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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금속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반면 매장량은 한계가 

있어 도시광산 산업의 역할이 중요해졌다. 중국, 인도 등 이

머징 국가를 중심으로 금속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되는 반면 매장량은 한정되어 있어 점진적인 가

격상승이 예상되고(KIGAM, 2018), 금속자원을 대체할 수 

있는 소재가 없어 기존 자원을 회수하여 재사용하는 방법 

외에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다.

그간의 국내 도시광산의 현황 및 단지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연구는 자원수급의 최적지로서 자원순환특화단지와 

산업단지 내 입지의 최적평가에 대해 수행되었다. 특히, 이 

연구는 공간적인 활용도가 높은 가치를 가진 지역인근 폐광

지역의 도시광산 입지를 통한 개발가능성을 타진하였다. 최

근까지는 폐금속자원 재활용 활성화 종합대책(Depar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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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In this study, the location conditions and optimal technologies required for creating urban municipalities that 

can utilize the space in an abandoned mine area, where there is no infrastructure related to recycling wastes and valuable 

metals, are investigated. The urban mining industry deals with mineral resources through the processing of high 

value-added industrial by-products and wastes, and it is a useful linkage industry for the development of mineral 

resources and prevention of mining hazards. Urban mining technologies targeted at the abandoned mine area constitute 

screening, extraction, and smelting for recycling waste products. By analyzing the technologies available, an industrial 

network can be developed for recycling waste batteries and catalysts, which are promising raw materials. It is also 

important to establish an appropriate location for related industries that can generate value-added resources, rather than 

the resourc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seen in general urban mines. In order to overcome the accessibility and 

infrastructure limitations, the economic foundation of the abandoned mine area should consider the linkage of raw 

material supply, key technologies for recycling useful mineral resources that are derived from urban mines, spatial and 

site conditions, a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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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폐기물 및 유가금속 재활용관련 인프라가 전무한 폐광지역의 공간을 활용한 도시광산 조성을 

위한 최적기술과 입지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법을 제시하였다. 도시광산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산

물 및 폐기물의 가공을 통해서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광물자원의 개발과 광해방지의 연계산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폐광지역 대상의 도시광산을 대상으로 폐기물 재활용 기술은 선별, 추출, 정제련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술수준 분석결과, 유망한 원료인 폐전지, 폐촉매의 재활용과 이를 기반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산업망이 필요

하였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도시광산의 자원수급 여건보다는 부가가치를 생성하는 자원이 발생하는 관련 산업과 

연계된 입지분석의 항목 설정이 중요하였다. 접근성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도시광산 조성에서, 공간 및 

입지 여건, 산업 특성에 따른 폐광산 지역 진흥지구내 경제적 기반구축, 원료공급과 수급의 연계, 유용광물자원 재활

용 핵심기술 확보인자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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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environment, 2009)에 따라, 도시광산 조성은 부산, 대구, 

시흥 등 지방자치단체가 일반산업단지나 폐기물 자원수급

이 용이한 지역에서 자원순환특화단지를 조성하거나 산업

단지 개발을 추진하였다. 폐광지역의 도시광산 조성에 대한 

타당성 검토는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

역개발 관점에서 접근한바 있고, 강원도 영월지역의 폐광부

지와 폐광시설을 활용한 도시광산 조성에 대한 기초조사가 

수행되었다. 즉, 영월지역은 연료전지발전소와 함께 융복합 

6차산업화를 위한 기반 조성계획을 통해서, 도시광산산업 

개발에 접근하고자 하였고, 해당지역의 사업타당성까지 검

토하였다(Korean Institute of Civil Urban Planning, 2013).

