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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tilization of the openings of the abandoned mines could be planned by the 

principal parameters such as location and geotechnical impact. The local 

governments have not only to lead the each stage of the utilization project 

from the very beginning of conceptual design up to the construction stage , but 

also to promote the project for the development of public purpose 

The possible tentative candidates for the utilization of the abandoned mine 

openings which are supported by the local governmen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a. The Gahak mine of Kwangmyung , Kyunggi 

The mine caverns which have been served as the storage of the pickled 

fishes , could be reexcavated by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geotechnical 



parameters for the public use such as , 

- Training center for the youth , 

- Fermentation and storehouse of marine products , 

- Sightseeing resort , 

- Sports and leisure complex , 

Underground parking lot , 

- Underground shopping mall and chilled room storage , 

- Library , concert hall and museum . 

b. Hamtae mine of Taebaelι Kangwon 

The hambaek main haulage way and its shaft should be investigated in 

detail in order to find out a possible use as the underground challenging park 

of the coal mining operation. 

c. Mines of Boryung and Hongsung , Chungnam 

Lots of mine caverns have been used as the storehouse for the pickled 

shrimp. However , they have to be promoted to a large scale industries. 

d. lmgok mine of Kwangju and Palbong mine of Jeongeup , Chunbuk 

Mine caverns which have been used as the storehouse of pickles , need a 

detailed investigation for alternative promotion. 

e. Yongho mine of Pusan and Dalsung mine of Taegu 

Both of the mines are located near metropolitan communities. Reconstruction 

of the old mine caverns of the Yongho mine is highly recommended for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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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blic use. The caverns of the Dalsung mine could be utilized as the storage 

facilities. Detailed geotechnical survey and sit investigation could be suggested 

to design the recommended facilities for both of the m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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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 료르 

제 1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국내 폐탄광의 갱도와 금속광산의 채굴공동 및 갱도는 비교적 암반이 견고하며 그 수 또 

한 1. 000여 곳을 훨씬 넘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페광산의 채굴공동과 갱도를 다음과 같은 

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마련과 그 기술개발을 목적으로 수행하고자 한다 첫째， 군사시설 및 

지하대피소 등 방위산업에 활용하는 방안， 둘째， 이미 태백지역과 보령지역에서와 같이 광산 

박물관과 연계시킨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방안， 셋째， 곡물저장을 비롯한 농수산물 저장 시 

설로 활용하는 방안， 넷째， 압기저장 시설과 같은 에너지 저장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다섯 

째， 일본에서 시도하고 있는 무중력 상태 실험시설을 비롯한 첨단과학 실험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여섯째， 스웨댄에서와 같이 산업 및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활용하는 방안 등이 그 대상 

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자원개발이 종료된 지역에서 폐광의 방치로 인한 지역간 갈등해소 요구가 시급할 

뿐만 아니라 국가차원의 폐광산 활용방안 연구가 필요하며， 대도시(소비지 중심) 인근 폐광 

산의 활용으로 농수산물의 안정적 공급 및 가격의 안정 화를 도모하고 농수산물의 수급체계 

원활화로 공급자 및 소비자 상호간의 이윤을 극대화하 하고，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의 외국 

농수산물 유입에 대응한 국내 농가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이미 굴착되어 있는 광산 

의 폐갱도 자원의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제2절 기술현황 

본 연구와 관련된 외국의 사례를 열거하면， 미국 미조리주의 캔사스시티에는 석회석 광산 

의 채굴공동을 활용하여 1970년대부터 저장창고， 제조공장 및 사무실 등은 물론， 버섯， 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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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가재의 양식에까지 활용하고 있으며， 일본의 경우， 이미 농수산물의 지하저장 및 농산물r 

지하재배 등에서 실용화하고 있거나 광산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도 활용하고 있다. 

또한 스웨벤의 Stripa 철광산을 대상으로 폐광이후 1976년부터 핵폐기물 처분장으로 활용 

하기 위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 독일의 Hundorf 암염광산의 채굴적을 활용하여 1977년부 

터 세계최초로 압기저장시설로 활용 290 MW의 전력을 발전하고 있다. 

한편， 국내에서는 서해안 등지에서 젓갈류를 비롯한 일부 수산물의 저장에 활용하고 있으 

며 일부 지역에서는 버섯재배에도 부분적으로 활용하고는 있으나 재래식 기술에 의존하여 

오고 있다. 1990년대 초 충남 대천지역에 폐광산 갱도를 활용한 광산박물관은 완공된 바 

있으며 태백 사북고한 지역의 광산박물관 건립계획중에 있다. 또한 한국자원연구소와 한국 

원자력연구소에서 휴폐 금속광산을 대상으로 핵폐기물 처분장 후보지를 조사한 바 있으나 

구체적으로 후보지로 선정한 바는 없다. 

미국 캔사스시티의 석회석 폐광 채굴공동을 활용한 식품저장 시설과 스웨댄 Stripa 광산 

을 활용한 핵폐기물 처분장 연구시설의 예는 국내에도 유사한 형태의 시설로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가까운 일본에서도 폐광산 채굴공동과 갱도를 이용한 농산물 지하저장， 농 

산물 지하재배 등의 실용화 사례와 광산박물관을 건립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는 사 

례는 국내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평가된다. 

폐탄광의 채굴공동과 갱도를 이용하여 농산물 저장， 에너지 저장， 박물관 건립 등을 할 경 

우에 유통단계에서 유리한 입지선정에 관한 기술이 필요하며， 시설의 운영을 위해 활용할 

지하공간에 대한 안정성 확보， 안전유지관리， 지하수 관리， 환경문제를 비롯한 공간자체에 

대한 기술의 개발이 요구됨은 물론 농산물의 저장시에는 농산물 저장에 관한 기술의 개발이 

요소기술로 평가된다. 특히， 핵폐기물의 처분을 위해서는 채굴공동과 갱도 등이 지하수 등을 

통한 핵종이동이 되지 않는 조건을 갖춘 입지선정과 지질구조적인 안정성이 절대적으로 요 

구된다. 

최근 한국자원연구소가 중심이 되어 수행한 바 있는 ”에너지 절약형 지하 냉장 및 냉동저 

장 설계기술개발에 관한 연구”의 중간 결과가 알려지면서 산업계로부터 대단한 관심을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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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켰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농산물을 비봇한 물류 저장소로는 지역에 따라 산업계의 적극 

적인 참여가 기대되고 있다 

이미 굴착된 폐광산의 채굴공동과 갱도른 활용할 경우 채굴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액 절 

감할 수 있고 등온성을 가진 지하동굴은 지상시설에 비해 에너지 소비가 대단히 저렴하다 

뿐만 아니라 부지매입비를 비롯한 건설 및 시설비의 절감도 예상된다 그리고， 채굴공동과 

갱도등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을 경우 안정성검토를 통해 안전유지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 

되며 유지관리비의 절감도 예상된다 다만， 폐광산이 입지한 지역이 물류유통망으로부터 거 

리가 멸 때에는 운반비용이 최대의 단점이 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절대적으로 요망된 

다 

제3절 연구목표 및 연구내용 

본 연구에서는 폐광산의 갱도 및 채굴공동 활용모델 정립， 폐광산의 갱도 및 채굴공동 활 

용모델의 개념설계， 폐광산의 갱도 및 채굴공동 활용기술 개발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외국 활용사례의 유형별 분류와 국내적용성 분석， 국내 폐광산 자료분석， 활용 대상별 

주요인자 결정， 예비 후보광산 현장조사 등의 1차년도 목표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 

를 수행하였다 

@ 외국 활용사례의 유형별 분류 

O 국외 페광산 활용사례조사 

O 국내 적용가능한 사례의 선별 

@ 광산별 특성 및 조사 

G 국내의 고유 활용방안 연구 

@ 활용대상별 주요인자 결정 

O 활용사례별 특성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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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시장성， 교통， 환경， 화학적 역학적 영향변수， 공동유지 

@ 예비 후보광산 현장조사 

O 국내 폐광산자료분석 

O 유형별 예비 후보광산 선정 및 우선순위 결정 

O 예비 후보광산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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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폐광산 활용사례 분석 

지표면 하부에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적으로 형성된 일정 규모의 공간을 지하공간이라 정 

의할 수 있는데， 이용 심도에 따라 표층 지하공간(30m 까지)， 근접 지하공간(300m 까지) , 

심층 지하공간(300m 이상)으로 나눌 수 있다. 

예로부터 지하공간은 지하터널의 개념이나 지하공동의 개념으로 활용되어 왔는데， 전자의 

경우는 주로 지하수송시설로 이용되고 있으며， 후자의 경우는 저장 및 처리시설 등으로 이 

용되고 있다 

지하수송시설의 예로는 교통용 터널， 산업용 공급터널(유류 파이프라인 등) , 생활용 공급 

터널(도시가스터덜， 통신구 등)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저장 및 처리시설의 예로는 에너지 저 

장시설， 식품 저장시설， 발전소， 폐수처리장 등이 있을 수 있다. 

현재 세계적으로 이러한 지하공간을 이용하고 있는 예를 정리하면 표 2. 1. 1과 같다， 

표 2.1.1 각국의 지하공간 이용 사례 

국 가 활용 예 위치 및 규모 비 고 

압축공기 Hundorf지역， 
값싼 섬야전력을 이용하여 압축공기를 지하동굴 내 

저장시설 저장용량 15만m3 
에 저장해 두었다가， 전력의 최대부하시 이를 다시 

~기; 。E1 전기로 사용 (290MW 발전) 

방공대피소 본 시내 
Bonn시 중앙역 내 플랫폼에는 방공대피소가 있어 

전쟁시 대파소 및 지하병원으로 이용 

] 일 5.000대 규모의 지 하주차장 
} 스 위 스 지하주차장 제네바 몽블랑 

총사업비 약 150억원 0972년 당시) 

흠리아， 6레인의 수영장02.5m x 25m). 

/L포츠센터 5만3천m3 굴착‘ 다용도 〈포흐흘(25m x45m x 132m) , 

노르혜이 총면적 7천5백m2 헬 A센터， 사우나설， 샤워룸 등 

아이스하키장 
요빅 (Gjovikl 시 , 94동계올림픽 개최 (길이 95m ， 폭61m ， 높이 24m). 

5천평규모 토피는 25~50m. 올림픽 이후 공연장으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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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1 계속 

국 가 활용 예 위치 및 규모 비 고 

Kristiansund 
지하암반내에 식수를 저장할 경우， 폐쇄된 물탱크에 

식수저장 (1만6천톤) 

시설 Trondheim(2만톤) 
비해 신선도 유지 및 오염방지가 용이， 시설비 및 

노르웨이 Groheta(4만8천톤) 
유지비 저렵， 항상 일정온도 유지 가능 l 

하수처리장 
브레카스， 초당 3루베의 처리능력， 소음 및 악취까지 정화， 지 } 

35만m3 암반굴착 상에는 관리건물만 있어 주위경관과도 조화를 이룸 

지하자동차 파리，총연장 1개의 환상도로와 5개의 방사 형 도로， 

전용도로 50km 지하 2층의 고속도로와 지하주 차장을 연결 
iI E“r~、

루블박물관 나폴레옹 광장， 자연광을 채광， 매점， 레스토랑， 음악당， 아동교육 

내 지하시설 10m x 120m.2층 시설， 특별전시실 외 각종 부대시설 

열수저장 -까-、-트 -1i흐 E프L프 [그; ξ -1￡죠 -「5 태양열 및 발전소여열을 이용하여 암반내의 물을 

시설 아베스타지역 약 1000C로 가열한 뒤， 지역난방에 사용 
〈웨멘 

지하저온 A톡홀름. Cold 
아이 A크림， 맥주， 생선 및 육류 냉동저장 

냉동창고 Stores냉동회사 

핀란드 지하교회 
헬싱키，템펠리아 건축 및 음악효과면에서 헬싱키 제 1의 관광명소， 

우키오교회 암반벽면을 V자형 흠처 리하여 최고의 음향효과 

곡물저장 캔사스시 
캔사A시 총저장물량의 약 7분의 1을 감당， 

일일 취급물량 약 4천톤 

미 국 지하도서실 Park대학 
약200명의 열람석， 약 30만권의 서고， 전시실과 
5DL。「1-/E、1 그 님LT 。「

지하학과 
Minnesota대 학 

심도 31m의 지하4층과 그하부 92m지점에 2층 건 

λl「-D「/Ek1 물 . 4천5백m2 규모 

갱도 및 채굴적을 이용하여 석유비축기지로 활용 
석유비축기지 단층 등 연약변을 피해야 하고， 비축물의 저장안정 

성을 위해 방수벽 등을 시설 

일본 
지하관광코스 

베시동(別子꽤) 과거 채굴현장을 재현， 월 8만명 이상의 관람객 유 
광산 치 

과학기술 
가미오까광산 

압축공기 저장시험동， 반도체 제조공장， 로켓 E 발 
연구시험장 사대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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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 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하공간을 이용한 각국의 사례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 하지만 본 장에서는 기존의 폐갱도를 이용한 지하시설분야에 대해서， 또한 이용 

분야에 있어서는 식품류 저장에 국한하여 자세히 살펴보고자 한다. 

왜냐하면 다양한 지하공간 이용분야 중에서 현재 국내에서 비교적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연구가 수행되고 있는 부분은 지하유류비축기지 및 지히식품저장 분야인데， 폐갱도 및 채굴 

적의 활용 효과가 보다 신속하게 부각될 수 있는 것은 식품저장분야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규모적이고 비체계적이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여러 지역에서 폐광산을 이용한 식품 

저장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제 1절 식품의 지하저장 

식품의 지하저장 역사는 기원전까지로 거슬러 올라갈 수 있으며 오늘날 전세계적으로 다 

양한 지하저장 기술이 개발， 실용화되고 있다 

지하는 지상에 비하여 온도 및 습도의 변화가 적고， 토지 이용의 제한적 요소 또한 비교 

적 적으므로 식품저장에 알맞다. 현재 미국과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곡물류， 가공식품， 음료 

수， 비료 등을 지하저장고에 저장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석회석 광산이 띨집해 있는 미국 

캔자스시의 경우 석회암 공동 내에 식품을 비롯한 여러 가공제품과 원료를 대규모로 저장하 

고 있다 지하암반 저장의 선구자격인 노르웨이 및 스웨멘에서는 계획적인 지하암반 저장고 

를 건설하여 아이스크림， 냉동육， 청어 등을 냉동 또는 냉장 형태로 저장하고 있기도 하다. 

우리 나라의 경우 1995년 한국자원연구소에 의해 지하냉동 및 냉장저장시설에 대한 pilot 

plant 건설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지하암반 내 식품저장 연구가 시작되었으며 현재 농업진흥 

공사의 주관으로 경기도 곤지암 지역에 대규모 지하농산물 저장기지가 건설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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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식품의 지하저장 이용형태 

l. 곡물의 지하저장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곡물의 지하저장은 19세기까지 대부분의 곡물 재배 사회 (cereal 

growing society) 에서 대량의 곡물을 장기간 저장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되었다. 오래 전 

부터 사람들은 밀폐식 저장이 성공적인 곡물저장의 한 요인임을 알고 있었다 지하저장은 

겨울 기후가 비교적 온화한 지역에서 대량의 곡물을 손실 없이 오랜 시간동안 해충의 피해 

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방법으로 사용되었는데 이 방법은 큰 건물을 필 

요로 하는 지상 저장 방법보다 비용이 절감된다. 그러나 밀폐식 지하처장의 경우， 비용은 적 

게 소요되나 저장중인 곡물의 검사나 관리가 어렵고， 오랜 기간 저장되는 곡물이 점차적으 

로 축축해지는 것을 막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으며 지하수의 존재가 이러한 큰 문제점을 야 

기 시킨다 

곡물 저장의 예로는 밀， 감자， 당밀 및 여러 종류의 특수 종자들을 지하의 적당한 옹도와 

습도에 의하여 안전하게 저장 및 보존하는 것을 들 수 있다 미국에서는 탈수된 감자를 지 

하 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한 당밀회사는 당성분이 강한 당밀을 취급시 온 

도가 30-35 'C로 유지가 필요하므로 지하공간에 사일로(sil이를 건설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온도의 유지가 쉽고 지상 콘크리트 건물에 비해 30%의 건설비를 절감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도난의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많은 곡식을 저장할 필요성이 있는 항구 

에서의 지하공간 이용은 상당한 이익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냉동저장 

냉동저장(cold store)은 부패하기 쉬운 식품을 오랫동안 원래의 고품질 상태로 유지하면 

서 보관하는 방법이다 이는 냉동함으로써 박테리아와 효소의 활동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가 

능하다 박테리아는 보통 온도가-35 'C 이하에서는 거의 활동하지 못하며， 효소의 활동은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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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35 0
( 이하에서는 거의 정지되고. 온도가 50 0(에서의 저장시간은 거의 무한대이다， 

저장고의 내부온도는 반드시 안정되어야 한다 만약 온도가 불안정하여 변한다면 세포 안 

에 커다란 얼음 결정체가 생성되어 세포벽을 파괴한다. 그 결과 해동할 때 과 건조된 제품 

으로 물성이 바뀌어 품질이 떨어진다 저장고의 표면온도는 가능하면 저장고 내부공기의 온 

도에 근접하여야 하고， 저장고의 벽면이나 지붕 표면의 온도가 높으면 복사열 때문에 저장 

된 식품의 온도가 증가하여 품질이 저하된다. 

공기의 상대습도는 가능한 높아야하며， 이때 습도는 90% 이상이 좋다 높은 상대습도에 

서는 저장식품의 무게가 덜 감소되므로 더 좋은 품질로 보존된다. 저장고의 상대습도는 주 

위 환경조건과 관계된 기초 디자인에 의존하므로 위치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개 

85%가 넘는다. 

r냉동을 덜 한다’는 말의 의미는 더 적은 냉각 요구량(cooling demand)과 더 높은 증발 

온도에서 더 적은 양의 물이 공기로부터 제거됨을 뜻한다. 그러므로 지하암반의 냉동저장은 

고품질 상태로 경제적인 저장에 필요한 모든 조건들을 만족시킨다- 저장고를 둘러싼 커다란 

암반 덩어리는 거의 무한대의 두께와 무게를 가진 단열층을 형성한다 이는 암반의 낮은 열 

흐름으로 큰 축열 능력을 가지므로 냉각 요구량은 적어지고， 외부기후 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로 저장고 내부의 공기온도는 안정된다 이를 다시 말하면 암반의 낮은 표면 온도， 적 

은 냉각 요구량， 안정된 공기온도， 높은 상대습도와 적은 양의 무게 감소를 뜻한다 

지하암반 저장고를 둘러싼 암석에 축적된 막대한 양의 축열은 품질의 안정성 측면에서 매 

우 중요하다 전력의 공급이 중단되거나 냉동기가 고장났을 때 암석에 축적된 냉열은 몇일 

에서부터 몇달동안 제품의 품질 변화를 막을 수 있는 온도를 유지한다 

축적된 냉동 저장기술에 대한 노르웨이와 미국의 경험으로 볼 때 초기 냉동기간 후에 암 

반 저장에서의 최대 냉각 요구량은 지상저장고에 비해 약 50%정도 낮으며 연간 거의 일정 

하다 그리고 전력은 50~75% 정도， 연간 에너지 소비량은 25~50% 정도 절감할 수 있 

다고 보고되었다 

노르웨이에서 아이스크림 등 가공식품을 지하암반 냉동저장고에 저장하고 있으며，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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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냉동식품중 특히 완전조리냉동식품과 패스트푸드 용 원료를 대량으로 지하에 저장하여 

유통시키고 있다. 

3. 맹장 저장 

냉장 저장(chilled store)은 생 과일이나 채소 또는 보존 제품을 저장하거나， 신선한 생 

선 또는 육제품의 단기 저장에 쓰인다. 

냉장저장은 저장하는 제품에 따라 -2- + 10 0C 사이의 온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러한 온 

도에서 박테리아의 활동이나 미생물의 성장을 멈출 수는 없지만 저하시킬 수는 있다 따라 

서， 저장기간은 매우 제한적이다 

냉장 저장중인 감자나 근류(root vegetable)같은 농산물들을 단지 휴면하는 것이므로 공 

기온도의 갑작스런 변화는 생물학적인 작용을 자극하여 싹을 피우게 한다 여러 종류의 식 

품들은 저장온도와 습도측면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최적조건이 있다. 그러므로 표 2.2.1에서 

보듯이 여러 종류의 식품들의 저장조건에 따라 저장기간이 달라짐을 알 수 있다 

종류가 다른 식품을 취급하는 냉장 저장고는 유지하기에 가장 편리하게 각각 나뉘어야 한 

다， 저장고들의 각각의 온도 및 습도는 저장하는 식품의 종류에 따라 변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저장식품의 종류를 바꿀 때는 곰팡이나 미생물의 성장을 막기 위하여 위생적인 

측면에서 저장고의 표면을 쉽게 씻을 수 있어야 한다. 저장고는 통용이 잘 되어야 하고， 통 

풍 용량은 저장식품의 종류에 따라 결정되지만 보통 24시간 동안 1 - 6회 정도 순환시키는 

것이 좋다 

지하암반의 냉장저장은 위에서 언급한 냉동저장과 같이 외부 기후 조건과 무관하게 저장 

고 안의 옹도를 일정하게 유지하고， 정전이나 냉동기의 고장 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배 

제하므로써 소품질이나 경제성 모두를 만족시킨다. 

노르웨이나 미국에서 사용된 냉장저장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지하암반 저장은 지상 저 

장에 비해 최대 냉각 요구량이 70 - 80%까지 감소하고， 에너지 소비도 65-80%까지 절약 

할 수 있다 지하암반 저장은 한 겨울과 한 여름의 극한 온도에서도 수익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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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1 여러 종류의 식품에 대한 저장환경 조건에 따른 저장기간 

Chilled store Cold store -25 0C 

Temp Rel Max 
Rel Max 

TYPE OF FOODSTUFFS Storage ℃ humidity humidity storage 

% tlme % tlme 
weeks Months 

MEAT 
Lean 0)+ 1 80)90 1)6 85)95 9)16 
Fatty 0)+ 1 80)95 1)6 85)95 4)7 
Fat +5 80 26 85)90 6)14 

BIRDS -2)0 80)85 1)2 90 10)20 turkey 

MARINE PRODUCTION 
Fish - lean 0 100 iced 2 90)95 6)12 

fatty 0 100 iced 90)95 8)9 
- salted -2)+2 70)80 32 

smoked +4)+8 60 32 
Lobster. crabs 
shrimps 0 100 iced 2 90)95 3)12 
Clams 0 100 iced 2 90)95 10 

MILK PRODUCTS 
Milk. unaseptic 
packed + 1) +3 
Cream + 1) +3 
Butter +4)+3 80 8 85 9 
Ice cream 85 10 
Cheese +1) +6 
Eggs - short time +10)+12 80 6 

- long time -1)+ 1 90 24 

FRUIT AND VEGETABLES : 
Oranges + 1) +4 85)90 4)8 
Citrus +5)+10 85)90 4)16 
Grapes 0 85)90 4 )1 6 
Bananas riped +12)+14 85)90 12 )1 8 
Apples 1> +2 85)90 12>32 
Pears -1) +2 85 8)24 
Strawberries in sugal 18 
Cherries. plums 0 80)85 
Berries. vegetable 10) 18 
Mushroom. riped 
Tomatoes + 1) +4 85)95 1)2 
Asparagus 0 90)95 1)3 
Carrots 0 90)95 2)4 
Green tomatoes +10)+12 85 3)5 
Melons + 1) +4 8)12 
Onions 0) + 1 12)20 
Potatoes +4)+10 24 

PREPARED FOOD 
Hamburgers. sausages 4)6 
Pizza 12)1 6 
Soups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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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주류저장 

주류저장시 서늘하고 일정한 온도가 필요하므로 옛부터 동굴이나 지하실이 이용되어 봤 

다. 주류 저장의 실례로 포도 재배로 유명한 헝가리의 Takaj hegya ]j a 지방에서는 산허리를 

뚫은 지하동굴을 포도주 숙성 및 저장에 이용하고 있다. 지하동굴은 수 킬로미터나 들어가 

는 미로로 되어 있으며 천장은 양질의 암석 지층으로 아치형이 아니면서도 견고하게 지탱될 

수 있다 저장고 내부의 온도는 8-12 0C. 습도는 78-90%로 변화가 거의 없으며， 술의 저 

장 및 숙성에 사용되는 지하공간의 총면적은 183.000m'에 달한다. 

스워l 멘의 수도 스톡홀름(stokholm) 부근의 Arstadal지 역 에 있는 Vin & Spirit 

Centralens사의 주류 저장시설 대부분은 지하암반 공동 내부에 설치되어 있다. 

제3절 지하 식품저장고의 장점 

지하암반 공동에 저장창고를 설치하여 식품을 장기간 보존할 수 있는 것은 앞에서 언급한 

바와같이 지하공간이 가지는 여러 가지 장점들로부터 기인된다. 그러한 장점들 중에 특히 

지하 식품저장고로서의 대표적인 장점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1. 낮은 온도와 높은 습도 

지하 저장고는 외부 기후상태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으므로 일정한 온도와 높은 상대습도 

를 유지할 수 있다. 특히 지표면부터 지하 25m정도 깊이에서는 그 지역의 내부온도가 연평 

균기온 14 0C정도로 비교적 일정하게 유지된다 낮고 일정한 옹도에 의해 농산물의 호흡 등 

신진대사의 억제가 가능하여 건조， 발아 감소 및 품질열화를 방지하여 장기간의 품질보장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높은 습도 유지가 가능하여 중량감소로 인한 손실도 감소된다. 특히 이 

러한 이유로 과일 및 채소의 신선도 유지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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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품저장의 안전성 증가 

지하는 외부공기와 차단되어 있고， 평상시 암반 벽면에 냉열을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온 

도변화가 적어 정전이나 고장 시에도 저장고 내의 공기온도가 급상승하지 않으므로 저장물 

의 품질변화가 적고， 이로 인해 응급 시 필요한 예비 기계설비를 최소화시킬 수 있다. 

3 투자비와 운영비의 절감 및 시설의 반영구성 

지하저장고는 진입로를 제외한 건물용지기- 필요 없기 때문에 토지이용면적을 절약하게 해 

주며， 굴착기술의 발달과 건물의 간소화로 지상시설보다 낮은 또는 비슷한 비용수준에서 건 

설이 가능하다. 또한 낮은 열손실 및 암반의 높은 축열로 인한 냉각 설비 용량 감소에 따른 

전력 및 에너지 소비감소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다 예를 들면 O'F(-18'C) 의 냉동 저장고 

를 건설할 때， 지상의 평균온도가 77'F(25'C) 이고， 지하의 평균값이 50'F (1 0'C) 라고 가정 

하면， 지상저장고는 창고의 초기 공기온도인 25 'C 에서 저장온도인 -18'C로 떨어뜨리기 위 

하여 지하 저장고보다 더 많은 냉각 요구량이 필요하며， 저장온도에 도달한 후에도 외기의 

온도가 높아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지하저장고는 지상 

에 비하여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으므로 지상시설과 비교해볼 때 거의 반영구적이므로 감가 

상각비가 낮다 

4. 비상시 안전성 

천재지변이나 적의 공격시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으며， 화재 및 도난의 위험이 적기 때 

문에 식품을 보다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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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외국의 폐광산 활용사례 

1. 미국의 지하저장고 

미국 미주리 주의 대부분은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특히 캔자스 시의 경우 상당량의 

석회석이 매장되어 있어 1920년대부터 Pixley 광산 등 여러 광업회사들이 채광에 참여한 

바 있다 따라서 현재 이곳 주변지역은 지하동굴의 수 및 이용변에서 미국 내 최고이다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 석회석 광산의 경우 동굴의 규모가 크고 주변 모암 

의 암반특성도 양호하여 석회석을 채굴한 뒤 발생한 채굴공동의 활용은 비교적 용이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캔자스에서도 1940년대부터 이들 석회석 채굴공동 내에 송어를 양식하는 

사업을 시작한 이래 농산물 저장 및 서류 저장고로 현재까지 이용되고 있다 특히 1970년 

대부터 전문 유통업체들이 참여하면서 석회석 광산의 채굴적 활용이 본격적으로 상업화되기 

시작하였다. 

