 1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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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에 71개 광산이 가행되고 있었지만， 1993년 시점에서는 전부 폐광되었다. 게다가 해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1955년에는 185개광산이 가행되고 있었지만 광량이 점차 고갈되고 

시장경기의 악화에 의한 국내 매매기준가격의 장기 저조에 의해서 1964년 79개 광산으로 

감소했다. 1970년 이후는 시장경기의 영향에 갱내폐수에 의한 광해문제， 그리고 1973년의 

오일파동이나 급격한 엔고 둥에 따라 많은 광산이 휴 · 폐광할 수밖에 없었다. 1978년도 

는 메이지(明治)이전부터 가행하고 있어 역사적으로 유명했던 別子광산， 足尾광산 및 生

野광산이 광량의 고갈에 의해 1973년에 잇달아 폐광하는 둥 많은 광산이 폐광하였다. 

국제상품인 동， 납， 아연 둥을 대상으로 하는 비철금속광업에 있어서는， 제 1차 석유파동 

이후 국제 시장경기의 장기적인 저조와 엔고에 의해 광산경영이 극도로 악화된 외에， 많 

은 광산이 폐광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그 동안 규모가 큰 기업의 광산부문이 분리하는 

것도 진행되어졌다. 그러나 국내광산은 가장 안정된 광물자원의 공급원이기 때문에 유지 

존속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탑광촉진에 의한 고품위 광상의 발견에 노력해서 합리 

적으로 채굴함이 중요하다. 다행히 1979년에 있어서， 금， 은， 동 등의 시장경기가 급격히 

회복함에 따라 기업수익도 대폭적으로 호전될 수 있었다. 그러나 1980년에 들어오면서 

부터는 국제시장경기의 연화(외국 통화 또는 금으로 바꿀 수 없는 통화)， 전력요금을 중 

심으로 한 에너지원가의 대폭상숭에 따른 기업경영동향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 

1984년까지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1985년 9월 이후의 엔고에 따라 국내시장경 

기가 대폭적으로 하락했기 때문에 광산경영은 극도로 악화되고， 휴광 · 폐광이 잇달았다. 

1971년 이후의 신규개발 광산으로는， 松木광산(1978년 1월 폐광)， 짧훨광산(1991년 폐 

광)， 深澤광산(1994년 3월 혜광)의 세광산이었다. 또 1981년에， 廣兒島縣 北링훌申木野지역 

에서 발견된 유망한 금광상은 현재 奏애광산으로서 가행중이다. 많存짧行광산 주변 등의 

탐광에 따라 경제성 있는 광상을 획득할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해서， 적극적으로 탑광을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라- 일본 국내 광산의 탐광활동 상황 

광엽은 타산업과 달리 채굴하면 광량이 감소해가는 즉 減鏡산업이다. 이 때문에 광산이 

안정조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탐광에 의해 일정품위 이상의 광량을 획득하지 않으면 아 

니된다. 탐광도 매년 深部化 · 奭地化됨에 따라 소요자금의 증대로 언해서 종전에 비해 실 

질적 탐광량이 상당허 저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비철금속가격의 심한 상하 변동에 

도 견딜 수 있기 위해서는， 빠른 시기에 고품위 광상을 확보해서 저품위 광석과 고품위 

광석을 효율적으로 채굴해서 자원을 유효하게 활용하는 동시에， 광산의 수명을 조금이라 

도 연장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기업능력의 저하가 직접 탐광활동의 저하에 관련되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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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탐광에 대해서는 국가가 조성강화 · 확충함으로써 원래， 탐광활동의 효율화를 도모하 

는 것이 중요하다. 

금속광업사업단은 1963년에 국내광산회사에 대한 탐광융자업무를 주목적으로 발족했지 

만， 그 후 사업단의 업무를 확충강화해서 국내 및 해외에서의 지질구조조사 및 해외진출 

기업에 대한 탐광융자 및 채무보증업무， 1973년에는 국내광산에 관계되는 광해방지 업무 

1976년에는 비철금속수입 안정화 비축에 필요한 자금의 대부업무， 1978년에는 국내비철 

금속광산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필요한 자금의 대부업무， 게다가 1983년에는 원석 (rare 

me톤 머)비축업무가 추가되어져 현재에 이르고 있다. 국내에서 금속광물의 탐광을 급속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지역에 대해서， 국가의 위탁을 받아서 그 지역을 통해 넓게 금속광물 

의 광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지층의 존재상황의 개요를 규명하기 위해 광역지질구조 

조사를 실시하고， 그 조사의 결과， 우수한 금속광물 광상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지충이 

있다고 추정되는 특정지역에 대해서 試握(보오링) 및 구조갱도 등에 의한 정밀지칠구조 

를 조사해서， 기업이 시행하는 탕광에 유력한 지침을 주고 있다. 또， 신광상을 탑광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사업단 설립당시부터 소요자금을 대부해 주어 원활하게 탐광을 촉진시 

키는데 기여하고 있다. 

1) 광역지질구조조사 

광상의 부존과 지질구조와는 밀접한 관련이 있고， 탐광 목적지역이 매년 深部化 · 횟地 

化하는 경향에 었으므로 탐광을 효율적으로 진척시키기 위해 초기단계에 지질구조의 해 

명은 극히 중요하다. 이것을 거울삼아 1963년부터 공업기술원지질조사소가 공업기술원의 

특별 연구비를 가지고 광역지질구조 조사를 실시했지만， 1앞%년부터 광업심의회의 답신에 

기초하여 책정되어진 제 1기 국내탕광장기계획(대상287R지역) 및 1972년에 책정된 제2기 

국내탐광장기계획(대상25개지역)에 부합되어， 광상부존유망지역에 대해 「광역조사-정밀조 

사-기업탐광」 이라는 체계적 탐광추진， 이를테면 3단계 방법에 의한 국내탐광촉진책을 

실시하고 있다. 또， 1988년 8월의 광업심의회에 있어서， 최근 지질학적 장래성 둥을 근거 

로 해서 제l기， 제 271 계획의 조사대상지역을 검토한 결과， 이후， 새로운 우량광상의 발견 

이 기대되는 지역으로서 19지역이 선정되어， 이후 3단계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다. 광역 

조사는 그 제 1단계로서 지층의 개요를 밝히는 것이다. 

2) 정밀지질구조조사 

3단계 방식중 제2단계째로서 광역조사의 결과， 우수한 광상이 존재한다고 추정되는 특 

정지역에 대해서 당해지층의 정밀한 구조를 해명하기 위해 시굴작업 및 구조갱도 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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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하고 기업의 탑광에 지침을 주려하는 것이며， 국고보조금 2/3와 關係都道府縣 및 관 

련광업권자로부터 부담금올 각각 2/15 및 3/15로 받아 실시하고 있다. 

3) 국내탐광융자 

사업단 셜립 당초부터의 업무로서 광산이 시행하는 동광， 연광， 아연광， 망강광， 금광 

및 모리부댄광의 탐광에 대해 그 소요자금올 대부하고 있다. 융자조건은 일반지역에 대해 

서는 융자비율70%， 금리3.10%(현행)， 상환기한 2년 거치 7년 이내로， 또 원격처녀지역에 

대해서는 융자비율80% ， 금리3.10%(현행)， 상환기한 3년 거치 12년 이내로 되어 있다. 

2. 비금속광업 

가. 비금속광 국내 현황 

석회석， 돌로마이트， 규석 및 내화점토 동의 비금속광물 자원은， 금속， 석유 및 석회와 

함께 중요한 공업자원이고 표8.1에 나타난 것처럼 중화학공업， 시멘트， 도자기， 판유리， 

내화물을 시작으로， 국민생활에도 밀착된 일용품 둥의 원재료로써 널리 이용되어지고 있 

다. 

〈표8-1> 비금속 광들의 용도 

고c↓i 까 -에1 르 <:E> 튿 TT른 C Cl예〉 
철강， 화학， 

요업 저IÃI 업 
토목， 

긍속공업 비료공업 건설자료 

형석 O O O 
석고 O 
규석 O O O O 
규사 O O O O 

노제규석 O O O 
내화점토 O O 
왜석 O O O 
I<:}>*--1{ O 
도석 O O 
고령토 O O O O O 
:x::정석 O O 
:El르~서「 O O O O 
석회석 O O O O O 
6-「l{ 드 ‘」ξ 。c:그} O O O O 
흑납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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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종래 등한시되어서 자칫하면 천연자원으로써 보다도 오 

히려 각종공업의 副原料로써 취급되어져 온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戰後 일본의 경제발 

전에 따라서 비금속광물의 수요는 증대 일로에 있었고， 최근에 있어서 자원의 개발과 안 

정적 확보는 금속， 석유둥과 함께 매우 중요한 문제로 되어오고 있다. 일본국에 있어서 

비금속 광산수는 〈표8.2>에 나타난 대로 1996년 4월 1일 현재 약닮4개로서， 이는 금속 

광산수의 약 30배에 이른다. 그 가운데 석회석 315개광산(58%)을 비롯해， 규석(노재규석， 

연와석을 포함한다) 81개광산， 내화점토(木節점토， 鐘 g 점토를 포함한다) 52개광산 둥으로 

각종 비금속광물이 전국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었다. 

〈표8.2> 일본의 금속 • 비금속 광산수 (단위:개소) 

연도(소화) 45년 50년 55년 60년 62년 67년 68년 

긍속광산 246 207 71 59 28 19 17 

비긍속광산 989 828 714 769 595 557 544 

겨| 1.235 935 785 738 623 579 561 

이들 비금속광산중 9%에 해당하는 50개 광산은 대기업에 속하고， 석회석 35개광산， 규 

석 11개광산， 내화점토 1개광산 둥이 있지만， 이들 대기업에 속하는 광산은 대부분이 시 

멘트， 내화연와(耐火陳互) 둥， 주로 자가용원료 공급원으로써 가행되어지며， 그 외는 모두 

중소 또는 영세기업에 속해 있는 것이 현실이다. 

<표8.3>은 최근 약 20년간에 걸쳐 이들 비금속광산 종업원의 추이를 나타낸 것이지 

만. 1997년 (4월l일 현재)에는 1970년을 100으로 했을 때에 대해서 45에 해당하는 12,123 

명으로 되어 있다. 이중에서 석회석광산이 9，069명으로 75%를 차지하고， 계속하여 규석 

1，182명 (10%) ， 내화점토474명 (4%)， 노석 429명 (4%)동으로서， 이들 4개광종이 전종업원의 

약90%를 차지한다. 종업원의 규모별 광산수를 보면 종업원10명 미만의 광산이 전광산수 

의 54%를 차지하고， 50명 미만으로는 91.7%가 되어， 1개 광산당 명균 종업원수는 22명에 

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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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3> 일본 금속광산 종업원 추이 (단우1: 명) 

연도 1971 1976 1981 1986 1991 1996 1997 

금속광산 33.851 19.037 11.005 8.950 2.579 1.279 1.202 

비금속광산 
6.594 7.077 5.793 4.463 3.850 3.446 3.464 

(대기업) 

중소기업 20.430 15.147 12.975 11.348 9.520 9.072 8.659 

겨l 27.024 22.224 18.768 15.811 13.370 12.518 12.123 

〈표8.4>는 금속 • 비금속광물의 생산금액의 생산금액을 나타내는 것이지만， 비금속광물 

은， 전술한 바와 같이 철강， 시멘트， 내화연와， 도자기둥 매우 다양한 수요에 충당되었고， 

1970년에 비해서 1991년은 약 3배로 중대해서， 금속광물의 생산액을 대폭으로 웃돌게 되 

었다. 이후， 경기의 저조 둥으로 인해서 생산금액은 보합시세이지만， 금속광물과의 금액비 

윷의 차는 계속 넓어지고 있다. 또.<표8.5>와 같이 비금속광물은， 대부분이 아시아로부 

터 수입되고 있으며 수입량도 증가하고 있다. 

〈표8.4> 금속생산 금액 추이 (단우1: 백만엔) 

연도(소화) 45년 50년 55년 60년 62년 66년 67년 

금속광울 
103.692 93.778 107.965 72.965 35.001 16.866 15.349 
(56.9) (41.2) (34.0) (26.8) (13.8) (7.3) (6.7) 

비긍속광물 
78.567 134.095 209.295 199.433 217.938 214.827 212.100 
(43. 1) (58.8) (66.0) (73.2) (86.2) (92.7) (93.3) 

겨| 182.260 227.873 317.260 272.399 252.940 231.693 227.45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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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5> 주요 비금속광을의 수입금액 

연도(평성) 63년도 원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5년도 6년도 7년도 

돌로마이 E 2.861 4.259 4.702 4.691 4.365 3.830 3.838 4 ,455 

석고 8 ,493 12.316 12.898 12.442 11.079 10.418 9.805 10.247 

패사 5.663 7 ,752 8 .459 7.310 7.196 5.884 6.191 6.768 

패석 1.135 1,283 1.066 1.061 865 944 834 1.094 

극c:드〉 걷 =’ A --1{ 805 1,223 922 870 734 747 545 838 

내화점토 297 231 397 252 206 260 317 341 

형석 6.859 10.200 7.810 6.754 5.398 4.609 4.548 6.801 
IC그}/ -1「{ 103 80 144 64 33 68 54 146 
:EZE1/ -서1 4.867 5.325 4.696 4.446 4.412 3.114 3.012 3 ,354 

고령토 26.079 30.850 35.582 34.858 30.785 27 ,792 25.519 26.653 

나. 일본 비금속 광물자원의 특정 

일본국에 있어서 비금속자원은 내화물， 도자기원료를 비롯해 극히 다양하지만， 마그네 

사이트， 憐鍵石， 카리옆의 국내 생산은 거의 없는 것과 다름없고， 또 高알루미나質 내화물 

원료，;0線， 형석， 운모자원에 대해서도， 그 대부분을 외국산 자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종래 국내자원으로 공급력이 있었던 비금속광물도 표1.22에 나타나듯이， 

근래， 차츰 자급률 감소의 경향이 인식되어 왔다. 

비금속광물은 금속광물과 같이， 채굴， 광석의 처리공정에 대해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반면 금속광불과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어서 자원개발의 중요한 요건이 된다. 즉， 금속광 

물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선광 제련에 의해서 금속원소를 추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 

는데， 광석의 성질은 그 처리 공정에서 다소는 문제가 되나， 추출되어진 금속은， 광석으로 

인해 생기는 차이는 거의 없다. 그러나 비금속 광물은 같은 광종이라도， 화학조성이 다양 

해서(예를 들면 내화물 자원에 있어서는 내화도가， 도자기용 자원에 있어서는 가소성 등 

이)， 물리화학적 성질이 현저하게 달라， 동일 광물에 있어서도 이용의 분야가 현저하게 

다른 것이 보통이다. 그렇지만， 광물의 화학적성분 또는 몰리적 성질만으로 광석의 품위 

를 결정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를 위해， 비금속자원을 개발함에 있어서 화학성분 둥과 함 

께， 더욱 신중하게 응용 시험한 결과 등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이 전제조건이다. 

또， 비금속광물자원은， 금속광석과는 달라， 시장가치를 지니고 유통하는 것이 비교적 적 

고， 또 일반적으로 가격이 저렴해서 광석 그 자체의 가치보다도 오히려 광상의 입지 ，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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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조건， 특히 수요지까지의 수송조건이 문제이다. 이상， 일본의 비금속 광물자원의 현황을 

셜명했지만， 특히 최근에는 자원개발의 발전에 따른 개발지역의 짧地化， 都市化에 따른 

합리적 자원개발의 制約， 환경보전， 노동력의 부족， 他權益과의 조정둥 다수의 문제가 남 

겨져 있다. 더욱 중소， 영세기업이 압도적으로 많은 비금속광물을 취하려 함에 있어 금 

후에도 중대하는 수요에 대비해서 공급확보를 도모하기 위해， 각 광종마다 구체적인 시책 

을 조급히 강구할 필요가 있다. 

3. 제련업 

가. 제련업의 현황 

일본국의 비철금속의 제련능력은 1965년대 일본국의 경제발전에 의한 국내수요의 증대 

를 배경으로해서 현저하게 확대되어 ， 1967년부터 1977년까지의 10년 동안 鋼은 약2.5배， 

납은 약1.6배 ， 아연은 약1.8배로 되었다. 일본국의 비철제련업이 그 동안에 동을 중심으로 

서 임해형의 대형제련소 건설에 적극적으로 몰두하고， 동시에 해외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에 매진한 결과， 원료 광석을 해외로부터 수입하여 국내에서 제련해 국내소비에 충당하려 

는， 즉 소비지제련방식을 확립해 세계 유수의 지금생산국으로 되었다. 

일본국의 비철제련엽은 업태로서 역사적으로는 광산업과 일체이어서 국내광석을 제련 

하는， 소위 광산의 부속제련소로서 발전해왔다. 자본적으로는 三井， 三쫓， 住友등의 구재 

벌계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국의 鋼 생산업은 1965년에 있어서 해외자원 

에의 의존도의 증대와 제련노력의 확대에 의해서， 또 반면， 국내광산의 상대적인 지위의 

저하에 의해서， 개별기업에 따른 차는 보여졌으나 전체적으로는 광산업이라고 하는 것보 

다는 제련업적 색채를 강화하고 있고 특히 제1차 오일욕크(석유파동) 후 일본국 유수광 

산의 잇따른 폐산과 큰 광산회사의 광산부문을 분리해서 별개회사로 만드는 것은 그와 

같은 경향을 한충 명확하게 했다. 이와 같이 제련규모의 급속한 확대는 기술적으로 놀라 

운 진보를 초래했다. 즉， 동제련의 경우 대부분의 제련소에서 종래 용광로가 주류를 이루 

었던 방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생산성， 공해방지둥의 면에서 뛰어난 자동용광로방식으로 전 

환했다. 게다가 에너지소비 절약， 집약 절약면에서 우수한 연속적 製鋼法이 일본국에서 

개발되어 생산을 개시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제련능력 

현재 일본에는 동제련소가 8개 있고(표8.6 참조)， 용연능력은， 동지금 환산량에서 149만 

톤/年이고， 전해능력은 126만톤/年 이다. 동의 전해능력의 추이는， 1956년의 13만톤/年으 

로부터 1965년에는 45만톤 /年， 1996년에 126만톤/年으로서 이 40년 동안에 9.7배가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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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1965년대에 들어서 고도경제성장 정책에 대응해 제련기업의 건설투자 의욕은 왕성 

하고， 10년 동안에 년간 80만톤에 가까운 설비가 새로이 탄생했다. 납의 제련소는 전국에 

4개소가 존재하고， 제련 능력은 연간 약 20만톤 이다. 또， 아연의 경우는 7개의 제련소가 

있어서 제련능력은 전기아연이 연간 약 56만톤 , 蘇潤아연이 연간 약 20만톤으로 합계 연 

간 76만톤 을 갖고 있다.(표8.7 및 표8.8 참조) 이들의 제련소는， 국내 광산으로부터 산출 

되어진 광석을 처리하기 위해 내륙부에 설치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예를 들면 小板제련 

소)， 대부부분은， 광석이 국내광으로부터 수입광으로 전환됨에 따라 엄해 제련소로써 존 

재하게 되었다. 현재 생산되어지고 있는 지금 가운데에 국내광석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5년도에 동 30%, 납 47%, 아연 52%였던 것이， 1996년도에는 동 0.1%, 납 7.7%, 아연 

16.4%로 되어， 그 가치는 현저하게 적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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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6> 동의 제련소 및 제련능력 (1996년) 

제련소 
제련능력(톤 /年)

기업이름 
이름 

소재지 적요 제련방식 
용연 전해 종업원수 

日鎭금속 日立 윷城縣 (36.000) 132.000 293 目;잡盧法 

日짧금속 住쩔關 大分 330.000 198.000 600 
(妹主)=훌 

自溶때훌法 

=쫓마테리알 直島 香川 193.200 187.200 694 連續製鋼法

住友금속광산 別子 愛援 276.000 210.000 968 
，同和，古河

自;容盧法

=井긍속광업 竹原 廣島 38 .400 363 
，古河電，三

쫓*훌地6社 
小板저l 련 小板 秋田 96.000 60.000 433 

(妹主)=井
自溶盧法

小名명제련 小名淚 福島 294.000 247.200 615 
，日鐵，古河

反射盧法

日比공동제련 玉野 周山 262.800 190.800 147 自溶때훌法 

전국계 1.488.000 1.263.600 4.113 

〈표8.7> 납의 제련소 및 제련능력 (1996년) 

기업명 제련소명 소재지 
제련능력 

종업원수 적요 
(톤 /年)

東方아연 찢島 廣島縣 94.800 170 
神間광업 神問 Ii&뚱縣 33.600 268 

三井긍속광업 竹原 廣島縣 43.800 (前버) 

住友긍속광산 播톨훌 兵庫縣 30.000 286 

전국계 202.200 724 (前버의 제련소를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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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8> 아연의 져I련소 및 저l련능력 (1996넌) 

기업이름 
제련소 

이름 

神間광업 神問

훌홉제련 훌S흙 
東했아연 安中

三훌마테리알 秋田

A戶제련 八F
秋田제련 播흩룰 

飯홉 

전국적 

*注: ( )안은 휴지중셜비 

다. 원료 조달 및 생산물 

1) 원료조달 

소재지 
제련능력(톤 /年)

전기아연 증기아연 

l흩훌훌홍 72,000 
山口縣 84,000 
群馬l흉 139,200 
秋田縣 105,600 
f훌森篇 108,000 
兵庫縣 90 ,000 
秋田짧 156,000 -

556,800 198,000 

종업원수 적요 

(前버) (妹主)三井，
200 同和，日훌， 

477 三훌，東했， 

299 日홈 

377 (械主)同和，
(前버) 日짧，住友， 

372 三井，三흩， 

同했 

1,725 
(前버의저|련 

소를제외) 

동， 납， 아연광석의 조달은， 개요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외에서의 조달이 압도척으로 

많다. 광종별로 보면， 동 광석에 대해서는， 1995년에 약140方톤 (브리스타를 함유한 지금 

환산량)이 수입되었고， 그 가운데 철레 ， 캐나다 둥 상위 2개국에서 47.1%에 달하고 었다. 

납광석의 수입량은， 1995년에 약22만톤 이고， 오스트레일리아， 페루둥 상위 2개국에서 

60.7%에 달한다. 아연광석의 수입량은 약55만톤 이며， 오스트레얼리아， 페루에서의 수입 

이 61.6%률 차지하고 있다. 납팡석， 아연광석의 수입대상국은 공통되는 나라가 많고， 수 

입규모도 비슷하지만， 이것은 납광석과 아연광석은 같은 광상에 배태되는 경우가 많기 때 

문이다. 

(2) 생산물 

동， 납， 아연광석의 제련으로부터 얻어진 전해 슐라임 또는 전해에 이르기까지의 殘훌 

중에는， 금， 은， 비스마스， 세렌， 차드미움 기타 有價금속이 함유되어 있어， 이들 금속의 

회수공급은 중요한 존재가 되고 있다. 광석의 처리와 동시에， 각종의 廢澤처리도 시행되 

고， 아연재으로부터 철올 회수하는 기술은 일본국에서 독자적으로 개발되어져 주목올 받 

았다. 또， 반대로 高빼메카로부터 나온 다스트를 처리해서， 그 중에 함유된 납， 아연올 회 

수하고 있다. 제련엽의 존재가치는 비철금속의 공금원으로써 중요하다는 점올 논할 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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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없지만， 그 외에 화학공업을 비롯해 제반 제조업에서 빠뜨릴 수 없는 물질인 유산의 

공급원으로써도 중요하다. 동， 납， 아연의 광석은 이들 금속과 유황이 결합한 유화광이기 

때문에 城에서 뽑燒하면 아유산가스 (SÜz) 가 발생한다. 이 SÜz가스를 유산으로 만들어 

줌으로써 이 가스가 대기에 방출되는 것을 막아주게 되어 제련소 내에는 유산제조 설비 

가 병셜되고 있다. 광종으로써는， 동광석 및 아연광석이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鋼地金

1톤 올 생산하면 유산이 3톤 , 또 아연지금 1톤 톤올 생산하면 유산이 2톤 생산된다. 

현재， 유산의 공습원으로써는， 동， 납， 아연의 제련소와 국내광산으로부터 생산되어진 

유화광올 배소하고 있는 유산샌터， 重油脫짧로부터 얻어진 단체유황을 배소하고 있는 유 

산공장(유산의 사용자) 및 각종 공장의 排煙탈유셜비이다. 수급부문별로 보면， 1996년도 

에는 비료용이 가장 많고， 합성섬유 제조용 둥도 합쳐져 전체의 3-4할에 달한다. 

한편， 공급구조를 보면 1965년도에 생산량의 25%를 차지 하고 있던 제 련소가 1975년도 

에는 60%를 차지하게 되어서 이는 동으로 시작했던 제련능력이 확대되었음을 반영하고 

있다. 이와 같은 구조는 세계 대부분의 공업국이 원소유황을 주원료로 하고 있는 데에 비 

하면 특정적이지만， SOX가스의 배출규제 강화와 동시에 연료인 중유에 대한 脫짧 강화 

가 요청되어， 탈유설비의 확충이 급피치로 진전되어 왔다. 이 결과， 1972년도에는 국내에 

존재했던 유황광산은 白根광산을 최후로 전부 폐광해서 탈유유황으로부터 생산되어진 유 

산의 양도 매년 그 버중올 높여가게 되었다. 이와 같은 배경을 바탕으로， 제련업으로부터 

부차적 또는 필연적으로 산출되어진 유산파， 중유의 저유황화에 따른 단체유황의 둥장과 

급격한 양적 확대 및 그 연장으로 존재하는 단체유황올 원료로 한 유산과의 경합문제는， 

금후 큰 문제가 되어오고 있다. 

라. 비철금속기업의 수익동향 

비철금속 광업의 경영은， 비철금속 가격의 변동이 매우 커져서， 해외시장경기 및 환율 

의 동향에 크게 좌우되어 진다. 제 l차 석유파동 이 후의 국제시황의 저조 및 엔고에 의 

해， 극도로 악화하고 있는 일본의 비철금속광업의 경영 상황은， 1979년도가 되어서， 국제 

시장경기의 급격한 회복에 따라 대폭적인 호전올 냐타내고， 안고 었던 누적적자도 거의 

대부분 해소하게 되었다. 그러나 1985년도에 들어서， 시장 경기의 하락， 10月 이후 엔고에 

따라 큰 타격을 받아， 1986년 -87년도에 걸쳐 광산의 폐광， 제련소의 휴지 · 축소 둥이 시 

행되어 졌다. 그 후1988년도에 들어서 시장 경제가 호전하고， 게다가 내수가 호조되었기 

때문에 매상， 수익이 함께 호전됐지만， 1994년도에는 경기후퇴에 따라， 시장경기의 악화， 

엔고의 진행에 의해서 심각한 상황이 되어 ， 대폭적인 합리화가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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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채석업 

채석엽은， 주로 도로 및 콘크리트용 등의 골재를 채취하는 쇄골재 채취업， 벽재 · 기 

둥 · 부석 · 토태등의 건축토목용재， 모석， 정罷， 정석 등을 채취하는 석재 채취업， 그리고 

요업재료， 주물토목용 자재(벤나이트， 頁岩 등)을 채취하는 공업용원료 채취업 등 3개의 

業態로 구분된다. 1996년말 그들의 채석업자수， 암석채취장수 및 종업원수는 〈표8.9>과 

같다. 1996년말 암석의 생산량을 제품별로 보면 <표8. 10>대로이고， 생산수량은 5억 5，000 

만 톤에 이르고， 내역을 보면 전년에 비해 쇄골재가 2.4%감소， 석재가 11.1%감소， 공업용 

원료가2.2%증가해， 전체로는 4.4.% 감소했다. 

다음， 생산규모， 종업원규모별로 암석채취장의 구성비를 보면 채석업은 중소， 영세업자 

들로 구성되어 있고， 쇄골재 채취업에서는 생산규모가 1만톤- 100만톤 미만， 종업원규모 

가 6-50명 정도의 업자에 집중되어 있으며， 석재 채취업에서는 연 생산규모가 10만톤 미 

만， 종업원규모가 5명 이하의 영세기업에 집중해 있다. 

〈표8.9> 일본의 채석업자， 암석채취 장소 및 종업원 수 (1996년) 

\\ 합계 
쇄골재 석재 공업원료 

채취업 채취업 채취업 

채석업자수 4,057 1,621 2.242 194 
암석채취장수 4.706 1.853 2,590 263 
종업원수 43 ,755 24 ,832 16 ,803 2,120 

〈표8.10> 제품별로 본 석꿀재의 생산량 (1996년， 단위:만톤) 

쇄글재 석재 

합겨l 
공업용 

콘크리 철도도 간지석 원료 
겨| 도로용 

~도=호 {아-도 C그호 
모래 기타 계 절석 

할석 
쪼캔돌 기타 

54.955 41 .449 21.739 11 .200 229 2.953 5.328 12,328 183 574 1. 862 9.698 
(57.477) (42.462) (23.214) (11 ,240) (197) (2.843) (4.967) (13 ,823) (257) (466) (2, 165) (10 ,965) (1.1 62) 

1997년도 채석업무관리 시험은， 1997년 6월 4일， 各都道府縣에 있어서 일제히 실시되어 

져， 2，432명의 경험자 중 863명(합격률 5.6%)가 합격했다. 1973년 이래， 합격자 총 수는 

36，016명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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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해외개발 정책 

1. 해외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일본의 비철금속의 공급에 있어서， 가장 안정한 공급원인 국내의 비철금속 광산은， 여 

러 외국의 그것에 비해 소규모 광상이 여기저기 흩어져있고 또한 일부를 제외하고 채산 

이 낮은 광상이 많아， 공해 규제의 강화에 따른 광해 방지 대책비가 증대해서 폐산에 이 

르는 것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운데， 국내비 철광산의 생산량은 1971년에 동 12만톤 

’ 아연 26만이 었으나 1996년에 는 동 0.08만톤 , 아연 9.2만톤으로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이에 비해， 수요량은 매년 증대하고 있어서 필연적으로 이들 자원의 해외 의존도 

는 중대하지 않을 수 없게 되어서 해외 광물의 수엽은， 1970년에 동 50만톤 , 납 11만톤 ’ 

아연 37만톤 이었는데 1앉%년에는 동 110만톤 , 납 13만톤 아연 47만톤 으로 급격히 증 

가해，<표8.11>과 같이 일본국의 자급률은 점점 감소하고 있는 외에， 니켈， 알류마늄에 

대해서는， 그 모든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표8.11> 동， 납， 아연의 해외 의존도의 추이 

늄흔츠~ 동 납 아연 

1967 72.4% 48.6% 46.5% 

1972 85.6 63 .7 58.7 

1977 91.6 72 .7 63.6 

1982 96.5 78 .4 61.0 

1987 98 .4 82.0 71.2 

1989 99.6 86.5 8 1.5 

1991 99.6 86.0 82.7 

1992 99.5 88.8 82.0 

1993 99.5 89.2 8 1.2 

1994 99 .7 89.3 81.0 

1995 99.9 92.3 84.5 

1996 99.9 94.9 8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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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의 수요량의 증대는， 일본의 광공업 생산의 신장에 의한 것이며， 

이를 위해， 일본의 해당 금속의 소비량은 세계 제 1위~제3위를 차지하고 있어， 그 결과， 

자급률의 저하와 더불어 세계 제 1위의 자원 수입국으로 되고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 

있어서 해외의 비철자원 개발은; 

첫번째로， 자원의 안정적 확보라고 하는 면에서부터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 

두번째로， 세계 제 1위의 수입국이고， 또한 세계 유수의 소비국인 일본은， 자원보유국의 

요청과 동의의 범위 내에서 자금이나 기술을 제공하고， 위험을 분담해서 자원개발에 공헌 

하는 것이， 세계 경제에 대한 책무로 되어 있다는 것. 

세번째로， 반대로 자원을 보유하는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자원개발은 경제발전을 위 

한 발판으로 생각하고 있지만， 자원개발은 위험을 동반하는 다액의 자금， 고도의 기술， 우 

수한 인재， 자연조건에 크게 좌우되기 때문에， 선진국에 대해서 경제 및 기술협력에 의한 

자원개발을 요청해왔고， 자원개발이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써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 

이와 같이 이들 3개의 측면에서부터， 해외개발에 대한 적극적인 필요성과 중대한 의의 

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2. 해외자원개발의 방식과 역사 

가. 개발방식 

일본국의 해외 비철자원의 확보의 방식으로는 크게 나누어 3가지가 있다. 

