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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찌들은 몸" 사북 지역의 탄광개발과 환경문제* 

김셰건 •• 

사람들은 땅과 그 위에서 자라는 동식물울 디룰 때 전혀 윤리의식을 갖지 

않는다. 그에게 땅이란 오닷세이의 노예 소녀와 마찬가지로 말 못하는 재산일 

뿐이다. 사람들은 특히 토지와의 관계에 있어서 더욱 경제적으로 생각하게 되 

는데， 이 경우 의무는 없고 특권만이 수반되기 때문이다(레오폴드 1949; 정화열 

1999: 189 재인용). 

1. 톨어가며: 자언， 사회 그리고 톨 

정선， 영월과 태백지역을 중심으로 한 석탄산업은 1%0-80년대에 강 

원도의 주요산업이었을뿐만아니라， ‘한캉의 기적’을이룬한국경제의 

버팀목이자 원동력이었다. 탄광지역은 해방이후 한국 사회를 이끌어온 

• 이 연구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기초학문육성사업(KRF-2003-072-BMl004)의 재정적 지 
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유익한 비판올 해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립니 

다 

•• 강원대학교 분화인류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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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개발과 근대화의 에너지원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며 형성 • 성 

장해 온 개발시대의 표상이며 시대이념이 압축되어 있는 곳이었다. 더욱 

이 탄광지역은 80년대 후반부터 석탄산업 합리화라는 이름 아래 탄광들 

이 용도 폐기되면서 한국의 어떤 지역보다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 

다. 최근 탄광지역， 정확하게 말하면 폐광지역의 발전빙싼으로 등장한 

국내 최초의 내국인 카지노， 강원랜드도 그런 시대적 산물로， ‘고원관광 

휴양도시’로의 변신을추구히는폐광지역은한국사회의 새로운발전방 

향을 기늠하는 좌표로서 작동하고 있다. 사실 1980.90년대는 탄광지역 

뿐만아니라해방후경제개발을향해매진해온한국사회전체가정치， 

경제，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급격한 변동을 경험하고 있는 때이기 

도 한다. 어떻게 보면， 한국 근대화 시기의 한국인들의 에너지원이었던 

석탄， 즉 연탄이 점차 수입 에너지인 석유로 대체되었다는 점은 거시적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개발과정에서 간과되고 무시되었던 한국인들의 일 

상영역에서도 거대한 변화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탄광지역은 한국사회의 과거， 현재， 미래가 응축되어 있는 곳으로 

한국사회의 개발모텔이 잉태하고 있던 인권， 노시문제， 생존권， 환경문 

제 등 부작용들이 한꺼번에 표출된 장소이기도 하다. 나아가 개발시대가 

낳은 각각의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과정에서 각기 다른 이해세 

력들의 다OJ=한 목소리들이 서로 부딪치고 드러나면서 한국 사회의 현재 

적 담론과 지행R야 할 발전방향들이 중첩되어 나타나고 있다. 그 대표 

적인 영역중의 하나가 환경문제이다. 탄광지역의 환경문제는 오늘의 문 

제만은아니었다. 분명 탄광이 개발됨과동시에 환경문제도시작되었다. 

석탄은하늘과 땅등을 시커떻게 물들이며 자연뿐만 아니라광부 및 주 

민들의 삶까지도 위협했지만， 환경문제는 경제개발과 조국근대화라는 

시대사명 앞에서 부차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던 젓이다. 그 

러나석탄산업의 사%탱뻐l 따라탄광들이 하나둘씩 문을닫았고， 폐광들 

은 정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됨으로써 상수원 및 토지의 중금속 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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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피해， 산림훼손， 산사태 동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이런 와중에서 

개발의 동력원이었던 석탄산업은 경제발전의 걸림돌입과동시에 환경오 

염의 주범으로 전락하였고， 환경문제는 광산지역의 주요 관심거리로 등 

장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주민들의 생존권 확보와 경제 

활성화라는 명목 아래 카지노의 설립과 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여전히 산 

림훼손 등 환경파괴가 많이 자행되고 있다. 즉 폐광에 의한 환경문제는 

심각하게 인식되면서도 카지노 및 관광레저타운 설립과정에서 발생히는 

환경문제는， 탄광개발시기에 그래했던 것처럼， 일정정도 생존과 개발을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젊어져야 할 굴레로 생각히는 이중적 경향이 나타 

난다. 

탄광개발과관광개발 시기의 환경문제는 서로 차이를보이면서도 유 

사성을 드러내며， 서로를 규정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탄광개발이 야기 

한환경문제와그시대의 경험은오늘의 관광개발시기의 자연과환경문 

제 나0까 발전방햄l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오늘날 폐광지역의 환경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탄광개발 시기의 

환경문제에 대한 연구가 절실히 필요하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탄광촌인 

정선군{施善뼈 시북읍{협t련)의 자연， 사회 그리고 사램봄)의 생태적 

특성을 고찰하며， 나아가 이를 통하여 탄광개발의 특정과 그 과정에서 

환경담론은 어떤 위상과 의미를 지녔는지를 드러내고자 한다.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끊임없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어떤 식으 

로든 간에 상호 지속적인 변화를 유도한다. 인간은 그들만의 독특한 방 

식으로 자연을 변형 • 창조해 왔으며， 궁극적으로 자연은 생불화적 종이 

나 인간을둘러싼단순한물리적 실제를 넘어 인간들의 인식체계 속에서 

규정되고 해석되는 사회문화적 범주이다. 인간은 자연세계를 단순히 주 

어진 것으로 이해하지 않으며， 각기 독특한 시공간의 산물인 문회를 통 

해 매개한다. 문회를 통해 매개된 탄광지역의 자연은 각기 다른 맥락과 

이용방식에 따라 인식되고 점유되었던 것으로， 산림이 울창한 외딴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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촌， 시북은 경제개발이 본격화되면서 석탄에너지 자원의 보고(寶庫)로 

자리매김이 되었다. 탄광01 개발되면서 사북에서 자연과의 관계 및 자원 

이용방식은 기존의 방식괴는 차이를 드러내며， 그 차이는 자연 그 자체 

에 각인된다. 즉 석탄을 둘러싼 다%댄 시대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체계 및 관념은 탄광 개발 행위를 통해서 자연에 투영되었던 것으로 자 

연은 한국의 경제개발 및 근대화 시기의 사회적 관계 및 자연에 대한 

담론 등의 단면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자연은 단순히 인간과 자연의 관계를 넘어 자연을 둘러싼 인간과 

인간의 관계를 반영한 것으로 철저하게 사회문화적 관계의 산물이며， 

이 관계는 그 시대를 함께 한 사람들의 ‘일상’으로 수렴되는 것이다. 

자연과 마찬가지로 탄광촌 사람들의 일상 환경은 자연에 대한 이념， 사 

회관계， 사회문화， 정치경제， 종교 등이 총체적으로 틈입하면서 각 지역 

마다 독특한 생태적 특성을 드러낸다. 따라서 환경문제는 그 문제를 구 

성하고 또한 적응하며 살이왔던 사람들이 형성한 사회문화 속에서 H빠 

볼 때 그 의미가 명확히 드러난다. 일반적으로 “시커먼” 또는 “검은” 

땅 · 히늘 • 하천은 단순히 탄광촌의 자연환경을 상정히는 것을 넘어 탄 

광개발 시기의 정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관계들을 표현하는 메타포 

인 것이다. 그리고 탄광촌에 내재된 생태적 특정은 개인의 옴으로 체화 

된다. 

맑스(Marx， 터너 2002: 127에서 재인용)가 지적한 것처럼， “인간은 

자연에 대하여 그 자신이 하나의 자연력으로 대립한다. 인간은 자연을 

자기 자신의 생휠에 적합한 형태로 획득하기 위하여 그의 폼에 속히는 

팔과 다리， 머리와손을 운동시킨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본질을변화시킨다"즉우리는몸을통해서세상의모든것과관계하고 

행동하며 생각히는 것으로， 개인과 집단에게 몸은 환경(자연의 일부)인 

동시에 자이{문화의 일부)의 매개체이다. 몽은 언어， 글， 종교라는 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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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자연에 작용하는 인간 노동의 결정적 국면으로서 세상의 자연 

질서와 문화질서 사이에 이슬아슬하게 서 었다{정화열 1999: 193; 터너 

2002: 137).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과 사회의 관계보디는 개인과 사회 

의 관계를 우선시하였던 사회과학분야에서는 몸에 대한 연구를 경시하 

는 측면이 강하였다. 따라서 봄은 생물화적으로 주어진 자연의 영역에 

속하며， 인간의 의식과 문화 및 역사와는 무관한 자융적이고 객관적인 

실제로 인식되어， 개인의 개별적인 옴 내부에 주요 관심을 집중하였던 

의학이나 생물학의 연구대%에 되었다{김은실 2003: 202 참조) . 그러나 

몸은 환경， 사회， 문화의 교차점에 있는 것으로 “땅이 인간의 에토스라 

면， 몸은 정신의 에토스"(정회열 1옛;)9: 193)이다. 톰은 그 자체가 자연에 

대한 사회문화적 구잡} 이념을 드러내는 것으로 사회문화적 맥락에서 

이해되지 않고서는 붐올 통해 드러나는 각각의 행위들과 의미들올 이해 

할 수 없다. 결국 몸은 그 사회문화와 통합되어 있으며 우리의 봄은 그 

사회의 생태적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었다. 

탄광지역의 기장 큰 질병인 진폐증은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었고， 개발모텔 시대적 병리현상"(유범상 외 2002: 5)이었다. 존 

스톤(Johnston 1994: 5)이 지적한 것처럼， 환경이 악화되면 개인은 일정 

정도 그에 따른 대기를 공유한다. 그러나 이익과 부담은 공동체에서 균 

등하게 분배되지 않으며， 오히려 사회적 약자에게는 선태적 희생 

(seleαive victimization)을 강요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선택적 희생의 대 

상은 한 사회가 만들어내는 사회관계의 산물로， 광산노동자들이 개발독 

재시기의 탄광개발에서 선택적 희생의 대상이 된 것은 개발의 중심제였 

던 국가를 중심으로 형성된 탄광자본가 그리고 광부들간의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의 산물이다. 광부들은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산업역 

군’ 또는 ‘산업전사’ 로 호명되었다. 그러나 그들은 사회적 약자였고 그 

들의 인권， 권리， 건강 등은 규제되고 무시되었고， 또한 그들 자신들도 

국가가 자신에게 가한 규제와 통제의 규범들을 적극적으로 실천하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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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이런 과정의 결과물이 진폐증인 것이다. 

결국 한국의 경제 개발과근대화의 에너지원 석탄은 자연뿐만 아니 

라 탄광촌의 사회와 문화， 광부 그리고 주민들의 정신과 육체에 자신의 

위상과 의미를 그대로 투영하였으며， 또한 자연， 사회 그리고 광부와의 

관계 속에서 석탄의 위상과 의미는 재생산되었다 자연， 사회 그리고 몸 

은 각기 개별적이고 독립적인 실제라기보다는 서로 규정하고 존재케 하 

는 하나의 총체(~關뽑로， 탄광지역에서 이들은 석탄을 매개로 상호 연관 

되었다. 

본 연구는 강원도 광산지역의 사회변동에 관한 학제간 연구의 일환 

으로 탄광개발 시대부터 강원랜드를 중심으로 한 현재의 관광개발 시기 

에 이르기까지 환경문제의 변화와 특정을 2년에 결쳐 살펴보고자 하였 

다. 본 논문은 1년차의 결과물로 우선적으로 시북의 탄광개발시기부터 

석탄산업합리화사업시기까지를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였다. 본 연구는 

2004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세 번에 결쳐 이루어진 사북의 현지조사1) 

및 탄광지역과 관련된 단체들의 담당자들과의 인터뷰에 기반하고 있다. 

2. 연구지 개관: 탄광촌에서 관광촌으로 

사북은 동으로는 노팎H構木山 1,150m), 남으로는 함백산{威白山 

1,572m) 그리고 주변에는 백운산〈 白雲山 1 ，460m)을 비롯히여 하절령 

(花折鎭 1,215m), 지장산{地藏山 931m) 등과 같은 높은 산으로 둘러싸 

인 해발 600m 이상의 좁은 산간협곡에 위치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런 

지리적 환경을 사북의 역사와 연관하여 다음과 같이 해석하기도 한다. 