우선 이 지역은 입지적으로 미국의 중앙에 위치하는 교통의 요지로서 곡물의 저장 및 분 

배의 중심지 역할을 할 수 있었으며， 석회석 채굴적으로 도심 근접 각 방향으로 80km까지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비용으로 채굴적을 활용할 수 있었다-

특히 이 광산은 채광방법으로 주방식 (room and pillar)을 적용하였기 때문에 보안광주들 

사이에 벽을 설치하여 각각의 저장고를 만든 후 잉여 식품과 가공식품 그리고 가공식품의 

재료들을 독립적으로 저장할 수 있었다. 그림 2.4.1은 지하저장고의 평면도를 나타내고 있 

는데， 수송시설은 추후 별도로 건설하여 저장고를 완성시킨 모습이다 

한편， 대부분의 지하식품저장고는 냉동실， 냉장실， 건조실로 구분된다 냉동실의 온도범위 

는 -25~-18 'C 이고， 냉장실은 -2 ~4 'C, 상대습도 35 ~ 65%의 기후조건을 가진 저장고와 

천연의 기후조건인 온도 14 ~ 16 'C ， 습도 85% 이상의 조건을 갖춘 저장고로 저장물품의 특 

성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된다. 그리고 건조실의 온도범위는 14 ~ 18 'C 이고， 습도는 55 % 

이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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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고의 천장은 채광 후 남아있는 암반 자체로 이루어져 있으며， 보안광주 사이에 설치 

하는 벽은 대개 4인치 인슐레이트 패널을 적용하였고 냉동섣일 경우에는 8인치 패널을 사용 

하여 열손실을 방지하였다 

또한 냉동실의 출입문은 두꺼운 비닐을 여러 겹으로 겁치게 설치하여 열손실 방지효과를 

도모하면서 전기 지게차 등의 통행을 자유롭게 하였으며， 바닥은 필요에 따라 확장공사 후 

포장하여 전기， 전화， 상하수도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출입구를 제외하고는 거의 밀폐된 상태이므로 저장고 내의 환기문제는 대단히 중요한 문 

제이다， 따라서 이를 위해 물품의 운반 및 이동시에는 충전 배터리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전 

기차 만을 이용하고 있다 

그림 2.4.1 주방식으로 채굴한 석회암 공동을 이용한 전형적인 지하저장고의 평면도 

2 노르웨이 지하저장고 

노르웨이는 지하공간 이용의 선구적 국가로 지하암반을 이용한 식품의 저장도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노르웨이의 지질 특성은 화강암 및 화강편마암이 많고 그 분포도 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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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펼쳐져 있는 것이 우리 나라와 비슷하며， 이미 실용화된 지하 저장고와 그들의 축적된 

경험들을 잘 연구하고 분석한다면， 앞으로 지하 저장고 개발 시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지역의 기후가 온화하고 습한 Bergen시 근교에 위치한 G.C.Rieber & Co. A/8 회사는 

주변 암반 특성이 선캄브리아의 화강편마암인 해발 47m의 가파른 산의 바닥에서부터 굴착 

하여 지하암반에 저장능력이 1l， OOOm'인 냉동저장 시설을 건설하였다 이 지하 저장고의 

형태는 12m의 진입터널과 폭20m ， 천장 높이 6.8-10.8m , 길이 57m 저장고로 이루어졌 

으며， 저장고를 형성하는 암반이 양질의 화강편마암이므로 별도의 기둥 시설 없이 암반지지 

용 볼트(Rock Bolt)만으로 암반을 지지하고 있다(그림 2.4.2 참조) 

LAYOUT OF ROCt< CAVER에 

L 

PLAN 

20111 
SECTION B-B 

R 

P '9 ~ IÇIII 

g ‘ lf 

그림 2.4.2 노르웨이의 지하 냉동 저장고의 전체적인 모형도 

시설면에 있어서 천장과 벽면은 암반이 자연상태로 노출되어 있으며， 기계실은 동굴 내부 

에 설치되었고， 사무실， 서비스실 및 환기시설 등은 동굴 외부에 설치되었다 콘크리트 벽으 

로 입구를 막아 새로운 출입구를 만들고 내부 콘크리트 바닥에는 전동 트럭에 의해 저장품 

을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철로(rack)를 설치하였다. 냉동시설인 72Hp의 전기 콤프레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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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대 설치하고 저장고 안의 온도를 22 0(로 냉각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동굴의 굴착방향과 설계는 적절한 공학적이고 지질학적인 사전조사에 바탕을 두며 발파작 

업은 상세하게 프로그램되어 감독되었다. 굴착하는 동안 갑작스럽고， 예기치 않던 어려움은 

없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동굴의 암반을 지지하기 위해 단지 3m짜리 암석볼트만 사용 

되었는데， 천장에는 3057B. 벽에는 407B가 설치되어 볼트당 지지면적은 5m'이다， 볼트사용 

시 지하수 누출은 15-207B 정도로 물이 똑똑 떨어지는 정도였으나， 냉각기간 동안에 대부 

분의 노출 부분은 없어졌고， 단지 2-3곳만 증가하였다 

지하저장고 건설후 냉동저장고를 냉각시킬 때. -10 0(까지 온도가 급속히 떨어졌으나. -1 

OO( --15 O(에서는 다소 천천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아마도 암반 표면에 남아있는 물의 결빙 

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 이후 온도는 보다 급속히 감소하였다， 

냉동 저장고의 온도가 -22 0( 에 이른 다음에， 저장 동굴을 둘러싼 암반의 온도는 l17B 의 

센서를 사용하여 3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측정되었다. 저장고로부터 지표변 쪽으로 100m까 

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센서를 설치하여 거리에 따른 암반의 온도 차이를 지속적으로 측정 

하였다- 동굴 안의 평균 온도는 22-23 0(를 나타냈으며， 저장고로부터 약 20m되는 지점 

부터 지표면에서 저장고 쪽으로 6-12m 되는 지점까지는 평균 +4.9 0(로 일정하였다 

벽면과 천장은 안정되고 건조하여 유지관리가 거의 필요 없었으며 주기적으로 바닥의 먼 

지제거를 위해 청소작업을 하였다 계획 기간 중에는 오랜 운송시간이 문제점으로 간주되었 

으나， 운영경험으로는 상，하차시간이 총소요 시간중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운송시간의 

중요도는 미미하였다. 

총투자액중 건설비는 그림 2.4.3에서 보여주며， 이는 진입터널과 저장동굴의 모든 건설 

및 설치비를 포함하나 보조건물 및 사무실은 제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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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TRUCTION COSTS 
US$ % 

86.700 I 25 I cool~~g 
machinery 

f1 oor. rails. 
racks. gate. 

42 I machine room 
electro 
sanitary 

25.500 r기 rock supporting 

53.500 15 I ~lasting ,loading 
transport 

38.100 11 | mob./dem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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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지하암반 냉동저장고의 건설비 산출표 

지하 및 지상저장고의 건설비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총용적이 11 .000m'인 지하저장고 

를 건설하는데 소요된 총비용은 $ 350.000.000로 m'당 비용으로 환산한다면 $ 3 1. 80이 

다. 그러나 순 저장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총용 적중 약 35%이므로 사용할 수 있는 순 

저장용적은 3 . 850m'이다. 그러므로 저장용적당(m' ) 건설비용은 $ 9 1. 00이다 같은 용적의 

지상 저장고를 건설한 여러 회사들과 유사한 크기의 비교 가능한 프로젝트들로부터 얻은 정 

보에 의하면 m'당 건설비용은 $ 62.00이며， 용지 및 용지조성비는 제외되었다 그러나 순 

저장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총용 적중 약 50%정도이므로 실제로 소요되는 저장용 

적당( m') 건설비용은 $ 124.00이다. 이러한 비교로 볼 때 대지 및 대지조성비가 제외되고 

인슐레이션된 지상저장고의 건설비가 지하저장고보다 35%정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운영비는 종업원수 및 트럭수 등으로 분석되지는 않았지만 건설 방법에 관계없이 같았으 

나， 전력 소모면에서는 이득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데이터를 정기적으로 기록 분석하였다 

현재까지 콤프레셔용 에너지 소모는 대략적으로 하루 18-20시간 계속하여 사용하였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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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 45KW로 일정하였으며， 이때 외기의 평균기온은 5월에서 10월까지는 11 oC 이고 11월 

부터 4월까지는 3 0C 이며， 연평균기온은 TC이다. 이러한 수치는 같은 용적의 지상 냉동 저 

장고에 필요한 전력소모의 약 50%정도 수준이다. 이와 같이 지하저장고의 에너지 소모가 

지상저장고에 비하여 상당히 절약됨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에너지 요구량(또는 냉각 요구량)은 이미 냉동된 식품의 저장보다는 냉동시키는데 

더 높았다. 또한 높은 에너지 요구는 출입문의 잦은 개폐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 

결론적으로 갑작스런 냉동기의 고장 또는 전력 차단 등으로 발생되는 저장품의 품질 손실 

에 대한 안전성은 지하 저장고의 장점으로서， 냉동기를 몇주간 정지시켜도 급격한 온도 상 

승을 보이지 않았으며， 원래의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온도 범위를 장기간 유지하였다 그리 

고 토지 조성에 대한 문제점 및 제반 비용과 건물의 외부 관리비용이 필요없으며， 건설비 

및 운영비면에서도 지하의 냉동 저장고가 이득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3. 일본의 지하 저장고 

가. 에너지절약형기술 실용화 추진사업 

(에너지절약형 유통저장기술실증조사사업) 

1) 일본의 지하저온창고의 개발 배경 

석유비축이나 식료품 저장 등 지하를 다각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스웨멘이나 노르웨이 등 

과 같은 구미에 비해 일본에서는 지하공간을 이용한 저장이 거의 되어있지 않고 있었다 그 

러나 현재 농림수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면서 에너지절약을 추진하기 위해서 에너지절 

약형 기술， 특히 단기간에 실용화가 가능한 기술 및 농림수산업의 부산물， 폐기물의 에너지 

적 활용을 도모하는 기술의 개발，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를 저장 

고로서 적극적으로 이용하게 되었으며， 암반동굴의 이용가치가 상승함에 따라 민간기업 및 

국가기관에 의해 다양한 지하공간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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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4년 일본 원예농업 협동조합 연합회에서는 지하를 이용한 에너지절약형 저장고의 개 

발을 위해 기존 지하시설의 개량(환경 control시설의 설치， 빙축열장치의 시설정비) , 에너지 

절약형시설의 실용성 실험(과실의 저장기간조사) , 보급가능성조사 등을 실시하였다 

2) 기술개발의 목적 및 효과 

가) 기술개발의 목적 

과실을 장기간 혹은 단기간， 저온에서 보관·저장하는 것은 과실을 소비자에게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조정 및 과실의 품질보존에 필요하다. 과실의 저온저장의 필요성은 계속 증 

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과수생산자에게는 저온저장고 건설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러 

나 저온저장고의 건설에는 막대한 자금이 들고， 냉장 · 공조 등에 많은 에너지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통비용을 낮추고 농업경영을 안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설비가 싸고 운전비용이 

적게 드는 에너지절약형 저장기술의 개발이 강력히 대두되었다 

이를 위해서 대콕석 채굴적지의 천연냉기를 이용한 저장기술 및 폐선 폐도로터널， 폐갱 

등의 이용에 의한 과실의 저장 및 빙축열의 복합이용에 의한 에너지절약형 저장기술을 확립 

하기 위하여 사업이 시작되었다 

나) 기술의 기초가 되는 이론 

CD 천연냉기의 이용 

지하공간은 겨울철에는 내부의 온도가 암반의 축열에 의해 외기보다 높게 유지된다- 그렇 

기 때문에 바깥의 냉기가 공간내로 들어와서 암반에 축냉열되어 3 0C전후의 온도가 유지되 

며， 외기가 빙점이하가 되어도 내부의 온도는 일정하게 보존된다. 여름철에는 겨울철의 축냉 

열에 의해 내부가 8t전후로 보존된다 그 결과 바깥의 따뜻한 공기의 유입이 없고， 외기가 

30 0C이상이 되어도 내부의 온도는 상승하지 않고 일정하게 보존된다 또 습도는 일년내내 

80-95%로 높아서， 과실의 저장에는 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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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터널의 이용 

폐터널은 축열， 축냉열에 의해서 연중 저온으로 보존된다 또한 터널내부에는 풍속이 다소 

있기 때문에 출입구를 카텐 등으로 막고， 내부환경을 제어한다면 과실의 저장에 적당한 온 

도를 얻을 수 있다 

@ 빙축열의 이용 

지하암반은 축냉열성이 풍부하므로 겨울철의 냉기를 이용한 빙축열형 저온저장고를 지하 

공간 혹은 암반내에 개발 혹은 개설하면 지상형 저온저장고에 비해서 싼 냉장비용을 얻을 

수 있다. 

다) 기술개발에 있어서 기대되는 효과 

과실의 저온저장에 필요한 전력의 소비량은， 률을 예로 할 때， 지상형 저온저장고의 경우 

1월에 톤당 2 .400엔 인데 비해， 대곡석 채굴적지의 지하저장의 경우 1월에 톤당 60엔으로 

일만톤을 3개월 저장한다고 가정하면 약 7천만엔의 전력량이 절감된다. 또 이 기술은 기존 

의 이용하지 않는 지하공간， 폐터널 등의 유효이용을 도모하며， 건설비(개조비)는 지상형 저 

온저장고의 건설비용에 비교해 꽤 저렴하므로， 빙축열 이용기술이 확립된다면 전체적인 에 

너지 절약형 저장기술로서 큰 폭의 전력량의 절감이 기대된다. 

3) 과실저장시험 

가)시험장소 

대곡정의 대곡석 채석적지의 지하공간에 2개의 저장고를 이용하여 시험했다. 제 1저장고 

는 넓이 1, 200m' , 평균높이 6m로 약 10%의 경사가 있고 제일 깊은 부분은 지상에서 약 

40m에 있다. 제 2저장고는 넓이 약 1, 500m' ’ 평균 높이 10m로 거의 평평하며 제일 갚은 

부분은 지상에서 약60m에 있다(그림 2 .4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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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대곡정 지하 저장고의 단면도와 C섬에서의 온·습도 변화 

나)실험결과 

품목별로 과실을 저장하면서， 저장중의 과실의 경도변화， 착색변화， 산함량변화， 과실중량 

의 감소， 부패과실의 발생 등을 조사하였으며， 표 2.4.1은 실증 시험 결과로서 저장환경조 

건에 따른 과실의 저장가능기간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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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4.1 저장환경 조건에 따른 과실의 저장가능기간 

시험중의 환경조건 
~ 5-「E 저장가능기간(일) 

온도('C ) 습도(%) 

걷1二B -1L 7 ‘ 5-8.0 93.0-95.5 16 

배(이십세기) 3.0-8.0 93.0-95.0 45 

배(신고) 4.0 -8.0 93.5-95.0 60 

배(행수) 8 .0-9.0 92.8-94.0 20 

배(풍수) 3.5-8.0 94.0-95.0 30 

복숭아 7.5 93.0-94.0 7 

자두 7.5 93.0-94.0 7 

포도(델라웨어) 7.5-8.5 94.0 15 

포도(거봉) 7.0-7.5 93.0-94.0 30 

포도(네오마스갓도) 7.0-8.5 93.0-94.0 15 

사과(홍옥) 4.0-7.0 91. 0- 94.0 28 

사과(후지) 4.0-7.0 91. 0-94.0 180 

감(부유) 2.5-6.5 90.0-9 1.0 60 

4) 온-습도 제어커텐에 있어서의 환경제어시험 

폐갱이나 폐터널 등의 지하공간을 이용하는 저장고에서는 외부의 찬공기와 저장고내의 온 

도차이에 의해 생기는 자연환기량을 제어하는 것이 큰 문제이며， 환기량이 많은 저장고내의 

공기의 온도는 상승하여 장기간 저장이 곤란하게 된다- 그러므로 온 습도환경의 제어를 행 

하는 기술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가) 암반내 공간의 자연환경 

겨울철에는 외부의 찬공기와 암반내 공간의 공기의 오도차이에 의해 자연환기가 새겨서 

암반내 공간으로 외부의 찬공기가 유입하는 현상이 반복되기 때문에 암반에 냉열이 축적된 

다 여름철에는 고온의 외부공기가 암반내 낮은 온도의 공기보다 비중이 작아서 환기가 촉 

진되지 않으므로 고온의 공기가 암반내로 유입되지 않는다. 그 결과 암반내 공간은 8-1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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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낮은 온도로 보존되며， 환기가 촉진되지 않기 때문에 암반내 공간은 상대습도가 90%로 

높게 유지된다. 또한 자연환기량이 작다고 생각되는 여름철에도 암반내의 풍속은 0.1 -

0.5m/sec로， 저장물로부터 발생하는 탄산가스 등의 제거는 가능하고， 저온저장고로서의 기 

능이 있다. 

나) 온 습도 제어커텐의 제어 

온 습도 제어커텐의 제어시스템 중에서 저장물의 입고 이전에 암반을 충분히 냉각하기 위 

한 축냉열 관리모드(mode)를 사용하여 암반의 옹도를 O'C로 제어하는 방법이 유효하다 이 

축냉열 관리모드는 암반의 표면 가까이에 설치한 암반온도센서에 의해 측정된 온도가 설정 

치보다 높고， 동시에 외기온도가 암반온도보다 낮을 때에 커텐을 열어 외부의 찬공기를 도 

입한다 또한 암반내 공기의 온 습도가 안정하다고 인정되면 온 습도제어커텐의 온 습도 제 

어 관리모드에 의해 온 · 습도를 제어한다. 

5) 빙축열 장치시험 

기후가 온난한 지역이나 저장물의 종류에 있어서는 여름철에도 2-5 'C의 저옹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외부기후와 저장고내의 온도차이에 의한 자연환기를 이용한 저온저장 

고에서는 항상 2-5 'C의 저온을 얻는 것은 곤란하다. 그러므로 암반내 공간을 이용하여 냉 

동기 설비를 사용한 에너지절약형， 저비용형의 저온저장고 기술을 개발하고 또한 운영비용 

을 줄이기 위해 일반 전력요금보다 약 1/2이 싼 심야전력을 이용한 빙축열 저온저장고를 실 

용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빙축열형 저온저장고의 기본시스템은 심야전력을 사용할 수 있는 밤 11시에서 오전 7시 

에 냉동기를 작동시켜 저장고내의 축냉조에서 약 10%의 제빙을 행하도록 설계하고， 축냉조 

내의 냉수를 저장고내의 열교환기에 순환시켜서 저장고내를 냉각시키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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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곡석채굴적지(大삼石採抱폐、地)의 암반저온저장고 

防木縣 宇都宮市 大삼뻐에서는 대곡채석적지를 이용한 일본 최초의 암반저온저장고가 개 

발되었다. (주)굴풍암석재부(抱風경 E材部) . 농림수산성 과수시험정， 청수(淸水)건설(주)에 

의한 6년간의 조사연구 실적에 따라， 현재 과실 등의 저장량은 5.000톤에 달해 대곡은 새 

로운 유통센터가 되고 있다 

저온저장고 뿐만 아니라 지히유통센터의 개발을 발판으로 F급 (-25 0C) 의 암반냉동저장고 

의 실증실험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는 후바다식품 주식회사의 협력으로 아이스크림 등의 

저장실험을 하고 있다. 암반저온저장고에 저장 가능한 품목은 굴， 메론， 파인애플， 감， 키 

위， 오렌지 서양배， 아스파라거스， 옥수수， 감자， 베이컨， 생선류 등이다 

1) 실증실험의 내용 

실증설험을 하기 위하여 대콕채석적지를 새롭게 굴삭해서 깊이 20m. 폭 4m. 높이 3m의 

터널을 만들어 방열벽과 냉동설비를 설치했다 냉각은 1985년 5월에 시작하여 -25 0C까지 

냉각했다 그 기간동안 암반의 기온의 변화 및 암반의 열물성 (thermal property)은 센서 

를 이용하여 자동계측되었다 냉각운전시간에 따른 저장고와 암반의 기온은 12 t 에서 -2 

5 0C로 지수 함수적으로 근접했다 대곡암은 비교적 수분을 많이 함유하므로 초기 냉각시에 

는 냉각에 따른 냉열 에너지가 잠열로서 소비된다， 

잠열효과를 계산하여 컴퓨터로 해석한 결과 대곡암내에 -25t이하의 냉동저장고를 설치할 

경우는 초기냉각용 냉동기를 운전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냉동기의 운전중 암반 

표면 부근의 온도는 내부공기의 온도(측정치 : -24 0C) 보다 5 0C 높고， 냉동기를 10시간 정지 

해도 온도상승이 없었다. 또 저장고내의 기온이 상승하여 표면온도 근처에 달하면 그 이상 

은 상승하지 않았다. 따라서 표면부근온도가 저장물의 최저온도조건을 충족하게 되면 기계 

를 간헐적으로 운전하므로 해서 전럭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이 효과에 따라 빈번한 입출고 

시의 온도변동도 적어 품질의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 

대곡석은 균질하고 유연하므로 발파를 히-지않아도 굴착하기에 안전하고 또 쉽게 터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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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착할 수가 있어 굴착된 동굴은 공동 그대로도 안전하며 보수 비용이 절약된다 

2) 암반내 저온저장고의 특성 

가) 온도， 습도는 가정의 냉장고와 같다. 일반적으로 시료를 장기간 보존하기 위해 

서는 저장물에 따라 각각의 최적온도， 습도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종래의 지상 

형 저온창고는 그 온·습도 조절이 어렵고 조정시에는 시설비， 운전비의 부담을 

감안해야만 한다. 그러나 대곡석 암반저온저장고는 년중 옹도는 2-9 0C, 습도 

는 80-90%로 유지됨이 3년간 환경측정에 따라 입증되었다. 

나) 언제나 깨끗한 공기를 유지하여 식품보존에는 최적이다. 저장고내의 공기조화 

를 제어함으로써 청결한 공기상태를 유지할 수 있어， 외부의 잡균침투가 어렵 

고， 방충효과도 우수한 자연환경이다 실용화 이후 감률류를 세심한 품질관리 

하에 저장하여 최고의 상태로 출하하고 있다 

다) 저장물에 다른 식품의 냄새가 흡수되지 않는다. 대곡석은 하산재와 경석의 퇴 

적에 의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중에 제올라이트라고 하는 냄새를 흡수하는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저장고 전체가 탈취제와 같은 역할을 하여 식품 

고유의 향기를 유지한다. 

라) 언제나 고품질의 상품으로 출하할 수 있다. 수확 후 품질관리가 요구되는 상품 

도 보존시 숙성되어 상품가치가 높은 상품으로 출하시킬 수 있다. 

마) 제품에 맞는 적절한 장소에 저장이 가능하다 저장고내의 전체적인 온 습도는 

언제나 일정하나 저장고내의 각각의 위치에 따라 온 습도가 약간씩 차이를 나 

타내므로 제품특성에 적합한 최적장소를 선택하여 저장할 수 있다 

바) 안전성이 높은 창고이다 일반적으로 수분이 많고 지반이 약한 일본의 지하이 

지만 대곡석 암반저온저장고는 저장고 전체가 하나의 암층으로， 암반내의 동굴 

은 지진， 화재 등의 재해에 강하다 특히 지진에 의한 피해의 염려는 거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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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유통의 입지조건이 유리하다， 운전비의 절감과 저장에서 출하까지의 유통시간 

이 짧아서 저 장에 서 출하까지 total system이 라는 특정 이 있다 

3) 앞으로의 개발전망 

대곡암 암반내 냉동저장고의 경우 굴착 비용이 특히 저렴하고， 지진이나 화제에 대해 강 

하며 사용년도도 길어서 감가상각변에서도 유리하다. 온도에 대해서는 축냉열효과에 따라 

입출고시에도 온도변동이 적다. 생산자를 둘러싼 환경이 즉 수입자유화， 상품의 범람， 불안 

정한 기후 조건 등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현재에 암반저장창고를 개발， 이용함으로서 생산자 

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제5절 국내의 지하 식품저장고 

우리 나라는 아직까지 외국과 같은 전문화된 식품지하암반 저장시설을 가지고 있지는 않 

다， 현재까지 민간에 의한 독물의 지하저장사례 및 실험결과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자원연구소 내에 있는 pilot plant와 경기도 곤지암 지역에 건설중인 농업진흥공사의 

식품저장기지가 있을 따름이다. 군사목적으로 서해 5도에 군량미를 저장하고 있다 . 1986년 

및 1987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백미와 압맥의 특수저장(동굴저장) 방안에 대한 실험결과가 

보고되었으나 동굴구조 및 내부환경조건， 설비에 관한 연구가 아닌 장기간 보관을 위한 포 

장재에 국한된 실험결과였다-

경남 양산군 동면 내송리에 위치한 지하저장고는 항시 내부 기후조건이 온도 13 - 15 0
( 

상대습도 85%로 저장능력이 1 ， 500통인 군 비상식량 저장고로 사용되었는데 ， 기밀누설로 

인하여 군사보안시설물로서의 가치가 없고， 법적 문제로 현재 방치되어 있다 활용하기 위하 

여 보수공사를 하려면 냉동설비， 전기공사， 제습시설을 하여야 하며 진입로도 설치하여야 한 

다 그러나 저장고가 주요 도로로부터 멸리 떨어져 있어 수송거리에 문제섬이 있다 

오래 전부터 대관령지역에서는 움 저장법이 일반화되어 감자를 저장하였고， 1986년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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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식 또는 가옥식 저장고가 출연하면서 움 저장법은 일부 영세농가에서만 이용되고 있 

다. 

가나안 농군학교에서 약 2 ， 500평 규모의 통굴 2개소를 이용한 고구마 저장법을 개발하여 

이용하였으나， 최근에는 고구마 재배를 중지하고 김치 저장고로 활용하고 있다. 제주도 대정 

단협에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이 탄약고로 사용하던 동굴을 이용하여 1975년부터 

1985년까지 종자용 고구마를 저장한 바 있으나， 그 후에는 시설노후에 위한 감모율， 부패 

율이 연평균 22% 내외로 발생하였으며， 타지방산 고구마 종자로 대체하면서 수요농가의 구 

입기피로 운영이 중단된 상태이므로 다른 용도로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토굴이나 자연동굴을 이용하여 새우젓을 숙성시키고 저장하는 방법은 오래 전부터 일반화 

되었다. 토굴저장의 장점으로는 굴 내부의 온도가 적정옹도인 15-16'C로， 습도는 90%이 

상 유지가 가능하므로 새우젓 숙성이 용이하고 보관시 변질의 우려가 없다 충남 홍성군 황 

천읍 읍암리에서는 일제시대 때 만들어진 130평정도 규모의 새우젓 저장시설을 이용하여， 

새우젓을 4-5월에 입고하여 김장철인 9-10월에 군납위주로 전량 출하하고 있으나 동굴 

이 낮고 좁아 입출고 불편이 많다. 1982년 9월 전남 신안군 임자변 도찬리에 90평 규모의 

새우젓 저장고를 설치하였는데 위치가 섬으로 운송비용이 많이 들고， 운반 중에 부패할 우 

려가 있다. 최근에는 폐터널을 이용 새우젓 숙성 및 저장에 활용하기도 한다 

제6절 기존시설의 활용 가능성 검토 

기존시설이라 하면 자연적인 혹은 인공적인 수단으로 이미 형성된 구덩이를 말하며 폐광， 

폐터널， 댐가배수로 및 천연동굴 등이 여기에 속한다 

신규로 지하에 저장고를 건설하려면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야 하며， 이로 인한 저장 비 

용은 상승하므로 처장고 경영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높은 저장 비 

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건설비가 싸고， 운영비가 비교적 저렴하다고 할 수 있는 기존의 시설 

인 폐광， 폐터널 등의 이용을 검토하게 되었다. 이러한 기존 시설을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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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전국에 있는 기존시설의 일반적인 현황이 조사되었고， 타당성 있는 기준을 설정 

하여 활용 가능성이 높은 대상을 선별하고. 현지 출장을 통해 상세하게 조사되었고， 이를 바 

탕으로 활용성 여부가 분석， 검토되었다 

l. 기존시설의 일반적인 현황 

광산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석탄광과 일반광으로 나눌 수 있다 여기서 석탄광이라 하면 

우리 나라의 에너지 자원의 주원료인 석탄만을 채굴하는 광산을 말하며. 일반광이라 하면 

석탄광을 제외한 나머지 광물들을 채굴하는 광산으로 이를 다시 크게 나누어 금， 은， 철 등 

과 같이 금속류를 채광하는 금속광과 흑연， 석회석 등을 채굴하는 비금속광으로 분류할 수 

있다 

석탄산업 합리화 사업은 지난 89년부터 시작되어 경제성이 없다고 분석된 탄광을 정리하 

기 시작하여 지난 3년동안(‘89- ’ 91년) 2157H의 석탄광이 폐광되었다. 

합리화 사엽으로 폐탄광은 합리화 사업 첫해인 89년도에 1307H로 가장 많았으며， 그 후 

년차적으로 그 숫자는 적어졌다. 지역별로는 영동지역이 687H로 가장 많았는데， 이는 합리 

화 사업이 시행되기 이전이던 88년도까지 영세 탄광이 영동지역에 많았기 때문이다 또한 

석탄 잔존상태가 빈약하거나， 영세한 탄광들이 그 동안 적자운영을 변치 못하고 어려운 가 

운데 탄광을 경영하여 오다가 노사분규， 인건비 급상승 등 사회적 변화로 더욱 더 어려운 

적자 경영을 하면서 폐광의 기회를 생각해 오다가 석탄산업 합리화가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첫해에 많은 비경제성 탄광들이 앞을 다투어 폐광을 신청하였다. 

이러한 추세는 석탄광산뿐만 아니라 일반광산에서도 나타났다 광물의 잔존량이 적어 경 

제성이 떨어졌거나， 극심한 인력난과 높은 인건비는 그나마 경쟁력이 남아 있던 광산들마저 

도 적자 경영으로 치닫게 만들었다 그리하여 지난 3년동안 폐광된 일반광의 개수는 폐탄광 

의 숫자와 비슷한 수준이다 

현재까지 발생된 폐광의 개수는 수백개에 이르지만， 기존시설의 활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 

하여 입수 가능한 최근 자료에 바탕으로 두기로 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석탄산업합리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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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및 대한광업진흥공사의 협조로 ‘89년도부터 ’92년도 상반기까지 폐광 처리된 숫자로 현 

황 파악을 하였다. 표 2.6.1에서 보여주듯이， 폐탄광의 숫자는 2707H 이며 폐일반광은 250 

개에 이른다. 

