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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북한의 산업구조 내 광업비중은 2017년 기준으로 전체 

GDP의 11.7%에 달한다(The Bank of Korea, 2018). 이는 

광업이 북한의 경제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며, 그만큼 광

산 활동이 활발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한의 경우는 2017

년 기준으로 광물자원 수입의존도가 93.4%이며, 금속광물 

기준으로는 99.6%의 광물자원을 수입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남북의 경제적 특징으로 인하여, 많은 전문가들은 

광물자원 관련 경제협력이 매우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Jung et al., 2015),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남북의 광

물자원 분야 경제협력에 대하여 연구하고 있다. 남북 광산

개발 협력 시 광해문제는 투자결정 등에서 고려되어야 할 

중요한 문제이다(Cho and Lee, 2017). 협력 혹은 투자 유망

한 북한의 광산들은 대부분 기존에 개발 중인 광산이 대부

분이기 때문에 기존의 광해 발생 현황과 더불어 향후 발생

할 가능성이 있는 광해를 파악하여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되어야 한다. 그러나 광산개발 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되

는 북한 지역 광해에 대한 기존 연구 자료는 상대적으로 부

족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구글어스 이미지를 활용하여 북한의 광

해현황을 파악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한편, 일부 

선행 연구에서 광산주변에서 발생되는 광해에 대해서 연구

를 수행하였지만, 접근성 부족으로 인해 정보가 매우 제한

적이었다. 따라서 북한 지역의 광해 발생 현황에 대해 체계

적인 정보 수집 및 연구를 위하여 다양한 접근방법을 고민

하여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북한의 광해현황을 파

악하기 위해 북한관련 환경관련 문헌정보 분석, 광업종사 

탈북민 면담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으나, 북한의 광산

지역의 인공위성 사진 분석 방법만이 현시점에서 자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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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이 용이하고 신뢰성 있는 정보 획득가능한 방법이라고 

판단된다. 연구추진체계는 ① 북한의 광상별 대표적인 광

산을 선정하여, ② 구글어스에서 제공되는 이미지를 활용

하여 광해현황을 파악하고, ③ 그 특성을 분류하는 순으로 

진행하였다.

선행연구

북한의 광산지역 환경 문제, 즉 광해 문제에 대한 연구는 

북한 지역의 정보 취득 및 조사를 위한 접근이 매우 제한적

이기 때문에 다양하게 진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일부 연구 

자료에서 광해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 제한적 조사와 연

구가 이루어졌다. 선행 연구는 크게 북한의 광해 문제를 직

접적으로 연구한 경우, 그리고 일반 환경 문제(수질오염, 

토양오염 등)의 원인으로 광해 문제를 언급한 경우로 분류

할 수 있다. 우선, 광해문제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경우로는 

Cho and Lee(2017)의 연구 결과(‘북한의 광해 원인 분석 

및 실태에 관한 연구’)가 유일하다. Cho and Lee(2017)는 

인문 · 사회적 관점, 새터민 심층 면담, 북한 광업제도 및 제

도 운영 현황, 광산의 운영 실태를 통하여 광해 원인을 분석

하였다. 또한 구글어스 공간영상 분석을 활용하여 무산광

산 및 홀동광산에서 발생한 광해 발생 사례를 일부 제시하

였지만, 광종 및 광산수가 북한의 광해현황을 파악하기에

는 대표성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그밖에, 환경 문제의 원

인으로 광해를 지목한 연구 결과로는 Kim et al.(2008)이 

있는데, 이 연구에서는 두만강의 수질오염 원인으로서 무

산광산의 광물찌꺼기 유출을 지적하고, 광산지역과 대도

시 공장지역을 통과하는 하천이 극심하게 오염되었을 것으

로 추정하였다. DPRK and UNEP(2012)가 발간한 보고서

에서는 광산지역을 통과하는 하천 지류 중 일부에서 수질

이 악화되고 있으며, 광산배수 등의 배출로 인하여 제련소 

및 광산 주변의 토양 내 중금속의 함량이 오염기준치를 상

회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에

서는 무산광산, 등 일부 특정한 광산에 대하여만 언급하고 

있어 북한 지역 광해에 관한 대표성을 갖기가 어렵다. 이에, 

북한 내 다양한 광산에서의 광해 발생 현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연구 자료 및 분석 방법

북한에서 산출되는 유용광물은 42종이며, 가행 혹은 휴

광 중인 광산은 총 728개로 추정하고 있다(KORES, 2011). 