1) 본 연구는 2004년 2월 3일부터 5일까지 연구자와 동행하여 현지조시를 하였던 강원대 
학교 문화인류학과의 강원지역문화연구회(이하 강지문)의 현지조사 자료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었다. 연구를 충실히 보조해 준 이종미와 이금숙 회장을 비롯한 강지문 회 
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강지문의 자료인 경우에는 각 사례의 말미에 ‘강지문’으로 
출처를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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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아저씨가 그러는데 옛날에 어떤 스님이 예언올 했다고 하더라. 여기가 

소쿠리 형국이라고 담는 형국이라네. 우리나라가 석탄산업 때문에 부자가 된 

거지. 카지노도 돈 구덩이잖아{강지문). 

사북 지역은 산간협곡에 위치해 있어 임야가 토지의 대부분이고 농 

경지는 아주 미약하고 토질도 척박한 곳이다.2) 따라서 1950년대 중반까 

지는 수백 명 남짓한 사람들이 옥수수 동의 밭농사와 약초채취 등에 의 

존하여 생활하고 있었다. 오늘날에도 탄광괴는 크게 관계가 없는 직전리 

와사북 1리에서는배추등고랭지 채소와황기 풍약초재배가이루어지 

고 었다. 한적하고 고립된 산촌이었던 이 지역이 외부 세계의 관심의 

대상이 된 것은 풍부한 산림과 석탄지원 때문이었다. 이 점은 초기 이주 

민의 이야기에서 잘 드러난다. 

사북에 들어온 지는 40년 가까이 된다. 경북 영주에 살다가 왔다. 기차가 안 

들어왔을 때 들어왔다. 산에 나무 해 가지고 장작해서 먹고살았다. 저탄장 뒤에 

참나무가 많아서 산에서 나무해서 장작 패서 그거 판 돈으로 살 때도 있었다. 

이 지역의 산림은 풍부할 뿐만 아니라 목재의 질도 최생급으로 한 

때 산판이 성행하였고， 초기의 많은 이주민들이 산림자원에 의지뼈 

생활을 하였다. 처음으로 이 지역에 목재 수송을 위한 임산 도로가 만들 

어져 하루에 수십 톤이 원주나 서울 등지로 실려 나갔다고 한다{시북청 

년회의소 2001: 148 창조). 또한 이 때 석탄도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1959년에 이곳으로 이주한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 유추해 볼 수 있 

다. 

그 때0959년) ...... 뭐 일본말로 농뱃불이지. 곁에서 홉융 이겨내고 지동:ÃI어1 

탄을 막 퍼했어요. 그때는 이렇게 곁에 탄이 있었어요 ... 사람들이 움막집을 쳐 

놓고 탄을 개발하고 처음 탄올 캐서 신동 예미역으로 탄을 실어냈어요. 길도 

2) 정선군통계연보(2000년 말 기준)에 따르면， 사북읍 총연적은 47.10km2이며， 이 중 임 
야는 4O.94km2(!17%) , 밭은 3.90km2

( 8"Io) 그리고 대지 풍 기타는 2‘26km2(5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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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닦고 뭐 여서 거까지 수송을 했다고요(강지문-). 

이 지역의 석탄은 비교적 심층부에 매장되어 있어 채굴을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과 자본이 필요하였다. 그러나 초기에 탄광을 개발한사람들 

은 ‘졸딱구탱이’ 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탄광엽자들로 비교적 채탄이 쉬 

운 노천 탄광을 중심으로 석탄을 채굴하여 석탄 생산량은 미미하였다. 

1%0년대에 들어 박정희 정권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위해 대단위 탄 

죄를 중심으로 석탄산업을 육성하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1%2년에 설립된 동원탄죄{이하 동원 또는 동탄)는 사북을 

대표하는 탄광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사북 지역은 불편한 교통사정으 

로 인하여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탄광개발이 더디었다.1950년대 후 

반에 영월선， 1%3년에 태백선이 개통되어 영월과 태백지역의 석탄은 

쉽게 서울로 운반되었다. 그러나 시북 • 고한 지역은 품질이 좋은 석탄을 

생산하고서도 판매에 곤란을 겪었다. 이 지역의 석탄은 도로를 통해 예 

미까지 운반되어 영월션을 통해 서울로 운반되거나， 트럭으로 묵호나 

통리까지 운반되어 그팬l서 부산까지 해상을 통해 운반된 다음， 다시 

부산에서 청량리까지 철도를 통해 운반되어야 했다{사북청년회의소 

2001: 155). 1%6년 예미에서 고한을 잇는 고한선의 개통은 운송망의 

불편을 일소에 해소하며 시북 • 고한지역의 석탄산업이 급속하게 발전 

할 수 있는 물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두 차례(1973년 및 1979년)의 석유위기를 겪으변서 석탄개발의 중요 

성은 더욱 부각되었고， 이런 과정에서 태백， 정선， 영월， 삼척지역에는 

크고， 작은 규모의 민영탄광들이 속속 들어서 1980년대에는 수백 개에 

이르렀다. 특히 5공화국은 석탄증산정책의 일환으로 ‘조광법’을 제정하 

여 무분별하게 조광권을 허용함으로써 연간 10만 톤 미만을 생산하는 

소규모 탄광 320개가 난립하는， 이름하여 석탄산업의 전성기를 구가하 

기에 이르렀대유범상 외 2002: 56-57). 태백， 고한， 사북， 도계를 포함한 

삼척탄전지구-3)는 국내 제일의 광산 도시로 자리를 잡아갔다. 동원은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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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대에 태영， 80년대에는 삼왕 등을 분할 창립하여 모광 3개소 조광 10 

여 개소에서 최대 석탄 생산량이 약 300만 톤{1986년)에 이르는 전국 

최대의 민영탄광으로서의 전성기를 맞이하였다. 이 상황은 사북으로 이 

주하면서부터 상업에 종사해 온 한 주민의 언설을 통해 추측해 볼 수 

있다. 

이사 올 때0984년) 당시 사북의 사회분위기는 흥청망청했죠. 탄광 돈은 햇 

빛만 보면 다 사라진다고 개도 천 원짜리는 안 불고 만 원짜리만 물고 다닌다 

는 그런 말이 있었어요. 또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는 말도 

있었어요. 돈이 많이 돌고 다른 직장보다는 월급을 많이 타니까 쌀 대주고 집 

주고 연탄도 공짜로 주고 의식주를 회사에서 다 해주니까. 광업소에 입사하면 

몸만 와도 살 수 있었어요.tll년대 후반까지는 그랬어요. 

동원의 발전과 더불어 농업， 산판 등 다OJ=한 자원이용방식이 공존하 

던 사북 지역은 점차 석탄을 중심으로 한 사회로 변화하였다. 지역의 

전체 고용인구 대부분이 동원과 직 • 간접적으로 연관올 맺고 있었으며 

지역의 주 소비충도 그들이었기 때문에 동원의 흥망성쇠는 사북의 발전 

사 그 자체였다. 이는 동원의 석탄 생산량과 사북읍 인구의 관계에서 

잘드러난다. 

정선군 동변의 작은 리에 불과했던 시북 • 고한지역은 탄광개발에 

따른 급격한 인구 증가로 1973년에는 사북읍으로 승격하였고， 다시 85 

년에는 사북읍과 고한읍이 분읍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표 1) 에서 

볼 수 있듯이 동원의 석탄생산량에 비례하여 사북의 인구도 증감할 만큼 

동원과 사북은 불가분의 관계였다. 전주익(2003: 24)은 이 관계를 다음 

과 같이 표현한다. “반세기에 이르는 긴 세월동안 사북과 함께 한 동원! 

동원의 보금자리였던 사북! 사북 경제의 버팀목이자 핵이었던 동원이 

3) 삼척탄전(三階밟田)의 분포지역은 강원도 태백시 일대툴 주로 하고 일부는 도계(道鄭 
지구와 영월군， 정선군에 걸쳐 었으며， 매장량은 전국 매장량의 42.6%률 정유하여 전 
국 제1위이며 탄질(밟質) 역시 전국에서 가장 양호하다{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 1990: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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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북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따지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인지 

도 모른다. 정확한 자료에 의한 각 종 수치를 나열하지 않아도 어느 누구 

도 동원과 시북의 관계는 한 봄이요 공동체며 한 우리 그 자체였음을 

부인하지는 못할 것이다 .. 

〈표 1> 동원의 석탄생신량과 사북읍 인구의 변화추이 
연도 석탄생산랑(톤) 인구(명) 연도 석탄생산량(톤) 인구(명) 

1962 144,676 1988 2,836,029 22566 

1967 385,770 1989 2,480,420 20,128 

1969 355,“lO 1990 2,323,577 17,218 

1970 419,630 1991 1,842,595 16,233 

1973* 7IH,124 32,302 1993 1,650,620 13‘005 

1978 1,650,762 46,932 1995 903,484 9,970 

1980 1,51’7,553 51,677 1997 μ4，644 H,641 

1983 2,073,732 55‘076 1999 581,954 8,030 

1985* 2，874，8α‘ 23,162 2001 522，α)() 7,494 

1986 2,%%,039 23,3H7 2003 201 ，863(6월 현재) L갇원 

’ 1973년 사북읍으로 승격， 1985년 사북읍과 고한읍으로 분리 

출처 동원석탄생산랭전주억 2003: 2(Í) 시북읍인구{정선군 통계연보 각년도) 

1980년대 후반부터 대체연료인 석유가격의 하락， 석유， 도시가스 등 

의 보급이 정책적으로 확산되면서 석탄수요의 급격한 감소， 무연탄의 

가격경쟁력 저하， 석탄층의 심부핸深숍ß1t:) 등으로 인한 채탄생산성의 

악화로 국내 탄광업계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정부는 석탄산 

업의 생산성 향상과 석탄의 장기적인 안정공급기반 조성 차원에서 1988 

년 5월부터 석탄산업 구조조정에 착수하여， 1989년 석탄산업합리화 사 

업계획을 발표했다. 특히 본격적으로 합리화사업이 설시된 1989년에 영 

세 탄광들의 대부분이 문을 닫았는데， 사북 • 고햄l서 모광이었던 삼왕 

과 태영광업소를 비롯한 16개 탄광이 폐광됐고， 광산노동자 1 ，373명이 

실직하였다. 석탄산업합리화 사업으로 사북 • 고한 지역의 %개 광산 중 

2004년 현재 동원만 남겨두고 모두 폐광되었는데， 동원도 올해 하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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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l광될 예정이다. 

폐굉어 진행되면서 인구가 급속하게 줄어들고 지역 경기가 후퇴히여 

상가도 하나 둘씩 철수하기 시작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원은 국내 

석탄산업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워낙 커서 쉽게 폐광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그러나 합리화 사업이 진행될수록 인근 지역들은 폐광과 

더불어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동원도 폐광을 향해갔다. 특히 1995년 

동원이 기존 갑 • 을 • 병방근무중 병방을 없애고， 갑 ·을방근무만할 

것이라고 발표하자， 지역사회의 위기의식은 극에 달했다. 이에 동원탄좌 

노동조합과 ‘지역살리기 공통추진위원회’를 중심으로 데모가 지속되었 

다 노동자와 주민들의 폐광에 따른 대책요구는 정부， 동원， 주민들간의 

협상을 통하여 소위 ‘3.3 합의’ 0995.3.3 .)에 이르렀다. 합의문의 주요 

내용은 사북 • 고한 지역을 포함한 태백， 영월， 삼척 도계 등 주요 폐광지 

역을 개발촉진지구로 지정하고， 폐광지역개발촉진특별법을 제정한다는 

것이다. 또 사북 • 고한 지역의 석탄생산량을 향후 5년간 170만 톤으←로 

유지하고 대체산업유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젓이다. 

이후 “폐광지역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0995.12.19. ， 이하 특별법) 

이 제정 • 공포되었고， 골프장， 스키장 등 구체적인 개발 사업 구상들이 

거론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계획은 열악한 기반시설과， 특히 

IMF 국가 위기가 닥치면서 민간자본의 투자를 어렵게 하였고 수많은 사 

업계획 자체를 무산시켜버렸다. 결국 이 과정에서 대체산업으로 갑자기 

등장한 것이 특별법 11조 관광진홍법 적용의 특례 사헝어었던 카지노였 

고， 1999년에 설립된 스볼 차지노는 폐광지역 개발방향을 바꾸어 버렸다. 

즉 “스몰 카지노라는 아이렘은 대단히 성공적인 작품으로 명가받는다. 