폐터널은 기차가 지나가던 철로선이 폐쇄되어 남은 인위적인 동굴로서， 연장길이만 다를 

뿐， 대부분이 폭과 높이의 규모는 4.0m x 6 . 0m의 말발굽 모양으로 일정하다. 대부분의 폐 

터널은 경부선과 충북선의 복선 공사로 발생하였으며， 일부는 철로의 곡선구간을 직선으로 

공사할 때 발생하였다. 철도청 자료에 의하면 표 2.6.1에 나타난 현황과 같이 현재 철도청 

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터널 수는 307H 이며， 철도청 보선과의 협조로 전국 보선과 지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폐터널을 조사하여 표 2.6.2와 같이 상세 항목으로 나타내었다. 

댐 가배수로는 인공적으로 저수지를 건설할 때， 댐을 쌓기 위하여 강 또는 호수의 물줄기 

를 돌리기 위하여 만든 배수로이며， 댐 건설시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 농어촌진흥공사 자 

료에 의거하여 ‘82년 이후 건설된 댐의 개수는 4207H 이며， 댐 가배수로의 숫자도 이와 같 

다 

최근 우리나라는 물론 세계 각국에서는 천연동굴의 관광적 개발， 희귀한 동굴생물의 생태 

관찰， 그리고 선사주거지로서의 유적에 관한 조사 등으로 지하동굴이 학술조사의 대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새로운 군사기지나 특수물자의 저장고로서의 이용 또는 양송 

이 같은 특수물자의 재배지로서도 중요성을 지니게 되었다. 

우리나라의 자연동굴은 그 종류에 따라 지역적 분포가 달리되고 있다. 즉， 석회동굴은 내 

륙과 반도부에 분포되고 있으며， 해식동굴은 동해안과 남해안에 그리고 용암동굴은 제주도 

에 분포한다 

전 자연동굴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이 석회동굴은 그 규모가 큰 것이 강원도에 집 

중 분포한다. 강원도 남부와 인접 한 충북과 경 북 북부지 역 은 모두가 Cambro-Ordovician 

시대의 대석회암류에 속하는 지질지층으로 되고 있어， 동굴의 규모도 크고 경관도 다양하다. 

최근까지 당국에서 파악하고 있는 동굴수는 아직 2007H에도 못미치나， 그중 강원도에만 

807H소로 전국 등록수의 40%가 편중되어 있고， 충북이 457H , 경상북도가 257H. 그 밖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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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 나머지가 분산되어 있다. 

한편， 용암굴은 현재까지 207B소가 비교적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모두가 제주도의 

서북과 동북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표 2.6.1은 앞에서 설명한 기존시설들의 일반적인 현황과 현장조사를 통한 정밀조사를 위 

하여 1， 2차에 걸쳐 스크리닝 (screening)된 기존시설의 현황을 요약하였다. 

표 2.6.1 기존시설 현황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1992) 

폐광 
하o 모 -, 페터널 가배수로 전연동굴 

폐석탄광 폐일반광 

현황 270 250 30 430 170 

선정 37 9 11 3 

현지조사 14 9 8 3 

※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석탄산업합리화 사업단， 철도청， 농어촌진흥공사 

2. 조사방법 및 조사 흐름도 

기존시설의 활용화 방안을 검토하기 위하여 그림 2.5.1에 보여준 조사 흐름도에 따라 모 

든 기존시설에 대한 선정과 조사가 이루어졌다-

첫째로 조사대상으로 기존시설 중에 폐광， 폐터널， 냄가배수로 및 천연 동굴이 결정되었으 

며， 입수 가능한 연구 보고서， 학회 학술지 등 기존의 입수 가능한 자료와 유관기관을 통해 

입수할 수 있는 신규 자료를 종합하여 일반적인 현황을 파악하였다 

둘째로 종합된 자료를 근거로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존시설을 선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 

은 기준으로 1차선별을 하였다. 

폐광의 경우 ‘89년부터 ’92년 상반기까지 폐광된 광산중 본갱도 및 가지갱도가 수평갱이 

거나 18。이하의 사갱과 갱도의 규모가 비교적 큰 광산을 기준으로 선별하였으며， 또한 유관 

기관인 대한광업진흥공사가 추천한 광산도 포함시켰다 특히 폐일반광은 앞에서 언급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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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을 포함하여 활용가능성이 높은 금속 폐광중에서 선정되었다. 표 2.6 . 3은 현지 조사를 위 

하여 1차 선별된 폐광의 총괄적인 현황을 나타냈으며， 표 2 . 6 . 4와 표 2 . 6.5는 각각 l차 선 

별된 폐탄광과 폐일반광의 현황으로 구광산명， 주소를 포함하여 갱도 현황까지 나타내었다 

폐터널은 동공의 폭과 높이가 모두 일정하므로 평면적 약 500평이 넘는 연장길이 400m 

이상을 기준으로 하여 선별되었고， 관리 기관인 철도청이 추천한 폐터널도 포함시켰다(표 

2.6.6 참조) 

댐 가배수로는 농어촌진흥공사의 추천 및 안내 협조를 받을 수 있는 곳이 선정되었다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우리 나라의 천연동굴은 90%이상이 석회동굴로 강원도와 충북지역 

에 70%정도가 집중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또한 대부분의 동굴은 교통이 불편한 산간 오지 

에 주로 분포하며， 규모가 큰 동굴중 대부분은 이미 관광용으로 개발된 상태이다. 그리하여 

농수산물 저장용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어 기존시설의 활용화 검토를 위한 

1차 선별과정에서 제외되었다. 

셋째로 현지조사를 통해 상세한 항목까지 조사될 최종 대상을 선정하기 위하여 2차 선별 

을 하였으며. 1차 선별된 기존 시설을 대상으로 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현지조사 대상 

이 선정되었다. 선별된 최종 기존시설들은 표 2 . 6 . 8부터 표 2.6.10에 나타나 있다. 

(1) 농수산물 주요 생산 지역 

(2) 교통이 비교적 편리한 지역 

(3) 비교적 규모가 큰 폐광 폐터널 

(4) 유관 기관으로부터 추천된 장소 

넷째로 현지 출장 조사시 상세하게 조사되어야 할 항목을 결정하였다 현지 출장 조사는 

정밀 분석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선정하기 위한 과정이므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결정되었다 

(1) 건설시기 및 방치된 시기든 역사적 배경 

(2) 소유주 

(3) 주소 

(4) 지역 및 지형적인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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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진입로 상태 및 동력선 문제 

(6) 주변 암반 특성을 포함한 구조 및 내부 상태 

(7) 임대등 현재 사용여부 

(8) 주변 농수산물 품종 및 생산량 

(9) 향후 활용 계획 

끝으로 현지 출장을 통해 상세조사항목에 의하여 최종 선별된 시설들이 조사되었고， 조사 

된 내용을 표 2.6.7과 같은 분석기준에 의하여 개략적인 활용 가능성 여부가 분석되었고， 

지질 및 암반의 물성조사 등 정밀조사가 필요한 대상이 선정되었다 현지 조사 결과와 분석 

은 다음 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할 것이다 

· 연구 보고서 
· 학회 학술지 

이용 가능성이 높은 

기존 시설의 선정 

현지조사 대상 선정 

상세조사항목의 결정 

현지 출장 조사 

·폐광 

·폐터널 

분석 및 정멸조사 대상선정 

그림 2.6.1 기존시설 활용 가능성 검토를 위한 조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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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2 폐터널 현황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터 널 명 선 님<=예 구 간 연 장(m) 

하덕 경의선 수색구내 205.0 

λ。L E 「’ 경의선 수색구내 120.0 

문 (상) 경의선 문산- 장단 290.0 

문산(하) 경의선 문산- 장단 23 1.0 
λ。J 그 -1l 경부선 전의 - 전동 150.0 

매포 경부선 매포 - 신탄진 55.0 

증약 경부선 세천 - 옥천 200.0 

진평 경부선 옥천 이원 400.0 

각계 경부선 심천 영동 150.0 

안대 경부선 영동- 황간 200.0 

세송 경부선 신암 - 직지사 95.0 

왜관 제 2 경부선 약목 왜관 250.0 

왜관 제 1 경부선 11 81. 0 

사진포 호남선 가수원 흑석리 230.0 

백마 충북선 도안 보천 444.0 

마송 충북선 보천 - 음성 20 1. 0 

인등 1 충북선 동량- 산척 520.0 

인등 2 충북선 산척 - 삼탄 160.0 

백악 충북선 11 1.000.0 

자갈선 1 경부선 유천구내 61. 0 

자갈선 2 경부선 11 41. 0 

밀양 제 1 경부선 유천 - 밀양 76 .0 

밀양 제 2 경부선 11 181.0 

청용산 경부선 밀양 - 삼랑진 168.0 

성현 경부선 삼성 - 남성현 1.000.0 

낙동강 경전선 낙동강 한림정 52.0 

유천 진삼선 사천 - 선진 95.0 

주령 제 2 가야선 가야 사상 66 1. 0 

노령 제 1 호남선 노령 - 백양사 321.87 

노령 제 2 호남선 11 945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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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3 1 차 선별된 국내 폐광 현황 총괄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도 별 시 군별 광 종 별 도 별 시 군별 고ζ〉L 으 CE그 벼 E므 

점촌시 석탄 3 완주군 석탄 

(3) 일반 (1) 일반 

7iJ-li 닝T 문경군 석탄 10 전북 정읍군 석탄 

(1 8) (1 0) 일반 (1) (1) 일반 1 

상주군 석탄 4 태백시 석탄 1 

(5) 일반 1 강원 
(1) 일반 

단양군 석탄 4 (3) 
명주군 석탄 2 

(5) 일반 (2) 일반 

보은군 석탄 2 충남 보령군 석탄 4 

τiirL1 tjr 
(2) 일반 (4) (4) 일반 

(9) 
제원군 석탄 인천시 석탄 

(1) 일반 1 경기 
(1) 일반 

중원군 석탄 (2) 
화성군 석탄 

(1) 일반 (1) 일반 1 

전남 화순군 석탄 7 총계 석탄 37 

(8) (7) 일반 (45) 일반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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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6.4 1 차 선발된 폐석탄광 현황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연장( m ) 

본갱 1 까-‘ -τlß 2.1x2.1 800 

경북 점촌기 불정동 본사갱 사갱 11 7bO 
장자 

산 60 1편 「/-‘1\:1 400 11 

2편 11 11 1.000 

화성 경북 점촌시 불정동 본갱 「}-、Il잉4 2.1x2.1 2.700 

3갱 -/「‘덩τ<4 2.1x2.1 2.800 

경화 경북 점촌시 대성동 8갱 11 11 450 

9갱 11 11 1. 700 

대봉 3갱 -A「-킥1\:1 2.1X2.1 1.200 

대봉 2갱 11 ” 1.400 

1사갱 사갱 ” 450 

경북 문경군 문경읍 2사갱 ” ” 600 
봉명 

외어리 1152 개발갱 -ιA「‘ 1τ~ 2.000 ” 
1면 ” ” 1.000 

9편 ” ” 2.500 

5사갱 사갱 n 1.100 

경북 문경군 마성면 
태성사갱 사갱 2.1x2.1 300 

태성 2편 「기-‘ ;τ영.4 ” 10 
하내리 218-1 

3편 ” ” 300 

갑정 
경북 문경군 문경읍 8갱 -까「‘딩τ<4 2.1x2.1 750 

고요리 산 85 신 8갱 ” ” 450 

경북 문경군 문경읍 
5갱 -/「‘딩τ<4 2.1x2.1 500 

단봉 6갱 11 11 700 
고요리 산 135 

7갱 11 11 1. 500 

경북 문경군 문경읍 
107~ '1'- 1τTδ4 2.1X2.1 1.800 

삼정 11갱 11 11 2.000 
고요리 산 85 

신 1갱 11 11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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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4 계속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연장(m) 

유신갱 「/-~」τT융4 2.1X2.1 500 

경북 문경군 문경읍 신 2갱 11 11 400 
유정 

하리 79-4 선갱 700 ” 11 

1 갱 11 11 200 

용진 
경북 문경군 가은읍 용진본갱 T }‘Iíδ4 2.1x2.1 500 

갈전리 용진 1 갱 11 ” 2.000 

경북 문경군 호계면 
탐탄 6갱 T /‘'5Jδ4 2.1x2.1 1.500 

대정 신 5갱 11 11 700 
호계리 산 87 

7갱 11 11 1.600 

경북 문경군 호계면 
본갱 "f-~ 2.1X2.1 600 

신한 유신갱 11 ” 800 
호계리 

개발갱 11 800 

λ「} 효 。ε
경북 문경군 산북변 본갱 T 까:.~ 2.1x2.1 350 

석봉리 l갱 11 11 300 

금곡사갱 사갱 190 

경북 상주군 모서면 1편 -}「‘1TT4 2.1x2.1 750 
二D그 그 「l

화현리 산 63 중앙사갱 사갱 370 

0편 -까「‘딩 τ" 2.1x2.1 150 

신북갱 τ "f-~ 2.1X2.1 400 

경북 상주군 화동면 북 1갱 11 ” 1. 100 
τt=r -;I「:

이소리 사갱 사갱 450 

l 편 「/A-‘」rS;4 2.1x2.1 550 

경북 상주군 화북면 
본갱 -까「‘딩τ꺼 2.1x2.1 1 ‘ 900 

펴。 오 l一 개발갱 11 1/ 200 
평온리 

임곡갱 11 11 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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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4 계속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연장(m ) 

본사갱 사갱 750 

경북 상주군 화동면 0편 T /‘ -τ?al 2.1X2.1 1.800 
대명 

선교리 산 65-1 1편 1.400 ” ” 
2편 11 ” 1.200 

단양 
충북 단양군 단양읍 

2507~ 1 A--JτJâ 2.1x2.1 1. 300 
덕상리 산 23 

충북 단양군 가곡면 
두산본갱 ~1íß 2.1x2.1 1 , 200 

대덕 본사갱 사갱 11 500 
대대리 531 

0편 -}「‘-T164 11 1 , 000 

창원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본갱 ~3Jâ 2.1x2.1 1.000 
대대리 

보성 
충북 단양군 가곡면 보성본갱 「/‘-‘TT34 2.1x2.1 500 
보발리 동 1갱 ” 11 400 

13갱 -기「‘「τJâ 2.1x2.1 250 

충북 보은읍 회남면 제 2갱 ” 11 350 
보은제일 

조곡 2리 47 대본갱 ” 11 1.000 

제 10갱 ” 11 400 

l 갱 「/A‘~3Jâ 2.1x2.1 
충북 보은군 회북면 2갱 ” 11 

부국 
송평리 산 38-1 3갱 

부국 
” 11 

신홍갱 ” 11 

신 1갱 -/「-딩τr~ 2.1x2.1 180 

전남 화순군 통복면 3갱 ” 11 120 
동양 

칠정리 47-1 7갱 60 11 ” 
13갱 11 ” 110 

동남 
전남 화순군 한천면 

본사갱 
반곡리 산 79 

-/「‘컨τr~ 2.1x2.1 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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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4 계속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연장( m) 

전남 화순군 동복면 
남갱 기 ~I꺼8 21 x 2.1 350 

광진 
가수리 산7 

신갱 11 11 350 

개발갱 11 ” 220 

전성 
전남 화순군 이양면 

오류리 126-1 
본사갱 수평 2.1X2.1 85 

전남 화순군 청풍면 
원갱 수평 2.1X2.1 180 

「[그一T E=r 
신석리 50 

신갱 11 11 760 

개발갱 11 11 650 

태백 
전남 화순군 한천면 

오음리 산 20 
1907~ 끼 'Í""1íS 2.1x2.1 530 

전남 화순군 이양면 
남갱 π /-‘:.~ 2.1 x2 .1 150 

삼경 
강성리 154 

본갱 1/ 1/ 220 

본사갱 11 11 140 

-}「‘ r딩." 3.6 x2 .1 1.773 

황지 강원 태백시 황지 3동 
/1 3.0X2.1 755 
1/ 2.8 X2. 1 37.738 

사갱 1/ 2.502 

화성 
강원 명주군 강동면 

정동전리 
대명 6갱 'Í""~ 7 x7 220 

대명갱 끼 ~‘J一S4 7x7 600 

강원 명주군 강동면 
삼성갱 1/ 1/ 680 

홍일 서신갱 1/ 

모전리 
11 280 

홍일 1갱 1/ 1/ 440 

개발 2갱 1/ 1/ 200 

영보 
충남 보령군 청라면 대풍본갱 끼 /ιτ뉘s 7x7 600 

의평리 산 13 대봉 1/ ” l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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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4 계속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연장 ( m ) 

원풍 
충남 보령군 성주변 

본갱 -/「、킥TT45 7X7 800 
성주리 산 39 

대보 충남 성주면 개화리 원갱 기 까-‘I애a 7 x8 1.000 

백동 8갱 「A ‘o.lTâ 7x7 300 

6갱 1/ 1/ 500 
신성 충남 성주면 성주리 

3구 5갱 600 1/ 1/ 

(석공) 197-1 
신미갱 1/ 1/ 700 
옥보 1갱 1/ 1/ 400 

표 2 .6.5 1 차 선별된 폐일반광 현황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 연장( m ) 

0편 2.4 x 1.8 1.400 
성주 

경북 상주군 선남면 하 1편 T 거‘ -τ?sA 1.8 x 1.8 1.500 
(금 은) 

하 3편 1/ 1.500 

동대철갱 끼 ~lTâ 2.1x2 .1 750 

충주철산 기간갱 1/ 1/ 2.000 
충부 중원군 이류면 

(금은) 본하갱 ” 1/ 300 
하 1갱 ” 1/ 500 

사수갱 2.4x 1.8 
사。 고 -, 

충북 단양군 적성면 
하 1편 -/「-킥T?S’ 1.8 x 1.8 200 

(연 아연) 하 2편 ” ” 200 

하 3편 1/ ” 200 

사수갱 2.5 x 1.8 
二Dl λ E1 충북 제원군 수산변 

하 1펀 -/「-정τ'" 1.8 x 1.8 
(연 아연) 율지리 

800 
하 2편 1/ " 800 

40 



표 2.6.5 계속 

갱도현황 
구광산명 소재지 

갱도명 형식 규격 (m) 연장(m) 

전주 전남 완주군 운주면 상인갱 끼 까-‘-π~ 7x7 880 

(금은) 장선리 " 1/ 570 

팔봉 전남 정읍군 덕천면 
수갱 끼 6.‘ fTT4i 7x7 550 

(금은) 하학산리 

남사수갱 수갱 300 
부평 인천직할시 남동구 

1편 기 카-‘ 4τ꺼'8 7 x 7 2.400 
(은) 만수 3동 11-33 

2면 ” " 2.500 

납부2수갱 수갱 200 

삼보 경기 화성군 봉담면 남사수갱 ” 220 

(연) 상리 하 2갱 -/「‘경"'" 7x7 720 

하 4갱 ” 1.600 

표 2.6.6 1 차 선별된 폐터널 현황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터널명 지방청 선별 구간 연 장(m) 

~'2.j= 대전 경부선 세천 - 옥천 200.0 

진편 대전 경부선 옥천 이원 400.0 

백마 대전 % τ H꺼H:i 도안- 보천 444 .0 

마송 대전 τ jir; = tjR「τ~ 보천 - 음성 201.0 

인등 1 대전 충북선 동량 산척 520.0 

인등 2 대전 낀 iir1 님rτ ι~ 산척 - 삼탄 160 .0 
H-l11 。-1L 대전 충북선 " l.000.0 

성현 부산 경부선 삼성 남성현 1.000.0 

주령 제 2 부산 가야선 가야- 사상 661.0 

노령 제 1 -/LT」‘- ; -l저i 호남선 노령 - 백양사 32 1. 87 

노령 제 2 순천 호남선 ” 94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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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지조사 결과 및 활용 가능성 분석 

가 기본시설의 실태 

대부분의 폐탄광의 주변 암석은 사암 또는 혈암 동으로 암질이 견고하지 못하며 , 대부분 

의 폐갱도는 자연붕괴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보완작업이 곤란하다 또한 대부분의 폐탄광은 

심한 지하수 배출로 인하여 침수상태이며， 폐쇄되어 있다 이는 폐광시 폐갱구 및 폐갱도는 

광산 보안법상 밀폐시켜야 하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를 위해서는 광산 

보안 지도소가 2.0x2.0m로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지하 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장이 

불가피하다. 

폐일반광의 대부분은 폐탄광에 비해 주변 암질이 비교적 견고하며， 특히 금속 폐광의 주 

변 암반은 암질이 매우 우수한 화강편마암 또는 화강암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 

일반광도 폐탄광과 유사하게 지하수의 배출이 심하여 지하 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 

이닝 (Lining) , 그라우팅 (Grouting)과 같은 보강공사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 일반 폐광의 

폐갱구 및 폐갱도도 1.8 x 2.0m로 규모가 매우 협소하므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일부 폐터널은 새우젓 및 젓갈류 숙성 또는 버섯 재배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되어졌었다. 폐일반광 같이 일부 폐터널의 주변 암반은 암질이 매우 우수한 화강편마암 또 

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폐터널의 규모는 높이가 6m로 충분하나 보통 폭 

이 4.0 - 4.5m 정도로 협소하다. 또한 대부분의 폐터널의 위치가 주로 산기숨에 있어 갱도 

와 지표면이 근접된 상태이므로 폐광에 비하여 단열이 나쁘고， 표면층에 고여있는 지표수를 

포함한 지하수의 배출이 매우 심해서 식품 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닝 (Lining) , 그 

라우팅 (Grouting)등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다. 

댐 가배수로는 댐 공사시 사용된 임시 배수용이므로， 건설시 대부분이 발파에 의하여 건 

설되었으므로 암반의 요철과 균열이 심하며， 이를 통한 지하수의 누수가 매우 심하다 또한 

배수로의 높이는 수문을 지나 흐르는 하천의 높이와 비슷하므로， 장마로 인한 가배수로의 

바닥 침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댐은 국가 중요시설로 지정되어 주위 500m 이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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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사가 금지되어 있다. 

나 분석결과 및 결론 

현지 조사 대상은 그림 2.6.1 의 조사 흐름도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지 조사는 상세하 

게 이루어졌다 조사된 내용은 표 2.6.7의 분석 기준표에 의하여 3점법으로 분석되었다 항 

목마다 매겨진 점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종접수로 기록되었다 

폐석탄광은 표 2.6.8에서 보여 주듯이 최종 백분율의 분포는 10-60%이며 , 진입로와 갱 

도 길이는 대부분 양호하나， 나머지 항목들이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폐 

탄광은 암반특성이 열악하고 갱도의 높이와 폭이 협소하여 확장 및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하수 배출 처리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하여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 

야 한다. 또한 폐탄광은 탄가루， 갱도내 이취 등 오염요인을 처리할 시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농수산물 지하 저장고로써 폐탄광의 활용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할수 있다 

폐일반광중 금속폐광은 갱구와 갱도 형태를 제외하고는 진입로， 암반특성 및 지하수 배출 

문제 등은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전체적인 점수는 40-80%로 폐탄광에 비하여 높다 미 

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선진국의 경우 암질이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 없이 유지될 수 있는 

급속 폐광산이 관광용， 저장용 등에 주로 활용되어지며， 국내의 일반폐광 역시 암질이 우수 

하고 저장조건이 폐탄광보다 양호하여 일반적으로 점수 70% 이상인 경우 확장 및 보강공사 

후 농수산물의 지하저장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금속 페광은 암반특성 

은 좋으나， 갱도의 높이와 폭이 매우 협소하며 지하수 배출이 있고 갱구가 수직으로 시작되 

어 확장 및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므로 심층적인 지질 및 기술적 조사와 비용분석등 정밀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표 2.6.9 참조). 

모든 폐터널은 4.0-4.5 x6.0-6.5m의 말발굽 모양의 일정한 동굴형태로 건설되어 규모 

및 형태는 매우 양호하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진입로와 지하수 

배출문제는 매우 나쁜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 폐터널은 암반 특성이 좋아 전체적인 점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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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65%의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폐터널은 주로 산허리나 고개를 관통하여 건설되어서 

갱도와 지표면과 근접하여 단열이 나쁘고， 지하수 배출이 심하며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다. 또 

한 갱도의 폭도 협소한 편이므로 확장공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 폐탄광에 

비해 농수산물의 지하 저장고로 활용가능성은 높으나， 폐일반광 보다는 낮다(표 2.6.10 참 

조) . 

댐 가배수로는 임시 배수용으로， 대부분 댐 건설사업 초기부터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 안전성이 제일 큰 문제이며 또한 보강 및 확장공사 비용이 막대하여 농수산물의 지하 

저장고로서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분석 점수 70%이상일 

경우 약간의 확장 및 보강공사 후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림 2.6.1의 조사 흐름 

도와 같이 정밀한 지질조사가 펼요하다. 

그러나 폐석탄광， 폐일반광， 폐터널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작아 확장공사가 필수적이며 또 

한 지하수 배출， 갱구의 형태가 수갱 및 사갱 등으로 보완공사를 해야 하므로 정밀조사를 

통한 비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근거로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지하암반저장고 설치와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요망되며， 또한 최근 단열재와 

건축공법의 발달로 폐관 또는 폐터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지상저장고 설치가 경제적으로 유 

리할 수 도 있으므로 지상저장고 설치와의 비교를 통해 활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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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7 분석 기준표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φ 진입로 

O 현상태로 작업 및 수송차량(1 1톤 트럭)의 진입이 가능한 상태 

A 약간의 보수 및 신설작업으로 진입이 가능한 상태 

× 보수 및 신설에 막대한 비용 소요 또는 낀입이 전혀 불가능한 상태 

￠암반특성 

0 : 화강암， 편마화강암， 석회암 등 암질이 매우 견고한 암석 
1::,: 규암， 편마암， 현무암， 퇴적암 등 암질이 우수한 암석 

x 사암， 응회암， 혈암 등 부서지기 쉬운 암석 또는 토사가 섞인 상태 

@지하수 

0: 지하수 배출이 거의 없는 상태 

1::,: 지하수 배출이 있으나 약간의 방수공사로 보강이 가능한 상태 

x 지하수 배출이 심하여 보강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거나 공사가 전혀 불가능한 상태 
@갱도규모 

0 : 폭 10m이상， 높이 4m이상의 대규모 

A 폭 5m이상， 높이 3m이상 

x 폭 5m이하， 높이 3m이하 
@ 갱도형태 

O 수평갱 또는 경사도 5미만의 완만한 사갱 
A 경사도 5이상 18미만의 사갱 

x 갱구가 수직으로 시작하는 수평갱 또는 사갱 
@ 갱도길이 

o 연장 길이가 400m 이상 
1::, : 연장 길이가 200m 이상 
x 연장 길이가 200m 이하 

@갱도위치 

0 : 지표면과의 거리가 50m 이상 
1::,: 지표면과의 거리가 50 ~ 10m 사이 

x 지표면과의 거리가 10m 이하 

※ 점수 계산법 

조사내용 결과에 따라 매겨진 점수를 숫자화한 다음 이를 100% 만점에 기준하여 환산하 
였음 숫자화 기준은 아래와 같음 

0 : 10점 ，1::， :5점 x : 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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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8 폐탄광 현지조사 및 분석결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1992) 

조사내용 주 위 환경 및 폐광상태 

폐광명 진입로 암반특성 지하수 갱도규모 갱도형태 

장자 6. A × × A 

웅진 × × a × A 

펴。 오 '- A A × × × 

창원 A × × × A 

태 백 O × A × A 

황지 O × A × × 

화성 O × × A A 

홍일 O A × × × 

영보 × × × A × 

원풍 4 × × × × 

대보 × × × A O 

신성 A × × × × 

동양 A × A × A 

삼정 A A × × × 

a ’ 폐광 입구 쪽의 넓은 터를 다듬어서 타이어 재생공장을 신축중 

b ‘ 폐광후 산림훼손 복구작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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갱도길이 

× 

A 

O 

O 

O 

O 

O 

× 

O 

× 

O 

× 

A 

6. 