@ 단순매광 : 보통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무역거래 

@ 융자매광 : 광산개발을 위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에 의해， 이를 담보로써 광석을 장 

기 적， 또는 안정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직접주개발: 자본 · 경영참가에 의해서 광산개발 등을 수행하고， 생산되어진 광석올 

인수하는 방식 

이들 방식은， 전후 비철금속의 수요 증가에 따른， 단순매광으로부터 융자매광에， 게다 

가 직접개발로도 이행하고 있었다. 즉， 전후에 일본국의 경제개발 도중에서， 비철금속의 

수요는 급속히 신장되고 있었으므로 동의 경우， 국내광석의 부족분이 두드러져， 해외로부 

터의 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는 결과가 되었기 때문에， 단순매핑에 따른 그 양을 확 

보하고 있었다. 그러나， 1945년대 후반부터， 그 광석수입의 장기 안정화 및 저렴화를 추 

구해서， 일본국의 비철제련업계는 해외 자원개발을 지향하게 되었다. 그런데， 우선 일본국 

업계는 융자매광이라고 하는 형태의 해외개발에 착수하게 되어， 1953년에 필리핀의 토레 

도광산 개발에 융자하는 계약을 시행했다. 이 광산은 미국계기업이 개발을 시행하려고 했 

다는 것이지만， 광석의 저렴， 안전확보를 지향해 일본기업이 단순하게， 개발비288억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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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억門을 융자해 담보로써 채굴된 동광석의 거의 전량을 공급받았고， 융자채권은 수입광 

석 대금을 할인 결재를 받는다는 방식이 취해졌다. 이러한 방식은 그 이후 융자매광의 

일반방식으로써 널리 정착하게 되었지만， 피아 쌍방의 장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CD 우선， 일본국 기업에 있어서는， 계약에 의해서 그다지 위험을 떠맡는 일없이 장기적 
으로 광석을 입수할 수 있었다는 것 . 

￠ 가격도 국제가격에 슬라이드식의 단순매광에 비해서 제련비등의 할인조건이 유리하 

게 계약하게되는 것으로， 저렴， 또 안정적으로 광석을 입수할 수 있다고 생각되어 진다. 

@ 상대방에 있어서 보면， 방대한 자금이 걸리는 광산개발에 대해서 일본측으로부터의 

융자를 얻올 수 있고， 또 해당융자기업에 대해서 생산물을 넘겨주는 계약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시장이 확보되고， 게다가 경영권은 소중하게 보관할 수 있기 때문에， 

광석을 넘겨줄 때마다 약간 할인을 해줘도 충분한 장점이 남아있게 된다 .. 

이상과 같은 사정 때문에 일본으로부터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필리핀에 있어서， 

1954년에 바가카이 광산， 30년에 시파라이 광산동， 점점 융자매광 계약이 결정되고 있었 

다. 그러나 융자매광은 일본국에서 보면 극히 수동적인 방식이고 개발준비에 착수하고 있 

는 프로젝트가 아닌 것에는 상담하려 하지 않고 매수시장화하고 있는 환경의 때는 가격 

조건이 단순매광의 그것 보다도 좋다고는 하나， 국내에서 제련생산비로 이익을 완전히 

보충할 수 있올 만큼 할인을 얻을 수 밖에 없다는 문제를 만들어 왔다. 

여기서 다음으로 지향된 것은， 즉 직접개발이다. 결국， 일본 기업이 해외자원에 대해서 

조사탐광 단계로부터 스스로 위험을 부담해 실현가능성이 인정되어진다면 현지법인을 설 

립해 ， 자금을 내서 개발하고， 채광되어진 광석을 일본으로 가져오는 것을 지향했던 것이 

다. 이 방식은， 상당한 위험부담을 어쩔 수 없게 되었지만， 다른 면에서는 해외의 자원개 

발기업이 미리 받고 있었던 채굴이윤이 배당으로써 환원되어， 광석의 입수가격은 실질적 

으로 저렴한 것이다. 게다가， 일본의 기업수단으로 프로젝트의 발굴이 가능하다고 하는 

점에서 극히 큰 장점올 가지고 있었다. 

나. 해외개발 역사 

해외개발 초기에는 필리핀을 대상으로 고려를 하였지만 그 당시의 필리핀은 강력한 

외자규제가 있었기 때문에， 프로젝트의 대상은， 남미， 캐나다를 중심으로 하지 않을 수 없 

었지만， 그때쯤 해상수송이 대형 광석운반션의 취항에 의해 효윷적이지 못하였음으로 일 

본이 원격지에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없었다. 처음에는 아직 해외개발에 부실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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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일본 기업은， 악질적인 광업권자의 감언에 의해 ， 실현 가능성이 없는 광구를 무턱대고 

개발하여 고액의 옵션머니를 지불했다고 말하는 실패가 있기도 했었다. 또， 특히 일본과 

광상타입이 달랐기 때문에， 전혀 경험이 없는 폴피리 · 갓빠형의 광상의 평가에는 매우 고 

생한 듯하다. 그래도 1957년에는， 직접개발 방식는 최초로 칠레의 폴에스테르 광산의 개 

발이 성공해서 그 후 1960년에 볼리비아의 자카리아 광산， 1963년에 페루의 곤데스다부 

레 광산등 몇 개의 중납미에 있어서 탐광개발이 성공한 것으로 보여진다. 이들의 동광산 

의 생산규모는 극히 적어， 연간 생산량이 2，α)()-5，000톤이었던 정도였지만， 100% 일본 

기업의 손에 의해 개발을 성공시켰다고 하는 것은 당시 직접 개발노선의 추진으로 큰 의 

미를 지녔다. 

이러한 가운데 1960년이래 외국기업으로부터 사업을 이어받아， 일본이 탑광을 시작했던 

캐냐다의 베스레햄 광산에서 유망한 동광상이 발견되어， 연간 생산량은 당초 1만톤이었 

고， 후에는 2만5，000톤이라고 하는 대광산으로 발전했다. 이 광산개발에 대해 일본 기업의 

자금부담은 26억門으로， 총자금의 52%였었지만， 자본참가 비율은 여러 이유로 30%가 되 

어， 당시 지향된 100% 일본 기업의 손으로 운영된다고는 할 수 없었다는 것， 대규모적인 

프로젝트인데도 직접개발이 가능했던 것， 또， 채굴부분의 이익을 얻게 되었다는 장점이 

컸음을 일보 제련업계에 인식시키기에 이르렀다. 

1961년경부터는， 鋼의 시장경기가 호전되었고 일본국 기업에 의한 해외탐광도 활발하고 

있었지만， 이와 동시에， 기업체질이 취약한 일본 기업은， 공동으로 해외 개발을 하지 맡아 

야 한다는 주장이 있어， 1962년에는， 해외 경제협력기금과 일본 광산업계가 각각50%씩 

출자해서 「해외 광물자원개발 주식회사」 를 설립했다. 한편， 융자매광에 관해서도， 대형 

건을 공동으로 부담하는 경향이 생겨， 1앉)6년에는 칠레의 리오브랑코 광산에 대해 융자매 

광계약을 체결하여， 일본 기업 3사 총개발 자금 565억門 가운데 115억원을 부담해， 1971 

년부터 연간 鋼鍵量 4만8，000톤 을 인수하게되었다. 附言하면， 그 후의 대형 융자매광 안 

건은 전부 공동체제를 받아들이게 되었지만， 게다가 특별히 서술해야 할 사항으로는， 종 

래 제련업계만 공동체제였지만， 이것까지 정보제공과 수입 취급을 주 업무로하고 있었던 

상사가 공동융자의 당사자로서 참가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이들의 대형 융자매광과 병 

행해서， 캐나다 베슬레햄 광산의 성공에 자극되어， 직접개발 도 활발하게 되었다. 

특히， 정부가 전술한 해외 광물자원개발 주식회사의 설립에 주력하고， 또 1968년에는 

금속광물채광 촉진사업단 (현 금속광업사업단) 에 해외업무를 더해， 적극적인 지원체제구 

축에 노력한 것이 민간에 대한 인센티브가 되었다. 1966년에 조사권을 얻은 자이루의 무 

송 광산， 또는 말레시아의 마무토 광산은， 대형광산의 직접개발이 성공한 프로젝트들이다. 

그렇지만， 이쯤부터 이미 자원민족주의는 현저해져서， 당초 생각되었던 대로 일본기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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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100% 또는 그것에 가까운 형태의 자본참가에 의한 개발은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이에 대해， 일본기업도 탄력적으로 대처하게 되어， 무소시에 대한 일본기업의 출자비는 

85%, 마무트의 경우는 51%가 되고 있어 1973년 개발을 개시했던 페루의 카탄가 광산에 

대한 100%출자는 소규모광산이었던 점이 예외적이다. 

한편， 납， 아연의 경우에는， 종래부터 세계적으로 광석수급이 극도로 어려운 적이 적지 

않았는데， 거의 해외개발도 손이 닫지 않아서 해외 개발투자 실적도 적다. 그러나 그 중 

에서도， 1984년부터 생산올 개시했던 페루의 완사라 광산은 1977년부터 조사에 의해 개 

발된 직접 개발 성공의 사례이다. 

3. 해외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가. 해외개발의 현황 

1995년의 일본국의 동 납 아연의 형태별의 수입량은 <표8.12-8.14>와 같다. 방식별 

로는， 단순매광이 가장 많고， 동에 대해서는 50.9%, 납에 대해서는 90.5%, 아연에 대해서 

는 93.2%이고， 장기， 또는， 안정적 공급의 관점에서부터 바랍직하게 된 자국개발이나 융 

자매광이， 동의 경우는 각각 5.5%, 43.5%, 연，아연의 경우는 직접개발 광석 비율은 각각 

9.5%， 6.8%로 적다. 일본국기업이 개발에 기여한 부분의 직접개발 및 융자개발에 관해 

국별 수업을 보면 동의 경우 직접개발 은 미국의 모렌시 광산 말레이시아의 마무트 광산 

으로부터의 산출광석중 89%를 차지하고， 융자매광으로는 철레의 에스콘디다 광산， 인도 

네시아의 에레츠베르구광산 둥이 었다. 또， 납， 아연의 경우는 직접개발 만이고， 페루의 

완사라 광산， 멕시코의 티사파 광산이 었다. 1994년 10월 말 일본 기업이 관여하고 있는 

해외 광산프로책트를 보면，<표8.15>와 같고， 탐광 중의 것의 17 (동 2, 납 · 아연 3, 우라 

늄 8, 니캘 1, 기타 3), 직접개발 (개발준비 중의 것도 포함한다)의 것의 12 (동 6, 납 · 

아연 3, 우라늄 1, 니캘 3), 융자매광 9(동 9)로 되고， 합계 39개 프로젝트이다. 또， 일본의 

해외광산개발 프로젝트의 개요는，<표8.16>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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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2> 일본의 주요 비칠금속의 나라별 • 방식별 수입 상황 (1996넌) 

짧?히 
고c>↓서 -, 

자주 융자 8ê‘ 
지긍 합계 비율 

개발 매광 매광 
소계 

1 .칠레 88.2 186.0 76.6 347.8 138.8 495.5 33 .4 

2.케나다 54.0 147.0 201.0 1.7 202 .7 13.7 

3.인도네시아 160.7 160.7 160.7 10.8 

4.파푸m.뉴기니 95.6 95.6 95.6 6 .4 

5.필리핀 16.3 43.8 60.1 32.5 92.6 6.2 

6.미국 34.1 34.1 58.4 92.5 6.2 

7.퍼|루 35.8 35.8 45.9 91.0 6.1 

8.오.A E레일리아 50 .7 50.7 16.1 66.8 4.5 

9.잠비아 59.9 59.9 4.0 

10. 말레이시아 21.0 21.0 21.0 1.4 

11 .기타 1.7 66.7 68.4 36.0 107.5 7.3 

겨| 107.9 417.0 550.3 1.075.2 389.3 1.485.8 100.0 

〈표8.13> 일본의 납의 비절금속의 나라별 • 방식별 수입 헌황 (1996년) 

꾀원?치 
고c>↓k --1{ 

I--1l 저 "" 융자 8- τ 一’r‘
지긍 합계 비율 

개발 매광 매광 
소계 

1.오.A E레일리아 0.6 52.8 53.4 8.0 61 .4 31.6 

2.중국 8.9 8.9 47.6 56.5 29.1 

3.페루 13.5 15.7 29.2 11.2 40.4 20.8 

4. 미국 11.5 11 .5 0.7 12.2 6.3 

5 . 남아끄리카 6.2 6.2 6.2 3.2 

6.C I S 4.4 4.4 4 .4 2.3 

7.루마니아 3.1 3.1 3.1 1.6 

기타 2.6 2.6 7.3 9.9 5.1 

겨| 14.1 105.2 119.3 74.8 194.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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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4> 일본의 주요 아연의 나라별 • 방식별 수입 상황 (1996년) 

광석 

지접 융자 8 ;:: “ è 
지금 합계 비율 

개발 매광 매광 
소계 

1 .오A E레일리아 1.8 308.5 310.3 2.2 312.5 47.2 

2.중국 14.5 14.5 80 .8 95.3 14.4 

3.페루 39.1 32 .4 71.5 1.1 72.6 11 .0 

4 .미국 60.3 60.3 0.3 60.4 9.2 

5 .커|나다 19.8 19.8 5.6 25.4 3.8 

6 .칠레 20.5 20.5 20.5 3.1 

7 . 멕시코 13.3 5.5 18.8 0.8 19.6 3.0 

8.C I S 15.5 15.5 2.6 18.1 2 .7 

9 .북조선 10.7 10.7 1.6 

기타 13.6 13.6 12.9 26.5 4.0 

겨| 54.2 490.6 544.8 117.0 661.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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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 15> 일본 기업의 해외광산 프로젝트 수 (1994년) 

탐광 
~ GJ JH ~므F 

융자매광 

지역 
(함개발검토중·외수) 

합계 

국명 

질리핀 2 2 3 3 5 
인도네시아 2 

아시아 중국 

베트남 

소계 3 8 

아프 
니제르 2 2 3 

리카 
소계 2 2 3 

Of머|리카 

커|나다 
2 1 1 3 2 2 5 

4 5 (2) (2) 2 2 1 7(2) 
퍼|루 2 
브라질 

묵 ·중남 콜롬비아 
01 

칠레 2 2 4 

멕시코 

베네A웰라 

소계 11 3 5 1 1 10 51 2 (2) 7(2) 4 4 121(2) 

오스트레일리아 2 
2 

4 
2 오세아 P. N. G 

LI 아 
소계 3 1 1 1 2 6 

태평앙 

합계 21 3 8 3 17 61 3 1(2) 3 13(2) 9 9 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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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6> 일본 기업의 해외 광산개발의 프로젝트별 개요(1) 

지역 동남아시아 남미 

n로젝E이름 
북켄비레 마카사리버 시바라이 

Bougainville McAr톤 hur Sipalay 

융자매광 탐광개발 

파푸아뉴기니아· 오AE러|일리아· 융자매광 
개발의 양태 

부켄도루島 북도준주 필리핀·너|구로A島 
나라이름·소재지 

아와네베이島까지 뻔본港까지 E럭 카루타나에港까지 
교통·운반 

A라리뚫送 20Km 120Km E럭 150Km 
일본측기업이름 

일광， 삼릉， 주우， 일광 ，삼정， 물산， 황흥 
상대방측기업이름 

삼정 ， 동화， 고하， 환흥 아리카라무·마이닝구 
현지법인이름 

상사，물류 MIM社 u 
북켄비루갓빠사 AN톤 社

광산타입 

매장광석 량(千톤)품위 
뽀히리 

층상납아연 

(%) 
675.000 

227.000(Pb4.1 ’ 뽀히리 

채굴방법 
CuO.4 

Zn9.2. Ag41 g/톤 ) 250.000 CuO.54 
광석선별처리능력 

露天握
항내굴 노천굴 

(톤 /日) 4.500 20.000 
조광생산량 

127.000 
1.350(Pb6.2. 6.650(CuO.60) 

(千톤 /年)
46.500(Cu0.42) 

Zn13.9. Ag63g/톤 ) Cu32.000 
(품위%) 

Cu65.400 

수출긍속량(톤 /年)

홍개발비 405 . 664千US$
246.000千AS

15.129千US$
일본혹부담액 50.258千US$ 4.995千US$
현긍대부 30 . 000.千US$

73.800 .千AS
795주US$ 

기계수출 20 . 258千US$
22.000千AS

4.200千US$

30년2월 
개발공사착수시기 45년 5년8월 32년5월에걸친증산설 
본격생산개시시기 47년4월 7년5월 비일시폐산 

44년 12월 
비고 현재조업정지 자금전맥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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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6> 일본 기업의 해외 광산개발의 프로젝트별 개요(2) 

지역 동남아시아 남미 

끄로젝 E이름 
리오 ·치바 타가니토 운사라 

Rio 톤 uba 톤 agani톤 o Huanzala 

탐광개발 

개발의 양태 
필리핀·빠라운島 

자본첨가 
탐광개발 

나라이름·소재지 
港까지 E럭8Km 

필리핀·빠라운島 
페루·우아누코顯 

교통·운반 
태평양금속， 

港까지 E럭 3Km 
카자오港까지 

일본측기업이름 
일신제강，일상 

태평양금속， 일상 
E럭 417Km 

상대방측기업이름 
리오 ·치바·닛케루·마 

타가니아·마이닝社 
삼정，물산 

현지법인이름 
이닝구社 

타가니아·마이닝社 
콘빠니아·미네라 ·산타 

리오·치바·닛케루·마 ·루이사社 

이닝구社 

광산타입 접촉교대 

매장광석량(千톤 
풍화잔유광상 풍화잔유광상 

6.036 Cu0.46 
)품위(%) 

(산화니켈) (산화니켈) 
Pb5.33 .Zn11 .70. 

채굴방법 Ag154 
광석선별처리능력(톤 

7.000 Ni2.36 5.000 Ni2.44 
갱내굴 

露天握 露天握
/日)

4.100 。~드C그프 
1.300 

조광생산량(주톤 
450(Ni2.30) 150(Ni2.40) 

424(CuO.14. Pb4.6. 
/年) Zn10.4. Ag193) 

(품위%) 
Ni7.700 Ni2.500 

Pb25.136. 
수출금속량(톤 /年) Zn74.866 

총개발비 
27.661 주US$ 15 . 008주US$ 

25 . 057千 15.008千US$
。ElE틈=걷등-르「-t「j C C그LO -「H

US$ 68方 US$ 2.304千US$
현긍대부 

881 주US$ 10.251 千US$
기계수출 

4 . 176주US$ 2.453千US$

개발공사착수시기 49년 63년7월 41 년4월 

본격생산개시시기 52년 1 월 元년 7월 43년6월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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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6> 일본 기업의 해외 광산개발의 프로젝트별 개요(3) 

지역 동남아시아 남미 

n로젝E이름 
리오·불란코 에λ콘디다 아쿠타 

Rio Blanco Escodida Akou톤 a 

탐광개 발 . (자본첨 가) 

치2.1. 저12州 
탐광개발 

융자매광 
안토하가A타港까지 

개발의 앙태 
니제루·아가데λ縣 

나라이름·소재지 
치리·산차고縣 

160Km-라이바이 tItI 
코토누(빼난)港까지 

라A·베A타나A港까 
라인뚫送 

교통·운반 상사， 삼릉， 일광， 
E 럭 및 철도 

일본측기업이름 
지 철도160Km 

(융자， 일광， 삼른， 
2.000Km 

상대방촉기업이름 
주우，일광，삼저륭 

삼정， 주우， 동하， 
해외우라늄자원개발 

현지법인이름 
안디나社 

고화， 일철) 
COGEMA.ONAREM. 

BHP.R톤 Z社
ENUSA 

ALSPFK.DP톤 
아쿠타광업 (코미 닛쿠) 

MZHSELEK社

광산타입 

매장광석량(千톤 
뽀히리 

)품위(%) 
뽀히리 층상(사암형) 

채굴방법 
1.458.000 Cu1 .06 662.000 Cu2.12 10.769 U3080.407 

광석선별 
갱내굴 露天握 갱내굴 

처리능력(톤/日) 
20.000 43.000 2.200 

조광생산량 (千톤/年) 
15.800(Cu2.86) 430(U3080.59) 

(비율%) 
Cu11 .100 Cu160.000 U3081 ,000 

수출금속량(톤/年) 

총개발비 
27 ， 661 千US$ 15 ， 008千US$

일본측부담액 
25 ， 057 .千 15 ， 008千US$

현금대부 
US$ 68 ìJ US$ 2 ， 304千US$

기계수출 
881 千US$ 10 ， 251 千US$

4.176千US$ 2.453주US$ 

개발공사착수시기 49년 63년 7월 41 년4월 

본격생산개시시기 52년 1 월 元년7월 43년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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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 . 16> 일본 기업의 해외 광산개발의 프로젝트별 개요(4) 

지역 북미 

끄로젝 E이름 
노λ빠쿠A 토레도 에금흐베근구 소모아코 

Nor톤 hparkes 톤 oredo Er톤 sbberg Smoaco 
융자매광 

탐광개발 
인도네시아·서이 

인도네시아·λ라 
탐광개발 리안신港까지빠 

웨시島 
개발의 양태 오AE레일리아· 융자매광 이1I11 流送 

나라이름 ·소재지 뉴사우A워|2Ã 필리핀·세부島 동화， 고하， 
港까지 E럭 

교통·운반 州뽀도켄부라港 센기港까지 E 럭 삼릉， 삼정 ， 
60Km 

일본측기업이름 까지 철도300Km 15Km 일광， 일철， 
동경니켈 ， 지촌 ， 

상대밤측기업이름 -;Tx:- -Cr>- , -;Tr-λ c:> lC그l저 C그 주우， 상사 ， 
-;rξ--。T- ’ 묵 E프사 '--" 

현지법인이름 노A ·부로룬비루. 아E라A社 튿ε긍프/ 〈사그 , -3T:- / C\그} , 。EEl A C그} 
일상，주상 

INCO 
빼코社 , 윤승충 

P.톤 .인코社 
후리뽀토·인도네 

"1 mii+. 
광산타입 

매장광석량(千톤 뽀히리 
)품위(%) 86.000(Cu1.32, 

뽀히리 뽀히리 풍화광유광상 

채굴방법 AuO . 7gj톤) 
881 ,000 1,074.100 1.31 (라태라이 E광) 

광석선별처리능력 
노천굴 ·광내굴 

Cu0.41 445,700 Cu1.59 19.753 Ni2.26 

(톤/日) 10.500 
노천굴·광내굴 노천굴 ·광내굴 노천굴 

조광생산량 5,230(Cu1 .3.Au 
42.500 67.000 16.200 

(주톤/年) 0.6gj톤) 
14.190(CuO.37) 11 .569(Cu 1.57) 1.327(Ni2.09) 

(품위%) Cu27.000 
Cu27.000 Cu4000.000 Ni21 .583 

수출금속량 

(톤/年) 

총개발비 
110 .000주US$ 

840 .000千US$
32 .450千US$

일본측부담액 276.000 
550주US$ 

24 . 000千US$ 47.250 -千US$

현긍대부 70.200 
17.600千US$

11 . 250千US$

기계수출 
14 . 300千US$

24.000千US$ 36 . 000千US$

개발공사착수시기 5년5월 28년 1 월 45년 1 월 48년4월 

본격생산개시시기 7년 10월 30년 47년 12월 53년 

3년마다 일본용 

정광 4方톤 55년 5월 

(내 1 方톤 매광) 융자긍전액회수 
55년 5월 융자긍 

비고 Cu비율45% . 2년 

Au비율17gj톤 9월추가융자 
전액회수 

.Ag비율97gj톤을 (3千方달러) 

기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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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6> 일본 기업의 해외 광산개발의 프로젝트별 개요(5) 

지역 북미 

II로쩍 E이름 
모렌시 로넷쿠λ 고레무A토림 치노 

Morenci Lornex Golds톤 ream 톤 ino 
자본첨가 융자매광 

융자매광 
자본첨가 

아메리카·아리조 케나다S'C州 
케나다S'C州 

아메리카·아리조 

개발의 양태 나州 반쿠바港 
반쿠바港까지 

나州 

나라이름·소재지 로A만젤레A港 까지 E럭 및 시루베시티까지 

교통·운반 까지 철도 철도 440Km 
반출 

20Km 
일광，주상 

일본측기업이름 1.200Km 주우，삼릉，삼정， 
베슬레햄社，고 

삼정，상사헤루부 

상대혹기업이름 주우，주상 일광，고하，동화， 
루도네부社， 

A돗지社 

현지법인이름 헤루부A돗지社 주상，울상，상사 
고루도A토림J/ 

고루도λ 

주우광산아리조 로넷쿠A社，마인 V 
치노광산社 

나社 I 社

광산타입 

매장광석량 
뽀히리 

(千톤 )품위(%) 뽀히리 698.000 
뽀히리 

채굴방법 887.000(0.75%) Cu0.414 
2.060(Cu4.23) 280.000 

광석선볕처리능 
露天握 露天握

갱내굴 CuO.72 
력(톤/日) 116.000 88.000 

1.050 露天握

조광생산량 42.456(CuO.08) 31.044(CuO.356 
60(Cu24)(정광) 45.000 

(주톤/年) Cu30.500 
14.400 15.579(CuO.68) 

(풍위%) Cu64.400 
없음 

수출금속량 

(토 11.ε1 

총개발비 123.600千US$ 5.430千US$
일본측부담액 

75百乃US$
26.500千US$ 5 ，430千US$

현금대부 58.000千US$
기계수출 26.500주US$ 5 ，430'千US$ (매수가격권익 

33.3%) 

개발공사 

착수시기 43년 198년 1 
1909년 

본격생산 47년8월 1991 년6월 

개시시기 

비고 
51 년 5월 1996년 

융자금전액회수 융자긍전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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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8.16> 일본 기업의 해외 광산개발의 프로젝트별 개요(6) 

지역 북미 

n로젝 E이릉 
엘 ·로부레 세로베루데 티사빠 라·칸데라리아 

EI Roble Cerro Verde 톤 izapa La Candralia 

탐광개발· 
탐광개발 

(자본첨가) 융자매광 

개발의 앙태 콜롬비아·초코州 
융자매광 

멕시코·멕시코州 
칠러/.저/3州아타 

나라이름·소재지 港까지 E 럭 
페루 

카루데나A港 
카마區 

교통·운반 600Km 
마타라니까지 

까지 E럭輪送 
카루디리아港까 

일본측기업이름 。E크 1 5i εE인 , E II2 = i5=:i r =ir 
E 러--. 

(아연정광만) 
A/ E럭 110Km 

상대방측기업이름 미나A· 에루·로 
환흥 

동화，주상 
주우，상사 

현지법인이름 부레社 
사이뿌라A·아맛 

빼뇨레A社 
헤루뿐λ돗지社 

에루 ·로부레탐광 
쿠A社 

미네라·티사바社 
미네라 ·칸데라리 

개발(~) 
m社

패상유화물광 

4.100(Au2.0g/ 
광산타입 톤 • Ag314g/톤 

매” 자 〈그고 〈그↓서 --. 랴 C그 
뽀히리 

• CuO.7g/톤 
(千톤 )풍위(%) 

패상뮤화물광상 650.000 
.Pb1.67g/톤 만E형 

채굴방법 1.200 Cu4.80 (CuO.72) 
.Zn7.9g/톤 ) 398.917(Cu1.06 

광석선별처리능력 
갱내굴 露天握

갱내굴 . AuO.25g/톤) 

(톤 /日) 300 정광 3.000톤 
800 露天握

조광생산량 96(Cu3.8) /日生버 
240(Au1 . 96g/톤 23.500 

(千톤 /年) Cu2.500 3.200(Cu0.7 4) 1 
• Ag282g/톤， 8,460(Cu1.10) 

(비율%) Cu0.48g/톤 Cu60.000 
수출긍속량 

2.000 
.Pb1.67g/톤 

(톤 /年) .Zn8.04) 
Zn12.600Ag1 .4 

OOKg 

총개발비 123.600 .千US$ 5 ，430千US$

일본측부담액 
75百方US$

26.500千US$ 5 ，430千US$

현긍대부 58.000주US$(매 
기계수출 26.500千US$ 5 ，430千US$ 수가격권익 33.3 

%) 

개발공사착수시기 43년 198년 1 1909년 

본격생산개시시기 47년8월 1991 년6월 

비고 
51 년 5월 1996년융자긍전 

융자금전액회수 액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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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개발의 문제점 

비철금속자원의 개발에 따른 문제를 생각해보면 아래와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가. 자원부존의 편재성 

자원의 부존상황은 동， 납， 아연， 니켈， 보크사이트 모두 상위 5개국에서 50%이상을 차 

지하고 있고， 게다가 미국， 캐나다， 호주를 제외하면 선진국에는 부존이 적어， 발전도상국 

에 편재하고 있다. 이것은 자원문제가 정치문제로 되기 쉬운 요인이 되고 있다. 

나. 자원개발의 장기 회임성 

자원개발은， 다른 제조업과 달라서 입지상 선택의 여지가 적고， 일반적으로 개발에 대 

웅하려면， 도로， 항만 등 하부구조 정비부터 처리되지 않으면 않되고， 실제로 채굴이 개시 

될 때까지는 꽤 긴 기간(10수년을 요하는 것도 있다)이 필요하다. 

다. 채광의 불확실성과 위험이 크다 

이것은 다른 제조업과 크게 다른 점이 있고， 자원은 지하에 부존하며 게다가 광상 발견 

률이 낮아， 사업규모， 수익 둥을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 또， 개발이 성공하지 못하 

고 끝난 경우에는 자산이 제로(zero)에 가깝게 된다는 점에서 위험이 상당히 크다. 그리 

고， 그것이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공급 전망이 불확실하므로 공급면에 있어서 최대 

의 불안정요인이 되고 있다. 

다음으로 일본국 비철금속 자원을 해외에서 개발할 경우 특수한 문제점을 들었다. 

라. 우리나라 해외개발의 역사가 앓다(짧다) 

일본국의 해외개발은 역사가 낮아， 기존 이권의 대부분이 구미 대자본에 막혀 있고， 일 

본 기업이 개발해서 얻은 것은， 광상 규모가 작은 것， 혹은 하부구조 정비를 위해 많은 

자금올 요하는 둥 조건이 나쁜 것이 적지 않았다. 또 자원개발의 효율성을 규정하는 정 

보의 접적이 거의 없었다. 

마. 많은 자금을 필요로 하지만， 우리나라 비철금속업계의 기업체질이 취약 

해외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위험을 부담하는 거대한 자금이 필요하다. 이들의 자금을 안 

정적으로 또한 원활히 확보하기 위해서는 거대한 자본력이 필요하고， 이처럼 위험성이 높 

은 탐광은 본래 그 기업의 내부 유보를 충당하는 것이 건전한 모습이지만， 그림1.8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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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개발에 긴 세월의 실적을 가진 국제자본은 방대한 자금을 가지고， 내부유보의 극히 

일부분을 채광비로 할당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해 ， 일본 기업은， 이들 국제 대자본에 비 

교해서 기업기반이 취약하고 내부 유보룰 넘어 탐광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에 있다. 

4. 해외개발의 추진 

전술한 바와 같이 일본기업에 의한 해외개발은 매우 곤란하기 때문에， 정부로써도 이들 

의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일본국 비철금속기업의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비철금속광산물 

의 안정적인， 또한 저렴한 공급에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1968년 금속광업사업단에 해 

외부문을 설치하고， 해외에서 @ 금속광물의 탑광에 필요한 자금을 대부하고，(2) 금속광 

물의 탐광에 필요한 지질구조조사，@ 금속광물의 채광에 필요한 자금에 관계되는 채무의 

보증，(4) 금속광물자원의 개발에 관한 자료 및 정보의 수집， 제공，(5) 해외조사원의 파견 

둥을 시행해서， 1970년도부터는， 경제협력의 일환으로써 자원의 부존이 유망시 되어진 개 

발도상국의 자원개발을 추진하기 위해서，@ 자원개발협력 기초조사가 시작되어， 그 후 

1971년도에는 일본기업이 비철금속자원의 직접개발 을 추진하고 있는 개발도상국의 지역 

에 있어서 ，(j) 자원개발계획을 중심으로 했던 지역개발계획조사를 시행하고， 게다가， 프로 

젝트 선정조사(1976년도)， follow up조사(19771건)가 추가되어 차례로 보완되어져 왔다. 

1974년도부터는， 해외에 대한 금속광물의 탐광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를 강화하는 시책 

으로써，@ 해외에 있어서의 금속광물의 채광에 필요한 자금을 공금하기 위한 출자，@ 

해외에 있어서의 외국 법인과 공동으로해서 금속광물의 채광에 필요한 지질구조의 조사 

를 시행하는 금속광업올 경영하는 사람에 대한 조성금의 업무가 추가되어， 현재에 이르렀 

다. 