개발계획을대폭앞당긴 것도 있지만무엇보다도 지역주민들이 가시적인 

변화를 눈으로 경험하면서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다. 또 투자재원 확보가 어려울 것이라는 애초의 우려를 말끔히 

씻어내는 대박을 터뜨린 것이다"(김창완 2003: 66). 2002년에 사북읍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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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구에 위치한 메인 카지B~ 개장하면서 사북 • 고한 지역은 탄광촌 

이미지를 벗어나， “내국인 출입이 유일한 카지노 도시， 전국에서 가장 

부러워하는 고원관광휴양도시"(김기중 2003: 10)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결국탄광시절동원의 역사가사북의 역사였던 것처럼， 폐광지역 개발은 

곧 강원랜드의 개발사업이라고 할 만큼 서로가 맞물려 돌아가고 있다. 

3. 자연: 석탄자원의 보고(흩庫) 

1) 석탄: “구국자원(救國홉源)" 

탄광촌 사북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관계의 중심에는 석탄이 있었다. 

따라서 석탄을 어떻게 인석하고 다루느냐는 문제는 탄광지역의 환경문 

제를 이해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 틀림없다. 한국에서 석탄이란 “연 

료 혹은 동력원의 단순한 에너지자원이라기보다 ‘구국자원’ 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절대적인 위상으로 존립하였다"(석탄합리화사업단 

1990: 19). 즉 국내 유일한 에너지 지원인 석탄은 한국 경제의 성장원동 

력이었다. 한국 석탄산업의 발전은 근본적으로 한국 자본주의 동학과 

분단의 성립이 중첩된 결과였다{박철한 2001: 9). 해방， 특히 한국전쟁으 

로 인해 촉발된 분단의 고착화는 주요 탄전이 집중되어 있던 북뺀l서 

남한으로 유통되던 석탄유입을 금지시켰다. 이에 남한 사회에서는 극심 

한 에너지부족 문제에 직면하였고， 미군정과 이승만 정권은 탄광 개발에 

박차를가하게 되었다. 

해방과 함께 일본인의 광업권과 광업 재산 일체가 미군정과 대한민 

국 임시정부로 이관되었다. 정부는 상공부 광무국{鍵務局)의 직영으로 

탄광을 개발하였는데 행정적으로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정부는 탄광을 

효과적으로 개발하기 위하여 1950년 “대한석탄공사법”을 제정하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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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대한석탄공사{이하 석공)를 셜립하였다. 석공의 주요 업무는 주요 국 

영탄광의 운영， 석탄의 가공， 분배 판매 등올 히는 것인데， 규모가 커서 

민간 경영이 어려운 도계， 장성， 함백， 화순 등 9개 탄광과 17개 연탄공장 

을 개발 • 운영하였대사‘북청년회의소 2001: 24 창조). 이를 통해 정부가 

석탄의 생산 및 분배를 통제할 수 있는 기초를 형성하였고， 석공은 가정 

에서 사용하던 신탄(흙밟， 멜나무와 슛)을 무연탄으로 대체하려는 노력 

을 개시하였다. 이 때부터 석탄은 한국에서 독특한 위상올 지니게 된다. 

즉 무연탄은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이기는 하지만 열량이 낮고 연소 후 

상땅량의 재가 님아서 산업용으로는 부적합하다. 석탄이 다른 나라에서 

는 주로 발전과 제철을 포함한 산업용과 수송용으로 사용되는 데 반하 

여， 한국에서는 전체 생산량의 명균 85카)0% 이상이 가정용 연료로 소비 

되고 었다{석탄합리화사업단 1990: 27; 김용환 • 김재동 1996: 212). 이 

처럼 석탄은 산업 에너지 자원을 넘어 국민 생활의 안정과 밀접한 연관 

을 맺고 있어 정치경제적 고려의 대~이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석탄 

의 위상으로 인해서 국가는 한면으로 저탄가 정책과 같은 가격 홍제 및 

법적 규제를 통하여 석탄산업을 통제해 왔으며， 다른 한편으로 다양한 

지원책을 통하여 자생적 발전이 차단된 석탄산업올 보호 • 육성하였다. 

정부는 1951년 신광업법(鋼購퍼4)을 제정히여 일본인들로부터 귀 

속된 광산을 중심으로 민간인에게 광업권을 인가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 법에 기초한 적산(敵塵) 등의 광업권 민간인 불하사업은 민영탄광 

시대를 열어 향후 전개될 한국의 석탄 산업에 큰 영향올 미쳤다. 삼척， 

영월， 함백 탄전과 같은 대규모 광궈l 대한 석탄광업권 출원은 광활한 

지역의 광업권이 소수의 민간인에 의해 독점되는 결과를 낳아， 고한의 

4) 신광업법의 기본원리와 원칙은 광업권주의 원칙에 입각한 광업법제에서 상례적인 토 
지소유권에서 완전히 분리된 광업권 제도의 확립율 비롯하여 광업권설정에 있어 국가 
권농어l 의한 특허주의와 기회균풍에 의한 선원주의(先顧主훨， 광업풍록쩨도， 팡엽실시 

에 대한 광업권자의 의무， 광업용 토지사용 • 수용에 대한 권리， 기타 일반공익과의 조 
정규정 둥으로 구조선광업형(홈합游양業令)(1915년)과 크게 달라진 것이 아니대석탄 
합리화사업단 1990: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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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탄좌， 사북의 동원탄좌 등의 민영탄광개발 시대를 예고하였다. 

무엇보다도 석탄산업이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은 박정희 정권이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을 위해 극도로 악화된 에너지 상황을 호전시킬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원 개발의 펼요성을 강력하게 제기하며 법과 제도를 

정비하면서부터이다. 정부는 1%1년에 “연간 생산 30만 톤 이상의 대단 

위 탄좌를 설정할 것”을 발표하고， 이듬해 ‘석탄개발에 관한 임시조치 

법’ (1%2.12.31.)을 제정하였다. 이 법은 소규모 민영탄광들을 대단위 탄 

좌로 통합하고， 석탄 생산업자에게 개발 자금의 장기 융자， 외국 차관에 

대한 보증， 산업도로의 개설 및 일정기간 동안 법인세， 소득세를 면제시 

키는등 각종 특혜를 베풀어 탄좌의 종합개발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다. 

적극적인 국가정책에 힘입어 1%5년에는 연간 석탄생산량이 최초로 1천 

만 톤을 상회하였다. 이런 외중에 1%6년 석탄파동을 겪게 되었고， 이에 

정부는 1%7년 연료정책을 주유종탄(注i曲삶밟)으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이 정책은 무연탄 소비의 절대량을 감소시킬 만큼 엄청난 파급효과를 

가져와 석탄업계는 극심한 불햄 빠져들어 커다란 사회문제로 발전하 

였디{김용환 • 김재동 1996: 216). 이에 국내 유일의 에너지원을 적극적 

으로 보호 • 육성하기 위한 ‘석탄광업육성에 관한 임시조치법’(1%9. 

8씨이 제정되었다 이 법의 근본 취지는 경쟁 에너지원인 수입 방카 C유 

에 대한 석유류세의 일정액 이상을 매 년도 정부세출예산에 계싱덩tJ:) 

하게 하여 석탄산업 육성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고， 이를 석탄산업에 

보조금으로 교부함으로써 석탄산업 발전에 일대 전기를 마련하였다. 이 

는 “생산원가 측면에서 불리한 탄광업체를 위해 적자를 보전해 주었을 

뿐만 아니라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도 각종 사업에 대한 투자를 유 

인함으로써 증산을 꾀하는 데 기여했다. 특히 석탄육성지원금은 석유파 

동 직후인 74년， 79년 그리고 80년에 급증했으며， 명실공히 석탄산업을 

지탱히는 대들보 역할을 수행했다"(김용환 · 김재동 1996: 217). 정부의 

육성 지원책은 대체로 석탄수급의 안정과 민생의 안정을 통해 경제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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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크게 이바지했으나， 중산 위주의 지완책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 

였다. 먼저 “시장 구조적 측면에서 정부가 민간 기업의 손익에 직접 개입 

함으로써 기업의 자옳적인 경영의지는 쇠퇴하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 

또한 심화되었다. 즉 탄광업체들은 건전한 기업으로의 성장을 저해 받고 

밀았다"(김용환 • 김재동 1996: 218). 무엇보다도 경제성이 없는 영세 탄 

광의 가행이 기능해져 군소 영세탄광이 난립하였고， 이로 인해 전반적으 

로 석탄산업의 질적 저하를 야기하였다. 이 시기의 무계획적인 생산증가 

에 따른 부실 탄굉들의 난립과 저질 석탄의 양산 등은 석탄산업의 구조 

적 병폐로 이어졌고， 이것은 1980년대에 들어 석탄산업의 구조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으로 귀결되었다. 합리화 과정에서 

석탄의 위상은 어떻게 비뀌었으며， 정부가 밀히는 합리화가무엇을뭇하 

는지는 다음의 언설에서 잘 드러난다. 

광산업체가 나갈 때는 원형으로 복구를 시켜야 히는 젓이 의무사항인데， 88 

년 합리화 사업은 석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사업올 하는 것인데， 강제 

적으로 폐광올 시키면서 회사가 해야 할 부담을 국가가 떠맡은 것인데 급빅송} 

게 하다보니까 잘못된 것이죠. 이것 저것 계산해보니까 석유를 쓰는 것이 싸니 

까 빨리 폐광시키려고 그런 것인데， 결국은 잘못 생각한 것이죠. 빨리 덮어버리 

려고 생각했던 것이죠. 법상으로 복구를 하게 되었는데， 누가 감독하고 감시하 

는 기능올 못 가졌올 것예요. 빨리 예팡시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은 보존하는 

비용보다 폐광하고 싼 석유를 들어오고 그 차익으로 복구하는 것이 싸게 먹힌 

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서서히 폐광하면 80년 같은 노사분규도 일어날 것이고 

그냥 빨리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폐광시 

키면서 광산업자들에게 돈까지 주었어요. 개발한 사람틀에게 복구비용올 받기 

보다는 서둘러 문 닫으려고 돈까지 주었어요. 그것이 결국 국가의 부담이 되는 

것이죠. 한 20년 되었는데 계속 돈을 퍼부어도 대책이 없는 것이에요. 

탄광개발부터 석탄산업합리화사업에 이르기까지 석탄산업은 항상 

정부의 경제정책의 안에 위치지워졌고， 정책의 변햄l 따라 부첩을 거듭 

하였다. 1960년대 이후 한국의 미래는 경제성장을 통한 근대회셰 있었 

고， 이는 “정부주도의 성장전략과 권위주의적 정치체제"(최영기 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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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 , 유범상 외 2002: 4에서 재인용)로 특정지워지는， 소위 ‘개발 모 

댈’ 5)로표출되었다. 개발모텔은 ‘한강의 기적’이리는압축성장신화 

를 형성하였고， 석탄은 이 기적의 에너지원으로 국가의 성장 제일주의의 

경제개발 의지와 전략이 그대로 관철되는 영역 중의 하나였다.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 들어 사%탱펀 석탄산업은 경제발전과 국가재정에 부 

담을 주고 발목을 잡는 골칫거리로 전락하였고，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어떻게든 빨리 청산해야 할 대^J이 되어 버렸다. 

2) 광업권: 초법적 권리! 

탄광촌의 사람들은 석탄을 매개로 자연과 관계를 맺게 되는 것으로 

석탄채굴의 권리를 누가 소유하며 누가 통제/규제하느냐에 따라 자연이 

용방식은 특성을 달리한다. 이는 환경문제뿐만 아니라 시북지역의 정 

치 · 경제적， 사회 • 문화적 특성을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 한국에서는 

“미채굴 광물에 대하여 이를 채굴하고 취득할 권리를 부여할 권능"(광 

업법 2조)을 갖고 있는 국가가 광업권을 토지 소유권과 분리하여 광업권 

자에게 부여하는 광업권주의를 택하고 있다. 이는 국민 경제의 주요한 

자원임과 동시에 감모성(懶毛|‘힘 자원인 광물을 합리적으로 개발함으로 

써 국가산업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히여 국가 차원에서의 보호， 조정， 그 

리고 지도의 필요성에 따른 것이다. 이것의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었는 

지는 다음의 이야기가 잘 표현해주고 었다. 

