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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70~80년대, 국내의 탄광도시들에서는 탄광개발에 의해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되었다. 하지만 생활수준의 개선,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제고가

동반되면서 석탄에 대한 수요는 줄어들기 시작하였으며 결국 석탄합리화

사업단의 출범으로 국내의 주요 탄광을 선두로 하나 둘씩 폐광조치의 대

상으로 지정되었다. 따라서 지금까지 전국에는 근 350여개의 크고 작은

폐탄광부지들이 남아 지역적으로 환경, 경제, 사회 등 문제를 일으키게 되

면서 복원, 혹운 개발의 대상으로 주목받게 된다. 더불어 주도산업인 탄광

이 폐쇄되면서 지역의 경제가 붕괴되어 국내 탄광도시들의 관심사가 관광

산업의 개발에 집중하게 되는데 그동안 폐부지로 인식되던 넓은 면적의

탄광들은 새로운 쟁점의 대상이 되었고 최근까지 국내에는 총 5개소의 주

요 폐탄광부지가 주민들의 문화여가활동지원, 지역경제창출의 차원에서

박물관시설로 재활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하나의 추세가 되어 뒤따

라 많은 지역에서 탄광테마시설 조성사업에 집중하고 있다.

물론 더 이상 폐탄광부지가 아닌 지역문화시설로서, 역사적 가치를 기

리는 공간으로 재탄생되었다는 점은 가히 긍정적이긴 하나 실질적으로 실

태를 들여다보면 최근 들어 다수의 사례들은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

으며 점차 방문객수가 줄어드는 현상을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태

백탄광체험촌의 경우 연속적인 적자로 인해 결국 문을 닫는 상황까지 나

타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태백, 정선, 영월 등 지역에서는 수백억대의

자금을 투자하면서 탄광체험촌 만들기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설계의 대상지인 한보탄광역시 지역의 주도산업으로서 역할을 해 왔

던 만큼, 이와 같은 맥락의 동일선상에 놓여있는 부지이다. 지난 2008년에

폐광된 후 근 50여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한보탄광을 소유주체에서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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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통해 경제가치창출을 시도하였으나 면적이 넓고 개발비용의 확보문제

때문에 결국 태백시와 함께 탄광도시 대체산업으로서 관광지개발을 위한

협력을 시작하였다. 하지만 지금까지 개발주최간의 의견마찰 등 문제로

그렇다할 진척이 없어 주민들은 하루빨리 지역의 중심문화공간으로 재탄

생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실정이다.

본 설계는 근대산업유산의 보존과 활용이 추세가 되면서 폐부지는 더

이상 방치가 아닌 지역문화시설로 재활용 되고 있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속에서 노출된 일련의 문제의식에 관심을 가지고 이제는 단순히 활용

하면 좋은 것이 아닌 진정한 지역중심의 문화시설로서 작동하기 위한 방

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하의 과

정들을 통해 방안을 모색하고 한보탄광부지에 도입해 봄으로써 실질적으

로 작동 가능한 설계적 제안을 해보았다.

1. 날로 늘어나고 있는 지역문화시설에 반해 질적으로 그렇다할 효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질적인 측면의 제고를 위한” 권장사

항을 문화관광부에서 제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탄광테마시설의 조성이

“질보다 양에 집중”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이상의 권장사항에서 제안하

는 키워드를 가지고 국내외 사례에 도입함으로써 큰 범주에서 탄광테마시

설의 “활성화”를 위한 참고사항들을 이론고찰 단계에서 도출한다.

2. 1)한보탄광부지의 활용방향을 찾고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 토지관련

법규에서 가능성을 모색하고 2) 지역주민의 의견과 지역적 맥락에서 필요

성을 찾으며 3) 관련법규의 제공혜택 등에서 타당성을 검증하여 지역중심

의 복합문화공원으로 조성하는 방향을 최종 선정하였다.

3. 큰 방향에 기반하여 실제 대상지의 접근성, 지형, 건축물, 식생 등 맵

핑과 조사를 통해 이슈를 파악하였으며 공간계획을 위한 근거와 함께 설

계를 진행하였고 앞서 사례의 분석을 통해 참고가능 한 사항들을 결합하

여 설계대안의 제시에서 선택적으로 고려함으로서 지역중심 탄광테마공원

으로서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들을 고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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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제1장 서론

1절 설계의 배경 및 목적

지난 시간동안, 탄광을 위주로 하는 많은 광산들은 국내 광업도시의 경

제 발전을 이끄는 주 동력원이었으며 광물자원의 생산원천으로서 긍정적

인 활약을 펼친 주역이었다. 더불어 많은 국내의 광산지역들은 천혜의 광

물자원으로 인해 대부분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었다.

하지만 1980년대 말 부터 값싼 수입 원료의 유입과 주민생활수준의 제

고 등 이유로 많은 국내 광물자원들은 외면 받게 되었으며 하나 둘씩 적

자를 기록하기에 이르렀다. 따라서 정부는 석탄합리화사업단 등을 설립하

여 비경제 광산들을 자율폐광 하도록 정책적으로 유도하면서 80년대 말에

는 탄광만 해도 347개나 폐광 되었다.1) 그동안 수많은 탄광 개발로 훼손

된 자연은 아무런 조치 없이 폐광되어 현재 폐탄광부지는 크게 1. 갱구의

산성폐수로 하여 하천과 수질이 오염. 2. 먼지날림, 지반침하 유발 3. 광부

들이 떠난 지역은 경제가 낙후되었고 폐공가는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이 되

어 사회적 문제로 확산2), 4. 오염관리를 위한 지속적인 관리부재 및 대량

의 자금소요 등 다양한 문제들을 유발하는 부지로 방치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현재 폐탄광지역들은 대체산업의 모색을 핵심으로

폐탄광부지를 방치의 대상이 아닌 상위 문제점들을 개선, 및 해결하기 위

한 일환으로 문화시설로서 재활용되고 있다. 이는 1995년 보령석탄박물관

을 시점으로 지역특유의 경관인 광산을 테마로 활용 되면서 폐광지역의

새로운 돌파구를 제시하였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면에

서, 역사·경관적 가치를 품고 있는 폐광이 방치되지 않고 지역민과 관광

객들을 유도할 수 있는 공공공간으로 변모했다는 점에서 기능적 의의가

있다. 현재, 다수의 탄광지역들에서 폐탄광 부지를 활용하기 위한 계획들

을 매스컴에 발표하고 있으며 앞으로 탄광부지의 새로운 변신은 지속적으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1) 태백석탄박물관: 우리나라 석탄산업의 현황. <석탄과 자연 그리고 인간> 태백시

2009년

2) 석탄 산업합리화 사업단(2000), 석탄동향 277호 (2000년 1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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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문제는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 다수가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지속적인 관리의 부족 등 문제로 또 다시 공자금만 낭비하는 문제

들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다는 점이다. 설계자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문경석탄박물관을 제외한 곳들에서 근 몇 년래 시민들의 발길이 뜸해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으며, 매년 1만명도 유치하기 힘들어서 계속 적자를

기록하거나 심지어 또 다시 폐허로 전락되는 사례들이 존재하였다. 일례

로 태백탄광 체험촌을 살펴보면:

“ 폐탄광을 탄광촌 체험시설로 개조하는 사업이 폐광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 지

난 2006년 130억원을 들여 과거 탄광촌의 생활문화를 재현한 탄광체험시설입니

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만 3천 6백명이지만 유료입장객은 1/4수준으로

입장료 수입은 300여 만원에 그쳤습니다... ... 지역경기 활성화는커녕 운영관리비

용으로 해마다 수억원을 축내고 있습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영월, 태백 등 10

여 곳 폐광지역에서 지금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탄광체험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3)

이와 같은 현상은 기 조성된 사례의 보편적인 실정이며 다수의 시설들

에서 년 평균 방문객이 3만에도 미치지 못하지만 탄광지역에서는 아직도

박물관, 체험촌시설의 조성에 열을 올리고 있다. 본 설계의 대상지인 한보

탄광의 경우 역시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상에 있으며 태백시와 부지소

유자는 2009년에 탄광테마 체험단지로서 조성할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하지만 사업자들간의 마찰, 사업자금의 부족 등 문제로 인해

현재에는 방치되어 있어 광해관리공단의 주도로 관리하고 있다.

탄광체험촌, 박물관 등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지를 활용하여 주민들에

게 문화여가공간을 제공하고 지역경제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폐탄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은 가히 긍정적으로 평가할 만하다. 문제는

이상적인 효과를 가져 오지 못하는 탄광테마시설을 지속적으로 조성하는

추세에 문제의식을 제기할 필요가 있으며 과연 이와 같은 맥락의 연장선

3) 탄광체험촌 난립, 관광객 외면,<뉴스 9시> KBS,뉴스 최성민, 200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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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 있는 한보탄광부지는 “어떠한 제안과 방향으로 한보탄광부지의 설계

를 진행할 것인가?”라는 큰 질문을 던지면서 설계자는 이러한 탄광부지

활용의 사회적 태도에 주목하였으며 한보탄광의 다측면의 분석을 통해 활

용방안을 고안해 보고자 한다.

설계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하면 총 3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본 설계의 핵심은 국내 폐탄광활용의 추세와 현황으로부터 문제

의식을 제기하고 지역탄광테마공원으로서 잘 활용되기 위한 방안을 제시

하고자 한다.

둘째: 현재 국내에서 활용되고 있는 폐탄광부지 탄광테마시설 조성현황

에 대한 문제의식으로부터 실제 지역수요와 필요에 의해 한보탄광의 방안

을 제안하되 앞으로 유사한 탄광테마시설들을 조성함에 있어서 “더 잘 활

용”되기 위한 참고 가능한 사항들을 유사사례를 통해 도출함으로써 방안

제시에 함께 참고자하고자 한다.

셋째: 한보탄광의 현장답사를 통해 파악한 대상지의 이슈에 근거하여

설계의 방향을 설정하고 지역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으로 작동가능 한 설

계해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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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소영 2012년 근대산업유산 활용수법으로서 연계벨트화에 관한 연구

2000년 이전 2000년~후반 2010년 이후

 특성

(경향)

･ 해 외 사 례 소 개    

 를 통한 산업유  

 산의 잠재적 가  

 치를 주장.

･지속적인 해외사례 소개.

･양적으로 증가하기 시작.

･건축 활용방안 제시.

･지역재생요소로서 인식 및 주장

･설계방안 제시의 논문.

･미학적 관점에서의 논의.

･문화적 활용사례에 대한 분석.

･해외사례 계획특성 파악.

･ 산 업 유 산 의 장 소 ･ 지 역 성 에   

대한 논의.

2절 선행연구 고찰 

선행연구의 내용 및 동향파악

본 주제와 관련성을 갖는 선행연구를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여 검

토하였다.(표1-1참고) 첫 번째로, 큰 범주에서의 ‘근대산업유산4)’의 쟁점을

살피고 둘째, 관련 학계에서 폐탄광 활용의 쟁점을 살피고자 본 논문의

논지와 유사하게 ‘폐광부지의 활용방안’을 모색한 연구를 검토하였다.

1. 근대산업유산의 활용에 관한 연구

국내의 산업유산 활용연구는 2000년대 초반을 기점으로 활성화 되기 시

작하였으며 연구성과가 중후반에는 다양성을 띠면서 점차 축적되어 왔다.

초반에는 해외사례의 소개를 통한 산업유산의 새로운 활용방안을 주장해

왔다면 중, 후반부터는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문화시설로서의 활용방안을

동일하게 주장하지만 유형의 다양화가 나타났다. 2010년 이후 역시 문화

시설로서의 활용필요성을 주장하지만 이론적 관점에서 산업유산의 가치를

주장하면서 폐허가 아닌 조경적 매력과 예술적 매력을 승화시킬 수 있는

대상으로 해석하였다.

                     

                  [표 1-1] 근대산업유산 관련 선행연구 동향파악 

4) 태백석탄박물관의 공개 자료인 <1989~2009년 석탄산업합리화사업으로 폐광된 석탄광

업소>에 근거하면 전체 폐탄광부지 중 근 85% 좌우가 30년이상의 역사를 가지고 있

어 근대산업유산으로 가치를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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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동준 2010년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재활용 실태와 활성화 방안 연구

강동진 2003년 산업유산의 개념과 보존방법 분석

신선미 2012년 도시재생 측면에서의 근대산업유산 보존과 활용에 관한 연구

이순자 2011년 도서지역 노후, 쇠퇴시설의 생태 문화적 재생요소 중요도 연구

최진원 2010년 창의적 활용을 통한 지역재생 방안

안재균 2013년 근대 산업시설 재생을 통한 예술센터 공간연구

김우석 2008년 폐광지역 산업유산보전을 중심으로 한 Eco-Museum 계획

2004년 도시 활성화를 위한 산업재생공원 계획안정연수

박재민 2013년 장소기억으로 해석한 근대 산업경관

전홍규 1998년 산업유산을 활용한 지역개발 운동

정희선 2012년 근대 산업유산에 투영된 무장소성

이연욱 2008년 공공시설 이전 정책의 집행과정 연구

이다운 2011년 근대 산업유산을 활용한 예술 창작공간의 프로그램 특성 및 디자인 방법

주진희 2011년 근대산업유산 재활용을 위한 색채특성 연구

                        

                 [표 1-2] 근대산업유산의 문화적 활용에 관한 연구  

전반적으로 살펴 본 결과 산업유산의 장소성과 역사적 가치에 집중한

연구들이 다수였으며 그것을 드러낼 수 있는 박물관, 복합문화공원 형식

으로 제안하는 유사성을 띠고 있었으며 실제로 현실에 기반 한 실질적인

방안의 모색과 제시는 미흡한 것으로 드러난다. 다시 말해서 한 때 지역

의 주도산업으로서 작동하던 부지들인 만큼 장소 역사성을 드러내고 활용

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실제 해당지역의 수요, 입지적 조건 및 부지자체에

대한 다양한 규제사항 등이 법적으로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에 박물관조

성, 문화시설만 가능한 것이 아닌 여러 가지 활용방향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선행연구들의 공통점은 장소성과 역사가치의 표현에만

집중하고 있어 결과적으로 다소 주관적인 결론으로 서 산업유산 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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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도 제목
김우석 2008년 폐광지역 산업유산보전을 중심으로 한 Eco-Museum 계획

진재호 2007년 폐탄광지역을 활용한 골프장 개발계획

정종의 1995년 폐광지역을 활용한 관광지 조성 계획안

심승섭 2004년 폐광지역의 지속가능한 개발에 관한 연구

박선상 2007년 폐광지역의 활성화를 고려한 지역전시관 계획에 관한 연구

지역재생공원, 창작공간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은 선행연구들에서 공동

으로 나타난 한계점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단순히 역사적 가치

에 머물러 박물관, 공원조성의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닌 실제 연구대상지의

현황에 입각하여 다양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하며

본 설계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관점으로 진행하고자 한다.

2. 폐광의 활용방안 설계/계획연구

전반적으로 폐광의 활용에 관련 된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며 대체로

하나의 부지에 한정되는 것이 아닌 폐광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바라보면서

관광지 방식으로 계획하여 침체된 지역경제를 살리고 지역재생의 돌파구

로서 활용할 것을 주장하는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 그 이유는 폐탄광지역

의 쇠퇴와 더불어 주목하고 있는 관광지조성을 위주로 하는 대체산업의

모색이 탄광도시의 관심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연구들이 주를 이루고

있음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으로 김우석(2008)의 경우 폐탄광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해외의

성공사례를 고찰을 바탕으로 국내의 탄광부지활용 대안제시로서 사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함에 있어서 해외의 성공적인 경험과 기반이

국내도입의 직접적 제안에 실행가능성이 있을지 의문이며 전반 연구는 국

내 폐광지역 현황의 실질적이고 면밀한 분석을 기초로 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미흡함을 보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산업유산이기 때문에 그 역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일환으로 에코뮤지엄 및 박물관의 조성을 통해 지

역재생의 관점에서 제시한다는 점은 가히 긍정적이긴 하나 지역재생의 효

과검증 및 결론의 도출에 있어서 실질적인 분석과정과 근거의 제시가 생

략된 미흡한 점들도 보이고 있다.

         

                       [표 1-3] 폐광의 활성화에 관한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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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본 설계의 차별점

선행연구의 고찰을 통한 결과 폐탄광부지의 활용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인 만큼 앞으로 학계의 지속적인 연구와 관심이 필요한 실정임을 진

단하였다. 지금까지 이 분야는 소수의 연구들에서 활용을 제안하는 연구

성과가 축적되어 있지만 대체로 미흡한 점들이 존재하였다.

첫째, 본 연구의 유형과 유사한 설계형 연구 같은 경우 대체로 폐광부

지의 박물관전시시설, 골프장시설을 제안하는 방식들이다. 이상의 연구들

은 특정대상지나 전체지역을 포괄적으로 다루면서 설계적 측면에서 활용

방식을 제안하지만 실질적인 대상자체가 가지는 이슈를 명확히 짚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판단분석과 현황 실태에 기반 한 고려가 생략됨으

로서 결과적으로 폐광부지 활용방안 모색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긴 하

나 대안의 설정에 있어서 구체적인 근거와 부지자체에 대한 세밀한 이

해가 불투명한 단점이 있다.

둘째,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해외사례의 고찰분석에 치우쳐 있으며 연

구결과를 국내의 사례에 직접적으로 도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즉, 국내

사례의 면밀한 조사와 현황에 대한 기초를 바탕으로 가능한 활용방향을

제시하는 연구들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물론,

선진사례의 참고는 고려할 필요가 있지만 모든 것은 국내의 실정을 제

대로 이해한 바탕에서 진행된 후에 ‘성공사례의 비결’을 그대로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만이 현실에 부합하는 방안이 될 것이다.

따라서 폐광활용연구의 미흡함과 폐광을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인 태도

와 추세로부터 볼 때, 현황사례에서 참고가능한 시사점을 얻고 활용될 폐

탄광부지 자체의 지역수요와 현실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활용방향을 모

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설계는 이와 같은 관점을 가지고 차별성을 두었으며, 설계자가 직접

대상지인 한보탄광부지의 활용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입지, 지역공원부족

실태, 토지이용규제 등 범위에서 활용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진단하고 부

지자체의 다양한 이슈에 근거하여 설계해법을 제안하였고 기존 연구들의

미흡한 부분인 해외사례의 계획특성을 분석하여 국내사례에 그대로 제안

하는 것이 아닌 부지자체의 문제점과 가치, 잠재력은 무엇인지에 대한 이

해를 바탕으로 선택적으로 도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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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절 설계의 범위 및 방법

1. 설계의 방법

전체 구성은 주로 폐탄광을 활용하고 있는 사회적인 경향으로 부터 “있

음이 곧 좋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역사가치의 잠재력을 지닌 부지로

서 “더 잘 활용되기 위한” 대안제시의 필요함을 느끼고 그것을 전체 설계

의 핵심으로 정하였으며 대상은 한보탄광부지로 설정하였다. 그 이유는

한보탄광 역시 폐광 후 부지자체의 역사가치를 기념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탄광테마시설로 조성하려는 계획을 비추었으며 현재 기 조성사례들과의

유사한 방식으로 이용 될 운명에 놓여 있다는 점이다.

본 연구는 국내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로부터 문제의식을 제시하고 지역

문화시설로서 더 잘 활용되기 위한 대안모색을 시험하고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전체 설계의 흐름을 잡았다.

먼저 선행연구의 전반적인 고찰을 통해 학계의 동향을 살피고 문제점을

진단함으로써 본 설계연구의 차별성을 강조하고자 하였다.

다음 기 활용사례 현황실태로부터 문제의식을 제시하면서 탄광부지는

무조건 탄광테마체험시설로 조성하는 것이 아닌 실제 지역의 수요와 가능

성으로부터 방안을 찾고 폐탄광부지의 다양한 활용방향모색의 필요성을

시험하기 위한 대상으로 한보탄광부지에서 가능성을 타진한다.

3단계에서는 유사사례에 대한 연구, 사례를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국내

외 실태파악과 동시에 향후 한보설계에 참고가능 한 요소들을 정리하여

대상지의 독특한 이슈와 함께 선택적으로 참고한다.

마지막으로 실제 부지에 대한 이슈를 찾고 지역의 수요로부터 구체적인

설계방향을 설정함으로써 한보탄광부지의 공원화의 가능성을 구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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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설계의 공간적 범위

                       [그림 1-1] 설계대상지의 공간적 범위 

전체 설계는 앞서 설명한 사회적 이슈의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한보탄

광부지의 활용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이다. 대상지는 탄광도시로 유명

한 태백시에 위치하며 시에서 면적이 2번째로 큰 황연동의 소속지역으로

서 산 37-3으로 등록 된 한보탄광부지를 중점적으로 다루고자 한다. 부지

전체는 면적이 약 14만 5천 제곱미터 좌우이며 지역대체산업모색의 일환

으로서 활용될 계획을 비추었지만 지금까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

설계대상지로서 한보탄광을 선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현재 탄광지역의 이슈로서 탄광테마시설로 활용될 계획이 있어 문제의식의 제

기대상이 된다는 점.

2. 활용계획이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어 잠재력이 있는 부지임에도 불구하고 방치

되고 있는 만큼 활용방안의 제시가 필요한 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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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4] 전체 설계의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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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장 설계의 기본사고

1절 국내 폐탄광 출현의 배경

국내의 석탄산업은 1896년 평양근처에서 소규모 탄광을 개발하기 시작

한 이래 하나의 연료 혹은 동력원이라는 단순한 의미보다는 국내 유일한

부존에너지로서 국민경제에 절대적인 중요성을 지녀왔다.5) 1973년과 1978

년 두 차례에 걸친 석유 파동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서 석탄의 역할은

재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며, 자국 에너지 사용을 통한 외화 절감 등으로

국내의 경제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다. 정부에서도 꾸준히 증가하는 수요

를 맞추기 위해 석탄증산정책을 펴왔고,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과 발

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위해 ‘3법 정책’6)을 제정하여 석탄산업을 보호하

였다. 그러나 1980년대 말부터 세계환경보전 운동의 확산과 소득증대에

따른 청정에너지 사용이 증대되면서 무연탄의 소비가 감소되기 시작하였

으며 탄광생산여건이 더욱 악화되면서 심각한 경쟁력 약화를 초래하게 되

었다.

-정부의 석탄광 개발

이러한 배경에서 1948년 출범한 신정부에서도 탄광개발에 역점을 두고

빈약한 국가재정 형편임에도 막대한 자금을 지원하는 등 적극적인 산탄진

흥정책을 추진하여 1945년의 56천톤에서 1949년에는 1,129천톤 까지 증가

되었다. 그러나 이듬해인 1950년 6·25 동란이 발발하여 그간의 석탄증산

노력은 완전히 수포가 되었다.

정부는 전란 중에도 석공을 발족시키는 석탄생산에 힘써왔고 1953년 휴

전 이후에도 탄광재건 시책추진과 1955~1956년 영암선 등 3개의 산탄철도

가 개통되면서 생산기반이 크게 확충되어 1955년에는 1,308천톤으로 생산

5) 태백석탄 박물관, 태백시. 출처:　<우리나라의 석탄산업 현황>. 2009년, 재인용

6) 정부에서는 제1차 5개년 계획에 발맞춰 탄좌의 종합개발을 위한 <석탄개발임시조치법

(1961,12,31), 석탄광의 적극적인 보호· 육성을 위한 <석탄광업 육성에 관한 임시조치

법(1969, 8,4), 급격한 수요와 공급의 증대로 인한 탄질의 저하를 방지하고 합리적인 수

급조정을 위한 <석탄수급에 관한 임시조치법(1975,3,29)> 등 이른바 ‘석탄삼법’을 제정

하여 석탄산업의 보호에 앞장서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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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는 등 동란발생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석탄파동으로 인한 도약

1960년대 중반과 1970년대 초반에는 산업발전에 따른 석유류 소비증가

와 1966년의 연탄파동이 계기가 된 ‘주유종탄’정책으로 한때 석탄의 역할

과 위상이 약화되었고 소비부진으로 불황을 겪는 시련이 있었다.7) 그러나

두 차례 석유파동을 계기로 무연탄에 대한 인식이 새롭게 대두되어 석탄

산업은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과 보호로 급격한 성장을 이루게 된다.

-석탄산업 합리화사업과 폐광

궁극적으로 석탄산업이 역사무대에서 사라지게 된 원인은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유가와 치솟는 석탄가격, 및 주민생활수

준의 제고로 인한 무연탄소비의 감소로 볼 수 있겠다. 그밖에 영세군소탄

광의 난립, 채굴장의 심부화, 생산탄질의 저하 등 석탄산업은 취약성은 수

익성 악화를 가속시켰으며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탄광은

폐광대책비를 지급하고 폐광시키는 석탄산업 합리화 시책을 1989년부터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현재 전국적인 범위에서 근 350여개소의 크고

작은 폐광들이 생기게 되었으며 현재 11개의 탄광만이 정부의 보조를 받

으며 가동되고 있다.8)

2절 전국 폐탄광 현황

2.1 폐탄광의 개념

폐광(废矿)이란 광산에서 광물을 캐내는 일을 중지함으로써 남게 된 광

산을 일컫는9)데 대체로 탄광, 금광, 은광 등 다양한 유형의 광산을 포함

한다. 본 연구에서는 비금속광물로서 전체 폐광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

지하는 폐탄광을 대상으로 한다.

7) 태백석탄 박물관, 태백시. 출처:<우리나라의 석탄산업 현황>. 2009년, 재인용

8) 태백석탄 박물관, 태백시. 출처:<우리나라의 석탄산업 현황>. 2009년, 재인용.

9) 네이버 어학사전:http://krdic.naver.com/detail.nhn?docid=4053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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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 흉물로 방치되고 있는 다수의 탄광들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큰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다.

2.2 전국 폐탄광 현황

                  [그림 2-1] 전국 폐광현황 통계 다이어그램 

                      이미지 출처: 한국광해관리공단 사이트

지금까지 기록된 전국의 폐광은 총 340개로 현재 5개의 광산을 남겨두

고 다수가 폐부지로 남아있다. 한때, 지역의 주요산업이었고 국내의 주 에

너지원료 공급원이었던 광산들은 석유가격의 하락안정세 지속과 국민생활

수준 향상으로 화석연료의 소비가 줄게 되었으며 따라서 탄광을 위주로

하는 광산들은 위기를 맞게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는 경제성이 없는

탄광은 폐광시키고 1989년부터 석탄합리화시책을 추진하였으며 다른 유형

의 광산들은 값싼 수입광물의 유입으로 결국 폐광되기에 이르렀다. 하여

현재는 다수의 폐광들은 지역의 흉물로써, 다양한 환경파괴와 오염을 유

발하는 부지로 방치되고 있는 상황이며 그에 따른 다양한 사회문제를 유

발하고 있다. 최근 들어 이러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정책의 지지 하에

정부와 시민들의 공동노력으로 폐광부지 자체에서 발생하는 환경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서 지역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활용하기 위한

논의를 펼치고 있는 추세이다.

- 폐광지역의 대체산업 모색에 대한 관심

  지방자치제도가 정착되면서 어느 지자체든지 대부분 관광산업을 지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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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태백시 1,406,952 1,684,190 2,019,300 2,143,489 2,545,242 2,548,920
정선군 994,323 1,138,248 1,619,661 2,945,439 1,784,466 2,310,965

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산업으로 초점을 맞추고 있는 실정이며10) 지방경

쟁력을 강화하는 또 다른 요인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다

보니 각 지자체는 그 지역에 있는 유무형의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여 관광

자원화 내지는 관광상품화를 하고 있고 특히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를 위

한 다양한 전략을 내세우기 위해 지역명물, 지역특산, 지역특유의 경관 등

의 활용에 집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방자치제도의 정착은 궁극적으

로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구조를 지향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과 지원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폐광지역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이라 할 수 있는 태백시와 정선군(고한

읍, 사북읍)등 강원 남부지역은 지금까지 석탄산업에 지역경제를 의지해

왔지만, 이제는 관광산업에 의존하는 지역경제구조로 전변을 모색하고 있

으며 지역특색을 내세우는 관광전략을 취하고 있다.

(단위:명)

 *자료: 태백시(2005), ｢태백통계연보｣, 정선군(2005) ｢2004 통계연보｣

 [표  2-1] 태백시와 정선군의 관광객 추이

마찬가지로 지난시간 동안, 국내의 많은 광산지역들은 광물자원을 주요

산업동력요인으로 삼는 구조를 지녔지만 주도산업이 급격하게 쇠퇴하자

이를 대체하는 산업으로서 관광산업을 선호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도

많은 광산지역에서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노력들은 계속 될 것으로 판단

된다.

- 탄광지역의 쇠퇴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내 탄광지역 다수는 1980년대 이전까지 광산개발과 대도시와의 접근

이 열악한 이유로 그 동안 거의 개발이 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지역인

만큼11) 대부분이 쇠퇴도시 현상을 보이고 있는 사회적 특징을 갖고 있다.

10) 김용욱: “석탄산업의 관광자원화 실태 및 방안” 강원관광대학 교수. P.48 재인용.

11) 동상(同上), P.49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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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전국쇠퇴도시와 탄광 분포지역

                      자료 이미지: 통계자료에 기초하여 연구자 재작성

따라서 정부는 폐광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들을 완화하고 폐광지역의 정

주기반 조성을 위해 1995년 12월「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하 폐특법)을 제정하고, 1996년 4월에는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이후

특별법령에 의하여 대표적인 탄광지역들인 강원도에 태백시, 삼척시, 정선

군, 경상북도에 문경시, 충청남도에 보령시, 전라남도에 화순군 등 7개 시

군을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고시하여 폐광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

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정부는 정책목적 달성과 폐특법의 설립목적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탄광지역에 출자회사를 설립하거나,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융자사업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등 새로운 지역 주도산업의 다양한 모색을 위해 노

력하고 있다.

- 환경오염의 유발

가장 큰 문제점은 바로 환경오염과 산림·녹지의 파괴라고 할 수 있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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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례뉴스 아시아뉴스통신 뉴스1코리아

다. 다년간 광물을 채취하면서 배출된 오염물과 기반의 파괴, 및 산림환경

의 훼손 등 문제들은 대부분 해결되지 않은 채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다

양한 피해들이 잇따르고 있다.

 

                    [표 2-2] 폐광부지에 대한 환경문제 기사사례

자료:오윤주 기자,“휴·폐광 68% 주변 중금속 심각”,｢한겨례뉴스｣, 2013년 11월 4일.(左)12)

자료:이예지 기자,“강원도 폐광산 인근 토양·하천오염 ‘심각’”,｢아시아뉴스통신｣, 2013년 8월 6일.(中)13)

자료:김성식 기자,“폐광산 주변오염, 여전히 ‘심각’”,｢뉴스1코리아｣, 2013년 9월 18일.(右)14)

-관리사업의 미흡

물론 이러한 문제를 유발하는 폐광에 대한 지역의 대책이 없는 것은 아

니다. 아직도 전국 다수의 폐광은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긴 하지만 일부

폐광들은 광해관리공단의 주도로 녹지복원방식으로 문제해결을 하고 있으

며 파괴되었던 환경을 되돌린다는 측면은15)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 그렇

지만 이 역시 1차적인 복원사업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지속적인 환경관리

를 하려면 매년 거액의 투자금이 필요 되기 때문에 또 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부지로 전락되는 경우가 생기게 된다.