이와 같이 해외 개발 조성책확충이 도모되어져 왔지만 장기적으로 계속된 국제가격의 

저조에 따라， 일본국기업의 해외에서의 탐광， 개발에 대한 의욕은 대폭적으로 저하하고 

해외에 대한 투융자도 같이 저하하고 었다. 

5. 해외개발의 기본방향 

가. 해외개발의 특징 

현시점에 있어서 해외개발의 형태는， 초기의 단계와 달리， 다음과 같은 점에 특정이 있 

다. 

φ 첫번째로， 프로젝트의 규모가 점차로 대형화하고 있다. 초기때의 개발규모는， 연간 

산동량으로 1，αm톤 , 자금량으로서 10억門의 주문이었지만， 최근의 프로젝트는 산동량이 

수만톤으로부터 10수만톤 , 자금이 100억門에서 1 ，ω0억門으로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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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번째로， 대형 프로젝트化와 관련도 있어 초기에 l개기업의 단독개발은， 동광산의 

경우 거의 자취를 감추고， 니오부， 탕타루 둥과 같이 소량엄에도， 채산이 좋은 사업을 시 

행하게끔 변화되었다. 이 결과 대형프로젝트의 경우에는 일본측 기업의 공동체제가 정착 

하고， 게다가 외국기업과의 공동도 증가해왔다. 

@ 세 번째로， 일본측 체제중 商社의 큰 역할이 보여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융자매 

광 프로젝트 뿐만 아니라， 투자자로서 상사가 참여하게 되어있는 것은 주목할만하다 .. 

@ 네 번째로， 자원 민족주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것인데 그것은 자본비율로 보는 

외에， 지역개발협력， 현지제련에의 협력 진전올 초래하고 있다. 

나. 해외개발의 기본 방향 

이러한 점들올 바탕으로해서 금후 일본국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기본방향을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 첫 번째로， 개발대상지역의 분산을 적극적으로 꾀할만하다. 이미 본 바와 같이， 일본 

국에서 주요자원을 의존하고 있는 나라로는， 대개 수개국에 집중하고 있어， 이것은 경제 

적， 정치적으로 긴급 상황시 자원확보에 불안을 초래한다. 이를 위해， 일반의 단순매광에 

있어서도 부지런히 의존 대상국의 분산을 꾀하는 동시에 ， 보다 능동적 수단으로써 개발대 

상의 지역을 분산할 필요가 있다. 

@ 두 번째로， 자원개발에 수반해서 경제협력과 유기적 결합을 도모해， 주변 하부구조 

의 정비요청에 대웅할 필요가 있다. 최근의 자원개발은， 오지화에 따라， 도로， 항만， 철도 

둥의 막대한 하부구조의 정비가 필요한데， 이것은 단순히 그 광산의 개발로 직결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전체의 장래 개발을 고려한 뒤 정비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물론， 자원개발의 추진과 경제협력의 추진과는 하둥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 그렇지만， 

- 개발도상국에 있어서는， 자원개발은 경제적 도약의 열쇄라는 점 

- 경제협력은， 개발도상국의 경제적 도약에 있어서 가장 효율적인 분야에 대해서 시행 

될 만한 하다는 것 

- 금후 일본국의 대외적 직무로서， 경제협력과 정부원조를 대폭적으로 증대하고 있다는 

점. 

둥올 감안하면， 직접개발 방식의 추진과 경제협력은 결합할 펼연성이 있다. 

@ 세 번째로， 다른나라 자본과의 불펼요한 마찰을 피하는 것이다. 

선진국의 자원개발 의욕이 높아짐에 따라 일본국의 기업과 선진제국의 기업이 해외에 

서 경쟁하는 사례가 금후 많아 질 것이라고 여겨진다. 세계에 한정되어진 자원의 개발을 

둘러싸고， 이처럼 쓸데없이 경쟁을 강요하는 것은， 쌍방에 있어서 유리한 방법은 아니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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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보유국에 대한 불신감을 불어넣는 것으로도 되기 때문에， 상호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 

요가 있다. 특히， 일본국의 자원개발 기업은， 자금력， 정보 수집력， 일부 기술력 동에 있어 

서 세계의 대자본에 열세에 있음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일본의 시장을 제공해서 다른 선 

진자본의 능력을 제공받으려는 방식으로 공동 개발함이 더욱 추진되어야 좋다. 

@ 네 번째로， 그 후의 문제로써， 현지에서 가공도를 향상하는데 협력할 필요가 생겼다. 

자원을 보유한 발전도상국은， 그 공업화에 따른 경제발전을 완수하기 위해서 자원의 채 

굴산업뿐만이 아니라， 정련 산업을 육성하여 광석수출만이 아니라 부가가치가 높은 지금 

의 수출을 뜻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경향은， 최근 자원을 보유하는 선진국에서도 현저히 

변하고 있다. 다만， 현지에서의 가공을 추진하는데는， 현재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는 것도 

또 확실하다. 

가공설비는 scale meri톤 를 충분히 향유하지 않으면 비용이 높아진다. 

현지에서 가공설비를 건설하는 경우에는， 하부구조의 대폭적 정비가 필요하고， 국내 

에 비해서 건설비가 비싸게 된다. 

거액의 투하자본에 반해서 국유화， 접수 둥 정치적 위험이 높다. 

부산물인 유산 등의 시장이 없다면 그 자체만의 가공 생산비가 비싸게 된다. 

그렇지만， 이들 자원보유국은， 자원개발을 시행하는 선진소비국 자본에 대해 자원개발 

과 수반해서 현지에서의 가공을 강하게 요청하고 있다. 관계되는 요청은 자원보유국의 입 

장에서 보면 당연한 것이나， 게다가 현지가공은， 비용적으로도 현지의 싼 토지， 노동력， 

전력 등이 사용되고 석유이외의 자원에 대해서는， 유효분이 각각 농축되어 운반되어지고 

있기 때문에， 후레토가 쉽게 해결되는 등의 절약요인도 있다. 일본국으로써는 장기적으로 

가능한한 경제협력적 관점에서도 이것에 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제4절 일본 광업정책의 강화 확립에 관한 요망서 

본 자료는 일본광업협회에서 발간하고 있는 광산지 97년 6월호에 게재된 내용을 번역 

한 한국광업회 회보에서 입수하여 정리한 내용이다. 국내의 광업정책에 대한 제안을 위한 

자료로써 일본광업협회가 일본의 광업정책 강화를 위하여 제안 내용을 정리하여 수록하 

였다. 

1. 생산 공제제도의 항구화 및 개선 

광업은 재생 불가능한 소모성 자산인 광물자원을 경영 기반으로 삼고 있으며， 더욱이 



채굴에 의하여 고갈된 광물자원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모험이 극히 높은 탐광 활동에 의 

하여 신광상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더욱이 광엽은 사업장을 자유로 선택하기 어 

렵고 또 사업장이 멀리 떨어지기 쉬우며 심부화동 자연조건에 좌우되기 마련이다. 따라서 

사업이 진행될수록 생산 원가가 증가하는 특징은 타산업에서 볼 수 없는 특수성이다. 그 

러므로 생산 공제제도에 의해서 채광 준비금을 준비하지 않으면 계속적인 탐광 활동이 

곤난하게 된다. 또한 일본의 경제가 지속적으로 안정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기초 원 

재료인 광물자원의 안정 공급의 확보가 필요 불가결하며 그 공급체제의 강화도 필요하고 

또한 현 일본 광산회사로 말하면 해외의 광산개발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여 그 대응지원 

책의 필요성이 또한 크게 인식되고 있다. 

해외 주요 광산국에서는 생산 공제제도를 항구적 제도로 실시하며， 그 밖에 많은 조치 

를 강구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 광물자원의 탐광 개발에 현저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생산 공제제도를 경영 기반에 편입시킨 항구적 제도로 확립시킬 것이며 

탐광 준비금의 확립도 이월 손실과 무관하게 실시되도록 적립요건도 완화할 것이며， 그 

밖에도 수입기준올 현재 13%에서 종전대로 15%로 환원되도록 내용 개선이 요망된다. 

2. 일본 광산의 대책 

가. 금속광업 경영안정화 융자제도의 발본적 확충강화 

1) 이자보급재원의 증액 및 융자범위의 확대 

2) 대상사업의 확대 조업안정화를 위한 투자 및 작업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 

3) 금리의 인하 및 반제 기간의 연장 (5년 • 10년) 

4) 융자기준수량의 철폐 

나. 국내 탐광 조성책의 확충강화 

1) 중소광산 진홍지도 사업비 보조금 제도의 확충 

@ 보조금의 중액 및 보조율인상(50% • 80%) 

@ 보조액 결정방법에 대한 실적경비 기준화 및 단가인상 

@ 대상사업 · 경비비목의 확대: 확인 탐광올 포함한 전 탐광사업 및 탐광사업 관련의 

통기보안 공사 갱외 폐석 운반비 ， 정비 인건비， 갱내 적지이용의 갱도 굴삭비 및 보안대 

책 사업둥 

@ 보조금의 익금불산입 

@ 대상 공사기간의 확대: 교부결정 기간의 조기화 - 공사기간을 4월 1일에서 익년 3 

월 31일 까지로 할 것， 그 밖에 사무 수속의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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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 조사비의 전액국고 부담 

3) 광역 및 정밀조사의 확충강화등 

CD 조사의 내용을 한층 충실케 하고 정도의 향상을 도모해야 한다. 
@ 기지 광상의 심부구명을 위한 광역과 정밀조사의 두가지 대상으로 하고 기업탐광 

에유효 지침이 되도록 하며 더욱 이것을 촉진토록 한다. 

@ 광역 및 정밀조사 수익납부제도의 재검토， 광역 정밀조사의 기여율 2/3를 1/2 이하 

로 기대하며 또한 본제도의 탄력적 운용과 수속의 간소화가 요망된다. 

4) 탐광 융자 조건의 개선 

CD 융자 비 율의 인 상 (70%, 80% • 100%) 

@ 융자금리의 대폭인하 

@ 상환기한의 연장 ( 7연， 12년 • 15연) 

다. 휴폐지광산 갱폐수 처리 대책의 확립 

1991년 금속광업광해대책특별조치법 개정에 의하여 휴폐지 광산의 갱폐수처리의 항구 

적대책， 기금제도의 발족， 1992년부터 기금제도의 대책이 되는 지정 특정시설의 지정이 

시작되고， 1997년부터 지정기관에 의한 광해방지사업이 시행될 예정이다. 본 광업계의 

기금문제에 있어서는 냉엄한 경영 환경중에서 다액의 기금 각출 문제， 자원환경센타의 원 

활한 운영 방안등 수많은 과제를 안고 있다. 그러므로 기업경영에 과대한 지장이 생기지 

않도록 광해방지 사업기금의 각출 및 자원환경센타의 운영 원활화 등 광해방지와 그 대 

책을 위해 다음과 같은 특단의 배려와 국가의 강력한 조성이 요망된다. 

1) 기금운용의 부족 문제 해결 

최근의 저금리 상황으로 광해방지 사업기금에서 소기의 운용 이익이 생기지 못할 우려 

가 있으므로 이를 업계와 타개하기를 원하는 당국의 제안이 있어 현재 양자 협의중이다. 

업계에서는 현 제도에 의한 기금각출 시에도 부담이 과대했다는 장벽이 있었으나 용기 

있게 의결하여 이를 수용한 과거도 있고 해서 이상 더한 부담이 생긴다면 기금제도의 의 

의가 문제될 염려 또한 없지 않다. 이 문제는 기금제도의 유지 존속에 관한 중대한 문제 

로 기금제도의 창설 경위 및 취지를 고려， 업계의 과중한 부담이 생기지 않도록 해결 실 

현이 크게 요망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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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휴폐지광산 광해방지 둥 공사비 보조금 확충 강화 

CD 휴폐지 광산의 갱폐수 처리는 채굴권자등이 각자의 비용부담과 표기보조금으로 실 

시하고 있으나 광해방지 사업을 확실 및 영속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실시에 필 

요한 보조금의 확보가 불가결하며 예산 상황이 냉엄해도 격단의 배려가 있어야만 되겠고 

금후에도 표기보조금 제도의 보조금 제도의 일층 확충강화가 요망된다. 

@ 금속 광업등 광해대책 특별조치법 개정의 취지를 수행하려면 갱폐수처리비 저감화 

대책공사가 중요한 관건이므로 채굴권자둥의 처리비 저감화 대책공사가 비용 경감이 되 

도록 보조금 제도의 확충둥 지원조치가 강구되었으면 한다. 

3) 기금 각출에 관한 적정한 탄력적 운용 

특정 시설을 다수 소유하는 채굴권자등에 관해서 말하면 전 시설이 동시지정을 받게 

되면 기금 각출 부담이 집중， 과도의 부담이 되며 또 갱폐수 처리비 저감화 대책공사의 

실시 또는 계획하는 휴폐지 광산에서는 비용저감 효과는 안 보고 기금 각출하면 불합리 

한 비용 부담이 되는 등의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특정 시셜의 지정， 거출액 산정에 있어 

서는 계속 채굴권자둥의 실정올 충분 감안하여 적정한 탄력운용이 기대된다. 

4) (재)자원 환경센터에 대한 지원 

자원환경센터에 의한 갱폐수처리사업의 원할한 운영을 위해서는 인재의 확보， 축적기 

술의 활용으로서 널리 사회에 공헌 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시킬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서는 재정기반의 일충 안정화를 고려함이 불가결하다. 이미 조성대상이 된 @ 광해방지기 

술의 연구개발협력 @ 광해방지기술의 해외기술협력 @ 광산적지를 이용한 각종 사업둥 

그 중요성올 십분 인식하고 있으나 엄격한 수탁조건 하에서는 경제적으로 실시 곤난이 

예상되므로 원할한 사업수행으로 센터의 재정기반 확립을 위하여 국가의 적극적 지원이 

요망된다. 

5) 금속광업사업단에 의한 자금융자동의 개선 

금속광업사업단에 의한 기금각출 자금융자 및 광해방지 자금융자둥은 당업계의 광해방 

지둥의 관한 자금부담 경감에 큰 역할을 해왔음에 비춰 기금각출 자금융자 및 광해부담 

금 융자에는 일반시중 금리에 비해 일충 금리인하를 기대한다. 

6) 광해방지적립금에 관한 세법상 특별조치의 존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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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별조치법 제55조 5항에 의한 금속 광업등 광해방지 적립금제도에 관한 특별조치 

는 1997년 3월 31일 삭감 예정이므로 그 이후 존속이 요망된다. 

3. 환경대책 

가. 중금속 규제의 적정운용 

비철금속 산업의 환경공해 문제에 관헤서는 충분히 이해되고 있고 종래부터 환경관리 

에는 특단의 대책이 강구되었고， 작년도에는 다시 환경자주 행동계획이 책정되는 등 충실 

강화되었으나 환경문제 특히 중금속과 환경， 건강에 관한 문제는 국제적 동향에 국내동향 

이 좌우되는 오늘날 설태에 부적합한 과도의 규제강화는 국제적 동향에 대하여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국내적으로는 배수기준의 개정， 지하수의 수질 정화장치 및 유해대기오염 

물질 규제에 관한 법률이 개정 시행되었고 환경오염물질의 배출 · 이동등록(PRTR)제도의 

도입도 검토되고 있다. 

또한 국제적으로 “바아젤” 조약과 관련된 재생자원의 수출입 문제도 었고 이것들은 당 

업계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어 국내의 구체적 시책이나 운영여하에 따라서 다대한 영향도 

있지 않을까 우려된다. 따라서 대기오염방지법에의한 유해 대기오염물질의 선정과 기타 

중금속 규제대책 문제에 관하여 과학적 지견은 물론이고 일본의 실태에 고하여 충분히 

고려하여 과도의 규제， 대책이 안되도록 적정한 운용을 요망한다. 

나. 축적 공해에 관한 국책의 재검토 

현재의 축적 공해에 관한 국가시책은 이 문제에 관한 과학적 지견이 불충분한 상황에 

서 발족한 경위가 있으므로 현시점에서 볼 때 갖가지 불합리한 점이 있어 재검토가 필요 

하다. 특히 ‘카드융’ 관해 그러한 감이 깊다. 그러므로 카드융 환경오염대책 관련부서 협 

의회를 통하는 등 다음의 조치가 실현되기 바란다. 

1) 카드률의 생체에 주는 영향 평가의 시정 

(D r이다이이다이」 병 원인에 관한 후생성 견해의 재검토: 카드뭄의 생체에 대한 영향 

에 관한 최근의 조사연구의 진전을 보면 그 지견의 대부분이 “이다이이다이”병 원인에 

관한 후생성 견해와 상이하다. 그러므로 일본의 최근의 조사연구성과를 기초삼아 후생성 

견해를 재검토하여 그 성과를 세계에 주지시켜 실태보다 증오된 카드융의 국제적 평가를 

시정할 것. 

@ 카드융에 관한 생체 영향연구를 일층 촉진함과 그 성과활용의 촉진: 국가에 의하여 

카드융의 건강영향과 “이다이이다이”병 원인에 관한 조사연구를 일층 촉진할 것이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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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한 연구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된다. 특히 아직 세계에 없었던 대규모 동물 (아카 

게사루) (적모원)실험에서 많은 중요한 지견이 있었는데 ， 이와 같이 다액의 국비가 소비 

된 귀중한 연구성과를 행정에 참고할 것 

2) 구적공해에 관한 당연조치의 실시 : 축적공해에 관한 당면조치로서 다음 조치를 조급 

실시 요망. 

CD 차드뭄 함유미에 관한 이중규제의 철폐: 카드융함유 1.α)ppm미만 O.4ppm이상의 쌀 

은 현재의 기준에서도 안전한 식품이므로 그 배급， 및 자주유통을 금했던 조치 취소할 

것. 

@ 중금속에 관한 농용지 토양오염 대책의 재검토: 카드뭄에 관한 최근의 지견에 진전 

이 있으므로 동.비소의 경우도 현지 실태를 감안하여 대책지역 지정요건의 재검토를 행하 

고 그 결과에 따라 현재의 대책계획의 내용올 재검토 할 것 

@ 식품으로서의 쌀의 안전기준은 공식 단계를 거쳐야 되므로 쌀의 집하 매입， 보관， 

유통둥의 과정올 통해서 기준이 확보되도록 “시스템”올 검토해야한다. 

4. 해외자원대책 

가. 해외전개에 관한 시책의 추진 

1) 광산 제련소 권익취득과 융자매광에 대한 저리융자 

2) 해외광석 수취를 위한 저리융자 

나. 탐광， 개발조성책의 확충강화 

1) 탑광 개발조성책의 예산범위의 확대 

2) 해외 조업광산의 탐광보조금 제도의 창설 

3) 금속광업사업단에 의한 탐광출 · 융자제도의 확충강화 

@ 출 · 융자비율의 인상 (50%- 70%• 80%) 

@ 귀금속과 동， 연， 아연둥 일반금속광물에 대한 성공불 융자제도의 적용 

@ 융자금리의 대폭인하 

@ 대상기업수 기준의 철폐 

4) 일본 기업의 개발을 고려한 금속 광업사업단의 조사， 탑광 제도의 실시 

5) 지 질구조 조사제도의 개선 

가) 지질구조조사， 공동지질구조 조사제도의 재검토 

φ 실공사비비율의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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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조율의 인상 (3/5- 1/2•4/ 5) 

@ 예산의 탄력적 운용 

@ 수익납부제도(기업수익의 유무와 관계없이 납부하는 제도의 개선 

@ 일본법인의 해외자회사에 대한 적용(출자비율에 무관 적용함) 

@ 대상의 확대 (F/S ， EIS에 대한 적용) 

나) 지질구조조사:공동지질구조조사 프로젝트 화인딩 (PRO]ECT FINDING) 제도의 창 

설 

6) 자원개발협력 기초조사제도의 일층 확대 강화 

CD 자원개발조사 지역개발계획조사 광물자원광역 “포텐살”조사와 차단계조사(휠로위 
업조사)의 예산범위의 확대 및 건수의 증가 

@ 자원정보 협력사업의 추진 

@ 연구협력사업의 추진 

@ 전문화에 대한 미간 숙련인사의 활용 

@ 본제도 확충에 따른 민간 총합자원개발사업의 계속적 실시의 추진 

@ 발전도상국의 민간기업의 대한 협력 제도의 추진 

7) 금속광업 사업단의 개발조성책의 확충 강화 및 개선 

φ 개발단계에 있어서의 저리융자 제도의 창설 

￠ 개발자금 채무보증제도의 개선(기업에 의한 보증의 폐지) 

다. 자원기술자의 연수제도 (약년층의 연수제도의 확충) 

라. 환율위험.지방차위험 대책의 확립 

@ 대현지 직접차관등의 추진 

@ 해외투자 보험제도의 개선 

@ 환율변동 준비금제도의 창조 

마. 광산개발에 관련된 “인푸라 · 스트럭쳐" Onfra Structure) (도로항만등)에 대한 

자금원조제도의 확대강화 

바. 해외광물 자원개발주식회사에 대한 국가 자금지원의 확대 

사. 금속광업사업단에 의한 해외광산에 대한 광해방지비의 융자 

아. 심해저 광물자원개발의 국가적 사업으로서의 추진 

자. 금속광업 사업단의 정보수집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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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에너지 대책 

가. 전기요금의 인하 

작년부터 실시된 전기요금제도는 야드스티크(Yard-stick)방식의 도입과 경영효율화에 

의해 전기요금의 인하방법의 개정과 요금산정의 투명화 둥이 강구되었으나 최근의 연료 

비 상숭에 의한 연료비 조정제도가 연속적으로 적용되어서 요금인하 효과는 상쇄되고 말 

았다. 본시부터 일본의 전기요금은 국제적으로 보아 높은 수준이고， 특히 전력 다소비 

산업에서는 경합하는 구미제국과 비교해서 높은 수준이다. 근년 전기수요가 계절적， 시 

간적으로 급격한 편중올 가져왔으며， 따라서 전기회사는 설비중강으로 대웅하고 있으나， 

그로인해 한편에서는 부하율의 악화 및 셜비 가동율의 저하를 초래해서， 공급코스트 상승 

으로 연결되었다. 또 금후 수요의 신장에 따른 발전소의 신설은 원자력의 입지를 포함해 

서， 지구규모의 환경 문제 둥으로 건설에 관계되는 제도가 많고， 대규모 전원입지의 리이 

드 · 타임의 장기화둥의 과제가 문제화되고 있어서， 안정공급올 위협하고 었다. 따라서 부 

하율의 악화에 따른 공급코스트의 중대경향올 억제하고 효율적인 전력의 수급구조를 구 

축하기 위해서는 IPP의 대폭적인 활용과 더불어 가일층의 부하명준화대책을 조속히 추진 

할 필요가 있다. 

당업계는 전력사용의 야간사용율올 높이고， 대폭적인 부하조정도 지금까지 장기에 걸쳐 

실시하여 부하명준화에 크게 공헌하여 왔다. 이 상황은 금후에도 계속해서 달성이 가능하 

다. 이 점을 평가하여 전력시셜의 효율적 운용을 기하기 위해서 아래 사항을 요망한다. 

1) 수급조정계약제도의 확충 다양화 

@ 연간수급조정계약의 요금융의 언하 

@ 수시조정계약의 할인액올 가일충 확대 

@ 야간취급시간대의 확대 

(4). 경부하일과 일 · 축일동 공휴일 사용의 확대 

@ 고야간융할인제도의 신설 

2) 수급조정계약의 가입조건 완화， 특허 자가발전에 의한 부하조정의 용인 

나. 지열 개발의 추진 

지열은 국산의 크린 · 에너지이고， 또 전원다양화의 일환으로서 지열에너지 개발이 지니 

는 의의는 크다. 지열에너지의 특수성 및 전원개발의 중요성을 감안한 국책으로써 아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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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이 적극적으로 강구되기를 바란다. 

1) 지열자원개발 이용촉진조치법(가칭)의 제도에 의한 지열개발의 촉진: 지열자원을 질 

서 있고 효율적으로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 다방면에 걸쳐있는 기존의 법제상의 문제를 

조속히 추출 · 검토해서， 단독법을 제정하여， 지열권을 확립시킴과 아울러 국산에너지 자 

원개발의 정책상 위치를 명확히 해주기 바란다. 

2) 지열자원의 경제적 개발촉진 강화: 지하자원개발 특유의 리스크(위험부담)와 개발에 

소요되는 다액의 자금이 지열 개발추진이 당연한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지난번 효과적 촉 

진책 일환으로 새로운 촉진조사가 도입되었으나， 신촉진조사 A.B. C에 대해서는 자원개 

발추진 입장에서 특히 C조사에 대해서는 보다 탄력적인 운용이 요망된다. 

3) 지열자원조사 개발 조성책의 강화: 지열개발추진의 저해 요인중 특히 경제적인 측면 

에서 아래의 조성책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보조금에 관계되는 조성의 강화: 다액의 선행투자와 금리부담이 코스트를 중대시 

키고 있으므로， 지열발전소 조사정 굴삭비둥 보조금에 관한 상환의 경감， 지열발전개발비 

보조금에 관계되는 보조대상사업의 확대 및 보조율 인상둥 조성의 강화를 도모하여 주기 

를 바란다. 

@ 정부금융기관에 의한 융자조건의 개선: 융자조건의 개선(조사단계서부터 융자의 

적용등) 융자비율의 인상， 상환조건의 완화책둥을 강구해주기 바란다. 

@ 세제상의 우대조치제도의 창설: 금후 유망시되는 국산에너지 이용의 중요성을 감 

안하여 지열을 함유하는 재생가능에너지의 적극적인 이용촉진올 도모함과 아울러 지열자 

원의 특수성에 기인되는 지열탐사준비금제도 창설을 요망한다. 

4) 지열에너지 기술개발의 추진: 지금까지의 기술개발성과을 종합해서 지열자원의 특성 

에 적응하는 독자적인 기술개발을 추진시켜 개발에 관계되는 리스크를 감소시키도록 노 

력할 것이 요망된다. 특히 21세기를 바라보면서 금후 지향할 섬부지열자원의 개발과 효율 

적인 채취기술의 개발이 요망된다. 또한 개발된 기술의 실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추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5) 자연환경과 조화된 기술의 개발촉진 및 규제완화: 지열개발에 의한 자연환경의 영향 

은 자연환경보호 · 보전의 입장에서 영향을 극소화시키는 노력이 요망된다. 한편， 지열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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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은 극히 중요한 국책사업이므로 양자의 필요성을 감안하여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도모 

하면서 지열자원의 개발에 기여하는 기술과 펑가법의 개발촉진이 요망되는 바이다. 또한 

지금까지의 조사실적에 따라서 바람직한 지열자원량의 부존이 기대되는 자연공원내에 대 

해서도 자원량확인을 위한 조사도 가능하게 해주기 바란다. 

6) 지역사회와의 공존을 지향한 제시책 추진강화: 지역에 편재하는 지열개발에 있어서 

는 지역의 이해와 협력이 절대적이다. 이 관점에서 아래의 여러 시책의 적극적 추진이 요 

망된다. 

@ 온천영향명가기술 확립: 금후의 지열개발의 진전이 온천과의 알력을 야기시키지 않 

도록 하기 위해서 온천모니터링 및 명가기술의 확립둥의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도모하 

기 바란다. 

@ 전원립지촉진대책 교부금의 우대조치의 강화: 현재 지열발전소는 화력시설과 동둥 

한 기준으로 전원립지추진대책교부금이 교부되고 있지만， 지열자원의 특수한 지역성을 감 

안해서 수력발전정도의 계수 적용이 실현되어야 할 것이다. 

@ 열수이용의 조성제도 창설: 지열자원의 경제적인 효과적 활용의 관점에서 열수이용 

기술개발의 추진과 같이 이용시설의 설치 · 운용에 대해서도 보조금동 조성제도의 창설이 

요망된다. 

7) 지열자원이용보급의 계몽: 일본은 세계유수의 지열자원국이지만 지열자원을 유효하 

게 이용하는데 대한 이해가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지열에너지의 중요성과 올바른 지식 

의 계몽둥을 국가기관에 의해 적극적으로 활동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6. 재자원화 사업대책 

비철금속자원의 유한성， 최종 처분장 능력의 한계， 신규 처분장 건설의 곤난성， 중금속 

에 의한 환경오염둥을 고려하면 비철금속의 재생과 폐기물의 감소화 · 무해화는 긴급을 

요하는 과제이다. 당 업계는 저품위 광석에서 여러종류의 유가금속 및 유해물을 분리정 

제하는 비철금속 소재메카로서 긴 역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일관처리 설비와 여유있 

는 부지둥의 기득권을 확보하고 있음과 아울러 종합적인 기반기술(선광 · 소각 · 용융 · 습 

식처리 · 환경보존기술둥)을 보유하고 있다. 이 기득권과 기술을 기초로 일부에서는 폐기 

물처리 · 재자원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폐기물 처리사업이 “기피산업”이라 

는 인식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또한 안이하면서도 안가한 불법처리 • 불법처분 

이 끊임없이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둥으로 대체로 저수익 사업이 되어 결과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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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폐기물의 충분한 재자원화 · 감소화 · 무해화를 방해하고 있다. 건전한 재자원화 사업을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본사업에 대한 사회적인 이해 ， 법의 정비， 경제환경의 정비를 포함 

한 사업환경의 정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가. 본 사업의 사회적 지위향상을 지향한 시책의 추진 

1) 폐기물처리 · 재자원화사업에 관한 새로운 사업법의 제정: 더-티이메지(기피인식)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자원환경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산업이라는 것을 기초로 한 사업법 

의 제정이 필요하다. 

2)처리사업자 자신의 기술수준과 신뢰성향상을 촉진시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와 시책이 

필요하다. 

CD JISC일본품질규격)와 같은 공장인정제도의 창설→예 에고인정공장 
@ 불법처리의 일소를 위한 취체강화와 별칙 등의 제재강화 

@ 모든 산업폐기물에 대한 마뉴회스트(명시)제의 적용 

나. 본 사업에 연관되는 경제환경정비를 위한 시책의 추진 

1) 수익자에 의한 코스트부담제도의 조기창설과 적정코스트 부담의 사회적인식올 위한 

제시책의 실시 

2) 재생품 이용확대를 위한 제시책의 확립 

@ 공공기관에서의 재생품이용의 솔선수범 

@ 재생품이용으로 메리트(이득)가 발생하는 경제적인 유통시스램의 구축 

3) 폐기물의 광역이동에 따르는 규제 완화 

4) 폐기물 수송량 절감을 위한 규제 완화의 촉진 

다. 최종처분장 확보를 위한 시책의 추진 

1) 폐기물 처리시의 잔사처분을 위한 처분장건설(지하처분을 포함)의 촉진 

2) 불법처분에 대한 단속강화 및 별칙등의 제재강화 

3) 매립 종료후의 관리책임의 명확화 및 관리비용의 사전적립제도의 창설 

라. 국가예산 • 세제등에 의한 지원추진 

1) 기술개발지원책의 확충강화 

CD 비철금속계 소재 리사이클촉진 기술개발 예산의 대폭적인 증액 

@ 기타 폐기물처리 관련예산， 특히 처리가 곤난한 폐기물의 처리기술개발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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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 둥의 예산 확대강화 

2) 난처리 폐기물용 대규모처리 설비에 대한 보조금 제도의 적용둥， 페기물처리 사업의 

경제성 향상을 위한 시설건설 지원책의 강화 

3) 사업개시시의 우대세제조치둥， 재자원화사업에 대한 지원제도의 확충 

마. 리사이클 • 마인 • 파크 (재활용 광산단지) 구상의 추진 

당업계는 광산 · 제련소의 유휴시설올 활용하여 기존 중금속 분리농축기술 · 환경대책기 

술을 웅용함으로써 저코스트로 리사이클을 전국적 규모로 실시하여 환경오염문제 및 처 

분장문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상황에 었다. 

1) 이 기술기반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에너지사용합리화광산둥 이용기술개발」 의 충 

실성이 절대적으로 요망된다. 광산자원둥의 적극적인 활용은 자원의 리사이클둥 사회적으 

로 유익할뿐 아니라， 과소지대책， 지역진흥에도 공헌하는바 크므로 이 사업에 대한 보조 

금의 대폭적인 중액과 보조율 인상을 강력히 요망한다. 

2) 광산 · 제련소에 있어서는 광산보안법으로 이미 공해방지대책이 엄중히 시행되었으 

므로， 리사이클사업의 실시에 있어서는 새삼스럽게 폐기물처리청소법적용이라는 이중의 

법규제를 피해 줘야한다. 