이 중 금속광산이 260개, 석탄을 제외한 비금속 광산이 227

개, 석탄광이 241개로 파악되고 있다(Table 1).

북한 광산지역의 광해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모든 광산에 대한 광해실태조사가 필요하지만, 본 연구에

서는 이들 728개의 광산 중 광산의 대표성, 위치 정보 확보

의 용이성, 광종, 지역적 분포 등을 고려하여 Fig. 1과 같이 

12개의 광산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광산은 석탄광산 3개

소, 철광산 3개소, 금 · 은광산 2개소, 구리광산 2개소, 연 · 

아연광산 1개소, 중석광산 1개소의 북한내 대표적 광산이

다. 탄광의 경우 북한내 대표적 탄좌인 순천지구, 함남지구, 

Fig. 1. Distribution of 12 min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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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지구에 각 1개의 광산(직동탄광, 고원탄광, 흑령탄광)

을 선정하였으며, 철광산은 북한내에서 대표적인 철 채굴

지인 함경북도 무산군 무산광산,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광

산, 함경남도 허천군 만덕광산을 선정하였다. 금 · 은 광산

의 경우 규모, 생산기간 등을 고려하여 황해북도 홀동광산, 

평안북도 운산광산을 선정하였다. 구리광산의 경우도 대

표적인 구리광상에 위치하며, 생산이 지속적으로 이루어

지고 있는 양강도 혜산광산, 자강도의 3월5일청년광산을 

선정하였다. 기타 광산으로는 남한과의 공동개발이 추진

되었던 연 · 아연을 생산중인 검덕광산, 중석 최대 부존지역

에 위치한 만년광산을 선정하였다. 광산의 위치는 통일부 

북한정보포털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활용하였다.

선정된 광산의 광종별 분포를 살펴보면 석탄광산 3개소, 

철광산 3개소, 금-은광산 2개소, 구리광산 2개소, 기타 금속

광산 2개소이다(Table 2).

선정된 12개의 광산의 광해 발생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영상분석에서는 구글어스(Google Earth)에서 제공하는 영

상을 사용하였다. Sagong et al.(2007)과 Kim et al.(2012)

은 구글어스 공간영상이 접근이 제한적인 북한의 지리정보

를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유용한 자료라고 판단하였

다. 실제로 Kim et al.(2012)은 구글어스를 활용하여 북한

의 호수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Ki(2016)

는 구글어스를 활용해 공간영상을 분석하여 함흥시, 사리

원시 등 도시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과 산림파괴 등 자연

환경 문제를 연구하였다. 특히, 황해남북도의 산림파괴 실

태를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처럼 북한의 광산에 대

한 접근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구글어스 영상을 활용하여 

북한 광산지역의 광해실태를 파악하는 연구는 향후 남북 

광물자원 및 광해관리 협력사업의 기초자료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충분한 의의가 있을 것이라 판단된다.