탄을 캘 때는 환경의 중요성을 인식하지도 않았다. 눈만 뜨면 소}이 좋으니 

까. 일부 지역에 탄이 굴러다녀도 우리 생휠에 영향을 주리라고 생각도 안했고， 

5) “최영기(2001)에 의하면， 개발모텔은 “시장의 경쟁질서 확립에만 참여한다는 자유주의 
국가”라가 보다는 .‘직접 자원배분에 개입함으로써 시장을 지배하고 대째}는 경성국 

가 · 개발국가”를 특정으로 한다 그는 “한국형 개발모텔이 1961년 박정희 정부 이후 
1997년 경제위기까지 지속되었고" 1987년 이후 6월 항쟁과 민주화 이행 이후 해체되 
기 시작했다고 평가하고 있다“(유범상 외 2002: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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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올 위해 땅왜l 있는 에너지원 탄올 한 흘이라도 더 캐야 했다. 

“한 롤이라도 더 캐기”위해 정부는 한국석탄공사를 통해 대규모 광 

산을 개발 · 통제하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등록을 받은 일정한 광구 

(續區)에서 등록을 받은 광물과 이와 동일 광상중{織味中)에 부존(眼存) 

히는 다른 광물을 채굴하며 취득하는 권리"(광업법 5조)인 광업권을 부 

여하여 동원과 같은 민영탄굉들을 육성하였다. 민영탄광은 경제성장과 

근대화라는 국가 당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주체였던 것이다. 광 

업권을 설정하고자 동}는 사람은 광업권 설정출원서(設定出願書)를 산업 

자원부 장괜11게 제출하여 허가를 받얘터}는데， 80년대까지만 해도 쉽 

게 허가가 이루어졌다고 한다. 이 점은 강원도청 담당 공무원의 이야기 

를통해유추해볼수있다. 

요즈음 거의 허가가 없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던 개발 시기，6C←70년 시기에 

개발정책으로 가던 것과 달리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면서 모든 것이 환경으로 

가면서， 또 산림이 황폐화되어 환경법과 산림법으로 규제가 섬화되어 허가도 

어렵습니다. 지자체가 되면서 주민들의 요구가 강하니까 환경오염 풍으로 유치 

할 지역이 없으니까 대부분 규제를 많이 강화하고 있습니다. 

광업권은 토지 소유권의 경계처럼 광귀￡顧)6)라는 경계구역 내에 

서만 의미를 지니는 것으로 광물 채굴은 이 등록된 광구 면적7) 내에서만 

6) 1951년 광업법이 제정되면서， 광업권을 출원한 사람의 의사에 따라 광상을 중심으로 
자유로이 설정하는 일제시대의 ‘자유형 광구제’는 폐지되고 ‘단위 광구제’ 로 바뀌었 
다. 광업법 제15조에서는 광구의 경계는 직선으로 정하고 지표경계선의 직하를 한계 
로 한다고 규정하고 1개 광구를 경도선 1분과 위도선 1분으로 둘러싸인 4변형의 구역 
으로 설정하고 있으며， 이 4변형의 구역을 단위구역으로 훔칭하고 있다 광구는 광업 
지적 단위로 변호가 매겨져 있는데 한국에는 현재 370개 광업지적이 있고‘ 1개의 광 
업지적에 150개의 광구가 있으므로 단위구역에 대한 예외를 감안할 경우 전쳐l 광구수 
는 55， 500개 이상이 되는 것이다{태백석탄박물관(http:νcoalmu‘;ellm.or.kr/l 창조) 

7) 광구면적은 합리적인 광산개발을 위한 목적에 따라 팡물 및 광구조건에 따라 다르다. 
광업법시행령 제6조에서 광구의 최대면적과 최소면적올 규정하고 있는데， 최대변적은 
300ha로 하고 최소면적은 석탄， 혹연(인상혹연은 제외)의 경우에는 50ha, 석유{천연 
띠치 및 가연생 천연가스 포함)의 경우에는 30ha, 기타 굉물의 경우에는 3ha로 하고 
있다{태빽석탄박물괜http:씨oaJmllsellm.or.kr/)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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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다. 광업권자는 광물을 채굴하기 위해서는 실제 채광지역을 

산림형질변경지역으로 허가를 받아야 했는데， 한 광구에서 실질 채광지 

역은 일부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광업권지는 자신의 광구 

안에서 개발의 독점적인 권한， 나-ú}가서는 경제개발이라는 이름 아래 

초법적인 권리를 행사하였다. 이 점은 담당 공무원의 언설을 통해 확인 

할수있다. 

산림형질변경 면적이 채광지역으로 여기에서만 개발을 할 수 있습니다. 나 

머지는 등록을 했더라도 다른 행위를 하면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전에는 무조건 개발정책으로 가다보니까 복구개법이 없었다. 지금은 상당히 제 

도개선이 되어 병행해서 가는 추세로 산림청도 뱀f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정부가 정책으로 육성할 때는 순탄하게 했습니다. 과거에는 에너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컸습니다 개발히는 과정에서 커다란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예 

전에는 마음대로 파헤쳐 놓고 가버리까 복구비 예치해 놓고 가지만 복구비가 

적어 복구하기가 힘들었다. 

‘흑진주’를찾아온소규모탄광개발업자들에의해파헤쳐지던시북 

지역은 1962년 동원탄좌가 설립되면서 광업권에 변화가 일어났다. 광업 

권 출원신청서를 제출하는 사햄l게 광업권을 설정할 수 있는 우선권을 

주는선원주의에 따라동원은시북지역에서 석탄에 대한독점적 권한을 

갖게 되었고， 이는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8) 즉 고한의 경우 삼척탄 

좌 외에 세원， 정동， 경일 등의 독립광구를 가진 광업소가 있었으나， 시북 

에는 동원탄좌 외에 독립광구를 가진 광업소가 없었고 10여 개의 군소 

덕대 • 하청업지들이 동원탄좌의 일부 광구를 일정기간동안 조차하고 

있었다{횡언오 2üOO: 27). 1981년 정부가 덕대를 양성화하기 전까지는 

자영주의( 自營主義가 원칙이었지만， 실제 있어서는 덕대 개발이 성행하 

였다. 동원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 점은 30여년 동안 동원에서 일해 온 

8) 광업법 14조에 따르면， 광업권의 존속기간은 25년을 원칙으로 하되 기한만료 전에 산 
업자원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존속기간을 연기할 수 있다. 다만 매채每次)의 연기기 

간은 2'5년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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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언설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하청을 주었다* 어떤 것이냐면 직영에서 먼저 다 못하니까 ...... 처음에는 대 

충 탄을 다 캐먹고， 그것을 1차 채굴이라고 하는데 1차 채굴을 하게 되면 탄이 

100이라고 했을 때 1차 채굴에서 할 수 있는 것은 30-4(1'/0 이다. 1째!서 조금 

해 먹고 2차에서 조금하고 3차에도 해먹거든. 근데 저희들이 굴을 팔려면 탄 

폭이 있어야 하는데， 하지만 탄 폭이 4m정도면 우리가 채굴을 못한다. 왜냐면 

못 들어가거든， 그래서 이런 것을 캘 수 있도록 사외도급을 했다 ...... 백운 쪽에 

많이 있었다. 우리가 개발할 수 없으니까 펼요한 만큼 그 사람뜰이 들어가서 

탄을 캐고 박심리 쪽에 많았다 ..... 소팩대기엔 7'5년도 이후 앉)년도 이후에도 

그때 연탄이 많이 있을 때였는데 ...... 큰 것은 직영을 했고 1000이하로 했고， 

1000레벨 이상은 덕대나 조광을 주어서 했다. 여러 7찌 방식으로 개발이 이루 

어졌다. 가즈:가 나오고 탄이 죽어가면서 하나하나 사라졌다. 

한 기업에 의한 광업권의 독점은 광산지역에서 모광」하청/조광-모 

직.<))으로 구성되는 위계적이고 불평등한 이중적 생산구조를 형성하였다. 

일반적으로 하청을 주는 구역은 모괜母觸인 동원에서 1차 채굴을 끝낸 

지역이거나 석탄의 부존량이 빈약한 곳이었다. 일정액의 분철료(5짧觀파， 

조광료)를 모뺑l 지불해야 했던 하청업체는 “노동집약적 생산조직과 저 

생산성으로 특정지워지며 존립의 근거가 매우 불안정"(백인미 1984: 35; 

박정숙 1993: 23)하였다. 따라서 이들은 시설투자 없는 최소한의 작업환 

경에서 저임금의 노동력을 기초한 인력 위주의 채탄을 통해 최대한으로 

생산을 하고자 하였고， 이는 작업환경과 노동시장에서 이중적이고 분절 

적인 구조를 야기하였다{남춘호 1991: 19양200 참조). 이런 이중적인 생 

산구조 속에서 모광과 하청업체들이 석탄 증산어라는 이름 아래 사북 

산야의 지히를 어떤 모습으로 바꾸었는지는 다음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 

진다. 

9) 하청(사외도급)은 일부 광구를 임차하여 생산만 담당하는 것이다， 반면에 조광은 생산 
및 판매률 모두 담당하며 일정쩡도 독립적으로 경영을 수행한다. 모작은 하청과 조광 
으로부터 재하청을 받는 하위 고용단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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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도식 아파트가 있으면 옛날 아파트처럼 엘리베이터를 만들고 1층 2층 만 

들고 크게 만들어서 4， 5， 6층이 있고 각각 집에 들어가는데 여기도 똑같다 ..... 
소에 이렇게 있고 710항， 820항， 875항， 920항， 1020항， 쭉 캐먹고 층별로 아파 

트처렴 쭉 내려 온 거다 탄들이 있으니까 다 먹고 있다는 거다. 밑에는 더 캘 

수 있겠지만， α)()항을 하는 데 굴진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탄이 200만 톤 

이 나와야 하는데 지금은 40만 톤만 나온다. 그결로는 투자할 돈이 안나옹다.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 탄도 앓아진다. 눌러지니까 내려가면서 앓아진다 

석탄은 오랜 시간을 경과하면서 생성된 축적물로 지리적， 지질적 조 

건들이 절대화되어 있고， 채취하면 할수록 그 양은 절대 감소하는 감모 

성 자원이다. 시북의 탄전은 일반적인 국내 탄전처럼 단층과 습곡이 반 

복되어 복잡한 지질구조를 나타낸다. 사북 지역의 탄층은 백운산에서 

직전리 방향으로 뻗어 있는 U자형으로 거의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며， 

심층으로 내려갈수록 수축으로 인하여 탄층이 앓아진다. 따라서 석탄 

채취는 점차 심부화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석탄 개발이 가져 온 

탄전의 심부화는 지압 및 지열의 증가로 인하여 탄광노동자들의 작엽환 

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고， 다른한편으로는 운반， 배수등의 어려웅 

에 따른 생산원가의 증가로 경제성을 저하시켜 석탄산업 합리회에 의한 

폐광으로 이어졌다. 

탄굉이 버려지고 방치되면서 경제문제보다 더욱더 심각한 지반 침 

하， 폐석더미， 석탄광 폐수로 인한 하천 오염 등의 환경문제를 야기하였 

대김범철 1998: 142; 서완수 1998: 288 참조) . 예로 폐광이후 지히수가 

광산의 방치된 갱내를 통과하면서 산성화되어 밖으로 흐르게 된다. 이때 

광석에서 많은 양의 중금속도 함께 용출된다. 이렇게 하천이 중금속으로 

오염되면서 하천은 황폐화되고， 나아가 상수도원을 오염시켜 주민들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문제의 심각성은 탄광촌의 환경문제 

를 야기한 경제성장 우선주의의 논리가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에서도 지 

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합리화사업단의 직원의 언설을 통해 이 점을 충 

분히 유추해 볼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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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년에 사업단이 만들어지고， 그 때는 합리화가 주목적이었고， 굉해 복구 계 

획이 없었다.95년에 광해방지 사업 전담기관으로 지정되었다. 그리고 태백지 

역에서 많이 일했습니다. 우리는 훼손된 부분만 지자체가 요청시 저회가 관여 

하는 것이지， 사업주로 하여금 (복구를) 해라 마라 할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복구 할 것인가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죠 ...... 복구대상은 산림복구， 폐수정화， 

지반 침하 방지， 며l시설물 철거입니다. 

초기에 합리화 사업은 탄광촌 사회 및 생태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하게 폐굉에만 목적을 두고 시행되었고， 이 과정에서 산림 훼손， 수 

질 오염， 자연 환경 훼손 등 예상F하지 못한， 아니 생각하고 싶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였다. 이런 현실에 직면하여 사업딘은 막대한 예산을 

들여 나무를 심고 정화시설을 건립하는 등 일련의 환경 복구 작업을 시 

도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들은 광산지역 전체를 총괄하기보다는 예산 

등의 이유로 사회적 문제가 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편적으로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지속적인 굉해복구 사업의 추진에도 불구하고， 폐광지역의 

환경문제의 심각성은 쉽게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이 점은 다음의 언설 

에서도 충분히 드러난다. 