3) 리사이클 · 마언 · 파-크 구장의 전국적 전개는 당연한 큰 과제이다 r폐기물의 유도 

이나 코스트부담 동의 사회 시스댐의 구축」 을 조속허 진행되기를 바란다. 

7. 기술개발대책 

(1) r슈퍼 • 세파레이흔 · 테크노로지(대형선별기술)의 연구개발」 조기실현 

비철금속계소재의 생산활동에 있어서는 유황산화물의 처리냐 에너지의 대량소비 둥으 

로 환경부하가 극히 크다. 이 때문에 환경조화형의 차세대금속소재생산의 기반이 될 기술 

은 긴급한 과제이므로 조속한 실현을 기대한다. 

(2) 에너지사용 합리화 광산 시스탬둥 개발 추진 

본 제도는 광산에 인접한 지역둥을 모델로 광산개발에 있어서 인접한 지역등을 모델로 

광산개발에 있어서 에너지사용의 합리화를 위한 토탈 시스템 개발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 

여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고려한 광산개발의 추진올 기하기 위해 1997년도에 신설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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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므로 가일층 추진이 요망된다. 

(3) 광상탐사 기술개발의 충실성 강화 

위성 리모트 센싱(원격감지)， 항공기 레모트 센싱， 지질조사， 물리탐사， 지화학탐사둥 탐 

사기술해석 기술개발등의 확충강화를 기하기 바란다. 또 차세대지하탐사기술(슈퍼 - 서 

베이) 연구개발을 가일층 확충해야 할 것이다. 

(4) 채광， 제련등의 자동화 기술개발의 추진 (로봇트화를 포함) 

고온， 다습 등의 채광 · 제련현장의 작업환경개선 및 작업능율향상을 위해 자동화기술개 

발이 추진되어야할 것이다. 

(5) 탕광기술개발을 위한 암반공학실험장으로 광산시설을 이용토록 추진 

(6) 심해저광물자원(만암단괴， 코발트부광층 및 해저열수광상)의 탐사， 채광 선광 제련 

기술 개발 추진 

(7) 비철제련 및 채광， 선광기술에 관련된 연구기관둥(대학포함)에 대한 연구조성의 확 

충강화: 비철제련에 관한 연구기관등에서는 많은 우수한 기술자를 배출하며， 일본 산업발 

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국가의 연구비가 전반적으로 부족한데다가 비철제 

련기술자들이 신소재분야둥으로 몰리는 경향 때문에， 비철제련기술을 지탱하고 있는 연구 

기관등의 연구가 부진해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비철제련에 관련되는 

연구기관둥에 연구조성을 확충강화시켜야 할 것이다. 

(8) 유산의 용도개발을 위한 연구조성의 확충강화: 비철제련에 있어서 광석에 수반되 

는 유황은 환경오염을 방지시키기 위해 유산을 제조하고 또 배기가스중의 저농도의 아류 

산가스는 석고 등으로 회수하고 있다. 일본내의 유산생산량은 년간 685만톤이고 그중 비 

철금속의 생산에 수반해서 부산물로 생산되는 유산은 전체의 58.7%에 해당하는 402만톤 

에 달한다. 유산수출량은 비료생산의 점차적인 감소， 경기의 저하로 급격히 증가되었으나， 

작금의 산화티탄업계와 섬유업계의 수요증가로 약간 개선되어 연간 128만톤이다. 또한 

발전도상국 등에서도 유산회수와 공해대책으로 유산생산이 증가되어가고 있다. 앞으로 일 

시적이나마 저장능력이 초과될 경우 제련조업을 일시 정지할 수 밖에 없는 경우도 예상 

된다. 이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산의 용도개발 이외는 없으므로 , 이에 

123 



관계되는 각종 연구기관에 연구조성금의 확대강화가 시급히 강구되어야 한다. 

(9) 자원의 유효활용의 추진: 비철스라그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활용하느 공적 인식에 

관한 조성: 비철제련(동.연.아연.훼로닉켈)의 부산물로 발생하는 비철스라그는 연간 약 

490만톤이 생산되고， 그중 약 90%는 시멘트， 토목， 건축， 샌드부라스트용등으로 유효하게 

활용되고 있다. 이들 용도 이외로 부가가치가 있는 용도를 검토한 결과， 토목，건축분야에 

서 주로 콘크리트용 세골재로서의 이용이 유망하다는 것이 판명되었다. 최근 천연골재의 

부족이 심각화되어가고 있고， 콘크리트용 골재의 수요도 늘고 있다. 그러나 공적으로 사 

용하기 위해서는 공적 인지가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공적 인지에 관해 적극적인 조 

성과 공공기관에서 솔선해서 사용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10) 중저온미이용 에너지의 효과적 회수기술개발의 추진: 제련소에서 200 - 300 .C 의 

미이용열의 회수기술개발의 추진이 도모되어야 할 것이다. 

(11) 신재료관련 기술개발의 추진: 반도체둥 하이테크제품의 성능을 규정하는 요인올 

생각해보면 소재의 역할이 중요한 것이다. 일본은 소재분야에서 세계시장을 리이드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지만 이와같은 하이테크제품용의 소재에 있어서는 점점 기술혁신사이 

클이 단축됨과 아울러 연구개발비가 거액화되어， 투자의 회수가 종료되기도 전에 새로운 

기술의 도입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런 상황을 감안하여 첨단소재에 대한 기술개발을 가일 

총 추진 · 지원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발전기용 초전도재 관계 기술개발의 추진 

@ 첨단재료 개발 기반정비의 지원: 소재메이카가 수요량이 불투명하고， 위험부담이 

큰 개발에 적극적으로 도전할 수 있는 환경조성이 필요하며， 첨단재료개발을 위해서는 고 

가이면서 가동율이 낮은 시작 · 평가셜비 도업에 대해 기반기술연구개발 촉진세제(하이테 

크 세제)를 상회하는 특별우대 과세조치의 도입이 요망된다. 

@ 국립연구소 둥의 성과의 보급 · 이전 촉진: 국립연구소 둥의 성과를 산업계에 보 

급 • 이전하는 것은 공업기술원의 제도개혁 (겸업 허가기준의 완화， 공업소유권의 발명자 

와 국가와의 공유화 ) 둥에 의해 앞으로 가일충 촉진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환경이 더욱 

정비되기를 바란다. 

@ 테이타 • 베이스 정비지원: 재료 설계의 컴퓨터 • 시물레이션 (컴퓨터 실험)이 진 

행되고 있지만， 일본에서 사용되고 있는 재료데이타 · 베이스는 해외의존도가 매우 크다. 

재료테이타 · 베이스의 정비에도 많은 지원이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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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분적 연구(Parti외 Laboratory ) 구상의 촉진: 인터넷을 통한 Parti려 

Laboratory는 효율성， 펀리성 및 불특정 다수의 참가성을 실현하게 됨으로， 연구개발의 

활성화에 공헌한다고 추측된다. 그 전개에 필요한 환경정비와 지원이 요망된다. 

(12) 국가연구기관 (자원환경기술총합연구소， 지질연구소， 공업기술연구소등)， 대학 등에 

의한 탐사， 광산， 제련， 신소재관련기술에 대해서 지도와 정보교환을 추진 

8. 관세대책 

비철금속은 일본경제의 안정된 성장에 있어서 필요 불가결한 기초 원자재이다. 일본은 

수요에 비해 국내자원이 빈약함으로， 필연적으로 해외자원에의 의존도가 높다. 따라서 

자원의 안정공급 확보는 국민경제상 최대중요과제의 하나다. 우리들 비철금속광업계는 점 

점 나빠지는 경제환경 속에서 가장 안정된 공급원인 국내자원개발 및 광산유지를 위해 

서 최대의 노력을 경주하는 한편， 국내에서 부족한 자원의 안정확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 

개발이 불가피 하다는 관점에서 제련소의 근대화 및 합리화에 노력함과 아울러 거액의 

해외투자，다대한 위험부담 및 막대한 광해대책비를 부담하면서 자원개발에 적극적으로 참 

여하여 광석의 안정수입에 노력하여 왔다. 

금후 일본국가로서는 국내광산 유지에 전력을 경주함과 동시에 장기적인 자원의 안정 

확보 체제 확립을 위해서 제련소의 건전한 발전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한 시책이라고 사 

료된다. 이와 같은 조성책의 하나로서의 관세제도는 7년 7개월에 걸친 우루과이 라운드 

가 1994년 4월에 힘들게 결말이 되어 필요한 최저한의 관세율을 확보하게 되었다. 따라 

서 이 유지존속을 강력히 요망하는 바이다. 또한 특혜관세 제도에 있어서는 수년간 특혜 

수입 한도를 크게 초과하여 국내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므로 앞으로는 이 

런 일이 없도록 물자별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실시해 줄 것을 강력히 요망한다. 

9. 비축대책 

(1) 수입안정화 비축 비철금속 비축제도의 근본적 재검토 

현행의 비철금속 비축제도는 수입의 안정화와 국가에서의 자원의 안정공급을 목적으로 

오늘까지 수차에 걸쳐 시기에 적응한 운용이 시행되면서 제도창설 이래 만8연을 경과한 

1984년 1월로서 현 유비축지금의 전량방출이 완료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 시기를 

맞이하여 금후의 내외정세의 변화에 대웅해서 이 제도가 보다 원활하게 기능을 발휘하고 

보다 많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개선해야 할 과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요망된다. 

CD 본래 비축은 국가적 입장에서 정부자금에 의한 제도가 바람직하며 희소금속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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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정부에 의해 서 비철금속 비축이 이루어지는 방법에 대한 검토가 진실하게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 현행 비철금속에 대해서는 과거의 경험올 살려서 보다 강력적인 운용이 진행되도 

록 근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2) 희소금속비축 

1983년도부터 실시된 회유금속 비축제도에 의해 비축된 물질에 대한 그 방출요건의 설 

정 및 방출의 실시에 있어서는 국내수급 가격상황을 감안하여 국내생산자의 조업에 영 

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십분 배려해주기 바란다. 

10. 위해 업체의 적정화 · 안정화 대책 

일본의 비철금속광엽은 수년에 걸친 시장의 불안과 광해대책에 열심히 노력을 거듭하 

면서 대처해 왔으나 , 요 수년래에 있어서는 원고의 진행과 정치적， 투기적 요건에 따르 

는 바가 커 기업노력의 한계를 훨씬 초과하고 있어 기초소재 산업인 당업계에 예측불허 

한 타격을 주었고， 바금속과업에도 이와 같은 영향아 파급되어 왔다. 더욱 고용 • 지역사 

회에 미치는 영향은 일본경제 전체를 궁지로 몰아 넣게 되었다. 재작년 여름 이후 급격 

한 원고가 시정되는 방향이지만， 아직도 많은 불안정 요인을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협조는 물론이고 현행정책체계를 초월한 강력한 종합적 대책확립이 요망된다. 

11. 세제대책 

가. 비철금속업계에 관계되는 세제 기한 도래세제의 연장 등 

(1) 국세 : 

@ 해외투자동 손실 준비금 제도의 연장 

@ 금속광업둥 광해방지 준비금 제도의 연장 

@ 공해방지용 설비의 특별 상각제도의 연장 

@ 에너지 수요 구조 개혁 투자 촉진 세제의 연장 

@ 중소기업의 대도 인당금의 특별의 연장 

@ 중소기업 신기술체화 투자 촉진 세제의 연장 

(2) 지방세: 공해방지 설비에 관한 고정 자산세 과세표준의 특별 연장 

나. 타산업과 공통되는 세제 

(1) 법인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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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법인세 부담의 경감 
@ 퇴직급여: 퇴직 급여 발생 기준의 유지 

@ 상여금의 손금 산업 한도액의 유지 

@ 대도금의 조입율의 유지 

@ 수취 배당 둥의 입금불산업 제도에 있어서 입금불산입액의 20% 감축조치의 

폐지 

@ 토지 등의 현물출자하였을 경우의 특례제도의 폐지 

@ 소액의 감가상각 자산 및 이월자금의 손입한도액의 인상 

@ 결손금의 이월로 인한 환부의 부적용제도의 폐지 

@ 외국세액 공제제도의 확충 

@ 연결납세 제도의 도입 

(2) 토지세제: 

CD 특정자산을 대체할 경우의 과세 특별의 적용 완화 
@ 법인의 21호대체의 특별 적용 기한의 연장 

@ 장기소유토지의 양도에관계되는 중과세 제도의 폐지 

@ 신규 취득 토지등의 부채 이자의 과세 특례 제도의 폐지 

@ 지가세의 폐지 

(3) 지방세: 

φ 고정 자산세의 경감 

@ 지방세의 신고 • 납부의 일원화 

(4) 소비세: 소비세 확정 신고 기한의 연장 

12. 자금대책: 정부계 금융기관의 융자조건 개선 

@ 개인보중의 폐지 

@ 융자금리의 인하 

@ 담보조치의 완화 (담보류보둥) 

@ 채무 보증 한도의 인하 

@ 보증료율의 인하 

13. 종합 유황자원 대 책 

국내광산 제련소， 유화광 연소공장 및 제련소의 현상을 감안하여 이들의 유지육성 위해 

서 자원정책으로서 총합류황 자원 대책의 확립이 요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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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산대책: 유산수요는 앞으로도 크게 신장되는 기대를 할 수 없는 전망이며， 당업 

계는 이제까지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둥， 수요의 안정화에 예의 노력하여 왔다. 재작년 

말의 아연제련의 휴지로 생산량이 감소되기는 하였으나， 동생산의 전조업 가동이 예견되 

어 수급에는 걱정이 없다고 보나， 너무 앞질러면 공급과잉도 예견된다. 따라서 하기에 

대한 특단의 배려를 요망한다. 

φ 화학비료의 국제경쟁력 회복올 위해서는 기업의 집약화， 셜비의 합리화둥 각종 대책 

이 집행되고 있지만， 종래부터 유산에 있어서는 저렴하고도 안정공급이 이루어져 왔으므 

로 이 시책의 실시에 있어서 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요망한다. 

@ 인산이차제품의 수입은 당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므로 극력 그 수입을 억제 

해주기 바란다. 

@ 안정적인 유산수요를 환기시키기 위해서는 신규용도개척 및 발전도상국에의 화성비 

료의 무상공여를 계속 실시하는 둥 제반시책을 추진하여 주기를 바란다. 

(2) 유황대책; 중유탈류에 의한 유황의 회수량은 대량에 달하고 있고， 유황을 원료로한 

유산생산은 큰 영향올 미철 수 있다. 또 유산의 수급상황은 그 변동이 극심하다. 따라서 

총합류황 수급의 상시 파악을 비릇하여 적극적인 해외시장을 개척하는 둥， 그 변동에 대 

웅하는 적시적절한 조치가 강구되기를 요망한다. 

14. 노무대책 

(1) 노동관계법규의 재검토 시정 

@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료율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통근도상재해의 보상과 같은 생각 

으로 각산업 형준화의 방향올 기준으로 점차 개선을 도모 해주기 바란다. 

@ 직업성질병， 특히 진폐와 진동장해의 보상 문제에 관해서는 피재해자는 노동자 재해 

보상 보험법에 의한 보험급부를 받음과 동시에 사용자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올 제 

기할 수 있고， 그리고 이것을 용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양자의 조정 문제에 대해서 

1990년 6월 개정법에서 빠져 버렸지만 동일손해에 있어서 이중으로 보상한다는 것은 불 

합리하다는 것은 자명한 일이므로 미국， 독일 동의 여러 외국의 입법례를 따라 사용자의 

민사상책임이 면제되도록 조속한 입법조치가 강구되기 바란다. 

@ 하기사항에 대해서도 입법조치를 요망한다. 

노동자 재해년금과 후생년금의 노령년금과의 합병급부 조정 

노동자 진사의 제도 진사 기관의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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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료제도의 조성: 진폐， 진동장해등 특수 진단비용의 조성에 대하여 특별히 배려해 

주기 바란다. 

15. 수송대책 

(1) 일본대물철도 주식회사에 대한 요망: 광산품(철광， 유산등)의 대량이고도 안전안정 

한 수송을 위해서는 철도수송이 절대 필요하다. 

CD 상기 광산품의 철도수송 추진을 위해 영업 할인폭이 가일충 확대되어야 할 것이 
다. 

@ 일본대물철도 주식회사는 무개차를 점차 폐차시키고 있고 가까운 시기에 전폐될 

것이 걱정 된다. 이것이 예정대로 실시된다면， 수송수단의 대체가 곤난하고， 더욱 

이 수송코스트가 대폭 증가하게 되어 당업계가 받는 영향은 극심할 것이다. 따라 

서 무개차 수송을 계속이용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망한다. 

(2) 규제 완화에 관한 요망 

CD 대형차종의 운행기준을 완화 

@ 동일선박의 내외항 혼합사용의 실현 

@ 산업폐기물의 해상수송 규제의 완화 

@ 선복조정 사업의 완화 

(3) 광석 및 비철금속제품의 항만요금 인하 

16. 비금속 광업 대책 

일본의 비금속 광물 자원은 대규모 석탄 석광상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가 광상 규모 

가 적지만， 채굴 대상이 되는 광물의 광종 수는 대단히 많다. 또한 이틀에서 생산되는 제 

품에 대한 규격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편， 그 제품 규격은 일반적으로 저렴하다. 따라 

서 기업체를 계속 발전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신광체의 탐사， 신기술개발에 대한 합리적 

이고 효과적인 대책이 좀처럼 진행되지 못하며 기업자신의 자조노력에도 한계가 있다. 

이와같은 특징을 가진 비금속 광업에 관해서 아래 사항을 요망한다. 

(1) 국가에 의한 비금속 광물자원의 조사， 탐사의 확충 

CD 지가조사소둥의 연구기관에 연구， 조사조성의 확충 

@ 금속광업사업단의 3단계 방식의 탐사를 비금속 광업에도 적용 

(2) 중소광산 진홍 지도사업비 보조금의 증액 및 내용의 충실 

(3) 광해방지， 환경대책에 대한 보조제도의 확충 

(4) 광산자원의 활용(적지이용， 지하공동이용둥)에 대한 조성책의 확충: 광산자원의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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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올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비금속 광산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의 보조사 

업동 조성책의 확충올 기대한다. 

(5) 노천굴 채굴의 환경보전기술(아이스벤트 평가를 포함)의 연구 지도 정보교환의 추 

진 및 적지처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법적제도의 개선(석회석둥 광산복원 준비금 제도 

의 확충동) 

(6) 국가연구기관(자원환경기술총합연구소， 지질연구소，공업기술연구소둥)， 대학 동에 의 

한 탐사， 광산 신소재관련기술에 대한 지도， 정보교환을 한층 강화 추진 

CD 신기술， 신수요에 관한 정보교환 
@ 부산자원(폐기물포함)의 조성해명과 이용의 연구(주물사등) 

(7) 광종별， 용도별 수급통계 자료의 정 비 

(8) 인허가 신청 사무의 간소화 

(9) 해외전개에 대한 시책의 추진: 비금속 광업의 해외전개에 필요로 하는 탐사비， 개발 

비， 내수확대를 위한 국내 하치장 설비비 둥에 대한 저리융자 및 보험폭의 확대도 요망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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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외국의 광업 조직 

제 1절 일본 

일본의 광업조직은 광업생산， 광산보안， 광산환경보전， 기술개발의 4분야를 분리하여 별 

도의 부서에서 업무를 다루고 있다. 그리고 광업생산 업무는 별도로 통산산업성 산하에 

자원에너지청을 두어서 에너지의 자원의 확보라는 측면에서 석탄생산 업무를 다루고 있 

고 주로 해외개발을 주로하고 있는 금속 · 비금속 광업지원은 통산성산하의 법인체로 일 

본금속광업사업단을 두어서 전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광업생산 관련 조직 

일본의 광업 조직을 통상산업성 아래에 있고 광업에 관한 주요 업무는 통산산업성 산 

하 자원에너지청의 관할 업부로 되어 있다.(표9.1 표9.2 그림9.1 그림9.2 참조) 통산산업 

성 산하 통상산업국 아래에는 광업 및 광산 보안 업무를 관장하는 9개의 단위 부서가 있 

다. 광업을 관장하는 광산부 석탄부 광해부는 정책적인 문제들을 주로 다루고 있고 실제 

적인 업무는 자원에너지청에서 다룬다. 자원에너지청은 특허청， 중소기업청과 더불어 일 

본 통산산업성 산하에 있는 3개의 청 중 하나이다. 자원에너지청에서 비서실(장관관방) 

아래에 광업을 지원하는 부서가 있고 석탄관련 업무는 석탄부가 청장 직할로 업무를 다 

루고 있다. 석탄광이 아닌 금속 · 비금속광 개발에 관한 실무는 일본금속광업사업단에서 

전담하고 있고 이 조직은 일본 통산성의 통제를 받으며 하는 역할은 우리 나라의 광업진 

홍공사와 흡사하다. 

광업에 관한 업무는 통산산업성， 노무성의 두 부가 관련되어 있는데 통산산업성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부의 역할올 하고 있는 공업기술원을 두고 광업관련 기술과 조사업무를 

관할하고 었다. 일본의 광업 및 광산보안 업무를 취급하는 단위 부서는 매우 복잡하다 그 

러나 주로 통산산업성과 산하의 자원에너지청을 통해 일관되게 관할 업무가 수행되는 반 

면 우리 나라는 산업자원부， 노동부， 환경부， 과학기술부의 4개부가 관련 업무를 수행하 

는 입장이다. 그러나 광업 관리에 관한 단위조직은 산업자원부 아래 자원정책실의 4과와 

장관의 직할에 있는 지방의 4개 광산보안사무소 뿐으로 일본에 비하면 매우 단순하다. 

2. 광산보안 관련 조직 

광산 보안에 관한 업무는 통산산업성의 광산보안감독국에서 직할 업무로 하고 있다.(그 

림 9.3 ， 그림 9.4 참조) 본래 생산과 보안은 서로 역작용을 하는 업무이다. 생산에 치중하면 

보안에 관하 업무가 취약해 질 수 있고 반대로 보안에 관한 통제가 너무 많아지면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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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지장을 받을 수가 있다. 그래서 두 업무를 분리하여 광산보안을 중앙정부에서 직접 관 

할하는 것은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어진다. 광산보안은 또한 산업 전체적인 측면에서 근로 

자의 생명과 건강에 관한 업무의 관점에서도 다루어 질 수 있다. 실제로 일본 보안에 관 

한 업무는 노무성의 근로감독관의 업무와도 관련을 맺고 실제 통제를 받고 있다. 일본 통 

산산업성 아래의 광산보안감독국(부)， 광산보안감독서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고 감독보안 

연구소와 보안기술강습소 그리고 광산보안감독사무소는 광업 현지에 거주하면서 중앙정 

부의 직할아래 광산보안 업무를 관장한다.(그림1. 참조) 일본의 광산보안 체계는 매우 

복잡하다. 그림9.3은 보면 일본의 광산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실제 조직의 상호 관계를 볼 

수 있고 노무성에서도 근로자의 안전과 복지를 감독하는 입장에서 관련올 맺고 있다. 통 

산성 지방광산보안감독국 아래 광업 현지에 9개의 지방 감독국이 었다. 지방의 광산보안 

감독부 휴은 광산보안감독서의 구성은 그림9.4에와 같다. 후꾸오까 및 삿뽀로 둥 광업 활 

도이 활발한 지역에서는 조직의 규모가 커서 전담부서가 많다. 삿보로는 넓은 지역이어서 

아래에 별도로 4개의 하부 조직을 두고 었다. 

3. 광해방지 관련 조직 

일본의 광업 관련 조직올 보면 통산산업성의 입지공해국이 광산과와 석탄과를 두고 공 

해방지 ， 환경보전， 산업입지 조성 둥에 관한 업무를 통하여 일본의 광업을 통제하는 것도 

특색이다. 환경보전과 공해방지 업무도 보안과 마찬가지로 생산성과는 역으로 작용하는 

개념으로 공해방지에 주력하다 보면 아무래도 비용투입 측면에서 생산이 지장을 받을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생산올 촉진코자 하는 부서에는 관련 환경 업무와 보안 업무에는 소홀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므로 업무의 효율상 타당한 측면이 있다. 통상산업국 아래의 광해부 

는 광해의 처리에 관한 정책 업무를 맡고 있는 반면 입지공해국의 광산과， 석탄과는 광해 

시설， 팡해발생 여부와 처리를 감독하는 기능을 갖고 었다. 입지공해국의 업무는 우리나 

라 환경부가 광산 현장에서 취하는 업무와 유사하다. 

4. 광업기술 개발 조직 

광업생산， 광산보안， 광해방지 및 처리， 광업제련에 관한 기술개발은 통산산업성의 직 

할에 있는 공업기술원 산하의 공해자원연구소가 전담을 하고 있다. 정부는 공해자원연구 

소에 안정적으로 연구자금을 지원한다. 지질조사， 광상조사， 탐사업무에 관한 업무는 공업 

기술원 아래의 지질조사고가 전담을 하고 필요한 사업비를 정부로부터 교부받고 있다. 우 

리 나라에서는 한국자원연구소가 일본의 공해자원연구소와 지질조사소의 업무와 기술개 

발올 통합하여 전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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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 1> 일본 톰상산업성의 광업 관련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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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2> 일본 자원에너지청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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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미국의 광업조직 

1. 광업생산 관련 조직 

미국은 51개의 주정부로 이루어진 연립정부이기 때문에 각 주정부에서 독자적인 각 주 

에 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는 광업체를 지원하고 있어 중앙정부가 모든 권한을 갖고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과는 매우 다르다. 미국은 에너지성(Department of Energy) 이 있지 

만 광업애 관한 업무는 거의 취급을 하지 않으며 다만 자원이용을 담당하는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만 있올 뿐이다. 에너지성에는 에너지기술담당 차관보가 있지만 에 

너지 정책， 대체에너지의 개발과 이용 둥 광업과는 동떨어진 감이 있다. 광업에 관한 일 

올 하는 중앙정부는 오히려 내무성(Department of Interior) 산하의 에너지광물담당 차관 

보가 맡고 있는데 그 주력 업무는 각 주정부가 할 수 없는 해양자원개발， 광물정책， 광산 

보안위생 둥 중앙정부 차원의 업무에 국한되고 있다.(그림9.5 참조) 광업올 간접 지원하 

고 중앙정부 차원에서 광업 및 관련 기술을 개발하던 광무부(Bureau of Mines)는 수해하 

던 기능올 모두 주정부로 이양하고 이미 수년 전에 폐쇄되었다. 광무부가 갖고 있던 광업 

기술개발 업무는 에너지광물담당 차관보 직할로 댄버 광산연구소， 피츠버그 석탄연구소 

둥의 직할 연구소로 이전되었다. 

미국은 극도로 사장경제 체제가 발달한 나라이기 때문에 연방 정부와 주정부가 산업체 

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한은 최소한도로 규정하고 있어 정부의 업무는 줄어들 수 밖에 없 

다. 우리 나라와 같이 석탄업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든지 과거와 같이 연탄가격을 관리 · 

관리하는 일은 거의 상상할 수 없다. 일본은 같은 선진국이면서도 중앙정부가 산업체에 

깊이 관여하고 이를 국가가 관리하는 체제를 갖고 있다. 일본과 미국의 중앙정부 조직을 

보면 일본의 조직이 지나치게 복잡하고 비대한 점이 없지 않다. 광업에 대하여 미국 정부 

의 조직이 작을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정부의 권한을 최소로 하고 조정기능은 시장경제체 

제 속에서 기업의 완전한 경쟁과 자율에 맡기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과 같이 시장경제 

가 극히 발달한 나라도 광산보안에 대해서는 연방법으로 통합관리하면서 이를 중앙정부 

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것을 주목해야만 한다. 문화적， 자연적 환경이 다르더라도 근로자 

의 생명， 안전， 위생과 건강에 관한 사항은 국가가 우선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점은 선진 

국의 공통사항이다. 

2. 광산보안 관련 조직 
미국의 광업생산은 주정부의 관활에서 지원 업무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광산보안업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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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5> 미국 에너지성 및 내무성 산하의 광무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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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6> 미국 노동성 산하의 광산보안 조직 



미국의 노동성의 업무로 분류되어 있다. 그림9.6은 미국 노동성의 광산보안 관련 조직도 

인데 광산안전담당 차관보(Assistant Secretary for Mine Safety and Hearth) 아래 관련 

부서들이 있다. 광산안전담당 차관보가 맡고 있는 조직을 ‘광산보안보건국(MSHA)' 이라 

고 하는데 미국 광엽의 광산재해 및 직업병을 예방하고 감소시키기는 업무의 수행을 목 

적으로 하고 있다. MSHA는 보안보건 기준의 제정공포， 기준 이행의 확인， 위반시 처벌 

심사， 사고조사， 각 주 정부의 효과적인 광산보건 업무계획 수립지원， 주 정부 및 광업계 

와 협력하여 교육훈련의 확대 증진， 보건복지성 및 내무성과 협력하여 광산보안보건 관련 

연구개발 사업 동을 수행하고 있다. 이상의 모든 업무는 광업계의 재해 및 직업병의 예방 

과 감소를 목표로 하고 있다. 광산보안국의 조직을 책임지고 있는 광산보안 · 보건차관보 

는 사고의 빈도， 강도를 줄이고 사망자를 없게하며， 연방 정부의 보건기준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고， 효과적인 교육훈련과 기술지원으로 광산의 보안보건 환경을 개선중진하기 위한 

1977년의 연방 광산보안 보건볍 (P.L.95-164) 규정의 관리 감독한다. 차관보 아래에는 부 

차관보가 었다. 각 부서의 담당 업무는 아래와 같다. 

@ 탄광안전보건과장: MSHA의 연방 광산보안보건법에 의한 석타광산 보안보건업무에 

대하여 차관보를 보조 과장과 부과장이 있다. 

@ 금속 · 비금속광산 보안보건과: MSHA의 연방 광산보안보건법에 의한 금속， 비금속 

광산 보안보건업무에 대한 차관보의 보조한다. 

@ 평가과: 광산보안 보건규정의 위반시， 범칙금의 산정이나 명가에 관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대하여 차관보를 보조한다. 

@ 기준규정 및 개정과: 연방 광산보안보건법과 관련된 MSHA 사업의 집행에 필요하 

여 정해진 MSHA의 모든 기준， 규정， 정책 둥의 개발， 수정， 발간， 검토와 보안규정의 개 

정 청원에 대한 처리한다. 

@ 기술지원과: 연방 광산보안보건법의 집행과정이나. 광원들에게 안전장비 또는 좋은 

환경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야기되는 기술적인 문제들의 해결을 위한 공학적， 과학적 역량 

증대를 위한 계획과 지도한다. 

@ 교육정책개발과: 국내 광업의 보안보건과 관련된 모든 MSHA 교육훈련 계획에 대 

한 계획， 관리， 평가. 국립광산보안보건훈련원은 연방 광산보안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탄 

광과 비금속광산의 감독관 및 기타 기술자들의 교육훈련을 맡고 있다. 그 외에 광업계에 

서 선택된 인원， 연방공무원， 주정부공무원 및 일부 학생들을 대상으로 보안보건 및 관리 

에 대한 교육 훈련도 실시하고 있다. 