광해발생의 유형은 물리적 및 화학적 피해로 크게 분류

할 수 있다. 물리적 피해는 산림훼손, 지반침하, 소음/진동, 

분진, 폐시설물 등의 피해로 분류할 수 있으며, 화학적 피해

는 수질오염 및 토양오염 등으로 세분할 수 있다. 광해는 한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주로 복합적으로 발생한

다(Ji and Lim, 2009). 그러나 구글어스 공간영상 분석으로

는 앞서 언급한 모든 유형의 광해를 분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즉, 영상으로 파악이 불가능한 수질오염(단, 백화현

상, 적화현상 발생의 경우는 파악 가능), 토양오염, 소음/진

동 등의 광해는 구글어스 영상으로 판단이 불가능할 것으

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글영상으로 분석이 가

능한 광해인 산림훼손, 지반침하, 광물찌꺼기 유실 및 적치

장 관리 실태, 산성광산배수로 인한 적화현상 및 백화현상

을 중심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구

글어스를 활용하여 파악된 개별 광산의 광해 현상을 광종

별로 분류하여 북한의 유형별 광산에서 나타날 수 있는 광

해 발생 특징을 평가하였다.

북한 지역의 광해조사 결과

주요 광산으로 선정된 무산광산, 검덕광산, 혜산광산 등 

12개 광산에 대하여 구글어스의 영상을 바탕으로 발생한 

광해를 조사하였다.

무산광산

무산광산은 북한의 최대 철광상 부존지역인 함경북도 무

산군 창렬로동자구에 위치해 있으며, 자철광을 생산하고 

있다. 17세기 초부터 소규모 채굴이 시작되어 1910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었다. 가채매장량은 13억 톤(Fe 24%), 

확정매장량은 20억 6231만 톤(Fe 24%)으로 알려져 있으

며, 연간 생산량은 철정광 350만 톤(Fe 65%)이다(KORES, 

2011).

무산광산을 구글 영상으로 확인한 결과, 노천채광으로 

인한 채굴적 및 폐석 적치로 인하여 식생 훼손이 확장되고 

Table 1. The status of mines in North Korea

Item Metal Non-metal Coal Total

Number of mineral species 22 19 1 42

Number of mines 260 227 241 728

Table 2. Mineral types of studied mines

Mineral type Coal Iron Gold/Silver Copper Others Total

Number of mines 3 3 2 2 2 12

Name of mines

Gowon,

Jikdong, 

Heukryeong 

Musan,

Deokhyeon,

Mandeok

Unsan,

Holdong

Hyesan,

Cheongnyeon

Geomdeok,

Mannye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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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pen-Pit mining (a,b) and Recycling of tailing sediment (c) at the Musan iron mine.

Fig. 3. Tailing dam failure (a), new tailing dam (b), and discharge of mine tailings to the East Sea (c) at the Geomdeok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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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1a, 2b) 폐석 적치량이 지속적으

로 증가하고 있었으며(Fig. 2 A-B-C지역), 광물찌꺼기가 

하천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특히 하천으로 유출된 광물찌

꺼기를 회수하는 모습도 확인되었다(Fig. 2c). 기존의 연구 

자료(Cho and Lee 2017, Myeong, 2018)에서 두만강 광산

주변을 통과하는 경우 광물찌꺼기 유실이 되고, 수질 오염

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연구내용과 일치한다.

검덕광산

검덕광산은 북한의 최대 연 · 아연 광상 부존지역인 함경

남도 단천시 금골동에 위치해 있다. 150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어, 193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매장량은 광석량 265,748천 톤(Pb 0.88%, Zn 4.21%)이며, 

생산량은 연간 광석 300만 톤 규모이다(KORES, 2011). 검

덕광산 주변에 위치하며 마그네사이트를 채굴하는 룡량광

산의 광해 발생 영향을 명확히 구분할 수 없어, 본 연구에서

는 두 광산의 구분 없이 광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검덕광산의 경우, 제1광물찌꺼기 적치장에서 붕괴사고

가 있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며(Fig. 3a), 제1광물찌꺼기 적

치장을 대체하기 위하여 신규 적치장이 건설되었다(Fig. 

3b). 또한 검덕광산 및 인근의 룡량광산 등에서도 광물찌꺼

기가 지속적으로 유출되고 있었다. 단천시에 있는 남대천 

및 북대천의 하구의 모습을 비교해 보면, 침전물의 색이 다

름을 볼 수 있다. 즉, 광물찌꺼기가 북대천을 따라 해안까지 

50km 이상 유실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3c).