최근 도시광산 산업통계 중 도시광산 재자원화 규모 및 업

체 현황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도시광산 재자원화 규모

는 19.6조 원으로 국내 금속수요의 약 22%를 도시광산에서 

공급하고 있고(Shin et al., 2013a), 도시광산 업체는 917개

로 수도권과 경상권에 대다수 분포하고 있었으며, 약 58%

의 업체가 10인 이하의 소기업으로 보고되고 있다(Resource 

Circulation Technology Platform, 2017; KITECH, 2018). 최

근 2009년 도시광산 업체 현황 조사결과와 비교하였을 때, 

도시광산 업체수는 전반적으로 증가하였고, 특히 희소금속 

관련 기업 수의 증가 폭이 컸다. 국내 도시광산 산업의 초기 

시장형성 및 활성화를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져왔

다(Shin et al., 2013a). 현재 국내 도시광산 산업은 업체들의 

영세성, 사업허가 과정의 진입장벽, 추출기술의 부재, 통계

시스템의 취약 등으로 초기시장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며, 미국, 일본 등 주요국 대비 지원법의 도입도 늦은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차원의 금속비축량 확대, 물질흐름 통

계시스템 구축, 진입장벽 완화, 정 · 제련기술개발 등을 통해 

시장 활성화 유도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도시광산 산업은 기본적으로 폐기물과 광석을 다루는 산

업으로서, 관련 자원 확보의 의미가 크다(Umicore, 2018). 

즉, 먼저 도시광산 자원으로 부터 금속을 추출할 수 있는 기

술이 확보되고 이를 바탕으로 자원의 가격경쟁력을 확보하

면 관련 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인건비와 기술

수준에서 중국과 비교하여 경쟁력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으로는 기술

우위와 최적생산단지 조성이 경쟁력의 핵심이 될 것이다. 

따라서 도시광산 산업의 기술수준을 측정하고, 최적입지

를 위한 조건을 설정한다면, 폐광지역과 같은 공간적 활용 

가능한 부지를 도시광산에 활용함으로써 폐광지역 진흥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광산 통계결과와는 다르게 

폐광지역의 입지에 적합한 도시광선 업종의 현황, 규모 등에 

대한 기술 및 산업통계 자료를 조사하였으며 기술수준 평가를 

토대로 폐광지역에 적합한 입지조건을 수립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기술수준평가

본 연구에서는 국내 도시광산 기술현황을 분석하기 위하

여 국가연구개발 과제 수행현황(NTIS, 2018)을 분석하였

고, 개발기술의 현황 조사결과, 도시광산 기술개발에 지원

된 과제금액, 건수, 대상 주요기술 등에 대해서 현재 기술개

발 진행 현황을 파악하였다. 이를 토대로 기존의 기술수준 

대비 현행 수준을 도출하였다.

입지선정방법

도시광산산업의 추진체계를 경제적인 측면, 정책적인 측

면에서 타당성을 검토하고 세부 시나리오를 설정해 상호 

비교 분석해야한다. 도시광산 산업은 폐기물로 발생된 도

시광산 자원을 공급받아 정제련 과정을 통해 타 산업의 원

료로 제공하는 산업의 특성상 발전을 위한 합리적 추진체

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특히 폐광산 지역이라 관련 인

프라가 부재한 공간적 활용이 필요한 지역에서는 관련 산

업, 지원 기능 인프라를 고려해 볼 수 있으며, 어떤 시나리

오가 바람직한지에 대한 것은 상호 정량적 비교 분석을 통

해 결과를 도출해볼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경제적 및 

정책적 타당성 분석은 기본적으로  ｢한국개발연구원 공공

투자관리센터｣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부문 사업의 예비타

당성조사 표준지침 연구(KDI, 2008)에서 제시한 방법을 

준용하였다. 도시광산 전문연구기관 설립과 유관기관 기

능 조정 및 통합은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로 볼 수 있으며 특

히, 도시광산 전문연구기관은 연구센터 구축사업, 연구장

비 구축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름)으로 분류

할 수 있어 예비타당성 조사의 대상이 되므로, 본 연구에서

는 예비타당성 조사의 지침에 근거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평가지역은 산업단지지역과 폐광지역으로 구분하여, 대표

산업단지 3개 지역과 폐광지역 5개 지역에 대한 평균값을 

기준으로 상대비교 하였다. 평가지표의 측정은 5점 만점을 

기준으로 20% 단위별로 상대적 정량값을 산정하였다. 해

당 지표값의 상대적 비교만을 보기위한 평가로서, 절대값

의 비교보다는 공간적 입지조건의 상대적인 조건을 비교하

는데 목적을 두었다.