XC4그 -λ「

기준 
갱도위치 (100%) 

O 35 

O 35 

O 40 

O 40 

O 40 

O 50 

O 60 

× 20 

O 35 

× 10 

O 50 

× 10 

O 40 

O 35 



표 2.6 .9 폐일반광 현지조사 및 분석결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 1992) 

조사내용 주위환경및폐광상태 접수기준 

폐광명 진입로 암반특성 지하수 갱도규모 갱도형태 갱도길이 갱도위치 (100%) 

서。 -Z「 6 O a × × O O 60 

경ð 끼 z=. O A O × A O O 70 

사。 고 ..., O O 4 × × O O 65 

二D그 1J O O A × × O O 65 

전주 O O A × O 。 O 80 

팔봉 O O a × × × A 40 

Jf- ~δj O A O A × O O 70 

삼보 O A O × × O O 65 

임천 O a A × × O O 60 

표 2.6.10 폐터널 현지조사 및 분석 결과 (한국식품개발연구원， 1992) 

조사내용 주위환경및폐터널상태 점수기준 

폐터널명 진입로 암반특성 지하수 갱도규모 갱도형태 갱도길이 갱도위치 (100%) 

백마 O A × A O O × 60 

마송 a A A a O 4 × 50 

도。E 。-1t O O × A O A a 65 

인등제 1 × × × a O O × 35 

인등제 2 × × × a O × × 20 

B-l11 。-1L A O × 4 O O A 65 

하덕 O a × A O a × 50 

노령제 2 × a × A O O A 50 

a 새우젓 숙성용으로 임대중임 
b 느타리 버섯 재배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후 방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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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활용사례별 특성 및 조사 

제 1절 활용사례별 특성 규명 

지하공간을 분류하는 방법은 용도， 형상， 기원， 위치특성， 사업특성 등 여러 가지 방법으 

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중 용도에 의한 분류를 살펴보면 생활공간， 사업공간， 인프라공간으 

로 나눌 수 있다 생활공간은 주거시설， 종교시설， 리크레이션시설이 있으며 사업공간은 도 

시복합공간， 상업 및 공공시설， 산업시설， 방위시설， 저장시설이 있고 인프라공간에는 교통 

시설， 공급시설， 환경시설， 에너지시설 등이 있다 지하공간의 용도별 특성을 살펴보면 다음 

과같다. 

l. 생활공간 

가 주거시설 

지하공간의 활용에서 자장 오래된 형태로 기후가 가장 중요한 인자인데 가옥형태의 주거 

시설 이전에 천연동굴(동굴주택)을 이용하였다. 증국의 황토지대의 주거지， 뒤니지아 

Matmata의 아트리움 주거지，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의 경사지 주택 및 미국의 엄개 

주택을 들 수 있다. 최근의 지하공간 주거시설은 광산촌에서 높은 외계온도를 피하기 위하 

여 공동거주시설을 지하에 건설한다거나 반지하형 주거시설의 건설을 들 수 있다 

나.종교시설 

종교시설은 박해시절에 살아남기 위하여 지하로 내려간 경우와 종교적인 신비감 때문에 

지하에 위치시키는데 지하는 정숙， 어두움， 현세와의 격리 및 내새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시설을 지하에 두는 경우가 있다 이탈리아의 카타콤(지하묘지)， 콜롬비아 Zipaqui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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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당， 인도 Ellora 사원， 핀란드 Temppeliaukio 교회 등을 들 수 있다-

다.레크레이션시설 

리크레이션시설은 천연동굴， 스포츠 센터， 커뮤니티 센터， 콘서트 홀， 지하공원 등이 있는 

데 거대하고 은밀하며 아름다운 천연동굴은 탐험의 매력적인 장소이며 대중에게 접근되게 

될 경우에는 유명한 관광지가 될 수 있어. 오늘날 천연동굴의 관광은 거의 전세계에서 행하 

여지고 있는 레저산업이 되었다. 스포츠 센터 및 코뮤니티 센터는 현대적인 레저시설로 스 

포츠 시설은 수영장， 체육관， 육상경기장， 아이스하키장， 다목적 체육시설 등이 있으며 대도 

시의 인구밀집지역에 레크레이션시설이 증가를 보이고 있는데 지표면의 공간이 부족하거나 

지가가 너무 고가일 경우에 이러한 레저시설들이 옥상이나 지하에 건설된다. 

2. 사업공간 

가.도시복합공간 

도시복합공간은 지하상가， 쇼핑몰， 역세권 개발 등의 복합시설로 대도시의 토지부족 및 고 

가의 지가 때문에 각국에서 도심지의 재개발 사업 시에 지하에 복합센터를 건설하는데 지하 

철역， 자동차도로， 주차시설， 쇼핑몰， 레크레이션 시설 등을 건설한다. 

나. 상업 및 공공시설 

상업 및 공공시설에는 상가， 박물관， 문서보관소， 도서관， 사무실， 학교， 주차장， 연구소， 

병원 등으로 지상공간의 보존 및 미적인 관점에서 지하에 건설하는데 이와 같은 지하시설의 

이용은 매우 다양하며 널리 이용되고 있는 시설이다 

다 산업시설 

산업시설은 지하공장， 실험실 발전소 등이 있는데 산업시설을 지하에 건설하는 이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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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2) 지하환경의 특성 .CID 유용하거나 저가의 지하공간의 이용을 들 수 있다. 20세기초 

에 공중폭격의 출현으로 필요한 산업시설을 파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 2차 세계대전 중에 

는 많은 산업시설이 공중 정찰이나 폭격을 피하기 위하여 지하로 옮기게 되었다 방호 이외 

에 어떤 종류의 개발에는 유용한 지하공간의 잠재적인 특성이 있다. 이러한 특성들은 안정 

된 온도환경， 지표면보다는 낮은 진동수준， 통기의 폐쇄조정 및 낮은 침투수준(환경을 청결 

히 유지하기가 수월함) . 암석을 굴착하기 때문에 높은 내재력 및 보안유지 등을 들 수 있다 

하이테크 산업의 성장은 이러한 특성과 통합된 더 특수화된 산업환경을 필요로 한다 이러 

한 환경은 지표면에서도 가능하지만 통상적인 지표시설물보다는 더 많은 비용이 소요되며 

적당한 장소에 위치한 지하시설에 대한 추가비용이 작게 소요되기 때문에 이미 굴착된 지하 

공간(광산)이 없더라도 직접적인 초기비용에 대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산업용으로 사용되 

는 지하공간의 이용은 그 공간이 산업의 공정에 적절하게 특별히 설계되었다면 가장 효과적 

이다. 폐광이나 건설된 공간을 재활용 하려한다면 장래의 활용을 위해 채광이나 건설의 설 

계를 이에 적당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미적인 개념 또는 주민의 반발에 의하여 

산업시설을 전체 또는 일부를 지하에 건설하는 경우도 있다. 

라. 저장시설 

1) 식료품， 농수산물 저장 

곡물을 지하에 자장하는 대표적인 요인은 다음 3가지이다 φ 환경 조건이 음식물 보관에 

적합하다.(2) 설치동물과 별레 만연을 퇴치하기 수월하다 @ 도둑이나 칩입자로부터 더 안 

전하다 곡물지하저장을 위해 폐쇄된 환경조건을 유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다. 벌레나 균류 

의 호흡과 함께 날알의 호흡은 지하저장소 내의 산소를 낮추고 이산화탄소를 증가시키는데 

이것은 벌레를 죽이거나 마비시키며 호기성 균류의 성장을 억제하여 살충제의 사용 없이 자 

연적인 조정을 한다. 또한 표준 이하의 일정한 온도 조건은 저장 독식내에서 습기가 농축되 

어 콕식을 부패시키고 호기성 균류를 성장하게 하는 차가운 표면쪽으로의 습기의 이동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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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킨다 

지하저장소의 단점은 지상저장소에 비해 초기 저장비용과 곡식 출하시의 어려움， 독식을 

상하게 하는 지하수의 침투 등이다. 이러한 결점에도 불구하고 지하곡물저장소는 전세계 여 

러 지역에서 운영 중이다. 지하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은 곡물만이 아닌데 어둡고 서늘하며 

녹녹한 지하공동의 자연조건은 감자와 여러 종류의 채소와 같은 식품 저장에도 우수한 저장 

환경이다. 포도주 숙성을 위해 프랑스의 여러 포도주 생산지방에서는 동굴을 계속 사용해오 

고 있다. 전통적인 동굴이 없는 캘리포니아 같이 새로히 포도주를 생산하는 지역에서는 기 

후가 조절되는 지상저장소 대용으로 TBM을 이용하여 지하시설을 굴착하고 있다. 특수한 

기후조건은 식료품의 제조나 숙성에도 이로울 수 있는데 프로슈토 햄의 제조， 쌀의 저장， 치 

즈의 숙성 등은 암석동굴을 사용하는 것이 적당하다， 가공식품과 포장식품도 최종 배달과 

판매를 하기 전에 저장할 필요가 있는데 그와 같은 저장소에 대한 온도조건은 생산품의 형 

태에 따라 다르지만 저장소를 지하에 위치시키는 것은 주위 지반에 대한 온도 반응을 늦추 

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이고 안전하다. 세계에서 가장 큰 냉동창고는 주방식 채광을 한 석회 

석 폐광산을 재활용한 것으로 캔자스 시티에 위치해 있는데 정전이나 설비고장에 의한 온도 

상승이 O.5 'C/day에 불과하므로 보조 냉동설비가 필요하지 않는데 이 경우 일반적인 저장 

소는 온도 상승이 O.5'C /hour이다 아이스크림 지하저장창고는 냉동비용이 저렴하며 여름 

철 성수기에 대비한 저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다 

2) 식물재배 

대부분의 광산 또는 기타 목적으로 굴착한 암석 공동을 농업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버섯 

재배는 지하공동의 서늘하고 축축한 조건이 아주 알맞은데 많은 지역에서 실시 중이다 또 

한 지하 광산은 지표에 이식할 목적으로 인공 조명하에서 묘목을 재배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데 여기서 묘목은 질병과 벌레의 공격에 노출될 위험이 없으며 충분히 성장한 후에 이 

식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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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류 및 가스 저장 

유류와 가스는 경제적 및 군사적으로 모든 산업화된 국가의 연료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있다 계절적인 공급 문제， 국제적인 유류 부족 또는 공격 행위로부터 국내공급을 보장하 

기 위하여 수많은 유류 및 가스 저장시설이 전세계에 건설되었다. 최근에는 기본적으로 저 

렴한 비용(대규모 시설의 경우) , 높은 보안， 환경피해를 감소시키는 잠재력 때문에 많은 대 

규모 저장소들이 건설되었다. 최초 유류 지하저장소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지하공동에 설치 

한 전통적인 탱크이었다 그러나 스칸디나비아에서 유류 저장용으로 수면 하부의 라이닝을 

하지 않은 암석공동을 이용하는 비용이 훨씬 더 저렴한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기름은 수막층 

위에 떠있으며 공동 주위의 지하수에 의해 에워싸여 있다. 미국에서는 국가의 전략적인 유 

류 저장시설을 채광된 암염층에 만들고 있다 천연가스와 석유가스는 높은 봉압 하에서의 

대기온도 또는 액상으로는 대기압에서 저장할 수 있다. 지표면의 압력탱크는 보기 흉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하며 지표면 액상저장소의 냉동비용은 매우 높다. 지하의 일정 기압이 유지 

된 저장소는 공동이나 다공성 암석층 내의 자연 기공을 이용하며 수압 및/또는 rock 

confinemenvt 원하는 저장온도에서 천연가스나 석유가스를 가두기에 충분한 깊이에 위치 

시킨다. 액상 저장소를 위한 온도는 암석이나 흙에 상당한 열응력을 유발할 수 있어 예전의 

저장 시설은 상당히 파쇄가 되고 누출되는 문제를 일으켰다 

4) 문서보관소 

여러 국가와 대규모 회사는 자연재해나 전쟁의 경우에 계속적인 기능의 수행을 위해 공문 

서와 기본적인 문서를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하여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일련의 시 

설들이 보안을 최대화하기 위하여 개발되어 왔다. 미국에서는 유타 지역의 기록들이 Salt 

Lake City 근처 의 심 부 지 하공동에 보관되 어 있으며 Kansas City 근처 의 여 러 석 회 석 광 

산에는 회사들의 기록이 보관되어 있다 영국에서는 2차 세계대전 증에 서부지역의 폐광산 

에 국보를 피난시켜 보관하였다 노르왜이에서는 국가 문서를 암석 공동내에 건설한 내충격 

건물에 보관하고 있다. 가장 완전한 상업용 시설은 기록을 보관할 뿐만 아니라 주 시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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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가 난 후에 컴퓨터 시스템과 기록을 복사하는 것이다. 

3. 인프라공간 

가 교통시설 

지하공간은 교통 시스템의 발달과 발전에 오랫동안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교통과 관련 

된 지하공간은 운하， 철도， 지하철 또는 도로에 대하여 터널의 형태를 이용한다. 터널은 자 

연적이고 인위적인 장애물을 통과하기 위한 편리한 수단이다. 

부섯돌을 캐기 위하여 사슴뿔과 말의 뼈를 사용하여 터널을 판 증거가 약 15 ， 000년 전에 

있으며 1600년대에 화약이 개발되면서 암석에 터널을 파는 속도가 매우 증가하였으며 터널 

이 넓게 사용되게 되었다. 1882년에 스위스 알프스를 통과하는 15km의 St. Gotthard 철 

도터널이 최초로 완성되었다， 연약지반과 수면 하부에 대한 터널링은 1825년에 터널 쉴드 

의 발명에 의하여 현저하게 진보하였으며 이 쉴드는 런던의 테임즈강 하부에 철도터널을 굴 

착하는데 사용되었는데 터널이 진행되면서 칩입하는 물을 포함한 많은 실패에도 불구하고 

1843년에 최초로 강 하부에 철도터널이 완성되었다 해저터널은 영국해협 하부의 연약한 

초오크층에 터널을 굴착하기 시작한 1882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이 작업은 외국 군대의 

급작스런 공격에 대한 공포 때문에 2 ,400m 굴착 후에 영국 정부에 의해 중단되었다. 그후 

1세기가 지난 후인 1993년에 해협을 통과하는 40km의 터널이 완성되었는데 7.6m 직경의 

철도터널 2개와 이 두 터널을 사이에 비상사태 및 기타 서비스 목적의 4.8m 직경의 pilot 

터널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가 팽창되면서 터널은 지하철 ， 자동차 터널 ， 공익시설터널 등과 같은 도시 교통시스템 

에 이용되어 왔다. 최초의 지하철은 1 823년 런던에 개통되었는데 오늘날에는 2737H 의 정 

거장과 404km의 연장에 이르고 있으며 지하철 시스템은 전세계 약 70개의 도시에서 이용 

되고 있다 도시의 자동차 터널은 원래 특정지역의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하여 사용되거나 

강을 통과하는 다리나 페리의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이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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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들의 자동차 교통의 영향을 줄이고 지표면에는 불가능한 도시 전체의 새로운 도로계획 

을 가능하게 하기 위하여 사용되는데 파리의 LASER 계획과 도쿄의 지하 고속도로 계획이 

이와 같은 경우이다. 

터널의 이용에는 많은 장점이 있는데 구릉지역에 있는 운하망에 대하여 터널을 이용하면 

도로의 길이를 줄이고 수문의 설치가 작아wu 운하물을 조절하기가 더 수월해지며 산악지역 

에서 터널은 눈을 제거하는 문제점을 감소시킨다. 도심지역의 지하철은 단지 지형학상의 문 

제를 피하기 위해서 뿐이 아니고 가능하면 현재의 지상 조건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고 현 

존하는 도시지역에 설치되는 신속하고 용량이 큰 지하철 시스템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 건설 

한다 

도로 터널의 필요는 자동차가 출현하기 전까지는 만연되지는 않았다. 자동차와 트럭이 매 

우 가파른 경사(30%까지)를 주행할 수 있다 하더라도 매우 가파른 경사와 긴 지상도로가 

원인이 되는 교통혼잡과 느린 주행속도는 울퉁불퉁한 지형을 가진 지역에 터널을 건설하게 

만든다. 많은 산악지역에서 겨울철에 강설 때문에 도로가 폐쇄되어 상업용 도로가 차단된다 

도로터널은 다른 용도의 터널보다 더 어려운 문제점에 직면하는데 가솔린이나 디젤 연료의 

사용에 의한 매연과 터널을 이용하는 트럭이 운반해 오는 유해물질의 통기 시스템의 필요 

때문이다. 

교통관련 시설이 모두 터널만은 아니데 지하철의 지하 정거장은 그 자체로 중요하게 이용 

된다. 몬트리올， 토론토， 도쿄， 파리와 같은 도시는 정거장이 대규모 쇼핑센터의 일부이고 

보행자 전용도로로 이용된다. 지하 교통시설은 통기시설， 비상구출구， 정비소， 조정실 등과 

같은 교통시설이 눈에 덜 띠게 지하에 설치할 수 있는데 미국에서는 미관상의 이유와 혹독 

한 기후와 함께 멀리 떨어진 지역에서 계속적인 연료를 공급을 받는 것을 줄이기 위하여 고 

속도로 휴게소를 부분적으로 지하에 건설하였다. 

나.공급시설 

공급시설은 상 하수도， 공동구， 전기， 통신， 가스， 지역난방 공급을 위한 도시 공익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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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으로 지하공간을 훨씬 광범위하게 이용하고 있다- 공익설비의 확장 및 교체는 전세계 

에서 연간 수십조달러의 시장규모이다 미국 상무성에 의하면 1984년에 가스공급， 상수도， 

하수도 설비의 건설에 소요되는 비용이 8.4조 달러에 달하였다고 한다. 서구에서 노든 형태 

의 공급시설의 선설은 50만km/년에 달하며 시장규모로는 25조 달러로 예측된다. 

공급시설은 인류의 역사에서 상대적으로 최근에 발달되었는데 오늘날 선진지역에서 이 시 

설이 없는 생활은 생각할 수 없을 것이다 고대 바빌론에서는 상수도 터널을 건설하였고 로 

마시대에는 상수도 공급시설과 하수처리시설이 잘 발달되었었는데 그 후론 상수도 공급지역 

을 제외하고는 세계 모든 지역에서 이 시설에 대하여 등한시 해왔으며 도시의 하수처리 시 

스템은 기본적으로 개착식 배수구이었는데 18세기 이후부터 도시지역에서 이러한 시설이 급 

속히 발달되었다 상 하수도 시스템 다음으로 전력， 통신， 가스， 지역난방 공급시설이 이어 

졌다 오늘날에는 한 터널에 상기한 여러 가지 공급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기도 한다. 상 

하수도 시스템은 동파 예방， 배수구 보존 및 대형파이프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하에 건설한 

다 전통적인 지상시설을 이용해 온 도심 외곽지역의 전력， 통신 시스템은 억지로 터널 시스 

템을 강요받지는 않는다. 오늘날에는 미관상 이유로 새로 건설되는 시설의 대부분이 지하에 

위치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지하에 위치시켜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강우와 깨끗이 처리된 

오수를 분리할 필요가 있고 처리전의 폐수의 용량을 증대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다.환경시설 

1) 상-하수 처리시설 

청정수의 공급과 폐수의 처리 및 배출을 위하여 지하공간의 이용이 점차로 증가하고 있 

다. 멸리 떨어진 저수조 및 호수로부터 도시와 읍에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긴 터널을 이용 

하는데 스웨멘의 Bolinen 사업은 고지의 호수로부터 도시까지 100km의 암석 터널을 통하 

여 물을 수송한다 상수처리시설은 미관상 영향을 덜 미치고 일정한 온도조건， 보안 및 보호 

에 의한 운영상의 장점을 주는 지하 공장에 위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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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의 처리와 배출을 개선하는 것은 도시 공동체가 직면하는 중요한 과업이다. 강우와 

깨끗이 처리된 오수를 분리시키고 미처리된 물의 유출을 줄이기 위하여 빗물을 일시 저장하 

기 위하여 오수를 옛날 처리공장에서 새로운 처리공장으로 방향을 돌리기 위하여 차단 배수 

구를 이용할 수 있다 

하수처리공장은 소요지표면을 감소시키고 악취 및 눈에 보이는 공해를 줄이며 극도의 추 

위와 강한 햇빛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화공정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에 위치시킬 수 있다 

도시의 수처리 싸이클의 최종단계는 처리한 폐수를 강이나 바다에 방류하는 것이다- 과거의 

오염과 연안지방에서 폐수의 방류에 대한 엄한 규정 때문에 연안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폐수 

를 배출할 수 있도록 배출 터널의 사용이 증가되어 왔다. 

2) 산업폐기물 처분 

오늘날 세계에서 시급한 문제의 하나는 산업폐기물의 처리인데 여기서 다루는 산업 폐기 

물은 고형 폐기물， 방사성폐기물， 기타 유해 폐기물이다. 선사시대부터 보기 흉하고 쓸모 없 

는 쓰레기를 매립하였으나 인구밀도가 낮고 사용하는 물질이 자연적으로 생산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문제를 유발하지는 않았다 도시 폐기물을 저장하기 위하여 쓰레기 매립지를 정기적 

으로 이용하게 되었는데 매립지로부터 흘러나오는 유독 화학물질에 의한 지하수의 오염과 

음식물 찌꺼기의 부피가 증가하면서 적합한 매립지의 효용이 감소되었다. 가능하면 고형 폐 

기물을 재생하여 이용하고 적당한 고형 폐기물을 소각하는 단계와는 별도로 폐기물을 여러 

종류의 유해물로 분리하여 각 종류별로 매립하거나 처분시설은 환경에 해를 끼칠 가능성이 

거의 없는 폐기물을 포함하도록 설계된다 폐기물 처분과정에서 고형 찌꺼기의 최종 처분은 

일반적으로 매립지를 최종적으로 복개하거나 지하공간을 굴착해 폐기물을 저장하던지 한다 

폐기물처분시설의 건설과 확장은 폐기물장의 지하 위치에 의해 반드시 완화되는 것은 아 

닌 쟁점이 되는 논제이다 벌크형태의 폐기물 처분장은 보통 처분을 위한 운반거리를 줄이 

기 위하여 인구밀집지역 근처에 위치한다 한층 더 특수하고 위험한 처분시설은 폐기물을 

격리시키기고 처분사고로부터 받은 수 있는 잠재적인 영향이 작은 적합한 지질조건을 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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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거리 지역에 위치할 수 있다. 

3) 방사성폐기물처분 

방사성 폐기물의 저장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몇몇 나라에서 집중 

적인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폐기물을 캡슐화하여 적당한 지질환경에 설치한 심부 지하저장 

소에 저장하는 방법이 방사성 물질의 유출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이러 

한 저장소에 대한 적절함과 설계에 대한 연구를 위해 몇 개의 지하실험실이 설치되었다(예 

를 들면 스웨멘의 Sripa 광산， 카나다의 Pinawa 실험실， 독일의 ASSE 암염광산， 미국의 

Waste Isolation Pilot Plant) 

4) 에너지시설 

가)수력발전소 

전력생산의 부속물과 다른 형태의 열이나 에너지 저장을 위해 지하시설이 이용되기도 한 

다 에너지는 기본적으로 화석연료， 핵연료， 태양에너지， 수력을 이용하여 생산한다 대부분 

의 화력발전소는 비용， 연료 취급， 열 소설 등의 이유로 지상에 위치하는데 굴뚝에서 나와 

공기를 타고 분산되는 오염물질이 국부적으로 집중되는 한계치에 상응하는 높이까지 가스를 

배출하기 위하여 높은 굴뚝을 이용한다. 그러나 수력발전소는 자연적인 설치에서 최소한의 

영향의 미관적인 장점 이외에 지하에 위치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몇 가지 기술적인 설계 이 

유를 포함하고 있는데 노르웨이는 지하수력 발전소가 2007H 에 달하며 전세계적으로는 300 

개에 이르고 있다 

나)지열발전소 

지열발전소는 지표면 근처에서 지열이 매우 높은 지역에 제한되는데 일반적으로 한 쌍의 

보어홀로 구성되어 뜨거운 암반 내에 첫 번째 보아홀을 통하여 차가운 물을 주입하고 두 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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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보아홀로는 열수나 증기를 뽑아 올리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다 보아홀 사이의 투수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수압파쇄가 이용될 수도 있다. 아이슬란드， 이탈리아， 일본， 필리핀， 미 

국 등에는 지열발전소가 가동중이다. 

다)원자력발전소 

원자력발전소의 체르노빌 형태의 사고에 대한 공포는 대참사가 일어날 경우 공기로 전파 

되는 방사성유출의 자연적인 방책으로 작용할 수 있는 지하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관심이 다 

시 일고 있다. 원자력의 안전한 이용은 증가하는 위험에 대한 공포로서 세계적으로 중요한 

이슈가 되어왔으며 화석연료의 연소에 대한 제한된 대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라)양수발전소 

에너지는 일정한 비율로 사용되고 있지 않으며 드물게 찾아오는 최대부하를 대비하기 위 

하여 시설을 한다는 것은 비경제적이기 때문에 많은 에너지 저장기술은 발전소의 부하를 고 

르게 하고 초과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하여 발전해 왔다 양수발전장치가 전력부하를 고르게 

하기 위하여 산악지역에서 이용되는데 저전력 소비시 상부 저수조에 퍼 올린 물로 고전력 

소비시에 발전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은 전통적인 수력발전과 유사하며 지하에 위치시킬 수 

있다. 지형이 적당하지 않다면 동일한 기능을 내기 위하여 깊은 수갱과 지하공동 저수조를 

지표의 작은 저수조와 연결할 수 있다 

마)압축공기저장 

압축공기 지하저장은 전력이 초과될 때 심부 지하공통에 초고압 압축공기를 저장하고 최 

대 부하시에 저장된 압축공기로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시스템이다. 지하 압축공기저 

장의 주요한 장점은 지하 양수발전 시스템과는 다르게 주 설비가 지표에 저렴한 비용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공동으로부터의 공기 손실이 심각한 설계 관심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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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에너지저장 

열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때때로 새로이 생산된 에너지의 사용을 감소시키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대표적인 구조는 1) 지하 물 탱크에. 2) 공기 유동으로 가열된 사력층에. 3) 보아 

홀을 통해 열을 교환하여 암반에 열을 저장하는 방법이 있으며 또 다른 시스템은 열수를 대 

수층에 주입하는 방법도 있다. 

냉열저장 시스템은 열에너지 저장과 유사한데 가열이 저가의 화석연료를 사용하여 이루어 

지는 반면에 보통 냉각은 고가의 전기에너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냉열 저장의 경제적인 효과 

는 매우 높다. 설계상의 문제는 설계한 내부대기온도와 물의 결빙점 사이의 온도차를 낮게 

하는 것인데 냉동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냉장수 내에 저장할 수 있는 에너지량은 심하게 

제한을 받기 때문이다 

제2절 지하공간의 특성 및 대상별 조사 

1. 지하공간의 특성 

가. 내열성 항온성 

지반은 자체가 가지고 있는 큰 열용량 때문에 열 전달속도가 공중보다 늦어 지하공간의 

열부하는 이론적으로 지상의 1/5-1/10 정도이며 지중온도는 지표에서 5m 정도의 깊이 이 

면 지표 기온변동에 따른 온도변화가 거의 없는 안정한 상태가 된다. 이 내열성 항온성을 

활용하여 지하식물공장이나 지하냉동창고 등의 건설에 지하공간이 이용된다. 또한 지하공간 

은 폭풍， 강풍의 영향을 받지 않고 내열성이 있으므로 지표의 온도 변화에 의한 냉해 등의 

악영향을 피할 수 있다 열대지방이나 대단히 추운지방에서 지하주거지가 발달하는 것은 이 

내열성에 의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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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밀성 

지중에 존재하는 기체는 압력차에 의하여 공극이나 불연속면을 따라 이동하지만 유량이나 

유속은 대기중에 비해 극히 작고 지하수가 있는 경우는 더 작아진다. 따라서 지하공간은 공 

기의 교란이나 접촉이 바람직하지 못한 환경을 필요로 하는 시설을 건설하기에 적합하다. 

다 차광성 

지하공간은 암반에 의해 일광이 차단되므로 자외선에 의하여 변질되기 쉬운 물질의 저장， 

보관에 유리하다. 

라. 전자파 차단성 

전자파는 일반적으로 전기전도율이 낮은 암반 내에서는 감쇠되기 쉽고 주파수 및 투자율 

이 높을수록 그 경향은 현저하다. 따라서 지하공간은 인간의 생활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큰 

전자력을 발생하는 시설의 건설이나 전자파의 영향이 될 수 있는 한 적은 것이 바람직한 시 

설의 건설에 적합하다 

마 방사능 차단성 

지반 중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은 분자확산， 지하수 유동， 또는 모세관 침투에 의하여 지 

반 내를 이동하지만 대기 중에 비하여 이동속도가 극히 느리다. 더욱이 암반에서 흡착에 의 

한 지연효과도 있어 지반 중에 존재하는 방사능 물질이 지상에 도달하기까지는 장시간이 걸 

리며 그사이에 강도가 크게 약화되어 지하공간은 방사능 물질의 저장， 처분에 적합하다 

바 불연성 

지반은 화재가 일어날 염려가 없으며 지하공간에 건설된 구조물 상호간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공간은 가연성 물질이나 휘발성불질의 보관에 적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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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방진성·저진동성 

심부의 견고한 암반 위에 건설된 기초는 지표부근의 토질지반 위에 건설된 기초에 비하여 

지진， 진동 등의 외력을 받을 때 진동， 진폭이 작다 이는 지하 암반이 가지고 있는 높은 강 

성 때문으로 진동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 정밀기계 등의 설치가 필요한 구조물의 건 

설에 적합하다 

아 방폭성 

암반은 큰 강도와 중량을 가지고 있어 폭발에 대한 충격압에 대하여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 방재용 대피시설의 내압기준은 지상보다는 지하에 설치하는 것이 더 만족한 결과를 

가져온다. 

자. 방음성 

음파가 지반을 지날 때의 투과손실은 공기보다 크기 때문에 소리는 지상보다 전달되기 어 

렵다. 이 성질은 이용하여 지하공간은 방음성을 높일 수 있고 미소한 음압의 변화까지도 장 

애가 될 수 있는 진동분석 방음실이나 소음발생이 큰 시설은 지하에 건설할 수 있다 

차 화학적 안정성 

대부분의 암석은 화학적으로 안정된 규산염의 화합물을 주로 하는 광물결정 또는 입자의 

집합체이므로 강산이나 강알카리와의 반응은 상당히 완만하다 따라서 반응결과가 암석표면 

에서 내부에 이르기까지의 많은 시간이 요한다. 