< 수 십년 동안 방치된 광산의 위치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고, 광산 주변이 이미

12) : http://www.hani.co.kr/arti/society/area/609854.html

13) 출처: http://news1.kr/articles/1268981

14) 출처: http://blog.daum.net/asianewscb/92

15) 석탄 합리화사업단은 구조조정 이후 폐광에 따른 환경오염과 지역 경제침체로 인한

폐광지역의 경제회생을 위해 급기야 1995년부터 광해복구 사업을 추진하고 현재까지

환경개선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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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탄광 광천광산 소요탄광

광범위하게 오염돼 있어 오염방지사업에는 1곳당 20억-4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도 문제다... 정부가 2007년부터 5개년 계획으로 진행하고 있는 광해방지사업에

투입되는 비용은 2550억원. 그러나 전체 폐광산 복원을 위한 금액의 10%에도 미

치지 못한다... ...

녹색연합 생태국 서재철 국장은 “토양 복원의 경우 공해방지 사업 후에도 지

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복구 작업을 진행해야 하지만 정해진 방지 작업이 끝나

면 그 뒤로는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선진국에 비해 폐광 복구공법이 뒤떨어지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때문에

제대로 된 복원공사를 하지 않아 시간이 지나면 또 침출수가 흐르고 피해는 계

속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

--시늉 뿐 공해방지사업, 언제 끝날지 모르는 누더기 공사16)

자료:한겨례뉴스(전국 각 탄광지역의 광해복구사업 부실사례)  

           [그림 2-3] 광해관리공단 복원실패 사례

상술한 바와 같이 훼손된 환경, 수질오염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해

관리공단에서 주도로 복원, 관리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관리가 부실한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보편적으로 폐탄광부지가 가지는 상위 문제점들을 보완하고 쇠

퇴해가는 탄광지역을 위해 다양한 법률적 지지와 카지노조성사업 등 관광

단지의 입주를 시도하여 더 이상 석탄산업이 아닌 제2의 대체산업인 관광

조성사업의 모색에 열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탄광지역들

에서는 방치되고 있는 폐탄광부지들을 활용하려는 추세가 매스컴에 자주

16)“대구 달성광산 96년 18억 쓰고 올해 또 3억”…전문가들 ‘갸우뚱’ 출처: 시늉뿐 공해방지사업, 언

제 끝날지 모르는 누더기 공사. 미디어 다음, 김진경 기자. 2004년 6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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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장하고 있으며 2008년 기준으로 총 5개소 부지가 활용이 되었다. 이상

의 관광지들은 탄광부지의 역사를 기념하고 시민들을 위한 문화시설로서

활용했다는 점에서, 지역경제의 보탬을 기대하는 대안으로서 시도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실태를 살펴보면 기대효과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

정임을 진단할 수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주요 탄광지역들에서 탄광체

험단지 조성이 앞으로도 정선, 고한 등 지역에서 계획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현재의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의 제기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판

단된다.

3절 폐탄광부지 활용사례들의 이슈

-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현황실태

              [그림 2-4] 활용되고 있는 사례의 방문자 현황통계

(자료제공: 각 시설에서 제공하는 통계자료를 연구자가 수집·재작성)

현재 강원도의 많은 탄광지역들에서는 기존의 폐탄광부지를 관광자원화

하고 있는 추세이다. 몇 년전 까지만 해도, 폐탄광부지의 활용은 새로운

이슈였지만 보령석탄박물관을 기점으로 박물관, 체험촌 등 시설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는 그다지 새롭지 않은 주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폐탄광부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볼 만하나, 실

태를 살펴보면 다수의 사례들이 연간 방문객이 3만을 초과하지 못하고 있

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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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탄광을 탄광촌 체험시설로 개조하는 사업이 폐광지역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들의 외면으로 아까운 혈세만 낭비하고 있습니다... ... 지

난 2006년 130억원을 들여 과거 탄광촌의 생활문화를 재현한 탄광체험시설입니

다. 지난해 이곳을 찾은 방문객은 만 3천 6백명이지만 유료입장객은 1/4수준으로

입장료 수입은 300여 만원에 그쳤습니다... ... 지역경기 활성화는커녕 운영관리비

용으로 해마다 수억원을 축내고 있습니다... ... 사정이 이런데도 영월, 태백 등 10

여 곳 폐광지역에서 지금도 수백억원이 들어가는 탄광체험촌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17)

이처럼 폐탄광부지를 재활용하고 있는 실정을 볼 때, 그다지 긍정적인

효과를 낳지 못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전국에 다수 방치되고 있

는 폐탄광부지의 활용추세가 앞으로도 유사한 탄광테마시설로 나아갈 것

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설계자는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인 상승도 함께

도모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국내·외 사례의 통합

적인 고찰을 통해 단순히 “있음이 곧 좋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더

잘 활용하기 위한 방안의 모색이 필요한 시점에서 설계대상지의 대안제시

에 함께 참고할 수 있는 사항들을 이론고찰 단계에서 도출하고 더불어 지

역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 기초에서 방안을 제시하고

자 하였다.

3.1 탄광테마 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조사, 분석의 방법

1. 사례대상의 선정

사례조사는 크게 국내와 국외로 나누어서 조사를 한다. 국내의 사례는

폐탄광부지를 문화시설로서 활용하고 있는 전체 5개소를 현장답사와 관리

자인터뷰, 및 문헌자료에 근거하였으며 국외는 중국, 일본, 독일 등 성공

적인 사례로 많이 알려져 있는 대상들을 선정하였다.

17) 출처: 탄광체험촌 난립, 관광객 외면,<뉴스 9시> KBS,뉴스 최성민, 2009년 5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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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사항 키워드 주요내용
컨텐츠 및 프로그램

의 지속적인 개발, 

갱신

프로그램 개

발,갱신

-시,군이 주도가 되어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

해 문화시설운영에 대한 자체평가시행

전문인력의 확보 전문인력
-운영에 관계하는 학예사, 정서사 등의 역량강화를 위

한 교육 및 연수지원
문화시설 대외 홍보.

마케팅 강화
홍보 마케팅

-지자체는 브로셔, 홈페이지 등 입체적인 방법을 통한 

홍보도입.

지자체의 총괄관리 운영관리 -지역에 소재한 운영의 총괄관리 시스템구축

지역, 부지자체의 미

적유산을 계승, 표현

미적유 산계

승/표현

-지역의 미적유산을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사

례참고 및 건립시 반영.

전통문화디자인/ 문양의 적용방안.

설계. 계획. 조성 

지역주 민참

여/관광지

연계

-조성사업 진행단계에서 지역주민과 지역전문가를 주도

로 진행하며 주인인식을 갖도록 함.

-계획단계에서 지역내의 관광지 연결성을 높이고 문화

클러스터를 형성.

2. 조사 · 분석방법

본 설계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사례들이 드러내는 문제의식으로 부터

출발하여 향후 폐탄광부지의 문화시설조성에서 참고할 만한 사항들을 도

출하고자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역공공문화시설 운영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 7가지 큰 키워드를 바탕으로 국내·외 사례들을 범주화하여 파악

한다.

이 권장사항의 목적은 날로 늘어나는 지방문화 시설들의 무분별한 건립

을 즐이고. 운영, 컨텐츠 확보 및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해 질적 성장을 이

룰 것을 기대하는 관점에서 제시한 사항인데 특정된 문화시설유형에 한하

여 발표한 고려사항이 아닌 만큼 모든 지방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목

적에서 제시하는 사항들이기 때문에 적용가능하다. 구체적인 사항들은 다

음과 같은 7가지이다.

문화체육관광부 2012년 4월: 지방도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권장사항18)

18) 문화체육관광부 자료: 2012년 4월에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시설의 무분별한 건립

을 방지하고 지역 문화시설에 양질의 콘텐츠가 세워져 지역주민의 문화 향유 기회가

확대 될 수 있도록 지역공공문화시설의 질적인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제안하였다.

,2012년 4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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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니터링 및 평가 시

행
정기평가 

-시,군이 주도가 되어 자체평가단을 구성하고 이를 통

해 문화시설운영에 대한 정기적인 평가를 시행해야 함.

세부항목 현황 요약

설계 

조성

계획

· 옥외전시장: 실제 광차, 굴착기 등을 전시하여 관람객들이 체험할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하였지만 외부 환경에 직접적으로 노출.  

· 옥외행사장 및 상징조형물 광장: 부지의 역사와 장소성을 표현하는 

공간으로서 조형물을 설치함과 동시에 휴식공간으로 마련.

· 광산촌 체험관: 모델링을 전시하는 방식으로 가은탄광과 문경지역

의 탄광촌을 보여주는 3D방식으로 전시.

· 관람자 주차장: 최대 60대를 수용할 수 있는 관람객 전용주차장을 

마련하였다.  

· 관람객 주동선, 관리자 동선 및 차량 서비스 동선의 구분을 명확하  

  게 계획하여 교차 간섭이 없도록 조성 됨.

· 전체 관람동선은 입구에서부터 박물관까지 참관하고 다시 실외 전  

  시장까지 스토리전개를 염두에 두고 계획.

상업프로그램
·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박물관과 주변 촬영세트장까지 관람가능 한   

  전용열차를 구비하였고 할인혜택도 제공하고 있음.

문화프로그램/ 

체험프로그램

· 체험프로그램은 주로 갱도광차 체험시설인데 한정된 기간에만 체험  

  가능함.(3~11월)

운영관리

관광지 연계

· 주변 가은촬영세트장과의 유기적인 결합 및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연계를 추진.

· 정보검색시스템을 중앙홀에 설치하여 전반시설과 석탄에 관련된 자

료를 직접 검색가능. 

전문인력확보 · 학예사와 관장을 위주로 운영, 프로그램개발, 마케팅을 담당.

모니터링 평가
· 정기적인 관람객 의견을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 수렴하고 실제 운

영에 반영.

         

           [표 2-3] 지방도시 문화시설 활성화를 위한 7가지 권장사항

2.2 국내·외 사례분석

-국내 사례

(1) 문경석탄박물관

                    

                    [표 2-4] 문경석탄박물관의 세부현황 분석

문경석탄박물관은 가은탄광을 기념하기 위해, 부족한 지역문화시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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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현황 요약

설계

조성

계획

· 안내의 장: 장소와는 연관성이 없는 머드화장품의 판매 및 홍보.

·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석탄생성부터 광산역사까지 주동선에 따라 배  

  치

· 체험의 장: 실제 갱도를 복구하여 체험의 장으로 조성하였지만 길이  

  가 짧고(120m) 벽면에 광산관련사진만 전시.

· 야외전시장: 실제 탄광에서 사용했던 대형장비를 전시하는 소공원으  

  로서 보호장치가 부재하며 장기적인 실외노출로 파손흔적 존재. 

· 주차장: 약 20대 가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주차장을 구비.

· 석탄산업 희생자 위령탑: 박물관 실외에 조성된 추모공간으로서 본  

  탄광에서 근무하던 광부들이 산업사고로 인해 순직한 희생자들을   

  기리는 공간.

· 여러 갈래의 부 동선과 주동선이 혼재되어 체계가 복잡하게 이루어  

  짐.

· 자동차 동선과 주동선, 부동선이 동일선상에 위치한 경우도 있어 다  

  소 혼잡.

프로그램 개발 

· 머드화장품 판매: 지역특산품 판매 및 할인행사.

· 미니연탄 체험장: 1인당3000원의 체험요금을 지불하면 직접 연탄을  

  만들어 볼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지만 작업공간이 매우 협소하고   

  단체고객들에게 한정하여 개방.

· 정기적으로 석탄관련 전시회를 개최

· 지역특산물과의 연계 및 홍보를 통해 특화전략을 실시

운영관리
· 학예사와 관장 및 4명의 직원이 정기회의를 통한 방식으로 운영체  

  계구축.

홍보 마케팅
· 석탄박물관 홈페이지 소유. 

· 방문자들에게 책자와 티켓표면에 박물관과 근처 관광지 소개

보충하기 위한 의도에서 건립되었으며 모노레일을 설치하여 주변관광지를

한꺼번에 관람 가능하게끔 편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 관광시설을 방문

시 할인혜택을 제공하는 방식을 취하여 차별화를 두고 있다는 점이 특징

적이다.

(2) 보령석탄박물관

                  

                     [표 2-5] 보령석탄박물관의 세부현황 분석 

보령석탄박물관은 지역의 특산물을 함께 결합하고 홍보하는 방식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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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현황 요약

조성

설계

계획

· 석탄역사촌: 지역탄광에서 사용하던 생활품, 시설 등을 전시하고 있  

  으며 모델링과 음향효과로서 탄광촌의 생활을 보여줌.

· 갱도체험장: 탄광체험장과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한 또 다른 건물로  

  서 100m도 안되는 작은 가상동굴모델이며 마네킹을 전시하여 탄광  

  채굴의 현장을 재현하고 있다.

· 전자궤도차 체험장: 갱도체험장 입구에 위치한 궤도차로서 올라가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으로 조성 됨. 

· 전망데크: 소면적의 공간으로서 주변풍경을 관람하고 휴식할 수 있  

  는 광장.

· 광부도시락 체험장: 역사촌시설과 일정거리 밖에 입지한 시설로서   

  탄광촌특유의 음식과 차음료 등을 판매하는 시설.

· 전반적으로 주동선체계가 명확하지 않고 관람동선일부는 비포장도  

  로로 되어있음. 

· 시설들의 거리가 평균 60m 이상에 입지해 있어 전체 단지의 관람  

  에 불편함이 존재. 

프로그램개발

· 광부도시락 체험장: 관람객들을 위한 음식점 시설이며 탄광문화촌   

  특유의 음식을 판매.

· 체험프로그램은 다소 존재하지만 주로 사진촬영을 위한 포토존이나  

  음식점 형식으로 존재하는 것에 그침.

미적유산의 계승과 

표현

· 기존의 영월탄광갱도를 그대로 남기고 활용은 하지 않고 있지만 포  

  토존의 형식으로 재활용.

· 시설건물의 외형은 탄광갱도의 모습을 형상화 하는 방식을 취함.

· 현장에서 사용하던 장비, 시설, 등을 건물 내외부에 전시.

홍보마케팅

· 홍보를 위한 전문사이트의 부재. 

· 영월군청의 홈페이지에서 간단한 소개로만 그치고 있으며 체험촌   

  자체에서의 홍보 마케팅 노력은 미흡.

입하여 차별화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곳을 방문하여

구매할 경우,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어 지역특산 홍보 동시에 지역역사

의 일부인 석탄에 대한 홍보도 함께 병행하고 있다.

(3) 영월탄광문화체험촌

                 

                  [표 2-6] 영월탄광문화 체험촌의 세부현황 분석 

  영월탄광체험촌은 실제 광부들이 당시에 먹었던 음식이나 탄광촌 서민들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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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현황 요약

설계

계획

조성

· 탄광역사 전시장: 기존 사무실건물을 그대로 활용하고 있으며 입구  

  에 들어서면 사북광업소에서 사용했던 광부들의 복장, 물품, 안전장  

  비 ,서적 등을 전시하였지만 제대로 된 시설보호 장치가 없는 상황.

· 광부목욕탕시설: 실제 광부들이 일을 마치면 목욕을 하던 공간을 개  

  방하고 있으며 당시 사진들을 벽면에 전시하는 정도에 그침.

· 사무실: 실제 탄광 간부들이 사용하던 사무실은 지금도 사용되고 있  

  으며 현재는 관리자들의 작업실로 이용.

· 주차장: 최소 30여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용공간을 마련.

· 탄광시설 전시공간: 사북광업소에서 사용하던 광차, 채광시설을 외부  

  로 옮겨와 전시하고 있으며 주로 포토존으로 사용하지만 보호장치  

  가 부재. 

· 갱도체험공간: 실제 갱도를 체험할 수 있게 열차를 구비하였으며 전  

  체 시설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

· 단지내부 주차 보행, 관리자 동선이 아나의 선상에 위치하여 다소   

  복잡한 면을 보임.

프로그램의 개발

· 유일한 상업프로그램으로서 탄광열차 체험인데 인당 4000원의 요금  

  을 지불하면 탑승가능.

· 탄광갱도열차체험: 매년 3월말에서 11월중까지 개방을 하며 사북광  

  업소의 탄광을 신설한 열차를 타고 내부체험을 할 수 있도록 마련.

운영/홍보마케팅

· 운영 등 면에서 체계적인 조직구성과 관리방식이 부재.(주민단체가  

  운영)

· 홍보 관련 마케팅과 사이트자체가 부재.

미적유산의 계승과 

표현

· 기존 탄광갱도, 사무실 건물을 그대로 활용하는 방식을 취하여 다른  

  지역의 문화시설과 차별화를 두고자 계획하였음.

식거리들을 관람객들에게 판매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주목할 만

하다. 

(4)사북석탄박물관

                     

                    [표 2-7] 사북석탄박물관의 세부현황 분석 

실제 사북광업소의 탄광갱도와 광차 등 시설, 및 기존의 사무실건물들

을 그대로 보존하고 활용하는 방식으로서 탄광부지자체의 미적인 가치를

보존하였으며 광업소에서 근무하던 주민들이 주도가 되어 해설과 가이드

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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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항목 현황 요약

설계

계획

조성

· 현장 학습관: 현재 유일하게 운영되고 있는 시설로서 도서관, 영상  

  관, 함태탄광체험관 등 구비되어 현장에서 관람했던 지식들을 영상,  

  서적으로 되새길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 탄광사택촌: 입구에 위치한 소공원이며 함태탄광의 광부들이 살던   

  모습을 모델링으로 재현한 공간(많은 시설들이 파손되어 있으며 시  

  설들이 많지 않음)

· 숙박시설: 이곳을 찾는 관람객들을 위해 마련된 호텔시설이지만 현  

  재 문을 닫은 상황.

· 청소년 수련관: 주로 교육목적으로 방문하는 학생들을 위해 도서실,  

  음식점, 오락시설 등을 완비한 건물이지만 현재 문을 닫음 상태.

· 주차공간: 최대 40대의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전문주차공간을 보  

  유.

· 현장학습관: 이곳을 방문하는 관람객들이 탄광관련 영상, 서적 등을  

  볼 수 있는 곳이며 현재에도 운영되고 있음.

· 주동선이 전체 단지를 연결시키고 있어 명확하지만 보조동선과 주  

  차동선이 함께 혼재되어 다소 복잡.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갱신 

· 함태탄광체험관: 기존의 함태탄광갱도를 현장학습관과 연결시켜 갱  

  도분위기와 사용했던 산업시설들을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장소. (사  

  진촬영이나 광차 위에 앉아 볼 수 있는 정도의 체험)

운영관리 · 시설관리소에서 모든 운영관리 총괄

세부항목 핵심 사 항 현황특성의 종합

설계 스토리전개에 · 실내공간은 스토리의 전개에 따라 배치되어 흥미유발.

(5) 태백탄광체험공원19)

                   

                   [표 2-8]  태백탄광 체험공원의 세부현황 분석 

-국내 사례의 현황종합

본 장절에서는 현재 활용되고 있는 폐탄광부지들의 사례를 상위 제시한

틀을 가지고 답사와 시설담당자와의 인터뷰 방식으로 현황특성을 기록하

였으며 추가적으로 물리적, 프로그램적 현황을 함께 기록하였다.

19) 현재 지속적인 적자로 인해 2013년에 결국 탄광체험관만 개관하고 있는 상태이며 단

지내부에 있던 호텔, 상업시설들은 전부 폐허로 되어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2014

년 (올해) 5월초에 정비를 거쳐 태백약초체험원, 레일체험공간 등을 새롭게 마련하여

다시 개장을 준비하고 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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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조성

따른 공간배치
실내외 동선의 

연결

· 외부-실내-외부의 연결이 역사학습에서 체험까지 하나로   

  이어져 관람효율 제고.

주차공간도입 · 일부 사례에서 주차공간의 부재.

전시시설의 

보호·관리
· 외부 전시시설에 대한 관리 보호조치의 부재.

실외 휴식공간 

도입
· 일부 사례에서 관람자를 위한 실외 휴식공간이 부재.

동선의 분리를 

통한 편리제공

· 일부 사례에서 주동선 관리자 동선의 분리가 명확하게 되  

  어있어 관람자의 편리 도모.

동선에 따른 

기승전결의 

배치방식

· 실내-지하-실외가 하나로 연결되어 다양한 테마체험 가능.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갱신

테마와 관련 

된상업판매활동
· 시설과는 연관성이 떨어지는 상업판촉활동 존재.   

다 차원의 

테마체험

프로그램 도입

· 갱도열차 체험프로그램을 다수의 사례들에서 상업적으로   

  활용하지만 관람객들의 흥미를 끌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  

  램 부재.

다양한 

전시방식을 

통한 지식전달

· 석탄에 대한 지식들을 영상, 판넬, 모델링전시 등을 통해   

  전달.

실질적인 

체험프로그램 

운영

· 다양한 방식으로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미흡.

테마시설의 

톡창성 필요.
· 비슷한 프로그램의 존재로 인한 각 지역시설의 특색 결여.

상설프로그램의 

도입
· 체험프로그램의 개방기간이 한정적.

주변문화시설과

의 연결 

및 혜택 제공

· 주변 문화시설과의 유기적 연결을 위한 할인혜택 진행.  

주변시설을 

연결하는 

전문노선 설치

· 주변 관광시설까지 한번에 관람 할 수 있는 전용열차시설  

  제공.

     

홍보마케팅

다차원의 

홍보방식 도입 

및 지자체와 

시설의 

공동홍보

· 다수의 사례에서 기본적인 홍보방식인 홈페이지의 부재 문  

  제 존재.

· 일부 시설들에서 자체의 홍보방식은 부재하며 군청 등 지  

  자체의 사이트에서만 소개 됨.

운영 시설과 · 학예사와 시, 군 관광문화과, 시설관리공단가 주체이며 모  



- 27 -

세부항목 핵심 사항 현황특성 및 문제점

설계

계획

조성

주·보조 동선의 

분리와 

기승전결의 배치

· 실내공간의 보조동선과 주동선, 관리동선을 최대한 분리하  

  여 관리자 위주의 구성을 하며 스토리의 전결에 따라서 전  

  시하는 방식유지. 

테마시설자체의 

특색구현

· 장소의 역사와 장소특성을 다 각도로 구현하여 시설만이   

  가지는 특색을 표현. 

원스톱 체험이 

가능한 공간구성

· 다양한 매체를 통한 정보습득에서 실제 체험까지 하나로   

  진행할 수 있는 배치필요.
전시시설의 

보호와 

관리체계도입

· 외부 전시시설에 대한 보호장치를 마련하고 정기적인 점검  

  과 관리체계를 도입.

장기간고객유치

를 위한 공간과 

행사의 도입  

· 관람자들이 외부공간에서도 오래 동안 머물 수 있도록 휴  

  식공간을 제공하고 프로그램과 행사를 도입 고려.

동선의 구분을 

통한 편리성

·효율성 고려

· 보행-차량-주동선-관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여  

  효율성을 제고.

실내외 공간 

관람 내용의 

연속적인 연결

· 실내-지하-실외가 하나로 연결되는 동선을 유지하여 관람  

  의 흥미유발과 정보습득에 도움을 주는 방향 고려.

· 가까운 문화시설, 관광지와의 간접적인 연결을 위해 전문  

  노선과 보행 유도동선을 위한 추가계획 고려.

 관리
지자체의 

공동운영
  든 운영, 프로그램개발, 홍보 및 관리를 진행하고 있음.

지역, 

부지자체의 

미적    

유산을 

계승, 표현

기념공간의 

도입
· 산업전사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한 공간조성

기존시설의 

활용
· 기존광차, 갱도 건물시설을 활용

건물외벽의 

모티브화.
· 석탄형태를 모티브로 표현한 건물외벽의 구성. 

   

전문인력의 

확보

시·군·시설간의 

공동협력  
· 시, 군 관광문화과, 시설관리공단이 모든 운영, 프로그램개  

  발, 관리를 진행.
각 분야의 

전문인력의 

모집 

 

               [표 2-9] 국내탄광활용 문화시설 사례의 세부현황 종합

- 현황분석에 근거한 개선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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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갱신

탄광테마와 관련 

된 상업프로그램

· 다른 관광지와는 차별화 된 상업프로그램의 모색이 필요하  

  며 탄광촌에서만 즐길 수 있는 다각도의 상업적 프로그램  

  과 혜택부여를  고려. 
다 각도의 

지식전달 

매체방식 도입

· 탄광역사에 대한 지식전달을 위해 다 각도의 매체를 도입  

  하고 관람 후 학습내용을 책자로 선물하는 등 노력 고려. 

동적인 테마체험

프로그램

· 사진찍기에 그치는 것이 아닌 직접 몸으로 체험하고 배우  

  수 있는 실질적인 프로그램의 개발과 노력 필요.

계절별 

상설프로그램
· 계절별로 즐길 수 있는 상설 체험프로그램을 도입.

지역특색과 연관 

된 프로그램

· 지역특색을 즐길 수 있는 다 각도의 체험프로그램의 도입  

  을 고려.

가족단위를 

타겟으로 하는 

프로그램과 혜택

· 가족단위로 오는 관람자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과 정기적인 유치를 위한 혜택, 및 행사 개최.

홍보 

마케팅

전문인력의 

정기적 선발과 

참여관리

· 기본적인 홍보매체의 필수적인 확보 및 전문인력의 정기적  

  인 선발과 교육을 통해 차별화 전략 모색에 투입.

지자체와 시설의 

공동협력 홍보

· 지자체와 시설과의 공동협력으로 홍보하고 전문가 초빙을  

  통한 마케팅 전략 모색.

운영관리

탄광전문과 및 

근로자의 참여

· 전문가 및 실제 탄광근무자를 정기적으로 초빙하는 방식으  

  로 관람객들에게 탄광관련 정보제공. 
주변관광지와의 

클러스터 조성
· 주변 관광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관람전용노선 제공.

주변시설과의 

유기적 연결 및 

할인혜택

· 주변문화시설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시도하고 할인 혜택을  

  도입하는 방안 고려.

지역, 

부지자체의 

미적    

유산을 

계승, 표현

기념공간의 

도입
· 산업전사 위령비를 건립하기 위한 공간조성

기존시설의 

활용
· 기존광차, 갱도, 광구, 건물시설을 활용

건물외벽의 

모티브화.
· 석탄형태를 모티브로 표현한 건물외벽의 구성. 

                   [표 2-10] 활용사례에 대한 개선방안 종합

현재 활용사례들에 대한 문제점분석 및 특성파악에 기반하여 필요한 개

선방안을 제시한 것은 1. 현재의 시설들을 위한 대안제시임과 동시에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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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사항 키워드 세부내용

테마의 

특성화

지역주민을 주 

타겟으로 한 

테마주제

·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흐름에 맞춰 특정 주제를 브랜드화 하  

  고 개성 있는 테마를 확보해야 하며 많은 정책과 정보를 선  

  택과 집중.

패케이지 

전시

교육의 

제작운영

교육프로그램

의 제작

· 정부의 예산지원과 더불어 특정주제의 전시와 교육프로그램  

  을 함께 제작하고 관련 시설과 연계 운영.

시민과 

전문가의 

공동참여

· 프로그램제작 시 관련 시설 전문가와 시민그룹과 함께 협업  

  하고 주민들의 주민의식은 물론 서로의 지식정보교환을 통  

  해 실무진의 능력향상을 갖게 함. 

교육프로그램

의 패케이지
· 전시 교육프로그램을 패케이지로 제작.

교과목과의 

연계

교육

학교등 

교육기관의 

협조

·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교사의 휴식  

  제도나 파견제도를 활용.

주민참여
·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그들과 함께하는 운영프로그램을  

  마련하는 등 주민의식을 제고.

실무 

연수프로그

램 개선

전문실무자의 

직접참여

· 전시나 교육프로그램을 전문실무자가 직접 참여하게끔 하고  

  전문분야의 정보교환과 실무능력을 극대화 하는 교육시스템  

  의 변화가 필요.

전문실무자를 

위한 

관리시스템 

도입

· 전문실무자들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 적극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본 대안들은 향후 폐탄광부지의 활용에 필요한 박물관 형식의 문화시설도

입 시 현재의 문제점을 줄이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참고할 필요가 있는 사

항들이다.

- 국토연구원: 지역문화테마시설의 활성화 연구 

  

국토연구원에서는 날로 늘어가는 지역테마문화시설들의 추세에 반해 질

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보이고 있어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2008년에 <지역문화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보고서>를 발

표한적이 있다. 이는 전국차원의 문화테마시설에 대한 다층분석에 근거하

여 제시하는 방안이었으며 총 9가지 핵심사항을 제안하고 있다.

[자료: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자 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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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주변문

화 조성

문화시설 

연계벨트화
· 주변지역 문화시설과의 연계벨트화를 위한 투어코스 개발.

위락편의시설 

도입

· 보행권 혹은 단지내에 위락편의시설을 조성하여 주말에 방  

  문하는 가족단위 탐방객을 위한 배려필요.

정기적인 행사 

개최

·  다양한 볼거리, 체험코스, 놀거리 행사 등을 정기적으로 제  

  공하여 방문객들이 머무는 시간을 연장.

주 접근로에 

홍보물의 도입

·  주말이용객을 위한 숙박시설을 보행권내에 조성.

·  유입되는 주인접도로에 각종 안내 표지판설치, 배너나 홍보  

   물 등을 설치하는 홍보전략.

통합홈페이

지 구축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고려

· 단일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하는 테마시설정보를 손쉽게   

  얻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 다양한 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게끔 유도.

단일홈페이지

를 통한 

테마지식정보

제공

· 홈페이지에 해당시설의 소장자료를 대외로 제공하여 지식정  

 보나 연구 자료로서 활용하게 끔 함.

테마시설 

통합 멤버쉽 

제도운영

회원제도의 

도입과 

우대정책

· 회원제도를 도입하여 특별전 및 각종 행사에 우선초대하거  

  나 전시가이드북, 팜플렛 등 각종정보자료 제공.

· 회원들에 한한 특별모임, 정책제안을 공모 선발하여 인센티  

  브를 제공해주고 참여의식을 제고.

참여지수를 

높이는 정책 

운영

일상적인 행사 

활동의 참여를 

유도

· 일상적인 활동의 수용이 가능하게끔 유도하고 생일파티, 각  

  종모임, 활동 체험등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기관업체들과

의 협력

· 편의시설의 도입을 통해 화랑, 놀이시설 등 다양한 기관이나  

  업체들의 협력을 추진. 