결과 및 토의

폐금속재활용 도시광산 현황분석

본 연구에서는 폐광지역에 유치 가능한 도시광산 조성유

형을 관련 산업과 연계하여 설정하고자, 기존 도시광산의 

고부가가치 유가금속을 포함한 유망원료로 활용가능한 폐

기물을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광재류, 폐촉매류, 폐전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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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제품류, 폐금속류, 폐전지류 등 도시광산과 직접적인 관

련이 있는 폐기물 종류의 업체 및 기타 폐기물 종류 중 고철, 

비철스크랩, 제강원료, 전자제품 등 금속 관련 재생 제품을 

취급하는 허가 및 신고업체 목록을 작성하였다. 한국환경

공단(Korea resource recirculation information system, 2018, 

Korea Environment Corporation, 2016)의 2016 폐기물재

활용실적 및 업체현황 자료의 전체 6,085개의 재활용 중간 · 

최종 · 종합 허가 및 신고업체 중 금속 재자원화 관련 업체 

목록을 조사한 결과(Allbaro System), 폐기물재활용실적 

업체는 업체별 폐기물 종류 및 재생제품명에 따라 1,605개 

Table 1. Status of metal recycling companies by type of waste

Division Waste type Recycled products
Permitted 

companies

General 

waste

Organic sludge Metal powder, etc. 5

 Inorganic sludge Steel raw material, alumina, scrap, etc. 42

Waste synthetic polymer 

compound
Scrap iron, non-ferrous, etc. 128

 Minerals Nonferrous, steel slag, etc. 265

 Dust ash Iron process dust, metal powder, etc. 21

Waste refractory and waste 

ceramic fragments
Gold, silver, copper, etc. 2

Incinerator waste Steelmaking raw materials, scrap iron, nonferrous metals, etc. 3

Waste catalyst Metallic waste catalyst 42

Waste absorbent and pulmonary 

absorbent
Gold, palladium 4

Designated 

waste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s
Waste household appliances, waste synthetic resin, 

waste electrical and electronic products, etc.
119

 Waste fiber Gold, silver, lead, scrap metal, automotive parts, etc. 9

 Waste paper Scrap iron, aluminum, stainless steel, etc. 7

 Metal scraps Scrap metal, nonferrous wire, waste wire, etc. 237

Waste glass Scrap, waste batteries, non-ferrous 2

Waste battery
Primary and secondary waste batteries, waste batteries, cobalt 

compounds, etc.
14

 Other Non-ferrous scrap, scrap metal, copper material, steel raw material, etc. 23

Sludges Zinc bar 0

Waste acids Iron chloride, zinc sulfate, iron sulfate, etc. 61

Municipal 

waste

 Alkaline waste Copper sulfate, iron scrap, zinc scrap, etc. 3

 Minerals Process slag 33

Dust ash Zinc oxide, nickel scrap, reduced iron, dust, etc. 7

 Waste catalyst Mixed metal powder, metallic waste catalyst, etc. 15

Waste absorbent and 

pulmonary absorbent
Gold, silver, waste adsorbent 1

Waste oils Scrap iron 0

Waste paint and lacquer Palladium, zinc oxide, silver 4

 Waste paper Scrap iron 0

 Other Scrap metal, non-ferrous metals, electronic products, etc. 3

Total of permitted companies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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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업체 정보를 선별할수 있었고, 중복조사업체를 제거

하여 총 1,050개 업체 목록을 선별하였다(Table 1). 이때 폐

주물사 및 폐사, 폐타이어, 폐식용유, 폐목재류, 폐타일, 음

식물류폐기물 및 처리물, 폐형광등 파쇄 잔재물, 폐유리류 

등 도시광산과 무관한 폐기물 취급 업체는 제외하였다. 대

부분 재활용 중간 · 최종 · 종합 허가와 신고업체로서, 주로 

고철, 비철, 스크랩 취급 업체로 허가를 득하거나 신고하는 

업체가 가장 많았고, 금, 은, 구리 등 특정 금속을 취급하는 

업체, 폐가전, 폐전기전자제품, 폐전지, 폐촉매 등 특정 폐

기물을 취급하는 업체로 분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었다.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은 폐기물 재활용시설을 갖추고 중

간가공 폐기물을 만드는 산업활동이 대부분이며, 중간 및 

최종재활용업을 겸하는 종합재활용업체가 전체 허가업체

의 60.1%를 차지하며, 중간재활용업은 37.7%, 최종재활용

업은 2.2%를 차지한다(Fig. 1).