카 격리성 

지상보다 접촉이 한정되므로 외부로부터의 침입을 방지할 수 있으며 또한 자외선이나 자 

기 투과를 막는 것도 용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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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1은 지하공간의 용도를 도시생활과 관련되는 시설과 자원， 에너지， 산업 등의 저장， 

생산설비， 산업폐기물처리와 관련된 시설들로 구분하고 지하특성이 어떻게 이용되는 가플 

나타낸 표이다. 

표 3.1 지하공간의 용도와 지하특성과의 관계 

내열성/항온성 • 1 • • • • • • • 
전자파차단성 • 
차광성 • • 

지 방사능차단성 • • • 하 

그。l 
기밀성 • • . 1 • • 1 • • 1 • • • 1 • • 1 • • 1 • • • 

간 불연성 • . 1. . 1 • • . 1 • 
의 

1"-lJ포 -1」서 。 • • . 1 • • • . 1 • • 1. 
토「등 

성 방진성 • • .1. • 
닝。ll nLλ 。4 • • • 
고강도고강성 • . 1. . 1 • • • . 1 • . 1 • • 
화학적 안정성 . 1. • 

관스 문지 방교 송통 상생 기 액 고방 81 C 자지 식 재 식 정 화폭 발방 
광포 화하 재통 전신 활 체상 형사 MI A 하열 풍배 품밀 학발 사 

;ζ 공실 셀관 시 하폐 연연 연성 EI E 양저 저장 가가 공물 변성 

용 도 
레센 간 터 계 가설 수기 료료 료물 81 8 -까「‘ ;<.J 장 二。E 二。E ;<'0' 二。요 전물 

저 터 시스 도물 저 저 저 정 닝~ 그。l 二。E 장소 질 

설 시 처 ;<.JI;샤 。 장저 전 ;<.JI;샤 。

설분 장 5、-

에너지 
자원 

생활 도시 식량 생활설비 
처 

시설분야 긴 님r 

저장 

인간생활관련시설 산업 에너지 관련시설 

62 



2. 지하공간 이용의 평가 

지하공간의 이용 시 평가는 지하시스템의 위치，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인간적 측면 및 파급효과를 들 수 있는데 각각의 항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위치 측면 

- 도시문제의 애로 타개 

- 도시기능의 고도화 질적 향상 

- 프로젝트 제안의 성립 가능성 

나. 기술적 측면 

근 · 미래 실현 가능성 

지하특성의 활용 지하입지의 유리성 

- 연구개발성 (개발안 타당성) 

- 복합 시스템의 가능성 합리성 

다. 경제적 측면 

- 건설 비용 (지상 입지와의 비교) 

비용 절감책의 실현 가능성 

복합，다복적화할 경우 경제효과 

- 개발 프로젝트 적정규모 

라 사회적 측면 

입지 확보의 난이도 

- 도심 기능의 분산 ， 지가억제 효과 

- 법령 행정상의 조정 난이도 

63 



- 지방 행정과의 효과적 결합·조화 

마. 인간적 측면 

- 심리적·생리적 불안감의 제거 

- 환경문제·거주공간으로부터의 격리효과 

- 지상에 쾌적한 생활공간 창출 효과 

바. 파급 효과 

- 직접 효과 

- 간접 효과 

3. 지하공간 이용 대상별 평가 

가 지하 에너지 공급 시스템 

1) 위치 측면 

정보화의 발달과 함께 도시 기능의 24시간화， 빌딩의 고층， 대형， 인텔리전트화와 함께 

다양한 에너지 수요의 증대에 의한 냉 · 난방 열수요가 급속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대도시의 

팽창 과밀화와 더불어 이들 도시형 에너지의 수요가 향후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한편 

도시의 생활폐기물도 생활수준의 향상과 함께 증가해 오고 있어 새로운 처리시설의 건설이 

요구되고 있다. 이들의 요구에 의해 열·전력의 공급시설과 도시 폐열이용을 유기적으로 결 

합한 리사이클형 지하 에너지공급 시스템은 지하입지에 의한 지상부의 개방， 주변한경의 개 

선， 도시 폐열의 리사이클에 의한 환원이 도모되어 도시설의 입지를 원활히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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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술적 측면 

지하 에너지 공급 시스템에 있어서 지하의 격리성에 의한 도시방재， 안전성의 향상되며 항 

온성에 의하여 열에너지의 축열·조절의 용이성 등 지하공간의 특성을 살리면 지상보다 유리 

한 점이 많다. 또한 첨두부하의 일부를 야간의 저장으로 공급하여 설비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축열층은 대화재시의 비상용수， 방화용수로 이용할 수도 있다 지하공간 구축기술에 

있어서 구조물의 건설은 현재의 기술로 가능하지만 지하특성의 장점을 효과적으로 이용하는 

기술， 환경영향평가기술， 구조물의 장기 내구성， 고지수성의 향상 등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경제적 측면 

시설 건설비의 대부분을 용지대가 차지하는 도심부에 있어서는 복합시설의 다층 지하 이 

용방식의 채택에 의해 향후 보다 우위성을 확보할 경우를 생각하여야 한다. 도시 폐열의 리 

사클 이용과 열·전력공급에 의한 총 에너지 비용의 저감 및 열원수의 폐쇄사이클에 의한 이 

용수의 절감을 도모한다. 

4) 사회적 측면 

향후 도시시설의 건설에 요구되는 것 중에서 미래형 도시 지하공간의 적극적 이용에 의해 

이들 시설의 확보가 추진되며 열 · 전력 공급 시스템은 에너지 이용밀도 및 수요가 높은 도시 

에서는 유리하고 앞으로 도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5) 인간적인 측면 

지역에 열 전력공급에 의해 주거내의 연소기구의 사용이 적어지고 안전성 및 실내환경에 

있어서도 바람직하며 질 높은 주거 환경이 제공된다 

6) 파급 효과 

격리성， 항온성， 차음성의 지하특성을 살린 본 시스템에 의한 도시형 에너지의 이용체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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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로 안전한 도시의 형성， 쾌적한 도시공간의 창조 등의 파급효과가 기대된다. 

나. 지하 물류 시스템 

1) 위치 측면 

현재의 유통구조는 대부분이 수도권 집약형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중심이 되는 수도권의 

교통은 마비상태에 이르고 있다. 동시에 지상물에 있어서는 지가의 폭등， 이권제한의 곤란， 

환경악화 등으로 물류 문제에 대한 평면적 대처로는 한계가 있다. 수도권의 건전한 장래상 

을 위해서는 지하공간의 고도로 이용한 새로운 형태의 지하물류시스템의 제안이 필요하다 

수도권에 있어서 향후 물류는 점점 대량화， 다양화할 것이며 지하공간을 이용한 물류 네 

트워크 및 식품， 에너지 저장 등의 비축기능을 겸한 물류센터의 고도화와 질적향상이 요구 

된다. 

2) 기술적 측면 

물류 네트워크의 재편성에 있어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지상부보다는 제약이 적은 지 

하공간을 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 수도권으로의 물류 반입은 터미널(육 해 공)과 물류센터， 

물류센터와 지역 운송의 거점을 지하에 연결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수도권의 교통 마비가 해 

소된다. 또한 지하의 특성인 격리성， 항온성， 진동， 소음이 없고 내진성이 뛰어남은 물류 센 

타를 지하에 건설함이 유리하다 

3) 경제적 측면 

수도권에 있어서는 지가문제 등을 생각하면 공간을 고도 이용할 수 있다는 점 및 장래의 

기술향상으로 보아 충분한 가능이 있다 또 경제적인 변에서 본 파급효과는 수송， 분배의 시 

간단축과 상부공간의 다목적 이용 등으로 나타난 경제적 효과는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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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 측면 

지하공간을 이용한 물류 네트워크의 완성으로 수도권의 기능 고도화가 도모되며 원활한 

물류 구조를 만들 수 있으며 천재지변에 좌우되지 않는 안정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 

다. 지하공간에 물류 시스템을 위치시킴으로써 지상부에 여유공간이 생길 수 있으며 녹지， 

주택， 사무실로 이용함으로써 지상부의 재생이 가능할 것이다 

5) 인간적 측면 

지하화에 의해 생긴 상부여유공간은 사람들에게 쾌적한 생활을 제공할 것이고 철저한 무 

인화， 로봇화에 의해 최소 인원에 의한 운영이 가능해 질 것이다. 또한 지하공간의 특성상 

완전한 방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어 심리적인 불안감도 감소할 것이다. 

6) 파급 효과 

공간의 고도 이용에 대한 지가의 억제， 교통체증해소， 유통의 가속화， 비용절감， 안전공급 

에 의해 물가의 안전 등 파급효과가 클 것이다. 또 물류 네트워크의 완성은 주변지역의 활 

성화를 가져오고 수도권 기능의 분산이 이루워질 것이다 

다 지하 식료품 저장 

1) 위치 측면 

이 분야에서는 이미 널리 지상의 창고， 저장시스템이 보급되어 왔는데 지하의 항온성， 차 

광성， 기밀성 때문에 지상보다는 지하공간이 식료품의 저장에 더 유리하다 

2) 기술적 측면 

저장기간 중의 식료품의 변질을 막을 수 있고 지하의 항온， 항습성이 식품의 신선도를 유 

지하며 유통기능， 식품가공 등의 기능을 갖춘 종합적 다목적 저장시설의 건설이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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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의 기술로 충분히 실현 가능하다. 

3) 경제적 측면 

초기투자비가 지상창고보다 높으나 에너지 비용 등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유리하며 대 

규모화， 복합화에 의해 경제성이 있게 할 가능성이 있다. 

4) 사회적인 측면 

식량의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생산지와 도심지의 거점 역할로 식량 수급 

상황을 한충 원활히 할 수 있다. 

라. 산업 폐기물 처분장 

1) 위치 측면 

산업폐기물이 증가하고 있으며 배출량 중 일부가 재생이용 또는 소각 등 중간처리가 이루 

어지고 있다. 처분장의 입지는 배출 사업자가 확보해 지상처리를 하나 향후 지하에 처분장 

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2) 기술적 측면 

토지를 유용하게 이용하며 환경을 보전하고 해로운 시설의 지하 입지는 바람직하며 기술 

적으로 대응이 가능하다 최종 처분장으로서의 채굴적을 이용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3) 경제적 측면 

일부 지가가 고가인 지역을 제외하고는 현 상태에서는 건설비， 운영관리비의 총비용이 지 

상입지와 비교해 우위에 있지 않다 향후 점차로 경제성이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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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적인 측면 

산업폐기물을 지하공간에 매립 처분함으로써 격리시킨다. 또한 산업폐기물을 지하에 매립 

처분함으로써 인간 생활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자연 환경보존에도 유익하다. 

5) 파급 효과 

휴·폐광산의 산업 폐기물 처분장 활용으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꾀할 수 있다 

6)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가) 위치 측면 

방사성 폐기물을 지하 심부에 처분하여 초장기간 생물권으로부터 안전하게 격리시키는 것 

이 목적이며 처분방법으로 지하 심부처분이 유력시 되고 있다. 

나) 기술적 측면 

지하 심부는 인간 활동권 외로서 외적인 충격을 받기 어렵고 초장기간 안정될 수 있으며 

암반에 의한 방사성 물질의 흡착에 의한 지연효과도 있어 지층처분은 초장기간 안전하게 격 

리시킬 수 있다. 대량의 처분장은 지하공간이 필요하며 폐광을 이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만하다. 

다) 경제적 측면 

지층처분이 안전성， 경제성의 점에서 가장 유리한 방법으로 여겨지며 향후 기술 발전으로 

우주처분， 방사성물질의 소멸처리 등과 비교 겉토가 예상된다 

라) 사회적인 측면 

원자력 관련시설에서 배출되는 방사성 폐기물의 안전한 처분은 원자력발전의 사활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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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문제이므로 빠른 시일 내에 지층 처분의 조사연구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마) 파급 효과 

처분 시스템의 개발은 과학기술의 진보에 기여하며 국가의 안전， 국제협력에도 크게 기여 

할것이다 

마. 유류지하저장 

1) 위치 측면 

유류의 전량을 수입하는 취약한 에너지 공급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유류의 지하저장은 지 

하의 항온성， 기밀성， 불연성， 방폭성， 화학적 안정성 등의 특성에 의하여 지하에 원유를 비 

축하는 것이 유리하다. 현재 국내에 유류의 비축을 위해 가동중인 기지는 원유지하저장기지 

271. LPG 지하저장기지 371가 있다. 

2) 기술적 측면 

지하저장시스템의 기술이 완성되었으며 원유의 지하저장방식은 수봉식이며 원유의 엣상 

상태에 따라 여러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 

3) 경제적 측면 

유류비축기지는 안정성， 경제성의 양면에서 지상탱크와 비교하여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4) 사회적인 측면 

시설의 지하화로 지상의 환경， 경관이 보전되며 유류유출， 화재 등에 대한 안정성이 높다 

5) 파급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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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범의 개발로 지하공간 이용기술의 진보에 공헌하였으며 대형비축기지의 건설에 의한 

대형 프로젝트로 지역경제의 활성화에 도움을 주었다 

바 압축공기 지하저장 

1) 위치 측면 

전력소비 부하율을 향상 및 연료의 사용효율을 향상시키는 수단이다. CAES-GT는 GT 

발전과 압축공기저장을 복합시킨 전력 저장시스템이다. 압축공기 저장에는 지하의 특성을 

살려 지하에 저장하는 것이 최적이라고 판단된다 

2) 기술적인 측면 

대규모 고압 압축공기 저장은 지하저장이 적합하며 CAES-GT의 특성은 도시 근교의 입 

지가 가능하며 대~소 용량의 대응이 가능하고 부하변동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으며 환경 

영향이 적다 CAES-GT에 적합한 GT 시스템 개발이 필요하다 

3) 경제적 측면 

기존의 양수발전이나 다른 개발 중인 시스템과 비교하여 입지조건 등을 다르게 단순화할 

수는 없다. 전력의 안정 공급에 기여를 한다. 

사. 지하 양수발전소 

1) 위치 측면 

지상의 양수발전소의 하부 저수조를 지하공동에 위치시키는 방식이다 

2) 기술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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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식 양수발전의 이점은 입지선택이 확대되며 고낙차의 이용이 가능한 것이다 기술적 

으로는 대규모 지하 구조물 건설의 조사， 설계， 시공기술의 개발이 필요하다 

3) 경제적 측면 

건설비는 비싸지만 입지가 적당하다면 송전비용 저하 등으로 경제성이 있을 가능성이 있 

다. 계속적인 조사， 연구가 필요하다. 

4) 사회적인 측면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다. 

5) 파급 효과 

지하 심부 대규모 개발로 지하 건설기술의 지보에 기여할 것이며 방사성 폐기물의 처분으 

로 대용하여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 

아. 지하 원자력발전소 

1) 위치 측면 

국내 원자력발전소는 현재 지상에만 위치해 있으나 향후 지하입지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2) 기술적 측면 

지하입지의 이점은 내진성 향상， 안전성 향상， 자연환경보전， 입지의 선택 폭의 확대이다 

향후 많은 기술개발과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3) 경제적인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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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입지와 비교하변 경제성이 뒤떨어지지만 건설비 이외에도 보상비， 송전비용 등을 고 

려한 종합적 판단이 필요하다 

4) 사회적 측면 

원자력발전의 안전성 향상 및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가능하게 한다 

5) 파급 효과 

기술개발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연구성과는 지하공간 이용기술의 발전에 기여한다. 

6) 지하 변전소 

가) 위치 측면 

대도시 집중화로 전력 수요가 증대되어 초고압변전소의 설치가 요망되고 있으며 일반 빌 

딩의 지하에 설치하는 방식을 검토하여야 한다. 도시 기능 집중화로 지하변전소의 수요가 

증대되고 있다 

나) 기술적 측면 

지하의 특성인 방음성， 방진성 등을 유효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현재의 기술 수준으로 설 

치가 가능한데 향후 대형화， 대심도화에 대응하는 기술개발이 필요하다-

다) 경제적 측면 

고층 건축의 지하에 변전소를 위치시키면 경제성이 있으며 대소비지의 지하 입지는 송전 

선 비용변에서 유리하다 

라) 사회적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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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으며 변전시설의 지하 설치로 안전성이 향상된다. 

마) 파급 효과 

연료전지 발전소 등 향후 도시 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의 가능성을 개척해 나간다. 

이밖에도 지하를 이용하여 설치할 수 있는 활용 대상 및 시설은 석탄지하저장， 초전도전 

력저장(SMES) , 열수저장， 핵연료저장， 주류저장， 실험·연구시설， 폭약공장， IC공장， 초정 

밀가공공장， 식물공장， 상 하수도 처리시설， 지하방재센터， 지하정보센터 등으로 이용이 가 

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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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국내 폐광산 자료분석 및 현장 조사 

제 1절 국내 폐광산자료 분석 

l. 자료조사 방법 

가 기존자료 활용 

기 조사되어 있는 자료를 찾아서 전국 폐광산을 지역별로 광종별，상황별(가행중， 휴지중， 

폐광)로 정리해서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목록을 작성하였다. 광산별 리스트에는 광산명(회 

사명) . 소재지， 광구등록번호， 도면지적 번호， 생산실적， 기타사항 들을 정리하였다 

二1죠:고LλL 
0 -，。 ι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확인이 어려운 광산 

석탄광산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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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변화 작업 

위와 같이 정리된 자료를 1 : 25.000 지형도에 정리해서 폐광산의 분포 와 위치를 명확하 

게 하고， 현장확인이 편리하도록 하였다 정리방법은 광종별， 상황별로 모양과 색갈을 달리 

하였다 

다.설문조사 

각 광역단체C167H 시， 도)와 시군C1607H)에 설문서를 보내고， 해당 지방자 치단체의 관 

활에 소재하는 폐광산이나 폐터널 현황과 활용여부， 활용시는 활용내용， 향후 활용계획과 지 

역주민들의 희망사항， 기타 사항 등을 문의하였다. 

라. 광산별 현장조사 

상기 조사에 의하여 활용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폐광산에 대하여는 직접 연구진이 현장을 

방문해서 조사를 실시하고，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활용가 능성이 확정되면 관계기관이나 연 

고자와 협의해서 정밀조사를 실시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이 조사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사표를 활용한다. 

口 조사자 성명 . 

口 조사일시 1998. 

口일 기 : 

1. 광산현황 

가.광산병 : 

나.광업권자: 

다. 광구번호: 

라. 광종 : 

마.광산소재지: 

바. 광업권자 주소: 

폐광시 혀작 조사표 

가. 갱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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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요 갱도의 크기 및 연장 

2) 암반의 종류 및 물성 
3) 지보의 종류 및 형태 

4) 현재 유지상태 

5) 온도 및 습도 

。 갱내수의 온도 및 습도 

。 갱구의 옹도 및 습도 

6) PH 
O 갱내수로 인한 오염 여부 



사. 폐광 연월일 : 

1) 가행기간 

2) 폐광사유 

아 생산량 

1) 년평균 생산량 

2) 최대생산량 

3) 총 생산실적 

2 채광분야 

가.적용채광법 

나 개 갱 

1) 수평갱(통동) 

2) 사 갱 
O 경사 및 연장 

。규격 

3) 수 갱 

。연장 

。규격 

다. 상하반의 암종 및 물성 

라. 광체부존 현황 

1) 주향연장 

2) 경 사 

3) 폭 

마. 갱내도 유무 

3. 갱도 및 채굴공동 

2. 폐광현황 분석 

가. 설문에 대한 응답 결과 

O 갱내수의 출수량 

나.채굴공동 

1) 크기 및 규모 

2) 암반의 종류 및 물성 

3) 현재의 유지 상태 

4) 온도 및 습도 

다 폐석 및 광미 

1) 폐석의 추정 적치량 

2) 광미의 추정 적치량 

3. 위치 및 교통 

가. 도로상태(포장，비포장，도로폭 등) 

나. 철도 유무 및 위치 

다 인근 도시와의 거리 

라. 활용대상 공급지와의 거리 

4 활용방안 

가 활용대상 

나 활용시 조치사항(갱도보강， 확장 등) 

다 활용시장점및단점 

라 현재 활용여부 및 주민 의견 

마 활용에 필요한 사항(물， 전력 등) 

5. 민원문제 

가 현상태에서의 광해 등 민원사항 

나 활용시 예상되는 문제점 

6 기타 의견 

설문에 대한 응답이 저조한 편이었지만 실제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자세 

한 자료를 보내주었다. 대부분의 폐광산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에서 자료파악이나 현장확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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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응답은 9개광역지자체의 13개 시.군으로부터 회신을 받았고 

그 중에서 4개 시.군(인천광역시， 목포시， 양주군， 경산시)은 해당이 없고. 9개 시군은 활용 

성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여 왔으며 내용은 다음과 같다. 

광주광역시 : 금광산 - 젓갈류 저장고로 활용중(1 .5km 3.000m') 

경기도 광명시 : 가학(시홍)광산 - 공간활용 계획(현재 젓갈 저장중) 

강원도 영월군 · 옥동탄광 - 갱내 배기 이용(버섯재배 등) 

영월광업소 - 갱내 배기 이용(버섯재배 등) 

동해시 : 삼화철광산 - 동굴관광지 

태백시 : 함태탄광(함백갱 및 수갱) - 체험공원 

충청북도 옥천군 : 삼화광산(흑연) - 활용성이 낮음 

경상남도 진해시 : 장천동굴(일제 군수물자 보관소로서 소규모 동굴 11 개소) - 저온창고 

등 검토(단면적 2.5m x 2.3m) 

진주시 · 갱도는 있으나 위치관계로 부적절 

전라북도 정읍시 : 갱도는 있으나 현장확인이 어려움 

팔봉광산 - 단면2m x 2m 길。1700m (1 990년경 폐광) 

조선광산 확인 불능(1940년경 폐광) 

풍원광산 - 확인 불능 

상두금굴 - 단면2m x 2m 길이 25m. 28m 

나 지역별 폐갱도 활용 현황 

기존자료와 설문조사， 현장확인에 의하여 얻어진 자료를 종합해 보면 표와 같고， 자세한 

내역은 아래에 정리된 각 지역별 폐갱 활용 현황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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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폐갱도 활용성 분석 

활용가능 활용곤란 

별 시군 스cca。 tj4 비금속 소규모 합계 

(재배) 
저장 관광 폐광후 소계 

(노전) 위치 
사광 석탄 군사 --〈「‘등 o즉 가행 소계 

→:ilλ 。{ 2 4 1 3 1 11 

철원 3 5 5 2 2 17 

화천 4 4 2 3 13 

양구 l 2 2 2 7 

춘천 1 l 3 13 3 21 

홍천 1 34 5 40 

횡성 2 17 4 23 
강 

원주 9 19 2 30 

。l:J: CJ 1 1 3 5 

인제 3 11 14 
원 

평창 12 12 12 37 

정선 2 1 9 13 21 34 6 8 70 

영월 4 4 9 23 25 4 20 72 

7J-느 。= 2 1 4 13 14 6 34 

태백 4 2 8 9 6 10 2 27 

통해 3 3 6 

삼척 5 6 17 11 4 3 35 

합 계 14 6 5 19 44 127 214 4 31 12 3 71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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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가능 활용곤란 
도 

시‘군 합 껴l 
낼 

농업 
저장 관광 폐광후 소계 

비금속 소규모 
사광 석탄 군사 수몰 가행 

(째배) (노천) 위치 
소계 

서울 1 2 3 3 

연천 5 4 2 5 16 17 

가평 14 16 1 。ι‘ 33 33 

포천 7 20 4 31 31 

。~1' 1 1 2 2 

의정부 1 1 

동두천 4 4 4 

파주 9 2 5 16 16 

켜g 고양 l 

김포 4 2 6 12 12 

양평 30 3 34 34 

딩:>g-1' 1 3 1 5 5 
기 하남 2 1 3 3 

안양 1 

광명 1 2 3 4 

지 
과천 1 

남양주 4 2 6 6 

부천 2 3 3 

시홍 2 5 7 7 

역 안산 3 3 3 

용인 1 7 9 9 

안성 14 15 15 

여주 13 7 3 23 23 

이천 1 6 7 7 

화성 9 4 1 14 14 

평택 2 3 3 

송탄 1 1 

강화 5 2 4 11 11 

옹진 25 12 5 42 42 

인천 1 4 6 7 

합 계 2 2 4 118 130 24 3 1 39 315 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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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강원도 지역 

@ 고성군 : 군청 관광경제과 담당자 김선태 (0392)681-2191 (교) 

간성읍사무소 (0392)681-3002 산업계장 고광산 

현내면사무소 (0392)680-3603 총무계장， 재무계장 

* 지역적으로 활용가능성이 적고， 갱도가 남아 있는 곳이 없음. 

고명광산(금 은) 현내변 명파리 입갱가능 합동납골당 등으로 활용가능 

현내면 마달리에서 옥광산이 소규모로 개발중임 

# 활용가능: 

활용곤란 : 10개광산 비금속광산(노천) 2개광산(우신， 대현) 

사광산(사금광산) 1개광산(제일영양) 

군사시설지역 3개광산(동보미륭，부국은광，용달) 

소규모， 갱도흔적이 없음 4개광산(동양，간성，창암，고명) 

현재가행중 1개광산(비금속) 

@ 철원군 · 군청 지역경제과 상공운수계 담당자 이영준 

(0353) 52-229 1(교). 50-5356 

# 활용가능 : 

활용곤란 : 17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3개광산(철원，금화，제2삼부) 

군사시설지역 5개광산(천록，화성 ，원남，대륙당헌，금천) 

수몰지 역 2개광산(세종，문수) 

소규모， 갱도흔적없음 5개광산(동광，단록，동조，철원，송궁) 

현재 불규칙 가행중 2개광산(계렴，원일) 

@ 화천군 : 군청 관광경제과 경제가스계 계장 (0363)442-1211 -3(교) 

# 활용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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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곤란 : 13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4개광산 

(대한형석，사내제1.계성，사내제1) 

군사시설지역 2개광산(환능，태산) 

소규모， 위치나쁨 4개광산(화월，화천안국，황우，홍국) 

현재 불규칙 가행중 3개광산(광덕제1.미조사-일진，부촌) 

@ 양구군 : 군청 관광경제과 관광개발계 담당자 김인중 (0364)481-2192 -6(교) 

# 활용가능: 

활용곤란 :7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선우(고령토)) 

군사시설지역 2개광산(선덕 ，선우(금 은) ) 

소규모， 확인 안됨 2개광산(양구，명대) 

현재 불규칙 가행중 2개광산(인수양구，양구광업) 

도로터널-1개소(양구도고터널) 1차선 콘크리트라이닝 

평화의 댐공사보조용-위치상 사용은 곤란함 

@ 춘천시 : 시청 (0361) 

신동면사무소(0361)262-8712 

서면사무소(0361) 243-2031 산업계 이효섭 

동면사무소-연욱광산(0361)242-1042 가행중 

사북면사무소(0361)243-1031 산업계 황한기 

# 활용가능 : 1개광산(가행중 : 대일춘천연옥)-폐광후 활용성 검토요 

활용곤란 : 21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3개광산(경춘장석，금보，광진산업) 

사광산(사금 1개광산(춘홍) 

수몰지역 1개광산(강일) 

소규모，확인안됨 13개광산(가덕 ，동덕 ，금대 ，대동，도암，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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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삼봉，신북，신영 ，가평 103 ，화천97 ，세 

장，물노) 

현재불규칙 가행중 3개광산(백천，여천，무량) 

@ 홍천군 : 군청 경제관광과 지역경제담당 이학범(0366)432-7801 (교) 

* 활용성 있는 폐갱도가 없으며， 필요하다면 추후에 연락주기로 하였음 

# 활용가능: 

활용곤란 : 42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한국인상흑연) 

@ 횡성군 : 군청 (0372) 

소규모，확인 안됨 34개광산(풍암，서석，강원철산，강원，금 

물산，금봉，금화，대성야시대，대진，동양 

홍천，문현，부광，삼화，서화，석담1.석담 

2，용수，진홍홍천，화전대명，두촌，소림 

홍천，홍천자은，화전리 ，홍홍，홍천비소， 

홍창，창순，신성，수서，삼익，동두，도목 

동，대남，금왕，굴지리，교동) 

불규칙가행중 5개광산(백우，북방석회，강평，용암，거당) 

안홍면사무소(0372) 342-4031 민원계장 

* 활용중이거나 활용성이 있는 폐갱도는 없음 

# 활용가능. 

활용곤란 : 23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2개광산(성일，청우횡성) 

소규모，확인 안됨 17개광산(금천지，천곡청일，옥성현대，태 

동，면천，수국，홍원 ，휘성 ，횡성내덕 ，춘광， 

제일고성 ，장곡，욱창，선왕청소，삼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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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갑산) 

불규칙가행중 4개광산(거광초당，산전，정곡，금천) 

@ 원주시 : 시청 (037 1) 

문막읍사무소(0371)734-3504 산업계장 김일중 

귀 래면사무소(037 1) 763-3503 엄 기 호씨 

부론면사무소(037 1) 731-3505 복지계장 심화식 

홍업면사무소(037 1) 762-5011-3 산업계장 

* 활용중이거나 활용성이 있는 폐갱도가 없고， 충입이 가능한 갱도는 없음 

# 활용가능: 

활용곤란 : 30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9개광산(강원도로마이트，신산석회 ，가암 

도석，거암도석，귀래광업，광용구학，삼영 

광업，재화문막，태홍) 

@ 양양군 : 군청 (0396) 

지하개발로 활용곤란 1개광산(신림석광) 

소규모，확인 안됨 187H광산(응암，원풍，일당산，수광，삼만， 

선덕，원주대명，정기，영화원주，홍성，황 

부.형남，포옥，송계리，부덕，부귀，만석， 

동홍) 

불규칙가행중 2개광산(금강，화창신림) 

서면사무소(0396)672-3003 부면장님 

* 양양광업소는 활용성이 있으나 휴지중임으로 광업권자의 의사가 중요함. 