핵심

내용
키워드 세부 내용

개발주체 

상호간의 

밀접한 

연계확보

지역특성을 고려
· 지역주민과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관광자원개발정책을 수  

  립 및 시행.

지역주민들의 동

참

· 지역주민들은 지자체의 개발노력을 지원하고 지역정체성  

  을 살리기 위한 관광자원개발에 동참하도록 함. 

다양성의 

확보

주역주민들을 위

한 다차원의 프

로그램

· 지역주민들이 자주 쉽게 찾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

· 지역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 교육, 관광프로그램  

          [표 2-11] 지역문화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9가지 사항

-태백시 문화관광과: 태백지역 탄광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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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동탄광공원의 세부현황 분석
대분류 핵심사항 세부항목

설계

계획

조성

1.인근 

시설과의 

동선연결을 

통한 잠재적 

고객의 유도

· 탄광사택촌, 청소년수련관, 광산동굴 등 코스를 한번에 관람  

 할 수 있는 주 동선을 구성. 

· 단지내부의 보조동선이 목재등산길로 조성되어 인근등산로  

 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면서 등산을 위한 잠재적 고객들의  

 유도.

· 자생화를 식재하여 식재율을 높이고 환경복원을 위한 목적  

 으로 도입. 
전문인력 2.전문담당부 · 시청의 공원담당부서 공무원의 주도로 관리.

중국 대동탄광공원 기본 특성

규모

 80㎢ 

공간용도

종합공원

  등 시행을 통해 다양성을 확보.

접근성의 

확보
전문노선의 도입

· 접근성 확보를 위해 교통편의 제공, 전문노선조성, 저렴한  

  입장료의 현실화 등을 시행.

대중성의 

확보

고객관리 체계의 

도입

· 방문객들의 반복방문, 반복구매가 가능할 수 있도록 보편  

  적인 서비스 개발하고 고객관계관리(CRM: customer      

  relationship management) 기법도 도입.

   

       [표 2-12] 태백지역 탄광테마문화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제시사항 

- 해외사례

매년 1000만 이상을 유치하는 이곳은 전시, 문화공연 등을 종합적으로

겸비한 문화복합공원단지로서 유명하다. 뿐만 아니라 가장 이목을 끄는

부분은 조경기법의 도입에 있어 기존의 지형과 도로를 유지하여 활용한다

는 점이며 지역의 특산재료들로 시설들을 디자인하여 지역과 장소자체의

차별화를 부각했다는 면에서 참고할 필요가 있다.

1. 대동 탄광공원(大通公园)-중국

(출처: 바이두 바이커 http://baike.baidu.com/picview/1152043 2014.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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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

서의 관리와 

정기적인 

유지관리방식

· 매월 2차례씩 환경정비원들의 투입으로 퇴비주기, 수목정비  

 등 유지관리 시행.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갱신

3.상설프로그

램의 도입과 

주민위주의 

행사주최

· 공원에서 시작하여 우련전까지 이어지는 약 3시간의 “치유  

 의 길 체험코스”상설운영.

· 기념콘서트, 주민야유회 등 주변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들을 주최.

· 동굴을 보수 및 활용한 음악회개최. 

· 광산동굴길 탐방로 개설.

유산

가치의 

계승, 

표현

4.전통문양과 

양식의 도입 

및 지역재료의 

활용

· 기존의 폐광동굴과 도로, 시설흔적들을 조경물로서 보류하  

 는 기법사용.

· 지역특산재료를 활용하여 제작한 공원내부의 시설물을 도입  

 하고 전통건축양식과 문양의 도입.

마케팅 홍보
5.주변시설의 

정보제공

· 입구 안내판에 주변관광지의 위치, 거리, 교통편, 숙박시설  

 연락처 등을 소개. 

운영 

관리

6.방문자를 

위한 혜택제공 

및 다양한 

지식전달방식

· 방문자들을 위한 무료주차권.

· 매달 다양한 예술행사(음악회, 광물아트전, 근대문화전, 마술  

 쇼)를 개최.

· 광산관련 지식전달, 교육영상 자료제공을 통한 방식 도입.

· 입장권 무료라는 차별화 방식을 통해 시민 및 관광객들을   

 위한 여가활동의 장 마련. 

분석틀 핵심사항             IBA 엠셔파크의 세부현황분석

설계

조성

계획

1.지역주민의 

적극참여

· 지역 정부는 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키는 종합적인 개  

 발방식 도입. 

· 엠셔 자연공원을 중심으로 자연친화적인 기반 조성.

· 엠셔하천과 그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여러 배수로를 자연형  

 하천으로 복구. 

· 공업 휴한지에 새로운 상업단지와 과학기술센터 조성. 

2.자연친화적

인 기반조성

                   IBA 엠셔파크탄광공원 기본 특성

규모

300㎢ 

공간용도

종합공원

                    [표 2-13] 대동탄광공원 사례분석

2. IBA 엠셔파크- 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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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건축이나 역사적 측면에서 가치 있는 서민주거지의 기  

 념비적 성격을 고려한 개량 및 공업 휴한지에 새로운 주거  

 단지 조성.

· 주 담당기관KVR산하 협동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활성화  

  프로젝트를 계획 및 현실화 시킴. 

3.협동조합의 

구성과 

지속적인 계획

전문

인력 확보

1. 7개 

자치단체간의 

광역기구 수립
· 지방자치단체 조합은 공통으로 엠셔경관 기본계획을 수립  

 하고 1990년에 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7개 자치단체간  

 의 광역기구 수립. 

· 공사는 각 관계집단의 의견을 수집 및 반영하고 정기적으  

 로 사업계획의 공모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기회를 제공.

· 박물관은 광산에 대한 방문객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설명  

 과 안내를 위한 전문인원 5명을 고용.

· 박물관 내부 조직구성은 DMT에 소속되어 있는 박물관 최  

 고책임자 아래에 일반행정 관리, 연구수집, 경영 등 3개 부  

 문으로 나뉨.

2. 관계집단의 

의견수집 및 

전문가 그룹의 

자문기회

3. 전문 

안내인원과 

운영부분의 

체계화
유산

가치의 계승, 

표현

기존샤프트시

설의 보존

· 보쿰광산 박물관의 상징인 샤프트는 1973년에 폐광한 게  

 르마니아 탄광에서 보쿰시까지 분해해서 운반해 와 상징물  

 로 사용. 

 운영 

 관리

1. 민간기업과 

엠셔조합의 

분권운영
· 주 정부는 엠셔파크 공사(公社)를 설립하여 주요 조정자 역  

 할을 맡게 하였고 17개의 시를 주축으로 하는 엠셔조합, 민  

 간기업 등으로 나누어 분권하는 방식으로 운영관리를 진행. 

· 해당지역에서 초등학교 4학년 교과과정에 본 박물관 견학  

 을 의무화 하게끔 정책적으로 지원.

· 방문객의 집중이 오전에 많은 특성에 비춰 안내 및 지도를  

 위한 담당자를 오전에 집중 배치하는 Half-day Time 고용  

 제도를 채택.

· 도시 간 협의체를 구성하여 연구소나 학교, 전문가 집단의  

 네트워크 형성으로 지속가능한 개발방향을 검토하고 지속  

 적으로 설정.

2. 지역학교의 

견학을 의무화
3 . H a l f - d a y 

Time 고용제

도 도입

4. 도시간 협

의체의 구성 

및 지속적인 

개발방향검토

홍보

마케팅

1. 전문 

기관의 

정기적인 

출판물 발행

· 지도안내, 고문 등을 담당부문이 정기적으로 홍보 출판물｢  
 Der Anschnitt｣를 발행.

· 정기적인 디자인 건축 등 박람회 개최를 통해 지역특산과  

 기술 등을 함께 홍보. 

· 전문 홍보사이트와 책자를 발간·관리하는 부문이 있으며   

 티켓에 주변지역의 관광지 소개와 지역특산물 홍보 등을   2. 지역특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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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하여 함께 

홍보
 함께 하고 있음.

컨텐츠 및 

프로그램의 

지속적인 

개발, 갱신

정부주최의 

지원

· 주정부 또는 연방정부의 재정지원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지  

 원. 

분석틀 핵심사항   일본 타가와시 석탄테마공원 세부현황 분석

설계

조성

계획

1.관련 

종사자의 

작품을 

전시하는 

독창적인 방식 

도입

· 전체공간은 석탄과 광산‘石炭과 炭矿"이라는 테마를 위주로  

 진행되며 석탄의 역사에서부터 탄광노동자의 주거생활전시  

 까지 총 12가지 소주제로 전시구성. 

· 50년간 탄광에서 일했던 山本作兵衡氏가 직접 기록한 그림  

 일기를 전시하였는데 이는 다른 박물관에서 볼 수 없는 독  

 특한 방식.

· 지역의 역사성을 상징하는 전시물이 비교적 큰 비중을 차  

 지하는 만큼 전시기법도 단순한 전시와 자료제공측면에서  

 활용을 유도하는 정적인 전시를 취하고 있음. 

운영

관리

2.국가의 

운영자금 지원

· 전시품의 수집에 있어서 삼경탄광에서 주로 기증을 하였고  

 사업 재원조달에서는 국가에서 문화재 보존시설 정비비 보  

 조금 등을 지원받아서 조성. 

· 시에서는 자료관을 관광수입 사업으로 연계시키기 보다는  

 교육･홍보전시관 차원에서 비영리사업으로 계속 육성해갈  

 목표로서 지속적인 지원. 

· 실제 탄광근로자들을 초빙하거나 임용하여 관리에 동참하  

 게 하는 방식과 시스템을 구축하여 대상지의 역사에 대한  

 전면적인 해설이 가능하게 함.

3. 관련 

종사자들의 

직접적 참여

유산 4.기존 폐 · 국가의 유형문화재에 등록된 큰 굴뚝과 이타수갱로 이외   

  일본 타가와시 석탄테마공원 기본 특성

규모

30ha

공간용도

테마 박물관

                  

                     [표 2-14] 독일 IBA 엠셔파크 분석

3. 타가와(田川市) 석탄테마공원-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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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치의 계승, 

표현
시설의 활용

 탄코부시 발상지의 비 등 기념비와 모뉴먼트, 탄광부지상이  

 세워 부지자체의 역사를 기림.

마케팅 홍보

5.지역고유 

예술문화와 

결합하는 홍보 

·  오리지날의 민요의 한 종류 CD와 민요의 한 종류용 집안  

 을 판매하면서 지역의 고유 문화예술을 탄광역사와 함께   

 관광객들에게 홍보.

전문

인력 확보

6.테마축제를 

개발하여 

상품화

· 해마다 TAGAWA 콜 마인・페스티발・탄광절 축제를 실행  

 하여 지역특유의 관광상품으로 변모.

· 타가와 콜마인 위원회사무국을 도입하여 정기적인 프로그  

 램개발과 경영, 홍보, 관리 등 부문을 통해 체계적인 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일본 유바리 탄광테마공원 기본 특성

규모

51ha

공간용도

종합공원

분석틀 핵심사항   일본 유바리 탄광테마공원 세부현황분석

설계

조성

계획

1.특정타겟을 

위한 테마구역

· 석탄박물관, 세계동물관 등 테마구(区)를 계획하여 총 12기  

 종의 놀이시설이 갖추어진 Adventure Family가 있어 가족동  

 반 시 어린이의 관심을 최대한 끌 수 있도록 조성.

2.부지관련

역사의 

변천과정 전시

· 가장 중심시설인 석탄 테마박물관 내부는 도서실, 연구실,   

 에너지관련자료 및 탄광변천과정을 전시하여 탄광관련 지식  

 을 전달하며 370m의 모의갱도를 통해 체험공간을 마련. 

3.기존 건물의 

활용

· 석탄생활관은 기존 부지건물을 철거하지 않고 탄광생활의   

 모든 풍경을 실제 시설과 모형으로 전시.

전문

인력 확보

4.보존시설물

의 지속적인 

관리와 보호

· 유바리 교육위원회, 향토보존위원회와의 공동조사를 실시해  

 연간 테마별 중점수집활동을 실시하고 수장자료 상태를 조   

 사하여 보존처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 

컨텐츠 및 

프 로 그 램 의 

지속적인 개

발, 갱신

5.지역특산물

과의 결합

· 석탄역사촌의 지속적인 운영과 프로그램의 다양성을 위해   

  멜론을 테마로 하는 등 지역특산물과의 결합을 통해 역사촌  

  의 매력을 증진.

                   

                [표 2-15] 일본 타가와 석탄테마공원 분석

4. 유바리 탄광테마공원 -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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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접근성 

제고를 위한 

전문노선도입

· 역사촌에서 World Resort 도시까지 연결되는 고원전차를 신  

 설하여 역사촌을 중심으로 하는 테마파크를 조성. 

7.대규모 

전문축제의 

구획

· 탄광촌이었던 유바리시에서 탄광이 폐광을 맞이하게 되자   

  시의 부흥을 도모하고자 만든 영화제인 유바리 국제판타스  

  틱영화제를 해마다 개최.

운영

관리

8.전체 

운영결정권의

집중을 통한 

효율성 제고

· 시장이었던 나카타 테스지는 ‘탄광에서 관광으로’라는 슬로  

 건을 내세우며 대규모 리조트와 석탄박물관 테마파크를 건설  

 하고 민간업체가 경영하던 호텔과 리조트를 인수해서 시영화  

 하여 결정권을 집중하여 사업효율 제고.

구분 핵심사항 고려사항

설계 · 동선분리를 통한 효율· 편리  
관리·보조·주동선의 분리를 통한 관람효율성 

제고.

                 [표 2-16] 일본 유바리 석탄테마공원 분석

유바리(夕张)탄광의 폐광으로 인구과소 등 사회적문제에 직면하자 정부

의주도로 탄광도시 재구상을 계획하면서 생기게 된 복합공원이다. 주로

가족동반을 하는 관광객의 특성에 대비하여 다양한 테마구역을 설치하였

고 단순히 탄광역사테마에 집중한 것이 아닌 지역특산물과의 결합을 시도

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또한 접근성의 강화를 위해 특수열차를 설립하

여 시 중심과의 연결성을 확보하였다.

3.2 탄광테마시설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종합

본 설계의 핵심은 탄광부지의 역사적 가치에 치중하는 것이 아닌 지역

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분석하고 탄광부지는 무조건 역사박물관

으로서 조성되는 추세에 따르는 것이 아닌 다양한 활용방식의 모색이 필

요함을 시험하고자 하는 것이다. 본 장절에서는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현재의 폐탄광부지활용의 특성을 파악하고 더불어 기존의 연구, 사례들을

함께 고찰하여 참고가능 한 요소들을 종합하였으며 한보탄광부지의 설계

에 있어서 선택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이하의 요인들은 기존의 탄광활

용연구 및 사례들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도출한 것으로 부지의 상황에

따라 선택적인 참고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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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

조성

 성 제고
· 전시시설의 보호관리 체계 

수립

전시물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 및 정기적인 점

검관리체계 도입.

· 원스톱 체험동선·공간구축
스토리전결에 따른 공간구성과 관련테마의 원

스톱 체험.
· 테마의 특성화 시설만이 가지는 특별한 테마체험.

· 장기간 고객유치를 위한 공  

  간·행사 도입

장기간 고객이 머물 수 있는 공간 및 행사의 

도입.

· 접근성 확보
전문교통편의 제공, 노선선정 및 입장료의 현

실화 시행.
· 인근시설의 동선연결을 통한 

잠재고객 유도
주변시설과의 물리적 동선을 통한 연결.

· 지역주민참여 유도
조성과정부터 지역주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

시키는 개발방식 도입.

전문인력 

확보

· 지자체 광역기구수립
효과적인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단체의 광역기

구 수립 및 협력.

· 전문가 협력체계 구축
세부적인 담당부문을 통한 전문화시스템의 구

축.

컨텐츠 및 

프로그램

의 

지속적인 

개발·갱신

· 탄광테마관련 상업프로그램  

  도입

탄광테마시설에서만이 즐길 수 있는 다각도의 

상업프로그램과 혜택제공.

· 다양한 매체전달 방식 도입
다양한 방식의 매체도입을 통한 지식·정보 전

달.
· 지역특색과 연관 된 프로그  

  램 개발

지역특유문화를 즐길 수 있는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상설프로그램 도입 계절별 상설프로그램의 도입.

· 실질적 체험프로그램
실제로 직접 관련테마를 배우고 참여가능 한 

체험프로그램의 개발. 
· 주 타겟계층을 위한 혜택

 제공

가족단위의 관람자를 위주로 하는 교육프로그

램행사의 정기적 유치.

· 시민과 전문가의 공동참여   

  개발
지역주민과 관련전문가들의 공동협력.

· 학생교과목 연계교육
교육청이나 학교 등 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한 

연계교육체계 수립.

· 주민타겟 프로그램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는 특정 프로그램의 

개발.
지역 

부지자체

의 미적 

유산가치 

계승·표현

· 기념공간 도입
부지의 관련역사를 기념하기 위한 공간의 도

입.
· 기존시설 활용 기존 폐 시설, 건물의 활용. 

· 건물외벽의 모티브화 관련테마를 모티브화하는 방식의 도입. 

마케팅 

홍보

· 전문인력 선발·관리
전문인력의 정기적 선발 및 교육을 통한 자질

제고.
· 시설과 지자체의 공동협력홍  

 보

지자체와 시설과의 공동협력으로 홍보를 담당

하고 전문가의 초빙을 통한 마케팅전략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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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주변문화 조성

문화시설의 연계벨트화
위락편의시설의 도입을 통한 편리제공.
정기적인 축제와 행사의 개최
주 접근로에 홍보물의 도입.

· 통합홈페이지 구축

다양한 계층의 이용을 고려한 홈페이지의 설

계
단일 홈페이지를 통한 테마관련 지식정보의 

대외 제공.

· 주변시설 정보제공
티켓, 안내판 등 방식을 통한 주변시설의 관

련정보 제공.
· 정기홍보물 발행 홍보담당부문의 정기적인 홍보출판물 발행.

운영관리

· 전문가와 탄광근로자의 공동  

 참여

지역시민그룹과 전문가의 공동협력으로 주민

의식의 제고와 서로의 지식정보 교환을 통한 

운영효율향상. 

· 주변관광시설 연계벨트화
주변지역 관광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관광투어

코스 조성.
· 주변시설과의 연결 협력 및  

  혜택제공

주변시설을 추가 방문 시 할인혜택 등을 제

공.

· 실무자를 위한 관리시스템
전문 실무자들의 기능을 높여주기 위해 적극

적인 관리시스템 도입.
· 방문자를 위한 혜택제공 및  

 다차원 지식전달방식 도입

다양한 체험이 가능하도록 다차원의 매체와 

지식전달방식을 개발.

· 통합 멤버쉽 제도운영
회원제도를 운영하고 인센티브제공, 특별모임 

등을 개최.
· 참여지수를 높이기 위한 제  

 도 운영

일상적인 활동의 수용이 가능하게끔 유도하고 

각종모임의 수용을 고려.

· 국자 지자체의 운영자금 적  

  극지원

지자체와 기업의 후원 및 운영자금의 일부 지

원.

· 기관업체들과의 협력
상업, 문화 등 관련기관업체들과의 협력을 추

진.

· 도·시간 협의체 구성
연구소, 학교, 교육기관, 전문가 집단의 네트

워크 형성.
· 운영결정권의 집중화 핵심운영권의 집중화를 통한 운영효율제고.

· 지역축제의 연결 및 상품화 지역문화축제와 연결을 통한 관광상품화.

· 고객관리체계의 도입
CRM 기법의 도입을 통한 고객관리시스템 구

축.
모니터링 

평가
· 지역주민·방문자의 모니터링 설문조사, 방문객 인터뷰·통계의 적극 반영

  

            [표 2-17] 탄광테마시설의 활성화를 위한 고려사항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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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본 장절에서는 ①큰 범주에서 폐광지역의 사회적 배경의 변화와 수요로

부터 폐탄광 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의 필요성을 살펴보았고 ②하위 범주에

서 현재 활용되고 있는 국내의 탄광부지 실태를 파악하고 더불어 유사사

례검토와 함께 향후 폐탄광부지 활용에 있어서 참고가능 한 요소들을 정

리해 보았다.

현재 폐광에 대한 사회적인 태도는 크게 두 가지 인데, 환경문제를 해

결하기 위한 광해방지 및 복원사업 그리고 탄광체험단지로서의 활용이다.

첫째, 아직까지 비교적 소수에 해당되는 방식이기는 하나 환경오염문제

를 유발하는 폐광부지에 대해 광해관리공단을 주도로 하는 단체에서 산림

복원방식으로 소수 폐탄광부지를 복구한다는 점에서 가히 긍정적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방식은 후속관리의 부실로 인해 또 다시

환경오염을 유발하게 되는 등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어 다수의 탄광지역에

서는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부지들을 탄광역사박물관으로 활용함으로

서 지역의 중심문화시설로서 재활용 하고 있는 추세이다.

둘째, 폐광지역의 주도산업인 채탄업이 몰락하면서 최근 들어 많은 폐

광지역에서는 폐탄광을 문화시설로서 활용하려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현

재 총 5개소(2008년 기준)가 조성이 되었는데 문경석탄박물관을 시점으로

박물관으로 조성된 탄광부지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관광객들의

외면을 받는 사례도 적지 않은 것으로 답사과정 및 매스컴에서 발견하였

다. 따라서 앞서 문화관광부의 권장사항 키워드로서 국내외사례들을 파악

하여 향후 탄광활용에 있어 질적 향상을 위한 목적에서 참고요인들을 정

리하였고 지역여건에 근거하여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는 사항들을

도출하여 설계과정에 참고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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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입구 전경 폐건물 내부 탄광부지 근처 전경

3장 한보탄광부지의 이해와 활용방향 모색

대상지 개요

주요연혁: 1953년 광업권 설정등록.

1960년 원심탄광으로 개발 착수

1982년 (주)한보탄광으로 개발 착수

1989년 역두 종합선탄장 준공.

개광이래 생산누계 실정: 약 7,284천 톤(2004년 말)

2008년 석탄합리화 사업단에 의해 폐광.

2010년 토지소유자의 관광지 개발사업진행의 어려움에 의해

태백시와 협력을 통한 방식으로 지역활성화 차원에서

활용될 것을 기대.

지난 시간동안, 한보탄광은 태백시의 석탄산업을 위해 기여하다가 근50

여년이 지난 후 2008년에 폐광되었다. 2009년, 태백시와 토지소유주체는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곳을 다른 탄광부지 활용의 방향과 마찬가지로 탄광

체험촌, 문화시설도입 계획을 비추었지만 개발 주체지간의 문제로 인해

지금까지도 그렇다 할 동향은 없으며 현재에는 청소년들의 일탈장소, 쓰

레기 무단투기, 폐가체험 매니아들의 집거 장소로 사용되고 있어 면사무

소에서 일반인 출입 금지를 시킨 상태이다.

               

             [그림 3-1] 한보탄광의 현황사진  (2014년 2월 26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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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현황 

        [그림 3-2]  대상지 주변 현황사진 (2014년 4월 28일 설계자 촬영)

   

대상지 주변에는 통리역의 폐철도선(1963년 조성, 2012년 중단), 철암천

,동백로 등 인프라가 입지해 있고 이용자확보로서 가장 중요한 원천인 주

거단지가 보행권 내에 입지해있다는 점이다. 뿐만 아니라 접근성에서 가

장 기본인 도로가 500m 이내에 통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한보탄

광은 향후 공원위주의 관광단지로서 조성되면 방문객의 지속적인 확보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었음을 확인하였다.

1절 한보탄광의 활용방안 모색

강원지역의 주도산업으로서 70~80년대 태백시를 이끌었던 한보탄광은

2007년에 폐광되면서 태백지역 대체산업모색의 대상으로 선정되어 기 활



- 42 -

용사례와 유사한 형식으로 탄광체험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계획이 2009년

태백시에 의해 세워졌다. 탄광이라는 특징적인 자원과 양호한 입지조건

및 근 50년의 역사가치를 가진 부지였던 만큼 관광자원으로서 활용하기

위한 대상으로 선정된 것이다. 지금은 기존의 조성사례와 유사하게 이곳

역시 탄광체험을 테마로 하는 단지로 조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하였지만

사업자들의 의견마찰 문제로 인해 여전히 폐부지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한보탄광은 지난 2008년 10월에 폐광되었으며 대표였던 안종범씨가 탄

광부지에 대체산업을 유치해 지역주민과 경제활성화에 도움을 주겠다며

태안DNI를 창업했다... ... 하지만 태안DNI는 개발 자금의 부족문제로 5

년이 지난 지금, 사업계획을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으며 결국 태백시에 사

업비용지원을 받기위해 시와 소유자의 협력으로 탄광체험을 테마로 하는

체험사업을 진행하기로 하였다... ”

-2009년 07월 30일 강원일보 황만진 기자.

한보탄광부지는 1. 궁극적으로 지역대체산업으로서 잠재성을 가진 부지

라는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가능한 활용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며 2. 기

활용사례들과 유사한 탄광테마체험단지로 조성 될 운명 선상에 놓인 이

곳은 과연 어떠한 활용방향과 세부대안을 제시할 것인가에 대한 이슈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본 장절에서는 지역현황, 법적근거로부터 가능성과

필요성을 찾고 타당성을 진일보로 검증함으로써 방안을 찾고자 한다.

 

1.1 활용의 필요성- 지속가능성의 저하

-환경가치측면20)

한보탄광부지는 다년간 채탄활동으로 주요하게 환경문제가 가장 큰 이

슈로 대두된다. 따라서 한보탄광부지의 개발필요성을 외피적인 이슈로부

터 찾고자 하였으며 먼저 환경측면에서 크게 생태자연도, 토지피복도 및

20)환경적특성의 평가분석은 환경부환경공간 정보서비스사이트를 참고하였는데 이는 국토

의 다양한 환경정보(65개 항목)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가치에 따라 전국을 5

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색채를 다르게 표시하여 누구나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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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 생태자연도 토지피복도 환경성 평가지도

 한보

 탄광

 등급

 평가

· 생태3등급

· 주변지역은 1,2등급의 높

은 환경성으로 평가되고 있

는 반면 대상지를 포함한 

일대 지역은 가장 낮은 생

태 3등급으로 평가된다.

· 나지

· 주변지역은 산림지역으

로서 환경성이 높은 반면 

대상지의 경우 다년간 채

탄활동으로 인해 자연환경

파괴가 선명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나지로 분류되고 

있다.

· 5등급.

· 평가에서 가장 낮은 5등

급으로 분류되는데 그 원

인은 채광으로 인한 산림

파괴와 미복원 상태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환경성평가를 함께 분석하여 환경가치 상태를 파악한다.

(자료: http://egis.me.go.kr/main.do)

 [그림 3-3] 낮은 환경평가가치를 보이고 있는 한보탄광부지

결과를 살펴보면 현재 활용되지 않고 있는 한보탄광부지의 경우 다수가

생태 3등급을 보이고 있으며 이유는 다년간 채광활동으로 인해 자연환경

이 훼손된 만큼 생태등급은 보편적으로 가장 낮은 5등급 레벨로 평가되고

있다. 토지피복의 경우 나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생태계가 훼손이 된 채로

방치되고 있어 전반적으로 환경가치가 매우 낮게 평가되며 복구가 되지

않아 생태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환경성

회복을 설계방향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부지이다.

-경제적 측면

조사결과 현재 한보탄광은 주로 광해관리공단과 태백시 산림과의 협력

으로 폐탄광부지들을 관리하고 있었으며 아직 복구사업의 초기에 들어선

만큼 일부 부지에서 토양평탄화작업과 복토작업이 진행된 상황이었다. 하

지만 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관리 및 복원에 매년 약 3억원 가까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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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환경성 측면 경제성 측면 사회성 측면

한 보

탄 광

부지

· 채광활동으로 인한 낮은 

생태 환경가치.

· 후속 관리를 위한 지속적 인 

투자 수요.

· 지속적인 관리의 미흡으

로 인한 환경문제 유발.
· 지속적인 오염수 유출 

문제의 발생.

· 관리, 기술부족으로 재보수를 

위한 자금낭비. 

· 관리를 위한 지역자금 및 

인력자원의 낭비
·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존재하지만 지속적

인 관리의 미흡. 

· 광해복구를 위한 부지 대여

비 및 시설설치 등 투자로 인

한 지속적인 자금소요.

· 청소년의 우범지대.

공자금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그 외 부가적으로 식생, 환경관리를

위한 투자, 및 인력의 투입은 경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력자원의

낭비를 초래하는 등 경제적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는 부지임을 진단 할 수

있었다.

-사회적 측면

한보탄광의 경우 다년간 방치되어 있는 탓에 환경, 경제측면에서 부정

적인 영향을 유발하고 있는 부지임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문제점 이외에

다년간 방치된 채로 남아있던 부지는 크게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키고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었다.

첫째, 청소년의 우범지대라는 점이다. 한보탄광의 경우 도심지역에 위치

하여 주변 지역 학생들의 일탈 장소로 사용되어 마을주민들의 민원신고로

인해 최근에는 관계자의 허가 없이는 출입이 금지되고 있다. 이러한 이유

로 님비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태백시의 주도로 이곳을 탄광문화시설로서 활용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한다.

둘째,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거액의 자금수요와 공공인력의 투자이다.

매년 수 억원의 관리자금을 수요로 하기 때문에 지자체의 입장에서도 행

정력과 예산자금을 투입하게 되며 따라서 사회적 추가비용을 발생하게 되

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한보탄광부지는 사회, 환경, 경제 등 측면에서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는 부지였으며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측면으로 요약할

수 있었다.



- 45 -

· 쓰레기 무단방치 및 다

양한 환경오염 유발.

·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자

금의 부족.

               [표 3-1] 한보탄광의 지속가능성이 결여되는 측면  

현재 한보탄광은 지속가능성을 저하시키면서 사회, 환경, 경제 등 측면

에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에서 지금처럼 방치되

어 있는 것이 아닌 대안의 모색과 함께 녹지환경 복원과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향으로 새롭게 활용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1.2 활용 가능성- 토지규제 측면

앞서 한보탄광부지 활용의 필요성을 짚어보았다. 하지만 단지 필요에 의

한 조성보다 가능성과 과연 이곳에 공원조성이 타당한지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 따라서 토지이용규제에서 제시하는 구체적인 활용가능

성을 파악함으로서 어떠한 시설들이 구체적으로 도입 될 수 있는지를 살

펴보았다. 왜냐면 모든 국토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다양한 법적규제를

지정해 두는데 그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는 실현될 수 없기 때문에 이 과

정은 필수적이다.

더불어 이는 선행연구들에서 간과하는 미흡한 점인만큼 본 설계에서는

1. 기존 연구와의 차별화 차원에서 2. 대상지의 활용방안 모색의 첫 단계

로서 부지가 속한 토지규제 상에서 법적으로 어떠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지 살펴보았다. 국토의 모든 활용은 관련법규의 규정 속에서 개발, 활

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정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아래 한보 탄광부지의 토지이용규제21)사항과 관련 법률을 파악하였으

며 산림청의 산지정보조회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를 통해 확인하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범주에서 가능성을 모색코자 한다.

