콩고 민주공화국의 금광업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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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분은 콩고 금광업 1)에 관한 연구이다. 경제 전문가라면 본

* 이 연구쓴 2012학년도 단국대학과
** 단국대한교 성 셰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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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꼭적을 이해하기 어려월 것이다. 콩고 경제란 분석한다띤 구
리 ， 다이아몬드 코발트， 콸탄 퉁이 우선시 되어야 하지만 본 연구는
금광업이 중심이다. 그러나 실제로 콩고의 금 생산량이 미미하기에
콩고의 금광업에 대한 연구가 엽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2009 년의

예를 보아도 우리나라의 생산량에도 미지지 못하고 있기에 콩고의
금광엽이 콩고경제를 견인하기는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본 연구는
콩고의 금광엽이 주제로서 성댐되겠느냐 하는 문제갚 남끼고 있다.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콩고의 급광업을 연구하려는 목적은 다음

과 같다. 아프리카 금광엄옳 연구하던 중 미지의 지역인 콩고애 진
춘하여 금광업 시장을 개척하고， 우리나라와 경제 협력의 기반을 마
련하는데 금광업이 적절한 도구가 된다고 판단되었다. 콩고의 금광
업이 새로운 투자 시장블 개척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금광업이 발전해 온 양식올 이해하고 분석하면 입증된다. 이플 다음
과 감은 2 가지 근거릎 틀어 살펴보띤 첫 번째， 금팡업은 다듭 광업

부문에 비하여 고정자본이 적게 필요하다. 이런 점은 미지의 지역에
진출하려는 투자자의 위험부담욱 줄여 개척자의 역한읍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두 번째， 금은 고가의 가벼운 제화이므로 사
회간접자본이 정비되지 않은 지역에서도 사업이 용이하여 오지의
광산을 개발할수 있다.
이처럼 콩고라는 처녀지늘 개척하는데 금광업을 우신으로 내세워
야 하는 당위성은 충분하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지만 본 연구를 가

로 막는 걸림돌은 제거되지 않고 있다. 사실인 즉， 진문가들은 콩고
끔광업이 지니고 있는 잠재성은 인식하고 었으나， 아직까지 가시적인

”

추저l/t 되는 콩고의 국영유 시↑JP 콩고 민주공화국이지만， 전인 대장영인 Mobutu가
십권한 19기 년부터 1997인까시뷰 사이료공화국이리고 하였다 이훗에쓴 프양스‘경
이었던 종고 공회국이 있어 ~I ':I하는데 어려용옹- 주고 있다. 선잔가관5=. 혼란해
하고 었다. 이릎 방지하고사， 수쩨의 영칭올 엄빌하깨 표현하'l! 장고 덴주공화국의
급광엽이라고 혜야 하지반， 연의상 분 연-규에서는 콩j!， 갑광엽으1~.. 하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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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가 보이지 않았다. 콩고의 금 생산량이 미미한 상황이 장기간
시속되고 있어 연구의 포기룰도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번 마의
양각관계를 해결하려는 시도기 본 연구를 이끌어 나가는 방법론이
된다.

콩고를 비롯한 굴지의 금 생 t←국은 어려워지는 채꿀 초건을 극복
하기 위해 새로운 팡산윌 찾았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러다가 전략올
전환하여， 이전에는 경세적 가지 It 없다고 포기한 빈팡윌- 다시 채굴
하고， 광석을 제련한다. 더욱이 2000 년대 초부터 이어지고 있는 금
값의 상승으로 빈광처리의 높은 원가를 감당하면서 콩고의 담팡업

의 발전 양식은 변화하게 된다. 이제는 의지만 있다면 콩고인들은
국토의 동쪽에 위치한 금광지대플 개발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그
지역이 광활하여 잠재성이 크다는 것을 금광업자들에게 제시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도 금광엽융 콩고에 진출시킬 기회는 주어졌으나， 그 역
할이 막중하고 복합적이다. 콩고는 우리나라에게는 새로운 영역이고
그 지역이 넓어 금광엄이 녹사적으로 경혐의 습득과 자본쓸 축척해

야 한다. 그 이후 사업이 일생한 단셰애 오르면 콩고의 밥신 양식올
터득하여 우리나라의 다른 산엄의 진출을 이끄는 복합적 역할도 해
야한다.