혜산광산

혜산광산은 북한의 대표적인 구리광산으로서 량강도 혜

산시 마장동에 위치해 있다. 1930년대 개발 당시 석탄이 채

굴되었으나, 1966년 동 · 연 · 아연광이 발견되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하였다. 매장량은 동광석 기준으로 16,152만 

톤(Cu 1.49%)이며, 생산량은 광석 35만 톤(Cu 1.49%)이

다(KORES, 2011).

혜산광산의 경우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법면 침식이 확인

되었으며, 적치댐 하부에서 침출수가 유출되고 있었다(Fig 

4a). 또한 압록강 유역으로 광산배수를 방출하고 있었다

(Fig. 4b, 4c).

만덕광산

만덕광산은 함경남도 허천군 만덕로동자구에 위치해 있

다. 1906년 광상이 발견되었고, 1921년부터 광산이 개발되

었다. 주요 광종은 철(황화철, 자철광) 및 동, 중석이며, 매

장량은 자철광 2억 톤(Fe 40~45%), 동광 1,500만 톤이다

(KORES, 2011).

만덕광산 광물찌꺼기에 포함되어 있는 황화물질 산화로 

인하여 적화현상이 광범위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적화현

Fig. 4. Leachate from tailing (a) and mine drainage (b) at the Hyesan Cu mine, and ‘Yellow boy’ phenomenon in the Ablok River 

which is located downstream of the mine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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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이 하천을 따라 25km에 걸쳐 나타난다(Fig. 5). 또한 광

물찌꺼기 적치장에서 침출수 발생이 확인되었으며(Fig. 

5a), 광물찌꺼기의 재활용을 위한 활동으로 인하여 2차적

인 오염이 발생하고 있었다(Fig. 5b).

3월5일 청년광산

“3월5일 청년광산”은 북한의 주요 동광산 중의 하나로서 

자강도 증강군 호하로동자구에 위치해 있다. 광종은 동(-

금, 몰리브덴)이며, 1964년에 광상이 발견되어 1980년 광

산이 운영되기 시작하였다. 예상매장량은 약 3억 톤, 생산

량은 선광처리 기준으로 1,500만 톤/년이다(KORES, 2011).

“3월5일 청년광산”에서는 노천채굴이 진행되고 있으며

(Fig. 6a), 채굴적으로부터 남쪽 3.5km 지점에는 광물찌꺼

기 적치장이 위치해 있다(Fig. 6b). 하천 범람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천 주변에 폐석을 방치하거나 사용하고 있었으

며, 일부 구간에서 침출수가 확인되었다(Fig. 6c, 6d).

고원탄광

고원탄광은 함경남도 수동구 장동동에 위치하며, 함남지

구탄광연합기업소 소속이다. 광종은 발열량 6,000~6,800 

kcal/kg인 무연탄이다. 예상매장량은 약 3억 톤이며, 생산

능력은 100만 톤/년이지만 2005년 기준 생산량은 10만 톤

이다. 함남지구탄광연합기업소에는 고원탄광 외에 12월16

일 탄광, 교동탄광, 운곡탄광, 문필탄광, 수동탄광, 경둔탄

Fig. 5. Tailing dam and leachate at the Mandeok iron mine (a), and ‘Yellow Boy’ phenomenon near the mine (b).

Fig. 6. Open-pit mining (a) and Tailing dam (b) at the Cheongnyeon mine, Mine drainage (c, d) occurring in the Cheongnyeon mi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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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 둔전탄광 등이 포함되어 있다(KORES, 2011). 고원탄

광에서는 폐석장 인근에 식생조성사업을 실시한 것으로 판

단되며(Fig. 7a), 일부 폐석장에는 주변식생으로부터 폐석

장에 식생이 전이되고 있었다(Fig. 7b).