21) 토지이용규제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관련법령에 의거하여 지역,

지구를 지정하고 있으며, 또한 해당지역, 지구안에서 토지이용행위에 대하여 가능 또는

불가능 등의 행위제한을 명시하고 있다.

(토지이용규제 정보서비스: http://luris.molit.go.kr/web/actreg/arservice/ArDesc.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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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규 산지분류 지정대상 세부사항

산
지
관
리
법

보
전
산
지

임업용
산지

· 산림자원의 조성과 임업경영기반의 구축 등 임업생산 기능의 증진을 위하  

 여 필요한 산지.

공익용
산지

· 임업생산과 함께 재해방지·수원보호·자연생태계 보전·자연경관 보전·국민보  

  건 휴양 증진 등의 공익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산지.

· 그 외 보안림, 산림유전자원보호림, 산지전용제한지역, 휴양림· 사방지· 야  
  생동·식물구역 등 . 

준
보
전
산
지

보전산
지 

이외의 
산지

지정대상 세부사항

· 준보전산지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지전용에 대한 행위제한을 비교  

 적 적게 받아 주택, 공장 등의 개발용도로 이용이 가능한 산지에 해당한다.

분석 대상지 관련 법률 토지이용 규제사항

한보탄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계획구역, 자연녹지지역, 도시

지역.
『산지관리법』 준보전산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광지역진흥지구(탄광지역개발촉

진지구, 개발계획수립지역)

    

            [표 3-2] 폐탄광부지의 토지이용규제 및 관련 법률 종합

고찰결과 한보탄광부지에 지정되어 있는 법률들은 총 3가지가 있었으며

세부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준보전산지

산지관리법을 근거로 하고 보전산지를 상위범주에 두며 그 유형에 따라

정해진 규제를 받는다. 예를 들어 공익용 산지의 경우, 오로지 공공기능과

목적을 위한 범위에서는 공공·지자체에서의 주도적 개발이 용이하며 반대

로 같은 보전산지의 하위범주지만 개발규제가 약한 임업용산지의 경우 산

림휴양시설, 수목원 등 민간인의 직접적인 개발에 용이하여 수익성을 목

적으로 하는 시설의 신축 등이 가능한 특징을 가진다. 그 밖에 준 보전산

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의 범주에 속하지만 특별히 규제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국계법의 지정지역에 따른 규제를 공동으로 받게 된다. 준 보전산

지는 보전산지보다 활용가능성이 매우 다양한 것이 특징이다.



- 47 -

토지이용규제                       관련 규제 세부사항

준보전산지
· 전용하려는 산지 중 임업용산지의 비율이 100분의 20 미만으로 대통령령

이 정하는 비율 이내일 것, 전용하려는 산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업용

산지가 포함되지 않을 것.22)

                [표 3-3] 산지분류와 지정 대상 세부사항 종합  

「산지관리법」제12조,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표 3-4] 준보전산지의 토지이용23)규제 허용시설 및 행위

준보전산지의 경우, 산지관리법의 관리를 받기는 하나, 개발가능성이 높

은 부지이며 산지관리법에서 별도로 규제하는 내용이 없기 때문에 보전산

지처럼 명확한 활용범주를 정하지 않는다. 따라서 준보전산지와 기타지역

이 포함되어 지정된 경우, 다른 법률의 규제를 따르게 되는데 한보탄광의

경우 도시지역에 구분되는 자연녹지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지 중 준보

전산지에 속해 있더라도 자연녹지지역에서 허용되는 모든 건축물 및 행위

들이 가능하다. 다만 준보전산지로 지정된 토지인 만큼 어디까지나 산지

관리법의 적용이 유효하기 때문에 해당 법규에 따라 우선적으로 산지전용

허가를 받은 기초에서 개발가능하다.

-폐광지역 진흥지구

폐광지역의 이슈는 쇠퇴하고 있는 사회현상에 입각하여 대체산업모색을

통한 지역진흥, 경제가치 창출과 브랜드 가치 창출이다. 따라서 폐탄광부

지의 활용 역시 이와 같은 이슈에 기반하여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

활용되고 있는 5개소의 폐탄광들 역시, 많은 폐탄광지역의 핵심과제인 대

체산업모색과 지역경제 진흥사업의 일환으로서 활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22) 준 보전산지의 경우 개발허가가 보전산지보다 쉬워 이상의 조건 외에 전용하려는 산

지 중 임업용산지를 제외한 나머지가 준보전산지 일 것 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면 :

① 산지 관리법 제 10조와 제 12조에 따른 행위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은 것,

② 인근산림의 경영·관리에 큰 지장을 주지 않을 것,

③ 집단적인 조림 성공지 등 우량한 산림이 많이 포함되지 않을 것,

④ 희귀 야생 동·식물의 보전 등 산림의 자연생태적 기능유지에 현저한 장애가 발생하지

않을 것 등 ①~④의 기준은 면제 받을 수 있다.

23) 출처: 국토교통부: 2011년 1월



- 48 -

지정대상 법률 요약 핵심 기타규정
  1. 폐광지역 중 다

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도지

사의 신청을 받아 폐

광지역진흥지구로 지

정.

2. 폐광지역의 주민 

또는 석탄광업자를 개

발사업의 시행자로 우

선적으로 지정.

  - 석탄산업의 사양

화로 낙후 된 폐광지

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간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생활향상을 도

모하기 위해 제정.

  - 진흥지구 안의 산

지전용 허가기준에 관

한 특례를 정하고, 보

전산지의 전용허가를 

받은 시행자에게 국유

림을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거나 매각 가능.

 1. 농공단지 지원, 

 2. 석탄산업에 대체  

 하여 폐광지역 주민  

 의  소득을 증대

 3.지역경제를 활성   

 화시킬 수 있는 대체  

 산업 지원,

 4.지역개발 채권발   

 행, 

 5 . 교 부 세 확 대 지 원 ,    

 6.조세감면.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지정되는 폐광지역 진흥지구는 전체 사

례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적극적 활용을 할 경우 국가로부터 조성사

업을 지원하는 혜택도 받을 수 있는 조건들을 지니고 있다.

폐광지역 진흥지구로 지정이 되면 개발제한의 강도가 높은 공익용산지

의 법적규제를 받는 부지도 대규모 관광단지, 고원휴양시설, 카지노 등을

설립할 수 있도록 제한이 완화되게 된다. 법률 제12154호 폐특법24)의 규

제범위에 속하는 폐광지역엔 산림법, 환경영향평가법 등의 적용이 완화되

고, 폐광지역 개발이나 대체산업 창업 시에는 재정 및 금융상의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다양한 활용여지를 개방하고 있다.

                    [표 3-5] 폐특법의 지정 대상 및 내용  

-자연녹지지역

국계법을 근거로 하는 자연녹지지역은 자연 녹지지역 안에서는 도시계

획조례로 따로 층수를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4층 이하의 건물만을 조

성 할 수 있지만 단독주택, 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

구시설, 관광시설 공원 등 다양한 인프라와 건물들을 설치 할 수 있다.

 24) 1995년 제정된 뒤 2004년 3월 법률 제7186호까지 6차례 개정되었다. 산업자원부 장

관은 폐광지역 중 다른 산업을 유치하기 곤란한 지역의 경제를 진흥시키기 위해 도지

사의 신청을 받아 폐광지역진흥지구로 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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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규제 세부내용
개발행위의 제한 ·1만 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 함.

건폐율 제한

·20퍼센트 이하

·자연녹지 지역으로 지정될 당시 이미 준공되어 있던 기존의 공장, 창고

시설 또는 연구소는 40% 범위 내에서 증축 허용.

·자연녹지에 설치되는 도시, 군 계획시설 중 유원지의 건페율은 30퍼센

트 이하, 공원의 건폐율은 20퍼센트 이하에서 도시, 군 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따른다. 
용적율 제한 ·50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이하

토지

규제
관련 법규에서 규정한 도입가능한 시설의 범주

자연

녹지

지역

의료시설
교육

연구시설

노유자 

시설
휴양시설 운동시설 방송통신시설

교정 및 

국방시설

공원 및 

공원시설

묘지관련

시설

1,2종 근린

생활시설

동식물관련

시설/ 창고
수련시설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규제 세부사항

                  

                [표 3-6] 자연녹지지역 토지이용규제 세부내용 

규제범위 내에서 활용방안을 모색한 결과 한보탄광부지를 개발할 경우,

폐특법의 지원을 받아 조성비의 절감 등 혜택이 존재하며 녹지지역 중에

서도 법적 규제가 가장 낮은 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개발이 용

이하며 구체적으로 1, 2종 근린생활 시설, 공원 및 문화시설 등 다양한 인

프라시설의 도입이 가능함을 진단하였다. 자연녹지지역은 녹지의 확보와

보전이 주 목적이지만 개발을 위한 심의를 통과하면 충분히 다양한 용도

로서 개발을 할 수 있는 토지이다. 즉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 시설의 신

축가능성과 대체산업으로서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여지가 있는 부지임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개발, 활용 할 경우, 주민들의 여과활동공간으로서 공공성을 발휘할 수 있

는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땅이라고 판단된다.

           [표 3-7] 해당 법규가 지정한 범위에서 도입가능 한 시설범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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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여부                          세부 평가항목

적합
- 간선, 이면도로변에 접하거나 주변에서 도보접근이 가능한 토지

- 공원서비스 소외지역으로서 해소효과가 있는 곳

- 나대지로 공원시설화가 가능한 토지 등.

준적합
- 좁은 도로에 접하고 차량출입이 가능한 토지

- 주변에 놀이터 근린공원이 있는 토지

- 주변의 인구밀도가 낮은 토지 등.

부적합
- 지장물이 설치되어 있거나 타 용도로 이미 점유되어 있는 토지

-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일반인의 접근이 불가능한 부지로 공원조성이 불가능한 

토지 등.

대상지 적합 준 적합 부적합

해당사항
도보25)

접근(단위m)

소외

지역
26)

나

대지
27)

도로
차량

출입

주변

공원
28)

인구

밀도
29)

지장

물/타

용도

접근

불가

급경

사

한보탄광
주 교통노선 

500m 이내 

입지 

반경 

3km

이내 

없음

없음

너비 

10m

도로 

인접

가능

2km

이내

없음

76 X

차량, 

보행 

가능

평균

경사 

16도

 기준 

부합여부
부합 부합

부

적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부합

1.3 공원화의 타당성

앞선 과정에서 한보탄광부지의 공원조성 필요성과 가능성이 있음을 확

인하였다. 하지만 단지 가능성과 필요만으로 공원조성이 적합함을 의미하

지 않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타당성을 진단하는 과정을 거치고자 한다.

따라서 객관적인 공원조성부지의 선정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는데 본

연구에서 적용한 분석기준은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0호(09.08.19)에서

제시하는 공원의 입지 선정기준에 따라서 판단하였으며 그 세부내용은 다

음과 같다.

자료: 국토해양부 훈령 제2009-340호(09.08.19)  

  

                 [표 3-8] 국토해양부 훈령 공원의 입지선정 기준 

25) 여기서 제시하는 도보접근 거리는 도보권에 속하는 500m이내, 일반적으로 도보에 용

이한 거리로 제시되는 1000m 이내이며 반경 범위 속에 있는 포함한 주거집거단지 부

터의 거리임을 명시한다.

26) ‘공원소외지역’이란 걸어서 10분 거리인 500m 이내에 공원이 없는 지역을 말하며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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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 개소 조성면적 조성율(%) 1인당 공원면적 결정면적
합계 20,389 412,023,517 40.4 8.09 1,020,099,097
서울 2,105 86,441,658 60.3 8.84 143,462,890
부산 904 17,301,643 29.3 4.89 58,965,138
대구 755 11,115,652 45.2 4.44 24,565,750
인천 960 28,969,820 41.6 10.19 69,704,018
광주 586 8,673,897 44.2 5.90 19,645,071
대전 619 12,274,010 49.6 8.05 24,762,511
울산 576 11,942,566 33.2 10.41 35,934,447

전반적인 분석으로부터 볼 때, 한보탄광이 공원의 조성에 비교적 적합

한 입지조건을 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규제의 가능성뿐만 아니라 실제로 공

원의 입지선정규준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주변에 황연동의 시가화지역이 보행권 500~ 1000m 이내에 입지하

는 조건을 갖추고 있어 이용객의 유치에도 유리하며 법적으로 폐특법의

적용으로 인해 대체산업으로서 공원위주의 관광지로 개발할 경우 국비의

지원을 받는 등 혜택도 적용이 된다.

- 지역공원의 수요

한보탄광부지의 공원조성은 법적규제에서의 허용 및 지역주민들의 여가

활동공간으로서 작동 가능하다는 점에서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탄

광지역인 강원에 공원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성 면적 및 일인당 공

원소유면적이 전국적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라는 점이다.

(자료: 국토해양부 2012년 12월 31일 기준 통계)

재 서울의 경우 총 14.88㎢. 서울시 전체 면적의 2.67%나 된다. 공원 1개소가 생기면

반경 250m의 공원소외지역이 해소된다.

27) 지목이 대지(垈地)인 토지로서 영구적 건축물이 지어져 있지 않은 토지와 건축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라 하더라도 무허가 건물이 지어져 있는 토지,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너무 넓어 일정기준을 초과하는 토지 등.

28) 여기서 제시하는 <주변공원>이라 함은 보도권으로 인식되는 1000m 이내 범위에서

공원조성 여부를 의미한다.

29) 인구밀도는 단위 면적당 인구수를 나타내는 지표이며 산술적 인구 밀도는 인구(명)를

전체 면적(㎢)으로 나눈 것으로 보통 행정 구역이나 국가 단위로 계산한다. 여기서 제

시하는 숫자는 1㎢당 분포한 인구수를 표시하며 단위는 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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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 234 19,668,098 96.1 175.64 20,667,670
경기 5,251 97,983,085 55.1 8.10 177,718,441
강원 553 7,897,616 19.6 5.13 50,343,377
충북 884 8,646,640 17.2 5.52 50,198,877
충남 1,144 14,353,539 27.3 7.07 52,595,553
전북 711 16,438,238 32.2 8.77 51,036,844
전남 1,451 19,770,307 27.9 10.35 70,884,629
경북 1,454 17,629,037 24.4 6.53 72,382,562
경남 1,572 28,797,831 31.2 8.68 92,262,391
제주 260 3,919,898 26.1 6.72 15,005,038

                  [표 3-9] 전국 공원조성 면적관련 통계 종합

전반적으로 볼 때, 강원지역의 지금까지 공원조성면적은 전국에서도 제

주다음으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난다. 더불어 1인당 공원면적 역시 낮

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서 공원의 보충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공원조성을 하더라도 수요가 없으면 무

의미할 수 있는데 결정 면적의 통계수치를 볼 때 전국에서 낮은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난다는 점을 감안하면 결정 면적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앞으로의 조성계획이 확정되었다는 것, 즉 그만큼의 지역적인 수요가 있

기 때문에 많은 부지를 공원조성의 대상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 해당지역의 공원현황

큰 스케일에서 강원도 지역은 전국적으로도 1인당 공원면적이 매우 낮

은 수준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작은 스케일에서 한보탄광의 소속도시인

태백시 공원실태와 사이트 주변지역의 상황을 세부적으로 들여다 보면 태

백시에는 태백도립공원과 4개의 소형 근린공원(당골광장, 행운상가 시민

공원, 황지연못공원, 태백체험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1인당 14.3제곱미터

에 달하는 공원면적을 자랑한다. 이는 태백도립공원의 면적이 큰 만큼 평

균적으로 높게 나타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시민들을 일상적인

여가활동공간으로서 근린공원은 1인당 4 .5 제곱미터에 불과하다는 점을

파악하였는데 이는 법적기준인 6제곱미터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

만 아니라 대상지가 속한 황연동의 경우 태백시에서 두 번째로 인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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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행정동임에도 불구하고 반경 3km 이내에는 공원이 조성되어 있지 않

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시민들을 위한 여가활동공간 지원의 차원에서 핵심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의 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3-4] 한보탄광 주변지역 공원 현황 

         그림: 태백시 통계 및 다음지도 맵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 작성

다시 말해서 태백시 전체지역의 각도에서 1인당 평균 공원소유면적이

많아 공원의 조성은 무의미 할 수 있지만, 대상지가 속한 공원소외지역인

황연동에의 각도에서는 지역주민들을 위한, 이 지역 중심여가활동 공간기

능을 할 수 있는 해법을 버려져 있는 한보탄광의 부지에서 제안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 지역주민들의 의견

실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 역시 필요성의 확인에 있어

중요한 부분이다. 따라서 2014년 4월 28~29일 동안 태백시 황연동 주민53

명에 대한 인터뷰를 진행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였으며 대상자 범주는 한

보탄광부지로부터 보행권에 속하는 반경 2km이내의 시민 53명을 무작위

로 구두방식 설문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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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및 결과
1. 한보탄광부지에 대한 귀하의 의견은 어떠한가요?
           1) 철거            2) 활용             3) 방치
              철거(2명)          활용(51명)          방치(없음)
2. 만약에 한보탄광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한다면? 
           1) 찬성            2)반대              3)모르겠음.
              찬성 48명        반대 3명            모르겠음 2명
3. 한보탄광부지에 주민들을 위한 공원을 조성해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께서 추가로 원

하시는 시설은 어떤 것인가요?
1)교육/연구시설 2) 노유자시설 3)휴양시설 4)운동시설 5)수련시설 6) 1,2종 근린생활

시설 (상업, 문화시설) 
1)교육/연구시설: 0표  2) 노유자시설: 21표 3)휴양시설: 12표 4)운동시설:51표 5)수련

시설:46표 6) 1,2종 근린생활시설 (상업, 문화시설)53표 
4. 공원을 이용한다면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다중 의견 제시)
산책:48표  공연관람:40표  야외학습:21표 기타(운동, 데이트 등):11표 
5. 귀하의 연령대는 어떻게 되십니까?
1) 10~20세  2)20~30세  3)30~40세  4)40~50세  5)50~60세  6)60세 이상
10~20세: 15명 20~30세: 4명 30~40세: 9명 40~50세: 없음 50~60세: 11명

60세이상: 14명 
6. 공원으로 조성이 된다면 어느 요일/ 시간대에 이용 가능하신가요?
모든요일: 32표 아침: 11표 점심: 3표  오후/저녁: 39표 특정요일: 21표   
7. 공원 방문 시 사용하게 될 교통수단은 무엇입니까?
1) 자가용 2)시내버스 3)보행 4) 자전거 5) 기타
자가용(0명) 시내버스(2명) 보행(49명) 자전거(2명) 기타(0명)
8. 설문대상의 성별
남: 28명 여: 25명

인터뷰 핵심: 1. 공원조성의 찬반여부 2. 공원에 대한 희망사항 3. 공원

조성 후 주된 사용목적.

인터뷰 기간: 2014년 4월 28. 29일.

인터뷰 대상: 반경 2km 이내 총 53명.

- 세부내용  

                             

                 [표 3-10] 황연동 지역주민 인터뷰 내용 정리

  전반적으로 주민들이 한보탄광부지의 공원조성에 대해 긍정적인 의견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일반적인 공원과 마찬가지로 산책, 운동 등을 원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 설계의 제안에서 반영할 필요가 있다. 그밖에 공연

관람과 야외학습 등 의견을 제시한 주민들의 경우 인근에는 이러한 문화

시설과 공간이 없어 차로 40분 가량 이동한 정선, 삼척 등 주변지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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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공원위주 단지

잠재적 

제약 조건

조성과정 법적제한

■ 1만 제곱미터의 형질변경을 해야 할 경우 허가를 받아

야 하며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조성가능. 

■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제에 따라 공원

시설부지의 면적은 전체면적의 40%이하로 해야 함

조성과정의 잠재적 

문제점

■단지전체에 대한 조성사업으로 계획의 전반기간이 장기

화 될 가능성이 있음.

 기타 제약 조건
■비옥도가 낮은 토양에서 지속적으로 생육 가능한 식생에 

대한 제한적 선택 필요.

단지조성 

방법 및 

법적근거

핵심적 과정 및 관련 

내용

■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 산지전용을 위한 개발허가를 받은 후 주민의견을 청취 

및 공람을 한 후 조성사업 진행 가능.

■ 자연녹지지역에서 규제하는 공원자체의 면적에는 제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넓은 면적의 조성사업 가능.

조성

과정의 

혜택 

관련법률에서 제공하

는 혜택 및 지원.

■ 폐특법의 혜택을 받아 폐광지역 개발 및 관광지 조성사

업을 지역에서 진행 할 경우 국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관련법률: <폐특법>

대체산업 지원제도(폐특법 17조)를 들 수 있다. 주로 폐광

지역에서 관광지 등을 조성 시 연이율 2%의 파격적인 조

건으로 시설·운전자금을 지원한다.

조성

 기대효과

     경제적측면
■기존의 시설을 적극적으로 활용 가능하여 비용절감 가능. 

■방문객 유치를 통한 경제적 파급효과 가능. 

환경개선측면
■단지 전체차원의 생태가치, 환경가치 복원을 위한 시설과 

기법들의 적극적인 도입이 가능하다.
기타 단점 ■대체산업모색을 통한 지역경제 가치 창출이 폐탄광지역

이동해야 하는 상황인데 문화시설의 도입, 공간의 구획 등 과정에 함께

도입하고자 한다. 추가로 주요 방문방식은 보행으로 올수 있다고 답한 시

민들이 90%이상을 차지하며 약 절반을 초과하는 응답자가 모든 요일에

방문가능하다고 답한 점에 대비하여 산책을 위한 공원, 공연장이 있어 실

제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여가공간, 일상적인 휴식공간 등 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으로 탄생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 공원의 조성과정의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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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의 관심사인 만큼 공원의 조성만으로 기대하기 어렵다.

따라서 추가적인 상업, 문화 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의 도

입으로 방문객유치를 위한 종합공원단지의 조성이 필요함.

장점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서 작동이 용이.

■ 공원소외지역에 부족한 공원을 보충.

    

                      [표 3-11]  한보탄광 공원조성의 장단점 

장단점을 파악한 결과 법적인 규제내부에서 허용하고 있는 만큼 한보탄

광을 공원으로 조성할 경우 개발과정이 간략하기 때문에 사업의 추진에

용이하며 심의위원회의 통과를 거치면 조성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부

족한 공원의 보충을 통해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상적인 여가활동공간을 지

원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방향이다.

하지만 태백시를 비롯한 탄광지역의 사회적 이슈가 대체산업모색을 통

한 지역경제의 창출인 만큼 폐부지로 남아 있는 이곳은 궁극적으로 1. 관

광지로서의 기능을 하여 경제적 가치를 창출가능 2. 부족한 공원을 지원

하면서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으로 기능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향할

필요가 있다. 즉 한보탄광부지는 공원의 조성만으로 그 목적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문화, 상업, 교육 등 기능을 보조적

으로 할 수 있는 시설과 프로그램을 함께 도입하여 복합적인 공원단지로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방향은 관련 토지이용규제법규에서도 다

른 법적 저애사항 없이도 가능하며 <폐특법>이 포함 된 부지인 만큼 공

원복합관광지로서 개발할 경우 국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혜택도 있어

개발비용의 절감 등 이득도 얻을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부지 내에 방치된

건물들에 대한 용도변경이 허가를 받은 후 법적으로 가능30)하여 공원조

성과 관광객유치에 필요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건물들로 재활용을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설계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한보탄광부지를 공원과 상

업, 문화기능이 복합적으로 도입된 관광단지로서 조성하고자 한다.

30)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할 경우 시, 군시

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허가를 받는 경우에만 가능하며 그 밖에 자연녹지지역

에서 건축가능 한 건물로서 용도변경을 할 때만이 허가가 가능하다는 점을 볼 때, 문

화시설, 1,2종근린생활시설의 범주에 속하는 상업시설 등이 모두 자연녹지지역에서 건

축 할 수 있는 범주인 만큼 기존의 방치된 건물들은 공업시설이 아닌 문화, 상업 등

기타 용도로서 변경하여 사용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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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 세부내용

목적/ 지향점

1. 증가하는 지역 노령화 인구를 고려한 노인들을 위한 여가공간

2. 보행권내에 입지한 지역주민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일상적인 여가활동공간

3. 대체산업모색의 일환으로 관광지의 역할을 하는 복합공원단지

4. 기활용사례의 시사점을 함께 고려한 전략설정.

5. 훼손된 환경가치복원을 위한 단계별로 성장하는 공원.
시행사업자 태백시(지방자치단체)의 주도.

이용자 타겟

1. 지역주민 (노인들을 위한 공간 마련)

2. 인근 학교 학생들을 위한 교육의 장

3. 인근관광지 방문객의 유치

4. 통리역 폐선부지 관광자원화 후 이용객
공원유형

&역할

근린공원 & 복합관광단지: 지역주민들을 주 이용자로 하는 근린역사공원의 성

격과 관광객의 유치가 가능한 복합관광지로서의 역할. 

가능성
『국계법』에 근거한 공원조성 가능성.(자연녹지지역에 속해 있음으로 기존건물

에 대한 용도변경신청 후 재활용 가능, 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통과 후 공

원조성가능)

필요성

거시적 각도: 

1. 소유주체의 개발진행에 난항을 겪어 태백시와 협력하여 개발하고자 하였으

며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며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활용할 것을 기대.

2. 부족한 강원지역의 공원보충차원.

3. 도시재생지역으로 중점 지정된 황연동의 수요에 근거한 관광지조성의 필요

성.

미시적 각도: 

공원소외지역에 속하는 황연동에 지역중심 공원역할을 할 수 있는 여가활동공

간의 지원이 필요.

타당성
1. 국토해양부 훈령: 공원의 입지선정 기준에 다수 부합되는 조건.

2. 『폐특법』에 근거하여 관광지 성격의 복합단지 조성 시 개발비용일부 지원 

및 조성 후 관리비용 연이율 2%의 지원.

소결

본 장절에서는 한보탄광부지가 복합공원단지로 되기 위한 가능, 필요,

타당성을 다각도로 분석함으로써 지역수요의 각도에서 탄광체험테마단지

가 아닌 공원소외지역에 속하는 황연동에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공간으

로 서 작 동 하 면 서 관 광 지 로 서 기 능 하 는 공 간 으 로 제 안 한 다 .                        

 

                         

                       [표 3-12] 한보탄광부지 조성내용 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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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대상지의 분석

2.1 거시적 맥락의 분석

2.1.1 도시인구변화 추세

                        [표 3-13] 태백시인구 변화추이

        자료: 태백시 통계연보(2012년) 참고 연구자 작성

전반적으로 볼 때, 대표적인 폐탄광지역인 만큼 번영기와 쇠퇴기의 인

구변화가 급격하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전형적인 쇠퇴지역의 인구감소

현상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장 큰 이유는 태백시의 경우 지난

1988년까지만 해도 인구 11만5천명가운데 1만 5천여명이 광원이었고 34개

탄광이 연간6백76만t에 이르는 무연탄을 생산하면서 어느 지역 못지않게

호황을 누렸던 전국 최대의 광산도시였다. 그러나 정부가 석탄산업의 사

양화에 따라 전국의 탄광들을 정비하기 위해 석탄산업 합리화조치를 시작

한 이후 광업위주로 종사하던 시민들은 일자리가 없게 되자 하나 둘 떠났

고 결국 2013년에 5만명 선이 붕괴되었다. 이러한 현실에 입각하여, 현재

태백시에서는 다양한 정책과 국가로부터의 혜택을 받고 있으며 지역의 쇠

퇴를 되돌리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 중이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바

로 대체산업으로서의 관광지조성을 통한 제2산업의 모색으로부터 지역경

제를 창출하기 위한 핵심 사업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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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대수
인구수 65세이상인구

계 남 여 계 남 여
황연동 2,543 5,358 2,789 2,569 1,009 432 577
철암동 1,545 2,985 1,561 1,424 792 364 428

대상지 소속지역 인구 현황 (자료: 태백시시청 인구통계, 2013년 9월)

   [표 3-14] 대상지 주변지역 인구현황

출처: 강원도 태백시 통계자료 (2013년 9월)

  대상지가 속해있는 지역 및 인접지역의 인구현황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이용객의 유치를 위한 전략의 수립에 있어서 중요한 절차이다. 앞서 전반

태백시의 인구추이로부터 전반 사회인구의 현황을 짚어 보았고 한보탄광

부지가 속한 황연동의 인구를 파악한 결과 노령화 인구가 약 20%를 차지

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다시 말해서 비교적 높은 노령화율을 보이는 지

역이기 때문에 실제 거주노인들을 위한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위해 실제 주민들의 의견반영과 함께 프로그램, 행사 등 세부적인

대안을 제시 할 필요가 있다.

2.2 녹지, 수계, 시가지 현황

                             

                      [그림 3-4] 황연동 수계 및 녹지체계 분포 

              자료: 다음 지적편집도 참고 연구자 재작성

- 녹지

대상지의 인근에는 대면적의 임야가 주변 시가화 지역을 둘러싸고 있어

녹지면적이 매우 높게 보이는 특성을 띠고 있다. 하지만 부지자체는 다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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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암천의 현황 하천양이 적은 철암천 하천 주변 온실시설

통리초등학교 근처 주거단지의 모습 아파트 단지의 모습

간 채탄활동으로 인해 녹지가 파괴되어 있고 인근의 시가화 지역으로 인

해 녹지축의 단절을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주변에 양호한 자연녹지환경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에 입각하여 대상지자체의 녹지를 복원함으로써

주변녹지체계의 연결을 시도하고 단절 된 녹지환경을 복구할 필요가 있

다.

- 수계

태백시의 주요 수체계인 철암천이 보행권 1km내에 입지하고 있지만 현

황파악결과 수질오염이 존재하며 하천양이 매우 적어 경관미를 저해하고

있는 실정이다. 뿐만 아니라 조성 될 한보공원과는 어느 정도거리가 있어

(850m 좌우) 직접적인 연결은 어려우 것으로 판단되며 따라서 공원에서

의 시각적인 연결 등 간접적인 관계를 시도하는 방향을 고려하고자 한다.

                     

                    <그림 3-5> 한보탄광근처에 위치한 철암천 현황 

                             2014년 4월 28일 연구자 촬영

- 근처 시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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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6] 한보탄광 주변 시설 현황

                         사진: 2014년 4월 28일 연구자 촬영

주변에는 주거단지 학교 등 시설들이 분포되어 있는데 보행권 500m 이

내에 입지한 시설들의 현황은 위의 사진과 같다. 공원의 조성은 주요타겟

의 설정에 있어서 정기적으로 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대상으로서 주변

지역주민들과 학교학생들의 수요를 지원하는 공간으로 구성이 되어야 할

것이다.