지역별 업체 구분결과, 전국 17개 시 · 도별 988개 허가 및 

신고업체 수 산정되었고, 경기 지역의 업체가 가장 많았으

며, 다음으로 경북 지역의 업체가 가장 많았다. 재활용업 특

성 상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은 것으

로 판단되며, 해외 수출입이 용이하며 산업 및 공업단지가 

많은 경상도 지역의 업체 수가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Fig. 2). 도시광산 업체 분포 특성 상, 폐금속자원 재활용산

업은 수집 및 운반과 전처리 단계는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

하고, 전처리를 포함한 일부 간단한 정제련 단계까지는 중

견기업이, 대규모 정제련 단계 및 원재료 생산은 대기업이 

담당하고 있으며, 80%의 업체가 폐기물 수거, 해체 및 선

별, 파쇄 등에 대부분 포진한다. 또한 수거 · 수집 및 전처리 

단계에서 노동집약적이고 부가가치가 낮으나 초기 자본이 

적어 진입 장벽이 낮기 때문에 영세한 업체들이 다수 설립

되었다. 이를 토대로 유가금속 추출이나 고순도화 단계의 

부가가치가 높은 분야는 기술집약적이나 높은 자본금을 필

요하기 때문에 중소업체들의 진입이 어려워 비대칭적인 가

치사슬 구조 형태를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한국표

준산업분류상 1차 금속제조업에 속하는 금속 추출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해당하는 전처리 

업종을 겸업하여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Registration code Amount of permit

Intermediate recycling business 396

Final recycling business 23

Comprehensive recycling business 631

Total 1,050

Fig. 1. Status of metal recycling companies by type of registration.

Fig. 2. Status of metal recycling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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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광산 기술수준

처리방법에 따른 업체를 구분을 통하여, 폐기물의 전처

리, 정 · 제련 및 기타 공정별 처리 방법에 따른 등록형태별 

업체 특성을 살펴보았다. 이때, 다중 처리방법을 사용하는 

업체의 경우 중복으로 산정되었다. 금속 재활용을 위한 공

정 단계별 처리방법에 따라 등록형태별 허가업체 및 신고

업체 조사결과, 전처리, 정 · 제련 기타 보관, 재사용 등 기타

분야로 구분하였다. 전체 처리방법에 따른 업체 중 전처리

Table 2. Status of urban mining company according to recycling technology

Main Category Processing technology
Permitted companies

Intermediate Final Comprehensive 

Pretreatment

Melting 0 0 0

Drying 0 1 0

Stamp 1 0 0

Exfoliation 12 1 5

Detach 12 1 5

Smash 61 2 54

Decomposition 12 1 5

Screening 1 1 0

Washing 1 1 3

Compression 42 0 36

Heat treatment 1 0 0

Cutting 61 2 34

Intermediate processing 2 0 1

Dehydration 14 1 28

Ecdysis 12 1 5

Fracturing 159 9 228

TOTAL 391 21 404

Pure smelting 

High temperature treatment 7 2 17

Solidification 1 0 2

Reaction 23 0 41

Molding (extrusion, injection) 2 0 6

Percolation 5 0 6

Fuel 0 0 2

Heating decomposition 2 0 0

Melting 14 3 51

Dissolution 0 0 1

Raw material manufacturing 1 0 6

Collecting 2 0 3

Regeneration 0 0 0

Refining 26 0 46

Sedimentation 0 0 1

Dissociation 0 0 1

TOTAL 52 3 123

Other

mensuration 9 0 19

Excavation 0 0 1

Other 38 4 104

Machining 0 0 1

Keeping 0 0 3

Ruse 0 0 2

Product re-manufacturing 1 0 3

TOTAL 48 4 133

TOTAL
965 54 1,247

2,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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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파쇄 업체가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분쇄 및 절단 업체이

며, 정 · 제련 업체 중에는 정제 업체가 가장 많고 다음으로 

용융 처리업체가 가장 많았다(Table 2).