@ 정보， 홍보실: MSHA의 대외 홍보 및 관련 업무 수행， 광업계， 광산노동조합 및 경 

영단체 둥에 대한 MSHA 활동， 사업， 정책 등을 홍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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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3> 미국 에너지성 및 내무성 산하의 광무 조직 

@ 에 너지 성 Department of Energy 
(에 너 지 성 장관 S없'etary， 부장관 Deputy Secretary, 차관 Under Secretary) 

口 연방에너지규제 위원회 Federal Energy Regulatory Commission 

口 관리국장 Director of Adminstration 

口 통제관 Controller 

口 조달계 약관리 국 Office of Procurement and Contracts Management 

口 형 퉁기 회 국 Office of Equ떠 Opportu띠ty 

口 정부간 • 기구관계 담당 차관보 
-r---r------뺏-핸taFF -SRF댄맺y for 젠tergo맺깐띤FFF#- ar껴 Ins디민디lon빚， R받:ati쁘F 

口 국제문제 담당 차관보 

~ -~ ---~ ----- 건S맺tant S맺g했 for 젠te낀!aFqpgl- -맺벚rs 
口 정책 • 형가담당 차관보 ; 

Li --La--AF유편FF?RFrg맺y for i:낀ter찢?맺낀1맺nt벼-쁘d 1깐stit낀디lon벼. R맺디~l!~.. . . . . .. ... ~ 
口 에 너 지 정 보국 Energy Information Administration 
口 보전태양열이용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Conservation and Solar : 

;Energy 

口 환경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Environment 

i i* i 디 자원이용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Resources and 
Applications 

※ ! 口 에 너지 기 술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Energy Technology 

口 방위프로그램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Defense Programs 

口 에 너지 조사국 O댐ce of Energy Research 

口 감사실 Office of the Ins야x:tor General 

口 법 률고문실 Office of the General Counsel 

口 청 문심 판관 Office of Hearings and Appe려s 

@ Department of The Interior (내 무부장관 Secretary, 차관 Under Secretary) 

口 인 디 언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Indian Affairs 

口 어류， 야생동식물， 공원 담당 차관보 i 
Assistant Secretary for Fish and Wildlife and Parks 

훌 i 口 에너지 • 광물담당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Energy and Minerals 

• 정책담당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 규제 담당 부차관보 Deputy Assistant Se<πetary for R맹ulation 

i ※ 광산국 Bur않u of Minesl 

종 합중국지질조사국 U.S. G∞logical Survey 

! ※ 광물정 책 조사분석 국 Office of Minerals Policy and Research Analysis 

종 해양광엽국 Ocean Mining Adminisσaion 

i ※ 노천광복구집행국 O퍼ce of Surface Mining Reclamation 뻐d Enf이'cement : 

냉 국립광산위생보안학원 j 
National Mine Hea펴1 and Safety Academy (Superintend따nt) 

口 정책， 예산， 관리 담당 차관보 ‘ ; 

'- __ l. _..!.. ______ 맺렐tant S롯얻맺1- fpr--fPPF-Yt -gp얻get ar껴 A맺1Înstré:니，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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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4> 미국 노동성 산하의 광산보건국 조직 

@ 노동성 Department of Labour 
(에 너 지 성 장관 Secretarγ ， 차관 Under Secretary) 

r' - T - - - - - r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口 입법 · 정부간 관계담당 부차관 
Deputy Under Secretary for Legistraion 때d Intergovemment Relations 

口 국제문제 담당 부차관 Deputy Under Secretary for Intemationa1 Mf;려rs : 
, -+--- -- j- ---- -- ----

口 정책 ，평가， 조사담담 부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Policy, Eva1uation and Research 

口 고용훈 련 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Eployment and Training ; 
, -+---- -j-

口 노사관계 국 Labor-Management Services Adminstration 
, -+ ----- j- --

口 노동기 준국 Employment Standards Adminstration 
, -+--- --j- ------

口 노동안전위생국 Occupationa1 Safety and Hea1th Adminstration 
, -+- ----j- --- --- -----

口 노동통계국 Bureau of Labor Statistics 
1- - + ----- 4-- --

口 광산보안보건국 Mine Safety and Hearth Adminstration 
엇!f. 광산안전위생담당 차관보 Assistant Secretary for Mine Safety 

1- - J._“…-“…-“--- '.,..-

: 훌 기준규제과 
Office of Standards, Regulations, and V따iances (Director) 

; * ; . 의 회 업 법 과 Office of Congressional and Legislative Mfairs 

i 훌 홍보과 Office of Information 

; 훌 명 가과 Office of Assessments 
,- -- -- ---+ - - - -, ----,-; * ; . 기 획 과 Office of Program Planning and Eva1uation 

: 훌 교육훈련과 Office of Education 없ld Training 

; 훌 기 술지 원 과 Office of Technica1 Support 

: 홉 행 정 관리 과 Office of Adminstration and Management 

i 훌 탄광안전보건과장 
Adminstrator for Coa1 Mine Safety 따ld Hea1th 

금속，버금속광산안전보건생과장 ! 
i 훌 AdnÌinstrator for Meta1 and Nonmeta1 Mine Safety and; 

H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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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독일， 영국， 프랑스， 독일， 중국 등 ... 

1. 독일 

가. 연방정부의 역할 

독일은 유럽에서 최근까지 광업의 활동이 왕성한 나라였다. 1988년 독일의 광산근로자 

의 수눈 137，514명이며 갈탄광 7개를 포함하여 석탄광은 31개， 일반광은 47개로 보고되 

고 있다. 석탄의 연간 생산량은 7천2백만 톤이지만 갈탄은 연 생산량이 1억8백만 톤이다. 

독일도 각 자치의 주정부로 이루어지는 연방국가이지만 독일의 광업체에 대한 지원은 주 

로 중앙정부로부터 이루어진다. 중앙정부에서 광업에 관한 통계는 연방내무성 산하의 연 

방통계청에서 담당하고 광업에 관한 전반적인 지원은 연방경제성 (Bundesministerium fur 

Wiπsch따t)에서 담당한다. 연방경제성 산하에는 에너지정책과 광물자원정책올 다루는 제 

3국， 그리고 광업올 지원하는 실제적인 업무를 맡고 있는 연방석탄광산 · 塵밟지역청 

(Bundesbeauftrager fur den Steikoh1enbergbau und die Steinkoh1enbergbaugebete: BfSt: 

이하 ‘광업청’이라 한다) 과 개술 개발을 전담하고 있는 연방지질 · 자원연구소 

(Bundesansta1t fu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 이하 ‘연구소’라 한다)이 있 

다.(표9.5， 그림9.7 창조) 연방경제성의 제3국에서는 광물자원을 포항함 정책올 다루고 광 

업청올 관장한다. 실제의 광업지원은 광업청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광업청에는 석탄에 

관련하여 청단위에서의 중요 정책올 결정하는 주요 석탄심의회가 있고 석탄근로자에 대 

한 복지와 지원올 담당하는 1부와 채광올 지원하는 2부가 속해져 있다. 연구소에서는 지 

질， 지구물리， 지구화학， 광물학， 채광， 광업환경， 지질공학 둥에 관한 기술 개발을 전담하 

며 대개도국 국제협력 업무를 전담하고 있다. 우리 나라의 자원연구소와 유사한 역할올 

담당하고 었다. 

나. 주정부의 역할 

독일도 선진경제국으로 시장경제가 발달한 나라이다. 그래서 연방이나 주정부가 직접적 

으로 광업체를 지원한다든지 관리하는 일의 거의 없다. 주정부의 업무는 주로 광산보안 

감독에 있고 이와 관련된 기술올 개발하고 지원하는 일이다. 그림9.8 독일에서 광업활동 

이 가장 왕성한 North-R비ne Westfa1ia 주의 광산보안감독청 조직이다. 독일은 광엽의 

역사가 오래됐고 규모가 커서 설계， 채광， 통기， 장비， 광해 동의 업무에 대한 감독과 소 

송과 관련된 제반규정 법률에 관한 광업 전반적인 일에 감독올 한다. 현제 광산보안관 

(Bergrat)은 318명이고 보안관 1명당 종업원의 수는 318/137,514=432 명이다. 이 보안관은 

Dip-Ing 즉 공학박사급의 고급인력이므로 보안관올 보조하는 조수를 포함하면 보안직업 

에 종사하는 사람은 약 6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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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7> 독일 연방 정부의 경제， 중산， 교통 장관 산하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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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영국， 프랑스， 중국 

가.영국 

영국은 산업혁명 당시 석탄광을 중심으로 왕성한 광업활동을 한 나라이지만 현재는 광 

업활동이 매우 위축되어 있고 시장 경제에 충실하면서 광업을 지원하는 정부의 조지과 

활동은 매 우 미 미 하다. 내 각을 구성 하고 있는 에 너 지 부(Department of Energy) 산하에 

석탄， 전력， 원자력을 함께 담당하는 차관보가 있고 석탄업계 지원 업무은 2개의 과로 구 

성된 석탄국에서 다룬다. 석탄이 아닌 광물과 금속에 관련된 업무는 산업성 산하의 산업 

지원 제2차관보 (Industria1 Sponsorship(B) Deputy Secretary)의 아래의 일개과에서 업무 

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북해 유전의 개발과 더불어 가스， 석유의 에너지자원 업무는 5 

개의 국으로 구성된 큰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표9.6 참조) 

나. 프랑스 

프랑스는 오랫동안 노동당이 지배를 하면서 많은 기업들이 국유화되어 있었고 광업도 

예외는 아니었다. 그래서 산업성에 있는 외부사업본부 산하에 있는 프랑스석탄공사가 운 

영되고 있고 관련 업무는 우리 나라의 석탄공사와 유사하다. 산업총국 아래 광업 훈련과 

교육을 지원하는 광공업 기술학원이 3개소 있는데 모두 광산이 있는 지방에서 운영이 된 

다. 

광업기술연구는 에너지·일차산품을 담당하는 산업상의 국에서 파리고둥광산학원과 

Saint-Etienne 고둥학광업학원을 직할하고 있는데 모두 대학원 수준의 교육기관이다. 가 

스 · 전기 · 석탄국에서는 아래에 있는 석탄기술 경제부에서는 에너지자원으로서 석탄개발 

에 관한 정책지원과 관련 석탄기술 개발을 담당하고 있다.(표9.7참조) 

다. 중국 

당이 중앙정부를 지배하는 공산국가이며， 중앙정부의 조직이 47개의 부로 세분되어 있 

다. 광업관련부는 석탄광의 업무를 관장하는 석탄공업부， 석탄광을 제외하고 철을 포함한 

금속 · 비금속광을 관장하는 야금공업부 그리고 전국의 지질조사와 관리를 관장하는 지질 

부가 있다. 중국과학원은 우리 나라의 과학기술부와 유사한 기능올 갖고 있는데 전국의 

57개 연구소를 관장하고 있으며 그 중에 광업 · 지질과 관련된 연구소는 채광야금연구소， 

지구물리연구소 와지질연구소이다. 그외에도 광업을 지원하는 한국의 자원연구소가 갖고 

있는 연구기능을 갖는 연구소는 고생물연구소， 해양연구소， 화공야금연구소， 토양연구소， 

석유연구소， 금속연구소， 철광연구소， 야금제련연구소 둥이다.(표9.8참조) 

중국도 자치정부의 성격을 갖는 省으로 이루어진 연방 국가이고 각 省에 있는 광산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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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정부인 省의 관할에 놓이게 된다. 각 광산은 모두 국영기업으로 지방 정부의 소유이 

며 이 기업이 관할 지역을 통치하면서 학교， 우체국 등의 정부 조직을 거느리고 있어 관 

할 구역의 정부 역할을 하고 있다. 

3. 페루， 필리핀 기타 .... 

〈그림9.9>는 필리핀의 광무국 조직표이고 <그림9.10>은 남미의 자원국인 페루의 동력 

광산성의 조직이다. 자원 북국인 개발도상국에는 구미 일본의 거대자본이 들어와서 광산 

을 개발하고 있는데 자체의 자본에 의한 개발은 매우 미미하다. 모두 자원부국인 동시에 

광엽이 정부의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국가들로서 광업이 국가의 산업에 

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광업관리와 제도에 관해서는 자원빈국이고 광엽의 국내 

비중이 쇠퇴하고 이는 우리 나라와는 실정이 매우 다르다. 그래서 이들 나라의 중앙정부 

관련조직은 매우 방대하고 그리고 조사와 기술개발의 기능이 분화되어 있지 않다. 우리 

나라도 60년대들 전후해서는 이와 같이 조사와 연구기능이 상공부 산하에 었던 때와 유 

사하다. 자원부국 개도국에 대한 광업관련 연구는 해외자원개발을 위하여여 별도로 연구 

되어져야할 분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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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9.9> 필리핀 광무국 조직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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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5> 독일 연방경제성 산하의 광무 조직 

:+ 연방 수상 j 

| @ 연 방 내 무성 Bundesministerium des Innem 
口 연방통계청 Statistisches Bundesamt 

제4국 (제조업，건설업，환경통계) 

C부 (연별통계，광업 · 가공업조사) 

D부 (철제품， 철광통계부) 

(기타 국 및 청 ... ) 

| @ 연 방경 제 성 Bundesrr뻐sterium fur Wirtschaft 
口 제3국 (에너지정책， 광물자원) 

.A부 (광산， 유럽석탄철광 공동체) 

.B부 (전력， 핵에너지， 광물자원 등 .. .) 

.c부 (석유， 가스산업) 

· D부 (에너지정책， 일반문제 
口 연방지질학 · 자원연구소 Bundesanstalt fur Geowissenschaften und 

Rohstoffe: BGR 
·관리부 j 

. 1국 (경제지질학) 
-1부 (지역지질학) 

-2부 (광물자원， 에 너 지 자원) 

.2국 (일반공학지 질학) 

-1부 (엔지니어지질학， 환경지질) 

-2부 (일반사회설비 지질학) 

.3국 (지구물리학) 

-1부 (지구물리학적연구 • 개발) 

-2부 (탐사지구물리학) 

. 4국 (지 구화학 · 광물학) 
-1부 (지구화학) 

-2부 (광물학， 암석 학개 관) 

-口연 방석 탄광산 · 塵밟지 역 청 Bundesbeauftrager fur den Steikohlenbergbau’ 
und die Steinkohlenbergbaugebete: BfSt 

· 석탄심의회 j 

. 1부 (석탄노동자) 

.2부 (채광) 

.3부 (경제，관리，재정) 

(기타 국， 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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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6> 영국의 관업 관련 중앙정부 부서 

;‘내각 
! I @ 에 너 지 부 Departrnent of Energy 
:: :0 가스， 석유， 대륙붕자원 담당 차관보 

Gas, Petroleum Production, Petroleum Engineering, Continetal Sh리f : 
냐-↓- - - õ - _<r.헛t!ÇjR맺9!Û_ 맺]깅 th닫 Off:햇맺 __ $~PJ?M~튿 Qmç~_m릇P뱃- -닫ecre햇y)- -
， -+-+---+--되J}슨굳 G젠.~ _ pi~!~~9_~ 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 j ----------

, -•-•- • 口 석유생산국 .:p_~tr9J~l，l!!! _ ~~~Ç~9_~_ J~!~!9_~ ____ _________________ __ __________________ J --------

f-+-+- - - +--되- -션윤꽃한굳 P걷trol맺낀~ _ ~~Ri!:!~tiI?-R _ ;Q}~!~!9_~ 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 - ---
f - +-•- --•- -되- -대:릅윷굳Con야맺험t ~h~!LQ}~!~!Ç>낀- -- -- -- ------------ ----- ---- -- ---- ----------- -- --, 
i • + ___ .' 口 연근해안 자원국 QX~~h<?!"~ _ ~l，lJ?Rlj~_~ _ 9#i~~ 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 ___ ________ ; ------
i 낯0 석탄， 전력， 원자력 담당 차관보 
> - ↓」 Co려! _ ~J_~ç_~ç_i~ __ ~~ _ ~~<?~!Ç __ ~~~~I?X! _ p~~~~y-_ ~~_<:!"~t~ _____ ______ __ __ ____ ____ _ j 

---"'T" - - -
훌 i 口 석탄국 Coal Division 

냐-;---4----i--l관，깔관: 
,-+ • -- + 口 전력국 Electriciη Divsmn 1 

--- -,..-- --
~-+-+---+ - ----:-- 1관，낌관-’ 3관~-~:관- --
, -•-•- --• 口 기술검사관 ~~R!l)~!fuR _~~~tÇ>r:<:tt~ ___________ ___ _______________ ___ __ ____ ________ j ----- - .. - -- -- - - -- -- -- --.-

냐-↓- --• 口 전력 계기 검사관 Electri때 Meter Examining Seπ~ç~ -------- -------- ----- --, -- ------
냐-↓ 디--원잔렴-굳- -- 컨~<?~~ _ ~~~!"Ry: _ R!y:i_~!C?~ __ ___________________ ___ ___________________ __ _____ ; 

: :0 공동체， 국제정책， 석유정책 담당 차관보 
냐-↓- -ζP멧.r:l!~l)}~ _릇nd- IptFIFa피io 만렛 PO낀çx_:맺ld 0꾀r.<?!!çy: _ ~~_<?~맺~. __ R~J?~~L$_~맺웰Xj 
，-+-+---+--되- -꽃훗첸! 국제정 책국 Community and Intemationa1 PO때 Division ------------

f-+ -+- - -+ 口 석유정책국 (국내 ) ___ QA _ ~9JjÇX __ ~<?~~_ pi_~~jÇ>~ __ ___ _______ ___ ___ __________________ J -- -----
, -+ -+---+ 되 에너지기술국 .~_~~r:gX __ Tt:Ç~C?!9gy: _ Rjy:~~!C?~ 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j - - ---

’ ‘ 口 연안해안 기술관 Offshore Technology Unit 
! I @ 산업 성 Department of Industry 
:: :0 지역개발·조직 담당 차관보 
1- - +-• l{~R!<?~~ _ P~Y:~!C?R며맺r맺(L~K웰얻맺Ç>t:1_ }!~R1!~X __ $릇cre웰Y --------

: :0 산업계획 • 상업정책 담당 차관보 i 
l : ; Indusnial R때I1ing _ ~<i _ ç~~!!!~J벼 ~C?!!ÇX _______________ ___ _________________ __________ : --_.- -- -- -- -- ------
f -• -10 산업개발갤 1민dqs#ialPgy렌qrPRnt I1며t ----
녀_lO_산업-진-원-찬관;렌맺 ---매#맺tr!~ __ $J?C?멘~~!"~h!ll_(~L ;Q닫ll~t' __ ~~r:ε햇y a- - - - -- - - - - - - - j 
샤-10.，:산업진원-찬관￥맺)In맺S며빛--Sppn룻.<?!"!'NR<~~ _ ;Q~ll~ty __ ~~~r:~웰L_ 
LLL j -되-환한섬-윤잔업-몫 Ch뭇mic짖ls 원nd T，맺ti1릇~_ J!!~j~_iÇ>l)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 ; 

L i -i---4 ----L l관!_~관'--~관~ 4.관 _____ ----- ---------------- ---------------- ------- ------ ------.- + - - -- - - - - i 

냐_ ..L. ___ ....L __ 되-젠철철갖업몫 lron 맺~ __ $_~~~J _ p~~!~jÇ>l} ______ __________ ___ _ -_ --_ ---------------------i 
, -+-• ___ + _____ : __ J관! _~관~'- -~관~A관-- -- --- -- ------- ---- ------- --------------- ----------------- --------------.: ! ,§i 口 제지 ， 목재， 광석， 금속， 잡화제조업국 Paper, Timber, Minera1s, Metals ; 

:and Miscellaneous Manufactutres Division 
k i;i ;:: i:----j;:i관，갖관! 3.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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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7> 프랑스의 산업성 산하 광무 조직 

:+내각 

i신I CQì 산업 성 Min따1 
. 법무전문관 

·홍보정보부 : 

·상공업감찰총감 : 
훌 광업회의 ; 

·공업동원위원회 

.규격위원회 

O 총무국 : 

O 에너지 · 일차산품총국 
口 탄화수소국 

口 가스 · 전기 ·석탄국 

·사무국 

·총무，후생부 j 

· 전기기술，경제부 j 

·가스기술，경제부 i 
: 31‘ 석탄기술，경제부 

• 전기에너지，댐기술부 i 
口 일차산품·광업부 i 

·법규실 i 
· 직업관계부 ; 

: * : 광산자료질 

i ’‘ 파리고둥광산학원 i 
i 잊IE • Saint-Etienne고둥광업학원 ; 

O 산엽총국 : 

口 품질산업안전국 ! 
:* 드와에 광공업기술학원 i 
j 훌 알래 광공업기술학원 i 

(기타 부 및 학원) 

口 외부사업본부 ; 

: . : 프량스석탄공사 i 
i 잊잊 광산화학사무소 

i 홉IE : 광산，지철학연구소 

·국립해양개발센타 ; 

(기타 협회 ， 공사， 회사，공단， 센타， 위원회 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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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9-8> 중국 중앙정부의 광무 조직 

:+ 상무위 원 회 The Standing Committee 

@ 국무원 The State Council 
i 경IE : 口 야금공업 부 Ministry of Meta1lurgical Industry 
i 훌 ! 口 지 질부 The Minisσy of Geology 
: JE : 口 석 탄공업 부 Ministry of Coal Indusσy 
i ※ i 口 석 유공업 부 Ministry of Petroleum Indusπy 

(기타 43개 부 … ) 

O 지방인민정부 Local People' s Govemment 

O 중국과학원 The Chines Academy of Sciences 
· 원자력 연구소 Institute of Atomic Energy 

훌 고생 물연구소 Institute of Paleontology 
· 행양수산연구소 Institute of Ocean Fisheries 

※ · 해양연구소 Institute of Oceanography 
* : 지구물리연구소 Institute of Geophysics 

· 화공야금연구소 Institute of Chemical Engineering and: 

: Metallurgy 
· 토양연구소 Institute of Pedology 

* : . 지질연구소 Institute of Geology 
· 석 유 연 구소 Institute of Petroleum 

훌 채광 
=-h
p~규 

※철광 

혔 야금 

·동력 

. (기 E 

O 중국사회과학원 i 
(기타조직들…) 

~ _ - - - __ - __ - - - - - - - - - _._ - - - - - - __ - - - - - - - - - __ - - - ___ - - __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중공중앙군사위원회 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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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장. 한국의 광업 및 광업정책 현황 

제 1절 석탄광 현황 

우리 나라의 무연탄은 에너지 자급의 측면에서 유일한 국내의 에너지원으로 1973년과 

1978년의 두차례의 석유 파동을 겪으면서도 국민의 난방 수단으로서 그리고 전력을 생산 

하는 에너지 자원으로 역할을 다하면서 외화를 절감하는 등 경제발전과 가정의 난방과 

취사 연료로 사용되는 나무를 대체할 수 있어 산림을 보전과 녹지의 확장에 기여를 해왔 

다. 정부는 1961년의 ‘석탄개발 임시 조치법’， 1969년의 ‘석탄산업 육성에 관한 임시 조치 

법’ 그리고 1975년의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 조치법’을 공포하면서 석탄의 증산 정책을 펴 

면서 석탄산업을 보호하고 육성하여 왔다. 그러나 1980년대 들어 국내 산업의 발달로 경 

제력이 향상되면서 환경보전， 안전하고 청정한 난방과 가정연료의 선호， 온실가스저감과 

대기보전을 위한 청정연료의 사용을 권장하는 정부의 정책방향 전환으로 소비가 감소하 

고 국제유가의 하락 및 안정으로 가격 경쟁력을 상설하고 있다. 국내 산업의 지속적인 발 

전과 국민경제의 향상을 전제로 하면 시간이 경과할수록 국내 무연탄을 주로하는 국내의 

에너지 자급율은 더 하락할 것이다. 이러한 추세는 자동적으로 석탄산업의 쇠퇴와 심지어 

는 존폐를 우려하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향후 국제적인 에너지의 수급이 어찌될 것인지 

예측하기 어렵고 1970년대 발생했던 오일쇼크와 같은 국제적인 에너지 파동이 언제 재현 

될 지 알 수 없어서 자원안보적인 차원에서 석탄 산업의 위상을 재고해야만 하며 이를 

위해서 국내 석탄의 활용올 위한 용도를 개발하고 무연탄 발전소 건립 및 국내 석탄활용 

기술의 개발하여 나가야할 것이다. 

정부는 1986년 1월 8일 그 동안 개별적으로 시행되던 석탄산업 관련 법률을 통합하여 

‘석탄산업볍 (법률 제3807호)’을 공포하고 석탄합리화 사업단을 신설하여 석탄사업의 구조 

조정과 체질개선을 착수하였고 탄광 지역 경제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고， 장기적으로 가행 

이 가능한 탄광을 지정하여 이에 대한 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지원을 하고 있다. 이 절에서 

는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에 대한 정부의 대책을 소개함으로써 국내 석탄산업 현황를 살펴 

보고자 한다. 

1. 국내 무연탄의 부존 여건 및 생산 현황 

가. 국내 무연탄의 부존 여건 

우리나라의 무연탄 총매장량은 약 14억톤으로서 가채 매장량은 약 6억톤이며 약 65% 

이상이 강원도의 삼척탄전과 정선탄전에 부존되어 있다. 탄질은 4，α)()-6，OOO C외재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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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이 80% 이상이고 4，α)() Cal!kg 이하의 저질탄도 14%에 이른다. 6，α)()C외까땅 이상의 

고질탄은 약 6% 정도로 그 구성분은 거의 흑연질이다. 탄폭은 전국 명균이 1.8m 로 매 

우 협소하다. 석공의 평균 탄폭은 3.3m 이고 민영탄광의 탄폭은 1.1m 이다. 국내 석탄광 

의 탄충은 대부분이 40도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석탄광은 채탄으로 매년 가행 심 

도가 깊어지고 있는데 석공의 경우는 15.6m 민영탄광은 매년 17.1m 씩 심부화되고 있다. 

협소한 탄폭과 탄충의 급경사로 인해 기계화 채탄볍올 적용하기가 매우 여려워 대폭적 

인 생산성의 향상이 어렵고 매년 계속되는 심부화로 인해 생산비가 증가하여 경영의 부 

담이 되고 있다. 

나. 국내 무연탄 생산현황 

1960년 들어 석탄광이 본격적으로 개발되면서 석탄의 생산은 정부의 중산정책에 힘입 

어 1962년 740만톤을 생산하였고 매년 형균 4.7%씩 증가하여 1988년에 2천4백만톤으로 

최대 생산량올 기록한 이후 급격한 소비 감소가 따라 생산량도 아울러 급격히 감소하였 

다. 이에 정부는 1989년부터 석탄산업 구조조정을 시작하여 석탄의 수급을 조절하고 석 

탄광의 폐광에 따른 지역 경제의 후퇴와 실업자의 타직종 전환둥올 유도하고 있다. 1997 

년 석탄의 생산량은 전년 대비 8.8%가 감소하여 4백5십만톤을 생산하였다.<표10.1>과 

〈그림 10.1>은 지난 30년간의 무연탄 생산 현화을 도표와 그림으로 표시한 것이다. 

연도별 국내 무연탄 생산 
30 

5 

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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렐
 
계
 

25 
뻐」 
ðJ 20 
훌「 

- 15 
띠O 

젊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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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그펌10.1> 연도별 국내 무연탄 생산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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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 1> 국내 무연탄 생산헌황 (단위:천론) 

연도 1965 1975 1983 1988 1990 1992 1994 1996 1997 

/-d「그 < =1i 4630 4574 4863 5222 3988 3624 2616 1777 1599 

민영 5618 13019 14998 10073 13229 8346 4822 3174 2915 

겨| 10248 17593 19861 24295 17217 11970 7438 4951 4514 

2. 정부의 석탄산업 종합대책 

가. 석탄산업 여건의 악화 

(1) 만성적인 석탄 수급의 불안정 

석탄수요는 지난 1988년의 2천5백만톤을 정정으로 한 이후 계속 큰 폭으로 감소하고 

었으며 이에 따라 정부는 1989년부터 비경제적인 탄광은 폐광하고 무연탄의 부존여건이 

양호한 경제성이 있는 탄광은 합리적으로 육성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시책을 추진하고 있 

다. 그러나 생산의 감축 보다도 수요의 감소가 더 빨라서 만성적인 공급과잉이 계속되고 

있는 실정이다.(표10.2 참조) 

〈표10.2> 석탄 산업의 변화 추세 (단우1: 개， 론) 

구분 1988 1997 증감율(%) 

가행탄광수 347 11 697 

생산량 24.295 4.514 681 

소비량 25.641 3.723 685 

재고량 10.774 9.720 610 

이러한 석탄 수요가 감소하는 주 요인은 민수용탄의 소비가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으로 무연탄 발전소를 지어 발전용탄의 소비를 촉진코자 노력을 

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수요의 감소는 피할 수 없는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른 생산량의 

감축도 불가피한 실정이다. 1993년 원자력을 제외한 에너지 자급율 13.2%를 근거하여 에 

너지 수요 모델을 분석한 국내의 연구보고(송태윤 외，1딩90)에 따르면 <표10.3， 그림 10.2> 

와 같은 수요의 감축을 예상하였으나 1997년 현재 무연탄의 수요는 더욱 빠르게 감소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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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3> 연도별 국내 무연탄 수요 및 전망 

연도 1993 1995 1997 1999 2001 2003 2005 2007 2010 

민수 933 683 500 366 286 224 176 137 96 

발전 200 200 200 200 200 200 200 150 150 

기타 7 7 6 6 6 6 6 6 6 

겨| 1140 890 706 572 492 430 382 293 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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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국내 무연탄의 수요 예측 

(2) 탄광지역 경제의 심각한 위축 

우리나라 최대의 탄전 지역인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사북읍과 태백시 및 삼척시 도계 

읍 동 석탕광 개발지역은 석탄업계의 불황에 따른 폐광 생산 감축으로 인하여 인구가 

50% 이상 급격히 감소되고， 경제가 심각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1982년부터 1991년까 

지 2단계에 걸쳐 탄광지역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였고， 석탄생산 감축을 위한 석탄광 합 

리화 시책과 병행하여 탄광 근로자의 후생 복지와 탄광지역의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1991년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탄광지역 진홍사업 지원제도를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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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화하였으며， 1992년부터는 1997년까지의 6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총 1 ，983억원을 투자하 

는 탄광지역 진홍사업을 추진하여 왔다. 그러나 석탄의 생산을 계속 감축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탄광지역의 경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해서 탄광지역을 석탄산업 위주에서 

벗어나 관광특구 사업둥 지역특성에 적합한 대체산업을 육성코자 노력하고 있다 

나. 석탄수급 안정대책 

정부는 석탄의 수급 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5년간을 수급조정 기간으로 

정하고 중장기적으로 탄광별 부존여건과 시설규모， 수요 및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2αm 

년 이후의 적정 석탄생산의 규모를 410만톤 수준으로 셜정하였다. 그리고 비교적 부존 탄 

충과 탄질의 여건이 양호하여 경제성이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석공 산하의 장성， 도계 ， 화 

순 광업소와 경동， 동원， 삼탄， 한보 등 4대 민연 탄광과 태백， 마로， 태서， 영월 동 l17H 

탄광올 장기가행탄광으로 선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그 외의 비경제적인 군소탄광은 1995 

년 중에 사실상 폐광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석탄수요의 감소에 따라 급격히 감산올 할 겨 

우， 지역 경제가 위축될 우려가 크므로 수급조정 기간 중에는 소비의 감소 수준에도 불구 

하고 점진적인 감산올 시행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민소득이 향상하면서 깨끗하고 편리한 

연료를 선호하는 추세가 가속화됨으로 잉여 무연탄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 수급조절 기 

간 중 남는 잉여 무연탄은 현실적으로 민수용으로 홉수하기가 불가능하다. 그래서 정부는 

무연탄 발전소인 동해발전소 1호기를 1998년에 준공하고， 2001년 준공이 예정인 2호기의 

준공을 1999년으로 준공시기를 앞당기기로 하였다. 그리고 기존의 무연탄 발전소는 연소 

율과 가동율을 제고하여 발전용 무연탄의 소비를 최대한 확대할 계획이다.(표10.4 참조) 

〈표10.4> 발전용탄 소비확대 계획 (단우1: 천톤) 

구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당초 2.100 2.000 2.250 2.290 2.230 2.230 

변경 2.421 2.514 2.305 2.455 2.878 3.070 

나머지 잉여 무연탄은 1995년부터 1999년까지 매년 백만톤씩 향후 5년간 5백만톤을 정 

부비축으로 흡수할 계획인데 1995-1997년에는 정부 비축장 및 산지 비축장을 활용하여 

3，301천톤을 비축하였다. 1998년에는 석탄공사 비축장을 활용하여 석탄공사에 1백만톤을 

비축하여 1999년까지 약 7백여만 톤을 비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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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광지역의 관광단지화 개발 

우리나라의 탄광지역은 석탄광의 개발에 따라 자연부락 형태로 마을이 형석되었다가 

탄광의 개발에 따라 점차 도시화하였다. 1998년까지 남아 있는 11개 탄광 중 6개의 대탄 

광이 밀집하고 있는 강원도의 태백， 도계， 정선 지역이 이러한 대표적인 지역이다. 이들 

지역은 산간 오지에 위치하여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하여 물류비용이 과다히 소요된다. 그 

리고 숙련된 기술 인력의 확보도 어려워 석탄올 대체할 제조업올 유회하기가 매우 어럽 

다. 이를 감안하여 정부는 탄광지역의 지형적인 여건과 기후조건올 고려하여 이 지역을 

‘대규모 고원광광지’로 개발하고 스키장， 골프장 둥의 대체 산업올 유치하려 하였으나 산 

림법과 환경관련 법률의 규제로 사실상 개발이 불가능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1995년 

12월 산림법， 환경영향 평가법 동의 적용 기준올 완화하고 각종 인 · 허가 사항올 조정하 

여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 산업올 창업할 경우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을 할 수 있 

도록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올 제정하였다. 이어 1앉~년 4월에는 같은법 시행 

령올 제정， 공포함으로써 탄광지역올 대규모 고원관광단지로 개발하기 위한 법적인 근거 

를 마련하였다. 