본 연구는 콩고 금광업이 끔대적 방식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알아
보띤서 시작하려 한다. 이어서 콩고의 금광업에 신줍한 외국자본과

금광산을 개발하려는 상홍‘풍 조명한다. 다음 장에서는 콩고 금광엽의
잠재성윤 찾아내서 부각시키고 따지막으로 우리나라의 신출방안올
제시하여 결론으로 마무리 지으려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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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 근대 콩고 금광업의 기원
(1) 벨기에의 식띤 정책
유럽 국가듭은 아프리카에 국력플 기울여 식민지룹 건설하띤서도，
투자는 신풍하게 하는 경향올 보이고 있었다. 하지만 벨기에는 유럽
열강틀에 ul 해 소국인데도 식넨지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었다.
이는 벨기에의 영토가 3 만&에로 한반도애 1 17에 불과하다는 것과

다음 표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아프리차에 대한 프랑스와의 투자액
의 비교에서 입증할 수 있다.

표 1. 벨기에의 투자와 프랑스의 프량스 적도아프리카에 대한 투자의

(1936)

-

벤시애투자

프랑스투자

되

뼈
때
縣
씨
-

비교

-

S.Hebert Frankel, “ Invescmem ìn Africa " , Oxford UniVCTsity
Press, London, 1938 , p. 70.

출처:

벨기에가 콩고에 투자한 총액이 프랑스가 투자한 총액의 6.5 배가
넘고 있다. 물흔 1936 년의 투자액만으로 비교하기에는 문제가 있고

1940 년경에는 프랑스의 투자액이 증가하기도 했다. 하지만 두 깨의
지역 간에 나타난 격차는 그대로 유지되 어 벨기에의 투자의 적극성
을 증명해주고 있다.
벨기에는 정부가 콩고에 직접 투자하기보다는 외국자본의 도입
으로 민간기업을 유치했다.

1 902 년에 스코틀랜드 사람인 Robe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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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liam 2)을 영입하여 콩고자유국，))과 협력하여

Ka(an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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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회사

(La compagnie du Chernin de Fer)를 설립하였다. 그해 콩고의 별
(단'Oilc

du Congo)이라는 회사를 세워서 첫 번째 구리광산인 Kanbove플

개반하였고， 과거의 Elisabethville~ 지금의 Lumumbashì에 용광로도

건설하여 채굴을 뒷받침하였다.
1906 년에

2) Robclt

1885 년애
언

q

소시에태

세네렬4)($oci뱉

Génér:외e

dc

William 는 광산 νI~자;(，~ 쓸'!"'}jE.!，' 아~리카암 넘 ~)(;I 띠시 Katanga어| 싸은

-fc' 1잉 산윈-

3)

대자본인

찾아냈아 'í'~1I1 아에도 신꽉바이 -f 러광산의 새딴욕 추도 하였 cl

Cecil John

L는

Rhodcs릅 만나사 그의 수하에 난우도 바고. 조언사i 서 싱

숙사하여 항，，' ~I 냐애셔 대시엽샤짜서 군립하애 핀다.

멘시에 정부수 3만새에 r’셔 .q 콩.Jt~1 시매재세룹 구숙하여 냐갔다. 먼저 1876 니，
샤워 ~I 떼오푼드 2 새뉴 놔재 아.!!o 21 가'fl 회(Asso디alion

Intcmalionale

AJiicain야한

쇼시아jt 이룹 도-f 파 61이 항고분^-I 냥 선!흔히기 시작하였냐， 다읍 딘계로 아JI. "I
시 대~-{} 분한하려 j ’ .~심된 베즙앙1 ~1 f'1에시 혜l오풍트 2새는 1885 년에 상Jl의
멍한?- ?!성받는 악씨 색 승인폴 언이냈다- 예상과 달러 ‘씬지에 의회는 콩:ï~간 구l
꽉시 시는데 신숭하었다 ~ :1'.샌l 여판토 영 !ε펀 확상시 71^~는데 호의적이지 않았디.
에1 9.션r， 2세는 하~I 시기 인선하고 i't!i 서 소지로 콩 j!낀 사신의 사유시 5 이.:JI.
냉 싱 l~' 합고 시유-.f( Eldl Indφendanl
~6.C:~