재활용 처리기술 및 국내 처분 현황 분석결과, 2012년부

터 2017년까지 전체 국가R&D 0.1% 수준, 증가율(순증) 약

2% 수준이었다(Fig. 3a). 이는 재활용 원료와 소재의 전처

리와 가공을 통한 제조기술까지의 영역에서 자원수급을 위

한 기반 기술로 지원되는 것이 특징이다. 원료별 투자규모

는 폐전지, 폐촉매 등 고부가가치 폐기물 원료에 대한 기술

투자가 특징이며, 특히, 전기자동차, 전기장치 등의 폐전지 

중 이차전지의 재활용 기반기술개발과 관련 요소기술개발

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다(Fig. 3b).

기술별 투자액은 선별기술(28.33%)과 추출기술(18.21%), 

정제련 기술(18.21%)에 대한 투자가 약87% 수준으로 대

부분 투자영역이 집중되었다(Fig. 4). 이는 재활용기술의 

핵심이 폐기물의 선별을 통한 유가금속의 추출과 소재, 제

품 생산의 정제련 가공에 맞춰져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따

라서 도시광산 산업의 사업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공통, 전

처리 기술 등의 기반 기술보다는 핵심 기술의 개발지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 고부가가치 원소별 개발기

술의 중요성은 도시광산의 생산성의 향상과 관계한다

(Shin et al., 2013b).

본 연구에서는 기술수준 측정을 위해서, 폐기물 원료를 

대상으로 기술개발 항목에 대한 투자수준에 대한 상대적 

비율로 기술개발 확보 정도를 구분하여 수준을 측정하였

다. 이는 개발기술을 국가연구개발단계 기준으로 분류하

(a) National R&D investment in city mine-related recycling countries by year

(b) Urban mine-related waste recycling Investment in national R&D investment by material

Fig. 3. Recycling processing technology and domestic disposi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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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nalysis of domestic urban mining technology level by metal scrap types

Division Material field
Technology development level (unit %)

Basic (source) technology Practical technology Demonstration technology

Waste material

Waste battery 59 26 15

Spent catalyst 55 30 15

Other scraps 27 33 40

Target substance

Precious metal 33 37 30

Nonferrous metal 36 34 30

Rare earth metal 42 26 32

Fig. 4. Investment scale of national R&D investment  by processing technology.

Table 4. Types of urban mining project

Business project Subject Project type

Ecological industrial complex Ministry of Industry

Industrial complexYeongwol abandoned mine area Yeongwol

Urban mine technology institute Gwangju

Busan waste household appliance collection center Busan Resource recycling 

specialized complexResource recycling specialized complex Busan, Siheung, Jeonju, Incheon, Danyang, etc.

Environment-friendly resource recycling cluster Hwaseong 

Urban mine center

Seoul City Metal Recovery Center Seoul 

Waste resource green circulation system Daegu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Re-Manufacturing Innovation Center
Seoul 

Gunsan mining stockpile facility Korea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Metal resource facility
Recycling Waste Metal Recycling Resources LS Nikko Copper Smelting

Non-ferrous metal smelting Korea Zinc

Mineral resource recycling POSCO M-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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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기초기술, 실용기술, 실증기술로 구분할 때, 해당기술의 

사업화 정도를 고려해 볼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사

업화 성공률이 2017년 기준 약 20% 수준임을 감안하더라

도, 해당 투자가 기술수준 향상으로 이어지는 부분은 통계

부재 등 실패과제가 매우 적음을 고려할 때, 해당 기술개발

의 역량은 향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폐기물 재료별 수준은 

폐전지나 폐촉매는 기초기술 수준이 높고, 실용, 실증수준

이 상대적으로 낮았고, 기타 스크랩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폐기물 재활용 대상으로 볼 때, 실용 및 실증 기술수준이 높

은 특성을 볼 수 있었다(Table 3). 대상물질별로는 희소금

속에 대한 기초기술수준이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용, 

실증기술의 수준은 약 30% 내외로 유사하고, 상용화를 위

한 개발기술의 실증화가 가능함을 나타내고 있다.