70년대에 탄핑이 개발되면서 법적인 근거보다는 에너지 자원의 측면， 석탄 

을 캐야하는 절박험이 우선이었죠. 워낙 석탄을 캐기 위한 절박함 때문에 꿀진 

을 위한 도면도 없어요. 지질층을 보면 u자행의 탄층을 혐성하고 있는 데， 국 

도 38번 좌편 지역은 개미집처럼 다 파먹었어요.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 강원 

랜드가 위치한 지역의 밑의 층은 비워있다고 할 수 있죠. 해벙기에 가서 보시 

면 도로가 붕괴되고 정-Or철에서도 볼 수 있어요. 100미터 단위로 빔올 박고 공 

사를 한 것이라고도 해도 천천히 기라앉고 있어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다지를 다른 곳으로 다 캐가서 빈껍데기만 남았다”라는 한 광부 

의 말처럼， 사북의 자연은 경제 성장이리는 조국의 장미빛 미래를 위해 

철저히 따헤쳐졌고 또 그렇게 방치되었다. 결국 개발의 흔적인 탄광촌의 

자연은버려진땅위에서 ‘강원랜드’를통해새로운발전을꿈꾸며사북 

에 남은 시람들의 미래마저 위태롭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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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탄광혼 사북: 검은 땅 검은 하늘 그리고 ‘시커먼 나’ 

탄광노동자들은 일반적으로 농민 또는 도시 빈민에서 전환하였거나， 

또는 자영업자， 경기변동 등으로 사업에 실패한 사람들이 주를 이루었 

다. 이들이 탄광촌으로 이주한 이유는 그들의 고향만큼이나 다OJ=하지만， 

대부분은 탄광노동자의 고임금10)에 띠라 단기간에 돈을 벌어서 나가려 

고 생각하고 탄광촌에 들어왔다 11) 이런 특정은 다음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사업을 하다가 실패를 했는데， 나이가 %살인데 갈 때가 없더라고. 어떤 회 

사에 다닐 때 관리직인데 27만 원을 받았어요. 읍시무소면징에 25만 원을 받았 

을 땐데 여기에 와서 가능 없는 사른i이 가장 임금이 낮은 후산부도 34만 원 받 

았으니까 그 때 당시(1980년경)는 고임금이지. 그래서 기술 없는 사람이 돈 모 

으기는 좋겠더라고 초기에는 돈 벌어서 나갈 생각이었다. 

일반적으로 “탄광을두고 ‘인생막장’이라고한다. 이것은탄광이외 

의 지역에서는 도저히 인생을 수습할 길이 없는 실패지들이 마지막으로 

광부의 삶을 선택하기 때문에 붙여진 별칭이다. 그러나 그 인생의 끝에 

서도 다시 살아 갈 길을 선택했다는 점에서 막장은 여전히 희망의 빛이 

되었고， 그곳이 약속의 땅이 될지도 모른다는 기대는 쉽게 사라지지 않 

았던 것이다." (유범상 외 2002: 58). 희망을 찾아 많은 사람들이 탄광지대 

로 모여들었고， 이렇게 탄광촌， 사북이 탄생하였다. 

10) 전(全)산업별 명균으로 보았을 때 광산 노동자의 임금은 전(全)노동자 평균임금과 비 

슷한 수준인데 제조엽의 두 배 이상 노동강도와 9배 이상의 재해 속에 일하는 대가로 
는 매우 미홉하다. 즉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는 많은 임금을 받고 있지만 내용상 
으로는 가중된 노동의 대가임을 보여준다{광산선교위원회 • 태백지역인권위원회 1988: 

37, 41) 
11) 탄광개발의 전성기를 맞이하고 있던 1983년도에 사북읍 주민의 의식구조를 연구한 
오환호(1983: 16)에 따르면， 387명 중 ‘이곳에 오길 잘했다’ 가 44명(11카%)， ‘지금은 
후회한다’ 가 56명(14.47%) ， ‘이 곳에서 기반을 다져 정착하고 싶다’ 가 75명(19.38%) 
그리고 ‘기회만 있으면 이 지역을 떠나고 싶다’고 한 사람이 211명(54. 52%)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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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5살 때(1953년생) 도계에서 왔었습니다. 사북에 집은 10가구 안됐을 

겁니다. 그 당시 사북은 덤불 벌이었죠. 광산이 개발되면서 서서히 도시형태를 

갖추고 도로를 중심으로 행성， 초가집-솔레트 지봉 집-고충빌딩으로 바뀌었다. 

중심도로를 중심으로 한 구도는 아직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 

광산촌의 공간구조는 기본적으로 광물의 분포 및 광업활동과 밀접하 

게 연계되어 있는데， 사북도 예외는 아니었다. 사북의 취락구조를 연구한 

정암'(1989: 13)에 따르면， “농업경제에 바탕윷 두었던 사북 지역의 기존촌 

력에 입지적 변화가 생기기 시작한 것은 1962년 탄굉이 개발되면서 해발 

950-11뻐n에 이르는 회절령 부근에 광산취락어 산발적으로 나타나면서 

부터이다. 그 후 광업소의 위치가 산정에서 하부로 입지 이통하면서 취락 

도 이동뼈 1960년대 중반에는 해발 600-6뻐1되는 지점으로 이동뼈 

기존 촌락과 중복되었다. 그곳은 광업과 촌락의 중심을 이루면서도 70년 

대 후반에 해발 850m되는 지역으로 일부 갱구가 신설됨에 따라 촌락도 

다시 상부로 이동되는 경향을 보이고 었다" 이처럼 사북 공간은 탄광의 

개발에 따라 외연적 확대를 해왔던 것으로 석탄은 사북의 시공간의 구성 

자였고， 24시간 불을 밝히는 술집， 시장 등 모든 것이 탄광과 맞물려 돌아 

갔다. 탄광촌 시북의 시공간적 특정을 잘 보여주는 것이 사택촌이다. 

시·북은 협곡에 위치해 있어 기본적으로 주거 공간은 매우 제한되어 

있다. 그러나 탄광의 개발과 인구는 기히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이들의 

거주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주택사정은 1980년대 중후반까 

지도 크게 변화가 없었다. 광부의 아내의 이야기를 통해 탄광촌· 의 주택 

사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처음에 이곳에 이사 왔올 때는 방이 없어서 세률 못 얻어들 정도였다. 어디 

빈 곳이라도 있으연 합판이라도 때려 빅아서 있을 곳올 마련하는 쳐지였다. 한 

16년 정도 전(前)이다. 없는 사람들은 이사와서 셜웅도 많이 받았다. 아이들 있 

거나 부모 있는 집은 세를 주지 않으려고 하였디{강지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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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광개발 시기에 광부 및 주민들은 이용 기능한 공조L을 최대한 이용 

하여 거주하였다. 특히 초기에 광부들의 주택은 “광산 근처에 산개하여 

불규칙한 형태로 나타났다. 그러다가 집단적으로 출현한 것은 1%6년 

시북역전의 사택촌이 시초이며， 이후 1970년대 들어서면서 1973년과 

1978년에 중앙사택과 새마을 사택을 비롯하여 지장산 사택이 산의 중턱 

에 건립되었다. 지장산 사택의 경우 집단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나 산의 

중턱에 형성됨으로서 계단상의 토지이용을 하고 었으며， 규칙적인 형태 

는 아니었다. 그러나 새미을 사택과 중앙사택은 다세대를 수용할 수 있 

는 사택을 일률적으로 축조하여 격자상의 구획 위에 규칙적인 장옥의 

형태였다“(정암 1989: 14-15) , 사택은 대개 6-7펑 크기에 슬레이트 지붕 

으로， 방 2개와 현관 겸 주빙}이 있었고， 보통 4-6호가 한 동씩 연립되어 

있었다. 게다가 방음， 방습은 말할 필요도 없었고)협}수도， 회..7.J실 등 

기본적인 주거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다{사북청년회의소 2001: 160 참 

조) , 사택의 주거환경이 어떠했는지는 다음의 이야기를 통해 일정정도 

유추해볼수 있다. 

부부 싸움하면 한 동 전체가 다 안다. 방귀 뀌면 주변이 다 알았다. 심란 사택 

은 1주택 2기구다. 동원 사택에서 살다가 섬란 사택 보면 거긴 빌라다. 동뺀}서 

는 돼지 우리식이다. 사택자체가 큰로자를 아주 낮게 취급한 것이다 지장산 사 

택은 산으로 시방이 막혀있어서 살기가 어려웠다 규모는 크고 조건은 나쨌다. 

‘집단수용소’와 다흠이 없었던 사택은 빠른 시일 내에 최소 공간에 

많은 노동자를 수용하고자 히는 탄광자본의 이해의 산물로 당시 심각한 

주거문제를 해소히는 데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 물론 외부사회로부터 

분리되고 경계지어진 사택은 내부적인 동질성을 강화하여， 소위 “사택 

공동체"(박철한 2001)를 형성하였다는 점을 무시할 수는 없다. 즉 사택 

의 우물과 빨래터를 중심으로 한 일상의 의사소통체계는 계급적 일체감 

과 정체성을 형성히여 1980년 ‘사북항쟁’ 때 투쟁의 원동력으로 작동하 

170 w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2뼈) 



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용최소화의 건축학적 공간." (박철한 2002: 40)인 

사택은 경제성장우선주의， 불명등한 노사관계 및 분절화되고 왜곡된 고 

용구조 및 노동시징L이 공간화된 곳이었다. 사택은 회사관리와 광부 시아 

뿐만 아니라광부와 광부 사어의 위계적이고 배제적 관계를 반영해냈다. 

당시 사택에 들어가는 것은 쉽지 않았고， 사택에 거주한다는 것은 하나 

의 혜택이요 특권이었다고 한다. 사택이라는 공간의 구획회를 통하여 

탄광자본가는 “공간을 장‘각하고 통제할 수 있었으며， 이는 그 공간 안에 

서 노통자들의 행동과 사고를 장4악하고 통제할 기초를 제공하였다"(이 

진경 2001: 192) 한편으로 사택에 거주하는 광부， 특히 모광의 광부들을 

일반 주민 및 하청업체의 광부들과분리시켜내며， 광부블은 지배적 국가 

또는 자본의 이데올로기를 일상적으로 내재화하며 점차 ‘산업역군’ 또 

는 ‘산업전사’로 포섭되어갔다. 

개발 이데올로기의 공간회는 사택에만국한된 것이 아니라주민들의 

일상영역으로까지 확대되었다. 즉 개발을 위해 자연뿐만 아니라 사북이 

라는 일상적 공간도 희생되었다. 이 점은 이곳에서 자라 동원에서 일하 

고 있는 사람의 말에서 잘 드러난다. 

지역의 환경에 대해서 정부에서 우리 석탄산업에 대해서 국가의 기간산업이 

라고 생각해왔기 때문에 물이나 공기의 오염에 대해서는 묵시적으로 그냥 인 

정돼 왔던. 뭐 그랬습니다. 동원이 50만 톤 이상 생산할 때에는 시내에서도 발 

목이상으로 먼지가 쌓였었고요 ...... 과거에는 이런 정화 시설이 있다고 해도 까 

만 물이 그냥 내려가고 그랬었죠 ...... 큰 회시들은 정화시설을 다 했습니다. 근 

데 소규모 광산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데는 정화시설이 거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일상의 히늘은 막장의 히늘과 다름이 없었다. 즉 검은 히·늘 • 땅 · 하 

천은 사북 지역의 첫 인상이자 얼굴이었던 것이다. 특히 사북읍 중심가 

의 위쪽에 위치한 동탄의 저탄챔l서 날아오는 분진은 다른 탄광지역에 

비해 사북을 더욱더 시커떻게 물들였다. 이 점은 다음의 언설에서 잘 

“찌들은 몸” l 김세건 171 



표현된다. 

사북으로 온 지 20년 넘었어. 고향은 명창인떼 강릉에서 살다가 89년에 사 

북으로 왔어 사북에 처음 들어왔을 때느낌은 진짜~ 광산촌이다. 온 천지가 새 

까땅대. 강릉에도 탄광이 였었지만 이래 새까떻진 않았었거든{강지문). 