# 활용가능 : 1개광산-농수산물저장 또는 관광용으로 활용(양양) 

활용곤란 :5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현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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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광산(규사) 1개광산(동해규사) 

소규모，확인 안됨 3개광산(보굴，구룡，신한) 

@ 인제군 : 군청 (0365) 

인제읍사무소(o365)461-2302(교207) 산업계장 

# 활용가능: 

활용곤란 : 14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3개광산(진보운모，보리아，가나) 

소규모，확인 안됨 11개광산(관대대성，수산，홍천，창암，석 

정대곡，박수，대전대창，금대，군량，가 

리봉) 

@ 평창군 · 군청 상공과 지역경제계 담당자 주현관 (0374) 120 

* 군청을 방문하여 당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 1개광산 버섯 및 와사비 재배중(용배탄광) 

활용곤란 : 377B광산-비금속광산(노천) 12개광산(삼륜，대성평창，덕산，방림，세 

형 평창，원암용평，창동석회，평창 석회， 

상안，선린규석 ，장평 ，풍광) 

석탄광산 1개광산(명지) 

소규모，위치관계 12개광산(부암，옥령，백은，영평，평창，이 

촌， 횡계，원당，오대，방계，대아，대륭) 

가행중(노천)11개광산(방림대리석，금산평창，평창개발，한 

독평창，평창대리석，번진，부럼평창，경동，국제 

광업，대화 산업，세양자원) 

가행중(갱내굴) 1개광산(태영청수-위치가 좋지 않음) 

85 



@ 정선군 : 군청 지역경제과 광산지도계 담당자 서범식 (0398)562-3911 (교) 

* 군청을 방문하여 당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 13개광산-관광용활용(천포(동원) ) 

휴식공간으로 활용(동원(천포) 가산갱) 

고랭지채소저장용(화성철광-갱도확장등 필요) 

버섯재배(경일탄광) 

가행중 폐광후 활용검토(석탄광 2개소(동원，삼탄) . 석회석 

광산 7개소(쌍전，대진정선，백광소재，성신광 

업，충무화학，풍촌석회석，한두석회석) .금속 

광산1개소(신예미)) 

활용곤란 : 70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21개광산(함백고령토，문석개발，재룡，증 

산고령토，덕암，예광석회석，정선，남승，남 

승제1.동명，진석，태화，태양，원우，여진，두 

봉，임계，명진광업，복도광업，자연반천，제 

왕통상) 

석탄광산 6개 광산(성창，묵산，나전，대성정선，함백，세원， 

자미원) 

사광산(사금) 1개광산(장열) 

소규모，확인 안됨 347H 광산(서류골지리，임계，약천，의림， 

여곡，공영，구룡，금직，낙동，덕암，덕일，문 

곡철광，백전，북동，삼원，수월，운치，정원， 

지억，함창，회창，동경철광，화의，화래，풍 

렴，이목，월용，예미 78호，석곡，봉정，보수 

’몰운，광대곡，개금) 

가행중 8개광산(금속광산 2개 광산(동남，우신) .석회석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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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6개 광산(몽정，성우，예미석회，우전석회，문곡， 

월석) 

@ 영월군 : 군청 지역경제과 특수지역개발계 담당자 이상창 

(0373)373-2101-4(교) 

* 군청을 방문하여 당무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9개광산-버섯재배 4개광산(영월탄광，덕산탄광，정양광업소，성안광업 

소) 

농산물처장 1개광산(상동) 

가행중 폐광후 활용검토 4개광산(금속광산 1개소(창월)， 

석회석광산 3개광산(상동석회 

석，청림광업，태영신홍) ) 

활용곤란 : 727B 광산-비금속광산(노천) 237B 광산(태일，정석 ，금성운모，삼보영 

월，상보와주，칠보，연아，삼진，일성，성태， 

유암，영홍，동광쌍용，삼화영월，한영기업 

，한일백운석，금아규석，대한중석규석，삼 

지주천，삼보규석，영국채，장산규석，영월 

납석) 

석탄광산 4개광산(한일，고명，옥동，후천) 

소규모， 확인 안됨 257H 광산(성안제2옥령，순경석，양지， 

영원，유전，이욱，주전경기 ，영안철광， 

옥수，우백，한홍，일동중석，이목 ，옥동 

125호，옥동21 호， 영월옥동， 영 월보천 

，영월 9 19호，안홍，보양，도천，도원， 

금연，강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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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중 207H광산(금속광산 2개광산(영월백년，삼기) .석희 

석광산 18개광산(백산장석，새로나，오곡영월，대성 

영월，고려시리카，대성쌍용，대성옥동，대창산업，삼 

성석회 ，서진석회석 ，쌍용자원영월，아세아시벤트，현 

대영월，벽암신홍，쌍용영월석회석，우룡석회석，한성 

마차백운석，통신산업) ) 

@ 강능시 : 시청 지역경제과 연료자원계 담당자 장광진 (0391) 640-4354 

* 시청을 방문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4개광산-관광용으로 활용가능 1개광산(송천) 

농수산물 저장용 1개광산(옥계석회석) 

버섯재배 2개광산(영통탄광.강능탄광) 

활용곤란 : 34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13개광산(삼아석회 ，남양，동우동해 ，동 

욱규석，명진규석，소림，손림，신성규석， 

안인，우신，유창안인，주문진，홍청규석 2) 

석탄광산 6개광산(홍국세림，화성，영진，낙풍，신일，홍일) 

소규모，확인안됨 14개광산(옥계，율곡，대곡，동진，옥성，피래 

，강능철광，금풍，장재，옥일，성산，남양，계홍 

’청산) 

가행중 1개광산(한라시멘트) 

폐터널 1개소(수력발전소 보조수로 1824m 

높이 3 . 5m x 폭3 . 5m x 길이 1824m(514m + 1310m) 

완전히 불용 터널이지만 용수가 심하고， 습도가 높고， 통기 

가 불량함(연락처 강능수력발전소 (039 1)640-2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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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0-2250) 

@ 태백시 : 시청 광업진홍과 광산지도계 계장 권인규 (0395) 550-2428 

* 시청을 방문하여 당사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8개광산-관광용으로 활용 1개광산(함태탄광 함백갱， 수갱) 

농산물 저장용 2개광산(삼척동양광산，거도) 

버섯재배 4개광산(강원 전차갱 소목갱，제2연화 동점，연 

화폐재댐，동해) 

가행중 폐광후 활용검토요 1개광산(장성) 

활용곤란 : 27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9개광산(장성납석 ，대백고령토，연화고령 

토，조광，한백고령토，유풍，송학석회 ，풍 

천석회) 

석탄광산 107H광산(황지，삼정，한성，대진，성원，동화，태영， 

협성，신번지，장원) 

소규모， 확인 안됨 6개광산(유곡，신풍，천의，어상천，공생성， 

풍진) 

가행중 2개광산(석탄광산 2개광산(태백，한보)) 

@ 동해시 : 시청 지역경제과 공업계 담당자 김명수(0394) 533-3012 -20 (교) 

530-2361 

*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 1개광산-관광용으로 활용 1개광산(삽화철광산) 

활용곤란 :6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3개광산(동일동양망상，동해고령토，삼해 

동일) 

가행중 3개광산(동양제1.동해석회석，삼화동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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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척시 : 시청 광업진홍과 담당자 박완기(0397) 572-201H교) 

하장면사무소(0395)552-0031 산업계장 

* 시청을 방문하여 담당자의 의견을 확인하였음 

# 활용가능 :6개광산-버섯재배 1개광산(제2연화) 

폐광후 활용성 검토요 5개광산(석탄광산 2개광산(석공도 

계，경동) ，석회석광산 3개광산(동해 

석회석 .신기석회석 ，태영석회삼도) ) 

활용곤란 : 367~광산-비금속광산(노천) 177~광산(광동장석 ，황지장석 ，금남，삼 

경，우숭，동양삼척고령토，시영고령토，신 

석，장호，해제고령토，동양제1.동국，장자 

，광동장석 ，동일동양삼척 ，삼본미로，석원 

상원) 

2) 경기도 지역 

@ 서울특별시 

# 활용가능: 없음 

석탄광산 4개광산(대방，국일，삼마，계원) 

소규모，확인 안됨 11개광산(삼척，은치，중봉，동보철광，삼 

원，숙암，추동，미로，임원진 118호 ， 보원， 

백전) 

가행중 3개광산(석회석광산 3개광산(쌍용삼척，청림，대성 

마교) , 금속광산 1개광산(둔전) ) 

활용곤란 :3개광산 사광산(사금) 2개광산(광장사금，한강사금) 

소규모(가행중) 1개광산(홍제유화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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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천군· 

# 활용가능 : 1개광산-휴게소 등 1개광산(연천보장) 

활용곤란 : 16개광산 비금속광산(노천) 5개광산(중리석회석，우경산업，연천，삼 

한，대농진흥) 

석탄광산 2개광산(서림，경기제일) 

소규모，확인 안됨 4개광산(연천，태영 ，사중，공영 1) 

가행중 5개광산(비금속광산 5개광산(삼양광업，상진，대홍 

제 2. 연천화학，예광) ) 

@ 가평군 : 군청 지역경제과 상공계 담당자 범용석 (0356) 580-2274 -75 

# 활용가능: 

활용곤란 : 33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147H 광산(청평도석 ，유광청평 ，가평 ，대 

륙장석，운악，태삼진흑연，병진，우석，갑 

진，구성，금강，대릉장석.동민，이화) 

석탄광산 1개광산(태삼진) 

소규모，확인안됨 16개광산(용석제일，가평 ，금방，대금산，대 

명동，명보，삼북，상색，융청보청，명지，부일 

，복장，보정 ，대금1.개곡，가평닉켈) 

가행중 2개광산(비금속 1개광산(고려시리카) . 금속 

광산 l개소(남왕) ) 

@ 포천군 · 군청 지역경제과 공업진홍계 담당자 김병근(0357)533-5961(교) 

# 활용가능 : 

활용곤란 : 31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 7개광산(포천장석 ， 백운，포천고령토，중 

리석회석 ，덕둔， 백운，부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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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군 

# 활용가능 

소규모，확인안됨 207H광산(영중，금동칠성 ，금장，대창1.운 

장은장，포천철，동현，포천닉켈，청계 2.용읍 

，영평1.영남，신애，성동리，성동，삼창2.보 

신，금주，금강석，용 석운산) 

가행중 4개광산(금속광산 1개광산(고남산) . 비금속광 산 

3개 광산(유광만보，경기활석 ，삼양) ) 

활용곤란 :2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우주장석) 

@의정부시 

# 활용가능 

가행중 1개광산(비금속광산 1개광산(봉재장석) 

활용곤란 : 1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의정부장석) 

@ 동두천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4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4개광산(소요시리카，봉암규석，동홍，삼창 

석회) 

@ 파주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 16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9개광산(삼우은사，대영 ，우암，파주，한강 

，약산 석회광，홍명，파평석회，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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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 활용가능: 

소규모， 확인안됨 2개광산(운곡，금촌) 

가행중 5개광산(금속광산 2개광산(금생，일산) . 비금속광 

산 3개광산(중경 ，장명 ，덕천) 

활용곤란 : 1개광산-소규모，위치나쁨 1개광산(대일연광산) 

@김포군 

# 활용가능: 

활용곤란 : 12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4개광산(한홍1.대명，한홍2. 홍창) 

소규모， 확인 안됨 2개광산(부평，태국) 

가행중 6개광산(금속광산 1개광산(오승중앙개발) .비금속 

광산 5개광산(신홍，대성，서선，진원，한홍세라믹) 

@ 양평군 · 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계 담당자 김병후(0338)773-5102 -5(교) 

# 활용가능 

활용곤란 : 34개광산 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대옥보성) 

소규모， 확인안됨 307~광산(금동，보성1.양평，용문，금계， 

금정，대월，보봉，보익，삼성，삼성삼부성， 

삼창，양동，양자，칠보중석，화륭，황거， 

금왕，청룡강안，제2삼성 ，천원1.자원，여 

주1.삼성 1.부광1.동왕2.금달，구모，계 

성1.대원1) 

가행중 3개광산(금속광산 1개광산(신당) . 비금속광산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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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광산 (유성，동경규석) ) 

@광주군 

# 활용가능 

활용곤란 5개광산 비금속광산 1개광산(삼능산업) 

사광산(사금) 1개광산(구적사금) 

소규모，확인않됨 3개광산(생금，덕둔，삼창가락) 

@ 하남시 

# 활용가능 : 

활용곤란 :3개광산-사광산(사금) 1개광산(광주백년) 

소규모， 확인 안됨 2개광산(광동，광주철광) 

@ 성남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 안양시 

# 활용가능 : 1개광산-지하저장소 또는 대피소(안양장석) 

활용곤란: 

@ 군포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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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시 : 시청 지역경제과 공업계 담당자 차동관(02) 6806-281 

# 활용가능 : 1개광산-수산물(새우젓)저장고로 사용중， 관광용으로 개발계획중 

l개광산(가학광산) 

활용곤란 :3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시홍흑연) 

소규모，확인 안됨 2개광산(삼보，수암) 

@의왕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과천시 

# 활용가능 : 

활용곤란 : 1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과천장석) 

@남양주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6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4개광산(금곡장석，금신고령토，중앙，화도) 

사광산(사금) 2개광산(능내 ，금부) 

@ 구리시 

# 활용가능: 

활용곤란: 

@ 부천시 

# 활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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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곤란 :3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경기석회석) 

소규모，확인 안됨 2개광산(부천철광，소인) 

@시홍시 

# 활용가능 : 

# 활용곤란 :7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2개광산(경기광업，군자) 

소규모，확인 안됨 5개광산(대야，시홍，태백，수암2.삼보2) 

@안산시 

# 활용가능: 

# 활용곤란 :3개광산-가행중 3개광산(비금속광산 3개광산(풍도，장경사3호，대부) 

@용인시 

# 활용가능: 

# 활용곤란 :9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대덕고령토) 

@안성군 

# 활용가능: 

소규모，확인안됨 7개광산(독성，용인，흥산，진홍용인，지곡，야 

광，삼숭) 

가행중 1개광산(비금속광산 1개광산(남양) ) 

# 활용곤란 : 157H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삼죽고령토) 

소규모，확인안됨 14개광산(적재，대한，안성，안양，은성，천영 ， 

보체 ，보개 ，천보1.욱서광，석화，서교，덕 양2.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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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군 

# 활용가능 : 

# 활용곤란 : 237H 광산-비금속광산(노천) 137H광산(북내，계림여주，싸리산，능서， 

고령토，세종，신애，여주，여주우창，여홍， 

@이천시 

# 활용가능 : 

중암운모，여주규석，중암고령토，대옥유 

진) 

소규모，확인안됨 7개광산(팔보1.여주1.추산，영국，신려，보 

룡，개군) 

가행중 3개광산(비금속광산 1개광산(여주장석) . 금속광 

산 2개광산(여주경산，여주삼정팔보2) ) 

# 활용곤란 :7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부발고령토) 

소규모，확인안됨 6개광산(판막，이천，동보1.도야，대각，관성) 

@수원시 

# 활용가능 : 

# 활용곤란 

@ 오산시 

# 활용가능 : 

# 활용곤란 : 

@ 화성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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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활용가능: 

# 활용곤란 : 14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9개광산(이화산업 ，비봉고령토，경기장 

석，동철수원，밀양，경기，근기，장경 사5 

호，선광) 

@평택시 

# 활용가능: 

소규모，확인안됨 4개광산(남양，삼보3.본국，경분) 

가행중 1개광산(비금속광산 1개광산(삼창규석) 

# 활용곤란 :3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2개광산(평택흑연，태광) 

사광산(사금) 1개광산(성환) 

@송탄시 

# 활용가능: 

# 활용곤란 : 1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우대규석) 

@강화군 

# 활용가능: 

# 활용곤란 :11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5개광산(상도，강화，길상，두성，희성자원) 

사광산(사금) 4개광산(불온강화，풍보，일평，인곡) 

소규모，확인안됨 2개광산(주문도티탄，서도2) 

@ 옹진군 : 군청 지역경제과 상공가스계 담당자 이도영 (032)880-2352 

# 활용가능 : 

# 활용곤란 : 42개광산 비금속광산(노천) 217H광산(대부고령토，단암，성우，영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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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영홍，풍도，삼한강선갑48호，삼한 

강영홍78호，삼한강영홍98호，신우제 1. 

신우제 2.용유도，영진9호，한동，선갑，금 

단공업 ，한염해운선갑，한염 ，세원，선갑규 

사，선광 덕적 2) 

금속광산(노천) 4개광산(영홍，창봉，용유，부덕 2) 

사광산(사금 등) 12개광산(대지，영종，운서사금，정족，부 

영사금，북진，광민，대부도114호，영도， 

신도，선감，동광산) 

가행중 5개광산(금속광산 1개광산(연평도) . 비금속광 산 

4개광산(고려제2. 백령 ，한일，삼한강 선갑4호) 

@ 인천광역시 : 시청 공업계 담당자 심윤보(032)427-0083 

# 활용가능 : 1개광산-농수산물저장 또는 대피소로 활용가능 1개광산(영풍부평) 

# 활용곤란 :7개광산-비금속광산(노천) 3개광산(부일，덕일，영종석회) 

금속광산(노천) 1개광산(청전) 

사광산(사금) 2개광산(금정 5.삼영) 

갱도조건(지하개발) 1개광산(경인철산) 

3. 지역별 폐갱도 활용 조사 대상 

충청남북도 지역과 전라남북도 지역에 대해서는 기존자료를 토대로 지역별로 대상광산을 

선정하였으며 이들에 대해서는 추후 지자체와 조사과정을 거쳐 활용가능성 여부 및 그 우선 

순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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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충북지역 

괴산시/군 

광산명 소재지 E‘5훌 .，응 지적 갱도보유현황 

호|사/광업소 옵/면， 동/al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풍령(납) r긴.，.，.τ :0: 원풍 38887 문경 132 -/ 50/ 220/ 

단양시/군 

광산명 소채지 동혹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홍/2.1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유양 단성 양당 22406c 단양 126c 40/ -/ 100/ 

(금，은，연，아연，중석) 

두황(활석) 단양 고평 40161 황강리6 -/ -/ 300/ 

구미(형석) 단양 단양 26197 단양136 / 200/계획 

성신양회(석회석) 매포 매포 40560c 영춘 100c -/ -/ 1. 150/ 

영동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월유(금은) 황간 원촌 10044c 영동66c 150/ 600/ 

제천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그등료 --，응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현일/금성 (휘수연석) 그성 양화 37612 제천 26 -/ 239/ 2,239/ 

장풍/월악(혹중석) 덕산 월악 03585 황강리 58 50/ 120/ 1. 270/ 

100 



충주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C그등릎 -1L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옵/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주천/영덕 (금，은，연，아연，형석) 산척 영덕 44885 목계 17 87/ 17/ 691/ 

일신/동양(활석) 걷 jir;7;IL- 목별 20261c 충주(자)c 3,180/ 7,100/ 

반도/대화(휘수연석，중석) 앙성 능암 07698c 엄정NJ52c 340/ 860/ 

돈산(텅스텐，모리브멘) 앙성 돈산 03435 목계 116 90/ 470/ 

삼신/충주(철광석) 이류 만정 03177c 충주 73c 150/ 245/ 8,530/ 

나.충남지역 

공주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먼，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공주(은) 반포 마암 36066 공주26 72/ 

경기/평안(활석) 유구 녹천 28422c 대 홍46c / -/ 2,280/ 

금산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호|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캠m/ 

진풍(석탄) 진산 묵산 38604 금산81 / / 465/ 

논산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논산(석회석) 가야곡 삼전 02249 논산44 / 30/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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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시/군 

광산명 소재지 퉁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용/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보령(석탄) 대천 명천 23822 남포71c / 1,400/ 

보성(석탄) 미산 도화담 30096 남포42 -/ 2.000/ 

신성/성주(석탄) 성주 개화 23828c / 2.357/ 63.277 / 

성립(석탄) 청라 향천 24560 대천 59 -/ 1.250/ 11.130/ 

삼풍(동보) (석탄) 청라 나원 30411 천 38 -/ 200/ 8.600/ 

월산(대풍)(석탄) 청라 나원 31090c 대천 27c -/ 3.550/ 

부여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훌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1: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대보(석탄) 외산 만수 32127 남포 31 250/ 3.300/ 

성보(석탄) 외산 반교 30033c 남포 24c -/ 500/ 

아미산(석탄) 외산 반교 43072 남포 34 / 4.110/ 

삼대(석탄) 외산 산삼 31674c 대천 30 -/ 900/ 

우량(무량)(석탄) 외산 지선 23886 -/ / 4.010/ 

풍립(석탄) 홍산 홍양 24302 남포 8 -/ -/ 1,440/ 

서천 시/군 

광산명 소재지 뜸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호|사/광업소 옵/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월명(석탄) 비인 다사 31074 서천 74 -/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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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기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I그등료 --，응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전의(금，은) 전의 。~그 -1l 07933 광정 23 130/ 80/ 

예산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호|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광시(석탄) 광시 미곡 25282c 대홍 117c 150/계획 803/ 

청당(석탄) 신양 하천 26187c 대홍 54c -/ -/ 970/ 

천안시/군 

광산명 소재지 둥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한영/천보(금) 입장 기로 05686c 35/ 250/ 1. 390/ 

청양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C그三료 --，르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반도/청양(중석) 자。펴 。 화산 03753 330/ / 610/ 

다 전북지역 

김제 시/군 

광산명 소재지 럭
 
현
 

지적 갱도보유현황 

호1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금출(금，은) 二그人L 
Ð '-'- 금산 52901 전주108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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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5-~릎「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옵/연，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대산(석탄) 대산 신계 30590 남원 125 / -/ 100/ 

완주군 

광산명 소재지 동룩 지적 갱도보유현황 

효|사/광업소 읍/연， 홍/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신보(활석) 소양 신촌 23923 -/ / 1570/ 

전주일(금，은광석) 긴 。r-;「ζ 장선 11856외 190/ -/ 5804/ 

정읍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ζ그;효 ....，응 지적 갱도보유현황 

효|사/광업소 옵/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팔봉 덕천 하학 60/ 640/ 

라 전남지역 

강진 시/군 

광산명 소재지 등록 지적 갱도보유현황 

효|사/광업소 옵/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덕음(금은광석) 공산 신곡 14406 190/ -/ 1110/ 

광주시/광산군 

광산명 소재지 등룩 지적 갱도보유현황 

호|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그n 과 。사 광산 임곡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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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성군 

광산명 소재지 드ζ;등i 료 -，응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옵/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삼호(금) 복내 용전 51417 복내 58 -/ 200/ 

여천시/군 

광산명 소재지 드c등〉료 -，응 지적 갱도보유현황 

회사/광업소 읍/면， 동/리 번호 번호 수갱m/ 사갱m/ 수평갱m/ 

민경산업(납석) 화정 개도 45244 개도66 70/ -/ 250/ 

제2절 유형별 후보광산 선정 

1 유형별 활용대상광산 분류 

조사된 자료를 참고로 활용성을 확인하고， 유형별로 활용대상(활용중인 광산 포함)을 분 

류해보면 다음과 같다. 

가 경기， 강원지역 

1) 경기지역 

* 휴게소시설 · 연천 보장광산 

*지하저장 또는 대피시설 · 안양장석， 영용부평 

* 관광용 : 광명 가학광산 

2) 강원지역 

*지하저장 또는 대피시설 : 양양광업소(양양) . 화성철광(정선) . 상동광업소(영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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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계석회석(강능) . 삼척동양광산， 거도(이상 태백시) . 

* 관광용 : 동원천포(정선) . 송천(강능) . 함태탄광(태백) . 삽화철광산(동해) . 

*휴게소 : 동원천포 가산갱(정선) . 

*농업용(버섯재배) : 용배탄광(평창) . 경일탄광(정선) . 영월탄광， 덕산탄광， 정양광 

업소， 성안광업소(이상 영월군) . 영동탄광， 강능탄광(이상 강 

능시) . 강원， 제2연화 동점， 연화 폐재 댐， 동해(이상 태백 

시) . 제2연화(삼척) . 

* 가행중 폐광후 활용검토 : 

- 관광용 : 대일 춘천연옥， 

- 농업용 : 동원(정선) . 삼탄(정선) . 장성(태백) . 석공 도계， 경동(이상 삼척시) 

- 저장용 : 쌍전， 대진정선， 백광소재， 성신광업， 충무화학， 풍촌석 회석， 한두석 

회석(이상 정선군) . 창월， 상동석회석， 청림 광업， 태영신홍(이상 영월 

군) . 동해석회석， 신기석회석， 태영석회삼도(이상 삼척시) 

2. 유형별 후보광산 선정 

국내 폐광산의 갱도 활용은 앞서 다룬 바와 같이 입지조건， 지반조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로부터 실시설 

계 단계， 그리고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그 활용 방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 

로 본다. 본 연구에서는 활용조건이 유망한 후보 광산을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선정하였다 

가 경기 및 강원지역 

1) 광명시 

이 지역에 위치하는 가학광산은 현재 젓갈류를 저장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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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의견과 이지역의 지질 및 암반 조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용도의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가)배경 

본 광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조건이 견고하고 지질 구조적으로 안정 

성이 기대된다. 

나)폐광현황 

O 소재지 : 경기 광명시 가학동 산19번지 

O 개발된 광종 : 금， 은， 동， 아연 

O 대상지역의 면적 : 52ha 

O 광업권 등록 : 1912. 4. 10. 

O 폐광일시 : 1992. 7. 

O 광업권 소멸 : 1994. 6. 14. (광업권자 : 김기원) 

다)지질구조 

O 주구조는 지층의 주향과 직교 혹은 사교하는 EW 방향의 계단 단층이 발달되 

어 있으며 소규모의 습곡이 국부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O 광맥은 지층의 층리면을 가로지르는 절리를 따라 부존되고 있으며 Lime

silicate 암층내에 국한되어 있다. 

라) 활용변수 및 활용여건 

본 광산은 수도권과 인접한 동일 생활권으로서 서울 주위의 다른 위성도시인 안양， 부천， 

수원， 성남 등 인구밀집 도시와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내에서 가장 좋은 지리적 입지조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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갖추고 있다. 본 지역의 교통망을 보면， 국철 1호선， 지하철 7호선 ('99년 완공예정) , 서해 

안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시홍-안산 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있어 1일 관광코스 및 

휴식권역으로 활용가치가 기대된다. 가학광산 인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건립되고 

있어 이 지역의 호환성있는 역세권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마)활용방안 

CD 청소년 수련시설(담력장) 

청소년들에게 지하 갱도를 공상과학풍 또는 담력장으로 개발하여 지하공간의 색다른 공상 

및 체험공간을 제공하는 시설로 활용이 가능하다. 

@ 해산물 발효장 및 보관 시설 

가학광산은 도심지에 인접하여 있는 금속광산 폐광산으로서 인근 서해안의 젓갈류의 보관 

및 발효에 적합한 시설로 활용하여 발효식품의 부가가치를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관광시설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와 연계시켜 지하공간 관광코스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스포츠 레저 시설 

본 지역 여건으로 볼 때， 노르웨이의 지하수영장， 지하 아이스하키장， 지하테니스장 등과 

같이 계절에 영향을 받지 않는 다목적 스포츠 레저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 지하주차장 

본 지역은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세권으로서 대규모의 공공 주차시설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되며 본 시설을 지하에 건설할 경우 지상을 공원화 혹은 녹지화할 수 있어 환경친화적 시설 

활용이 가능하다. 

@ 지하상가 및 저온저장소 

본 지역의 역세권이 개발될 경우 지하상가와 저온 저장소를 지하암반내에 건설함으로써 

대규모 지하상권을 형성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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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서관， 음악당， 박물관 

수도권에 위치하여 주민에게 문화공간으로서 도서관이나 음악당 시설의 제공이 가능하고 

교육 및 관광목적으로 박물관의 건립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2) 태백시 

가)배경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본 지역은 고원 관광 휴양도시로 건설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태백 체험공원개발 계획에 폐광 갱도를 활용하여 갱도체험장을 개발하는 방안 

을검토하고 있다. 