du

Congo)이라JJ. 선E야었다. 이 1감부터

23

‘|

~~왕이 즈I~ 농사바여 사민지삼 시서 냈다. 최풍시。 i’ 1908 년에 공피션 ’~I

'1 에에 귀욕시거 사 1960닌까지 콩i ‘l 낀1 시(Congo BeJge)샤 되었다 산여관 cll 모
콩.It 자유국(ELat

Independanr du

Congo) 은 과도사 새셰얘 블과하였시만 장고

~I ‘J!시의 관리블 묶잉 ðl~l， 이헬|거l 사딩l 시 성영옳 슴ξ·시겨시， 식민지갚 선선 ðt는
네 시t..，lh~- 닦아 수었다

4) 1822 씨에 국민산엉싼 육성한다는 꽉석으，ι 네연한드의 lt왕~! Guillaumc 1 세 사
주노 ð~이 설랩된 유생이다. 그는 1826\I \,-q 배년 500만 얀화'(，1 흘 4 년 농인 '1 ‘까
하였다‘ 사↑l이 상당;뇌샌| 새산으화 수사전 !’”임하시노 하였다 1830년에 엔시애끼
복'1'181사. 은행의 가능픈 그대로 유시!o'1 었나. 다만 명성유 Pay-Bas는 너|딘안느의
1f영이 니냉 그대펴 사용하 수 없어서 Pay-ßas섣;. &1잉.gue료 대세하여

du Bc lgigueOI

Socit:tè Gcncrn le

영싱이 1'1 었다， 은행은 차시펀 사본용 환용。}이 2사 산업에 부샤ðto l

3승'í'1/1 임으보 딴선δ} 세 젠 cl

15 새 의 세션소와 7 개의 뉘 강산에 투자하세 된나

해외에도 항고만이 아인 승국. 러시아， 낚 ul 에도 신훈한 사대한 시잉이다- 장엄
연함 이외얘도 킥째 인엄연뼈F어mière)e 성\'.J하여 다이아산드 팡필 깨말하였다-

Bas Congo와 KaLa nga i! 연 설하는 성도에 무자하고 있다. 장 ... !에서의 시엽 -'1용 은
1950ψcH 에 섣정에 이 ·ν11 된다. 벤기에 ~!의 또 다관 놔샤닙1 ...1_. 멍가 반떤

SOClélé

Générale븐 2003 민에 u 앙스의 l;FJf 시 '1 언인 수에스리 9ttl 깐와 풍한되고 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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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lgigue)쓸 동해 콩고

· 차당카 철도회사(Compagnie du Chemin

de Fer du Bas - Congo au

없ranga)에 투자하게 된다. 이는 자국의

자본을 투인히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된마. 소시 에태 제네
랄은 앞에서

설명한 스코플랜드인과 협력하여

1921 년에 광업연합

(Union Minière)을 창립하여 구리광산의 개발윤 주도했다.
벨기에 성부는 식민성 장관인 Jules Renkin에 게 광업 연합과 협력
하여 1910 년에 Ka ranga 노동사부소(Bourse

du Travail du Katanga)

를 게섣하도북- 하였다. 샤우소에시는 노동자룹 기업에게 공급하고

세금도 받고， 인구가 조밀한 로디지아， 모잠비크， 르완다 둥에서 노
동력을 조달하였다. 실제로 광엽연합에 속한 한 깨의 회사가 ‘’ 1927\건
부터 1930 년까지 18，806 명의 로디지아인을 고용하였다"이고 설명하고

있다. 로디지아인들은 비쿄척 광엽에 잘 적응하였다. 이에 관하여
E1isabethvill e 에서 근무하는 Dufour는 “Haut-Karanga 에 47，357 명 의
노동자가 있다 .. 이고 증언하였고 이들 중에 2/3는 대기업에 고용되

었다.