고원관광지를 개발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강원도 태백시， 삼척시， 정선군 동 

산업지로 개발 연건이 열악한 산간고지 지역은 지형적 여건올 살려 스키장， 골프장， 위락 

시셜， 카지노 동의 레포츠 관광 단지를 개발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사업을 추진 중이 

다. 이를 위하여 기반시셜을 확충하기 위하여 ‘92년부터 ’97년까지 탄광지역진홍 6개년 사 

업을 추진 중이며 1998년까지 약 1，200억원올 지원하였다. 

2. 석탄산업의 합리화 

1988년을 석탄 수요가 정점올 기록했던 해를 기점으로 석탄 수요가 감소되면서 석탄 

수급의 불균형이 심화되는 동시에 탄광의 심부화로로 생산비는 증가하면서 탄광업계의 

경영은 극도로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제반 여건올 감안하여 1988년 비 

경제적인 탄광이 폐광올 지원할 수 있도록 석탄산업법을 개정하여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 

하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사업주체로 합리화사업단을 신설하였다. 정부는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잃4개의 군소탄광에 4，023억원의 폐광비를 지원하였다. 이 기간 중에 2만6천 

여명이 타산업이나 자영업으로 직장을 이전하였다. 또 정부는 개정한 석탄산업버에 따라 

탄광업체에 대하여 하계저탄비를 지원， 정부 무연탄 비축사업을 추진， 석탄 해상 수송비 

를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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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금속 · 비금속광 현황 

1. 광종별 부존 및 개발 현황 

가. 광물 부존 현황 

우리나라 광업 여건은 국내 광물자원이 자원부국에 비해 부존량이 빈약하고 석회석 둥 

비금속 광물을 위주로 부존되어 있다. 현재 국내 부존 광물은 330종으로 매우 다양하며 

광업법상 법정광물로 지정된 것은 66종이다. 1997년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광종은 총 23 

개 광종이며 이중에는 금속광물이 6개， 비금속광물이 177R 이다. 국내의 광종은 다양하나 

금속광물 자원은 자원부국에 비해 부존량이 빈약하나 비금속 광물은 석회석을 비롯하여 

매장량이 풍부한 광종이 많다.(표10.5 참조) 국내의 비금속 광물은 비교적 부존량이 풍부 

하고 활발한 생산을 하고 있어 납석， 장석， 규석， 석회석 등 주요 비금속 광종의 대부분은 

자급하고 있다. 석회석， 규석 등은 생산량을 기준으로 140-430년간 채굴이 가능하여 내 

수를 충당하고도 잔여분을 수출하고 있다. 이에 반해 금속광은 부존 및 생산 여건이 열악 

하여 금， 은， 철， 티탄철 둥 몇 개의 광종만이 수요의 극히 일부를 국내 생산으로 충당하 

고 있다. 

나. 광업체의 영세성 

우리나라의 일반광 업체는 매우 영세하다.<표10.6>은 1997년도 매출 규모별 광산수를 

집계한 표이다. 이를 원그림으로 도시한 것이 <그림 10.3>은 1997년 국내에서 가행 중이 

660개 일반광의 자본금 규모를 분석한 것인데 10억 이하의 영세한 광산이 전체의 90%에 

가깝운 5797R 이다. 이중에서 1억 이하의 극히 영세한 일반광이 391개로 거의 60%이다. 

50억 이상의 규모를 갖춘 광산은 18개로 불과 3%에도 미치지를 못한다. 자본금 100억 이 

상의 대기업은 9개이다. 

22.0% 

(단위:원) 

.1 억이하 
댐 1 억 -5억 
.5억 -10억 

口 10-20억 
.20-50억 

59.7% 口 50-100억 

률 100억이상 

<그림 10.3> 일반광 광산 규모별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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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행광산 추이 

우리나라 일반광은 국제 광산물의 가격하락 동으로 인해 경영 상태가 악화되었고 최근 

환경공해 규제가 심해지면서 신규개발 투자의욕이 위축되고 있다. 특히 금속광은 개발 심 

부화에 따라 생산비가 중가하고 재래식 채광으로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대한중석에 이 

어 영풍광엽의 연화광산(연 아연)， 대한철광의 양양광산， 금왕광산， 무극광산이 휴광하고 

있다.<표10.7>은 연도별 일반광의 가행수를 집계한 표이다 <그림 10.4， 그림 10.5>는 가 

행중인 금속광과 비금속광의 연도별 추이를 도시한 그림이다. 국내의 금속광은 1984년 

최대 151개를 정점으로 매년 그 숫자가 감소하여 1997년 317~로 80%가 감소하였다. 비금 

속광도 1985년 715개를 최대 정점으로 하여 1997년에는 564개로 25%감소하였다. 금속광 

의 감소추세에 비해 비금속광의 감소율은 매우 작은 편이다. 금속광은 급속한 감소는 경 

영악화로 경쟁력의 상실이 주원인이나 비금속광은 경쟁력에 따라 광종별로 재편되는 과 

정에서 광업체의 수가 감소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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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4> 연도별 가행 금속광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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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5> 연도별 가행 비금속광의 수 

<표10.8>과 1983년부터 1997년까지 약 15년 간의 광구둥록수의 추이를 집계한 표이고 

<그림10.6>은 이를 도시한 그림이다. 금속광의 광구등록수는 1983년 5，잃8개에서 1997년 

의 1183개로 약 20%로 감소를 했고， 석탄광은 1983년 1 ，905개에서 1997년 208개로 약 

10%로 감소를 했고 향후의 전망도 감소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비금속 

광구둥록수는 1983년 7 ,6857R , 1997년 6237개로 약간 줄기는 했으나 중간에 기복올 보이 

면서 꾸준한 숫자를 유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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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립10.6> 연도별 광구둥록수 

마. 인력난과 임금상승 

<표10.9， 표10.10>은 연도별 일반광 근로자의 1인당 월명균 급여액과 전산업계의 연도 

별 산업 일반광 근로자의 월명균 급여액 추이를 집계한 표이다.<그립 10.7> 은 <표 

10.10>올 도시한 그림이다. 1990년도에 504，αm원이던 일반광 근로자의 월급여가 1997년 

에는 1 ，280，αm원으로 7년만에 2.54배가 되어 연평균 22%의 상숭률을 보이고 있다. 일반 

광의 임금 상숭률은 광업계만 그러한 것이 아니고 <그림 10.7>의 윗쪽에 도시하듯이 제조 

업과 산업계 전체의 임금 상숭률과 유사하다. 이러한 급격한 임금의 상숭은 소비자 물가 

지수의 상숭과 일치한다. 상기 그림에서 보듯이 일반광의 명균 임금은 제조업 전체의 명 

균 임금보다는 높으나 산업계 전체의 명균 임금보다는 낮다. 제조업은 일반광의 임금이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제조업 근로자들보다는 임금이 높으나 대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 

의 임금보다는 현저허 낮다. 그리고 토목계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임금보다 높지 않다. 

광엽은 작업환경이 열악하고 노동강도가 높기 때문에 경영이 악화되어 임금이 낮아지면 

광업 근로자의 작업기피 현상이 높아지고 이직이 잦아지게 된다.<그림 10.8>은 일반광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수를 연도별로 추이를 관찰한 그림이다. 1989년 12，잃5명이던 일반광 

의 근로자의 수는 매년 꾸준히 감소하여 8년 이 후인 1997년 6，012명으로 49%로 낮아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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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7> 연도별 일반광 근로자의 월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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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8> 연도별 일반광 근로자의 수 

바. 일반광 지원사업 

정부는 부존광물의 합리적인 개발과 산업 소요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광산개 

발 여견을 개선하고 적극적인 개발올 유도함으로써 수입을 대체하고 산업발전에 기여하 

기 위한 각종 지원대책올 시행하고 있다. 

1) 일반광 시설 현대화 사업 

선진국의 금속광은 모든 시설이 기계화되고 대형 장비를 투입해서 채광에 투입되는 인 

력올 최소한으로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가미오까 연 · 아연광산은 연 180만톤의 광석을 

채광하고 있지만 상향식 충진 채광법과 무궤도운반 방식(Ramp Way System)을 적용하 

여 채광 종업원의 수는 불과 12여명에 불과하다. 광산초기 단계에는 글로리호울 방식의 

지표 채광법올 적용할 때는 백여명이 넘는 광원과 십수명의 관리자가 있었지만 막장이 

지하로 심부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계화 채광과 관리의 선진화를 이루어서 획기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켜 아직도 경쟁력을 유지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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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최근 급격한 임금 인상으로 인한 광업경영의 악화와 노동 강도가 심하고 열악 

한 환경에서의 작업기피로 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운 업계를 위하여 일반광 시설현대화 

사업을 지원하고 었다. 기존의 노동집약적인 재래식 채광방식으로부터 선진국에서 일반화 

된 무궤도운반 채광방식(Ramp Way System)으로 채광 운반방식을 전환하고 기계식 채 

탄법을 적용하여 인력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표10.11>은 1991년 이후부 

터 정부가 지원한 일반광 시설 현대화 사업의 지원 실적이다. 주로 기계화 채광에 필수적 

인 점보드릴， 대형 운반트럭， L.H.D 둥 7종의 중장비의 구입을 지원하였다. 

2) 광상조사 사업 

전국을 대상으로 광물의 부존이 유망시되는 지역을 중시으로 지질조사， 무리 또는 지화 

학 탐사를 시행하여 광상의 규모， 품위 및 지질구조를 파악하여 유망 광맥을 확보하고 개 

발가치와 타당성 유무룰 분석하고 판단해 주는 사업이다. 한국자원연구소의 지질조사 및 

지질도폭화 사업의 지원도 이에 속한는데 1993년부터 최근 5년간 연구조사 307건， 기술 

조사 438건， 매장량조사 껑4건을 지원하였다. 

3) 광상시추 사업 

지표조사 결과 광물의 부존이 예상되는 지역을 물리탐사 등의 방법으로 정밀탐사가 완 

료되어 지하 섬부로 시추를 실시하여 광체를 확인하는 작업을 광상시추라고 한다. 시추는 

보통 1m당 10여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한번의 광상시추에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성 

공의 여부가 불확실하여 위험부담이 크다. 정부는 광상시추비 전액을 국고보조로 지원올 

하고 있는데 1993년부터 5년간 2，387개의 광상시추를 지원하였는데 시추공의 총연장은 

1,701 km에 지원시추비는 598억원이며 이 결과 확보한 광량은 7억7천만 톤인데 이 광량 

의 잠재적인 가치는 6조 7천억원에 이른다. 

4) 탐광갱도굴진 지원 

광상조사 및 시추조사에 의하여 확인된 광체를 갱도굴진하여 최종적으로 광체의 부존 

상태를 확인하고 가행가치 여부를 판단하는 작업이 탐광갱도굴진이다. 정부는 탐광갱도 

굴진에 소요되는 비용의 50%를 국고보조로 지원하고 있다. 1993년부터 5년간 2，023개소 

의 광산을 대상으로 771 km의 탐광갱도를 굴진하였고 494억원의 굴진사업비를 지원하였 

다. 확보된 광량은 1척3천4백만톤으로 이에 대한 잠재적인 가치는 약 2조8천억원에 이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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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일반광 근로자의 장학사업 

일반광 개발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복지대책으로 광산 근로자에 한해서 2인 이내의 자 

녀에게 공납금의 100%를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정부가 50%, 회사가 50% 출자한 장학재 

원에서 지원이 된다. 일반광 근로자의 실질임금 보조라고 할 수 있다. 1993년부터 5년간 

24，165명에 대하여 87억원의 장학금올 지급하였다. 

6) 국내 부존 유망광물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비금속광은 생산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련 · 정제 기술의 부족으로 상당량의 산업 

용 고급 원료소재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활석 둥 일부 광종의 경우는 중국이 

저가로 수출하고 있어 대내외 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다. 정부는 석회석， 고령토， 흑 

연， 납석， 운모 둥 광물에 대하여 부가가치를 향상할 수 있도록 기술개발올 하여 수입대 

체와 아울러 국내광물의 효과적인 활용올 도모하고 었다. 이를 위하여 1994년부터 1997 

년까지 41억여원올 기술개발에 투자하였고 앞으로도 연구비 투자를 계속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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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5) 광종별 총매장량 (단위:천론， 사금 : kg) 

광종 풍위 매장량 광종 풍위 매장량 

二그 Au 8.0g/t 15805 엽석 :-?1} = tj1 118802 C그 

c> Ag 170.8g/t 14013 I<;>}*--1{ 각급 51544 = 
동 Cu 1.1 % 20258 고렁토 각급 259430 

여‘- Pb 3.1% (고령토) 그-「} = tj1 73474 
57620 

아연 Zn 4.1% (도석) :-11l = t:1i 127058 

철 Fe 33.2% 181036 (산성백토) 그-1} 二tj1 27920 

티탄철 Ti02 18.1% 1682 (벤토나이 E) 그--1} 二t:그j 9868 

동~~ ‘」‘ W030.5% 64428 (반토혈암) :-1-1 L = t:1i 21111 

몰리닙덴 MoS20.5% 78414 석회석 :-]1} = t그:1 30023671 

망간 Mn 17.7% 995 백운모 각급 752637 

안티모니 Sb 12.2% 69 대리석 :->-1} 二t:lj 134937 

-;TI:- /-셔「 Sn 6.6% 2399 규석 그...，‘ = t:1j 197082 

니켈 Ni 1.6% 827 규조토 그-，‘ : tj그 6961 

코발E Co 0.4% 71 석댄 :-11‘ 二ti1 1356 

창연 Bi 0.1% 56183 사문암 그-，‘ E그i 70995 

모자나이 E 그--1} : t그:1 4461 규회석 그-1} 二t그j 16527 

지 E콘 :-1-1 ‘ = t:그i 2926 운모 :-11l- = t:1j 13308 

일메나이 E 그--1l = t:11 7620 (운모) 그-1} 二t:li 3455 

마그네타이 E t:그:1 3914 (질 석) ?」1} 二t그:1 1108 

우랴늄 U308 0.039% 115616 (견운모) 그-1} : t그:1 8745 

사금 
Au 

12719 홍규석 그-「} 二t =1’ 5458 
0.193g/m3 

형석 그--1} 二1=1그 1956 Ec:틀〉 <〈그{ * - 1{ 그-1l = t:1j 1189 

규사 :-1-1‘ = tj1 87934 돋 '='덕 J..J 그...，‘ = tj그 41488 

인상흑연 :-]-1} = t:1j 15824 수X -기1- = t:11 0.2 

활석 :-1「} = t:그i 42853 명반성 :-11} = t:1i 37790 

주) 사금은 금속 기 준 (Au 100% 환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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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6> '97넌도 매출 규모벌 광산수 (단우1: 원) 

않!룡r 1 억이하 1 억 -5억 
5억- 10억- 20억- 50억- 100억 

겨| 
10억 20억 50억 100억 이상 

二C그그 ,1: ζ:i: , E ξ틀:> 28 29 

연，아연 1 2 

철광 3 

중석，몰리닙덴 2 2 

티탄철 2 4 

기타 금속 3 4 

긍속 계 37 2 3 44 

활석 3 3 

엽석 11 10 4 2 29 

장석 27 10 3 41 

고령토 137 36 9 3 186 

석회석 53 48 23 16 15 4 4 166 

규석 43 18 4 5 6 77 

규사 36 9 3 3 2 53 

규조토 5 2 7 

사문석 7 2 12 

를~6: ‘-li 8 2 11 

기타 비긍속 24 6 31 

비긍속 계 354 2 44 29 29 6 8 616 

일반광 계 391 144 44 29 . 29 9 9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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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7> 연도별 일반광 가행 광산수 

앓켠ξ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c그그 ,1: ζ~ ξ ~ 65 116 85 82 71 59 70 45 19 27 24 19 21 26 23 

연，아연 8 9 8 7 11 6 7 5 5 2 2 

철광 10 13 12 8 8 6 6 5 4 3 3 4 3 2 3 

중석，몰리님덴 4 7 4 3 3 3 2 2 

기타 금속 3 6 6 7 8 9 7 5 4 4 5 4 4 4 4 

긍속 계 90 151 115 107 101 83 92 61 34 36 34 29 29 33 31 

흑연 10 12 9 12 10 10 7 8 2 2 3 

활석 16 21 17 15 15 11 13 11 10 9 6 4 3 3 

엽석 52 63 61 59 55 50 52 42 34 38 35 30 32 32 28 

자〈그서 ..., 23 27 40 41 50 49 53 43 41 35 47 39 41 31 37 

고령토 185 193 193 212 190 183 192 164 157 155 178 180 182 177 169 

까...，야 」숨‘l~ 147 168 163 156 150 133 141 146 140 166 165 161 162 160 155 

규석 84 87 92 71 91 88 87 67 57 73 90 71 72 72 69 

규사 71 51 63 65 63 68 59 60 66 57 77 49 47 47 49 

규조토 14 17 18 19 17 14 12 8 13 8 8 7 7 7 7 

석댄 7 5 4 3 2 

형삭 12 13 4 3 2 3 2 

사문석 5 7 11 11 11 10 11 10 10 10 10 10 8 9 10 

기타 비금속 35 50 40 42 39 40 32 30 32 30 31 29 35 34 36 

비긍속 계 661 714 715 709 693 659 664 592 561 585 650 582 592 572 564 

일반광 계 751 865 830 816 794 742 756 653 595 621 684 611 621 605 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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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8> 광구톰륙 현황 

잃용ξ 1983 1985 1987 1989 1990 1992 1993 

c:그그 ,1: ζ=그. , ξ C;E:i , 
2949 2874 2854 2551 2581 2125 1867 연，아연 

철，망간 633 387 317 201 194 179 145 

E:I;: : A4」i , 
227 129 1 02 71 73 59 53 몰리닙덴 

기타 금속 1929 647 423 90 95 86 77 

긍속 계 5638 4037 3695 2913 2943 2449 2142 

혹언 166 152 107 87 83 61 59 

활석 184 192 216 171 166 130 125 

업석 299 259 223 197 194 177 164 

;〈t그t~ ， rt~셔 1624 1319 1428 1653 1883 2153 2063 

고령토， 1575 1279 1380 2265 2398 2094 2376 
규조토 

석회석 1894 1744 1757 1755 1879 1983 1943 

규사 489 388 390 347 341 276 278 

석면 77 70 68 45 43 26 34 

형석 141 100 80 54 55 40 36 

운모 179 166 156 166 182 174 178 

기타 비금속 1057 958 1211 449 571 868 415 

비긍속 계 7685 6627 7016 7189 7795 7982 7671 

일반광 계 
1332 1064 1071 1010 1073 1043 9813 3 4 2 8 

석탄 1905 1660 1716 1451 1298 943 652 

합계 
1528 1232 1242 1155 1203 1137 1046 

8 4 7 3 6 4 5 

주 1) ‘95년부터 중석 • 몰리브덴은 기타 금속에 포함. 

2) ‘94년부터 흑연은 석 탄에 합산 

3) ‘94년부터 석연과 형석은 기타 비금속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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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1995 1996 1997 

1599 1473 1240 993 

145 129 120 91 

43 주 1) 주 1 ) 주 1) 

81 120 103 69 

1868 1722 1463 1153 

주2) 주2) 주2) 94 

123 120 105 127 

162 155 141 1554 

2029 1973 1823 1983 

2480 2450 2200 1786 

1993 1979 1909 

273 273 1786 233 

주3) 주3) 주3) 주3) 

주3) 주3) 주3) 주3) 

172 202 185 179 

435 440 333 281 

7667 7592 6946 6237 

9535 9314 8409 7390 

660 476 338 281 

1019 9790 8747 7671 5 



〈표10.9> 연도벌 일반광 노동자 임금 (1인당 월평균 급여액) 

광종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ζC그그 ,1: ζ2. ξ C흘 518271 678628 788320 827042 924842 1024776 1182386 1186964 

연，아연 501405 565610 619236 608802 698302 764866 845074 906161 

철 420708 558359 656689 723223 823769 1067937 1086946 1283698 

중석，몰리 666897 735111 776582 783333 1645939 849250 

티틴철 1628705 1857475 1001916 1064515 1216091 1301811 1374699 1424621 

기타금속 332725 367647 603488 895918 800000 829630 1446818 1275172 

금속평균 534901 645343 724051 774148 903474 1020384 1141887 

활석 434392 518845 646766 671076 773437 769611 791242 957321 I 
엽석 382551 509417 662069 770717 852575 1003206 1159994 1139682 

장석 391999 586251 710186 726573 873272 942609 1028887 1168885 

고령토 324987 403286 482557 578322 636365 713532 826903 898653 

~L~‘J 6l서 577692 712199 799083 905895 998808 1141369 1305897 1424205 

규석 417215 559586 687057 785824 865248 982113 1061873 1139673 

규사 407720 459912 592085 644312 784767 873910 995648 933802 

규조토 357747 530940 735884 899937 895446 763257 596757 621006 

사문석 418323 581175 735737 813983 918318 937986 1251786 1202674 

흐i등를Ek --1{ 339894 488821 578377 655853 688225 720688 845516 772230 

기타비금속 401672 438049 557180 691328 768428 904375 905680 930500 

비금속평균 490723 618338 726401 868206 922485 1047795 1196907 1288690 

일반광평균 503884 625349 725944 817976 920087 1045004 1191684 1279227 

〈표10.10> 연도별 일반광 근로자 임금 헌황 (단위:천원) 

여‘- 도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일반광 504 625 726 818 920 1045 1192 1280 

제조업 590 690 799 885 1022 1123 1261 1326 I 

산업계 642 754 869 975 1094 1222 1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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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11> 일반광 시설 현대화 지원 실적 

여‘- 도 1991 1992 1993 

대상광산수 
4 2 4 

(개소) 

지원금액 
696 533 573 

(백만원) 

2. 금속 · 비금속 광물의 수급 현황 및 전망 

가. 일반광 광물의 수급 실적 

1994 1995 1996 1997 겨| 

4 6 5 4 29 

650 555 564 900 

금속 · 비금속 일반광 광물자원의 내수， 수출， 재고를 포함한 총수요량은 경상가격 기준 

으로 1997년 9조 8，044억으로 1996년의 7조 5，706억원보다 29.5% 증가하였다. 1997년의 

생산은 1조 1 ，328억원으로 1앉굉년의 l조 1，152억에 비해 1.6% 증가하였다. <표10.12>는 

최근 5년간의 금속 · 비금속 광물 수급실적올 집계한 표이다. 광산물의 총수요는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총수요는 1994년 이후 매년 평균 36% , 수업은 매년 펑 

균 49% 중가했다.(그림 10.9 참조) 

〈표10.12> 일반광 광산을 수급실적 (단우1: 억원) 

구분 1993 1994 1995 1996 1997 

내수 24,761 25,681 30,624 30,073 34,945 

수요 수출 2,839 5,216 19,420 44,033 61 ,032 

재고 1,074 1,526 1,822 1,599 2,066 

합계 28,674 32,423 51 ,866 75,706 98,044 
(증가율) (13%) (60%) (46%) (23%) 

생산 8,949 10,082 10,591 11 ,152 11 ,328 
(국내산) (7,805) (8 ,403) (9,002) (9,477) (9 ,384) 

:<:E>:tj그 A 입 18,498 21 ,194 39,700 63,699 84,963 

(증가율) (15%) , (87%) (58%) (36%) 

이월 1,227 1,147 1,575 3,404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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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9> 연도별 일반광 광물의 수요 및 수입 

나. 금속광물의 생산 실적 및 전망 

금속광물의 경우 동， 연， 아연광의 제련시설 확장과 철강업， 전자산업 발달이 수요증가 

의 주 원인이 될 것이다. 정부의 지원정책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속광물 생산은 부존량의 

빈약， 섬부화와 인력난 등의 채굴 여건 악화 등으로 성장이 둔화되거나 후퇴할 것이나 

국내의 수요와 수입은 계속적인 증가가 예상된다. 

<표10.13>은 금속광물의 생산 실적을 집계한 표이고，<그림 10.10 -10.17>은 이를 도 

시한 그림이다. 국내위 금 생산은 매년 감소하고 있으나 국외에서의 개발 생산은 매년 증 

가하고 있다. 은 생산도 비슷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텅스텐의 광물인 중정석과 몰리브댄 

광석의 생산은 1992년과 1995년에 생산이 멈추었다. 철생산은 현재 연 30만톤 미만으로 

미미한 생산이다. 1995년도에 18만톤까지 생산이 떨어졌으나 97년도에 다시 30만톤 생산 

을 회복했다. 현재 강원도 정선， 태백， 영덕에 3개의 광산이 있으나 정선의 성진-신예미 

광산에서 현재 28만톤을 생산하고 있다. 티탄철은 인천 웅진과 경기도 포천에 2개의 광산 

이 있고 현재 생산 조업 중으로 매년 35만톤 수준의 생산을 보이고 있다. 인천 옹진의 동 

원-연평 철광에서 29만톤을 생산 중이다. 연， 아연 생산은 90년도 각각 4만5천톤， 3만톤 

을 생산했으나 97년에는 1만8천톤， 7천톤을 생산했는데 94년까지 생산이 격감하다가 그 

이후 현재의 생산을 유지하고 었다. 금속광은 부존량， 경쟁력 악화， 생산 실적둥을 보아 

향후 국내의 전망이 매우 어둡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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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3> 연도별 몰리브멘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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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14> 연도별 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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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15> 연도별 티탄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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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6> 연도별 연，아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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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17> 연도별 동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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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비금속광물의 생산 실적 및 전망 

비금속 광물의 수요는 시멘트， 제지， 철강산업 둥에서 꾸준히 내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 

상되며， 특허 사회간접자본 시셜의 확충에 따라 석회석， 고령토 둥 시멘트 원료광물의 수 

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러한 비금속광의 부존량은 국내에도 비교적 풍부하기 때문에 수요 

증가에 따라 국내 생산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표10.14>는 연도별 금속 광물과 비 

금속 광물의 생산실적올 집계한 표이고 <그립 10.18-10.31>은 각 비금속 광물의 연도별 

생산실적올 도시한 그림들이다. 비금속 광물은 부존여건과 수요에 따라서 생산이 감소하 

거나 증가하는 광종이 있다. 우선 생산이 증가하고 있는 비금속 광종은 석회석， 엽석， 장 

석， 고령토， 운모， 규석， 명반석， 불석 (zeolite) 둥이다. 이들 광종은 국내의 수요 증가에 따 

라 생산이 큰 폭으로 중가하고 있다. 석회석은 90년 4천9백만톤을 생산했으나 매년 생산 

이 증가하여 97년에는 9천2백만톤으로 생산이 2배나 신장했다. 운모는 95년도 4만3천톤 

올 생산한 이래 현재 3만5천톤의 생산올 유지하고 있다. 명반석은 95년도 이후 생산을 재 

개하였는데 이는 국내의 수요가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매년 생산이 감소하고 있는 비금속 광종은 활석， 대리석， 사문석， 규사， 규조토， 흑연이 

다. 대리석은 91년도 이후 생산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활석은 90년도 이후 매년 생산이 

감소하고 있다. 사문석은 93년도까지는 생산이 증가했으나 그 이후 매년 생산이 격감하고 

있다. 혹연은 91년도 이후 거의 생산이 멈춘 상태이다. 이러한 비금속 광종의 생산이 줄 

고 있는 것은 국내의 수요가 감소했거나 아니면 중국산올 비롯한 개발도상국에서 저가의 

비금속 광물이 수입되이 때문이다. 

비금속 광물은 공업 원료 소재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고도의 정제 둥 처리기술의 선징 

화가 요구되는 품목이다. 부존여건이 좋은데도 이들 광물에 대한 수입이 증가하는 것은 

국내에서의 처리기술이 뒷받침하지 못하기 때문인데 당분간은 고품위 정제가 요고되는 

벼금속 공업원료 소재는 국내 기술의 부족으로 수입이 늘어날 것이므로 국내의 고품위화 

정제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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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9> 연도별 대리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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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0> 연도별 활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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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1> 연도별 엽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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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10.22> 연도별 장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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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3> 연도별 고령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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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4> 연도별 사문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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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5> 연도별 운모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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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6> 연도별 규석，규사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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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7> 연도별 규조토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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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9> 연도별 불석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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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0> 연도별 인상흑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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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렴 10.31> 연도별 토상흑연 생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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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13> 금속광종별 연도별 생산실적 (단우1: 국내금.은 kg，절:백만톤，기타:톤) 

광종 품위 90 91 92 93 94 95 96 97 

금(국내) Au 99.9% 1203 1115 1399 1438 1374 1265 1061 632 

금(국외) Au 99.9% 4.0 5.8 4.8 9.0 11.0 12.1 13.0 14.2 

은(국내) Ag 99.9% 16375 3054 4723 4721 8600 166 0 42 

은(국외) Ag 99.9% 132 110 179 210 249 299 254 268 

드〈그드 Cu 25% 197 17 123 3 

여‘- Pb 50% 29714 25265 27255 14818 4345 8128 10262 7264 

아연 Zn 50% 45584 44077 43766 27616 14243 15494 16768 17984 

철 Fe 56% 298 222 222 219 191 184 221 296 

드〈:E〉* --1{ W0370% 2451 1405 445 

듣1I;/ --녕1 :-11}= tj1 8 

몰리닝덴 MoS290% 190 266 9 4 

유화철 :-11l: t:그j 2 

티탄철 Ti02 18% 350 355 348 425 360 311 389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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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0.14> 비금속광종별 연도별 생산실적 (단위: 석회석 :100만폰， 기타:천론) 

광종 90 91 

인상흑연 2 

토상흑연 99 75 

활석 182 171 

Ctaj/ -「H 658 573 

jcR:,} k --1{ 237 248 

고령토 1446 1755 

석회석 49 59 

대리석 45 76 

규석 1452 1627 

규사 1408 1354 

규조토 55 91 

석면 2 0 

형석 0 

사문석 521 606 

규회석 16 0 

운모 5 5 

르c:드〉 걷 <:>{ * --14 0 0 

-A「《Ci{ 0 0 

영반석 0 0 

연옥 0 0 

듣t=를~6: ‘-il 120 105 

제3절 해외자원개발 현황 

1. 관련법 

92 93 

0 0 

8 6 

150 54 

603 645 

281 359 

1856 2329 

65 77 

62 34 

1870 2510 

1266 1117 

77 67 

2 0 

0 0 

606 715 

0 0 

8 28 

0 0 

0 0 

0 0 

0 0 

105 112 

94 95 96 97 

0 0 0 0 

4 2 O 

35 29 19 26 

708 790 780 994 

320 368 319 341 

2675 2792 
25052 

2688 

83 88 88 92 

46 63 43 62 

2360 2699 2814 2478 

1452 1718 1690 1222 

83 81 70 54 

0 0 0 0 

O 0 0 

659 649 620 556 

0 0 0 0 

37 44 36 34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122 124 128 136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우리의 자본과 축척된 기술로 자원보유국에 진출하여 직접 해외 

자원을 개발， 수입하는 것을 말한다. 이 는 국가적으로 필요한 부족자원을 장기적으로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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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으로 공급하고 해외 직접 투자를 따른 수익도 기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해외자원개발에는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고 투자 회임기간이 길 뿐만 아니라 개발 성공의 

불확실성， 자원보유 개도국의 자원민족주의의 상존 과 선진국 환경보호주의자들의 반발 

등 여려가지 현실적인 장애가 있다. 

1970년대 두차례의 석유파동과 국제 원자제 파동으로 자원소비국은 선， 후진국을 막론 

하고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에 부심하게 되었다. 특히 국내 부존자원이 빈약하고 주요 에 

너지 자원과 광물 자원의 대부분을 해외에서 수입하는 우리나라로서는 산업원료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가 경제성장과 직결되는 심각한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해외자원개발을 촉 

진할 필요성이 절실해졌다.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은 1978년 1월 동력자원부가 

발족하면서 상공부， 과학시술처 동에 분산되어 있는 해외자원개발 업무 기능을 흡수하여 

에너지와 광물 자원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를 시작하였다. 1978년 3월 대한광업 진흥공사 

에 해외자원부가 신셜되었고， 동년 12월에는 석유개발공사가 설립되어 해외 유전 및 광물 

자원 개발에 대한 탐사 개발업무를 담당하게 되었다. 