만년광산

만년광산은 북한의 최대 중석광상 부존지역인 황해북도 

신평군 만년로동자구에 위치해 있다. 광종은 텅스텐(-철, 

동, 망간)으로 1940년대부터 개발이 시작되었다. 매장량은 

약 2,000만톤(WO3 0.8%)이며, 생산량은 2004년 기준으로 

정광 2,538톤/년(WO3 70%)을 생산한다(KORES, 2011). 

만년광산의 경우, 2015년에는 광물찌꺼기 적치장 상부에

서 광물찌꺼기 적치외의 활동이 없었으나(Fig. 8c), 2017년

에는 광물찌꺼기 적치장 상부에서 광물찌꺼기를 활용하기 

위한 별도의 활동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8d). 또한 폐석이 

갱구 주변에 유실방지 시설 없이 적치되고 있었다(Fig. 8b).

운산광산

북한 금 매장량의 60%를 차지하고 있는 운산광산은 평

안북도 운산군 북진로동자구에 위치한다. 광종은 금과 은

이며, 1896년 광상이 발견된 이후 1897년부터 개발되었다. 

매장량은 광석기준으로 150만 톤(Au 10g/톤, Ag 9~10g/

톤)이며, 생산량은 금속기준으로 금 630kg/년, 은 1.4톤/년

이다(KORES, 2011).

Fig. 7. Mine waste rock dump in April (a) and June (b) 2017 at the Gowon Coal mine.

Fig. 8. Tailing dam (a) and waste rock dumps (b), Upper side of tailing dam in 2015 (c) and in 2017 (d) at the Mannyeo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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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산광산의 광물찌꺼기 적치장은 2006년 광물생산 재개 

이후 설치되었으며, 2014년에는 적치장에서 붕괴가 관찰

되었으나(Fig. 9a), 지속적인 붕괴를 막지 못하여 하부에 유

실 방지용 댐을 신규로 건설하였다(Fig. 9b).

2.8직동탄광

2.8직동탄광은 평안남도 순천시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

천지구청년탄광연합기업소 소속이다. 동 연합기업소에서

는 2.8직동탄광 이외에 청성청년탄광, 령대탄광, 신창청년

탄광 등을 개발하고 있다. 광종은 무연탄으로 매장량은 1억

8000만 톤이며, 1960년대부터 개발되기 시작하여 생산량

은 2005년 기준으로 3만 톤/년이다(KORES, 2011). 직동

탄광에서도 폐경석이 적치되고 있었으며, 그 양이 지속적

으로 증가하고 있었다(Fig. 10a, 10b). 이로 인한 산림 훼손

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Fig 10 A-B지역).

흑령탄광

흑령탄광은 평양시 강동군 흑령로동자구에 위치하고 있

으며, 강동지구탄광연합기업소 소속이다. 동 연합기업소에

는 강동청년탄광, 령남탄광, 고비탄광, 덕산탄광, 삼신탄광, 

명신탄광, 청동탄광 등이 소속되어 있다. 흑령탄광은 1930년

대부터 개발되었으며 매장량은 4,000만톤(1998년 추정)이다. 

연간 생산량은 50만 톤으로 추정되고 있다(KORES, 2011).

흑령탄광은 심한 침식을 받은 카르스트 지형에 위치하며 

노천채굴과 지하채굴을 병행하여 개발하고 있다(Fig. 11a). 

광산지역 일부에서는 지하채굴과 지질 특성으로 인하여 지

반침하와 사면붕괴가 확인되었다(Fig. 11b). 2015년 영상

과 2016년 영상을 비교해보면 지반침하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11c, 11d).