나) 폐갱구 현황 

구분 폐광산수 갱구수 활용가능 
활용불가 

비고 
ξo호근 -「} 첨수 동 닙라~~원|「λ- 겨l 

총계 42 93 2 61 14 16 91 

모광(대규모) 11 32 2 14 14 2 14 

조광(소규모) 31 61 47 14 47 

다) 활용가능 갱도 현황 

폐광산 갱도명 소재지 규격 활용가능연장 유지상태 

수평갱도 총연장은 4.0km 가량되나， 철재빔으로 시 
단선 공되어 있어 변형이 심하지 않은 1.2km 구간의 활 

함태 함백갱 
소도동 3.0x2.5 1.200 

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300m이상 활용 

산9 복선 계획시 보수가 필요하며 현재 출수량이 많음 

5.0x3.0 ※ 갱구 위치가 사유지이므로 활용에 앞서 소유권자 

의 동의 필요 

소도동 
단선 4.5x3.5 수갱까지 굴착된 수평갱은 콘크리트 라이닝 및 철재 

함태 수갱 수갱권립 부근 200 빔이 시공되어 갱도 유지상태가 양호한 편이나 출수 
100 20X4.5 %,01 틴 LgJS nL 

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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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월군 

일반현황 
광산명 갱도명 개발방향 갱구위치 

구분 내용 

갱도연장 7km 

영월 본갱 바람(온냉) 발생여부 발생 바람을 이용한 개발방법 연구 영월군 북면 마차 

광업소 (전차갱) 갱도앞 토지 공간(활용) 약3만평 필요 리 산54-1 

활용가치 여부 가능 

갱도연장 5km 

바람(온냉) 발생여부 발생 
※ 바람을이용한개발 

영월군 상통읍 구 상동 본갱 
※ 기타 박물관 형식으로 개발 

광업소 (1갱) 갱도앞 토지 공간(활용) 3천평 필요걱태백산 개발과 연계 
래리 산64 

활용가치여부 가능 

갱도연장 O.9km 

Shrinkage 채광법으로 채굴 
바람(온 냉) 발생여부 발생 한 장소로 채굴적에 의한 공동 

본갱 
이 2-3개가 있으므로 세밀한 

(1갱) 
조사 필요=수최초 광산개발자 갱도앞 토지 공간(활용) 없음 
증언 

영월 백년 활용가치여부 가능 영월군 수주변 볍 
광업소 

홍리 산1-1 갱도연장 O.3km 

본갱을 이용한 연계개발이 필 
바람(온·냉) 발생여부 미발생 

요하고 개발시에는 갱도앞에 
하2갱 

적치되어 있는 폐석처리가 필 
갱도앞 토지 공간(활용) 3백평 

요함 

활용가치여부 없음 

갱도연장 5km 

옥동 바람(온 냉)발생여부 발생 바람을 이용한 개발방법 연구 영월군 하동면 주 

광업소 
모운갱 

필요 문리 산1 갱도앞 토지 공간(활용) 1천평 

활용가치 여부 。λA1Jn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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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충청 및 전라 지역 

1) 보령시 및 홍성군 

보령시， 광천읍， 홍성군 황천읍 음암리 일대에서 일제시대부터 활용되어 온 130평 규모의 

새우젓 저장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젓갈류의 저장 및 숙성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새우 

젓을 4-5월에 입고하여 김장철인 9-10월에 군납위주로 전량 출하하고 있으나， 동굴이 낮 

고 좁아 입출고의 불편이 많아 기업화가 필요하다 

2) 광주광역시 

구분 용도 위치 및 규모 활용현황 비고 

※ 위치 광산구 임곡동 산87-2 

※ 규모 

폐광산 二nl고 。Lλ~ 
- 길이 1. 5km 젖갈류 저장고로 

- 폭 3.0m 이용중 

- 높이 2.0m 

※ 면적 약 3.00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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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읍시 

갱도 및 터널 현황 
구분 광산명 위치 현황 비고 

효-「E 높이 길이 

팔봉광산(일명 : 
정융시 - 1990년경 폐광 700m 
덕천면 - 건물2동， 선광터 현존 2m 2m 수직60 

대두광산) 
하학리 갱내는물로차 있음 수평640 

정읍시 
- 1940년경 폐광 

조선광산 덕천면 

상학리 
- 갱구차단으호 갱내 현황 파악불가 

폐광산 
정읍시 

풍원광산 영원면 - 갱구차단으로 갱내현황 파악불가 

후지리 

정융시 
- 상두”상” 금굴 2m 2m 25m 

상두금굴 산내면 
- 상두”하/ 금굴 2m 2m 28m 

상두리 

다. 경상 지역 

1) 부산광역시 

가)배경 

본 지역의 용호광산은 금， 은， 동을 생산하였던 폐광산으로 바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86년 공원으로 지정된 부산 이기대 공원은 공원지정 약 10년만에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동 공원부지내에 위치한 용호광산의 채광권 

을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자는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운반갱도를 이용하여 각종 위락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관할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동굴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사고 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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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활용방향 

본 용호광산 2호갱(해발 약15m) 입구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을 구축할 경우 2호갱 하부 약 

70m 심도까지 개발되어 있는 채굴적의 처리문제와 상하반의 지반조사를 통한 지반 특성을 

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시설물의 규모 및 방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지 

보패턴，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최적 굴착 패턴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본 개발은 공공시설 개념으로 건설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지자 

체가 주관이 되어 개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2) 대구광역시 

본 지역에 속하는 달성광산은 금， 은 등을 생산하였던 폐광산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901-1 외 4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 본광산은 그간 광해문제로 매스컴에 보 

도된 바 있지만 입지조건이 유리한 점에 착안하면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상세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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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결 료르 
l-

본 연구에서는 폐광산의 갱도 및 채굴공동 활용모델 정립， 폐광산의 갱도 및 채굴공동 활 

용모텔의 개념설계， 폐광산의 갱도 및 채굴공동 활용기술 개발을 최종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위해 외국 활용사례의 유형별 분류와 국내적용성 분석， 국내 폐광산 자료분석， 활용 대상별 

주요인자 결정 , 예비 후보광산 현장조사 등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부분의 폐탄광의 주변 암석은 사암 또는 셰일 등으로 암질이 견고하지 못하며， 대부 

분의 폐갱도는 자연붕괴의 위험도가 매우 높아 보완작업이 곤란하다. 또한 대부분의 폐탄광 

은 심한 지하수 배출로 인하여 침수상태이며， 폐쇄되어 있다 이는 폐광시 폐갱구 및 폐갱도 

는 광산 보안법상 밀폐시켜야 하기 때문에， 폐쇄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조사를 위해서는 광 

산 보안 지도소가 2.0X2.0m로 규모가 매우 협소하여 지하 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하여 확장 

이 불가피하다. 

폐일반광의 대부분은 폐탄광에 비해 주변 암질이 비교적 견고하며， 특히 금속 폐광의 주 

변 암반은 암질이 매우 우수한 화강편마암 또는 화강암이 대부분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폐 

일반광도 폐탄광과 유사하게 지하수의 배출이 심하여 지하 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하여는 라 

이닝 (Lining) , 그라우팅 (Grouting)과 같은 보강공사가 요구된다. 또한 대부분 일반 폐광의 

폐갱구 및 폐갱도도 1. 8X2.0m로 규모가 매우 협소하므로 확장이 불가피하다. 

일부 폐터널은 새우젓 및 젓갈류 숙성 또는 버섯 재배용으로 현재 사용되고 있거나， 사용 

되어졌었다. 폐일반광 같이 일부 폐터널의 주변 암반은 암질이 매우 우수한 화강편마암 또 

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폐터널의 규모는 높이가 6m로 충분하나 보통 폭 

이 4.0-4.5m 정도로 협소하다. 또한 대부분의 폐터널의 위치가 주로 산 기늙에 있어 갱도 

와 지표면이 근접된 상태이므로 폐광에 비하여 단열이 나쁘고， 표면층에 고여있는 지표수를 

포함한 지하수의 배출이 매우 심해서 식품 저장고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라이닝 (Lining) ,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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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우팅 (Grouting)등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다. 

2. 현지 조사 대상은 본 연구의 흐름도(본문 그림 2.6.1 참조)에 의하여 선정되었으며， 

현지 조사는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조사된 내용은 분석 기준표(표 2.6.7 참조)에 의하여 3 

점법으로 분석되었다 항목마다 매겨진 점수는 백분율로 환산하여 최종점수로 기록되었다 

폐석탄광(표 2.6.8 참조) 최종 백분율의 분포는 10-60%이며， 진입로와 갱도 길이는 대 

부분 양호하나， 나머지 항목들이 낮은 접수를 기록했다. 전체적으로 볼 때， 폐탄광은 암반특 

성이 열악하고 갱도의 높이와 폭이 협소하여 확장 및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며， 특히 지하수 

배출 처리 공사가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 이를 위하여 막대한 경비가 소요되어야 한다. 또한 

폐탄광은 탄가루， 갱도내 이취 등 오염요인을 처리할 시설을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그러므 

로 농수산물 지하 저장고로써 폐탄광의 활용가능성은 현재로서는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폐일반광중 금속폐광은 갱구와 갱도 형태를 제외하고는 진입로， 암반특성 및 지하수 배출 

문제 등은 매우 양호한 편이어서， 전체적인 점수는 40-80%로 폐탄광에 비하여 높다. 미 

국， 일본， 프랑스 등 외국 선진국의 경우 암질이 우수하여 특별한 관리없이 유지될 수 있는 

급속 폐광산이 관광용， 저장용 등에 주로 활용되어지며， 국내의 일반폐광 역시 암질이 우수 

하고 저장조건이 폐탄광보다 양호하여 일반적으로 접수 70% 이상인 경우 확장 및 보강공사 

후 농수산물의 지하저장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 금속 폐광은 암반특성 

은 좋으나， 갱도의 높이와 폭이 매우 협소하며 지하수 배출이 있고 갱구가 수직으로 시작되 

어 확장 및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므로 심층적인 지질 및 기술적 조사와 비용분석등 정밀조사 

가 선행되어야 한다(표 2.6.9 참조). 

모든 폐터널은 4.0-4.5 x 6.0-6.5m의 말발굽 모양의 일정한 동굴형태로 건설되어 규모 

및 형태는 매우 양호하나， 대부분의 시설들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진입로와 지하수 

배출문제는 매우 나쁜 상태이다 그리고 일부 폐터널은 암반 특성이 좋아 전체적인 점수는 

20-65%의 분포를 보였다 대부분의 폐터널은 주로 산허리나 고개를 관통하여 건설되어서 

갱도와 지표면과 근접하여 단열이 나쁘고， 지하수 배출이 심하며 보강공사가 필수적이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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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갱도의 폭도 협소한 편이므로 확장공사가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면 폐탄광에 

비해 농수산물의 지하 저장고로 활용가능성은 높으나， 폐일반광 보다는 낮다(표 2.6.10 참 

조) 

댐 가배수로는 임시 배수용으로， 대부분 댐 건설사업 초기부터 활용 계획이 수립이 되지 

않아， 안전성이 제일 큰 문제이며 또한 보강 및 확장공사 비용이 막대하여 농수산물의 지하 

저장고로서 활용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기존시설의 활용가능성 조사 및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분석 점수 70%이상일 

경우 약간의 확장 및 보강공사 후 활용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그림 2.6.1의 조사 흐름 

도와 같이 정밀한 지질조사가 필요하다. 

그러나 폐석탄광， 폐일반광， 폐터널의 대부분은 그 규모가 작아 확장공사가 필수적이며 또 

한 지하수 배출. 갱구의 형태가 수갱 및 사갱 등으로 보완공사를 해야 하므로 정밀조사를 

통한 비용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정밀조사를 근거로 이상적인 조건을 모두 갖춘 

새로운 지하암반저장고 설치와 면밀히 비교， 검토하는 것이 요망되며， 또한 최근 단열재와 

건축공법의 발달로 폐관 또는 폐터널을 이용하는 것보다 지상저장고 설치가 경제적으로 유 

리할 수 도 있으므로 지상저장고 설치와 비교하여 활용성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3. 지하공간 자체가 가지고 있는 항온성， 기밀성， 불연성， 방폭성， 방음성， 격리성， 전자 

파 차단성， 방사능 차단성， 차광성， 등 지상시설에 비하여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지 

하공간의 이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특히 지하에 이미 구축되어 있는 지하공간인 폐광산의 

재이용은 매우 바람직한 사업이라 할 것이다 이에 지하공간의 이용 대상과 지하공간의 특 

성과의 관계를 살펴보았으며 이용 가능한 지하공간에 대한 평가를 위해 위치， 기술， 경제， 

사회적인 측면과 파급효과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지하물류시스템， 지하식료품 저장소， 지하 

에너지 공급 시스템， 산업폐기물 처분장，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 유류 지하저장소， 압축공기 

지하저장소， 상 · 하수도 처리시설 등은 지하공간에 건설함으로써 매우 유익한 결과를 낳으리 

라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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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폐광산의 갱도 활용은 입지조건과 지반조건을 비롯한 여러 가지 변수들에 의해 

결정될 수 있으며， 활용방안을 도출하고 계획을 입안하는 단계로부터 실시설계 단계， 그리고 

건설에 이르기까지 지자체 등이 주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되며， 아울러 그 활용 

방안 역시 이와 같은 맥락으로 공공시설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 

에서는 활용조건이 유망한 후보 광산을 다음과 같이 지역별로 선정하였다. 

가 경기 강원지역 

1) 광명시 가학광산 

이 지역에 위치하는 가학광산은 현재 젓갈류를 저장하는데 활용하고 있으며， 해당 지자체 

의 의견과 이 지역의 지질 및 암반 조건을 고려할 때 다음과 같은 용도의 활용이 가능할 것 

으로 예상된다 

口 배경 

본 광산은 수도권에 위치하여 제한된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반을 구성하고 있는 암반조건이 견고하고 지질 구조적으로 안정 

성이 기대된다 

디 활용변수 및 활용여건 

본 광산은 수도권과 인접한 통일 생활권으로서 서울 주위의 다른 위성도시인 안양， 부천， 

수원， 성남 등 인구밀집 도시와 근접하고 있어 수도권내에서 가장 좋은 지리적 입지조건을 

갖추고 있다. 본 지역의 교통망을 보면， 국철 1호선， 지하철 7호선 ('99년 완공예정) , 서해 

안 고속도로， 제2경인 고속도로， 시홍-안산 고속도로 등이 인접하고 있어 1일 관광코스 및 

휴식권역으로 활용가치가 기대된다 가학광산 인근에는 경부고속철도 광명역사가 건립되고 

있어 이 지역의 호환성있는 역세권의 개발사업과 연계하여 지하공간을 효율적으로 개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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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口활용방안 

O 청소년 수련시설(담력장) 

O 해산물 발효장 및 보관 시설 

O 관광시설 

O 스포츠 레저 시설 

O 지하주차장 

O 지하상가 및 저온저장소 

O 도서관， 음악당， 박물관 

2) 태백시 함태탄광 

탄광지역 개발촉진지구 개발계획에 따라 본 지역은 고원 관광 휴양도시로 건설 추진중에 

있으며 특히 함태탄광 함백갱 및 수갱을 대상으로 태백 체험공원개발 게획에 폐광 갱도를 

활용하여 갱도체험장을 개발하는 방안의 검토가 요망된다. 

3) 영월 광업소 등 

영월광업소 본갱(전차갱) . 상통광업소 본갱(제 1갱) . 영월백년광업소 본갱(제 1갱) 및 하2 

갱에 대한 활용방안 검토가 요망된다. 

나 충청 및 전라지역 

1) 보령시 및 홍성군 등 

보령시， 광천읍， 홍성군 황천읍 음암리 일대에서 일제시대부터 활용되어 온 130평 규모의 

새우젓 저장시설을 비롯하여 여러 가지 젓갈류의 저장 및 숙성용도로 활용하고 있다 새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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젓을 4-5월에 입고하여 김장철인 9-10월에 군납위주로 전량 출하하고 있으나， 동굴이 낮 

고 좁아 입출고의 불편이 많아 기업화가 필요하다. 

2) 광주광역시 

광산구 임곡동 산87-2에 위치하며 현재 젖갈류 저장고로 이용중인 금광산의 폐갱도 활용 

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3) 정읍시 

본 지역 덕천면 하학리에 위치하는 팔봉광산과 산내면 상두리에 위치하는 상두금굴의 활 

용방안에 대한 검토가 요망된다. 

다 경상지역 

1) 부산광역시 

디 배경 

본 지역의 용호광산은 금， 은， 동을 생산하였던 폐광산으로 바다와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지난 1986년 공원으로 지정된 부산 이기대 공원은 공원지정 약 10년만에 조성계획이 

확정되면서 각종 시설물이 들어서고 있다 이에 통 공원부지내에 위치한 용호광산의 채광권 

을 소유하고 있는 광업권자는 비교적 안정성이 있는 운반갱도를 이용하여 각종 위락시설을 

개발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관할 부산광역시 남구청에서는 동굴의 안전성 문제에 따 

른 사고 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가능성을 이유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는 실정이 

다. 

口 활용방향 

본 용호광산 2호갱(해발 약15m) 입구에서부터 지하시설물을 구축할 경우 2호갱 하부 약 

70m 심도까지 개발되어 있는 채굴적의 처리문제와 상하반의 지반조사를 통한 지반 특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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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시설물의 규모 및 방향，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적정 지 

보패턴， 그리고 자연경관 훼손을 최대한 억제할 수 있는 최적 굴착 패턴 등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본다. 아울러 본 개발은 공공시설 개념으로 건설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아 지자 

체가 주관이 되어 개발 활용하는 것이 보다 합리적일 것이다. 

2) 대구광역시 

본 지역에 속하는 달성광산은 금， 은 등을 생산하였던 폐광산으로서 대구광역시 달성군 

가창면 상원리 901-1 외 4 필지를 점유하고 있다 본광산은 그간 광해문제로 매스컴에 보 

도된 바 있지만 입지조건이 유리한 점에 착안하면 저장시설 등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상세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5. 본 연구의 2차년도에는 후보광산의 선정과， 선정된 폐갱도 및 채굴공동의 활용변수 설 

계를 비롯하여 대상별 주요변수를 DB화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활용모델 정립 및 개념 

설계 단계를 거쳐 관련 지자체 및 기관과 협력하여 후속사업을 수행하는 방향이 타당할 것 

으로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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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 I 료르 * * 끼 

(폐광산활용연구를 위한 자료정리) 

강원지역 

경기지역 

충청지역 

전라지역 

경상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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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곽잔환욕연구름 위한 자료정리 

충북지역 

@괴산군 

二l죠:고lλL 
口「。 ι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중자동(금) 감물면 중자동 

고촌(금) 청 안면 효근리 

노암(금) 도안변 노안리 

철수(금) 사림면 이곡리 

창금(금) 사리면 수암리 

소암(금) 소수면 소암리 

원풍(철) 연풍면 원풍리 

입석(철) 연풍면 적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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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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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야(금) 증평면 증평리 

정복(금) 증평면 덕상리 

삼보(동) 증평면 대동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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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암(금) 청 안면 장암리 

조천 (금) 청 안면 조천리 

이 암(금) 사리 면 수암리 

청안(금) 청안면 효근리 

청천，형석(동) 청천면 청천리 

칠성 (금) 칠성 면 사은리 

확인이 어려운 광산. 

수풍(동，철) 연풍면 

대운(모리) 청천면 

비금속광산 

임석(석회석) 연풍면 적석리 

함홍，연홍(석회석) 연풍면 주진리 

부홍(석회석) 청안면 부홍리 

신홍(석회석) 청안면 부홍리 

장암(석회석) 청안면 장암리 

금평(규석) 청천면 금평리 

금평제2규석(규석) 청천면 금평리 

석탄광산: 

@단양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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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광산: 

폐광산 : 은곡(동，연，아연) 가곡면 향산리 

미로(중석，모리) 대강면 미로리 

삼곡(연) 매포면 두음리 

광신，조일，상곡(은，연，아연) 적성면 상원곡리 

옥풍(철) 영춘면 동대리 

유진(철) 적성면 하원곡리 

단양(철) 적성면 상리 

삼풍(연) 적성면 

단진(연，아연) 적성면 하진리 

금천(유화철) 적성면 기동리 

어상천(망강) 어상천면 임현리 

확인이 어려운 광산 

용은(연) 가곡면 

비금속광산 : 

여천(석회석) 가곡면 여천리 등록42455 

영춘，공예(납석) 가곡면 향산리 등록32219 

노동(석회석) 단양읍 노동리 등록28490 

한일시멘트(석회석) 매포읍 우덕 2리 등록25119 

단양(석회석) 단양읍 현천리 등록28251 

한일시멘트(석회석) 단양읍 후독리 등록24841 

대홍(석회석) 대강면 괴평리 등록27670 

풍한，미선(석회석) 대강변 두음리 등록27886 

송천(석회석) 매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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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시멘트(석회석) 매포면 고양면 등록31632 

성신(석회석) 매포면 매포리 등록30110 

영천(석회석) 매포면 상시리 등록41497 

충무화학단양(석회석) 매포면 어의곡면 등록29064 

백광(석회석) 매포면 어의독리 둥록38988 

대곡(석회석) 매포면 어의곡리 등록40701 

매포(석회석) 매포면 영천리 퉁록39496 

광진，연곡(석회석) 매포면 영천리 등록44483 

삼보(석회석) 매포면 하시리 등록54012 

대성단양(석회석) 어상천며 덕문곡리 등록30181 

양지광업(석회석) 어상천면 석교리 등록43428 

광성(석회석) 영춘면 사지원리 등록59600 

대현(납석) 영춘면 상리 등록31653 

한성(석회석) 적성면 각기리 등록36295 

금수(규석) 적성면 각기리 등록64520 

백석(석회석) 적성면 하리 등록66415 

석탄광산 : 

@ 보은군 

二L죠:고l-λL 
I그 ~ ~d '-스 

가행광산: 

휴지광산 : 

폐광산 : 대양，영성(동) 마로면 대양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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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삼승(고령토) 삼승면 우진리 등록53943 

석탄광산: 

마로(석탄) 마로면 원정리 등록33922 

@영동군 

그소과사 
口「。 ι

가행광산 : 삼황학(금，은) 상촌면 홍덕리 

천홍(금，은，연) 양강변 묵정리 

창곡(금) 용화면 용화리 

삼정，용화(금) 용화면 용화리 

학산(금) 학산면 아암리 

휴지광산 : 대원(금) 상촌면 임산리 

월유(금，은) 황간변 원촌리 

폐광산 : 영동(연) 용화면 조동리 

옥천(금) 매곡면 옥전리 

추령(금) 매곡면 옥전리 

홍덕 (금) 상촌면 홍덕 리 

일생 (금) 상촌면 궁촌리 

대일(금) 상촌면 궁촌리 

충북(금) 상촌리 물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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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우(금) 얀산변 호탄리 

삼동，사동(금) 상촌면 둔전리 

산몽(금) 영동면 당곡리 

신망(유화철) 영동면 

금포，금모(금) 영동면 당곡리 

월전(금) 용화면 월전리 

대립 (금) 학산면 학산리 

난콕리 (금) 황간면 난곡리 

내포，보풍(금) 추풍령 사부리 

환이(금) 황간면 

영보.가리(긍，은，연) 영동면 가리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비금속광산 : 

임산(규석) 상촌면 궁촌리 동록40660 

동창(운모) 영통면 산막리 등록61470 

영동(석획석) 용산면 금콕리 둥록23950 

백봉(규석) 용화면 안정리 등록66480 

삼풍(석회석) 황간면 금계리 등록38435 

석탄광산 : 

@ 옥천군 

二l강:고Lλl 
口「。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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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 남성(금，은) 청성면 궁촌리 

휴지화산 . 거풍(동，연，아연) 청성면 거포리 

폐광산 : 옥천，동국(철) 군서면 금산리 

금적산(금) 안내면 오덕 

경원(연，금) 안남면 동략정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청산(장석) 청산면 궁촌리 등록59910 

태성(석회석) 청성면 구음리 등록40974 

삼남(운모) 청성면 삼남면 등록62653 

신장(장석) 청성며 소서리 등록58664 

도토리(장석) 청성면 장수리 등록62428 

석탄광산: 

@음성군 

그소과사 
디 「 。

가행광산 : 무극(금，은) 금왕면 용계리 

금왕(금，은) 금왕면 봉곡리 

휴지광산· 

폐광산 : 대현(금，은) 청풍면 실리곡 

소금(금) 감곡면 원당리 

영세(금) 소이면 충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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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금) 음성면 신천리 

능곡(금) 음성면 평곡리 

일산(금) 음성면 초천리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금광(사문석) 감곡면 오행리 등록64536 

무극(금은) 금왕면 용계리 등록00053 

@제천군 

二l죠二고lλl 
t:J~。

가행광산 : 금실，금풍(은，연，아연) 수산리 구독면 

동명，송학(중석) 송학면 

휴지광산 : 금성(모리) 금성면 양화리 

복수(금，동，연，아연) 수산면 다불리 

폐광산 : 삼우(금，은) 금성면 활산리 

당두(연，아연) 금성면 중전리 

적덕(철) 금성면 적덕리 

용화(모리) 덕산면 선고리 

월악，장풍，만장(중석，모리，창연，동) 덕산면 월악리 

수중，수리(중석，모리) 수산면 계란리 

단제모리(모리) 수산면 성리 

대양(중석) 수산면 수곡면 

덕산(아연) 덕산면 신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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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철，망간) 수산면 적곡리 

삼욱，우석 (은，동，연) 청풍면 도리리 

제천(철) 청풍면 후산리 

국창(철) 청풍면 

황석(철) 청풍면 황석리 

확인이 어려운 광산 

금풍(철) 금성면 

송게(중석) 덕산면 송계리 

국부(연) 청풍면 

비금속광산: 

성진(석회석) 금성면 양화리 등록60662 

동남(석회석) 금성면 양화리 등록61641 

한국라임(석회석) 금성면 양화리 등록68174 

월굴(석회석) 금성면 월굴리 등록48869 

월림 (석회석) 금성면 월림리 등록26561 

영화(석회석) 금성면 중전리 등록49047 

우림자원개발(철，규석) 금성면 활산리 등록30334 

성지산업 (석회석) 금성면 활산리 등록64321 

진성소재소요(규석) 백운면 운학리 등록63439 

중도(규석) 봉양리 공전2리 등록64252 

봉정 (장석 ) 봉양리 구곡리 등록62138 

대광(장석) 봉양리 구곡리 등록62138 

명암(규석) 봉양면 명암리 등록66669 

풍국산업(석회석) 송학면 송한리 등록36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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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전(석회석) 송학면 포전리 둥록27582 

도화(석회석) 송학면 도화리 등록43321 

수산(석회석) 수산면 오티리 퉁록44300 

금풍(금，은，동) 수산리 율지리 동록36187 

대호(석회석) 수산리 울지리 동록63608 

자유(석회석) 제천면 대량리 등록31646 

대성 ，제천(석회석) 제천면 두학리 등록25827 

용정(석회석) 제천면 두학리 둥록25939 

제원(석회석) 제천면 두학리 동록37371 

화성 (석회석) 제천면 자작리 둥록38155 

갑산(석회석) 제천면 자작리 둥록40032 

석탄광산 : 

@ 중원군/ 충주시 

二J..d:::.고Lλl 
p -，。 ι

가행광산 : 반도/대화(중석) 앙성면 능암면 등록7698 

태창(금，은) 노은면 연하리 등록1930 

휴지광산· 

보련，삼원，중(금) 노은면 연하리 등록50439 

안락(금) 노은면 안락리 동록62894 

폐광산 : 보영(철) 불정면 창산리 등록51317 

천룡(금) 노은면 수용리 등록11477 

창동(철) 가금면 창동리 등록25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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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원(철) 가금면 창동리 등록26974 

가금(금，은) 가금면 용전리 등록56923 

대민(금) 노은변 등록7947 

가신(금) 노은면 가신리 등록10315 

병억，일신(금) 노은면 가신리 등록14326 

영덕(연) 산척면 영덕리 등록44885 

충주(망간) 살미면 향산리 등록13329 

광영，두일(동) 살미면 내사리 등록22049 

류상(동) 살미 면 등록50776 

대황(연) 상모면 사문리 등록23066 

삼덕 (모리 ) 상모면 안보리 등록39772 

오복，중원(금) 소태면 오량리 등록9462 

돈산(모리 ) 앙성면 돈산면 등록22514 

소산，정금(금) 앙성면 영죽리 등록54350 

엄정 ，극동(아연) 엄정면 등록28646 

목계(철) 엄정면 유봉리리 등록35861 

대교(철) 충주시 연수동 등록28309 

충주(철) 이류면 만정리 등록3177 

충주(금，은) 이류면 만정리 등록9044 

연수동(철，은) 충주시 연수동 등록23216 

만정，만적(철) 이류변 만정리 등록23671 

만철(철) 이류면 만정리 등록26148 

삼산(철) 이류변 등록28244 

금곡，금가，가금，상검(철) 이류면 금콕리 등록33103 

대소(금) 주덕면 대곡리 등록12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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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래(철，창연) 주덕면 등록24644 

화곡(철) 주덕 면 화곡리 퉁록27568 

상건(철) 주덕면 등록29281 

충북.국풍(철) 직동변 등록28950 

확인이 어려운 광산: 

대응(모리) 앙성면 

비금속 광산: 

중원(도석) 중원군 노은면 신효리 등록67527 

자성(석회석) 명서면 등록39446 

정선(고령토) 살사구 내사동 등록66900 

향산(석회석 ) 살사구 향산동 등록24092 

덕암(석회석) 살미구 향산동 등록31655 

대화(모리브텐) 앙성구 능암동 등록7698 

광천(석회석) 주덕구 사락동 등록40133 

이덕(석회석) 주덕구 신양동 등록25174 

일신/동양(활석 ) 충주구 목벌동 등록7944 

동양(석회석) 충주구 목별동 등록34828 

정선(석회석) 충주구 용방동 등록64724 

대림(석회석) 충주구 용탄동 등록28487 

경희(석회석) 충주구 용탄동 등록38915 

동진(석회석) 충주구 풍동 등록65687 

가주(석회석) 충주구 가주동 등록36331 

석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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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천군 