사북의 주민들은 광부의 막장처럼 석탄 분진으로 검게 변한 하늘을 

이고 살았다. 분명 사북이라는 공간은 당시의 사람밝l 의해 구성되고 

만들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광부뿐만 아니라 탄광촌을 찾아온 사람들 

에게 탄광촌은 이미 주어지고， 정확하게 말하면 그들이 선택한환경임에 

틀림없었다.즉검은땅·하늘은환경의문제가아니라자신들에게주어 

진 삶의 일상적 환경으로 자신들이 살아가야 할 생태적 적소( ecological 

띠che) 였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이 생태적 적소에 어떻게 적응하며 생활 

해 나갈것인가가중요할뿐이었다. 이런측면에서 볼때， 생존의 토대인 

탄광이 야기히는 주거， 교육， 환경 문제에 대하여 어떤 이의를 제기한다 

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현재 시북 지역에서 사회운동 

을 하고 있는 사람의 다음의 언설이 이 점을 잘 드러내준다. 

어떤 의미의 환경이든 간에 이쪽에서는 포기하고 살았던 지역이죠. 비단 여 

기뿐만 아니라 탄광지역이 다 그렇죠. 학교도 없었고 infra도 없었고 일하는 것 

만 최소한 갖고 시작한 곳이 탄광촌이죠. 사택도 방 한 칸에 최소한 공간만 가 

지고， 분진， 지장천 오염문제， 모든 것을 탄광개발에 따른 어쩔 수 없는 것으로 

감내하고 살았던 곳이죠. 교육， 주거환경이 그러니 환경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관심 밖의 일이었죠.80년대만 하더라도 분전 문제의 심각함을 못 느꼈고， 그것 

에 대한 문제의식을 갖은 사람도 없었고요.80년대 초까지 탄광회시에 목욕탕 

이 없었다 시꺼떻게 하고 길거리를 활보하고 다니기도 하구. 

탄광 개발이 한참이던 때， 경제개발이리는 절대절명의 시대사명 앞 

에서 환경문제는 부차적이고 사치스러운 것이었을 것이다. 오히려 개발 

이라는 이름 아래 산림훼손 및 환경파괴가 행해졌지만， 이것이 미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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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들의 삶을 위협하리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더욱이 살기 위해서 감내 

해야하는 것으로 여겼다. 동원탄좌， 광부， 주민들이 환경에 대한담론은 

크게 차이가 없었다. 아니 존재하였다. 그러나 그 차이를 드러낼 수는 

없었다. 탄광촌 사람들은 탄광과의 관계 안에서만 자신의 주체성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에 ‘시커먼 나’는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주민들의 일상 

속에내재된 ‘시커먼’ 공간은또한주민들의삶과신체를조직화하였다. 

공간은 삶의 방식을 조직하는 초험적 형식이자 경험의 지반{이진경 

2002: 163 참조)이었기 때문에 탄광지역의 어린 학생들이 땅， 하늘 그리 

고 하천을 검은 색으로 그리는 것은 당연한 현상이었을 것이다. 사북 

사람들의 삶은 석탄과의 관계 속에서만 의미를 지니는 공조낼 만들고 

재생산하였으며， 또한 이 공간에서 탄광촌 사람들의 삶과육제도 구성되 

었다. 즉 한국의 경제는 석탄을 먹으며 성장올 해왔교 그 석탄은 노동자 

를 먹으며 생산되었던 것이대Nash 1979: x 참조) . 그러나 경제성장 엔 

진으로서의 석탄산업의 역할이 끝나자， 탄광촌은 급속하게 쇠퇴하였고， 

‘산업전사’들도 쉽게 그들의 삶의 터전으로부터 배제되었다. 이 점은 

지역사회운동가의 다음의 언설을 통해 충분히 유추해 볼 수 있다. 

석탄합리화 사업단은 두 임무가 있는데， 팡해 복구하는 것과 대체산엽 육성 

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폐광복구가 겉만 번지르하다. 독일이나 일본에서는 %년 

계획을 잡고 접근하여 매년 한 두 개씩 없애면서 피해를 최소회한다. 그런데 우 

리나라는 몇 백 개를 한 번에 없애버렸다.5년 사이에 300개를 날려버렸다. 통계 

수치로는 구조조정이 잘된 것 같지만 거기에 사는 사렴이나 환경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다. 많을 때는 6만까지 되었는데， 현재는 작년까지 7천 명이 좀 안된 

다. 떠나칸 사람들의 대부분이 광부였고 그들의 가족이었고， 그 사람들 중의 상 

당수는 도시 빈민화， 노숙자가 되거나 가정파탄이 된 경우도 많다. 정부의 합리 

화 사업이라는 것이 대책이 없었다. 폐광올 시키면 폐광으로 인해 실직된 사랍 

에게 재취업을 할 수 있는 통로를 마련해줘야 되는데 그런 대책이 전혀 없었다. 

결국 ‘발전’ 이라는 애매모호한 구호 아래에서 탄광노동자들은 대상 

화된 노동력의 단순한 담지자였다. 따라서 탄광촌에 투영된 정부와 탄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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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가의 논리는 노동력의 일시적 수용을 위한 공간뼈 초점이 맞추어 

졌고， 지속적인 삶의 터전의 창출은 아니었다. 따라서 한 광부의 표현처 

럼， 탄광자본가도 정부도 “이곳에 아무 것도 재투자를 안했고， 주민들도 

그렇게 길들여졌다" 그리고 탄광자본가와 노동지에 대한 단순한 보상차 

원에서 이루어진 합리화사엽이 급속하게 추진되면서 그 충격을 흡수해낼 

능력이 없었던 탄광촌(김선희 1997: 20 참조)은 급속하게 황폐화되었다. 

5. “찌률은 몸치 잊혀진 t법역군 

“찌들은 봄 •• 은 보성송앤r 

(사북읍에 걸린 플랑카드 구호 중) 

1) 열익한작업환경 

탄광 노동은 크게 실제적으로 막싼11서 일을 히는 항내부(막장)과 

막장 밖에서 일하는 항외부{난장)12)으로 나뀐다. “광부들은 두 개의 하 

늘을 이고 산다”고 할 정도로 막장은 광부와는 멜래야 펠 수 없는 불가 

분의 관계였다. 항내부의 굴진부와 특히 채탄부는 소위 탄광노동자의 

대명사이며 탄광노동자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채탄부 노동은 하루 8시 

간씩 3교대(갑방， 을방， 병방)로 나누어지는데， 병방은 “밤 11시부터 8시 

까지인데 제일 피곤해요. 병방일 때는 살이 2킬로씩 빠진다니까”라고 

할 정도로 힘들다고 한다. 무엇보다도 지하 수백 미터， 심지어는 수천 

12) 항내부는 탄맥을 따라 석탄을 캐는 채탄부， 채탄 작업과 광차가 다니는 큰 굴을 뚫 
는 일을 하는 굴진부， 그리고 통발을 수리하는 보항， 레일을 깔고 고치는 보선부， 탄 
차를 운반하는 전차공으로 나켠다. 항외부는 막장 밖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로 석탄에 
서 돌을 고르는 일을 하는 선탄부， 기계공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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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 갱내에서 작업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작업환경은 지금까지 크 

게 개선되지 못한 채 매우 열악하다고 한다. 이 점은 현재 동원에 근무하 

고 있는 광부의 이야기에도 잘 드러난다. 

석공은 수명공법으로 기계화되어 있는데 동원은 일제시대 그대로다. 통원은 

위경사갱도붕락채탄법이니까， 갱 자체가 기계장비가 들어가기 어렵다. 작업조 

건은 석공이 낫다. 석공은 나라산업이라 규격품만 쓴다. 우리는 자재도 비규격 

품인데， 자기들 마음대로다. 나무지주(통반)도 나쁘다 작업조건은 우리가 제일 

나뿔거다. 임금도 탄광지역에서도 우리가 최하일거다. 석공은 완전 도급제인데， 

우리는 반도급제이다 갱내에는 휴식공간이 없다. 공기업은 수명채탄이고 열 

(지열)올 시킬 공기도 넣어주고 숨 쉴 공기도 넣어준다. 그리고 휴식공간도 있 

어서 점심 먹을 탁자도 만들어준다고 해도 우리는 탄 속에서 밥올 먹는다. 밥 

에 탄이 떨어져서 탄이라도 섞이면 그날은 굶는다. 

국내의 무연탄은 “극심한 지각변동으로 많은 습곡작용올 받아 팽창 

과 수축이 심한 탓에 연속성이 부족히여 급경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 

정이다. 이 같은현상은채탄작업의 기계화와개발단위의 대형화를크게 

제약히는 요인이 된디{사북청년회의소 2001: 56). 따라서 외국의 유연탄 

층에 적용되는 안전하고 능률적인 채탄방법이 적용되지 못하고 위경사 

갱도붕락채탄법13) 등과 같은 독특한 채탄 방식이 적용되고 있는데， 그 

것의 대표적인 예가 동원탄좌인 것이다， 갱내의 작업환경과 노동강도가 

어떠한지는 다음의 표현(광산선교위원회 · 태백지역인권위원회 1988: 

30)에서 잘 드러난다. 

굴진부는 주요 탄맥을 따라서 높이 1.8미터 정도의 수명갱을 뚫고， 채탄부는 

탄 줄기를 따라 좁은 굴을 뚫게 된다. 이들 막장은 천공소리와 발파옴으로 귀 

13) 위경사갱도봉락채탄법은 심한 지각변동작용에 의해 불규칙하고 경사진 탄충올 채탄 
하는 방법으로 탄충 내에 22-25도의 경사진 갱도툴 굴진한 후 슈트(chute)풀 이용한 
폭약으로 석탄충올 한 구역씩 붕락시켜 쏟아져 나오는 탄올 하부로 흉려보내 광차에 
실어 밖으로 보낸다{사북청년회의소 2001: 56), 한국의 탄핑에서 사용되는 채탄법은 
위경사갱도봉락채탄법외에도 중단채탄법， 하향수I영분충채탄법 둥이 있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위의 책올 참조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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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떨어져 나갈 듯이 시끄럽고 화약연기와 석탄가루， 돌가루로 지욱하다. 채탄 

작업 중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콧구멍은 곧 막히고 입안은 탄가루로 새까매진 

다. 지열이 높은 곳은 몸을 움직거리기만 해도 땀이 쏟아져 장화 속이 땀으로 

출렁이고 하루에 옷은 2-3번이나 짜 입어야 할 정도이다. 보통 3-4명이 1개의 

막햄l서 일히는 데 수십 개의 다이나n에트를 폭따시커는 게 보통이며 작은 

탄광에라도 1개강!-20-30톤 많을 때는 40-50톤의 석탄을 깨야 한다. 허리를 

제대로 펼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는 비좁은 막쟁l서의 이러한 중노동은 노동자 

의 몸을 급속히 쇠약하게 만들 수밖에 없다. 한국 성인남자의 노동 강도를 보 

면 광산노동자는 1일 열소모량이 4，600칼로리로서 어느 노동보다 높으며 작업 

강도율은 제조업의 3배， 시무직의 7배가 된다. 

아런 열악한작업환경은 자신들이 펼요한몽을 사회화하여 규제하고 

통제하였다. 실제로 광부가 되기 위해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에 맞는 사람 

이어야 했다. 약 30년 동안 동원에서 관리직으로 근무해 온 사람의 언설 

을 통해 어떤 사림이 요구되었는지를 유추해 볼 수 있다. 

80년도쯤 되어서 광소에 인력이 많이 들어와서 규제가 많이 심했다 지금 생 

각하면 아이러니 하다. 대희이상 학벌이 되면 취업이 안됐고， 위장취업이 아니 

라， 많이 배운 사람들은 종업원 선동하고 감독틀 말을 잠 안 듣고 항명을 잘한 

다. 그 당시 감독들이 고졸수준이었으니 갱구가 지금 지히에는 스틸아치로 되 

어서 굉장히 크지만， 그 당시 지성엔 동발이라는 6자 소나무， 1m 80an이니까 

비슷하게 하니 땅에 묻히는 것도 있고 하니까 직선으로 해서 1m 70an미만이니， 

커 큰 사람들 170an 이상은 받지 않았다. 고학력 커 큰 사람은 결격샤유였다. 