1978년 12월 5일 「해외자원개발 촉진법 」 의 제정으로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되어 본격 

적인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특히 해외자원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 

외자원개발 기금을 셜치하고， 1983년 12월에 해외유전개발 탐사에 대한 성공불 융자 방식 

을 도입함으로써 유전개발이 활기를 띄게 되었다. 이후 정부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1982년 12월에 기존의 해외자원개발 촉진법을 「해외자원개 

발 사업볍」 으로 그 명칭을 바꾸고 에너지 및 광물자원 외에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확보 

가 긴요한 농 • 축산물 수산물과 임산물을 해외자원의 범위에 추가하여 그 내용을 대폭적 

으로 개정 • 보완하였다. 또한 1994년 12월에는 「기업활동 규제환화에 관한 특별 조치 

법 」 의 개정을 통하여 사실상 해외자원개발의 허가제를 해외자원개발 계획의 신고제로 

전환하고， 1995년 4월부터 시행함으로써 해외자원개발 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였다. 1997 

년 8월에는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대한 지원제도를 강화하고 신고제로 전환된 해외자원개 

발 사업 관련 조항을 대폭 정리하였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을 촉진하고 이에 대한 배경을 확보하기 위하여 에너지 · 자원 분 

야의 짱무적 국제협력을 위하여 인도네시아， 호주， 러시아， 필리핀， 몽골과는 자원협력위 

원회를 셜치하고， 미국， 카나다， 일본과는 에너지 실무협의회를 각각 설치하였다. 이와 아 

울러 말레이시아， 중국， 베트남과의 자원협력위회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다자간 국제협 

력올 위하여 APEC, ESCAP, UNDP 둥 국제기구의 에너지， 자원 분야 협력사업에 참여 

하고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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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외자원개발 현황 

가. 추진현황 

1) 총 투자금액 

우리나라의 해외광업분야 투자액은 1978년 전체 해외투자액의 0.9%인 39만 달러에서 

시작하여 1982년년부터 시작한 유연탄 개발의 활발한 진출과 1984년도의 유전개발탐사에 

대한 성공불 융자방식 도입으로 해외유전 개발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크게 증가하였고 

1997년 말에 해외투자의 잔존투자 누계액은 총 11억4백만 달러로 총 해외투자 164억 3천7 

백만 달러의 6.7%를 점하고 있다. (그림 10.32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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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2> 연도별 해외자원개발 투자 누계액 

해외자원개발올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는 각종 정보， 기술지원과 광산조사비， 시추탐사 

비 둥의 보조를 하고 있다. 또한 해외광물기금， 석유사업기금， 해외투자기금 동의 기금으 

로 사업자금을 융자지원하여 왔으나 1995년부터는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 에서 

융자를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해외자원개발사업법 제 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원산업부 

는 대한광업진흥공사를 통하여 해외 석탄광 및 일반광의 개발을 위한 조사비를 보조하고 

있고， 한국석유개발공사를 통하여 해외석유개발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을 보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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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1없7년까지 해외자원개발에 지급된 보조지원은 누계 217억7천만원이고 융자지원은 

석유 5억 달러， 석탄과 광물자원은 누계 2억9천4백만 달러이다. 융자는 에너지 및 자원사 

업 특별회계에서 지원되었다. 

3) 해외자원개발 현황 

1977년 말부터 1997년 말까지 해외자원개발 총 진출 사업은 182개 사업으로 이중 64개 

사업이 종료되었으며， 현재 미국， 호주， 차나다， 인도네시아， 중국 등 34개국에서 석유， 석 

탄， 우랴늄 둥 118개 사업에서 개발 또는 탐사 작업이 진행 중이다. 진행중인 상업별로 

보면 유전개발이 56개， 유연탄이 21개， 우라늄이 5개， 연 · 아연， 동이 가각 6개， 금이 8개， 

규사 3개， 망간 3개， 니켈， 안티모니가 각각 2개， 크롬， 활석， 알미늄， 유황， 암염， 희토류가 

각각 1개 사업이다. 추진 단계별로는 조사업이 56개 개발사업이 62개 사업이다. 그동안 

우리 경제의 해외투자 여력의 증대 및 북방권 자원보유국의 개발화 영향 동으로 민간기 

업의 해외자원개발 진출이 활기를 띄고 었다. <표10.15>는 현재까지 한국의 해외자원개 

발 현황올 집계한 표이다. 

〈표10.15> 한국의 해외자월개발 현황(1997년) 

구분 개발 조사 겨| 진출국 

석유·가A 21 35 56 미국， 리비아. 예맨， 인니 등 22개국 

유연탄 16 5 21 미국， 호주， 카나다， 등 7개국 

우라늄 2 3 5 카나다，미국 

안티모니 3 2 2 베 E남 

규사 3 말련， 버|E 남， 인니 

유황 코A타리카 

알루미늄 2 베네주웰라 

동광 4 4 6 미국，인니，잠비아，카자흐. 페루 

연·아연 2 6 미국，나미비아，카나다，호주 

크롬 터어키 

니켈 3 2 닙라지 E 호주 

:그 2 3 6 말련，캄보디아，인니，필리핀 C그 

디gJ-2t 3 인니，필리핀 

활석 중국 

희토류 버IE 남 

사긍 2 2 파푸아뉴기니，필리핀 

암염 오주 

겨| 62 56 118 종 34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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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해외 유전개발 

1981년 5월 코데코에너지(주)가 인도네시아 서Madura 유전에 진출함으로써 시작된 해 

외유전개발 사업은 그후 1983년 성공불 융자 방식이 도입됨에 따라 국내의 종합 상사， 정 

유회사 및 유개공이 컨소시엄을 형성하여 활발한 해외진출을 보이고 있다. 특히 1984년 

3월 유공을 주축으로 석유개발공사， 삼환， 현대가 참여한 북예멘 M하ib 유전개발사업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중 가장 성공적인 사업이다. ‘97년 현재 가채매장량 1.8억 배럴， 

하루 생산량 15만 배렬인 이 유전으로부터 하루 1.2만 배렬 정도가 국내에 반입되고 있으 

며， 이 사업을 계기로 우리나라 해외유전개발 사업이 본격 추진되었다. ’97년 말 현제 우 

리나라는 예벤의 마리브 유전둥 22개국에서 56개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나) 해외 유연탄개발 

해외 유연탄 개발사업은 1978년 11월 황륭해외자원(주)와 국제상사(주)가 인도네시아 

M하1a Kam 유연탄광 조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시작되었다. 그 후 연로탄의 장기적， 안정 

적 확보의 중요성을 인식한 포항제철이 동년 12월 미국 Tanoma 유연탄광 개발사업과 

1980년 4월 호주 Mt. Thorley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착수하는 등 총 34개의 사업에 진출 

하였는데 현재에는 호주 Mt. Thorley, 카나다 Greenhills 등에서 21개 사업이 진행 중에 

있다. 

다) 해외 우라늄 개발 

해외 우라늄 개발 사업은 1977년 11월 한국전력공사가 25%의 지분으로 파라과이 San 

Antonio 우라늄광 탐사 사업에 참여한 것이 시초이며， 그후 1980년 가봉의 Nord Leyou 

(한전)， 1983년 카나다의 Dawn LakeC한전)， Baker LakeC t:J1 우)를 비 롯하여 1977년까지 총 

8개 사업이 진출하였다. 이중 3개 사업이 중단되고 5개 사업이 진행되고 었다.8개의 사 

업 중 대우에서 진출한 Gedaret Kassala(수단) 과 B삶‘er LakeC카나다)를 제외한 6개 사 

업은 모두 한국전력공사에서 추진한 것이다. 

라) 해외 금속광 

해외 금속광 개발 사업은 카자흐스탄의 Dzhezkazdan 동광(삼성물삼)， 호주 Townsvil1e 

연 · 아연광(고려아연)， 베트남의 Quang Nin 안티모니광(삼탄)등 36개 사업이 진행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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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개발 수입 현황 

1977년 파라과아 San Antonio 우라늄 개발 사업에 진출한 이래 석유， 유연탄， 우라늄， 

동 등의 광물에 대한 해외자원개발을 추진하였는데 1977년 말에는 15개국 27개 사업에서 

석유， 유연탄， 우라늄 등 7개 광중을 개발 수입 중이다. 

1) 해외 원유 

원유는 1984년부터 개발수입이 시작되어 1985년에는 415천 배렬을 개발 수입했는데 이 

양은 전체 원유도입 약2억 배럴의 0.2%에 불과했다. 그러나 1989년부터 예벤 마리브 유 

전에서 생산이 개시됨에 따라 1990년의 개발 수입량은 530만 배렬로 총 수입원유의 2.5% 

를 차지하였고 1997년에는 1360만 배렬을 개발 수입하였으나 총수입원유에 대한 비율은 

1.6%로 줄었다. 이는 수입원유의 총량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2) 해외 유연탄 

해외 유연탄의 개발 수입은 1982년부터 시작되었다. 1982년 13.2만톤으로 총 수입량 

904만톤의 1.4%에 불과했으나， 198년에 는 Greenhllls, Drayton 광산， 1985년 Usibelli 광산， 

1990년 Clrarence 광산， 1992년 Pasir 광산， 1993년 Springvale, Orchard Valley, Ensharn 

광산개발로 점차 개발 수입량이 중가하여 1997년에는 121~ 광산으로부터 총 수입량 

4，931만톤의 16.2%인 801만톤을 개발 수입하여 유연탄은 해외자원개발 추진 광종 중에 

가장 개발 수입이 두드런진 광종으로 부각되었다. 

3) 해외 우랴늄 

한전을 중심으로 꾸준히 추진되고 있는 우라늄광 개발은 1992년부터 상업생산이 개시 

되어 1994년 미국 Crow Butte 광산에서 88.4톤이 국내 반입되었고 1995년에는 33톤이 추 

가로 반입되었다. 1997년에는 전체 수입의 2.0%인 38톤이 개발 수입되었다. 

4) 해외 동 

LG(주)가 추진하던 철레 Lospelarnbres 광산에서 1992년부터 동광생산이 시작도이 

1995년 11천톤을 국내 반입하였으나 ‘96년에 지분매각으로 사업을 종료하였다. 1997년에 

는 LG금속에서 개발 수입 중인 페루의 콘데스타블 광산과 삼성물산에서 개발 중인 카자 

흐스탄의 제즈카스간 광산의 전기동 지분 생산량을 합하여 75천톤을 개발 수입하였다. 이 

에 따라 개발 수입률은 전년도 9.9%에서 3.7%로 크게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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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외자원 개발정책 방향 

우리나라는 부존자원이 부족하여 석유， 유연탄， 우라늄， 동의 수요 전량을， 철은 99% 

해외에서 수입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성장이 지속되면서 이들 광물과 에너지 자원으; 수 

요 증대와 해외 의존도는 더욱 심화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팡물과 에너지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1980년대 중반에 들어오면서 유가가 장기적으로 하락안정 현상은 국제 원자재 시장을 

구매자 시장으로 전화시켰으며 이에 따라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심리가 위축되었 

다. 그러나 장기적인 시장의 침체는 시장침체에 따른 공급력의 약화를 불러서 언제든지 

국제 원자재 시장이 다시 판매자 시장으로 바뀔 수도 있다. 특허 대북방 외교의 전개로 

중국， 만주， 시베리아， 러시아 동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둥의 

대내외적인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정부는 자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해외자원개 

발 개발추진 정책올 기조를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해외자원개발 

의 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다. 

가. 자원정보의 수집 및 공급 기능의 강화 

유망한 개발 대상 광산 투자 대상국의 세제 유용한 투자 정보 등을 체계적이고 종합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종합정보 시스템의 구축을 구축하고 정보의 저극적인 활용올 추 

진할 계획이다. 

나.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 

우리나라는 1950년대부터 추진해온 해외자원개발 경험과 Konw-how를 축척한 일본 동 

선진국에 비하여 후발주자로서 개발 경험이 부족한고 재무구조가 빈약하여 장기 안목에 

의한 투자 결정올 하기 어렵다. 정부는 현재 해외자원개발에 관하여 민간기업의 국제 경 

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각종 보조， 금융， 세제， 보험지원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만 앞으 

로도 투자 자금의 융자지원 조건을 개선하고， 세제 감면 등을 검토하고 추진할 계획이다. 

다. 투자 대상 광종 및 지역의 다변화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해의 의존도， 국제 자원공급의 안정성 둥을 감안하여 현재의 

원유， 유연탄， 우랴늄 등 에너지 자원이외에도 동， 철， 아연 등 공업원료 광물의 광종을 

다양화하고， 북미， 아시아， 대양주 둥 근거리 지역에 치중되고 있는 진출을 중남미， 아프 

리카 지역을도 다변화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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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자원보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사업 추진 

차원보유 개발도상국은 지역개발， 고용촉진， 산업기반시설 정비， 외화 획득 동을 위하여 

선진국과 자원개발 협력을 적극 필요로 하고 있다. 이를 잘 활용하여 해외자원개발에 있 

어서 후발국에 있는 우리나라는 투자 대상의 확보에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도국의 

경협사업과 연계하여 경제협력 차원의 자원협력 기초조사 사업을 강화하고 유망 광산의 

발굴， 합작 개발 둥을 추진할 계획이다. 

198 



제 11장 한국의 광업제도 개선 방향 

제1절 WTO & OECD가입이 광업에 미치는 영향 
1. WTO 설립 배경 

WTO는 다자간 합의와 자유로운 국제교역에 바탕을 두고 세계 경제질서의 수립을 위 

하여 미국의 주도하에 설립되었다. 제2차세계대전 국제적인 경제질서의 안정을 위하여 금 

융면에서는 IMF를， 무역면에서는 GATT을 설립된 바 있다. 그러나 70년대에 들어서 

IMF체제의 붕괴와 석유파동에 따른 영향으로 국제경기가 급속도로 침체되었고， 미국 중 

심체제의 세계 역학구조가 EC와 일본， 신흥공업국의 부상 둥으로 인하여 다극화 체제로 

변해가면서 보호주의와 지역주의가 확산되었는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의 

GATT체제를 대신할 새로운 국제경제 질서의 틀에 대한 모색이 시작되었다. 1986년 남 

미 우르과이에서 개최된 GATT 각료회의에서 선언되어 1987년부터 8년간 협의 끝에 드 

디어 1993년말에 타결된 다자간 무역협상이 바로 UR( Uruguay Round )이며， 이어서 개 

최된 1994년 4월 모로코에서의 GATT 각료회의에서 마침내 새로운 세계경제기구로서 

WTO의 체제에 합의하여 1995년초부터 125개국 이상의 회원국을 가진 세계무역기구가 

발족하게 되었다. 이와 대비하여 미국， 캐나다， 현 EC를 구성하고 있는 대부분의 유럽 선 

진국가가 창립멤버인 OECD는 회원국들의 지속적인 성장과 복지증진의 획득， 건설한 세 

계경제 발전과 공정한 기반에서의 다자간무역의 확장에 기여하는 정책을 장려하는 데 목 

적을 두고 회원국간의 클럽형태 모임으로 1961년에 창립되었다. OECD는 최초에는 207~ 

국으로 출발하였으나 60년대에 일본과 핀란드가 가입했고， 70년대에 호주，뉴질핸드가 90 

년대에 멕시코 둥 4개국이， 96년말에는 한국이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하였다. 

2. 가입의 의미 

우리 나라의 경제 역량은 국제무역 규모에서 세계 10위권에 근접하고 있어 두 국제 기 

구에의 가입은 우리 나라의 경제 여건에 부합된다고 볼 수 었다. 이 두 기구에 가입함으 

로써 국가적으로 얻는 득실에 대해서는 논쟁이 있고 이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계량적으 

로 주어져 있지는 않지만 이미 국제적으로 한국을 경제적으로 개도국의 입장으로 보지 

않는 것이 현실이므로 개도국으로서 누릴 수 있는 국제적인 혜택은 상실하였므로 두 기 

구에 가입하여 한국이 선진국와 대둥한 위치에 서서 경쟁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이 두 기구에 가입하면서 광업측인 측면에서는 국내 광업의 효율성 증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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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여건 개선이라는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두 기구에의 가입과 관련하여 광업과 밀접하 

게 연관이 되는 부문은 @ 환경， 관세， 정부지원에 관련된 규정들，(2) 개발도상국 지위의 

지속여부에 관련된 문제，@ 투자자유화와 관련된 국내 시장개방 둥이다. 

〈표11. 1> wro와 OECD의 차이점 

구 분 WTO 세계무역기구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공동 회원국들이 가지고 있는 제도와 관행의 장벽을 허물어 자유롭고 공정한 j 

목표 세계경제질서 확립을 통한 민주주의와 시장경쟁체제를 완성 

강제력 
행사 가능 

행사 불가 

여부 (이해 증진을 위한 협력단체) 

회원국 전세계 125개국 이상 (UR 실천을 
선택된 회원국。로 구성된 29개국 

범위 위한 국제적 ”감시，감독，제재” 기구) 

*회원국간의 교역 및 분쟁 해결을 

저|저l 위한 절차 및 담당 기구 마련 상호 동질성을 추구함에 따라 

수단 *무역평가부를 통한 사전 감시 기능 규정에 대한 강제력 미약 

*다수결에 의한 신속한 의사 결정 

규제 공산품， 지적재산권， 농산물， 섬유， 

대상 서비 A산업， 자본의 이동 등 

3. 여타 산업과 광업에 미치는 영향 

WTO와 OECD에 가입하므로서 한국의 광업에 미치는 영향은 CD 무역환경 분야에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되어 규제에 대해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으나，(2) 금융， 자본시장의 개방과 정부지원의 완화 둥 변화에 대하여는 시간적 여 

유가 없으며，@ 향후 자국의 경제나 산업올 보호하는 정부규제， 지원은 폐지 또는 축소 

가 될 것이나 @ 기초기술 개발연구와 필수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에 대한 정부지원은 계 

속될 수 있으며，@ 특허 광엽의 경우， 전반적으로 정부지원의 감소와 의무분담의 증가， 

외국회사의 시장참여로 인해 경쟁기반의 약화될 것으로 보인다. 

가. 관세 인하와 투자 자유화에 따른 문제 

1) 관세율 인하에 대한 WTO와 UR의 원칙에 따르면 협상 타결 후 5년 이내에 86년 

의 수치를 기준으로 33%이상 인하하여야 한다. 이로 언하여 CD 관세인하로 인하여 경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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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을 상실하는 산업은 상당 부분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2) 광업 부문에서는 제품 

수입에 대해 관세가 철폐되는 비금속제련의 경우 타격을 받을 것으로 판단되며， 석탄산업 

도 역시 어려움이 예상된다. 

2) 관세 규제를 받는 품목에서 거두어 들이는 관세와 석유사업기금 등의 관세관련 기 

금수입의 감소로 인하여， 이를 재원으로 하는 정부의 각종 지원이 감소 또는 구조조정을 

거치게 될 것이다. 

3) 지원산업에 대한 투자자유화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OECD국가들은 자원산 

업에 있어 시장경쟁 원리에 의한 효율적 운영 및 투자 자유화를 강조하고 있으며， 투자 

자유화를 위한 방안으로 현재 “다자간투자협정”을 진행시키고 있다. 그 일례로 IEA가 

두차례 (92， 94년) 실시한 우리나라 에너지정책 조사보고서에서도 시장 원리에 의한 합리 

적인 가격결정과 에너지 산업에 있어 규제 완화를 통한 효율성 향상을 권고한 바 있다. 

4) 자본시장 개방과 투자 자유화에 따라 필요자금의 획득이 용이하고， 이자율 하락으로 

인하여 각종 사업의 자본부담이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자원수입관련 업종의 경우 

에는 외국회사가 합작형태로 직접 영업에 뛰어 들거나 지분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나. 기술개발에 대한 정부보조금 문제 

1) 본질적으로 정부의 보조금은 각국 정부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문제이지만 공정성과 

투명성 보장 측면에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정부의 보조금이 특정산업이나 기업의 국 

제경쟁력을 강화하는데 집중될 경우 공정한 경쟁질서를 왜곡시킬 수 있으며， 사용경로， 

수혜자격， 지원방식 둥의 지원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거나 외부에 공개되지 않을 경우 국 

제적인 마찰이 일어날 수 있다. 

2) UR의 협정에서는 기술분야의 정부 보조금을 특정성의 기준에 따라 @ 허용 

(non-actionable) 보조금，(2) 상계조치가능(actionable) 보조금，@ 금지 (prohibited) 보조금 

의 3가지로 구분하다. 기술분야에 있어 민간기업의 기술개발 활동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 

로서 기술지원은 일단 특정성이 있다고 보되， 곧 무역상의 특혜가 된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일정 수준까지만 지원을 허용하는 예외적인 접근을 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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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조사， 탐광， 시추사업， 채광기술개발 등은 계속해서 정부지원을 받는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나 φ 수출성과에 따라 지급되거나，@ 국내상품의 사용을 촉진하는 

해외개발관련 지원，@ 광업에 대한 국고보조 등은 금지 보조금에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보조금지급 금지범위일지라도 CD 연구개발，@ 지역개발，@ 환경개발에 관한 보 
조의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어 이들 분야로 사업을 다각화할 필요가 있다. 

4) 기술활동을 구체적으로 CD 기초연구，@ 기초연구의 응용과정인 산업연구( industria1 

research ), @ 대량생산에 들어가기 전까지의 공정계획과 시작품 제작과정인 경쟁전 개 

발활동( precompetitive development activities )으로 크게 나누어서 각각 허용범위가 다 

르다. 그 내용은 @ 기초연구에 대하여는 전면허용，@ 산업연구에 대하여는 총연구비의 

75%까지 허용，@ 경쟁전개발활동에 대하여는 총연구비의 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되 

어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분류상 명확한 기준이 없어 실제 분쟁 발생시 해결이 용이히 

지 않고 각종 산업연구 개발사업올 지원하고 있는 미국의 태도가 바뀔 경우 매우 엄격한 

수준으로 재조정될 여지가 었다. 

5) 정부의 R&D 지원정책에 대한 OECD의 기준은 국가간에 많은 편차를 보이고 있으 

므로 국제적인 마찰의 소지를 안고 있다. 미국， 프랑스의 경우는 연구와 개발의 성과가 

공공자산이라는 인식하에 공공연구기관에 대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주로 지원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는 연구개발 성과를 사유재산으로 간주하여 민간부문에 대한 간접적 

지원을 위주로 하고 있다. 

6) 기술개발올 위한 국제 공동연구나 해외기술활동의 경우에도 당해 프로젝트에 관련 

해서 @ 참여의 개방，@ 활동의 자율성 보장，@ 이와 관련된 R&D 시장의 개방둥 기술 

선진국의 개방 압력이 고조될 것이다. 

4. 광엽의 대응책 

두 기구에의 가입으로 인하여 국내 광업계는 @ 국제 경쟁력의 약화，@ 각종 국내외 

기준의 강화，@ 이러한 기준올 준수하기 위한 투자증가 등 다양한 형태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에 적웅하기 위해 추가적인 비용을 지출하게 되는 것은우 

리나라 광업계에 위협요인이 될 것이나 이를 잘 극복할 수 있다면 또 다른 기회를 창출 

할 수도 있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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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제협약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다. 

1) 국제 협약과 이에 대한 논의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국내 제도들도 국 

제협약과 OECD 규정 등에 의하여 정비되기 때문에 국제 협약에서의 논의는 제반 규제 

들은 직접적으로 국내 제도에 의해 영향을 미치게 된다. 

2) 국제 협약중 기후변화협약에 먼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12월 일본 교토 개최 총회에서 의정서 작성을 통해 구속력 강화하였다. 

3) 향후 국내 규제의 정도는 OECD 규정의 수준으로 강화되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의 

파악이 필요하다. 

나. 사업 다각화를 통한 경쟁력 향상이 모색되어야 한다. 

1) WTO 와 OECD의 정책은 경쟁력과 경제성이 있는 사업에 대해 외국자본을 유치하 

도록 규제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더욱 경쟁력을 향상시켜주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국내 광 

업계의 경우 이러한 사업을 다각화 대상으로 선정해서 전략 산업으로 육성해야 한다. 

2) 해외자원 개발사업은 WTO, OECD 체제 하에서 무역관련 투자자유화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이 활성화될 전망이다.OECD 보고서에 따르면 자원의 안정적인 공급 측면에서 

정부 지원이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이에 대한 규제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 

될 것으로 예상된다. 

3) 해외자원개발사업의 추진에 있어 @ 정부와 민간의 역할분담，(2) 전략적 진출지역의 

선정，@ 탐사사업과 개발유전 매입간의 균형，@) 운영사업과 지분참여사업간의 균형둥올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여 나가야 할 것이다. 전략자원의 비축에 관해서는 IEA 둥이 제시 

하는 적정수준이 있지만 세계적으로 전략 비축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국내의 수요 및 

공급 변화와 이에 따른 위험도를 고려하여 그 대상과 적정 비축량을 선정해야 할 것이다. 

4) 환경사업， 자원재활용사업， 재해방지사업은 모두 두 기구가 추구하고 있어 규제로부 

터 자유롭게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사업성도 좋을 것이다. 특히 자원재활용의 경 

우 OECD국가들이 최근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사업의 하나이며 우리 나라도 향후 자원 

사업 사업다각화의 좋은 대상이다. 

5) 광업지원의 다양화 

WTO는 자유롭고 공정한 세계경제질서의 확립을 위하여 경쟁을 왜곡하는 특정산업이 

나기업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고 있다. 그리고 OECD는 국제투자의 차별 

및 장벽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자간 투자협정을 협상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 규범을 충실 

히 준수하면서도 광물자원의 공급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광업지원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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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광업정보센터의 운영 

광업정보센터를 설립하는 목적은 국내 광물자원， 해외 광물자원， 국제 광물자원의 개 

발을 위한 장기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광물개발 사업의 효율적 접근， 광물개발 계약의 유리 

한 협상， 자원외교의 기초자료 제공하여 국내외 자원개발의 지철학적 변수， 법적 변수， 정 

치적 변수 둥올 신속하게 분석하고 이를 종합하기 위함이다. 현제는 광업진홍을 담당하 

는 대한광업진흥공사에 이러한 기능올 맡고 있는 부서가 있으므로 이를 더욱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광업관련 기구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조직개편의 향방 

에 따라 분산된 조직에서의 정보 기능을 중앙 집중식으로 적절한 조직에서 일원화하여 

관리할 수도 있다. 그러나 현재 정보망의 발달에 따라 분산형 정보체계를 이루어가는 것 

이 세계적인 추셰이므로 각 관련 조직의 광업정보를 서버에서 관리토록하고 이를 연결하 

여 각 분산 서버에서 정보를 개발， 가공하여 보존토록하는 것도 한가지 유효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광업정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들올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이 이루어져 

야 한다.<D 광업정보의 범위설정，~ 광업정보의 수집， 가공， 분배 및 feedback 을 위한 

Network 구성，@ 전문가의 구성 및 양성，@) 센터운영재원의 확보 

7) 광업 보조금의 지원 조정 

WTO는 정 부보조금올 특정 성 의 기 준에 따라서 @ 허 용(non-actionable subsidy) 보조 

금，~ 상계가능(actionable subsidy) 보조금， @ 금지 (prohibited subsidy) 보조금으로 구 

분하고 있으며， 정부지원의 공정성과 투명성올 확보하고， 국제경쟁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 

하여 보조금의 사용경로， 수혜자격， 지원방식 등 객관적 지원기준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광업활동의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반면 광업보조금을 대폭 조정하여 국제규범에 

맞는 지원기준을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 지원자격을 탐사권자， 광업정 

보관리자와 광업기술개발자로 한정하고 @ 지원대상은 탐사작업 광업정보의 관리 및 제 

공， 광업기술개발 동으로 규정하며，@ 지원방법은 상기한 WTO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 

도록 적절한 방법을 취하여야한다. 

제2절 국내 광업법제와 개선방향 

1. 광업제도의 유형 

광업법제는 광업사적으로 지역에 따라 크게 3가지의 유형으로 나누어진다. 영국과 미국 

을 중심으로한 영미법으로 영국 미국， 호주 및 영연방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는 법 

체계이고， 독일을 위주로 하여 프랑스 둥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법체계인데 일본과 

우리 나라가 이 범주에 속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기업의 사유화가 인정되지 않고 국가의 

소유로 되어있는 소련 둥 중국을 포함함 사회주의 국가에서 통용되고 있는 광업법체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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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러한 광업법규는 내용면으로 구분을 하면 토지소유자제도(Land Accession 

System) , 광업권제도(Mining Pennit System), 국가전유제도(State-monopolic System)로 

구분이 된다. 

가. 광업법규의 구분 

1) 토지 소유자 제 도(벼nd Accession System) 

토지소유자제도에서 광물은 토지의 구성요소로 간주되며， 토지소유자가 토지에 부속된 

모든 광물을 개발하고 처분할 권리를 향유한다. 이 제도는 영국， 미국 둥 영미법계를 적 

용하는 국가에서 채택되고 있고 분쟁이 발생하면 국가에서 이를 조정한다. 각 광업권자 

는 환경보호를 위해 환경복구계획서 국가에 제출해야하는 의무가 있다. 영국에서는 금， 

은 등 귀금속광물은 국가에 소유권을 귀속되어 있는 특색이 있다. 미국은 20세기초부터 

공유지를 개인에게 불하할 때 광물개발권을 분리 국가에 유보시키고 있다. 

2) 광업 권 제 도(Mirùng Pennit System) 

광업권제도에서는 광물에 관한 권리를 토지소유권에서 분리하여 특정지역(광구)에서 광 

물자원을 배타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권리(광업권)를 국가가 개인에게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따라서 광업권자 또는 조광권자는 채굴한 광물만을 소유할 수 있을 뿐， 광구 밖 

에서 분리된 광물은 무주물로 취득자 또는 선점자가 소유하며， 고의나 과실로 채굴한 광 

물은 몰수되고 도굴행위로 범죄를 구성한다. 이 제도는 프랑스， 독일， 일본， 한국 둥 대륙 

법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으며 영연방의 국가인 호주와 캐나다도 각 주정부가 광업리 

스를 부여하는 광업권제도를 채태하고 있으며 다만 원주민토지에 대해서는 원주민에게 

우선적으로 광물을 개발토록 관습광업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광업권제도는 광물자원의 

개발을 촉진시키고자하는 개발 우선 정책이다. 

3) 광업국가전유 제도(State-monopolic System) 

모든 광물자원은 국가 또는 인민의 재산으로서 국가만이 독점적으로 개발， 처분할 수 

있다. 이 제도는 스페인 광업법을 계수한 중남미국가， 개도국， 중국， 러시아， 베트남 둥 사 

회주의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우리 나라도 해저광물자원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발권올 

독점하게 되어 있어 일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었다.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인도네시아， 

브라질， 스페인 둥에서도 소규모 광산과 산업광물의 개발을 위해서 내국인에게 광업권을 

허가해주는 광업권제도를 채택하고 잇다. 

4) 광업법제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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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광업법제는 상이한 배경에서 태동하여 발전되어 왔으나 광업정책의 개방화， 환 

경문제의 국제화， 토지사용의 고도화 둥으로 인하여 상기한 3가지 유형의 광업권 제도를 

취사선택하여 이를 혼용하여 왔다. 토지소유자 제도에서도 광산보안， 환경보호 등을 위해 

국가는 광업활동을 상당히 규제하게 되었고， 사회주의국가와 개도국들은 외국자본과 첨단 

기술의 유치를 통해 광물자원을 적극 개발하고 국가개발기금올 마련하기 위해 광업국가 

전유 제도를 사실상 포기하고 광업개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나. 광업법제의 주요내용 

1) 광업 

각국은 국민경제에 필수적인 기초물자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광업을 특별히 

보호하는 반면광엽의 대상과 범위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음 

가) 광업대상: 각 국은 일반적으로 철광석， 동광석 동의 금속광물， 석회석， 고령토 등의 

비금속광물， 석유，천연가스 둥의 에너지자원 개발에 한정. 미국， 프랑스， 러시아 둥은 채석 

엽， 채사업도 광업에 포함시키고 있다. 

냐) 광업범위: 광업권제도를 채태하고 있는 국가들은 광업올 광물자원의 탐사， 채굴과 

그 부속활동으로 규정하고 있다. 광업국가전유 제도의 국가들은 광업의 범위를 탐사 및 

채굴올 비롯해서 개괄 탐사， 선광， 제련， 수송， 판매 둥 모든 광업관련사업까지 확대하고 

있다. 한국은 그 광엽의 범위를 광물의 탑사 및 채굴과 이에 부속하는 선광， 제련 및 기 

타의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 법정광물: 법정광물은 각국의 광업법에서 광업대상으로 규정한 광물을 의미한다. 

각국은 광업정책， 입법관행 동에 따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법정광물을 셜정하고 있다. 