벨기에 정부는 노동사무소룹 앞세워 원주민틀도 광산의 노동자로
고용하려 했으나 여의치 않았다. 그들이 광산에서 일윤 하려면 마윤
에 있는 가똑들과 헤어져야 했다. 노동자 중 일부는 부인과 자녀판
도 통행하여 취사나 인근 경작에 동원했으나 낮은 보수와 열악한 조
건을 감당하지 봇했다. 이를 타개하고자 1923 년 식띤정부는 추장에
게 책임량올 부여하는 할당제플 실시하여 주민틀을 강제동원했다.
Kasai 지방에서 많은 노동자가 불려왔고 농촌이 황폐할 정도로 원주
민이 정발 되었다. 노동사무소는 광엽연합에 필요한 인원의 50%룹
충당했다.
1906년부터 근대화가 된 구려 채굴업은 이러한 노동력을 바탕으

5) JuJes Marcha1, “ Travail forcé pour 1e cuivrc el pour 1’or",
Bcl1 ings, 1999, p. 15.
6) fbid. , p. 14

ßor.밍oon，

Pau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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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I 차 대전 중에는 채불량이 85 ， 000t을 기록하여 콩고의 최대 광업
부운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본 연구의 주제가 되는 끔팡엄은 식민
시 콩고의 중심 산업부운으로 선정되지 못했다. 그런데도 끔광업은

끈질기게 발전하게 된다.

(2) Moulaert가 주도한 근대 콩고 금광업
콩고의 금 탐사는 다른 광물이l 비해 늦지는 않았다， 1 903 년에

콩고 자유국의 명을 받은 호주인 Hannam과 0’B디en은 콩고의 여 러
지역을 탐사하다가 동북쪽에 깊숙하게 위치한 1tu끼 강의 지류인 Agora
강의 유역에서 금광플 찾아내세 된다. 이로부터 이 지역이 KiJo7)금

광지대로 발전하게 된다， 1905 년에 기술자인 Emile Bravic가 채굴
을 시작하여 “ l 달에 15 - 20kg융 채굴하였고， 1906 년 8 월에 59kg을
벨기에로 보댔다， "8)

금 째굴은 구리와는 달라 국가가 주도했다， 1 907 년에 J비cs Rc따피
식민성 장관은

Varmarckc dc Lummcn 대위를 파견히| 부혁으로

인근의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0:1 노동력을 조달했다. 강제노역의 대
가로는 생존할 만큼의 식량만 지급되었다. 인권이 유린되자， 주민들
은 저항했지만 1912 년과 1913 년에 식민정부는 이들을 무력으로 제압

했다. 특히 Mamvu와 Walcs에서는 유혈 투쟁이 격렬하여 식민군이
신압하는데 어려움윌 겪었다，9) 물론 자신의 의사로 일하는 근로자

7) 91 학인이 당사하고 있었븐 때， 시 01 유 κ10라는 추장이 용시하_，( 있었다 _ 1의 개인
이김용 지역의 영칭으닐 하시~-:. fl 징하이 Kilo가 되어 오늪에 이 늬 」’ 었다. 또한
본꽉에서 l갚한 두 l땅1:(. 취| 송에 한 영<;>} Hannam은 1 906민에 파싹F파 당사

‘

한 껴l속하여 Mo o 상 유역에서 납이 부판된 충척충읍 잦아내세 ~!다. 이 시 <.!'I 은
싱의 이즙인 MO(o 샤 시익의 냉생이 되었다 앞의 시역인 Kilo와 Mα0 :: ~ti>l여
κ100Mαo 금광지대가 되었다.

8) A , J Wauærs, “His IOlfC polmque du Congo &1양.. Plerrc Van Fleteren,
Bruxelles, 1911 , p.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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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층도 형성되고 있기는 했다. 노동자들은 노동의 대가가 생존비임