2.3 주변 관광지의 분포

태백시는 지역경제 활성화, 대체산업의 모색 등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

각되면서 점차 지역의 관광산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대상지의 인근에도

다양한 관광단지들이 입지해 있어 향후 주변의 관광요소들과의 직 간접적

인 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관점에서 도시적

스케일에서 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는 2km 이내에 입지한 대상지 주변의

각종 관광지들을 맵핑해 보았다. 그 결과, 보행권내에 통리5일장, 철암단

풍군락지 등 약 8곳의 크고 작은 관광명소들이 입지해 있음을 파악하였

다. 이와 같은 대상지의 입지적 조건은 향후 대상지의 잠재적 이용객을

지원해주는 원천이 될 수 있는 만큼 세부적인 이해를 통해 고객 유치를

위한 방안수립에 참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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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지 연간방문객32) 연간 행사주최일 상설 주요행사
미인폭포 --- 연중 365일 ---

철암단풍군락지 약 9만2천명 연중 10일
1. 개최기간행사: 단풍 어울

마당, 문예공연, 사진전 등

미로마을 --- 연중 365일

2. 미로마을 숨은 그림찾기

행사.

3. 두레박 물 긷기 체험.

4. 연탄지우개 기념품증정행

사.

5. 마을그리기 대회

태백종합경기장

2013년 기준으로 

18만 1천여 명 방

문.

연중 365일

1. 전국, 도 단위 체육대회 

매년 18회 정도 개최.

2. 20개 전국과 도 단위 체

육대회가 유치될 예정
벽화마을 --- 연중 365일 ---
백병산 --- 연중 365일 ---

통동 5일장

장날마다 최소 약 

300여명의 상인들

이 찾아옴.

매월 5, 15, 25일에 개

장

특산약재, ,건어물 고랭지채

소, 전통 먹거리 등.

                  

                   [그림 3-7] 대상지 근처의 관광단지 입지분포 

         자료: 태백관광안내도31)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작성 

  

 따라서 한보탄광부지로부터 반경 2km이내에 입지한 8개소의 크고 작은

관광지들에 대한 방문객의 대체적인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행

사와 방문객 수를 확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3-15] 대상지 보행권 이내 주변관광지 세부현황

출처: 관련기관 사이트 및 관리자 제공 (연구자 재 작성)

전반적으로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관광지마다 특색이 있는 프로그램의

제시를 통해 지속적인 방문객 유치에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다수가 특정

된 기간에만 행사를 개최하는 것이 아닌 연중 365일을 개방함으로써 방문

객들의 발길을 이끌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인데 이와 같은 주변여건의 배

31) 태백 관광안내도 사이트: tour.taebaek.go.kr.
32) 각 관광지들에 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구축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관련 기관

에서 제공하는 대략적인 방문자통계에 근거하여 정리하였다.



- 63 -

구분 교통 접근성 주변시설 접근성

분 석

항목

· 시내터미널에서 부지까지의 

  반경거리.

· 부지에서 부터 고속IC까지의 

  반경거리.

· 주변 버스정류장까지의 반경거    

  리. 

· 주변 주거단지와의 거리.

· 상업시설과의 거리.

· 문화시설과의 거리.

· 주변 학교까지의 거리.

경은 한보탄광부지가 공원으로 조성 된 후, 잠재적 고객들을 지원할 수

있는 배경이 되고 있다. 따라서 주변 고객들을 지속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단, 장기적인 프로그램의 도입을 각 관광지 특성에 근거하여 제안함으로

서 관광자원과의 직, 간접적인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2.4 입지의 맥락 

            

                    [표 3-16] 한보탄광부지 입지특성 분석항목 

(1) 낮은 시내중심과의 접근성

시내중심과의 접근성이 보통정도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부지는 가장 많

은 인구를 보유하고 있는 태백시중심과의 거리를 보면 2km이외에 입지하

여 낮은 접근성을 보이고 있다. 이는 다른 각도에서 해석하면 더 많은 잠

재적 고객의 유치를 위해서 인위적으로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한 대안의

모색이 필요함을 암시해 준다.

(2) 낮은 IC에서의 접근성

IC와의 접근성을 분석한 이유는 폐광부지의 활용에 있어서 주 이용자

타겟을 어떤 범주로 정해야 하는지 시사하기 위함이다. 즉, IC에서의 접근

성은 다른 지역에서 방문하는 이용자들의 접근편리와도 직접적인 관계가

있기 때문에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으면 방문객들의 이용에 불편을 주게

되며 궁극적으로 지속적인 방문자 유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런 입지적 조건을 고려하여 향후 폐광부지의 활용방안 모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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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주 이용자들은 주변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되 활성화를 위해서

해당지역주민과 타 지역의 방문자들의 접근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전용차

량, 노선 등을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3) 높은 대중교통 접근성

대중교통을 이용한 접근성을 살펴보면 유일한 교통수단이 시외버스인데

도보접근이 용이한 500m~1000m 이내에 정류장이 있어 높은 정도의 대중

교통 접근성을 보여준다. 이러한 교통조건은 다른 시설이나 시내중심, 및

주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관광지와의 연결도 한층 가능하게 해줌으로

서 간접적인 연계를 시도해 볼 수 있다.

(4) 높은 주변 주거단지 접근성

주변 잠재적 이용객의 지속적인 유치에 대한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주변 주거단지의 접근성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도보권 이내에 아파트단

지와 저층주거단지들이 분포하고 있다. 이러한 조건을 기반으로 향후 활

용 될 폐광부지의 활성화를 위하여, 주민편의 공간, 파괴된 녹지를 복원하

여 주민을 위한 녹지공간, 일상적인 이용을 확보할 수 있는 행사 등을 주

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듣고 그것을 반영하는 방안을 함께 고려할

경우, 이를 이용할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작동가능 한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

(5) 보통정도 상업시설 접근성

상업시설과의 접근성을 파악한 결과 보통정도로 나타났다. 즉 주변의

상업시설들과의 거리가 보행으로 접근이 다소 불편한 거리에 있어 향후

공원 조성 시 공간·시설내부에서 독립적으로 상업기능을 할 수 있는 시설

의 도입을 고려하여 방문자 편의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6) 높은 관광지 접근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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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탄광부지의 활용방향을 고려 할 때, 단독으로 작동하는 문화적 기능

의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으며, 인근 관광지와 문화시설들과의 연계

가능성과 프로그램적 연결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전반적인 분석결과

로부터 해석해보면, 반경 1000m이내에 크고 작은 문화시설, 관광지들이

입지하여 있어 주변 잠재적 방문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공간, 프로그램,

혜택의 제공을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7) 높은 학교 접근성

마지막으로 교육적 프로그램의 연결가능성을 검토해보기 위해 주변학교

와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통리초등학교와의 접근이 보행에 용

이한 1km이내에 입지하고 있어 직접적인 연계 활용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즉, 학생이용자들의 유치를 위해 교육·체험프로그램의 도입 역

시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2.5 도시적 스케일의 주변교통망 

                 [그림 3-8] 대상지의 위치 및 교통조건 분석 

                 (다음 지적 편집도에 근거하여 연구자 재작성)

공원의 조성에 있어서 주변 시민들의 지속적인 이용도 중요하지만 지속

적인 관광객 유치를 통한 가치창출 및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는 부지가 되

려면 우선적으로 광역적인 범위에서 교통조건이 양호한 입지를 갖추어 관

광객들의 유치에 유리해야 한다. 따라서 도시적 맥락에서 주변교통망을

분석한 결과가 그림 과 같으며 전반적으로 태백시 전체를 순환하는 2차선

도로가 도보권 이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근 40여년의 역사를 가지는 통리

역 폐선부지가 보행권 500m이내에 입지하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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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결

결과적으로 한보탄광부지는 주거지역과의 접근성이 높은 것 외에 초등

학교, 및 시가지 지역과의 접근성이 보도로 용이한 1km 이내에 입지하는

위치에 있어 주변 여건을 활용하고 잠재적 고객을 유치 할 수 있는 전략

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음을 파악하였다. 뿐만 아니라 500m이내에 정류장

이 위치하며 태백시 전체를 순환하는 주요교통노선 역시 보도권 이내에

있어 전반적으로 잠재적 고객유치에 유리한 조건들이 제공되고 있으며 주

변 관광지와의 거리 역시 광역적 연결이 가능한 2km이내에 입지한 다양

한 시설들이 있어 광역계획의 방향설정에 있어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다.

                    [그림 3-9] 한보탄광 입지현황 위성도면 

             (다이어 그램 이미지: 구글맵을 활용하여 연구자 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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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세부대상지의 분석

1 지형/ 표고분석

                       [그림 3-10]  한보탄광 표고 및 단면 분석 

한보탄광의 경우 고원지대인 태백시에 위치해 있어 전반적인 표고는 높

은 것으로 나타난다. 크게 동측의 백병산 산자락에서부터 서측에 입지한

시가화 지역까지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있는 형세이다. 전체 경사도는

0에서 32까지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대부분의 부지들은 평지화 작업이 필

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활용 가능한 0~16까지의 경사지가 주 분포를 이루

며 위쪽으로 가면서 일부 넓은 면적의 경사지를 이루는 상태를 보인다.

                   [그림 3-11] GIS툴을 통한 경사도 및 향의 분석

전체 지형의 향 분석과 경사도 분석을 통해 부지의 표피적 조건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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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설계를 위한 기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GIS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결과 대상지의 서측에서 동측으로 가면서 점차 높은 경사

를 보이고 있다.

향 분석을 통해 향후 식재위치선정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으며 분석

결과를 해석하면 대체로 북쪽이 음지, 남과 서쪽이 양지, 동측이 반양지로

나타나며 이에 따라 선택적으로 음지 및 양지식물 등 식물이 선호하는 환

경에 따라 도입해야 한다. 뿐만 아니라 지형의 경사에 따라 접근성, 공간

의 활용여부, 고착식생의 도입, 동선의 변화 등 이 직접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공간기능의 구분, 프로그램의 도입과 같은 공간조성전략의 방향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2 세부공간 구성

                         [그림 3-12] 공간의 현황 구성 

                     

  세부 공간을 분석한 결과 대상지 사이사이에 끼어있는 3개의 큰 경사지

와 1개의 완만한 경사지가 있으며 전체 면적은 약 14만 5천 제곱미터에

달하지만 그중 경사지의 표면적과 건물면적을 빼면 11만 5천 제곱미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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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토지가 사용가능하다. 그 외에 가장 큰 이슈는 경사지의 영향으로

총 6개의 판으로 지표면이 구성되고 있다는 점인데 그만큼 다양한 높이차

이로 인해 전망이 좋은 공간들이 부지의 위쪽에 분포해 있는 특징이 있으

며 입구부분에는 넓고 평탄한부지가 있는 등 다양한 공간조건을 갖고 있

다. 이와 같은 이슈는 향후, 실제 공간 조성전략에 있어서 직접적인 방향

을 제시해 줄 것이며 따라서 계획·설계 및 세부 프로그램에도 직·간접적

인 영향을 주게 된다.

                        [그림 3-13] 전체 공간의 세부 분석

부지의 곳곳에는 총 6개의 크고 작은 자투리 공간들이 자리 잡고 있는

데 앞서 설명한 6개의 큰 판을 활용하는 것 외에 이러한 공간들에 기능을

부여함으로써 연결고리로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도 중요하

다. 이상의 공간들은 모두 기존 부지외곽에 둘러싸인 높은 소나무로 위요

된 공간들로서 휴식공간, 야외식음공간으로 등 다양한 기능공간으로서 잠

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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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세부상황 요약 및 향후 가능성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잠

재

력

1 .경사도가 

없는 평지.

2.접근이 용

이.

3.녹지가 풍

부함.

4. 기존주차

장보유

1. 보존상태가 

가장 좋은 건

물보유

2. 총 4개의 

자투리공간 보

유

3. 넓고 평탄

한 부지.

1. 조망권이 

매우 좋음

2. 가장 역사

가치가 있는 

폐건물 보유

3.두개의 큰 

자투리공간보

유

1.폭이 좁은 

공간과 넓고 

평탄한 공간

의 혼합구성

2. 부지의 가

장 중심부33)

3. 역사가치

가 있는 폐건

물 보유.

1. 2번째로 

지표가 높은 

위치에 있는 

공간이므로 

주변지역의 

조망좋음.

1.부지 내에

서 가장 높

은 공간.

2.  자연림을 

배경으로 둘

러 진 공간

3. 넓은 평지

/ 등산로 연

결 지역

단

점

1.길이가 길

고 폭이 상

대적으로 좁

은 공간

    ----

길이가 길고 

폭이 좁은 공

간

2번에서 3번 

진입공간양쪽

이 경사지이

므로 공간 폭

이 좁음

두 개의 크

고 작은 경

사지에 의해 

위요된 공간

주 입구에서 

가장 멀리 

떨어져 접근

성 낮음.

공

간

크

기

82*560m 115*310m

40*660m (최

대)

15*660m

(최소)

160*315m(최

대)

10*315m

(최소)

62*275m 130*150m

가

능

성

휴 식 공 간 , 

운 동 공 간 , 

주차공간 등

전체 부지의 

핵심문화,소비

공간, 

주요 조망공

간, 포토존.

다른 공간에

서 시각적 조

망효과를 핵

심으로 한 경

관구역

6번 공간과

의 기능적 

연결공간

다목적 활동 

행사공간. 등

산객 경유공

간

                      [표 3-17] 공간의 세부 상황 및 장단점  

따라서 전체 공간에 대한 장단점와 조건을 평가하고 정리해 보았는데

이상의 내용은 부지가 가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슈로서 공간의 구획, 프로

그램의 도입, 동선의 구성 등 계획에 있어 근거가 된다.

33) 3번 공간은 전체 부지의 중심공간이며 지표의 높이 역시 중간단계에 위치해 있어 4번

5번 6번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입지적 조건을 갖추고 있다. 따라서 3번 공간의 경우

3개의 공간에서 모두 직접적으로 조망이 되는 구역인 만큼 위에서 조망하는 시각적인

효과, 부지의 좁고 넓은 공간이 혼재된 특성을 살려 설계하는 전략을 펼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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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사지로 의해 나뉘는 6개의 큰 공간

             [그림 3-14] 경사지에 의해 6개의 큰 공간으로 나뉘는 한보탄광부지 

-각 공간별 특성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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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5] 공간별 특성 종합 다이어그램34) 

앞선 도표형식으로 정리된 내용에 추가하여 실제답사에서 측정한 공간

별소음정도, 식생정도, 경사 등 정보를 통해 향후 설계에 필요한 기조들을

파악하였다.

3. 식생분포 맵핑 

                     [그림 3-16] 한보탄광 부지 식생의 맵핑 

               (다이어 그램: 다음 맵과 현장답사에 근거하여 작성)

현재 부지 내부와 외부의 식재에는 확연한 수령, 밀도의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탄광부지의 주변을 따라 수령과 밀도가 높은 군락지가 남아있고

내부에는 주로 입구쪽에 식생들이 밀집되어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로

가면서 식재분포는 산발적이며 갓 심어진 고착수종들이 변두리의 무성한

식생상태와는 선명한 차이를 띠고 있다.

                       

34) 여기서 각 공간별 소음측정은 휴식공간조성을 위한 공간선택의 타당성을 제시하기 위

함이며 측정방법은 스마트폰 소음측정어플인 Sound Meter을 이용하여 5분 동안 해당

공간에서 측정한 평균 데시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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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지내부 입구쪽의 식재 상황 
        

부지내부에는 대체로 관목류들이 입구쪽에 많이 분포해 있는데 이유는

                  [그림 3-17]  부지 내부에 식재된 교목의 상태 

탄광부지의 척박한 토양은 입구쪽에 있지 않고 위쪽으로 가면서 나타나기

때문에 기존의 수종들이 잘 자라고 있다.                

- 부지내부의 식재 상황 
                  

                         

                       [그림 3-18]  부지내부의 식생 상황

- 부지변두리 외부의 식재 상황 

부지 위쪽으로 가면서 점차 대부분 30~50cm 정도의 자작나무, 소나무

가 심어져 있는데 광해관리공단에서 폐부지복원목적으로 심어둔 것들이

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분포가 매우 산발적으로 식재되어 있어 향후 공원

조성에 있어서 미관을 위한 차원에서 재 배치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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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9] 부지 변두리의 식생 상황

탄광부지의 경우 작업특성상 임야에 입지하는 경우가 많다. 한보 탄광

의 경우 역시 백병산의 산자락에 입지하고 있어 주변에 수목의 생육상태

가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하지만 부지자체는 채탄작업으로 인해 식

생밀도가 매우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가장 특징적인 점

은 단지내외부의 식생연령, 상태 등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주

로 변두리를 따라 기존의 식생들이 남아 있는데 전반적으로 소나무와 메

타세콰이어 두 종류로 식재되어 있으며 생육상태가 양호한 실정이다. 반

대로 부지 내부에 있는 식생은 어린소나무, 자작나무 두 종류가 심어져

있으며 광해관리공단에서 식재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따라서 향후 식재의

설계에 있어서 현재의 식생들은 보존하면서 생육을 도울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고 추가적으로 탄광부지에 자생력이 강한 자생수목들을 도입함으로

써 점진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전략을 함께 고민

하고자 한다.

                      

                     

           [그림 3-20] 부동한 생육상태를 보이고 있는 내 외부 식생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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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 식생현황 분석세부 주변분포 수종

NPD-25C36)- 높은 밀도의 소나

무.

NEB-24C- 높은 밀도의 기타활

엽수.

NEB-13C-소경목 높은 밀도 활

엽수.

ALL-25C-전나무 높은 밀도 

NQM-24C-미림목지신갈나무, 

높은 밀도.

ALL-24C-전나무 높은 밀도.

AAH-24C-높은 밀도 중경목 전

나무.

(자료: 산림공간정보 서비스) 35) 

                          

                       [그림 3-21] 주변 식생현황 세부 분석

식생의 상황은 앞서 분류한 3가지로 크게 나뉘며 부지내부와 외부의 수

령, 밀도, 수종 등이 부지의 경계를 따라 명확한 차이가 남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탄광개발 이전에 있던 나무들로서 높은 밀도를 가지며 생육상

태가 양호하다. 따라서 부지의 경계에 따라 분포한 공간들은 수목에 의해

그늘이 조성되고 위요된 공간적 특징을 가지게 되며 향후 이러한 조건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

4. 건축현황분석

현재 부지내부에는 채탄활동과 관리에 쓰이던 8채의 크고작은 건축물들

이 그대로 남아 있다.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일부는 근 50년의 역사를 가

지고 있으며 채탄활동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생산 가공시설들이었다고 한

35) 정보서비스 : http://116.67.44.22/forest/?systype=geopdf#

36) 출처: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 수목임상도: 라벨 설명: N-임종(천연림)  PD-수종(소

나무)  C- 수관밀도(밀집) 경급-중경목(2급) 영급-3영급(3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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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관리실 건물 ❶ 가공장 폐건물 내부 ❷ 사무실 건물 ❸

저장고 건물 ❹ 관리실 건물 ❺ 저장고 건물 ❻

저장고 건물 ❼ 직원 활동실 2층건물 ❽

보류대상: ❹❻
철거대상: ❶❸❺❼
활용대상: ❷❽

다. 따라서 설계진행에 앞서 부지 자체의 역사적 가치 내포하고 있는 건

물들로서 상태가 양호하다고 판단되는 건물들을 선별하고 활용, 철거, 보

존 여부를 가리고자 한다..

                       [그림 3-22]  폐탄광부지의 건물현황

  사진: 2014년 4월 28일 연구자 촬영

총 8채 건물에 대한 보존, 활용, 철거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타당한 기준

의 설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그 기준을 1. 기존연구에서 설립하

고 있는 이주형, 장석화(2006)의 한국근대 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

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근대건축보존원칙 일반기준 2. 기준에 근거한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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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기준 내용

물리적

가치

보존과 활용

의 가치

크기
규모적인 특성과 공간스케일에 따라 보전 후 앞으로 활용

가치가 있는 것.

용도 기능적 가치가 높고 원형보전이 잘 되어 있는 건물.

오염정도
건물내부분만 아니라 외부공간의 오염상태를 바탕으로 선

정.

역사적

가치

건축양식적 

특성 및 미

학적가치

현장목측에 의거하여 3단계 레벨평가를 실시함.

상: 건축 양식적 가치가 뛰어난 건물.37)

중: 건축 양식적 가치가 보통인 건물.

하: 건축 양식적 가치가 보편적인 건물 

구조 

및 재료

상: 구조 및 재료의 희귀성, 내구성 등 가치가 노고 재현이 어려운 건

물

중: 구조 재료의 희귀성 내구성 등 가치가 인정되는 것

하: 구조, 재료의 희귀성, 내구성 등 가치가 낮은 것(최대 30년 이하)

사회

문화적 

가치

사회이벤트/ 

문화적 가치

상: 사회 문화적인 이벤트 및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공공성, 역사성이 

강한 것.(근대 이전)

중: 사회 문화적인 이벤트 및 그 가치가 높은 것으로 역사 및 사회측

면에서 의미가 있는 건물.

하: 사회 문화적인 이벤트 및 그 가치가 높지 않은 것(최대 30년 이하) 

답사목측을 하고 건물상태를 파악함으로써 활용여부를 결정하였다. 구체

적인 세부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표 3-18] 보전대상 건축물의 선정기준38)

대상지 내 건물들은 다수가 30년을 넘는 것들이다. 이처럼 노후건물들

인 만큼 다수는 구조가 파괴되어 외형의 일부만 남아 있는가 하면 일부

건물은 벽면 일부만 파괴되었을 뿐 전반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등 여

러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구체적으로 6번과 4번 건물의 경우 외형만 남

아 있고 구조 및 형태는 거의 파괴된 상황이지만 전체부지에서 역사적 가

치가 가장 높아(근40년) 그대로 남기는 방식으로 부지자체의 역사가치를

전시하는 방향으로 제안하고자 한다. 1,3,5,7 번의 경우 건축면적이 작거나

구조적으로 훼손정도가 심한 이유로 철거를 결정하고 2번과 8번은 계단

일부가 훼손되어 있지만 면적이 크고 전반구조가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있

어 보수를 통한 활용대상으로 지정하였다.

37) 예를 들어 전통건축양식 등 외관의 형태가 근대에 지어진 것으로서 희소성이 있는

것.

38) 이주형, 장석화: 한국근대 건축물 보존 및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건축학회 2006,에서

제시하는 근대건축물 보존원칙을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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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물의 위치관계 분석

                  [그림 3-23] 부지내부의 건축물 위치관계 분석

현재, 부지내부에는 구조적으로 잘 보존된 4채의 건물과 훼손이 심하게

된 건물 3채가 방치되어 있다. 건물간의 위치관계를 파악한 결과 일부는

공간, 거리적으로 가까이에 있어 연결가능성이 강한 반면, 경사지에 의한

단절, 공간적 입지의 거리에 의한 낮은 연결성 등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

을 파악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분석은 향후 건물사이의 연계성에 따라 프

로그램의 상호보조와 연결 등 방안을 고려함에 있어서 실질적인 근거를

제시해 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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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 건물 현황

     

입평면도 건물 내· 외부 구조 
재료구성 : 콘크리트 철근

내부: 총 3개의 공간구성.

각 공간마다 3개의 기둥과 4개의 

가로로 된 지붕지지대로 구성

건물 상태
건물 지붕이 훼손되었지만 나머지 

부분은 모두  양호한 상태로 보존 됨.

건물 조성 연도: 1973년

건물 용도: 석탄가공장

면적: 약 5063 m²

공간 잠재력

1. 전체 건물 중 가장 큰 면적과 비교

적 양호한 보존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 

2. 공간내는 폭이 좁고 길이가 긴 3개

의 단절된 공간구성

3. 입구와 비교적 가까운 곳에 입지하

여 있어 접근이 매우 유리. 

-활용대상으로 선정한 건축물 세부분석 

1. 석탄 가공장건물

                      [표 3-19] 석탄가공장 건물의 현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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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분석 건물 현황

   

입평면도 건물 구조 
외부: 콘크리트 표면 마감

내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음

건물 상태
외부의 일부분이 훼손되어 있지만 

내부구조는 양호한 상태.

건물 조성 연도: 1977년

건물 용도: 직원 활동실

면적:  650m² + 560m²

건물 잠재력

1. 비교적 넓은 면적과 양호한 보존상

전체 부지에서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입지해 있고 면적이 가장 넓으

며 보존상태 역시 제일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는 이 건물은 역사가치가 근

40여년이 되는데 공간구조가 세 개의 단절된 좁고 긴 공간으로 나뉘어 진

것이 특징적이며 외벽은 콘크리트 마감으로 처리되었다. 이상의 장점에

근거하여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보완하고자 재활용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 직원 활동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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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탄광부지의 토양분포 번호 토양상
토 양

구성

표토

석력

유효

토심

배수

등급

432
KzE2 Kz

자갈

10~1

5%

보통

50~1

00

양호

78
KlF2 Kl

바위

10~3

5%

보통

50~1

00

양호

258
DgF2 Dg

바위

20~4

5%

얕음

<20

매 우

양호

태를 유지하고 있어 재활용이 가능함.

2. 35년을 넘는 역사적 가치가 있음.

                 [표 3-20] 직원활동실 건물의 현황분석

마지막으로 직원들의 활동실로서 사용되던 이 건물은 공간구조가 다양

하고 건물내부의 상태가 양호한 장점을 가지며 2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비

록 외부의 계단, 벽면 일부가 훼손되기는 하였지만 보완 후 충분히 활용

가능 할 것으로 예상되며 입구와의 거리가 모든 건물 중 두 번째로 높다

는 점을 감안할 때, 방문객들의 접근이 매우 용이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

5. 토양분포 및 구성

토양의 구성을 파악하는 것은 향후 식재 설계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고

려해야 할 기본조건인 동시에 가장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특히 폐탄광처

럼 척박한 토지에 대한 식재설계에서 토양조건의 면밀한 파악이 필요하며

이에 근거한 수종의 도입 등 전략을 진행해야 한다. 따라서 세부적인 토

양현황의 구성을 GIS툴을 통해 분석해 보았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3-21] 한보탄광부지의 토양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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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결과, 전체 부지는 배수를 위한 조건에서 양호한 상태를 보이고 있

으나 채광활동으로 인해 폐석더미가 위주인 동측은 토심이 매우 낮게 분

석되며 따라서 제한적인 식생조건을 요구한다. 하지만 서측(입구부분)과

중간부분에 있는 토양들은 대체로 배수가 양호하며 자갈의 비례역시 낮은

수준으로 다양한 식생의 도입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유는 동측

의 경우 기존의 채탄활동 시 남겨진 폐석더미가 쌓인 곳이기 때문이며 서

측과 중간부분은 주요건물시설들이 입지한 곳으로서 직접적인 채탄활동이

일어난 곳이 아닌 만큼 토양이 비교적 비옥하다.

6. 대상지의 물리적 현황 다이어그램

                    [그림 3-24] 한보탄광의 물리적 현황 다이어그램

지금까지의 장절은 모두 한보탄광의 현황에 대한 조사분석을 통해 잠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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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잠재적 특성/ 현황 문제점

교통

 교통

 접근성

IC ·낮은 IC 접근성 (2km 밖에 위치)

시내 ·보통 시내 접근성 (2km 이내 입지)

버스정류장 ·높은 정류장 접근성 (0.5km이내 위치)

 도보

 접근성

문화시설 ·비교적 높은 접근성 (2km 이내 입지)

상업시설 ·보통 접근성 (2km이내 입지)

주거단지 ·높은 접근성(0.5km 이내 입지)

학교 ·높은 접근성(0.5km 이내 입지)

지속

가능

측면

지속가능성 

저하

경제측면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금투자 및 일부 단체의 비   

리로 인한 공적 자금 낭비.

·훼손 된 산림녹지복원을 위한 자금소요

환경측면

·쓰레기의 무단방치, 

·체계적인 관리부족, 

·낮은 환경평가가치
·낮은 생태등급 및 나지로 평가되는 토지분류

사회측면
·도시의 미관제하
·청소년 우범지대, 관리를 위한 인력소모

공원

개발

개발과정 

용이

관련 법률 및

토지이용제한

·4개의 법률제한 포함

·공적투자와 개발을 요하는 규제들이 다수 차지

력과 문제점을 발견하고 앞으로 지역민들을 위한, 더 이상 버려져 있는

폐부지가 아닌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공원으로 작동하기 위한 일련

의 절차들이었다. 따라서 전체 물리적 현황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특성

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발견하였으며 향후 설계방향 및 목표의 설정에 있

어서 물리적 환경의 활용하는 기초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3절 현황분석을 통한 부지이슈 종합

한보탄광부지에 대한 다각도의 분석 및 이슈를 도출한 결과 다음과 같

은 6가지 면으로 요약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활용방향을 제시함에 있

어서 우선시해야할 사항들이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이슈와 문제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방안은 이상의 사항들을 출발점으로 삼고 개선하기 위

한 해결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장절은 설계를 진행하기 위한 전수단

계로서 한보탄광부지에 대한 답사를 바탕으로 이슈를 종합적으로 정리하

였다. 따라서 전체 설계의 세부적인 주안점과 전략은 이하의 이슈에 기반

하여 제시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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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

·국계법의 제한을 받는 공원 개발가능성.
지역의 

공원수요
공원의 부족 ·황연동지역 중심기능을 할 수 있는 공원필요

시민의견 긍적적인 반응 ·다수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음. 

도시적

맥락

주변인프라 

시설

연계가능 한 

관광자원
·보행권 1km내에 5개정도의 관광지 보유.

주변 

주거단지

잠재적 고객의 

보유
·아파트, 단독주택 등 주거단지 보행권 내 분포.

오픈

스페이스

자연환경과의 

연계시도
·인근에 백병산 위치. 산림자연환경 양호

주요교통노

선

도시 

주요교통선로
·태백시 전체를 관통하는 버스노선/주요도로 보유

대상지 

현황

기존시설
산업폐시설의 

방치

·광미/ 폐석터미의 방치

·기존 생산건물의 방치(총 8채 존재)

·보존이 양호한 기존 도로시설(포장도로)

건축물 건물상태
·8채의 크고 작은 기존 건물 방치. 

·2채의 건물은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활용..

식생
낮은 식재밀도 ·부지내부의 식생밀도와 수령이 매우 낮음

식생분포
· 부지경계를 따라 기존의 식생군락에 둘러싸임
· 입구부분에 기존의 식생이 집중적으로 존재

토양

다양한 

토양유형구성

·부지 진입 부 일부는 평탄화 작업 및 복토 완성
·부지 상단 부 대량의 폐석위주 토양/ 불안정한 지  

표면형태.

비옥도 및 상태
·전반적으로 양호한 배수조건 충족
·부지위쪽으로 가면서 토양의 비옥도가 낮음.