도시광산 입지유형

기존의 산업단지는 산 · 학 · 연 연계체제를 구축하여 산

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Table 4),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주거 · 상업 · 유통 · 복지 등의 종합적 지원 시설 단지로 조

성하고, 일부 산업단지 내 금속과 비금속 재생 및 제조, 정 · 

제련 산업체를 유치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었다(Hong, 2012; 

Harada, 2008). 특히, 공장, 지식산업 관련 시설, 문화산업 

관련 시설, 정보통신산업 관련 시설, 재활용산업 관련 시설, 

자원비축시설, 물류시설 및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용지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의 산업

집적 활성화와 공장설립에 따라 인허가체계를 가진다. 한편, 

폐광산 지역이 공간적으로 과거 광산지역에 위치하고 있음

을 고려할때,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의 자원수급과 관련 사

업으로의 가공된 소재와 제품의 공급 접근성은 낮다. 따라

서, 폐광산 지역의 공장 허가문제와 도시광산 단지 조성에 

필요한 기술, 인력 한계문제를 극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접근성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공간, 입

지여건, 산업 특성에 따른 해결방안을 도출하였다. 첫째, 공

간적 입지한계 해결을 위하여 폐광산지역 진흥지구 내에 

경제적 기반을 조성하는 것이고 둘째, 시장 유망성을 확보

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가 만날 수 있는 요충지에 입

지를 선정함으로써 시장의 운료 공급과 생산원료의 소재화

를 가능하게 하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마지막으

로, 도시광산 인프라 확보를 위하여 재활용 산업의 기술과 

인력이 집중될 수 있는 도시광산산업 집적단지를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광산 입지선정방안

폐광지역별 규제사항 및 입지 요건을 검토할 때, 환경법

에 따른 오염배출시설의 배출조건이 해당 입지에 만족하는

지를 검토해야 한다. 현행 산업단지 입주허용 조건은 폐기

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기업 및 폐기

물재활용 신고기업의 산업단지 입주허용을 하고 있으며,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제6조

의 산업단지의 입주자격에 따라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및 원료재생업에 대해서 도시광산 기업은 영업허가를 현행 

2단계(사전적 합성평가 및 재활용허가)에서 1단계(허가)

로 완화된 상태이다. 다만, 현행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

지역, 농업진흥지역(농지법)에서 허용 또는 제한되는 공장

의 업종․규모 및 범위는 공장설립이 불가한 여건을 가지는 

한계는 있다.