(1) 열거적 방법 

열거적 방법은 개별적으로 법정광물올 열거하는 방법으로 독일， 프랑스， 일본 둥에서 

채택하고 있다. 한국도 이 방법에 의해서 법정광물을 지정하고 있으며， 금， 은， 동 둥을 

비롯해서 66개 광종올 법정광물로 규정하고 있다. 

(2) 포괄적 방법 

포괄적 방법은 법정광물올 경제적 가치를 지난 모든 광물로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방법 

인데이태리， 캐나다， 칠레， 멕시코， 펼리핀 둥에서 채택하고 있다. 

(3) 관습적 방법 

관습적 방법은 토지소유자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과 영국에서는 광업관습이나 판 

례를 통해 법정광물올 규정한다. 

2) 광업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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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탐사제도 

(1) 탐사권 범위 : 사권은 광물을 찾아내기 위해 제반 활동에 부여되는 권리이다. 일본에 

서 탐사권(시굴권)은 광물을 장차 채굴하기 위한 권리로 규정하고 있으며， 허가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탐사권을 2년간 부여하는데 탐사권에 의해서도 광물채굴이 허용된다. 채굴 

권과 대동소이하나 아래조건에 따라 약간 차이가 었다. 탐사권과 채굴권과의 차이는 @ 

광업권의 기간，(2) 저당권의 설정， @ 광구의 합병 및 분할， @ 신고제와 허가제， @ 광해 

방지대책，@ 토지의 수용 등에서 차이가 있다. 

한국에서는 채광에 앞서 필요한 경우 탑광 계획을 신고하고 신고일로부터 3년이내에 

탐광실적을 숭인받아 채광사업을 계속 시행할 수 있으며 탐광실적이 없을 경우에는 광업 

권올 소멸시켜 광업경영의 합리화를 추구하고 있다. 

(2) 탐사권의 기간: 대부분의 탐사권은 2-3년으로 한정하고 2회까지 연장하고 있는데 

일본은 2년에 2회 연장올 허용하고 있고 프랑스는 3년에 2회 연장올 허용한다. 석유의 

탐사권은 일반적으로 5-6년으로 부여하고 그 기간올 2-3단계로 분류해서 각 탐사 단계 

가 종료될 때마다 계속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탐사권에서 채광권으로 

전환하계 되면 통상 1-3년 간의 개발권을 부여한다. 

(3) 광업자 권리 (Miner’ s Right): 호주에서는 탑사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먼저 광업자 

권리(Miner’ s Right)를 취득해야한다. 캐나다 B.c.주에서는 같은 의미로 자유광업자 중서 

를 취득해야 한다. 

(4) 채광 우선권 

탐사 단계에서 상업적 광상을 발견하게 되면， 대부분 탐사권자에게 우선적으로 채광권 

이 부여된다. 프랑스， 이태리， 태국 등과 같이 능력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자 

본， 기술， 경험 둥올 고려해 채광권을 부여하며 탐사권자가 채광권을 획득할 수 없게되면 

탐사권자에게는 탐사활동에 대한 보상제를 채택하고 있다. 

(5) 탐사허가: 서독과 미국에서는 특정 지역에서 자유롭게 탐사 활동올 허용하는 제도 

를 채택하고 있지만 같은 유렵이라도 프랑스는 광종에 따라 자유 탐사제와 탐사 허가제 

를 병행하여 실시 중이다. 

(6) 탐사권의 양도: 일본， 멕시코 등 대부분의 국가는 제한없이 탐사권을 제3자에게의 

양도를 허용하고 있다. 유럽의 프랑스， 이태리에서는 탐사권을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하나 독일， 인도네시아 

나)채광제도 

(1) 채광권의 범위 : 채광권에 대하여 인도네시아는 토지를 굴착하여 광물을 채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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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권리로 한정하고 있고， 중국과 러시아는 목적 광물을 채굴 및 선광할 수 있는 권리 

로 규정하고 있는데， 한국은 둥록한 광물을 채굴， 션광， 제련과 그를 위한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로 규정하고 있다.(광업법 시행령 제37조. 

(2) 채광권의 부여방법: 채광권은 아래와 같이 2가지로 대별된다. 

CD 선원주의 : 선원주위에서는 신청한 순서에 의해 채광권을 부여하게 되는데 일본， 한 

국， 프라질， 멕시코 둥에서 채택하고 있다. 독일， 철레 둥은 선원주의에 광상의 상업적 발 

견을 선행요건으로 부가하는 광물발견자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미국， 캐나다， 호주 등은 

광구의 선점올 선행요건으로 부가하는 광구선점주의를 실시하고 있다. 브라질， 멕시코 

등은 채광 이익의 일부를 토지소유자에게 분배하는 이익참여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 능력주의: 능력주의는 광물을 개발할 재정능력， 기술수준， 개발경험 동을 고려해 채 

광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프랑스， 이태리， 태국 둥에서 채태하고 있다. 이 제도는 광물의 

탐사를 저해할 수도 있어 광물자원개발의 확대에 저해요인이 될 수도 있으나 개도국들이 

국제입찰을 통해 특정지역에서 석유， 천연가스， 석탄 둥의 개발사업을 위한 조광권을 외 

국기업에 부여하는 방법은 왜 능력주의의 도입이 필요한가를 셜명해주는 좋은 사례가 된 

다. 

@ 채광권의 기간: 채광권올 무한적으로 허용하면 자원의 개발에 지장을 받고， 특히 한 

국 둥 토지가 부족한 국가에서는 이를 토지 확보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었다. 채광의 

기간에 대하여 캐나다， 호주 둥에서는 10-20년올 부여하여 광업권자의 요청에 따라 연장 

을 허용하고 있다. 멕시코， 태국， 팔리핀 등에서는 25년을 허가하고 연장을 허용하고 있 

으며， 일본， 이태리，독일 둥에서는 기간을 무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국제적으로 석유 및 천연가스의 채광권은 20-30년의 채광권을 허용하고.50-70년까지 

이에 대한 연장을 허용하고 있다. 

@ 채광권의 처분: 토지소유자제도에서는 채광권의 임대， 매매， 중여， 저당 둥의 처분이 

자유롭다. 광업권제도에서는 채광권은 물권으로 부동산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나 광업자 

영원칙에 의해 채광권의 처분이 제한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채광권의 처분을 상속， 양도， 

조광권 또는 저당권의 설정， 체납처분과 강제처분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광업국가전유제 

도에서는 채광권의 처분이 금지되어 왔다. 그러나 외국인의 광업투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 

해서 중국은 1997년에， 브라질은 1996년에 광업법올 개정하여 채광권의 양도를 허용하였 

고 우리 나라도 이에 대한 제한을 풀어야만 할 것이다. 

2. 국내 광업제도와 제약 사항 

가. 우리나라 광업권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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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에 관련된 기본제도를 규정하는 광업법은 1951년 12월 23일에 제정되어 그동안 9 

차의 개정을 통하여 많은 변천을 겪어 왔다. 토지소유 여부에 관계 없이 국가에서 개인에 

게 광업권을 설정하여 주는 대신 적절한 개발의무를 부여하도록 한 기본적인 제도를 유 

지함으로써 광업개발을 촉진시킬 수 있었다. 개발자금 지원측면에서는 광업권을 담보로 

탐사사업과 광업시설 현대화 사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하여 주는 광업자금 지원 · 융자 

제도는 광업개발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어왔다. ‘94년에는 광업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개발 

의사가 없이 보상과 전매차익만을 바라고 광업권을 소유하고 있는 유휴광업권자에 대하 

여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사업개시 유예 및 사업휴지인가 사유의 범위를 축소 하였 

고 그 기간도 단축하였다. 이와 같은 조치는 광업권가 토지소유권， 지역공익사업 및 환경 

보전의 구도 아래 광업권과 여타의 공익권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였지만 향후 

이에 대한 정책적인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나. 국내 광업개발 제약사항 

국내에서의 광업 권한은 광업권주의를 채돼하여， 탐사권과 채광권을 분리하지 않고 이 

를 통합하였다. 출원은 선원주의에 의해 부여되고， 광업권은 물권으로 부동산의 규정이 

준용되나 광업자영주의에 의해 처분이 제한되고 존속기간은 광종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25년을 규정하고 있고， 광구는 단위형 광구를 채택하고 있으며 법정광물은 열거적으로 셜 

정된다. 검토되어야 할 주요한 광업관련법령은 CD광업법과 시행령，@ 해저자원 개발법과 

시행령，@ 광업등록령，@ 석탄산업법과 시행령，(5) 광산보안법과 시행령，@ 에너지 및 

관련사업 회계법과 시행령，(7) 대한민국과 일본국간의 양국에 인접한 대륙용 남부구역 공 

동개발에 관한 협정 등이다. 

1 ) 국내광업 개발제약 실태요약 

CD 광체부존 형태상의 제약: 전국토 부존 광물의 종류는 다양하나 석회석외 일부 광종 
을 제오하고는 소규모 광체로 산재하고 있어 국제 경쟁력이 있는 개발은 곤란한 실정이 

다. 

@ 물류비의 과중: 국내광산물의 운송 물류비는 소비지 도착가격을 기준으로 매출가의 

50%이상 점유하고 있다. 이는 도로시설 구조의 취약，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면허제， 항만 

로조의 항만노무 독점공급권 인정으로 하역비 상승， 광산현지 가공시설의 부족으로 운송 

물량 증가 등이 그 원인이다. 

@ 광업용지 확보난: 국토건셜종합계획법과 국토리용관리법에 의한 광업용지 확보에 애 

로 사항이 있다. 즉， 광상부존지역이 광업입지이므로 이동이 불가하고， 일부 규제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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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나 국유 임야 대부사용이 규제 아직도 규제 사항이다. 환경문제의 대두로 산렴훼손 

및 복구가 제도강화되어 산림형질 변경지 용도전환 규제， 복구비 과중， 서류절차 복잡 등 

의 제한을 받고 있다. 

@ 근로자의 광산취업 기피: 국민소득향상과 생활환경 개선보호 경향으로 광엽은 혐오 

산업이 되어 가고 있으며 ， 광산근로를 3D노동으로 치부하여 이에 상응하는 대우도 미흡 

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광산노동 특성상 여성인력 활용 곤란하여 광업 근로자의 확보가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업기능요원 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나 일 

부 문제점으로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 광업자금 확보난: 광업에 대한 융자 금리는 타산업자금 금리보다 높고 특히 소규모 

광산의 경우 담보부족으로 자금확보에 애로를 겪고 있다. 

@ 지역환경에 대한 의사소통 부담: 인근주민의 지역이기주의와 환경에 대한 의식이 높 

아지면서 광업에 대하여 현재의 광해， 공해 규제수준이상으로 무리한 요구를 받고 있다. 

이는 광업이 지자체의 발전기여도 순위에서 최하위여서 환경과 관련하여 기피대상이 되 

고 있다. 

3. 국내 광업제도의 개선 사항 

가. 규제개혁 현황 

‘98년에 새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부용하여 광업업무 처리지침을 

개정하여 광업인에게 부담올 주는 주요 규제를 완화 또는 폐지를 하였는데， 광업권 설정 

후 본격적인 개발을 위한 채광계획인가 신청시 첨부되는 채광계획서의 작성자를 광업기 

술사에 국한토록 한 규제를 폐지하여 광업에 관한 상식올 보유한 자는 누구나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동일 광산 내에 채광 위치 변경시에도 채광계획 변경인가를 얻도록 의 

무부과한 규제를 완화하여 이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하였다. 법령에 또한 법령에 

명확한 근거가 없는 공익 사항에 대해서는 채광계획 인가시 검토하도록 하고. 광업권 설 

정시에는 지방자치단체 둥과의 공익 협의를 생략토록 하였다. 

아울러 각종 규제를 철폐하기 위하여 ‘98년도 하반기부터 광업법령을 개정하여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에 대한 광업권의 소유제한 및 석유， 우랴늄 둥 특수광물에 대한 허가제한 

규정도 철페될 전망이다. 현제 이를 위한 광업법 개정 내용의 골자는 아래와 같다. 

1) 개정 이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행정규제 개혁정책에 부용하고자 광업인의 자율적 

인 광업개발을 유도하고 광업인의 권익보호와 부담완화를 위하여 각종 규제를 폐지 · 완 

화하는 한편， 外國人에 대한 광업권 향유 제한 및 석유， 우랴늄둥 특수 광물에 대한 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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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을 폐지함으로써 외국인 투자 활성화 및 대외 경쟁 력 제고를 도모코자 함. 

2) 주요골자: 

CD 외국인 및 외국 볍인도 광업권 및 조광권 보유가 가능하도록 제한 규정을 폐지하고 
석유， 우라늄 등 특수 광물에 대한 허가 제한 규정을 폐지함 (개정안 제6조， 제25조， 제 53 

조) 

@ 광업권 설정 출원인에 대해 사업설비 계획서 및 광물 표품 제출명령 규정을 폐지함 

(개정 안 제 17조， 제20조) 

@ 육해공군 관할의 군항， 경비기지， 군용지 등 주위에 광업권 설정허가를 아니할 수 

있는 규정을 폐지함 (개정안 제30조) 

@ 공동 광업 출원인 대표자 변경명령 규정 및 광업권 설정 출원의 중복시 우선순위 

결정을 위한 출원인 협의신고 규정을 폐지함 (개정한 제 19조. 제 22조) 

@ 지정광구 및 지정광구 개발， 양도 명령， 광구의 통합개발 권고와 이에 따른 재결 절 

차 둥 규정을 폐지함 (개정안 제67조， 제77조) 

@ 광업개발 심의회를 폐지， 광업조정 위원회에 그 기능을 이관 (개정안 제 101조， 제 10 

조， 제 107호) 

@ 광업권 설정출원에 대한 허가 조건이 “경제적 순위”를 “허가기준”으로 표현의 명확 

화를 기함 (개정안 제29조) 

@ 광업권자 및 조광권자의 사업개시 의무를 가각 1년 이내， 6월 이내에서 기업활동 규 

제완화에 관한 특별 조치법의 관련 규정에 맞추어 각각 2년 이내， 1년 이내로 함 (개정안 

제45조， 제46조) 

@ 행정절차법상 청문규정올 신설 (개정안 제 112조의 2항) 

@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 (개정안 제 116조) 

나. 광업권 관련 개선 사항 

1951년 12월 일본광업법을 계수해 제정한 이후 수 차례에 걸쳐 개정올 하여 왔으나 

그 골격은 일제의 잔재를 유지하고 있어 폐쇄적 광업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한국도 OECD에 가입 다자간 투자협정을 협상하는 국가로 국제적 지위 향상되어 공정 

한 국제경제질서를 확립하기 위한 WTO 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더구나 국가경제가 IMF의 관리에 놓이 게 됨으로써 국내의 광업도 해외에 개방하여 외국 

자본을 유인하여만 하는 절실한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이러한 이유에서 ‘98년도의 광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국내의 광업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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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광업권의 이원화: 먼저 우리 나라에서는 광업권과 탐사권이 통합되어 었으나 이를 

광업권과 탐사권으로 이원화하고 권리내용을 차별화하여 광업출원의 투기적 동기를 배제 

시켜야 할 것이다. 

(1) 탐사권 개선 사항 

CD 탑사권의 이전을 상속， 일반승계와 사망으로 한정하고 저당권 조광권 등의 설정을 
금지한다. 

@ 탐사기간을 3년으로 하고 연장은 1회로 한정하며 특정광원에 대해서만 예외를 인정 

한다. 탐사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광구를 포기시켜 제3자에게 탐사기회를 부여한다. 

@ 탐사권자에게 탐사개시，탐사비지출 둥의 의무를 엄격히 규정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탐사비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현금으로 납부하여 보충하도록 규정하여 성실한 탐사활동 

을 조장한다. 

@ 선원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경력 년령 둥 출원자격을 설정해 능력주의를 가미한다. 

2) 채광권 개선 사항: 채광권을 광구에서 미채굴 광물을 배타적으로 채굴， 취득할 수 

있는 물권으로 설정하고 광업권의 현행규정을 다음과 같이 조정하여 광물개발을 촉진한 

다. 

CD 채광권도 탐사보고서를 제출케 하여 보고된 자료를 객관적으로 심사해서 타당할 경 
우 허가하는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 광종에 따라 자본 ，기술， 경험 둥 최소한의 출원자격올 설정해서 선원주의를 보강한 

다. 

@ 채광권의 기간을 광종에 따라 10-25년의 범위에서 차둥하여 허가하고 연장회수도 

광종에 따라 제한한다. 

@ 허상의 채광권자가 투기적 이익올 추구하지 못하도록 채광개시유예기간올 단축하고 

철저히 사후관리방안을 모색한다. 

3) 광업권의 개방: 한국도 외국인에게 광업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해서 국내 

자원개발의 활성화를 기하고 외국의 자본， 기술 경영 둥의 이전 경쟁을 통해서 광업경영 

혁신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98년도의 광업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여건을 종합적 

으로 고려해 다음과 같은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 완전개방 방안: 광업권을 제한없이 외국인과 외국회사에게 탐사권과 채광권의 취득 

을 허용하되， 한국인 또는 법인에게 광업권의 취득을 제한하는 국가의 시민 또는 회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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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상호주의원칙에 의해 허가를 배제하는 방안을 제안한다. 이런 제도는 미국， EU 

등에서 채택하고 있다. 

@ 부분개방 방안: 탐사권은 유보하되 채광권과 조광권을 개방하는 방법이다. 탐사권의 

유보목적은 지질정보의 보안，내국인의 광구선점 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채광권과 조광 

권을 개방하는 목적은 첨단개발기술， 선진경영기법 등을 적용하고 외국자본의 참여를 통 

해 투자위험을 분산하며 자원판로를 확보하기 위함이다. 

@ 우회개방방안: 아래과 같은 경우에는 국내법인으로 간주되도록 규정하여 외국회사의 

우회적 광업권취득을 허용하는 방안이다. 

- 외국인이 의결권의 1/2이상을 보유한 회사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한국인이 지배하 

는 회사. 

- 구성원의 2/3가 한국인으로 구성된 회사. 

4) 국유림의 대부 사용규제 완화 

1993년 10월이후 기존 국유립에 대하여 대부나 사용허가 불허되어 신규자원개발 중단 

상태이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1995년도 12월에 일부 조치를 완화하였으나 미홉하여 석 

회석， 장석， 규석(저품위광)의 개발이 일체 불허되고 있고 노천광이 아닌 지하갱도 굴진 

채굴방식을 할 경우는 노천채광의 5-6배 경비가 소요되어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국내 

광업 경영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다. 이에 대하여 건의하는 개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신규 대부시의 지하 굴진채광 전제조건 삭제요망 

@ 일회 허가 면적의 확대: 현행 3천평에서 3만평으로 조정을 건의 

@ 대토제도 강구 요망 

5) 자유형 광구의 채택 

정형광구 채택국가로는 미국， 호주， 캐나다 등이 있는데 이들 나라의 특정은 광활한 국 

토를 보유하고 있어 광구의 설정편의 및 행정편의를 도모하고， 광구셜정의 분쟁을 방지방 

지하는 데에 그 목적이 었다. 국내에서 정형의 광구가 불리한 이유는 우리 나라의 국토가 

협소하고， 허상의 광업권자에 의해 넓은 광구가 토지의 투기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이 

있고， 토지 사용의 고도화，공공시설의 확대에 따른 권리 충돌로 분쟁이 증가할 소지가 있 

기때문이다. 

국내에서 자유형 광구는 개발할 대상 광상을 중심으로 광종별로 범위를 규정하여， 자유 

로운 광업 활동의 기회를 확대하고 또 토지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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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반광의 애로 사항 개선 사항 

1) 제철， 제련， 화학공업 원료의 공급가격 합리화 

현재 포항제철의 석회석 가격조정은 92년도 이후 일 부업체를 제외하고 억제되어고 있 

다. 이에 대한 개선 거의 사항은 다음과 같다. 

CD 석회석에 대하여 매년 물가， 임금 상숭에 따른 연동제 단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 융자 및 대부시에 발생하는 이자에 대한 비용올 원가에서 인정요망 

2) 일반광업자금 금리 인하 

석탄광의 시설자금 융자금리는 5%이나 일반광 융자금리는 8.5%로 형형성이 없고 일반 

광의 유망 광종에 대한 시장성올 고려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광업진흥공사의 지원금리 

를 석탄광수준으로 언하를 해야할 것이다. 

3) 일반광 시설현대화 지원자금 확대 

수입관세 인하에 따라 수입되는 저가 광산물과 국내생산 광산물과의 경쟁이 매우 어렵 

다. 활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91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국고 보조제도의 지원규모가 소 

규모여서 국고보조 지원금규모는 6억원 정도이고 보조율 30%이다. 이에 대하여 광산 시 

셜 현대화에 실질적인 혜태이 가도록 지원율과 규모 확대하여 석탄광 기계화사업 수준으 

로 상향조정해야 할 것이다. 

4) 소재원료 광물자원의 개발촉진지구 지정 

지하자원이 매장되어 있는 지역이 보존국유림으로 지정되어 있거나 각종 규제에 묶여 

개발에 애로가 많다. 그리고 국내자원 개발의 미홉으로 소재원료광 물의 수요중 73%가 

수입에 의존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하여: 

@ 강원도 석회석， 경남 고령토， 전납 납석， 도석 둥 자원이 집중적으로 매장되어 있는 

지역올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해서 각종 인허가 제한올 철폐하여 개발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동지역이 개발될 시 저리의 자금지원과 부가가치향상을 촉진하는 지원제도 실시 

5) 화약관리기사 배출중대 

열악한 광업분야보다 보다 여건이 좋은 토목건셜， 지하철공사， 골프장， 석골재 분야 둥 

으로 취업하기 때문에 화약관리기사 확보에 애로가 많다. 이에 대하여 국내광업의 원활한 

기술인력 수급올 위한 조처의 일환으로 화약관리기사의 배출 중대가 펼요하다. 

214 



6) 산재보험요율 인하조정 

재해 위험이 높은 갱내채굴 방식을 채용해 온 금속광의 다수가 폐쇄되었고 재해위험이 

낮은 노천채굴방식을 채용하는 비금속광이 증가되어 산재보험 요율의 인하요인이 형성되 

었다. 또한 과거 재해 위험도가 높은 인력위주의 채굴에서 광산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 때 

문에 재해 위험도는 크게 감소되었는데 이는 일반광의 재해율은 85년도 대비하면 95년도 

에는 29.9% 감소 되었다. 산재보험 요율 적용에 있어 금속광업 및 비금속광업의 경우 80 

년대초 37/1000에서 %년도 142/1000으로 인상되어 광업의 사양화를 촉진시켰다. 실제로 

산재보험 요율의 최대 증가 요인은 진폐증 둥의 직업병 환자의 진료비 부담있었다. 이에 

대하여 직업병환자의 진료비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산재보험 요율을 인하 조정하여야할 

것이다. 

7) 광업분야 병역특례 보충역제도 개선 

병역볍 시행령 제7조 제2항 제3호 규정에 의거 산업기술요원의 병역특례자를 수용할 

수 있는 선정기준은 100언이상 보유광산으로 한정되어 있고 또한 업체로는 철， 연， 아연， 

금， 은， 동， 주석， 납석， 석회석， 활석 둥의 광업과 석유채굴업， 선광제련사업， 연간 12,000 

톤 이상의 석탄 채굴업에 한정되어 었다. 그러냐 일반광업계 대부분이 근로자 100인 이하 

의 소규모이므로 이는 실질적인 혜택이 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종업원수 100인 이상의 

규정을 연간매출액 5억원으로 조정하고， 대상 광산업종에도 고령토， 규석， 규사， 장석 둥 

의 광업을 추가하여야 한다. 

8) 일반광 광부자녀에 대한 장학금 확대지원 

정부와 업계가 각각 50%씩 출연，장학기금올 조성하였으나 기금 부족으로 지원율은 소 

요액의 42%에 불과하다. 기금부족 원인으로는 생산성저하， 저가광물의 수입， 자연보전및 

환경규제강화로 경영여건 악화와 채산성 악화에 따라 출연능력의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 

이다. 이에 대하여 일반광의 장학금도 석탄광의 장학금과 같이 전액 국고에서 지원하여 

야 한다. 

다. 광해방지대책의 강화 

선진국에서는 광업을 허가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환경영향 평가에 의한 환경보호 조치 

를 들 수 있다. 국내에서도 광업과 관련된 환경보전을 모적으로한 제한을 규정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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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동안은 산업 개발에 우선권을 두는 정책을 펴 왔다고 볼 수 있다. 환경을 보전할 목적 

으로 광혜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지대책이 채택되어야 한다. 

CD 종합적인 광해방지계획의 제출， 

@ 환경복구기금의 적립， 

@ 환경피해에 대한 보상금의 적립， 

@ 환경광해현황의 조사 및 광해방지조치의 감독. 

라. 광산 보안법의 개선 필요 

광산 보안법이 제정될 당시의 우리나라의 광엽은 석탄산업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기 때 

문에 석탄 광산 변천을 위주로 동법의 제정과 개정이 시행되어 왔다. 또한 동법의 제정 

초기에는 광산의 보안 개념도 없었고 행정 체계의 정립도 이룩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기술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였기 때문에 법 자체가 기술지도 위주로 제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광산 보안관계법규는 초기에는 광산의 행정 지도측면에서 비교적 무리없 

이 시행되었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에는 광산기술의 발달동 제반 여건이 현저하게 달라 

졌고 보안에 관한 인식이 증가됨에 따라 광산보안법의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하다. 광산보 

안의 개선에 대헤서는 근로자보호와 생산성 향상의 측면에서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마. 해외자원 개발 촉진안 

1) 현재의 정부 개발 촉진안: 전장에서 밝힌바 대로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촉진안으로 

다음의 4가지를 계획하고 있다: 

CD 자원정보의 수집 및 공급 기능의 강화， 
@ 해외자원개발에 대한 지원제도의 강화， 

@ 투자 대상 광종 및 지역의 다변화， 

@ 자원보유 개도국과의 경제협력 사업 추진 

2) 자립개발의 유도: 이러한 촉진안과 더불어 일본과 같이 해외자원의 확보의 방식을 

다양화해야 한다. 즉; 

@ 단순매광 : 보통의 단기적 또는 장기적 무역거래， 

@ 융자매광 : 광산개발올 위해 자금을 융자하는 것에 의해， 이를 담보로써 광석을 장 

기적， 또는 안정적으로 인수하는 방식 

@ 자립개발: 자본 · 경영참가에 의해서 광산개발 둥을 수행하고， 생산되어진 광석을 

인수하는 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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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3가지 방식인데 현재 우리나가 취하고 있는 방식은 주로 자본참여에 의한 자주개발 

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1997년 말가지 총 34개국에 118개의 사업에 진출을 하고 1977 

년 말까지의 잔존 총 해외투자가 164억불에 이렀고 상당한 양의 개발 수입을 하여 온 것 

은 사실이지만 해외자원개발 후발국으로 경험이 부족하고 좋은 부존 여건의 광상을 확보 

하지 못해 대부분이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철수한 예가 허다하다. 이를 캔선하기 위해서 

는 기술투입， 경영참여를 통한 자립개발 방식을 추진해야만 한다. 

바. 기술개발 지원 

1) 국내 자원기술의 개발: 

자원기술은 채광기술과 채광후의 정련 · 정제 기술로 나누어 진다. 특히 후자의 경우는 

정밀정제， 고품위화로 광물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다. 국내에는 유망한 

비금속광물이 많지만 이들로부터 만들어진 고급원료소개가 다시 역수입되는 사례가 많다. 

국내의 채광기술은 기계화를 통한 생산성 향상기술， 광해처리 및 광산복구 기술 등이 향 

후 기술개발의 과제이다. 

2) 해외자원기술 개발의 추진: 

1977년까지 이루어진 해외개발 118건 가운데 개발전 타당성 평가를 국내에서 한 적은 

한번도 없으며， 건당 수십만불에서 수백만 불을 지급하면서 모두 해외의 전문용역업체에 

이를 의뢰해 왔는데 이 조차 평가가 정확했는지를 판단할 수 없고 실제로 현실성이 없는 

평가가 허다하여 해외개발이 실패로 끝난 경우가 많았다. 이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자립 

개발올 위해서는 먼저 ‘석탄광 일반광에 대한 해외 광산 혹은 유전에 대한 타당성올 평 

가할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해야하고 아울러 이의 전제가 되는 ‘해외 자원개발 기술’， 해‘외 

광산 설계기술’ 을 연구하여 확보할 필요가 있다. 해외 자원은 국내와 비교하여 채탄 혹 

은 채광법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국내의 경험을 적용할 수가 없는 실정이다. 

바 한국 광업관리 조직 개선 

광업은; 

@ 광공업이면서도 광상의 부존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조건이다. 

@ 자원 · 에너지가 국가 생존의 필수적인 요소여서 시대의 상황 변화에도 국가의 기본 

관리틀로 근간을 유지해야한다. 

@ 자원빈국일수록 자원수급올 위하여 국내외의 자원개발이 필요하다.’는 세가지의 특 

성에서 분사된 국내의 광업조직을 재정비하여 별도의 부서로 통합조직할 필요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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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다. 자원 · 에너지에 대하여 정부의 별도 조직으로 관리하는 선진국은 제9장에서 살펴본 

바와 마찬가지로 미국 일본 독일이며 다음과 같다. 

@ 미 국: 부(Ministry)의 자격 에 서 자원 · 에 너 지 부(Dep하따lent) 가 있음 

@ 일본: 부(혹은 省: MiniStry) 아래 별도로 자원 · 에너지청을 두고 있음 

@ 독일 연방정부 내무성 아래에 연방석탄광산 · 훌벚지역청을 두고 있음 

- 주정부에서 보안감독청올 운영 

우리나라와 광업 환경이 가장 비슷한 나라는 일본이다. 일본은 자원부국이 아니면서 산 

업의 발달과 경제력의 향상에 따라 석탄광， 금속광의 국제경쟁력이 쇠퇴하고， 에너지 자 

원의 全量올 거의 해외에 의존하며， 비금속광에 대해서는 특정한 광종에 대하여 여전히 

국제 경쟁력올 유지하고 있는 광업여건이 우리나라와 매우 홉사하다. 그러면서 지정학적 

으로 또는 사회 관습과 문화도 매우 유사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광무조직과 광업정책은 

우리나라의 광업제도 개선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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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장 결 론 

각 국의 광엽제도와 조직은 각국에서의 자원부존 여건， 사회적인 관습， 광업의 역사， 

경제적인 상황의 산물이다. 본 연구에서는 광업사， 한국의 광업정책， 일본의 광업정책， 

외국의 광무조직등을 살펴 보았다. 이 과정에서 과상에서 광업정책의 발전과정과 지원제 

도에 대해 개관하였다. 

우리나라의 광업여건은 부존하는 광물자원 자체가 빈약하고 그 또한 비금속광물 위주 

로 매장 되어있어 금속광물의 경우는 거의 전량이 해외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제 광산물 가격하락 광업에 대한 취업기피로 인력난의 심화와 인건비 상승. 광구 심부 

화로 생산성 저하， 광엽의 영세성， 회엄 기간의 장기， 채광 · 정제 기술의 낙후， 자연환경 

보존 및 산림훼손 규제강화 그리고 지방화 시대를 맞아 지방 자치단체나 지역주민들의 

광업에 대한 배타적 · 비협조적인 시각 등으로 어려움이 중첩되어 있다. 

그러나 석탄광과 금속과의 장래가 어두운 반면 비금속 광물은 광종에 따라서 생산이 

증가하고 있어 이를 제도와 정책으로 충분히 뒷받침하면 앞으로도 충분한 국제 경쟁력올 

향유할 수 있다고 본다. 

국내의 자원개발은 채탄， 채광 혹은 채유 기술과 개발 후 정련 · 정제 등의 처리기술을 

개발하고 제련업， 정제업 등의 가공산업을 육성하여 광업의 선진화를 도모하여야 하며 

국가적으로 필요한 해외자원 개발을 위한 기술을 확보하기 위한 연구가 충분히 선행되어 

야 한다. 해외자원개발은 자원수급의 안정 뿐만 아니라 기업의 이윤을 통해서도 국부에 

기여할 수 있어야하므로 더욱 해외자원개발을 촉진책이 필요할 뿐 아니라 직접개발등의 

개발방식올 다변화하여야 한다. 

국내의 광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광업 관련기관 · 단체의 광업조성 업무를 활성화와 

효과적인 광해처리와 광산복구로 국민들이 광업에 대해 가지고 있는 일부 부정적 견해를 

일소하고 국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데도 정책의 비중이 주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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