그소과사 
디「。 

가행광산 : 문백，유창(연) 문백면 봉죽리 등록62121 

휴지광산: 

폐광산 : 금암(금) 진천면 금암리 등록27686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비금속 광산: 

진성 (고령톤) 진천면 산척리 등록61962 

석탄광산: 

@ 청주시/청원군 

그소과사 
U '--J 。

가행광산 : 청원(금) 낭성면 갈산리 등록59862 

명암，청주(금) 청주시 명암동 등록9229 

한국자연 (금) 옥산변 금계 리 등록57643 

휴지광산: 

폐광산 : 무심천(금) 청주시 정상동 등록44112 

조치원(금) 강외면 서평리 등록14030 

외천(금) 남이면 외천리 등록1943 

삼황(금) 남이변 척산리 등록9975 

청남(금) 남이면 문동리 등록10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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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택 (금) 남이 변 동록11405 

부용(금) 현도면 상삼리 등록9216 

죽암(금) 현도면 죽암리 등록9815 

문도(금) 현도면 우록리 둥록14424 

종암(금) 미원면 종암리 등록41063 

천년，천대，삼(중석) 부용면 퉁록51948 

소룡(금) 북이면 서당리 등록12195 

대길(금) 북이면 신기리 등록24960 

수정(금) 북이 호명리 등록4150 

산성(금，은) 낭성면 삼산리 등록3547 

복대 (금) 청주시 복대동 등록13061 

사천(금) 청주시 사천동 등록13061 

충청 (금) 현도면 죽암리 등록8620 

확인이 어려운 광산: 

부원(금) 남이면 

두원(금) 문의변 

삼보(금) 북이면 

남용(철) 은내면 

운무(동) 

비금속 광산: 

청주석회(석회석) 가덕면 금거리 등록27528 

노현(석회석) 가덕면 노현리 등록27099 

우일(석회석) 가덕면 노현리 등록27409 

삼성 (석회석) 가덕면 노현리 등록33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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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규석 (규석 ) 미원면 용곡리 등록60382 

석탄광산: 

충남지역 

@ 공주시/군 

.=:L죠二고lλ、l 
O -, OL 

가행광산 : 금성，금태(금，은) 계룡면 상왕리 등록8990 

덕 곡(금) 유구면 명 곡리 등록58597 

공주대금(금，은) 우성면 단지리 등록58956 

휴지광산 : 명보(금) 유구면 입석리 등록55564 

폐광산 : 아룡(모리) 반포면 온천리 등록32474 

공주마암철(철，금，은) 반포면 마암리 등록36066 

금계(금) 유구면 구계리 등록48187 

발향(금) 이 인변 목동리 등록9363 

부홍，보홍(금) 우성면 보홍리 등록2458 

공홍(금) 우성 면 방홍리 등록14404 

평곡，대곡(금) 유구면 명곡리 등록30400 

공주대홍(금，은) 탄천면 가척-남산리 등록54466 

이인(금) 이인면 이인리 등록1915 

금암(금，은) 장기면 금암리 등록9114 

장재 (금，은) 장안면 건평 리 등록11941 

석송(금) 정 안변 석송리 등록206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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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석일(금.은) 탄천면 남산&삼각리 등록917 

삼우(금) 탄천면 남산리 등록15384 

탄천 (금) 탄천면 성 리 등록56963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웅산업개발(사문석&활석) 유구면 문금리 등록29011 

석탄광산: 

@금산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금성 (금) 금성면 화림리 등록32915 

주우진산(금) 진산면 석막리 등록8531 

주우진산(금，은，동) 진산면 석막리 드록8531 

휴지광산: 

폐광산 : 덕유，금산(철) 남이면 상금리 등록40372 

수복(동，연) 복수면 구계리 등록35994 

대둔(금) 진산 석막리 등록56402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부국(연) 남이면 

금산，옥산(금) 진산면 

비금속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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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지 (석회석 ) 금산면 양지 리 등록46230 

남이 (석회석) 남이면 하금리 등록55942 

진홍(석회석 ) 진산면 오항리 등록50921 

경기 금산(석회석 ) 진산면 삼가리 등록40876 

진산(석회석) 진산면 석막리 등록61228 

수산(석회석) 추부면 용지리 등록48390 

석탄광산: 

@논산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금화(금) 양촌면 신홍리 등록56236 

금화(금) 양촌면 신홍리 등록56236 

휴지광산: 

폐광산 : 석(금) 가야곡면 등록7424 

호장(금) 노성변 호암리 등록15169 

대진 (유화철) 벌곡면 수락리 등록25202 

대둔철광(철) 벌곡면 수락리 등록34705 

확인이 어려운 광산: 

삼태(금) 고북면 

덕풍(연) 벌곡면 수락리 

수풍(금) 양촌리 신홍리 

비금속 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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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창석회논산(석회석) 가야곡면 삼전리 등록25689 

서봉(운모) 가야곡면 삼전리 둥록44408 

신명(고령토) 노성면 화곡리 등록61427 

석탄광산 : 

@당진군 

二l강:고LλL 
p~ 。니 

가행광산: 

휴지 광산 : 당진 (금) 순성면 갈산리 등록6831 

폐광산 광성 (금) 순성면 광천리 둥록10371 

금호(금) 순성면 아찬리 등록12006 

금본(금) 순성면 갈산리 등록20248 

아도，아미산(유화철) 순성면 성북리 등록3190 

미산(동) 면천면 송학리 등록3180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당진금단(규사) 석문면 대난지도리 등록54906 

충남(장석 ) 고대면 슬항리 등록42125 

대덕 (석회석) 당진변 대덕리 동록25201 

대영 (석회석) 당진변 대덕리 등록41654 

신석(고령토，장석) 당진면 용연리 등록57936 

원당(고령토) 당진면 원당리 등록67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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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동(규사) 석문면 대죽리 등록55830 

삼봉(장고항) 석문면 초락도리 등록25153 

한홍(고령토) 석문면 초락도리 등록29931 

대호(고령토) 석문면 초락도리 등록64259 

풍진당진(장석，고령토) 송산면 가곡리 등록39488 

삼정 한진 (장석 ) 송악면 부곡리 등록40845 

석탄광산: 

@ 대전시/대덕군 

그소과사 
디「。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대중(금，은) 서구 원신홍 등록39768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보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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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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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광산: 

폐광산 : 평촌(금) 청소면 신송리 등록18712 

동부(금) 웅천면 평 리 등록1979 

진부，진죽(금) 주포면 마강리 등록8792 

만리 (금) 천북면 하만리 등록4536 

신덕 (금) 천북면 신죽리 둥록27649 

보령 (금) 천북면 낙동리 등록29343 

삼안，칠용(금) 천북면 학성리 등록42790 

대 영 (금) 천북면 하만리 등록52836 

양지리(금) 청소면 양지리 등록1105 

영왕，삼홍(금) 청소면 죽림리 등록48122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 광산: 

녹도(규사) 오천면 녹도리 등록49378 

성 덕 (규사) 남포면 양항리 등록49090 

원산도(규삭) 오천면 원산도리 등록53121 

대천(장석) 청라면 장현리 등록68664 

석탄광산 : 

@ 부여군 

그소과사 
디「。 

가행광산 : 태영자원(금，은) 석성면 현내리 등록632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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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광산 : 임천，금지 (금，은) 장암면 지토리 등록3853 

폐광산 · 대보(금) 충화면 지석리 등록8847 

부여(금) 석성면 정각리 등록24171 

석성(금) 석성변 현내리 등록43877 

근암(금) 외산면 비 암리 등록9181 

안치 (금) 임 천면 점 리 등록12267 

임천덕영 (금) 임천면 등록15537 

우성(금광석) 임천면 가신리 등록34865 

양명(금) 장암면 지토리 등록37400 

반산(금) 규암면 등록8649 

홍엽 (홍업 7)(금) 홍산면 북촌리 등록9101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 광산: 

한국록옥(사문석 ) 외 산면 지선리 등록60631 

석원 (고령 톤) 규암면 노화리 등록67633 

부여(장석，고령) 장암면 원문리 등록62766 

덕 림 (장석 ) 장암면 점 상리 등록66205 

성부(고령토) 초촌면 응평리 등록54370 

부광(고령토) 초촌면 응평 리 등록66478 

부여(규석) 충화면 오덕리 등록59315 

석탄광산: 

@ 서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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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광산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마도(금) 근홍면 신진도리 등록17564 

천금(금) 부석면 남정-차리 등록23996 

운산(연) 운산면 신창리 퉁록30308 

우봉(모항，금) 원북면 신두리 등록24184 

신덕(철) 원북면 장대리 등록26465 

이북(철) 이원면 사창&당산리 등록32823 

서산(철) 이원면 관 리 등록37918 

서성(연，아연) 지곡면 도성리 등록12230 

대해미 ，해미 (금，은) 해미면 황락리 등록1954 

옹암(금) 해미면 휴암리 등록24900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대산(규사) 둥록55799 

장경사5호(규사) 등록55800 

선광제 2(규삭) 등록59133 

한염(규사) 대산면 동록55825 

영진 (규사) 대산면 둥록58297 

대우(규사) 대산면 대죽리 등록55826 

대우(규석) 대산면 운산리 등록27680 

대호(고령토) 대산면 운산리 등록64405 

대산(고령토) 대산변 화곡리 등록46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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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산(규석，고령토) 대산변 화곡리 등록46200 

영진(고령토) 부석면 취평리 등록59074 

부원개발(고령토，규석) 서산면 등록36351 

서운(고령토) 운산면 수평리 등록59558 

운산(고령토) 운산면 용장리 등록37586 

원진개발(규석) 종천리 신검리 등록66116 

서산(규사) 지독면 등록43940 

산호(석회석) 해미면 휴암리 등록43411 

석탄광산: 

@ 아산시/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금보(금) 송악면 평촌리 등록66319 

휴지광산 

폐광산 : 아산(금) 등록31191 

계룡(금) 둔포면 둔포리 등록18873 

산방(금) 배방면 중리 등록9852 

선장(금) 선장면 군덕 리 등록8702 

설화(금，금광석) 배방면 중 리 등록55600 

용정(은) 송학면 거산리 등록39630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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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양(규석) 염치 면 강청 리 등록39007 

온양(석회석) 염치면 중방리 등록25239 

거북(고령토) 탕정면 매곡리 등록59289 

더불개발(고령토) 탕정면 매곡리 등록66251 

우림(고령토) 탕정면 용두리 등록52396 

석탄광산 : 

@ 연기군 

그소과사 
0 '0。

가행광산 : 전의，양덕(금，은) 전의면 양곡리 등록7933 

휴지광산: 

폐광산 : 합강(금) 동면 합강리 등록8661 

기룡암(금) 서변 기룡리 등록10801 

미곡(금) 전동면 미곡리 드록9301 

전동(금，은) 전동면 등록9657 

연기 (금) 전의면 고등리 등록12922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 

석탄광산: 

@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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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 예당(금) 대홍면 송지리 등록57344 

휴지광산: 

명일서광(금) 광시면 동산리 등록61258 

광표사금(금) 대술변 화천리 등록57344 

동남준설 (금) 대홍면 교촌리 등록61217 

대홍(금) 대홍면 하탄방리 등록58598 

대홍(금) 대홍면 하탄방리 등록58598 

명일 광시면 동산리 

폐광산 : 예덕 (금) 고덕면 황금리 등록18285 

대영 (금，은) 광시면 신홍리 등록7709 

풍산(금) 대술면 이상리 등록10041 

학영 (금) 광시면 서초정리 등록28102 

대산(금) 대술면 방산리 등록2933 

대명 (모리부멘광) 덕산면 둔리 등록26662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고덕 (운모) 고덕면 대천리 등록43542 

예산(고령토) 오가읍 역탑리 등록33854 

석탄광산: 

@ 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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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 충남，수창(금，은) 천안시 유량동 등록7337 

휴지광산 : 부대(금) 천안시 부대동 등록30380 

폐광산 : 팔목，다동(금) 북면 등록19444 

대홍l(금，동) 북면 둥록51080 

만광(금) 북면 눌안리 등록57950 

천존(금) 직산면 남산리 퉁록8146 

신월 (금) 직 산면 동록9559 

진활미(금) 직산면 등록11208 

은석 ，은암(금) 병천면 행암리 퉁록23894 

성거 (금) 성거면 송남리 등록6538 

천안삼홍(금) 성거면 삼옥리 등록9620 

오목(금) 성거면 오목리 등록9917 

남천(금) 성거면 등록10155 

복덕(금，은) 성거면 등록23837 

대홍(성거) 성거면 천홍리 등록42945 

숭홍，성남(금) 성남면 신덕리 등록9467 

성환(금，은) 성환면 등록6561 

성안(금) 성환면 성환리 등록10076 

매곡(금) 성환면 등록10105 

율금(금) 성 환면 등록23832 

중앙，천보(금，은) 입장면 양대리 등록5686 

서교(금，은) 서운면 산평리 등록6402 

합정(금) 입장면 등록6613 

영산(금) 입장면 등록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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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교(금) 입 장면 등록9066 

창신(금) 입장면 가산&용정리 등록9402 

천안제일(금，은) 입장면 효계리 등록9429 

시장，대장(금，은) 입장면 시장리 등록10023 

성홍(금) 입장면 호당리 등록12885 

윤국(금) 입장면 등록13905 

일보(금) 입 장면 도림 리 등록54757 

성관(금) 직산면 등록13122 

대성 (금) 직산면 부송리 등록13934 

명화(금) 직산면 상덕리 등록17982 

영 창(금) 천안시 성 성 동 등록9256 

청당(금，은) 천안시 청당동 등록10282 

대창(금) 천안시 등록15064 

안전(금) 천안시 등록11552 

신홍(금) 성거면 석교리 등록35265 

확인이 어려운 광산 : 천진(금) 두정면 

삼홍(금) 천안시 안서 동 

원금(금) 천안시 음봉동 

직산(금，은) 입장변 

비금속광산 : 천안(장석) 성거면 천홍리 등록49578 

정용(고령토) 성남면 석곡리 등록68960 

석탄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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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 삼광(금，은) 운곡면 신대리 등록7887 

휴지광산 : 

폐광산 : 금봉(비봉)(금) 비봉면 중묵리 등록10595 

구봉，대몽，안전(금，은) 남양면 구룡리 등록903 

금봉(사양) (금) 남양면 백금리 등록10225 

청양(중석) 장평변 화산리 등록3753 

도림 (금) 장평면 적 곡리 등록4277 

삼창(금，은) 장평면 적곡리 등록25874 

망월산，청양(금，은) 장평면 관현리 등록26395 

상보(금) 정산면 천장리 등록8859 

구곡(금) 정 산면 등록25875 

미당(금) 장평면 미당리 등록9686 

충청(금) 청양면 송방리 등록9492 

봉산(금) 화성변 신정리 등록9155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 

대동(사문석) 남양면 홍산리 등록32727 

대치(석회석) 대치면 주정리 등록40362 

비봉(사문석) 비봉면 강정리 등록51331 

삼성(운모) 정산면 마치리 등록49895 

대일(장석) 청양면 송방리 등록54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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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사문석) 청양면 학당리 등록68021 

석탄광산: 

@ 홍성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금마천(금) 홍북면 용산리 등록54195 

휴지광산 : 결성(금，은) 서부면 양곡리 등록7941 

거봉，대현(금) 장곡면 대현리 등록55664 

폐광산 : 금곡(금) 결성변 금곡리 등록20159 

옹암，죽림，삼산(금) 광천면 옹암리 등록8067 

황보(금，은) 광천면 담산리 등록6948 

일립(금) 광천면 상정리 등록10829 

영우(금) 금마변 화양리 등록61176 

홍덕(금) 은하면 덕실리 등록 17681 

대판(금) 은하면 대판리 등록20737 

신동(금) 장독면 대현리 등록11691 

홍성，홍덕(금) 홍동면 문당리 등록7054 

광천(금) 홍동면 등록8051 

금기 (금) 홍동면 금당리 등록10410 

화양(금) 홍북면 내덕리 등록8809 

금답(금) 홍북면 봉신-대동리 등록9189 

조선 ，조선삼남(금) 홍북면 등록9663 

금마천(금) 홍북면 용산리 등록10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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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산(금) 홍북면 중계리 등록11951 

신홍(금) 홍북면 신경 리 등록15035 

금풍(금) 홍북면 석택리 등록58148 

확인이 어려운 광산: 

청룡(금) 결성면 

비금속광산: 

홍성 (사문석) 구항면 청광리 등록12534 

월현(장석) 홍동면 월현리 등록46477 

삼양질석(운모) 금마변 화양리 등록58091 

동양(운모) 은하면 장척 리 등록49945 

홍성 7.8(사문석 ) 홍동면 등록39246 

석탄광산: 

전북지역 

@고창군 

든F강:고LλL 
U.OL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해용(금) 대산면 등록17461 

고창(금) 대산면 등록24032 

확인이 어려운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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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김제시/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모악(금，은) 금구면 등록571 

김제채금(금) 금산면 등록7795 

옥성 ，옥，옥산(금) 금산면 등록52481 

순(금) 금산면 등록59483 

휴지 광산 : 금만김 제 (금) 등록54363 

금구，금산，금만(금，은) 금구면 등록615 

폐광산 : 구성(금) 등록9757 

금우(금) 등록54034 

월전(은) 금구면 등록46410 

영천리 (금) 금산면 등록1905 

남청 도(금) 금산면 등록8308 

원평 (금) 금산면 등록8529 

운화(금) 금산면 등록9120 

광남(금) 금산면 등록9423 

도성(금) 금산면 등록13010 

기 룡(금，은) 금산면 등록14225 

동아신광(금) 금산면 등록15298 

동화(금) 금산면 등록189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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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이 어려운 광산 : 

대덕사금(금) 

석재(금) 

비금속광산 : 

석탄광산 : 

@ 남원시 

二l강二고Lλl 
口「。 ι

가행광산 : 

휴지광산 : 

폐광산 : 금성 (금) 남원면 등록13537 

화신(금) 남원면 등록15263 

산성 (금，은，동) 남원변 등록25269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 광산 : 

석탄광산 : 

@ 무주군 

二1깅:고lλl 
]:1，。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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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풍덕 (금，연) 실천면 등록29811 

나림 ，수왕(금) 실천면 등록40368 

오동(금) 안성면 등록8915 

태정(금) 적상면 등록6805 

세창(금) 적상면 등록9602 

금령 (금，은) 적상변 등록12536 

승룡(아연) 적상면 등록50197 

우진(금) 적상면 등록54923 

확인이 어려운 광산: 

평화(연) 무주변 

무곡(아연) 무풍면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부안군 

二l쇼二고LλL 
0 '-1깅 l...é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갑남산(은) 산내면 등록40786 

확인이 어려운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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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금.은) 산내면 

등룡(금) 하서면 

비금속 광산 : 

석탄광산: 

@ 순창군 

二l죠:고Lλl 
O~ 。 ι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금과(금) 금과면 등록10472 

삼진동계(금) 동계면 등록40782 순창2 

인덕 ，순창인 (금 은) 유등면 등록14822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 

석탄광산 · 

@ 옥구군 

二l강二고Lλ、L o ~ ~Ci L. 

가행광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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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광산: 

폐광광산: 

확인이 어려운 광산-

@ 완주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전주l(금，은) 운주면 등록11856 금산113 

휴지광산 : 

폐광산 : 금만，전주(금) 등록52742 

금출，창진(금 ， 은) 구이면 등록52901 

황우(금) 구이 면 등록54092 

동양(금) 동북면 등록39133 

덕 양(동) 소양면 등록22454 

동산(금) 완주면 등록25342 

용복(금) 운주변 등8897 

금천(금) 이서면 등8897 

확인이 어려운 광산: 

덕만(연) 소양면 

비금속광산 : 

석탄광산: 

@ 익산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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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강:고Lλl 
1:1 -, 0 l.• 

가행광산 : 

휴지광산 

폐광광산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 

@ 임실군 

그소과샤 
P j-C L 

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덕온(금，은) 신덕면 등록21390 

석두(금) 청웅면 등록9587 

용홍，금정 ，도장(금，은) 청웅변 등록20928 

부홍(금，은) 청웅변 등록58322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장수군 

二~.6:::.고lλL 
0 ，。 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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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휴지광산 · 팔공(금，은，동) 장수변 등록11938 

폐광산 : 번암(금，은) 번암면 등록50958 

산서(연，모리) 산서면 등록15664 

장수(연，모리) 산서면 등록27426 

영대(금) 산서면 등록56618 

죽림 ，장암(금) 죽림동 등록38314 

확인이 어려운 광산: 

운대(금) 산서면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전주시 

금속광산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확인이 어려운 광산: 

@ 정읍시 

그수과사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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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 

휴지광산 : 

폐광산 : 천태(금광석) 고부면 등록58740 

대두，두승，풍월(금，은) 등록42285 

천하(금) 비 인면 등록27236 

영원(금，은) 영원면 등록30069 

정읍(금) 영원면 등록54089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진안시 

그소과사 
p ，。

가행광산 : 백운(금，은，동) 백운면 등록17964 오수12 

휴지광산: 

폐광산 : 동향(동) 동향면 등록51110 

연창(금，은) 마령면 등록11365 

부귀 (금) 부귀 면 등록14774 

영광(금) 성수면 등록12467 

동진，인대(금，은，동) 성수변 등록13180 

반룡(은) 성수면 등록15835 

대일(금) 언천면 등록9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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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룡(철) 왕궁면 등록37847 

봉소(금) 주천면 등록10144 

확인이 어려운 광산: 

전남지역 

@강진군 

그소과사 
디「。 

성수(금) 성수면 

한용(금) 성수면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강진(금) 군동면 등록17485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문，도암(규사) 도암면 석문 등록25380 

@ 고홍군 

그속과사 
tJ-. 。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홍신(동，창연) 고홍면 등록25669 고흥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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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동，고홍(금，은，동) 도양면 등록14165 

확인이 어려운 광산 : 

삼양(아연) 도양면 

서홍(동) 고홍면 

어영(금，은，연) 도양면 

비금속 광산: 

석탄광산 : 

@ 곡성군 

그소과사 
0 --, 。

가행광산 

휴지광산 : 

폐광산 : 곡성 (금，은) 오곡면 등록10877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 광산 : 

석탄광산 

@ 광양시/군 

그송과사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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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광양，억만(금，은，동) 광양면 등록1998 광양73 

익신，사금(금) 광양면 등록17719 

봉강(금) 봉강면 등록2908 

석동(금) 옥룡면 등록35366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광주시/군 

그소과사 
口「。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어등，서등(금) 광산군 송정면 등록31886 

용진(금) 광산군 임곡면 등록13176 

임곡(금) 광산군 임곡면 등록13532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남양(금) 광산군 서창면 

봉황(은) 광주시 석 고동 

비금속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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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황용(세륨，질콘，금) 송정면 송정리 등록25957 

석탄광산 -

@ 구례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휴지광산 : 

폐광산: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나주시/군 

二L강:고LλL 
O~ 。 ι

가행광산 : 

휴지광산 : 덕음(금，은) 공산동 등록14406 

폐광산 : 남성，사금(금) 공산동 등록15197 

좌창(금) 공산동 등록21536 

세봉(금，은) 반곡동 등록13186 

성주(금) 번남동 등록15781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봉왕(금) 왕곡동 

비금속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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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만(고령토) 세지면 성산리 등록 14406 

석탄광산: 

@담양군 

그소과사 p , 。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무등(금) 남면 등록13777 

대덕(창평) 창평면 등록53068 

확인이 어려운 광산; 

백구(금，은) 무정면 

비금속광산 

신홍(고령토) 용월산변 등록47754 

석탄광산: 

@ 무안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압해도，월봉(금，동，연) 압해변 등록 1 6844 

휴지광산: 

폐광산 · 오중，삼중(금) 해제면 등록17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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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아(금) 해제면 등록18908 

대해제，이성(금) 해제면 등록20395 

대천，사금(금，은) 해제면 등록26119 

해성 (금) 해제면 등록번호52146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 광산: 

덕산(규사) 해제면 덕산리 등록53600 

석탄광산: 

@ 보성군 

금속광산 

가행광산 : 청월(금) 문덕면 등록24779 

휴지광산: 

폐광산 : 명봉(금) 노동면 등록2618 

청달，문덕 (금) 문덕면 등록20398 

전보(금) 문덕면 등록30818 

오양(금) 문덕면 등록51081 

삼보，삼관(금) 복내면 등록1682 

산양(금) 복내면 등록11538 

서리실(금) 복내면 등록 27700 

복내 (금，은) 복내면 등록45479 

확인이 어려운 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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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금속광산: 

광산(세륨) 문덕면 덕치리 등록48905 

석탄광산; 

@ 순천시/군 

든F죠二고LλL 
U -, 0 c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금성 (금，은) 등록34882 

왕금(금，은) 등록48790 

덕재(금) 송광면 등록28063 

아독(금) 순천면 등록9599 

오성(동) 쌍암면 등록11126 

유일(금) 월중면 등록38684 

확인이 어려운 광산 

일동(금) 순천면 

비금속광산 : 

석탄광산: 

@ 승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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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소과사 
0 ，。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순천，승주(금，은) 서면 등록3164 

확인이 어려운 광산: 

덕남(금) 송길면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신안군 

二1강:고Lλ、L 
0 ，。 ι

가행광산: 

휴지광산 : 

폐광산 : 혹산철광 : 흑산면 등록29634 

확인이 어려운 광산 : 

비금속광산 : 

두산/동양(규사) 비 금면 등록38041 

두산/우세 (규사) 비금면 등록49379 

두산(규사) 암태면 등록45990 

두산/암태 (규사) 암태면 등록45995 

장산(고령토)장산면 오음리 등록42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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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대선 (규사) 지도면 등록43386 

지도(납석 ，고령토) 지도연 고사리 등록49872 

동아홍업/화자도(규사) 화자면 대기 리 등록45830 

석탄광산; 

@ 여수시/군 

二l강二고lλl 
口「깅 L 

가행광산: 

휴지광산 : 돌산/여수(금，은，동) 돌산 등록14821 

폐광산 : 봉황(금) 돌산 등록41907 

상금금비(금，동) 소라 

삼택 (금) 소라 등록14441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 광산; 

석탄광산， 

@ 여천시/군 

그소과사 
디 「 。

가행광산 

휴지광산 

169 



폐광산 

확인이 어려운광산 

비금속광산: 

민경산업(납석) 화정변 개도리 등록45244 

@영광군 

든F강:고Jλl 
U , O L..:..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영광(금) 군서면 등록13259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 

송이(규석) 낙월면 송이도 등록27051 

@영암군 

二l죠二고L꺼、l 
0 -, .0 L 

가행광산 : 

휴지광산 · 

폐광산 : 은적(금，은) 등록56085 

한일(금) 금정면 등록57388 

성덕(금) 도포면 등록13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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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산(금) 시중변 등록17757 

삼명 (금) 신북면 등록10727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장성군 

二l갚二고LλL o ~ ~ð L.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대청 (금) 삼아면 등록15415 

송강(금) 임곡면 등록18117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덕진(석회석) 북하면 덕진리 등록46098 

장성 (석회석) 장성면 단광리 등록28269 

석탄광산， 

@장홍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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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F쇼:고4λl 
P -, 0 l.....:.. 

가행광산: 

휴지광산 : 

폐광산 : 장홍(금) 관산면 30187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석탄광산; 

@ 함평군 

二l강:고Lλl 
0 -，。 ι

가행광산 : 신광(금) 신광면 등록26245 

휴지광산: 

폐광산 : 손불(금) 손불면 등록43293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 

석탄광산: 

@ 해남군 

그송과사 
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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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전풍(금) 화산면 등록15820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해남(납석) 계곡면 여수리 등록49349 

영전(금，은광석) 북면 영전리 등록40064 

구시 (납석 ) 현산면 구시 리 등록32865 

화산규사(규사) 화원 주강리 등록40013 

매파규사(규사) 화원 주강리 등록51497 

옥매 (납석 ，고령 ，명 반석 ) 황산면 옥동리 등록6464 

석탄광산: 

@ 화순군 

그소과샤 
p~ 。 ι

가행광산: 

휴지광산: 

폐광산 : 화남(금) 도암면 등록27894 

동신(금) 동복면 등록15902 

확인이 어려운 광산: 

비금속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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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송(납석，규선석) 남면 벽송리 등록37789 

화순납석 (납석 ) 남면 벽 송리 등록46359 

천운(납석 ，고령토) 남면 완리 등록52759 

송석 (납석 ) 이 양면 풍평 리 등록30609 

호남석회 (석회석) 춘양면 용두리 등록 39819 

석탄광산 : 

석공/화순(석탄) 동면 복암리 등록190 

구암(석 탄) 동복면 구암리 등록53826 

강성(석탄) 이양면 강성리 등록28041 

이 양(석 탄) 이 양면 강성 리 등록28878 

화산(석탄) 청풍면 신덕리 등록24716 

대복(석탄) 청풍면 이만리 등록24960 

호남/오산(석탄) 한천면 오음리 등록300 

호남(석 탄) 한천면 오음리 등록24757 

삼성 (한천，천운) 한천면 오음리 등록25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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