공간 경사 3개의 급경사지와 1개의 완만한 경사로 구성

구성 경사지에 의해 6개의 큰 평지로 구성

기타오염
주변하천오염 ·하천오염현상이 있으며 하천양이 적음.

먼지날림 ·나지상태의 지표면으로 인한 먼지날림 현상

무형가치 오랜 역사가치 ·근 30~40년 가까이 되어 산업유산의 가치 보유.

도시

측면
도시인구

감소현상 ·인구의 감소추세 및 전체 인구 5만명선 붕괴

노령화 현상 ·인근 지역 노령화 인구의 증가추세

비교적 많은 

인구수
·태백시에서 두 번째로 많은 인구수 보유지역.

                       [표 3-22] 한보탄광의 이슈 종합

본 설계의 목표는 주변맥락과 부지자체의 이슈를 파악하여 활용방향을

설정하고 세부적인 설계해법을 제시함으로서 활용계획에 있었지만 무산되

어 재활용의 대안을 필요로 하는 대상지를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견과 결

합하여 지역공원으로 변화시키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장절에서는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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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만의 이슈를 다 각도로 답사와 문헌, 관리자면담을 통해 수집하고

설계를 위한 기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잠재력

1) 백병산 산자락의 일부로서 산림자원 오픈스페이스와의 연결성을 고

려하고 주변 주민들과 타 지역에서 방문하여 등산지로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백병산에 속해있다는 점은 잠재적 고객들을 유치할 수 있는 부지 자

체의 우점이다. 따라서 직 간접적인 연계를 시도하는 방안을 모색하여 향

후 주변 지역을 방문하는 등산객들의 유치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2) 입지조건이 대체로 양호하여 주민들을 주요 타겟으로 하면서 인근지

역의 관광지방문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전략의 수립 필요성을 암시하고 있

다. 다시 말해서 주변 시설과의 연결을 위한 방문자혜택 제공, 전문교통노

선의 신설 등을 통해 직 간접적인 네트워크를 구축 하여 더 많은 방문객

들을 공원으로 유치할 수 있는 조건들을 구비하고 있다.

3) 인근 학교와의 접근성이 높아 학생들이 정기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

록 필요한 프로그램과 공간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실제로

인근에 입지한 통리초등학교의 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뷰한 결과 대체로 야

외실습, 수련회 등을 위해 인근지역의 삼척, 고한 등 지역으로 가야 하는

만큼 가까운 곳에 정기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간을 필요로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4) 상태가 양호한 기존의 도로 및 건물들이 남아 있어 선택적으로 철거

및 재활용의 방식으로서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여 공원방문객의 편리를 제

공하기 위한 시설로 재활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유하고 있다.

5) 4개의 경사지에 의해 나뉜 6개의 큰 공간들은 다양한 공간형태와 조

망조건, 건물, 식생조건을 갖춘다. 이는 대상지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슈이며 공간의 기능과 프로그램 및 전체 공원의 공간적 구조를 결정하

게 되므로 구상과 계획 설계에 있어 방향제시의 근거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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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점

1) 지역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방문할 수 있는 공원의 조성이 미흡하며

공원의 이용을 위해 지역 유일한 태백산 국립공원으로 차로 40분 가량 이

동하여야 한다고 한다. 따라서 지역에 부족한 공원을 조성해주는 차원에

서 지역주민들의 정기적인 이용이 가능한 입지조건을 가진 이곳에 여가공

간의 지원을 해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 토양이 척박하고 부지내부의 식생밀도가 매우 낮아 환경복원이 필수

적이며 상부공간은 기존폐석의 방치 등 문제로 현재의 상태에서 활용가능

한 면적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토지의 개량 및 평탄화 작업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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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장 설계의 기본구상

1절 설계의 기본방향 정립  

앞서 분석한 대상지의 이슈들을 고려하고 대상지를 지역중심의 여가활

동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들의 고려를 기반으로 공간계

획방향을 설정하였다.

첫째: 대상지의 공간특성에 따라 다양한 프로그램과 기능을 도입하기

위해 실제 관계자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듣고 설계자의 주관에 의한 프

로그램도입이 아닌 실질적으로 필요한 사항들을 제안한다.

둘째: 앞서 사례분석에서 종합한 참고 가능한 요인들을 선택적으로 설

계에 도입하고자한다. 이는 기존의 탄광부지를 문화시설화 한 사례들의

장점을 정리한 내용들인 만큼 한보탄광부지의 공원화에 있어 질적 제고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셋째: 주변 인프라와의 연계성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주요 관광지, 주

거지, 문화시설의 분포 등을 고려하여 주변 잠재적 고객들을 유치하고 지

속적인 이용자의 확보를 위한 고민을 함께 진행하였으며 구체적인 5가지

방향을 설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1.1 공간계획을 위한 5가지 방향설정

첫째: 단계별 조성전략의 도입

지역의 주도산업으로서 근 반세기 동안 역할을 해왔던 부지인 만큼 지

역주민들에게는 일상이 묻어 있는 공간이다. 따라서 주민참여를 기반으로

지역전문가들과 함께 공동으로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단기적인 조성에 그

쳐 환경복구, 여가공간제공 등 목적에 달성하는 것이 아닌 점진적인 과정

을 거쳐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고 지역중심의 문화공원 역할을 할 수 있게

시기별 전략이 필요하다.

둘째: 미적가치의 보존 및 활용

 

대상지 가장 큰 이슈는 탄광부지의 외피적 매력이다. 다수의 탄광부지

들의 특성상 광미의 적치, 및 다년간의 채탄활동으로 여러 가지 지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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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합 존재하는 특징이 있어 선택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으며 그 밖에 탄

광부지라는 자체의 독특한 미적 가치가 있다. 따라서 탄광부지의 외피적

특성을 조경기법으로 드러내어 타 공원들과 경관적 차별화를 두고자 하며

다른 탄광부지들과는 달리 평지가 다수를 차지하는 만큼 평탄화 작업을

거치지 않고 현재 지형 그대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한다.

              

          [그림 4-1] 대상지의 지형현황- 다양한 지형형태를 갖춘 한보탄광

                          2014년 2월 26일 연구자 촬영

                   

                [그림 4-2] 부지 자체의 경관을 보류하기 위한 구상

구체적인 전략으로서 공간의 설계과정에 1. 탄광부지고유의 지형적 라

인을 보류하고 2. 현재 경사지 일부는 고착식재를 도입하되 사면을 부분

적으로 드러내어 탄광부지만이 가지는 토양적 특징을 시각적으로 전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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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3. 철거대상으로 선정한 건물들의 폐자재를 다시 공원시설물로서 재활

용하여 역사가치가 있는 건물들의 재질적 외피를 공간에 도입한다.

셋째: 주변 인프라와의 연결

  

                    [그림4-3]  주변 인프라의 분포 상황

앞서 교통분석과 입지조건으로 부터 볼 때 한보탄광 부지는 인근에 등

산로를 포함한 백병산의 산자락과 인접한 지역에 입지하고 있어 평소에도

등산객들이 경유하는 곳이기도 하다. 뿐만 아니라 보행권내에 학교, 주거

단지가 입지하고 있어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 공원과 문화시설들을 법적

규제 내에서 도입한다면 지역주민들을 위한 여가공간과 새로운 관광지로

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이고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인근

의 자연환경조건, 주거지역 및 교통주요노선이 포함되는 교차지대에 입지

해 있어 접근성이 양호하고 잠재적 고객의 유치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대상지에 대한 공원조성만으로 일상적인 여가공간으로서 작동하

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1. 주변의 자연인프라, 주거단지, 관광시설

들과의 직 간접적인 연결을 시도하며 지속적인 방문자 유치를 위해 주민

들의 실제 의견과 설계전략을 결합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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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관련계획을 고려한 구상 안 연계

강원태백시가 2014년 4월에 ‘통리지역의 폐 철도역사, 구탄광도시의 정

체성을 살린 소도시 재생’이라는 도시재생 선도지역 공모사업에 최종선정

되면서 총사업비 98억원 중 국비 60억을 지원받게 되었39)다. 앞으로 4년

간 국비 60억과 행정·기술적 지원을 받아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게 되고 폐쇄된 통리역을 활용한 관광열차사업을 진행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향후 계획과정에 보

행권내 500m에 입지한 통리역의 활용방안까지 함께 제시하면서 한보탄광

공원과의 연계를 시도하고자 한다.

다섯째: 지형 상태에 근거한 공간 구획 및 기능도입

 탄광부지는 다른 폐부지들과 달리 지형조건이 다양하며 일반적으로 경

사지와 평지가 종합적으로 포함된다. 한보탄광 역시 따라서 앞선 공간별

분석과 지형분석 등에 근거하여 6개의 큰 공간으로 구성됨을 알 수 있었

고 이는 대상지만이 가지는 독특한 이슈인 만큼 활용방향의 설정에 기초

가 될 것이다.

2절 한보탄광부지의 공원화 전략

2.1 공원조성의 목표

전체 설계연구에서의 핵심은 태백시 황연동에 위치한 한보탄광부지를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원으로, 대체산업으로서 가능한 관광지로 변모하기

위한 구체적인 설계대안을 연구하고 제시하는 것이다. 앞서 전반적인 한

보탄광부지의 답사를 통해 입지조건, 세부현황 등 이슈를 파악함으로서

공원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설계적 전략제시의 기점으로 정리하였다.

따라서 이번 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한보탄광부지의 설계 방향을 구상

하고 계획과 설계로서 구체적으로 드러내 보고자 한다. 다시 말해서, 설계

는 이상의 조건들을 근거로 진행 될 것이며 현재 대상지만이 갖춘 조건과

39)공감언론 뉴시스: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 .2014년 4월

29일. “태백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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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로부터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적으로 실제 주민들의 의견을 함께 반영

하여 실질적인 활용전략을 도입하면서 공원의 큰 목표를 달성하고자 한

다.

■인근지역 노인들을 위한 활동공간

주민인터뷰와 입지조건 및 소속지역 공원부족실태에서 볼 때, 궁극적으

로 이 공간은 지역주민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공간이 될 필요가 있으며

공원의 지속적인 이용을 위해서라면 가장 먼저 주변지역의 잠재적 이용객

들을 위한 공간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인근지역에 초

등학교가 있는 만큼 교육의 장으로 기능해야 하며, 해당 지역(황연동)인구

중 노령화 비율이 20%이상을 차지하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

다는 점을 감안 할 때 노인들을 위한 공간의 구획은 불가피하다.

■관광지의 기능을 하는 지역 역사공원

태백지역의 관광지개발사업의 수요와 추세, 및 2014년에 도시재생지역

으로 지정 된 황연동40)의 실정으로부터 볼 때, 한보탄광부지의 개발은 공

원으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관광객들을 유치하여 경제적 가치창출을 할

수 있는 부지로 작동 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단순히 공원의 조성

만으로는 이와 같은 목적에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설계자는 기존의 방

치된 건물들을 선택적으로 보존 활용하여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면서 방문

자들을 위한 편리시설, 교육 및 문화시설로 사용하는 전략을 취함으로써

신축비용절감, 역사가치의 활용 등 장점을 얻고자 한다.

■탄광부지의 가치를 보유한 공원

탄광부지의 이슈는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외피적 가치는 부지

40) 『 강원도 태백시는 통동 일대를 폐 철도역사와 탄광 도시의 정체성을 살려 관광상품

으로 개발한다....』 2017년까지 개발 이번에 선정된 선도지역 13곳은 국토교통부가 최

근 낙후된 도심지역의 기능을 회복하고 재정비하는 도시재생 사업으로서 쇠퇴한 도시

기능을 살리는 것이 주목적이라고 발표.

자료출처: http://www.sportsworldi.com. 2014년 4월 29일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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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높고낮은 지형, 검은색의 폐석토양 역사적 가치 등이다. 이러한 조건은

다른 유휴부지와는 달리 독특한 내· 외형적 잠재력을 가지며 부지내부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물들은 다른 곳에서 볼 수 없는 탄광부지의 이슈이

다. 따라서 수많은 공원과 다른 모습을 설계적 해법으로 표현할 필요가

있으며 탄광지역고유의 산물을 활용하고자 한다.

■훼손환경 가치의 복원을 위한 성장하는 공원

앞서 한보탄광부지는 환경가치가 저하된, 산림훼손이 되어있는 땅임을

확인하였다. 다년간 채탄활동은 주변녹지의 단절 및 파괴를 초래하였기

때문에 일차적인 공원녹지조성으로서는 목적에 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환경가치를 훼복하고 단절된 산림녹지를 이어줄 수 있도록 단계별로 성장

하는 공원의 비전을 위해 자생력이 강한 수종의 선택, 및 적합한 수목입

지선정 등 분석에 기반할 필요가 있으며 현재의 환경문제인 먼지날림 등

을 완화, 해결 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변 학교학생들을 위한 교육 및 활동의 장

보행으로 약 14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입지한 통리초등학교의 경우 야외

실습을 위해서 매번 버스를 이용하여 40분가량 떨어진 삼척시나 사북으로

가야하는데 실제 인터뷰 결과 학생들은 교육프로그램의 도입을 요구하는

실정이다. 한보탄광부지는 인근주민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공원인 만큼

그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한다.

  이상 제시하는 목표는 한보탄광공원이 갖추어야 할 큰 스케일에서의 방

향이자 목표이다. 이와 같은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 단계별전략과 구체화

된 계획 설계를 진행하는 방식을 거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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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전략                        단계전략의 세부사항

1단계 

사업

과정 

전략

· 내부 건물들에 대한 측량 및 상태 점검

· 내부 수목 및 지반침하여부, 토양복토여부 등 공원조성을 위한 상황 점검 기초작

업 시행.

· 건물 및 지반침하의 여부를 확인 후 위험지역은 진입금지를 취하고 나머지 공간

은 대외로 공개.

· 사진작가,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탄광경관 촬영전을 개최.

· 기존의 넓은 진입구의 평지에서 주민을 타겟으로 하는 단기 축제개최.

2.2 단계별 조성전략 수립

본 설계가 추구하는 한보탄광공원은 경제적 가치창출이 가능한 관광지

로서의 역할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참여로 인해 단계별로 성장하고

파괴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목적에 달성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특히

탄광부지 처럼 환경파괴가 두드러지고 대면적의 유휴지의 경우 일차적인

환경복원과 공원조성보다 점진적인 접근이 요구되며 이용자의 행태와 방

문목적에 따른 유연성이 전략적으로 필요 된다. 따라서 세부적인 계획과

설계에 앞서 단계별로 공원조성전략을 제안한다.

■1단계 전략: 역사적 가치에 대한 공유 

  

오랜 시간동안 지역민들의 생활과 경제 등 다차원에서 영향을 미치던

한보탄광부지는 탄광지역의 대표적인 경관과 장소적 가치를 가진다. 폐광

후 그 동안 사회적 우범지대로 인식되면서 진입이 금지되었던 이 곳에는

역사적 가치가 있는 건축시설과 탄광부지만의 지형적, 외피적 가치가 잠

재하여있다. 따라서 공원조성의 사업에 치우쳐 단기적으로 공간을 개발하

는 것이 아닌 일정기간 보존하고 지역민들에게 공개하면서 그동안 지역산

업주역의 모습을 외부에 전시한다. 더불어 공개에 그치는 것이 아닌 공원

조성사업의 홍보와 장소기억 공유 차원에서 단기적인 행사와 프로그램으

로 지역민들과 주변지역 관광객들에게 개방한다.

                     

                      [표 4-1] 1단계 조성과정의 전략

역사적 가치의 공유는 단지 사진촬영전과 단기행사에 그치는 것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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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진행장소/공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전시대회
부지 전체 

및 폐건물
탄광경관 촬영전

부지공개 후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탄광

특유의 경관 촬영대회를 가지고 우수작을 

매체에 전시하여 홍보효과를 유도.

지역축제 진입공간 주민운동회

주민운동회를 위해 매번 태백시 중심으로 

이동해야 했던 점을 감안하여 넓은 유휴지 

활용.

공연 진입공간
태백지역

판소리 민요공연

지역주민 다수가 노인들이라는 점을 감안

하여 현대음악등 공연보다 눈높이에 맞추

고 지역특색있는 공연개최

교육 부지 전체
야외실습

역사학습

탄광부지에 식재된 식생들의 생육상태에 

관한 자연학습

각종 프로그램의 구획을 통해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시민, 지역과 함

께 성장하는 공원만들기 사업의 준비단계 역할을 한다.

                     [표 4-2] 1단계 전략의 프로그램 

                 [그림 4-4] 1단계 프로그램 발생 공간

■2단계 전략: 공원조성의 준비

조성전 단계로서 부지에 대한 점검, 주민들의 참여유도 및 홍보작업을

시행 후 지역중심 여가공간으로서 작동하기 위해 대상지 내에서 보전할

것과 사라질 것들에 대한 분류작업을 수행하며 복토작업의 진행과 함께

식재기반을 마련하고 기존의 쌓여있던 폐석더미로 일부 활용공간이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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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전략                          단계전략의 세부사항

2단계 

사업

과정 

전략

· 앞선 1단계 사업에서 진행한 건물조사에 근거하여 철거, 보류 등을 결정.

· 공원조성 사업에 대한 홍보를 1단계사업에서 그치는 것이 아닌 지속적으로  매체  

  와 공개 행사를 통해 외부에 알림.

· 건축물들을 대상으로 보수작업과 철거 진행 및 폐건물 /광산시설 자재의 집거작   

  업을 진행

· 기존 식생에 대한 생육상태 점검.

· 복토작업을 전체가 아닌 선택적으로 진행하여 조성비용 절감.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반정리 작업을 진행한다.

                         [표 4-3] 2단계 조성전략과정

- 2단계 기반정리과정- 주민참여 활동의 정지

2단계에서는 건물에 대한 철거, 활용, 보존이 주 사업이 되며 탄광부지

의 복토, 식재작업이 진행된다. 이 과정에서 소음, 먼지날림, 장비운송 등

작업진행으로 안전고려 등 차원에서 외부인의 직접적인 진입은 금지되며

기초작업 기간 동안 주민참여 활동을 정지하도록 한다.  

■3단계 전략: 공원의 공간배치를 통한 기능 부여

  

앞서 2단계의 과정을 거쳐 공원조성을 위한 홍보, 기반정리, 역사가치

공유 등을 실행하였으며 공간별 분석과 특성에 근거하여 주요기능을 부여

함으로서 자발적인 프로그램을 유도하고 각 공간을 다양한 목적으로서 활

용될 수 있게 구획한다. 특히 한보탄광의 경우 지형조건이 독특하고 단차

이가 생겨 여러개의 공간으로 경사면에 의해 분리되는데 그 때문에 다양

한 장점과 단점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활용하고 극

복하는 차원에서 주요 기능을 부여하고 이용자들의 다양한 행태를 지원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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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계전략 단계전략의 세부사항

3단계  

전략

· 공간의 접근성에 따라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공간별 기능을 부여.

· 공간들의 조망조건관계에 근거하여 핵심경관구역, 조망구역 등 중심기능을     

 부여. 

· 제일 위쪽에 위치하여 면적이 넓음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낮을 것으로 예상되  

 는 공간에 다양한 볼거리와 중요행사가 개최되게끔 기능을 부여하여 공간이용

                      [그림 4-5] 공간배치의 다이어그램

공간의 배치는 앞서 부지 이슈에서 종합한 공간별 특성에 기초하여 배

치를 진행하며 각 공간의 조망관계에 근거하여 많은 곳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입지조건을 갖춘 4번 구역을 핵심경관공간으로, 길고 좁아 다양한

활용이 어렵지만 표고가 부지 내에서 3번째로 높아 주변시가지를 조망가

능한 조건의 3번 공간은 전망, 기념촬영 위주의 공간으로 배치한다. 이상

의 공간 모두 입구와 가까워 접근성이 높은 이유로 이용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가장 멀리 떨어진 5, 6번 공간의 경우 조망조건, 면적이 넓은

장점을 갖춤에도 불구하고 이용율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따라서 공간이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전략으로 많은 이용객을

이끌 수 있도록 지역축제, 행사 등 볼거리를 위한 기능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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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배치를 균형있게 고려.

· 내부에 8채 건물 중 보류 한 2채의 건물에 대해 중심문화시설의 기능을 부     

 여하고 방문자들에게 체험, 관람, 학습을 지원하게 함.

· 부지의 기능을 설정 후 공간의 역할에 따라 식재를 완성하고 공원의 모습을 갖  

 추는 과정.

                         [표 4-4] 3단계전략의 내용

- 공간배치에 따른 기능구획

                 [그림 4-6] 공간별 기능구획 및 사용방식

이상의 공간적 배치에 근거하여 다양한 입지와 접근성, 조건들을 갖춘

공간들을 한곳에만 집중하지 않고 균형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제안으로서

계절에 따라 공간의 고유기능을 유연하게 변화시킨다. 예를 들어 핵심경

관구역은 자생초화류를 도입하여 내려다 보는 시각적 효과를 활용하여 부

지전체에서 경관구역으로서의 주 기능을 담당하게 하는데 꽃이 지는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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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진행장소/공간 프로그램 세부 내용

사진공모 전체구역
한보공원의 사진공

모대회

“한보탄광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주제로 

태백시민을 주 대상으로 사진공모전을 

주최.

마을행사 행사전망구역 지역주민가요대전

새로 조성된 행사기능의 공연장을 지역

민들에게 개방하여 주민음악회 개최하는 

혜택제공

영화상영 학습,관람,구역
한보탄광관련 

영상

지역주민과 타지역 방문객을 상대로 탄

광부지의 역사와 관련된 영상무료 상영

하여 홍보효과 유도.

교육 핵심경관구역 야외실습
탄광부지에 식재되어지는 새로운 자생수

종에 대한 수목학습기회 제공

교육/홍보 학습 관람구역 역사학습

단지적인 프로젝트로 실제 광산노동자를 

초빙하여 방문객들에게 가이드 역할을 

부여

에 그 기능을 잃게 되기 때문에 다른 공간에서 내려다 볼 수 있는 조건을

활용하여 지역축제의 장으로 기능하게끔 함으로서 주변공간들은 관람구역

으로, 핵심경관구역이었던 이곳은 공연장으로 되게 하여 부동한 시기에

다른 기능을 구현한다. 더불어 인근의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폐탄

광지에 심어지는 식재작업현장을 공개하거나 직접 체험하게 하여 생태학

습의 효과도 유도할 수 있다.

- 3단계 주요행사와 프로그램

전체 공원의 공간별 기능이 정해지고 기본적인 모습이 완성되는 3단계

에서는 다시 주민들에게 개방하여 새롭게 조성된 공원을 가꾸고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공원의 3단계 전략을 실

현한다. 구체적으로 공원에 식재될 자생초화류의 도입, 기존 식재의 이식

등 수목도입활동은 단기별 프로그램으로서 수목일에 마을주민들의 자원으

로 식재활동을 조직한다.

                 [표 4-5] 3단계 주요행사와 프로그램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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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7] 3단계 전략에서 제안하는 공간별 프로그램의 도입

5장 기본계획 및 설계

1절 기본계획 

1. 공원 기본계획도 (MASTER PLAN)

전반적으로 공원의 조성은 기존 지형의 활용, 주변지역 및 자연환경과

의 직 간접적인 연결을 시도, 여가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의 도입, 교

육 및 편리기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을 함께 고려함으로써 설계전

략을 세웠고 지역주민들을 주 타겟(Target)으로 하는 프로그램, 환경복원

차원의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간을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상의

핵심들을 설계적 수법으로 공간에 담아내고자 하였으며 종합설계도는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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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건축물 활용계획

부지 전반에 남겨져 있는 건물들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현재 남

아 있는 건물들은 근 50여년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건물

의 구조 및 상태가 목측으로도 양호함을 알 수 있었으며 기존의 운반을

위한 도로체계 등은 그대로 남아 있어 여전히 활용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앞서 설계기조 부분에서 분류한 건축물들의 방향에 근거하여 보수작업을

통해 활용하거나 그대로 존치하는 방식을 통해 대상지의 역사가치를 외피

적으로 드러내고자 한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기존의 건축물들을 제거하고

신축하는 방식들은 안전 및 비용 절감면에서 현재의 건물을 사용하는 방

식보다 더 경제적이기는 하지만 신축으로 인한 2차적인 환경파괴로 인해

생태가치를 저하 등 문제점을 낳고 있기 때문에 최대한 현재의 건축물들

을 이용하며 새로운 기능을 도입하여 관광객들을 유도하고 경제가치창출

등 효과를 기대하고자 한다.

2.1 활용을 결정한 2채 건물에 대한 이용방식

                

            [그림 5-1] 활용 가능한 건물에 대한 재활용방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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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 있는 두채의 건물 중 가공장 폐

건물(건물 2)의 경우 면적이 크지만 길이에 비해 폭이 좁으며 세 개의 분

리된 공간으로 단절된 단점이 있다. 이와 같은 조건은 동선의 단절, 및 공

간의 분리로 인해 향후 활용에 있어서 이용자들의 불편함과 흥미를 절감

시킬 수 있으며 따라서 공간에 대한 재 정비의 과정을 거쳐 공간 내부동

선을 다시 구성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수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건물

은 입지적으로 입구와 가장 가까운 곳에 있고 건축면적이 제일 큰 장점을

이용하여 중심문화시설의 기능을 담당하게 되며 관광객들에게 학습에서

체험 판매까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재활용 될것이다.

반대로 건물1인 직원활동실의 경우 공간구조가 1,2층으로 되어있어 1층

주로 건물2와 기능적으로 연계된 관람, 학습공간으로, 2층은 조망이 좋은

조건을 활용하여 방문객들을 위한 소규모의 식음공간으로 활용하고자 한

다.

2.2 건물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설정

두 채의 건물은 사이거리가 20M내외이므로 기능적, 공간적으로 연결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전체건물들 중 재활용을 제안한 2채의 건물이 한 곳

에 집중해 있기 때문에 중심문화시설구역으로 지정하여 학습에서 체험,

판매가 이루어지게 하여 단지 공원의 휴양기능 뿐만 아니라 경제가치창출

의 목적에 달성하고자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건물의 주 기능과 프로그램의 설정이 필요한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 건물 2의 방향 

건물2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과 방향은 주변의 맥락에 근거하여 설정한

다. 앞서 공원분석에서 드러나듯이 태백탄광체험촌 반경 3km근처에 입지

하고 있어 관광지프로그램과 기능의 중첩을 피면하는 차원에서 핵심문화

구역 역할을 하게되는 건물프로그램의 방향은 같은 지역에 유사한 성격의

탄광테마중심관광지가 또 있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된다. 이는 “탄광부지=

탄광테마관광지” 의 형식으로 조성되는 사회적 현상으로부터 볼 때 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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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작약 정선황기 미역풀나무

긍정적인 방향이 아닐것이며 따라서 설계자는 건물의 성격과 프로그램을

지역의 필요성에 입각하여 찾고자 하며 구체적으로 탄광부지가 입지한 백

병산에서 찾고자 한다.

백병산은 태백산자락의 일부로서 다양한 식물이 자라고 있는 조건을 갖

추고 있어 약초, 특산식물이 많이 나는 곳으로 태백에서도 유명하다. 특히

특정식물종(Ⅴ등급)인 개병풍과 가시오갈피나무, 솔나무, 노랑무늬붓꽃, 도

파초일엽과 한계령풀, 공작고사리, 흑쐐기풀, 미기록종인 대성쓴풀 등 다

른곳에선 보기 힘든 특산식·약용식물들이 자라고 있어 태백시의 보호와

관리를 받고 있다. 더불어 시에서는 태백고유식물과 약초들에 대한 홍보

에 주목하고 있으며 지역특산을 관광자원화 하여 지역경쟁력을 키우고 있

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특산물에 대한 홍보와 다차원적인 활용은 필요하

다.

                      [그림 5-2] 대표적인 백병산의 산약초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 기반하여, 백병산의 일부로서 입지한 한보탄

광의 문화시설에서는 석탄테마에 집중하는 것이 아닌 해당지역의 특성을

살린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다른 탄광활용시설과의 전략적 차이를 시도하

고자하며 근처에 입지한 태백탄광 체험촌과의 기능, 성격적 중첩을 피면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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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2: 공간 재 조성 후 지역특산문화관의 평면도

          [그림 5-3] 중심문화시설- 건물 2 의 공간구조 개조 후 평면도

중심문화시설역할을 하게 될 건물2의 구조는 다음과 같이 7개의 공간으

로 재정비된다. 기존의 받침벽 역할이 아닌 벽을 개통하여 다른 공간과

연결을 시켜 공간확보를 하였으며 주 진입로에서 전시물 관람부터 체험,

구매 까지 원스톱 동선을 제안하며 주로 지역특산물의 홍보, 전시, 지역고

유문화에 대한 지식전달, 체험 등 프로그램이 도입되어 문화관의 기능을

하게 되면서 관람자들에게 태백백병산 지역의 특산물과 지역문화를 소개

하는 역할을 주 기능으로 하게 된다.

-건물1의 방향: 한보역사관

앞서 설명하였듯이 건물1(직원 활동실)은 건물2와의 거리가 가까운 곳

에 있어 기능적으로 연결이 가능하다. 그 전에 건물자체의 세부적인 기능

을 부여할 필요가 있는데 설계자는 앞선 건물과의 연결 및 기승전결의 관

점에서, 또 부지자체에 대한 기억을 주체가 아니지만 보류할 필요가 있다

고 판단되어 이곳은 한보부지의 역사를 전시, 관람 및 체험의 형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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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객들에게 개방하고자 한다. 이는 앞선 문화시설에서 지역차원의 이해와

관람을 마치고 작은 스케일의 대상지 역사를 이곳에서 학습하고 체험하게

하여 지역홍보와 역사기억의 목적을 이루고자 하였다.

-건물1과 2의 기능적 연결전략

 [그림 5-4] 건물1, 2의 기능적 연결 다이어그램 

상위 제안한 2개건물의 문화기능은 지역에 대한 이해와 휴먼스케일의

이해인 한보탄광부지 자체에 대한 역사전달기능으로 이어지게끔 프로그램

과 공간 및 동선을 구성한다. 이는 사이거리가 30m 내외로 가까운 점을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연결하고 기승전결의 형식으로 배치하여 지역의 각

도와 부지자체의 이해와 관람을 원스톱으로 완성하게끔 조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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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활용하지 않는 6채의 건물에 대한 제안

앞선 건물들은 면적이 넓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여 건축비절감, 및 역사

가치의 외피적 보전을 위한 각도에서 재활용의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기

타 6채의 건물은 면적이 작고 훼손이 심하거나 오염상태가 심한 상태로

남아 있어 직접적인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대부분 한보

탄광의 개광시기인 1970년대 말에 건립된 건물들로서 근 40년의 역사적

가치를 가지는 산업유산들이다. 따라서 설계자는 활용가치가 낮다고 철거

의 대상으로 본 것이 아닌 색다른 방식의 재활용을 제안하여 부지 곳곳에

예전의 기억이 남아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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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5] 철거가 필요한 건물의 활용방식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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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폐철도 부지활용계획(통리역)

  

                  

                   [그림 5-6] 통리역 철도폐선 활용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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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보탄광공원역과 태백시 주요 관광지들을 투어 할 수 있는 관광열차를

신설한다, 이는 2014년에 발표한 태백도시재생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

정에 있으며 설계의 해법에서 함께 제안하여 한보탄광공원과 연계시키고

자 하였다. 통리역의 재활용은 남북축의 접근성을 강화하며 타 지역의 방

문객들도 이곳으로 직접 접근할 수 있는 경로를 마련해 줄 것이며 이곳에

하차하거나 열차를 기다리는 고객의 유치를 위해 대합실과 광열차역 기능

을 하는 건물을 공원입구 쪽에 조성하는 것을 제안함으로써 공원공간과

승, 하차 여객들의 직접적인 접근을 시도함으로서 더 많은 잠재적 고객들

을 유치하기 위한 대안이 될 것이다.