홀동광산

홀동광산은 황해북도 연산군 홀동로동자구에 위치하고 

있다. 생산 광종은 금-은(-동, 창연, 철, 붕소)으로 1870년대

부터 금광이 개발되었지만 1893년부터 본격적인 채굴이 시

작되었다. 매장량은 광석기준으로 5,204,400톤(Au 3.8g/톤, 

Ag 7.4g/톤, Cu 0.29%)이고, 연간생산량(1991년 기준)은 

금 0.85톤, 은 1.67톤, 동 893톤이다(KORES, 2011). 홀동

광산에서는 폐석 적치도 일부 확인되었지만 특히 광물찌꺼

기 적치장의 관리가 적절하지 않았다. 2015년에는 적치장 

댐의 법면에서 침식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2a). 또한 

2017년 적치장의 모습을 보면 광물찌꺼기 재처리를 위하

여 광미장을 훼손하고 있었다(Fig. 12b).

덕현광산

Fig. 9. Tailing dam in 2014 (a) and 2016 (b) at the Unsan mine

Fig. 10. Mine waste rock dump in 2004 (a) and 2016 (b) at the Gigdong Coal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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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현광산은 평안북도 의주군 덕현로동자구에 위치해 있

으며, 광종은 자철광이다. 1955년 탐사를 추진하여 1960년

대부터 채굴을 시작하였다. 매장량은 1억 톤(Fe 36%)이며, 

생산량은 철 정광 5만 톤/년(Fe 67%)이다(KORES, 2011).

덕현광산에는 제1광물찌꺼기적치장(Fig. 13a)과 제2광

물찌꺼기적치장(Fig. 13c)이 있다. 제1적치장에서 2010년 

및 2017년 영상을 비교하면, 댐체 법면 중앙 부분이 지속적

으로 침식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3a, 13b). 또

한 제2적치장에서도 댐체 법면 좌측 부분에서 지속적인 침

식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3c, 13d).

북한지역의 광해 발생 특징 및 원인 고찰

광종별 광해 발생 특징

위에 기술한 바와 같이, 본 연구에서는 구글어스 영상을 

통하여 북한 광산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광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충분히 많은 수의 북한 광산을 조사한 자

료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에서 발생하는 광해 현상을 일반

화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광종별로 확인된 광해 특성 및 

유형을 Table 3에 정리하였다. 석탄광산 및 금속광산 모두

에서 폐석 적치, 산림훼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Figs. 2, 3, 6, 7, 9). 지반침하는 지질 영향(특히, 카르스트 

지형)과 광업활동 영향에 따라 발생하였다(Fig. 10). 또한 

Fig. 11. Open-pit (a), slope subsidence (b), and land subsidence in 2005 (c) and 2016 (d) at the Heukryeong coal mine.

Fig 12. Tailing dam in 2015 (a) and 2017 (b) at the Holdong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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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속광산에서는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관리 부실로 인

한 적치장 붕괴 혹은 가능성 증가, 광물찌꺼기 유실 등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s. 2, 3, 4, 8, 11, 12). 북한 광산에서 갱내

수 및 침출수의 발생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s. 4, 5, 6).

광해 발생 원인

본 연구에서 확인된 광해의 관리가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원인을 살펴보면, ① 북한의 경우 광해의 원인이 

되는 광물찌꺼기 등의 관리대상 물질이 상대적으로 많이 

발생할 수있으며, ② 광해관리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부

족하였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원인인 광해관리 대상물질

의 과대화에 대하여 좀 더 살펴보면, 북한 지하자원법 제25

조에는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광체만을 

골라 캐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되어 있으며, 동법 제38조

에는 ‘분광, 버럭, 미광, 광재 안에 있는 유가 성분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그것을 버리지 말고 저장해야 한다”라고 명시

되어 있다(North Korea Information Portal, 2018). 따라서 

지하자원법 제25조로 인하여 저품위 원광 채굴로 인해 다

량의 폐석 및 광물찌꺼기가 대량으로 발생할 개연성이 많

아 광해관리가 어려워지는 원인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지

하자원법 제38조는 광물찌꺼기 관리 적치 물량이 증가하

여 추후 적치장 훼손이 이루어질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한

다고 판단된다. 즉 광물찌꺼기 적치장의 재개발을 위하여 

완성도 높은 광해방지시설의 설치를 어렵게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Cho and Lee(2017)도 저품위 지하자원(광물)의 

개발을 광해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하였는데, 이는 상

Table 3. Summary of identified mining-related hazards in a few mine areas of North Korea

Ore Name of mine Type of mine hazard

Coal Gowon, Jikdong, Heukryeong Ground subsidence, waste rock, deforestration, etc.