특히 덕대 • 하청업체에 취업하는 광부들은 대형광산， 즉 모광 종사 

자들보다더욱더 열악한작업환경에서 일했다.즉광차도들어가기 힘든 

좁은 막장， 부족한 환기시설， 더 높은 노동강도 그리고 저임금에 허덕였 

고 진 · 규폐와 각종 재해가 발생해도 법적 보호를 받지 못했다. 덕대 • 

하청노동자들이야말로 탄광노동지들중에서도 가장 절망적인 상태에 놓 

여 있던 사람들이었다{사북청년회의소 2001: 39). 따라서 연줄과 ‘뒷거 

래’ 등의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상대적으로 작업환경이나 임금이 나은 

동원탄좌와 같은 모쐐 들어가과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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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하챙 기업이든 간에 열악한 작업환경 및 노동조건으로 인하여 광산 

노동자들은고열과분진， 붕락과출수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이 점 

은 동원 모뺀1서 수십년동안 일하고 있는광부의 이야기를 통해서 유추 

해볼수있다. 

광산 일은 다 힘들어 굴혐l 들어가면서 안 힘든 일이 없어. 다 힘들지 ..... . 

악한 조건에서 너무 오랫동안 고생해서 좋은 기억은 없고 힘든 기억은 죽을 뻔 

했던 거. 갱내에 가즈:가 새서 그런 거랑， 무너져서 죽을 뻔했지. 또 한 번은 돌 

이 굴러 내려와서 죽을 뻔했고. 전차에 깔릴 뻔도 하고. 근데 죽을 뻔했어도 직 

장이라는 게 비꾸기가 쉽지 않대. 죽을 뻔했어도 다음에는 멀쩡하니까 일을 또 

나갔지. 사그l가 5번 났는데， 그 중에 2번은 산재처리 했어. 이제는 그 때 생각 

하면 지겨워(강지문). 

‘선증산(뺨홈塵)， 후보안(衝똥安)’ 이 말해주듯이 작업환경은 목숨을 

걸어 놓고 했다고할 정도로 열악했다. 특히 “선산부는 위협한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선사뷔했앉)’ 라고 부르기도 했다고 한다. 따라서 막장 

에서 감독도 선산부를 함부로 대하지 못했으며， 후산부는 선산부를 두려 

운 존재로 여겨 선산부의 위치는 하나님 다음이라고 할 정도였다고 한 

다"(유범상 외 2002: 76). 광산에서는 “매년(1964-1985년) 명균 208명 

이 사망하고 6천 여명이 부상당해 왔다. 일년이면 광부 10명 중 1명이 

죽거나 다치고 10년이면 전 광부가 피해를 입는다는 결론이다"(광산선 

교위원회 • 태백지역인권위원회 1988: 44). 이처럼 산업재해가 높은 것 

은 기계화의 미비， 도급제로 인한 무리한 노통강요가 빚은 것으로， 단 

한톨의 석탄이라도 더 캐야 한다는 절박함어 노동자들로 하여금 열악한 

작업환경 속에서도 작업을 계속하도록 하였던 것이다. “막장 인생”이라 

는 자조 섞인 말처럼 열악한 작업환경과 높은 노동 강도는 광산 노동자 

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찌든 몸”을 남겨 두었다. 

작업환경이 하나도 바뀐 젓이 없어요. 우리 동탄은 20년 전이나 그대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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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썽혜요. 나는 빨리 폐광되어야 한다고 보거든요. 막장의 명균나어가 51세인 

데 근무년수도 한 20년 거짐된다. 17년이 명균이에요. 시람이 노령화되었어요. 

생산부는 노령화되어 일하기가 힘들어한다. 분진에 너무 노출되어서 힘들어요. 

한시라도 빨리 폐광이 되어서 그 사람들 살렸으면 좋겠어요. 선산부는 1001/0가 

진폐 규며l환자에요. 국71에서 3O-4OJtÚ 하는 것은 국71에서 인정하는 표준 11급 

이상 의증이라는 거에요. 후산부도 있다. 내 생각에는 광업소， 막향il서 생활하 

는 사람은 다 있다고 생각해도 되요. 

유범성-(2002: 4-5 참조)이 지적한 것처럼， “성장위주의 개발독재의 

정치경제시스댐과 불명등한 권력관계에 기반한 사회적 관계(노사관계) 

는 진폐증을 발생시킬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고， 이것은 그 당시의 

‘시대적 합리성’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었다고 보여진다. 진폐증은 

사회구조가 만들어낸 역사적 산물이었고， 개발모텔 시대적 병리현싱어 

었다" 따라서 개발 모텔이 자연에 심각한 자연 파괴의 문제를 남겼듯， 

노동자에게도 별반 차이가 없는 그에 상응히는 진폐증을 남겨두었다. 

2) 진펴|충: 방기된 개발병 

진폐증은 미세한 가루가 폐에 들어가 폐 세포에 달라붙음으로써 폐 

를 굳게 만드는 불치의 병으로 분진이 날리는 곳에서 장기간 호흡하게 

되면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가장 규모가 큰 산업재해 관련 질병이다. 한국 

에서 최근 주물주조업， 용접관련 조선업과 기계기구 제조업， 석재 채굴 

및 가공업， 연탄제조업， 건설업， 요업 등의 제조업에서의 진폐증의 발생 

이 뚜렷이 증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진폐환자의 700/Ó가 광산노동자로서 

진폐의 역시는 광산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진폐증은 막징배서 

일한 노동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길거리에서 뛰어 놀던 어린아이가 

진폐증에 걸린 예가 있다"(광산선교위원회 • 태백지역인권위원회 1988: 

73)고 한다. 

1985년 진폐법이 제정 시행된 이후 2001년 7월까지 6，672명의 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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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진폐증으로 사팡하였고， 1988년정부터는 진혜증으로 인한 사망자 

의 수가 굉산재해로 인한 사망자의 수를 추월하기 시작하였다{유법상 

외 2002: i). 80년대 후반부터 진폐증으로 인한 사광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방진마스크조차도 없는 열악한 작업환경에서 일을 해야 했던 

60-70년대 석탄산업의 호황기의 산물로， 당시 탄뺑l서 10년 일하면 절 

반어상이 진혜중에 걸렸다고 한다{성희직 1997: 617 참조). 1980년대에 

들어오면서 정부가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기 시작하였고， 정기검진을 실 

시하면서 광산광부들이 진떼중에 대해 알게 되었지만， 여전히 많은 광부 

들이 진폐중에 노출되어 있었다. 특히 작업환경이 열악한 하청업체들에 

서는 여전히 마스크를 시용하기 힘들었고， 마스크란 거의 사치품에 가까 

웠다고 한다. 따라서 진혜환자는 지속척으로 늘어나리라고 보여진다. 앞 

에서 언급한 것처렴， 진폐증은 개발모텔 시대적 산불이자 병리현상으로 

진폐증에 대한 접근방식은 당시의 개발과 환경 그리고 노동자에 대한 

인식을 그대로 반영하고 었다. 유범상'(2002: 잃89)에 따르면， 취직하기 

전과 취직 당시에 진폐증에 대한 정보를 알았던 사람은 3.9%에 불과했 

고， 7(/)/0가 광부로 일하면서 그리고 20.1%는 광산올 퇴직한 후에야 진며l 

증에 대해 알게 되었다고 한다. 이런 점에 벼추어볼 때， 광산노동자들은 

진폐증에 대해 무지했고， 알았다고 하더라도 직업병에 대한 예방과 치료 

가 제도화되지 않은 상황11서 자신의 몸을 다루는 방식은 개별적이고 

관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다. 

일하고 나오면 시커먼 상태에서 막걸리부터 시작했다. 배가 고프니까‘ 탄광 

일을 하면， 규예 둥 굴속 먼지로 인해 혜가 안 좋으니까 돼지고기 기름으로 씻 

어내야 했다. 그래서 탄광근로자틀이 먹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탄가루를 씻어 

내리기 위해 돼지펴를 많이 먹었다. 

자연이 석탄으로 대상화되었듯이， 노동자도 단순히 산업전사， 즉 노 

동력으로 대상화되었다. 노동자는 한 톨의 석탄이라도 더 캐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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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의 심부까지 파고 들어갔으며， 이는 부지불식간에 노동자 자신들에 

게 체화되어 산업역군이라는 허명 아래 자신의 봄의 심부까지 황폐화하 

였다. 노동자들이 자신의 몽을 다루는 방식은 정부와 탄광주가 자연을 

다루는 방식 그 자체였다. 이는 진폐증을 다루는 방식에서도 잘 드러난 

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어 보고 된 직업병은 진폐증으로 1954년 

강원도 소재 대한석탄공사 부속 장성의료원이 석탄공사 소속 광원들에 

대한 건강 조사에 보고 되었다. 이는 한국 산업보건의 역시는 진폐증의 

역사라고 할 정도로 산업보건 발전의 기폭제가 되었다{유범상 외 2002: 

46) 즉 진폐증의 발견으로 건강진단을 확대 실시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 

다. 그럼에도 건강진단은 형식적이었고， 여전히 광부들의 건강은 성장위 

주의 정책에서 부차적인 것이었다. 예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된 

후 28년이 지난 1981년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독립적 법률인 ‘산업안전 

보건법’ 이 제정 공포되었다. 그리고 진폐증이 발견된 지 30년 만에 ‘진 

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 1984.12.31., 이하 진폐 

법)이 제정되었다. 사실 지난 30년 동안 진폐증도 치료방법이 없고 소모 

성 질환으로 사망한다는 심각성을 문제로 인식하기보다는 애써 눈랬 

고， 그렇기에 광부들의 작업환경은 커다란 개선 없이 1980년 사북항쟁을 

맞이하였던 것이다. 

진폐법은 “진폐 예방과 분진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 

리를 강화하고 진폐에 걸린 근로자 빛 그 유족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건강 보호와 복지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진폐법 1조)으로 제정되었지만， 여전히 진폐환자에게 접근하는 

방식은 선택적이고 편의적이다. 

최근 노동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의 진폐환자의 수는 16，709명이 

며， 그 중 입원 요양 중인 진폐노동자는 2，825명(유법상 외 2002: I)이고， 

나머지는 집에서 치료를 한다. 진폐환지는 크게 두 유형， 즉 요양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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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폐환자와 재가진폐환자로 분류된다. 진폐법이 인정하는 합병증14)으 

로 인해 병원에 요양중인 진폐노동자는 의료적 혜택뿐만 아니라 휴업급 

여， 문화 활동비 등을 지원 받고 있다. 그런 반면， 진폐급수는 받았으나 

진폐법이 인정하고 있는 합병증이 없어서 입원이 되지 않는 재가진폐노 

동지는 휴업급여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의료혜택조차도 거의 못 받고 있 

다. 이들은 진폐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 광산노동의 휴유중과 노인성 

장애 등으로 인해 다양한 질병 상태에 있으며， 또한 노동능력이 상실된 

상햄l서 대부분 자녀들의 부양능력도 부족해1 때문에 빈곤상태에 있 

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한 채 방치되어 있다. 이 점은 

진폐 요양병원인 사북 연세병원의 시목의 이야기에서 잘 보여진다. 

진폐 환자들을 봤는데 어항 속의 불과l가 생각나더라. 중환자 실에서 호홉 

기를 팝고 산소발생기를 빼버리면 금방 죽올 수밖에 없는 금붕어들. 그분들은 

가족으로부터 격리되어있고 명절에도 상태가 안 좋은 분들은 집에도 못 가고 

그분들이 광산생활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태만큼이나 노년의 병원생활도 힘겹 

게 하루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아서 안타까웠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 병원에 입 

원에 있는 분들은 치료받고 요양하면서 생활비가 지원되니 선택받은 분들이다. 

정작 진폐 합병증이 없어서 가정에서 생활하시는 분들은 장애로서 아무런 지 

원이 없다. 산재로 혜택이 없다 ......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의료비가 지급되면 

서 자녀들 대학 다니면 학자금까지 지원이 된다 ...... 고단백식이라고 해서 식비 

를 더 많이 수여하고 .. 남자들에 한혜서 150에서 170정도 한 달에 휴업급료를 

받는다. 돌。f가실 때 그에 비례해서 약 1억 정도의 보상금과 장례비가 %정도 

나온다. 개선이 많이 되었다 ...... 심지어 입원환자들에게는 의료 재활사업이라 

고 이 분들이 의식주와 고통올 완화히는 치료만 받으면서 입원할 수 있느냐 환 

자들의 문화적 욕구도 배려를 해야한다. 그래서 이 환자들에게 3만 원씌 취미 

활동비용에 지급이 돼서 문화활동도 하고 영화감상， 서예 등 그런 차원까지 문 

회욕구까지 산재에서 다룰 정도에 시각올 가졌으면서 불구하고， 재가환자들에 

대해서 아무 것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 합병중이 없는 사람들은 결핵균이라 

도 사서 먹어서 병원생활을 하길 원한다. 진혜로는 입원이 안되지만 합병증이 

14) 병원 요양이 가능한 합병중은 다옴의 9 가지이다: 활동성 혜결핵， 흉막염， 기관지염， 
기관지 확장중， 기훈혔뼈)， 폐기종， 며l성심， 원발성(原發性) 며l암， 비정형(非定훨) 미코 
박테리아감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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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면 입원이 된다. 