입지여건을 Table 5와 같이 도시광산 조성을 위한 여건 

평가 시 고려해야 할 주요항목 및 중요도로 제시하였다. 이

는 본 연구에서 입지여건으로 고려한 사항과는 약간의 차

이가 있으며, 정량적 분석보다는 정성적 분석에 가깝게 분

석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최적입지 여건과 

폐광지역에서 제시하는 입지여건을 상호 비교하고, 본 연

구를 통해 분석된 입지여건 상세분석을 통해 입지여건을 

검토하였다(Table 5). 평가 기준 중 지역적 분포의 세부 평

가항목으로는 도시광산 업체의 지역적 분포, 연구개발 및 

제조 인프라, 산업단지 수 및 부지확보 용이성으로 설정하

고 각각 도시광산 업체수, 유관기관수, 전국 도시광산 자원

회수 가능량 대비 지역 내 회수 가능량, 도시광산 산업관련 

산업단지수, 지역내 산업단지 면적 대비 여유부지 면적을 

평가 지표로 설정하였다. 도시광산 산업규모의 평가 항목

으로는 산업 생산별 비율(산업비중), 도시광산 종사인구 비

율이고 평가 지표로는 지역내 총생산 대비 도시광산 산업 

총생산 비중, 도시광산 산업 총생산 대비 지역 내 도시광산 

산업 총생산 비중, 지역 내 노동가능 인력 대비 도시광산 산

업 종사자수 비중, 도시광산 산업 총 종사자수 대비 지역 내 

도시광산 산업 종사자수 비중으로 설정하였다. 접근성은 

산업연계성을 평가 항목으로 설정하고 지역별 폐기물 발생

량 대비 중간처리업체 처리량의 비중을 평가 지표로 설정

하였다. 입지특화의 평가 항목으로는 입지우위성, 파급효

과로 설정하고, 각각 산업집적지 분석에 이용되는 입지계

수와 지역경제 파급효과인 투입금액 대비 생산유발액의 비

율로 설정하였다.

대상지역을 분석한 결과, 울산 등의 산업단지 지역의 접

근성의 경우 높은 점수척도, 지역적분포도 및 관련인프라

는 낮은 점수를 가지는 특성을 가졌다. 그러나 강원도 지역

의 도시광산 산업규모, 입지특화, 인프라 항목에서 낮은 점

수, 상대적인 산업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지표

상의 상대적인 전략점수 지표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

며, 인근 관련 자원공급지로서의 폐기물 보다는 비철금속 

등의 광석원료 대상이 유망하고, 생산제품의 수요관점에

선 생산된 소재, 제품의 비축기지나 관련 재가공이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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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과의 연계가 요구된다. 가중치를 적용하기 전 산업

경제기반 입지분석 요건에 따라 산정된 종합점수는 상호간

의 가중치가 부여되지 않은 점수이기 때문에 상호 비교 의

미는 없다. 

결   론

도시광산 산업은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부산물 및 폐기물

의 가공을 통해서 광물자원을 취급하는 산업으로, 광물자

Table 5. Analysis of regulatory and location requirements for each mine site

Evaluation 

standard
Evaluation items Assessment methods Evaluation index

Evaluation site

Industrial 

complex

Abandoned 

mining area

Regional 

distribution

Geographical 

distribution of 

city mining 

companies

Number of companies 

by urban mine industry

Number of urban mining 

companies in the region
4.3 2.3

Infrastructure of 

R&D and 

manufacturing 

industry

Nearby urban mining facilities
Number of institutions 

in the region
4.4 3.1

Ease of company support through 

raw material procurement (waste 

generation, collection volume, 

throughput)

Urban mining resource 

reclamation capacity 

in the region

Urban mine resources 

recoverable capacity

4.2 2.8

Industrial 

complex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in the area

Number of industrial complexes 

related to urban mining industry 

in the region

3.9 1.8

Ease of secure 

site
Total area of industrial complex

Amount of leased land and 

industrial complex in the area
2.3 4.5

Urban mine 

industry scale

Percentage by 

industry 

production (by 

industry)

Urban mining industry output 

relative to total production 

in city area

Urban mining industry gross 

output

Gross Domestic Product

4.2 3.1

Urban mine industry gross 

production of city mine industry 

relative to gross production

Urban mining industry gross 

domestic product
3.2 1.8

Urban mining 

population ratio

Percentage of employees who are 

engaged in workforce

Number of urban mining industry 

workers in the region

Possible workforce in the region

3.5 1.8

Urban mining industry the ratio 

of the number of workers in the 

city mine industry to the total 

number of workers

Number of urban mining industry 

workers in the region

Nationwide urban mine industry 

workers

3.2 1.3

Accessibility
Industry 

connectivity

Throughput of intermediate 

processing companies compared 

to waste generation by region

Waste throughput in the area

Waste generation in the area
4.2 2.8

Location 

specialization

Location 

advantage

Analysis of industrial aggregate 

(LQ)

Proportion of urban mining 

industry workers in the region

Proportion of workers in urban 

mining industry nationwide

3.2 1.3

Ripple effect
Analysis of regional economic 

impact

Production in area

Amount invested in the area
3.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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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의 개발과 광해방지의 연계산업으로 의미를 지닌다. 본 

연구에서는 인프라가 전무한 폐광의 공간을 활용한 최적기

술과 입지조건을 설정하기 위한 조건과 기법을 제시하였

다. 특히, 폐광지역 대상의 도시광산 대상 기술은 선별, 추

출, 정제련의 핵심기술이 대상이 되며, 해당 기술수준 분석

결과, 유망한 원료인 폐전지, 폐촉매의 재활용과 이를 기반

으로 사업화를 수행하는 산업망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서, 

일반적인 도시광산의 자원수급 여건보다는 부가가치를 생

성하는 자원이 발생하는 관련 산업과 연계된 입지조건 설

정이 중요하였다.