Iron Musan, Deokhyeon, Mandeok
Waste rock and tailing, tailing dam failure, mine drainage, 

‘Yellow boy’ phenomenon, etc.

Gold-Silver Unsan, Holdong Waste rock and tailing, tailing dam failure, etc.

Copper Hyesan, Cheongnyeon Tailing dam failure, mine drainage, ‘Yellow boy’ phenomenon, etc.

Others (Pb-Zn, W, etc.) Geomdeok, Mannyeon Waste rock and tailing, tailing dam failure, etc.

Fig. 13. Tailing dam #1 in 2010 (a) and 2017 (b), and tailing dam #2 in 2014 (C) and 2017 (d) at the Deokhyeon iro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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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찰한 광해관리 대상물질의 증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두 번째 원인으로는 광산 운영 및 광해관리에 필요한 직

간접적인 자원의 투입 부족이다. 특히, 북한의 경제상황이 

최악이었던 1990년 말부터 2000년대에 걸쳐 광산 운영에 

필요한 물자 공급이 부족하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이 좋

지 않아 광산이 침수되는 등 광업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였

다(Cho and Lee, 2017). 앞서 살펴보았던 북한 주요 광산의 

대부분이 1920년대 이전 또는 이후부터 개발이 시작되는 

등 광산 개발이 오래되어 초기부터 광해방지 조치가 매우 

미흡하였으며, 장비의 노후화, 식량배급 부족 등으로 인하

여 광산 및 광해관리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못하였다(Cho 

and Lee, 2017). 이밖에 환경문제에 대한 인식의 부족, 광산 

내 환경전담 조직의 미활성화, 광해방지 규정의 미준수 등

(Cho and Lee, 2017).으로 인하여 광해관리에 필요한 자원

의 투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결   론

국내 · 외의 다양한 정세 변화에 따라 남북 경제협력의 양

상이 신속하게 변화하고 있다. 특히 자원개발 분야의 남북 

경협사업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는 현실이

다. 그러나 북한의 광업에 대한 세부 정보는 외부 세계에 제

대로 알려져 있지 않으며, 북한 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 실

태에 대한 정보는 단편적인 광산 피해 사례가 간헐적으로 

보고되고 있을 뿐 거의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폐쇄성에 따른 자료 취득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쉽게 활용이 가능한 구글 어스 영

상을 활용하여 광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본 연구조사를 통

하여 북한의 대표적인 광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 

광물찌꺼기 적치장 붕괴, 적화현상 및 광물찌꺼기 유출 등 

다양한 광해를 확인하였으며, 이들 광해에 대한 적절한 방

지시설의 설치가 진행되지 못하고 있음도 확인하였다.

북한의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외부의 지원과 협력이 적

절히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향후 환경상태가 매우 심각하

게 악화될 수 있다고 전망되며(Myeong, 2017), 환경문제 

중 특히 광해 문제는 법률적, 경제적 요인에 의하여 심각성

이 더욱 높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나아가, 앞으로 기후변화

로 인해 광해의 규모는 점점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예를 

들어 이상강우로 인하여 관리상태가 부실한 광물찌꺼기 적

치장에서는 대규모 붕괴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광산지역에서 발생하는 광해문제는 남북 자원 분

야 경협사업 추진에 있어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

다. 북한 주민의 환경 안전성 확보를 위한 지원 측면에서 뿐

만 아니라, 북한지역 광산개발에 관심이 있는 국내외 기업

들에게도 투자 시 고려해야 할 필수 요소이며 동시에 파견 

직원들의 실질적인 안전 및 보건과도 관련된 문제이다. 이

에, 북한의 광해 실태를 좀 더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지속적

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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