진폐 요양판정 기준이 진폐와 합병증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되고 있 

어， 많은 진폐환자들이 비활동성 진폐 또는 인정범위의 합병증이 없디는 

결정으로 단 한번의 요양치료도 받아보지 못한 채 육체적 고통과 생활고 

에 시달리고 있고， 가족들에게까지 미치는 이중 삼중의 고통에 신음하다 

세상을 떠나고 있는 처참한 실%에대사북청년회의소 2001: 58 참조). 

이처럼 재가진폐환지를 다루는 방식은 합리화리는 이름아래 석탄개발이 

낳은 환경문제， 광산촌 사회를 방기하였던 것과 별반 다름이 없어 보인 

다. 

개발 초기， 특히 70.80년대의 개발시기에 광산 노동자들은 “산업전 

사”， “산업역군”이라고 칭해졌고， ‘우리는 산업역군 보람에 산다’ 며 자 

신들에게 정체성을 부여하였지만， 이는 허울뿐이었다. 오히려 칠흑 같은 

갱내에서 일하는 “막장인생”， “인간두더지”라는 비하적인 표현이 자신 

들의 위치를 잘 표현해 주기도 하였다. 광산은 “그 자체가 발전의 목적이 

아니라，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되었다. 즉 탄광이 개발되는 지역은 

산 속으로 멸고， 저발전， 저인구 지역이며， 광산개발은 국가 전체에 이익 

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된 반면에 환경파괴 및 희생은상대적으로 소수에 

게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 (Johnston & Jorgεnsεn 1994: 88) 따라서 

자연 및 노동자의 재생산은 철저하게 생산에 종속되었다. 자연을 대상화 

하고 착취하였던 경제제일주의의 논리는 가감없이 노동자에 대한 시각 

으로 이어졌다. 노동지는 노동력의 담지자로 간주되었을 뿐， 그들의 삶 

은 끊임없이 통제되고 희생되었던 것이다. 즉 그들은 선택된 희생자로， 

그들의 역할이 끝나자 개발의 시대를 이끌어왔던 노동지들의 삶， 일상은 

너무도 쉽게 방치되었다. 결국 조국 근대화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질주 

했던 산업역군들은 결국 사북의 두 하늘 밑을 벗어나지 못하고， 진폐증 

이라는 회복될 수 없는 병을 안고 폐광과 함께 기억 속으로 잊혀져가고 

만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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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가며 

석탄이 1%0년대에 한국사회를 휩쓸었던 경제개발의 에너지원으로 

위치지워지면서 한적하고 고립된 산촌이었던 사북은 근대화의 상징인 

탄광촌으로 태어났다. 석탄산업은 경제성장 제일주의에 기초를 둔 국가 

경제개발의 의지와 전략이 철저하게 관철되는 영역 중의 하나로， 탄광촌 

의 모든 것은 성장 에너지원， 석탄을 한 톨이라도 더 캐기 위한 행위로 

귀결되었다. 따라서 석탄자원의 보고로 대상화된 시북의 자연은 초법적 

으로 파헤쳐졌지만， 산림훼손， 환경파괴 등과 같은 것은 부차적인 것일 

쁨만 아니라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감내하고 희생해야 히는 것으로 간주 

되었다. 이러한 논리는 탄광촌의 사회로 그대로 투영되어 집단수용소와 

별다름이 없는 사택과 같은 공죠다조와 시커먼 히늘， 땅 그리고 하천으 

로 상징화되는 일상의 환경을 창출해냈다. ‘인생막장’ , 탄광을 선택했던 

사람틀은 이런 탄광촌 사회를 자신들의 삶의 터전으로 받아들였고， 이곳 

에서 막장인생의 새로운 희망을 꿈꾸었다. 그러나 상시적으로 고열과 

붕락 등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었던 열악한 작업환경과 노동조건， 그리고 

황폐한 일상의 환경은 개발의 매개였던 광부들의 폼에 돌이킬 수 없는 

직업병， 진폐증으로 각인되었다. 그리고 경제성장 엔진으로서의 석탄산 

업의 역할이 끝남에 따라 철저하게 파헤쳐진 탄광의 자연， 탄광촌 그리 

고 “찌들은” 광부들의 봄은 빈껍데기만 남긴 채 방치되었다. 나。f가 국 

가의 ‘발전’ 이라는 아주 애매모호한 규정 속에서 경제발전을 주도하는 

산업전사로 호명되었고 그렇게 정제성을 부여했던 광부와 광산촌의 사 

람들은 오늘날 자신들의 희생에 기초한 경제발전이 야기한 환경악화와 

빈곤 등의 사회적 부담도 꿀어안게 되었다. 

탄광촌의 자연， 사회 그리고 광부들의 몸에 웅축되어 있는 경제 및 

생산 제일주의의 이념과 불평둥한 정치경제적， 사회문화적 관계는 여전 

히 탄광지역의 사람들의 일상 속으로 끊임없이 내재화되고 있다. 석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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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에너지원을 채굴하기 위한 초법적 행위를 가능하게 했던 경제개발 

모벨은 이제 폐광지역 경제를살리기 위한특별법으로 되살아나고 있다. 

기본적으로 특별법은 석탄산업의 사양화로 인하여 위기에 처한 주민들 

의 생존권이 우선시되어 어떻게 지역 경제개발을 할 것인가에 초점이 

모아졌고， 이에 산림법， 환경법 등 경제개발에 걸림돌이 되는 제요건들 

을 완화하고자 하였다. 이렇게 특별법에 기초한 ‘폐광지역’ 이라는 ‘특 

례’ <t혐列)지역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이는 개발시대와 디름이 없는 환경 

문제뿐만 아니라 또 다른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다. 이런 문제들은 탄광 

촌에서 ‘고원관광도시로 탈바꿈하는 시북에서 새로운 희망을 꿈꾸는 사 

람들의 “봄”으로 투영되고 있다. 이는 2년차의 연구과제이다. 

184 w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2004) 



참고톨헌 

광산선교위원회·태백지역인권위원회 

1988 w88광산민중현실~. 

김기중 

2003 “범바위문화 2호 발죠띨 축하하며 .. w범바위문화 . .n2:1O, 사북: 사북 

자생단체협의회. 

김범철 

1998 “강원도내 하천 수질오염 실태 .. 강원사회연구회 엮음 w강원환경 

의 이해，n， 서울: 한울아카데미， pp. 139-145. 

김용환·김재동 

1996 “석탄산업의 생태와 역사: 태백지역올 중심으로 .. w한국문화인류 

학.~ 29(1): 193-244, 서울: 한국문화인류학회. 

김은실 

2003 “봄을 통해 문회를 본다 .. 한경구 외 w처음 만나는 문화인류학，n， 

서울: 일조각， pp. 197-213. 

김창완 

2003 “90년대 사북 · 고한 지역의 주민운동 .. w범바위문화.n2: 59-68, 사 

북: 사북자생단체협의회. 

남춘호 

1991 “석탄산업 노동시장분절에 관한 연구，” 서올대학교 사회학과 박사 

화위논문. 

박정숙 

1993 “탄광노동의 생산 • 재생산과정에 관한 연구: 태빽시 • 도계읍을 중 
심으로，” 강원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 논문. 

박철한 

2001 “사북항쟁연구: 일상 · 공간 • 저항，” 서강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석사 
학위논문. 

..찌들은 톰 I 검째견 185 



백인미 

1984 “탄광엽의 덕대제와 고용관계에 관한 연구: 강원도 정선군 시북읍 

D탄광의 사례를 중심으로 .. 연세대학교 사회학과 석사학위논문. 

사북자생단체협의회 

1991 w범바위문화JJ1권. 

2003 w범바위문화JJ2권. 

사북청년회의소 편 

2001 w탄광촌의 삶과 애환: 사북 · 고한 역사연구~， 도서출판 선인. 

석탄합리화사업단 

1990 w한국석탄산업사~， 서울: 석탄합리화사업단. 

성희직 

1997 “탄광지역 노동운동의 시대적 변화 .. 강원사회연구회 편 w강원사 

회의 이해~， 서울: 한울， pp. 614-628. 

오환호 

1983 “탄광촌주민의 의식구조에 관한 연구: 시북읍을 중심으로 .. 단국대 

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유범상·김영란·윤조덕·정호근·임영·박정란 

2002 w진폐근로자 재활프로그램 개발: 질병의 치료와 빈곤의 해결』 서울: 

한국노동연구원. 

이선희 

1997 w폐광에 따른 지역위기와 지역운동의 성격연구· 태백 시민주식회사 

를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인류학과 석사학위 논문. 

이진경 

2001 w맑스주의와 근대성: 주체 생산의 역시이론을 위하여~， 서울. 문화 

과학샤 

2002 w근대적 시공간의 탄생~， 서울: 푸른숲. 

전주익 

2003 “동원과 석탄 그리고 사북 .. w범바위문화'~2:19-31 ， 사북: 사북자생 

단체협의회. 

186 ·비교문화연구』 제10집 1호(2004) 



정암 

1989 “사북지역의 광산취락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지리학과 석사학 

위논문. 

정화열 

1999 w몸의 정치~， 서울: 민음사. 

태백석탄박물관 홈페이지(http://coalmuseum.or.kr/) 

터너 브라이언(임인숙 역) 

2002 w몸과 사회~， 서울: 몸과 마음. 

황인오 

2000 “사북사태 진상보고서 .. 정선지역발전연구소 편， 1r 1980년 4월 사 

북: 사북사건 자료집J ， 사북， pp. 25-55. 

Johnston Barbara& Jorgenson 

1994 “Mineral Development, Environmental Degradation, and 

Human Rights: πle Ok Tedi Mine, Papua New Guinea," in 

Barbara Johnston(eds.) , Who Pays the Price?, Washington 

D.C.: Island Press, pp. 86-98. 

Johnston Barbara 

1994 “Introduαion，" in Barbara Johnston(eds.) , W110 Pays the Price.끼 

Washington D.c.: Island Press, pp. 3-6. 

Nash June 

1979 We Eat the Mines and the Mines Eat Us: Dependency and 

Exploitation in Bolivian Tin Min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찌률은 몸:' I 김세건 187 



(Key concepts): Coal mining development, Environmental problems, Industrial 
waniors, Pneumoconiosis 

"c bod" areworn y : 

the Coal Mining Development and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Sabuk. 

SeGun Kim' 

This study intends to observe the ecological characteristics of nature, 

society and a human being(the body) of the town of Sabuk, which was 

one of the representative coal mining towns in Korea. And further if 

possible to show the position and meaning of environmental problems' 

discourse in the process of coal mining development in that Korean 

society. 

As coal was the fundamental resource of energy in the 1960's-1980's 

and palyed an important role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of Korea, the 

town of Sabuk, which is located in a deep vale of mountainous area, 

became a good model of economic development and modernization of 

Korea, as a coal town. 

Emphasizing on coal mining industry, the Korean government 

launched a strategy for the rapid economic growth, exploiting the nature 

of Sabuk to obtain coal energy. At that time the abundantly digged co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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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Sabuk was considered as a treasure for development, thus the 

environmental problem in the process of reckless deforestation was 

completely neglected, arguing that it was not the primaly problem, but 

the secondary for the economic growth. 

This logic of the priority to the economic growth began to infect 

directly to the sociocultural environment of Sabuk. Constructing of 

'company house' as group camp resulted daily circumstances' pollutions 

to sky, soil and river, symbolizing "the black". The people, who 

inunigrated to Sabuk with the last hope of life, accepted the coal village 

as their second hometown. adapting themselves to its inferior social 

environment. However, the people, who had served as the miners for the 

economic growth, began to suffer from occupational diseases such as 

pneumoconiosis, because of their terrible working conditions and 

damaged environmental setting, having been exposed to the ordinary 

danger of high temperature and collapse of a mining pit. At this point 

we can resurre that the Korean economic growth had been achieved on 

the basis of the sacrifice of the miners, thus nowadays called as • the 

industrial warriors', undertaking the social burden of contemporary 

damaged environment and poverty of our country. 

·~ %" I t}A-jj{j 18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