도시광산 업체 분포 특성상, 폐금속자원 재활용산업은 

수집 및 운반과 전처리 단계는 주로 중소기업이 담당하고, 

전처리를 포함한 일부 간단한 정제련 단계까지는 중견기업

이, 대규모 정제련 단계 및 원재료 생산은 대기업이 담당하

고 있으며, 80%의 업체가 폐기물 수거, 해체 및 선별, 파쇄 

등에 대부분 포진한다. 폐기물 재료별 수준은 폐전지나 폐

촉매는 기초기술 수준이 높고, 실용, 실증수준이 상대적으

로 낮았고, 기타 스크랩의 경우, 기존의 다양한 폐기물 재활

용 대상으로 볼 때, 실용 및 실증 기술수준이 높은 특성을 볼

수 있었다. 대상물질별로는 희소금속에 대한 기초기술수

준이 높은 부분을 제외하고는 실용, 실증기술의 수준은 약 

30% 내외로 유사하고, 상용화를 위한 개발기술의 실증화

를 지시하고 있다.

접근성과 인프라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본 연구의 폐

광지역에서 공간적 활용을 위한 도시광산 조성관점에서, 

공간 및 입지 여건, 산업 특성에 따른 도시광산 조성 한계점 

및 해결과제를 도출하였다. 첫째, 공간적 입지한계 극복과

제는 폐광산의 공간적 입지와 도시광산 조성의 입지규제를 

극복하기 위해 폐광산 지역진흥지구내 경제적 기반을 조성

하는 것이다. 도시광산 산업의 지역경제성을 고려한 입지

요소는 원료수급이 용이한 도시지역이나 산업단지에서와 

같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즉, 도시광산 단지 조성을 위

한 비용과 해당편익은 지속적인 생산이 이루어지는 경제적 

기반에 충실해야한다.

둘째, 시장 유망성 확보과제로서, 국가광물자원관리기

반의 산업입지와 시장공급과 수요를 고려한 요충지에 입지

하여 시장의 원료 공급과 생산원료와 가공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산업단지에 조성하는 것이다. 도시광산의 폐금속 

자원의 공급과 재활용 생산품의 수급을 위한 인프라를 주

변지역과 연계하고, 생산제품은 원료물질을 포함하여 2차 

가공된 원료나 소재 제품이 되어 부가가치를 향상시켜서 

경제성을 확보하는 방식이다.

마지막으로, 도시광산 인프라 확보과제로서 유용광물자

원의 재활용 기술역량의 집적단지조성이 필요하다. 유용

광물자원의 생산을 위한 공급망이 형성되었다면, 재활용

기술과 제조기술이 개발되어 비철금속이나 관련 연관산업

에 산업공급망을 형성해야한다. 도시광산 산업공급망은 

개발기술에 기반한 광물자원의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

는 공급과 수급산업체가 지역내 형성되어 물류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도시광산 조성지역내에서 완성체가 

되어야한다.

따라서 폐광지역에서 도시광산 산업의 입지선정시, 기술

개발, 인력, 자원의 인프라와 함께 관련 산업공급망의 구성

이 가능하도록, 해당지역 산업의 형성이 선행된다. 이때, 도

시광산 조성단지의 경제성을 향상하기 위한 기술부가가치

와 사업화를 통한 고용창출에서 기술개발 지원이 핵심이 

되어 기술사업화를 통한 편익향상이 부가되어야한다.

사   사

본 연구는 2018년도 한국광해공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

한 연구과제(폐광지역 도시광산 자원화단지 조성사업 타

당성 기초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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