4. 공원의 동선계획

4.1 보행, 주차, 자유동선의 구성으로 인한 공간연결

  [그림 5-7] 한보탄광공원 공간구성 및 동선체계

공간의 전체 동선은 앞서 제시한 공간의 세부적인 전략과 기존의 도로

에 기초하여 추가적으로 설치되어 기승전결의 절차로서 공원전체프로그램

과 공간들을 이용할 수 있게끔 주동선이 배치되며 큰 광장공간 등 자유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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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잠재고객

(어디서)

주 잠재고객 

(누가)
무엇을 위해 어떻게41) 근거제시

통리5일장

미인폭포

철암단풍군락지

미로마을

벽화마을

종합경기장

관광지 방문

여행객

주요 문화시설의 

방문

휴식공간의 이용

보행이동

자가용

대중교통

방문객의 주요 성격

(태백 관광객)

통리초등학교 학교학생
야외실습/체험 /

교육.
보행이동

인터뷰를 통한 수요

확인

통리역

관광레일 신설

태백여행객 문화시설 방문
보행이동

방문객의 주요 성격

(태백여행객)레일탑승객 휴식공간 이용

황연동주민

노인

(60세이상)

야외휴식/운동/시

설관람.
보행이동

인터뷰를 통한 수요

확인

기타
가족나들이/운동/

조깅/시설관람. 

보행이동

자전거

공원의 일반적 이용

행태.

백병산

등산코스
등산객

휴식공간이용

문화시설방문

등산을 위한 경

유공간

보행이동

자가용

대중교통

부지내부와 등산코스

의 인접

선과 신설 된 보조동선들이 남아있던 유휴공간을 유기적으로 연결시킴으

로써 기능적 연결을 시도하고자 하였다. 더불어 주민, 관광객들이 다양한

목적으로 이곳을 방문하게 되는 점을 고려하여 동선체계가 구성된다.

4.2 세부 이용자 타겟에 따른 동선계획

동선, 공간의 구성은 궁극적으로 이용자들의 편리를 위함이며 그들의

행태를 예측하여 구성되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한보탄광공원이 조성

된 후 이곳을 이용하게 될 고객들을 앞선 기조분석에 근거하여 예측하고

상응한 동선체계를 구상하였다. 주변에 크고 작은 관광지들이 있다는 것

과 통리관광열차의 신설, 그리고 지역주민들을 위한 공간이 되어야 한다

는 목표로부터 6가지 유형의 이용자를 예측하는데 구체적으로 <누가, 무

엇을 위해, 어떻게, 어디서> 라는 핵심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설정한다.

 [표 5-1] 한보탄광공원 방문객 예상시나리오 

41) <어떻게 한보탄광공원으로 올 것인가?> 에 대한 근거는 일반적인 관광객들의 이동

특성과 해당지점에서 한보탄광부지까지 보행권내에 있다는 점을 전제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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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8] 이용자 타겟에 따른 동선의 계획

공원의 이용자는 크게 다음과 같은 6가지 큰 유형으로 나뉘게 될 것이

며 각 유형별 이용자들의 행태를 고려하여 동선을 계획하였다. 이와 같은

동선의 제안은 다른 목적으로 방문하게 될 다양한 이용객들의 이동을 결

합, 혹은 분리함으로서 마찰을 피면하고 원활한 공간이용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5. 식재계획42)- 자생수종 위주의 도입을 통한 성장하는 공원

현재 한보탄광의 가장 큰 외피적 문제이슈는 산림훼손 및 먼지날림 등

환경문제이다. 따라서 식생을 도입하여 환경치유 및 산림지 복구의 목적

에 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폐탄광부지에서 성장가능한 수

종의 선정과 부지자체의 토양분포특성에 근거한 식생의 도입이 함께 고려

되어야 만이 건강한 성장을 보장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환경복구목표를

42) 구체적인 식재 설계는 119쪽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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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폐지 

대표

자생

수종

명칭              성질 (특성) 유형(초/관/교목)

아까시 나무
뿌리에는 질소고 정박테리아가 있어 척박한 

땅에 성장가능.
낙엽 교목

리기다 

소나무

건조한 곳이나 습지에서도 잘 자라고 송충

의 피해에도 강하므로 사방조림에 적당.
상록교목

오리나무

뿌리혹박테리아가 공생해서 척박한 토양에

서도 잘 자라고 거친 토양을 기름지게 만

듦.

낙엽교목

싸리나무 양지식물 활엽관목
측백나무 양지식물 상록교목
해송 양지식물 상록교목

소나무
어떤 땅이든 가리지 않으나 햇빛이 잘 드는 

곳에서 잘 자람.
상록교목

현 사시나무
산기슭의 습한 곳에서 자람.

싹이 잘 트고 공해에도 강한 편임.
낙엽 교목

신갈나무
산지에서 잘 자라며 높은 산에서 순림을 만

듬.
낙엽 교목

낙엽송 모든 지역 자생가능 낙엽성 침엽교목

잣나무

고산지대에서 자생

양지바른 곳에서도 잘 자라나 약간 그늘진 

곳에서 더 잘 자란다

침엽교목

참싸리 
모튼 토양에서 잘 자람. 생장속도가 빠르고 

토양을 비옥하게 함.
낙엽 활엽관목

거제수 나무 

건조하고 척박한 곳에서 군집을 이루어 자

라며 뿌리는 얕지만 넓게 뻗어 활착이 좋

음.

낙엽 교목

자귀나무 토성이 깊고 건조한 곳에서 잘 자람. 낙엽 활엽소교목
철쭉/진달래 키는 2~5m쯤 되며 산에서 흔히 자람. 낙엽관목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황폐지, 폐탄광 등 척박한 토지에 잘 자라는

것으로 검증된 수종을 선정하였으며 앞서 분석한 부지의 향, 토양 분포에

근거하여 식생의 성질에 부합하는 지역에 식재배치를 진행한다.

 5.1 수목의 선정

수종의 선정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식생의 향후 성장을 고려해야 할 필

요가 있다. 폐탄광부지의 경우 토양의 양분, 수분 등이 매우 부족한 것이

특징이므로 다양한 수종의 도입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생력이 강한, 실

제로 광해 복원에 많이 사용하고 있는 수목들을 정리함으로써 설계에 도

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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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 건조한 산기슭에서도 저절로 자람. 낙엽 교목

낭아초
관상가치가 높으며 비옥도 및 수분요구도가 

낮아 척박한곳에 잘 자람
낙엽 활엽양관목

산딸나무
중부 이남의 산에서 자라며, 관상수로 심기

도 함.
낙엽 교목

안고초 산야에서 자라며 척박지에 생육이 우수함. 다년초

억새
토양침식 방지효과가 뛰어나며 건조 척박지

에서도 잘 자람.
다년초

붉나무
건조한 지역에서 잘 자라며 내건성 내공해

성이 앵호함. 
낙엽 활엽소교목

비탈면 

피복용 

대표

수종

산검양옻나무
뿌리가 깊고 건조한 척박지에서 잘 자라며 

비탈면 녹화에 적합
낙엽 소교목

오리새 그늘진 곳에서도 생육함. 다년초

왕포아풀
더울 때는 잘 자라지 못하고 그늘이나 서늘

할 때 잘 자람.
다년초

개쉬땅나무 성장이 빠르고 봄에 일찍 자람. 낙엽활엽교목

사방오리
공해성이 강한 선구수종.

질소를 고정시키는 효과가 있음
낙엽활엽교목

산오리나무 토양의 지력증진에 뛰어난 효과. 낙엽교목

당조팝나무
뿌리가 깊고 피복용으로 사용.

관상가치가 높음.
낙엽관목

                          [표 5-2]43) 황폐지 대표 자생수종 

이상의 수종들은 우선적으로 도입이 고려되어야 하며 위치선정의 근거

는 앞서 진행한 토양 및 향 분석에 근거하여 식재 될 것이다. 상위 수종

의 도입은 복토를 진행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식재가 가능하기 때문에 복

토비용의 절감, 2차적 환경훼손 등 문제점들을 피면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아래, 수종의 도입에 적합한 지역을 선정하여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공

원을 조성하기 위한 전략의 첫 단계로서 토양분포, 향, 경사 등 레이어맵

(Layer Map) 을 중첩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5.2 수목의 도입을 위한 적지선정

다양한 식재를 통해 경관미를 살리고 성장하는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해

폐 탄광부지처럼 척박한 토양에 자생가능한 수종의 선정도 중요하지만 토

양, 방향, 등 토질에 대한 고려도 동반해야 한다. 따라서 수목의 식재에

43) 한국 광해관리공단: <2012 한국광해관리공단 지속가능경영 보고서>를 참고하여 연구

자 재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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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입지선정을 위해 GIS정보를 통한 분석에 기반하여 다층의 부지정

보를 겹침으로써 도출한다.

 

             [그림 5-9] 다양한 레이어를 통한 식생도입 구역 선정

분석결과 대상지 입구(서)에서부터 위쪽(동)으로 올라가면서 높은 경사

가 나타나고 있어 활용가능한 평지가 줄어들고 있으며 토양의 조건 역시

비옥한 것에서 척박한 폐석더미까지 상태 변화가 있다. 향의 분석에서는

동측의 일부가 북, 서북향을 나타내고 있어 음지식물의 도입에 적합하며

나머지 부분은 양, 음지 식물 모두 적합하지만 토양의 조건과 경사도에

따라서 고착식물, 척박한 토양에 적합한 식물 등을 선택적으로 도입할 필

요가 있다. 이상의 분석은 식재설계에 있어서 수종도입의 근거를 제시하

며 향후 공간조성전략과 함께 결합하여 전체 공간의 동선/ 공간구성을 설

계하기 위한 기반이 된다.



- 115 -

- 주요공간 식재 사례이미지와 수종

               [그림 5-10] 식재 사례 이미지 및 주요도입 수종 

전반 식재의 도입은 우선적으로 자생력이 강해 척박한 곳에서도 잘 자

랄 수 있는 수종이어야 하지만 공원이라는 차원에서 경관적가치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계절감과 공간별 기능에 근거하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식생들을 주요하게 도입함으로서 차폐기능, 휴식기능, 경관기능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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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기존 보유식생에 대한 전략

[그림 5-11] 식재 도입전략 다이어그램 

기존의 식재들을 활용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1. 변두리에 군집하여 있는

소나무군락지와 인접한 유휴공간을 이용한 휴계공간의 조성, 2. 입구쪽에

집중하여 식재된 기존의 관목류들과 새로운 도입식생의 조합을 통해 현재

처럼 산발적인 분포와 비조합된 식재의 구성이 아닌 공원으로서의 경관미

연출, 3., 산발적이어서 향후 미관을 저애할 우려가 있는 부지내부의 어린

식생들을 필요한 위치에 재배치하는 전략을 제시함으로써 공간의 동선을

보조적으로 조성하고 계절감과 경관미를 동시에 제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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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재의 도입 다이어그램 

                 [그림 5-12] 식재 도입 다이어그램 

식재의 도입은 주로 크게 4가지로 나뉘며 미적제고, 프라이버시 제공을

위한 차폐기능, 다른 공간으로의 유도 등 목적으로 식재되며 앞서 분석한

식재도입의 타당지 선정과 자생수종에 근거하여 공간별 목적과 기능에 따

라 도입된다.

6. 포장계획44)

전체 포장은 크게 공간별로 질감, 공간감, 기능에 따라 다르게 새로 도

입될 것이며 주요공간에 대한 포장들은 다음과 같은 6가지를 선정함으로

써 투수문제, 시각효과 등을 고려하고자 한다.

44) 120쪽 포장설계도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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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목 세부 프로그램 내용
지역관련 축제

행사
태백지역 눈꽃축제/ 지역특산물 판촉할인 행사/ 통리 철쭉축제

부지와 관련 

된 행사

통리역 통리역 촬영 대회/ 통리역사  학습/ 철도체험행사
백병산 백병산 등산대회/ 약초체험(식음/학습/음식 만들기 등)
한보탄광 한보추억의 사진전/ 광부가 들려주는 한보이야기/지역역사교

[그림 5-13] 한보탄광공원 포장계획 사례이미지 

7. 프로그램계획

한보탄광공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두 가지다. 1. 황연동 주민들의 여가활

동을 지원하는 지역중심 역사공원, 2.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기 위해 다

양한 잠재적 고객들의 특성을 고려한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유는

근 50 여년 동안 지역의 대표산업으로서 가치를 가지는 산업부지인 만큼

지향하는 유형은 역사공원이 되어야 할 것이며 관광지로서 수입을 올리기

위해 잠재적 고객들을 이곳으로 방문하게끔 그들의 특성에 맞춘 공간구성

전략과 프로그램의 제안이 함께 되어야 하며 이상의 내용들은 1. 주민의

견에 의한 실제 인터뷰내용, 2. 사례고찰에서 제시하는 프로그램 3. 이곳

을 방문하게 될 이용자 타겟 등 3가지 측면을 바탕으로 제안한다.



- 119 -

육장/ 
사회적 

프로그램

가족걷기대회/ 기념일 축제/ / 명절축제/ 지역경관촬영/ 자생화경관 촬영대

회/ 
환경적 프로그램 통리초 생태학습장 지정/폐광부지 나무심기 행사/ 지역자생화축제/ 

동적프로그램 노인운동회/ 가족걷기대회/ 산책코스/ 황연동 주민체육회/ 

문화프로그램
주민음악대회/ 댄스경연대회/ 마당놀이공연/ 태백 동부민요공연/ 폐탄광자재 

조각전시/ 한보공원 사진전. 

 [그림 5-14] 각 공간별 프로그램의 도입과 시기별 변화

하지만 본 설계에서 제안하는 공간별 프로그램은 고정불변한 것이 아닌

시기별로 다양한 행사와 축제가 다른 공간에서도 진행이 되게끔 유도하여

공간의 계절의 영향을 최대한 받지 않고 보완함으로서 공간이용의 균형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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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절 세부공간별 계획 및 설계

2.1 주 진입구역 공간특성 해석

[그림 5-15] 진입부분의 현황 다이어그램

공간계획의 전 단계로서 부지에 대한 이해를 진행한다. 현재 약 2만2천

여 제곱미터의 면적을 가지고 있는 입구부분의 부지는 전반적으로 좁고

긴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존주차장과 통리역폐철도선과 함께 총 3만여

제곱미터에 근접하는 면적을 가진다. 진입부의 인접지대는 2갈래의 2차선

도로와 지하차도가 있어 주거 밀집지역의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단점이

있다. 따라서 접근성의 문제를 고려하여 차선갈래가 상대적으로 적은 주

차장구역을 주 진입로로 설정하며 편리를 위해 보행자 통행로를 설치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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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용자를 고려한 진입구역 공간의 구획

        [그림 5-16] 이용자와 공간적 특성을 고려한 진입구역의 구획

공간의 구성은 공간적인 특성과 이용자의 측면에서 고려한다. 전체 진

입부공간은 주민위주의 공간과 관광객위주의 공간, 그리고 공용공간인 중

앙녹지공간으로 크게 나뉘는데 이유는 이곳에 오는 이용자들이 주민과 관

광객으로 크게 나뉘는 점에 입각하였다.

공간배치는 일상적 활용이 빈번한 주민들을 위해 접근이 가장 용이한

주 진입부로 설정한 곳에 배치하여 보행이용에 편리를 제공한다. 관광객

위주 공간은 주민공간과 분리하여 관광목적의 방문을 지원하며 중앙지대

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오픈녹지광장으로서 공간연결을 시도한다. 이유는

주민들의 일상적인 여과활동과 관광객들의 관람, 오락 등 행위가 겹침으

로써 마찰을 발생할 수 있는 우려에서 공간기능을 3개구역(주민공간/공동

공간/관광객공간)을 나누고 큰 공간속에서 철도의 활용방향은 주민 여가

공간 범위에 속한 철도 일부는 레일정원으로 조성하여 휴계목적을 지원하

고, 관광객 위주 공간에 속한 부분은 재활용하여 관광열차로 조성하여 관

광목적을 지원한다. 이는 철도의 관광화자원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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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과 관광객 모두를 고려한 전략이며 다른 목적으로 이곳에 방문하게 될

객체들의 관점에서 계획하는 것이다.

- 주 진입구역 전체 평면도 (1:1000 스케일)

                             [그림 5-17] 주 진입구역 전체 평면도 

앞서 진행한 전반 진입공간의 구획과 구체적인 전략에 근거하여 이용자

의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휴식공간과 관광의 목적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

으로서 설계되었으며 평면도는 다음과 같다.

2.2 진입구역 광장공간설계 (주민위주 공간)

                       [그림 5-18] 진입광장에 대한 공간설계

주 진입광장은 기존의 주차공간(7천여 제곱미터)의 일부분과 인접한 평



- 125 -

지를 활용하여 조성된 공간이다. 기존의 주차장은 보행이용을 위주로 방

문하게 될 주민들 차원에서 넓은 주차장보다 휴계공간이 더 필요 할 것으

로 예상하여 주차공간 일부를 진입광장으로 활용한다. 이 공간의 주 타겟

은 지역주민들이며 진입광장과 운동시설공간, 산책로, 주차장, 정원으로

나뉘며 주 일상적인 여가활동을 지원하게 된다. 노인들의 실제 의견을 받

아들여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주 타겟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이곳에

운동시설공간을 설치하되 공간적으로 분리하여 그들만을 위한 운동공간을

조성한다. 또한 휴식의 편리를 위해 헤지(Hedge)로 공간을 둘러싸고 위요

된 공간을 조성하며 뒤쪽은 기존의 소나무림을 배경으로 그늘진 곳에 벤

치를 설치하여 노인들의 쉼터를 조성하였다.   

세부공간별 설계에서는 앞서 설명하였던 전략과 구상, 및 주요공간별

계획에 근거하여 공간, 식재 등이 이루어지었으며 다음과 같은 공간감을

연출하고 있다. 더불어 구체적인 공간의 높낮이와 기능에 근거하여 차폐

식재, 단차이의 조성, 등 세부적인 설계를 진행하였다.

- 진입광장 이미지

                      [그림 5-19] 진입광장 공간 이미지

공원을 방문하였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곳으로서 1. 방문자의 이용

과 2. 미적인 차원을 함께 고려하였는데 기존의 소나무 군락을 보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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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늘을 제공하게 되는 장점을 활용하여 휴식할 수 있는 벤치를 조성해주

고 주 입구인 만큼 미관을 고려하여 기능식재역할을 할 단풍나무, 상록교

목 등을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서 계절감을 연출하고 공간 인도역할을 할

수 있도록 포인트로 색채가 선명한 단풍나무를 식재하였다. 전체 공간은

기존의 주차장 일부를 나누어 광장으로 조성하였고 작은 면적의 광장인

만큼 최소한의 식재와 시설들을 도입하여 넓은 공간감을 조성하고자 하였

다.

2.3 주민만남의 공간과 중앙녹지광장의 공간설계

주민을 타겟으로 하는 주민공간과 관광객·주민들이 함께 공동으로 사용

하는 중앙녹지광장을 구분하여 조성한다. 이유는 행태와 방문목적이 다른

이용자들을 고려하여 서로의 행태에 편리를 제공하기 위한 차원에서 계획

하였으며 프라이버시를 제공하기 위해 생울타리와 관목류를 도입하여 부

분적 차폐기능을 더한다. 주민위주의 공간에 인접한 철도부지는 관광자원

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계공간과 함께 정원형식으로 재활용함으로서 주민

들을 위한 여가휴식기능을 지원하게 되며 일부 철도부지를 철거하여 레일

정원과 인접한 보행로를 조성함으로서 여가활동을 위주로 하는 공간을 목

적으로 계획하였다. 더불어 가로수길의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은행나무

를 새롭게 도입하여 계절변화를 느낄 수 있고, 동백산로와 인접한 공간인

점을 감안하여 차량배기가스에 적응하는 은행나무를 식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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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0] 주민만남의 공간과 녹지광장의 공간설계

- 진입공간- 레일정원과 은행나무 가로수길

                 [그림 5-21] 은행나무 가로수길 스케치 이미지

진입공간과 연결된 공간인 이곳은 기존의 통리역 철도를 부분적으로 활

용하여 주민들을 위한 여가활동공간으로서 은행나무 가로수길과 함께 정

원공간으로 조성하였다. 주민들을 주 타겟으로 하는 공간인 만큼 휴식과

차폐기능을 중시하였고 식재를 통한 방식으로 목적에 달성하고자 하였다.



- 128 -

                     [그림 5-22] 레일정원 식재설계 단면

기존의 철도부지 일부를 활용하여 주민들 위주의 공간으로 조성한 이곳

은 정원과 가로수길이 어우러진 휴식공간이다. 따라서 차도와 가까운 입

지에 위치했다는 점을 감안하여 배기가스오염에 적응력이 강한 은행나무

를 새로 도입하여 식재하고 가로수길의 분위기와 계절감의 변화까지 고려

하고자 하였다. 정원공간의 밀폐와 아늑한 분위기를 목적으로 생울타리로

서 공원외부공간의 차폐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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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 만남의 공간

               [그림 5-23] 진입로와 주민만남의 공간 식재단면

핵심문화시설 건물로 향하는 소나무산책길 옆에 입지한 이공간은 기존

의 콘크리트 폭 5m의 도로가 그대로 남아있는 곳이며 소나무군락이 도로

변에 보존되어 있다. 따라서 가로수 길의 분위기를 조성하되 시각적으로

주민활동공간에 대한 프라이버시를 지켜주기 위해 기존의 부지내부에 있

던 관목류를 이식하여 소나무군락 맞은편에 따라 식재함으로써 계절변화

의 부여와 함께 다른 공간에 대한 차폐를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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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4] 주민 만남의 공간 스케치 이미지

주민만남의 광장과 레일광장 사이에 입지한 연결오픈녹지로서 주민과

관광객의 휴식공간으로 역할을 하는 곳이다. 마을주민들에게는 일상적인

여가활동과 휴식의 장으로, 관광객들에게는 레일바이크 탑승을 위한 대기

공간으로 작동하며 관광객들을 더 머물 수 있게 하는 목적으로 접근성이

가장 좋은 위치에 오픈광장을 설정하였다.

- 중앙녹지광장

새로 도입 된 은행나무 가로수길은 방향성을 제공하는 역할 뿐만 아니

라 나무그늘역할도 하게 된다. 오픈된 공간으로 인해 무더운 여름의 경우

녹지광장에서 직접적인 활동이 어려울 때 시원한 은행나무 길은 휴계공간

으로서도 작동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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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5] 중앙녹지 광장 공간 이미지

                      [그림 5-26] 중앙녹지 광장 공간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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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레일바이크 탑승 공간설계 (관광객 위주의 공간)

                   [그림 5-27] 관광객 위주 공간에 대한 계획

관광객 위주로 조성되는 이 공간은 기존의 철도를 레일바이크 형식으로

재활용하여 관광객들을 모으는 기능을 하게 된다. 대부분의 방문객들이

차량으로 이동할 것을 예상하여 편리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관광객 전용주

차장을 설치하고 차량의 진입을 내부로 들어오는 것을 제한하여 공원이용

자들의 보행에 용이하게 한다. 이곳에 인접한 통리철도선은 관광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레일바이크로 활용하여 관광객들에게 체험을 하게하며 탑

승대기중인 관광객들을 위해 오픈된 광장을 제공하여 휴식과 편리를 제공

한다. 뿐만 아니라 관광객위주의 공간이라는 점에서 인접한 녹지광장과

시각적으로 차폐하여 녹지광장에서의 휴식목적, 관광목적의 공간을 구분

하도록 하며 주로 식재를 통한 전략을 도입한다.

- 관광열차 탑승장과 레일바이크 광장

관광객들을 주 이용자로 기능하게 되는 레일바이크 광장은 신설된 통

리레일바이크를 체험하러 온 사람들에게 대기하면서 머물 수 있는 공간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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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28] 레일바이크 광장 이미지  

로 제시하였다. 건물 뒤쪽에는 신설된 주차장이 있으며 다수가 주변의 관

광시설을 방문하고 이곳으로 들리게 되는 점을 예상하여 차량이용이 주된

수단일 것으로 판단되어 관광객 전용 주차장을 마련하였다.

2.4 중심문화구역의 계획 및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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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9] 중심문화구역의 공간 활용 전략 

전체부지에서 입구공간과 가장 가까운 이곳은 총 7채건물 중 재활용건

물이 2채가 집중해 있어 관광객들을 위한 관람, 판매, 체험을 일체화 하는

핵심문화공간기능을 하도록 하며 문화시설의 신축을 위한 재정투자 비용

을 절감하는 차원에서 기존의 건물을 재정비하여 문화시설로서 사용한다.

더불어 입지조건 상 입구와 가까이에 있어 접근성이 높은 장점을 활용하

여 다양한 프로그램과 행사를 개최하여 관광객들을 모으고 지역경제창출

의 수요에도 도움 되게 한다.

주변에는 크고 작은 유휴공간들이 소나무 군락에 의해 위요된 공간형태

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공간들은 앞으로 많은 이동객이 몰리게 되는

구역임을 고려하여 주로 휴계기능을 지원하지만 문화시설과 인접한 점을

감안하여 보조역할을 하는 기능도 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문화시설을

관람하고 나서 밖에서 간단한 체험활동 행사를 진행하거나, 시설에서 구

매한 식음료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즉 앞으로 이용객 통행량이 많을 이곳은 의 주변에 있는 작은 유휴공간

들은 주로 휴계공간의 기능을 하지만 주 건물의 기능을 함께 보조해 주도

록 활용한다.

- 중심문화구역에 대한 공간 활용계획

                 [그림 5-30] 중심문화구역에 대한 공간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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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부지에 남아있던 도로가 주동선이 되며 입접해 있던 유휴공간을

추가된 보조동선으로 연계하여 건물과 유휴공간, 도로가 하나의 연결망을

갖게 함으로서 기능적으로 상호보조하는 전략을 도입 한다. 유동객들이

가장 먼저 마주하게 되는 현재의 가공장 건물 앞에 위치한 유휴공간에는

경관위주의 휴계공간을 조성하되 시각적으로 열린 공간을 조성하여 이미

지부각 역할을 하며 가공장 뒤에 보존되어 있는 건물은 주변 유휴지를 활

용하여 정원공간을 조성하고 건물의 주 기능을 직 간접적으로 보조하도록

한다.

- 중심문화구역 평면도( 1:1000 스케일)

                     [그림 5-31] 중심문화구역 외부공간 평면도

전체 건물들 중 가장 큰 부지면적을 차지하는 건물을 백병산 지역의 특

산식물과 태백지역문화를 소개하는 종합문화관으로 재 조성하였다. 기존

의 소나무 군락지에 둘러싸인 유휴지가 세 곳이나 되는 핵심문화구역은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경유하고 활용 할 공간이다. 따라서 유휴지의 활용

은 문화시설의 기능적 연결뿐만 아니라 소나무군락지 장점을 활용하여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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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객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동시에 문화시설의 기능을 분담하는 역

할도 할 수 있도록 한다. 문화시설에서는 태백시의 역사와 문화를 배우고

체험하게 되며 주변의 데크휴식공간에서 태백특산 약초음료 등을 즐길 수

있다.

                      [그림 5-32] 중심문화구역 조감도

- 중심문화구역 입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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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3] 중심문화구역 입면도 및 식재

전반 식재 설계는 휴식공간영역의 표시를 위한 목적으로 기존의 부지내

부에 있던 관목류와 새로 도입한 초화류를 배합하여 경계를 조성하고 차

폐기능도 동시에 고려함으로서 휴식을 취하는 이용자들에게 프라이버시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식재배치와 설계를 진행하였다.

- 중심문화구역 내에 있는 식음공간데크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인접한 공간인 데크식 음공간은 일상적인 휴식공

간임과 동시에 기능적으로 지역특산을 소개하고 체험, 관람하는 인근의

종합문화관에서 판매하고 있는 약초음료, 특산식품 등 간단한 먹거리를

아늑한 공간속에서 즐길 수 있는 보조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그림 5-34] 중심문화구역 식음데크 공간 스케치

  

기존의 소나무 군락을 배경으로 2천 제곱미터 가량유휴지로 남아 있던

이곳은 1. 위요된 공간 2. 접근성이 양호한 3. 중심문화시설과의 거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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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장점을 활용하여 기능적으로 근처시설과 보조 작용을 하고 방문자

들의 편리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데크공간을 조성하였다.

               [그림 5-35] 중심문화구역 식음공간 식재설계 단면

기존의 소나무 군락의 그늘을 활용하여 조성된 휴계기능의 공간은 주변

에 초화류를 식재하여 소나무군락의 단일한 색채느낌을 피면하고자 하였

다. 더불어 문화시설의 핵심기능인 지역특산물관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특

산식품이나 음료 등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서 기능적 연결을 하게하였

다.

- 기존 소나무군락을 활용한 휴계공간

문화시설구역에 있던 기존 3개의 유휴공간은 휴계공간(2개 )과 기념비

공간(1개)으로 재활용 되었으며 주변에 있는 총 2채의 문화시설 건물들과

기능적으로 연결되고 보조하는 공간이다. 앞서 설명한 데크공간은 태백지

역의 음식과 특산식음료를 즐기는 휴식공간으로 사용되며 또 다른 휴식공

간은 기존의 소나무 군락지에 둘러싸인 장점을 활용하여 평소에는 휴계공

간이지만 특정된 시기에는 지역문화체험행사가 열리게 되는 공간으로서도

작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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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36] 중심문화구역에 위치한 휴계공간 스케치 이미지

2.5 전망휴계구역, 핵심경관구역, 다목적 녹지광장 평면도

    [그림 5-37] 전망휴계구역, 핵심경관구역, 다목적 녹지광장 평면도(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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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1 전망휴계구역-공간특성의 해석

전체 부지에서 접근성이 비교적 높은 입지를 하고 있는 이 공간은 부지

내에서도 지표가 높은 입지에 있어 근처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는 조망조

건을 가진다. 뿐만 아니라 앞서 건물 분석에서 제안한 근40년의 폐건물이

보류되어 있어 기념촬영공간으로도 적합하다. 하지만 정면과 배면에는 경

사지가 둘러싸고 있어 공간적으로 길고 좁은 단점을 가지는 만큼 다양한

공간으로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38] 공간특성에 근거한 조성전략 다이어 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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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간의 특성에 기초한 활용계획

           [그림 5-39] 공간의 특성을 이용한 계획 다이어 그램 

 입구에서 부터 이 공간의 가장 끝까지 거리가 약 1.4km 이다. 좁고 긴

외형적 특징이 이슈인 이 공간의 계획에서 다양한 행태와 프로그램의 수

용이 제한적일 적으로 판단되지만 조망조건과 입구까지의 거리를 활용하

여 조망과 산책을 주 기능으로 도입하고자 한다. 크게 이 공간에서는 주

로 보류한 폐건물근처에서 기념사진촬영, 주변 시가지풍경을 조망하면서

휴식까지 겸할 수 있도록 2개의 유휴지를 휴식데크로 조성하였으며 백병

산의 등산코스와 연결되는 지점이라는 점에서 단지내부동선과 결합하여

등산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도 작용해야 한다. 따라서 기존의 유휴지를 활

용한 데크는 등산객들의 휴계공간으로도 기능할 수 있게 되며 등산을 마

치고 기념촬영을 위해 방문하는 곳으로 활용되게 된다.

- 산책 데크길 이미지 (전망휴계구역)

좌우를 경사지로 두고 있는 공간적 특성상 다양한 프로그램과 다수의

인원을 확보하기 힘든 단점이 존재하지만 반대로 조망조건이 좋고 좁고

긴 장점을 활용하여 소나무군락과 인접한 곳에 목재데크 산책로를 조성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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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시가지와 근처의 풍경을 감상하면서 거닐 수 있는 곳으로 활용한다.

실제로 주민들, 특히 지역노인들의 인터뷰에서도 산책로의 조성을 의견에

반영한 만큼, 주 타겟이 노인과 기타 지역주민들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조

성하였다.

                  [그림 5-40] 조망구역 데크길 산책로 이미지

공간의 왼쪽으로는 공원근처의 시가지와 철암천, 그리고 백병산의 일부

를 내려다 볼 수 있어 사진촬영에 적합한 곳으로 기능하며 공간의 구조상

다양한 프로그램의 수용과 행태는 어렵지만 길고 전망이 좋은 장점을 활

용함으로서 일상적인 주민들의 산책 등 운동프로그램위주로 지원하면서

일상적인 여가활동공간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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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망구역 데크길 산책로 단면도

                 [그림 5-41] 조망구역 데크길 산책로 식재와 단면

2.5.2 핵심경관구역-공간특성의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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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2] 핵심경관구역에 대한 해석 다이어그램 

전체부지에서 중간단계에 입지해 있으며 입구가 좁고 점차 넓어 지는

공간적 형태를 가진 이 곳 역시 앞서 설명한 공간보다 한 단계 아래에 입

지해 있지만 표고가 세 번째로 높아 근처의 시가지를 전망할 수 있으며

3,5,6 번 공간들에서 직접 부감할 수 있는 독특한 입지를 하고 있어 우에

서 내려다보는 시각을 공간조성의 핵심으로 설정하였으며 설계전략의 제

안에서 이 같은 장점을 활용하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건물 활용에서

보류를 제안한 폐건물이 입지한 곳이므로 기념촬영이 용이한 공간인데 공

간계획은 크게 1. 폐탄광부지에서 자생이 가능한 초화류들을 식재하여 위

에서 볼 수 있는 색채적 효과를 살리어 전체 공간에서 핵심경관을 책임지

는 구역으로 작동하게 되며 실외 학습의 장이 필요한 인근지역 학생들에

게는 폐탄광부지에서 자생하는 초화류들을 인지하고 배우는 생태체험의

장으로도 기능할 것이다.

- 공간 해석에 기초한 활용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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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3] 공간에 대한 부동한 시기의 활용 계획

하지만 핵심경관구역은 식재 도입이 전체공간을 차지하는 만큼 계절의

변화를 가장 많이 받는 공간이 된다. 즉, 여름에는 식물학습, 사진촬영 등

기능을 하게 되지만 겨울이나 봄의 경우 공간의 주 기능을 잃게 된다, 따

라서 각 공간들의 지속적인 이용을 균형 있게 유지하기 위해 근처의 다른

공간들에서 조망할 수 있다는 점을 활용하여 식생이 시들고 넓은 공간으

로 남게 되면 지역축제와 행사를 진행하고 다른 공간에서 관람하게끔 야

외공연장으로서 역할이 바뀌게 된다.

이 공간과 인접한 공간인 5번 구역은 핵심경관구역보다 지형적으로 높

은 입지를 하고 있어 내려다 볼 수 있다. 따라서 겨울이나 봄에 자생화들

이 시들어 기능을 잃게 되면 이 공간에 이동식 관람석을 도입하여 아래공

간에서 진행하게 되는 공연, 축제를 관람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 곳은

은 공간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6번(다목적 녹지구역)의 진입부에 위치하여

있어 주로 공연행사기능을 담당하는 다목적 녹지구역에서 축제가 열릴 때

많은 인파가 이곳으로 통과하게 되는데 이용자의 혼잡함을 피면하기 위해

열린 공간을 조성한다. 즉 주 동선을 열린 공간과 함께 인접하게 배치하

여 방문자들의 이동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며 축제가 없을 시 평소에는 전

망을 위한 휴계공간으로 이용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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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경관구역의 세부설계

다른 인근 공간들에서 바로 내려다 볼 수 있는 독특한 입지조건을 갖춘

이유로 핵심경관구역으로서의 기능을 하는 이 공간은 폐탄광부지에서 자

생가능한 초화류와 관목류로 식재되어 지며 환경복원의 목적과 경관적 가

치의 제고 등 차원에서 역할을 하는 공간이다. 전체 식재와 종류는 GIS의

분석에서 토양상태, 경사지, 향분석 등에 기초하여 도입한 만큼 식생의 생

존율을 확보할 수 있으며 실제로 자생력이 강해 폐부지 복구에 자주사용

되는 수종들이기 때문에 미적, 환경적 가치를 동시에 제고할 수 있다.

  

        

               [그림 5-44] 핵심경관구역 공간 식재와 단면 (개화기)

폐탄광부지위에 식재 된 초화들은 다양한 색채로서 구역별로 군식이 되

며 자생력이 강한 것으로 다른 폐탄광부지에서도 복구식재로 자주 사용되

는 유형들을 집중적으로 도입하여 식생의 성장률 확보와 환경가치복원 및

경관구역으로서의 미를 동시에 고려하는 차원에서 식재되어 진다. 개화기

에는 주로 기존의 폐건물 포토존과 함께 핵심경관구역의 기능을 하는 동

시에 인근 통리초 학생들의 자연생태학습, 식물인식 등 자연실습공간으로

역할을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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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5] 핵심경관구역 공간 이미지

핵심경관구은 전반 공간 중에서도 가장 다변성이 있는 구역이다. 왜냐

면 다수의 부지가 야생초로 식재가 되어 있는 만큼 꽃이 피는 시기에는

감상과 자연생태학습장으로 기능을 하게 되지만 계절의 영향을 받는 식생

들의 경우 꽃이 지게 되면 이 공간은 주 기능을 잃게 된다. 따라서 비성

수기, 즉 겨울이나 초봄의 경우를 고려하여 다른 기능을 부여함으로서 공

간의 지속적인 이용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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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6] 핵심경관구역과 주변구역 단면 (비 성수기)

따라서 전반적으로 인근에 있는 공간보다 위치적으로 낮은 조건에 인해

내려다 볼 수 있는 장점을 활용하여 꽃이 지고 경관적 기능을 발휘하지

못할 때 이곳에서 지역문화행사와 축제를 개최하도록 제안한다. 그 이유

는 1. 겨울 같은 경우 비교적 넓은 유휴공간으로 변하게 되며 2. 다른 공

간들에서 바로 내려다 볼 수 있어 지역축제 등 공연장으로 가능하다고 생

각된다. 더불어 기존의 공연, 행사 기능을 담당하던 다목적 녹지공간은 넓

고 평탄한 장점을 활용하여 주민들의 육체적 프로그램을 위주로 지원하여

주민운동회 등 활동공간으로 역할이 바뀌게 된다.

 

2.6 다목적녹지/ 전망휴계 구역- 공간의 해석과 활용계획

                   [그림 5-47] 5,6번 공간에 대한 공간조성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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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설명한 공간(5번)과 인접한 공간은 경사지에 의해 분리되어 있지

만 경사도가 낮아 사실상 공간적으로 이어진 하나의 큰 공간이다. 두 구

역 모두 입지적으로는 전망조건이 양호한 특징을 가지지만 입구와 멀리

떨어져 있어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공간활용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고려

가 필요하다. 즉 넓은 공간에서 행사, 지역축제 등 볼거리위주의 프로그램

을 진행하게 하여 방문객들을 이끌도록 하며 평소에는 휴식과 가족야외모

임 등 일상적인 활동을 지원하게 되는 다목적 녹지공간이다.

넓고 긴 공간구조를 가진 구역은 주로 보조기능을 하게 되며 앞서 설명

한 바와 같이 행사가 있을 때 이동인구가 많이 몰리게 될 것을 고려하여

오픈공간과 정원공간 두 개로 분리하고 평소에는 조망위주의 정원휴계공

간이 되지만 행사개최 시 장비이동, 관객이동에 불편하지 않게 주 동선과

인접한곳에 오픈공간을 조성하여 자유동선을 제공함으로서 가장 위쪽에

입지하게 될 행사공연장으로 모이게끔 계획하였다.

- 다목적 녹지 광장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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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5-48] 다목적 녹지광장 이미지

부지내부에서 가장 위쪽에 입지한 이곳은 접근성이 낮은 이유로 공간이

용율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지역행사, 축제 등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기능을 도입하였다. 평소에는 높은 지표조건으로 주변을 전망하면서 휴식

을 취하는 공간으로 되지만 정기적으로 마을축제, 체육행사 등 프로그램

이 발생하게 되며 축제의 공연장으로 활용되는 구역이다.

                  [그림 5-49] 다목적 녹지광장 식재설계 단면

이 공간의 토양은 탄광폐석더미인데 복토를 한 후에 잔디를 깔고 넓은

다목적 녹지공간을 조성한다. 다음 복토 후에도 기반이 약한 단점을 보완

하기 위해 앞서 식재입지분석과 선정수종에 근거하여 기존의 부지내부에

심어졌던 리기다소나무와 자작나무를 이식하여 군락을 조성하여 위계된

공간속에서 휴식과 공연 등을 즐기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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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절 설계의 결론 

70년대~80년대, 탄광지역의 주도산업으로서 역할 하던 전국의 많은 폐

탄광부지들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과 환경오염에 대한 인식의 제고로 점

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다. 따라서 그동안 방치되고 있던 폐탄광부

지들은 1.넓은 면적과 2. 역사적 가치에 주목받으면서 탄광지역쇠퇴라는

사회적 이슈와 더불어 지역문화시설 및 경제가치창출의 대안으로서 활용

되기 시작하였으며 지금까지 국내의 경우 총 5개소 사례가 재활용되고 있

다. 하지만 이상의 사례들은 “탄광부지=탄광테마시설”의 공식으로 활용되

면서 질적으로 그렇다할 효과를 보이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다른 탄광지역

에서 여전히 탄광테마체험단지로 조성되고 있다. 따라서 설계자는 탄광부

지활용의 이와 같은 사회적 현상에 주목하였으며 지금시점에서는 양적인

증가보다 질적인 증진이 필요한, 즉 “있음이 곧 좋음”으로 치부되는 것이

아닌 앞으로의 탄광테마시설조성은 더 잘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모색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한보탄광부지를 통해 시험하고자 한다. 설계

대상지 역시 이와 같은 맥락 속에 놓여 있다는 점에서 출발하여 실제 대

상지가 가지는 이슈와 지역의 수요 등 측면을 고려하여 실질적인 활용방

안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더 구체적으로 설계자는 대상지의 답사, 지역

공원의 부족 현상, 법적규제, 주민의견 등 차원에서 공원조성의 필요성,

타당성과 가능성을 검증 하였으며 현재의 일괄적인 방식에서 벗어나 지역

주민들을 위한 공간 및 관광지역할을 하는 지역중심 테마공원으로 활성화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구체적으로 대상지의 이슈와 지역적 맥락의 각도에서 프로그램 및 공간

의 구성, 건물의 활용방안 등을 제시하였으며 이론고찰단계에서 유사사례

의분석을 통해 도출한 사항들을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구상과 전략을 진행

하였다. 그 이유는 사례분석에서 도출한 요인들은 탄광부지의 공원화에

있어 질적제고를 위한 방향성을 제시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대상지의 설

계를 진행하면서 부지자체의 이슈를 다루는 과정에 함께 참고하였다. 더

불어 한보탄광공원은 기존사례들의 장단점을 흡수하여 지속적으로 주민들

과 관광객들의 문화공간으로 작동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GIS툴의 분석에 근거하여 수종도입의 적지를 선정함으로서 생존율을 고

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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뿐만 아니라 지역주민들의 실제의견과 지역적 차원에서 이용자를 예측

하고 프로그램제안을 함으로서 조성단계부터 주민들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의 문화와 특산, 및 부지자체의 역사를 관람하고 체험할 수

있도록 제안함으로서 탄광테마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닌 지역과 대상지 차

원에서 관람을 진행할 수 있도록 제시하여 궁극적으로 부족한 황연동 지

역의 공원을 보충하고 지역중심의 문화공간으로서 작동하기 위한 대안을

제안하여 지역중심테마공원으로서 활성화되어 주민들에게는 역사와 기억

이 존재하는, 관광객들에게는 기존탄광테마시설과는 차별화 된 시설공간

으로 색다른 매력을 어필하는 지역중심탄광테마공원으로 작동하기를 기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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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pass time, the coal mine was the main resource to support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supply the positive power to the mining 

region. The mining resource made the people can have a good profit.

But the mining company starts to face the low cost materials from 

import and increasing of the standard living in the end of 1980s, these 

problems made company record the deficit in their balance. And the 

government built the Union of the mining company to limit the 

uneconomical mining company shut down the mining project in 

political activity. It made the 347 coal mines have to shut their work. 

And there was no one responsibility to solve the environment problem 

which is broken by the mining project. The problem of coal mining 

can be separated as:

1.The pollution of river and water by the AMD.

2.The initiation of dust and land subsidence.

3.The lack of labor make the economic in trouble and the teenager 

cannot have good education to be social problem.

4.Lack of the management of pollution, let the problem more and 

more complex and it still did not receive any capital to solve 

probl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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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kind of environment, the mining region starts to find the 

displacement to develop the economic and to solve the problem of 

coal mining project; the first solving strategy was recycling the coal 

mining to build the cultural facilities. In 1995, the Bo Ryung Coal 

Museums is the first recycling project and they used the cultural coal 

industry as theme to propose the new breach of economic development. 

It become the public place to support local and traveler have a 

meaningful and educational environment. In now, the most of mining 

region making the project to MASCOM and the change of mining 

region will still go on.

But the effective of most of projects can not reach the anticipation 

and the lack of continuing management let the government waste the 

money and the staffs have no direct solution to solve this problem. 

According to the analysis, the most of museum face the low passenger 

and record the deficit in the balance. As an example:
“The project of coal museum development is producing in mining region, 

but the lack of attention by the passengers makes the government waste 

money…… In 2006, we use 13 billion to build the coal mining museum, 

but the number of passengers in past year is only 3,600; and the profit 

of the museum is only 3 million. ……… It need to pay the billions to 

operation and cannot help the mining region have economical 

development. But the many mining region still want to operate the 

museum project in now.”

This kind of condition is the basic situation happened in the mining 

region and most of the museum did not have 30000 passengers in one 

year in average. As the main researching target HanBo Mining, they 

are also faced this kind of problem. But they still planed the build 

museum with the TeaBak government from 2009. In now, the museum 

project face financial problem and dispute between stockholders m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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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ject in fail.

The strategy of using the cultural background to develop the 

museum or public place is meaningful and supports the economic 

development to the local. But the problem is the project cannot reach 

the ideal effect and the scale of building is more and more in now, so 

we need to have reconsideration to analyze the situation and to ask the 

project is meaningful to the HanBoo Cal Mining. So I will focus the 

social attitude of the mining region operation and analyze the factor of 

HanBoo Mining to find out solution of how and which way is best to 

solving problem to make the research.

The purpose of the design can be separated by:

1. The main core of the design is questionable consciousness the 

situation of the mining industry and to test the industry need new 

operation. And it needs the project of building Public Park as main 

subject and to support the more comfortable service to passenger. I 

will target the convenience and possibility of Public Park to 

significant the necessary of the park.

2. From the analysis of the five operating mining region to 

publish the strategy to support the local demand and economical 

development to make the design project to HanBoo.

3. From the research of HanBoo, it will accord to the situation of 

the region and issue from the local then determine the design 

direction and supply the possible operation pro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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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1 : 모델링 이미지

                      [부록 그림-1] 한보탄광공원 모델링 

                     설계자 제작, 2014년 5월 26일 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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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한보탄광공원 설계 동영상

한보탄광공원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일상적 여가활동공간으로서, 지역경

제 활성화의 주된 목적으로 재활용 된 역사적 가치가 있는 부지이다. 따

라서 설계자는 상위 목적들을 가지고 버려진 폐 탄광부지를 설계하였으며

공간세부구성은 아래에 첨부하는 LUMION 2.1 3D시뮬레이션 프로그램으

로 전체공간을 재현한 동영상을 참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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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항목       교통접근성         주변시설 접근성 
     대상지 시내  I C 정류장 단지 상업 문화   학교
협성광업소 ◯ × ◯ ◯ ◯ ◓ ◯

강원 삼성탄광 ◯ × ● ● ● ● ◓

상동광업소 ● × ● ● ● ● ◯

보성 협신탄광 ◯ × ◯ ◯ ◯ ◯ ×

보성 삼봉탄광 ● × ● ◓ ◓ ◓ ●

동해 삼경탄광 × × × × ◯ × ×

동해 남일탄광 ◯ × ◓ ● ● ◓ ●

동해 덕용탄광 × × × × ◯ × ×

성원 원진탄광 ◯ × ● ● ● ● ◯

대방탄광 × × ◓ ◓ ◓ ◓ ×

삼마탄광 × × ● ● ◯ ◯ ●

신원 삼보탄광 × × ◯ ◯ ◯ ◯ ×

태경탄광 × × ● ● × × ×

해림탄광 × ◯ ◯ ◓ ◓ × ×

영진탄광 × × ● ● × × ×

와룡 부일탄광 × × ◯ ◓ ◓ × ×

동원 성동광업소 × × ◓ ● ● × ◓

와룡 삼동탄광 × × ● ● ● × ×

효경 흑룡광업소 ◯ ● ● ● ◓ × ×

효경 이화광업소 × × × ◯ × × ×

동원 삼왕광업소 × × × ● × × ×

동원 동보광업소 × × × ◯ ◯ × ×

동원 우성광업소 × × × ◯ ◯ × ×

동원 경진광업소 × × × ◯ ◯ × ×

동원 우신광업소 × × ◓ ● ● × ◓

동원 경진광업소 ◯ × ◓ ● ◓ × ◓

동원 영일광업소 × × ◓ ● ● × ●

동원 석흥광업소 × × × ◯ × × ×

부록 3: 국내 폐탄광부지 명칭과 접근성 정리도표

· 거리가 멀어서 접근성이 낮은(2km 밖) 경우45): ×로 표기

· 접근성이 보통인 경우(1~2km) 경우: ◯로 표기.

· 도보로 고려 가능한 접근범위의 경우(500m~1km): ◓로 표기.

· 접근성이 매우 높은 경우(500m 이내) 경우: ●로 표기.

45) 접근성의 높고 낮음의 구분은 국토해양부에서 2010년 제시한 “도시민의 공원접근성

향상을 위한 거리를 500m로 설정”하였는데 이것을 기준으로 <보행으로 이동할만한

거리인 1km, 보행이동이 잘 일어나진 않지만 광역적 네트워크를 고려해 볼 수 있는

1km~2km이내는 보통으로, 그 밖의 범위는 접근성 낮음>으로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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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 서진광업소 × × × ◓ × × ×

정동 예광광업소 × × × ◓ ● × ×

경일 경산광업소 ◯ ◯ ◓ ● ● × ◓

세원 동성광업소 × × × ◯ ◯ × ×

세원 동산광업소 × × × ◯ ◯ × ×

세원 동진광업소 ◯ × ◓ ◓ ● × ◓

세원 달성광업소 ◯ × ◓ × ◓ ● ◯

자미원탄광 ◯ × ● ● ◓ × ◓

우전 대평광업소 × × × ● ● ● ×

우전 신대왕광업소 × × × ● ● ● ×

정선 태일광업소 ◓ × ● ● ● × ●

옥동탄광 × × ● ● × × ×

보령탄광 × × × × × × ×

한일탄광 × × × × × × ×

옥동 임천광업소 × × ● ● ● × ×

옥동 선진광업소 × × ● ● ● × ×

동우 세방 × × × ● × × ×

대동 재덕광업소 × × × ● × × ×

단천탄광 × × × × × × ×

단양탄광 × × ◓ ◓ ◯ × ×

보은 흥일광업소 × × ◓ ◓ × × ◯

대성 보성광업소 × × ◓ ● × × ◓

영보탄광 ◯ × ◓ ◓ ● ● ◓

태화탄광 × × ● ◓ × × ×

원풍탄광 ◯ × ◯ ◯ ◯ ● ×

태삼탄광 ● × ● ● ● × ●

영보 태광광업소 × × ● ● × × ●

영보 상보광업소 × × ◯ ◯ × ● ◯

영보 금풍광업소 × × ● ● ● × ×

영보 원보광업소 × × × ◯ × × ×

성림 동광광업소 × × × ◯ × × ×

성림 금곡광업소 ◯ × ◯ ◯ ◓ ◓ ×

대보 성보광업소 ◯ × ◯ ◯ ◓ ◓ ×

덕수 덕성광업소 ◯ × ◯ ◯ ◓ ◓ ×

덕수 덕흥광업소 ◯ × ◯ ◯ ◓ ◓ ×

태화 오성광업소 × × ● ◓ × × ×

보령 원진광업소 ◓ × ● ● ● × ◓

보성 중보광업소 × × ◯ ◯ × × ×

개화 기본광업소 × × ◯ ◯ × × ×

동명탄광 × × × ◯ × × ×

무등탄광 × × × × × × ×

동남탄광 × × ◓ ● × × ×

덕신탄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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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탄 삼성탄광 × × ● × × × ×

장봉탄광 × × ● ● ● ◯ ×

대성 창성광업소 × × ◓ × × ◓ ×

봉명 단봉광업소 × × × × × × ×

봉명 신한광업소 × × × × × × ×

봉명 삼영광업소 × × × × × × ×

오정 오산광업소 × × ◯ ◯ × × ◯

근혜자 평성탄광 ◯ × ◯ ◓ ◯ ◯ ◯

태산 현정광업소 × × × ◯ × × ×

태산 경화광업소 ◯ × ● ● ● × ●

서림 성진광업소 × × × × × × ×

일월 세방광업소 × × × × × × ×

동주탄광 ◯ × ◓ ● ● × ◯

석봉 성봉광업소 × × ◓ ◓ ● × ×

와룡 구룡광업소 × × ● ● ● × ×

전원 금산광업소 ◯ × ● ● ◓ × ◯

태영탄광 ◯ × ● ● ● ◯ ◯

우성탄광 ◯ × ● ● ◯ × ◓

보성 세명광업소 × × ● ◓ ◯ ● ◓

함태탄광 × × ● ● ● ◓ ◓

동해 삼창광업소 × × ● ● ● ● ×

태영 경봉광업소 ◯ × ● ● ● × ◓

삼영탄광 × × × × × × ×

강릉 만덕광업소 ◓ ◓ ◓ ◓ ● ◓ ×

와룡 대일광업소 × × ◓ × × × ×

와룡 흥보광업소 × × ◓ × × × ×

경일탄광 × × ◓ ● ● × ●

세원 동덕탄광 ◯ × ◓ ● ● ● ×

정선 용배일탄광 × × × × × × ×

명신탄광 × × × × × × ×

옥동 덕산탄광 × × ◓ ◓ × × ◓

동우 성진탄광 × × × × × × ×

용배탄광 × × × × × × ×

비암탄광 × × ● ● × × ×

옥수탄광 × × × ● × × ×

영보 태전탄광 × × × × × ◓ ×

영보 서원탄광 ◯ × ◓ ◓ × ● ×

영보 삼광탄광 ◯ × ◓ ◓ × ● ×

원풍 건일탄광 ◯ × ◯ ◯ × ● ×

월명탄광 × × ◓ ◯ ● ● ×

강성 삼정탄광 × × × × × × ×

대성 동보탄광 × × × ● ● × ●

대성 용진탄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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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명 동원탄광 × × × × × × ×

한성광업소 ◯ × ● ● ● × ●

성원탄광 × × × × × ◯ ×

신원탄광 × × × × × × ×

대일탄광 × × × × × × ×

태금탄광 × × × × × × ×

동덕탄광 × × ● ● × × ×

동덕 현대탄광 × × × ● × × ×

흥일 태봉탄광 × × ◯ ◯ × × ×

동원 유성탄광 ◯ × ● ● ● × ●

세원 거진탄광 ◯ ◓ ◓ ● ● ● ×

자미원 두정탄광 × × ◓ ● ● ◓ ×

보은 제일탄광 × × ● ● × × ×

영춘 혜주광업소 ◯ × ◯ × × × ◯

단양 덕상탄광 × × ◯ ◯ × × ×

경원탄광 × × ● ● ● × ×

우성탄광 × × ● ● ● × ×

성진탄광 × × ● ● × ◯ ×

영보 대봉탄광 ◯ × ◯ ◯ ◯ ◓ ×

삼풍 삼보탄광 ◯ × ◯ ◯ ◯ ◓ ×

세풍 풍산탄광 × × ◯ ◯ ◯ × ◓

대성탄광 × × × ◯ × × ×

우량 삼성탄광 × × ◓ ◓ × × ×

봉명탄광 × ◯ ● ● × × ×

장자탄광 × × ● ● ● × ◯

유정탄광 × × × × × × ×

갑정탄광 × × ◯ ◯ ● ● ×

태성탄광 × × ● ● ● ◓ ×

유정 삼정탄광 × × × ◯ ◯ × ×

탄광 × × × ◯ × × ×

가은탄광 ◓ × ● ● ● ● ◓

함태탄광 × × ● ● ● ◓ ◓

삼신탄광 × × × × × × ×

강원 동광광업소 × × × × × × ◯

황지 흥보광업소 ◯ ◯ ◯ ◯ ◯ ◯ ◯

한양탄광 × × × ● ● × ×

삼마 태정탄광 × × ◓ ◯ ● ◯ ◓

와룡산업 × × ● ● ● ◓ ×

태일 화성탄광 × × × × × × ×

동원 삼성탄광 × × ◯ ◯ ◯ ◯ ◯

삼척탄좌 삼덕광업 × × ◓ ● ● × ◓

옥갑탄광 ◯ × × ● ◓ ◓ ×

나전탄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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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신일탄광 × × ◯ ◓ ● ◓ ×

정선 신태일탄광 × × ● × ● ● ×

대양탄광 × × ◓ ◓ × ● ×

대덕탄좌 × × ◓ ● ● × ◯

원일탄광 × × ◯ ◯ ◯ × ◯

태우탄광 × × × × × × ×

영보 동보탄광 × × ◓ ◓ × ● ×

보성탄광 × × ◓ ◓ × × ◯

개화탄광 × × × ◯ ◯ ◯ ×

호남탄좌 × × × × × ◯ ×

호남광업 × × ◯ ◯ × × ◯

장흥탄광 × × ◯ ◓ × × ×

화복탄광 × × ● ● × × ×

문경 대봉탄광 × × ◓ ● ◓ ◓ ×

장자 삼계탄광 × × ◯ ◯ × × ◯

장자 승우탄광 × × ◯ ◯ × × ◯

대명탄광 × × × × × × ×

강원탄광 ● × ● ● ● ◓ ◯

황지 영동광업소 × × ● ● ● × ●

어룡 광신탄광 × × × × × × ×

어룡 대덕탄광 × × × × × × ×

어룡 동명탄광 × × × × × × ×

효경탄광 × × × × × × ×

임곡탄광 × × ◓ ◓ × × ×

대원탄광 × × ◯ ◯ ● ◯ ×

정동탄광 × × ◓ ● ◯ × ×

동성탄좌 × × ● ● ● ● ×

남경탄광 × × ◯ ◯ × × ×

한창탄광 × × × × × × ×

청산탄광 × × ● ● ◯ × ◯

호명탄광 × × × ● × × ×

한보탄광 × × ◓ ◓ × ◓ ×

한신탄광 × × ◓ ◓ × × ◓

한일탄광 × × × ◓ × × ×

대보 만수탄광 × × ● ● ● × ◓

우량탄광 × × ◓ ◓ ● × ◯

서림탄광 ◓ × ◯ ● ◯ ◯ ×

천부탄광 ◓ × ◓ ● ◓ × ◓

강성 삼덕탄광 × × ◓ ● × × ×

문경탄광 × × ● × ◓ ◯ ×

태화탄광 × × ● ● × × ◓

문경 태원탄광 × × ◓ ◯ ◓ × ×

문경 동진탄광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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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창탄광 × × × × × × ×

제일탄광 × ● ● ● ● × ●

지원탄광 × × × × × × ×

청양탄광 × × × × × ◯ ×

산성탄광 ◯ × ◯ ◯ ◯ × ×

기화탄광 × × × × × ◯ ×

호탄 능성탄광 × × ◓ × × ◓ ×

상무탄광 × × × × × × ×

영동탄광 × × ◯ ◯ × × ×

예산탄광 × × ◓ ◓ ◓ × ×

광성탄광 × × ● ● × × ×

삼산탄광 × × ● ● × × ×

거보탄광 × × ◯ ◯ × ◓ ×

만우탄광 × × ● ● ● × ×

이양탄좌 남성탄광 × × ● ◯ × × ×

일월탄광 × × × × × × ×

거성탄광 × × ◓ ◓ × × ×

월명 무균탄광 × × ● × × × ×

태원탄광 × × × × × × ×

성일탄광 × × × × × × ×

삼일탄광 × × ◓ ● ● × ×

정암광업소 × × ● ● ● × ◯

영월광업소 ◯ × ● ◯ ● × ◯

사북광업소 ◓ × ◓ ● ● ◓ ◓

흥진광업소 × × ◓ ◓ × × ×

한보광업소 × × ◯ ◯ × × ◯

성주광업소 ◯ × ● ◓ ◓ ● ×

태백광업소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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