금을 약간 상회하자 더 이상 광산에서 이탈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19 1 2 년 Haut- l turí 지방에서 는 근로자가 2，500 명에 이 르렀다. 임시직
근로자도 충당되 어 노동력융 죠달하는데 문제가 없어 보였다 그러
나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외 실병에 대비할 의료시설은 거의 갖추
지 않았다， Moto 지방에는 병원이 한 개도 없었다. 시일이 경과하자，
이들은 일욕 기피하고 도주하게 되었다. 그러자 1907 년의 강제동윈
과 같은 상황이 되었다. 이에 밴기에는 다음과 갚은 방법으로 콩고
의 긍광업윤 근대화시켰다.
먼저， 1919년 12 월에 왕명으로 Ki lo-Moto 광업국(Régie

des mjncs dc

indUStricUc

Kilo-Moto)을 설치했다. 광업국은 종주국이 원칙적으

로 경영에 간섭하지 않는 자윤기구를 표방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익
금을 식인성에 납부해야 하는 이율배반성을 지니고 있었다. 이사회
가 경영플 하지만 이사들이 광고 자유국의 전직판리와 식민지 콩고
의 현직관리로 구성되어 있어 기능적으로는 행정기구로 보아야 했
다. 이는 본격적으로 콩고 금광업을 근대화시키고 전문 경영인을 육
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콩고에서 현직 소장이여 부총독인
Moulaert lO)가

Georgc

이사회의 의장으로 임명되었고 콩고 금광업의 근대화

9) Jules Marchal, 앞의 책， 1999, P I
10) 1897\1에 소위로 입관한 이래 Fil 공영상교로 근무하있나 1909 년에 공명사냉
{I-oq 9_1l 새 왼다. 그는 징우의 냉옵 만아 콩고 강혹 감양하.1'.， 1911 년에 레오션
드'11애 있쉰 항구흰- 이전하자 .. ' 츄상하여 관션시겠다 l 사 대신 사애는 낭시의 획
인 시민 ~I 었년 가때등과 당/μ11완 상써하여 녕윤 세우-시노 하였다， 1917 년’，t
터 "'1 맨시 사원용 새밥하는데 선사에시 시사하였다 2넌 후 "'I'!! 성 장관인

Loui5

Frank 에 의하여 광엽국의 이사회 의생으파 임냉되있Jl.， Ki lo-MOlO어|시 급광 새l~씌‘
선댐 61 새 되었다. 이퍼씨 장낸이낀시. 전분경영인의 어 ~tf( 수행했다， 1926 민에

광~I 콰욕 시 ~I 으로 전환사 "1 '객 이사회의 의장이 되지만 단순하셰 행정시관의 슈

상이 이안 강 :ït 급창엽에 관한 적념.적이고. 전문경영인의 위 ;(1::' 굳건하깨 했다.

본인이 꾼인이어서. 독단으갖 21 인 동안 상시간 운영하여 Ki lo- MolO 팡엽회사의
성영깐 ~I 선시 끼는데 등한시하였다뉴 ulv!-l을 받고 있다 그 <'I .:il ~.가 섣치하이
놓은 사.01 간 ~I 사본파 생산시~!’，

III ~I O. 5!_ 파괴되어 _t!?1

언 ι|퓨 현재외 쉬녁hs.

콩」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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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중심갚 Kilo-Moto 지역 으로 하였다. 그는 노예나 죄수의 상태로
일하는 노동자틀에게 완화된 조지룹 취하고， 감시원들이 무장한 재

로 노풍자를 봉지|하지 옷하게 했다. 갑독의 권한도 축소시키고 폭려
의 사용윤 자제시겼다. 뿐만 아니라， 그는 공병장교로 근무하면서
축척된 경험을 바탕으로 “수송과 통신수단의 사회 간접자본은 식먼
지플 경영하는 축" II } 이라고 주장하고 실제로 이블 추진했다.

표

Moulaert에 의하여 건설된 사회 간접자본

2.

출치:

전 -선

1920.1924

-

소 -화

1924

μ
경--시

1924

내용
발

|

스--시」

연도

도로

Gcorge Moulaert, “ Problèmes coloniaux d’ hicr et d’a매ourd’ hui" ，

Bruxel1 es, 1939 , p. 170.

Soleniana에 수력발전소 12) 가 건실되자 300Km가 념는 전신시설

이 개설되었다. 전력이 확보되자 팡물의 탑사도 원활해지고 분쇄
기를 비핏한 기셰륜 사용하게 되었다. 하지만 도로도 개설해야 하고

수많은 교량이 건설되어야 하는 만람 난공사였다. 그는 독려하여 4 년
만에 828Km의 도로를 완공시 켰다. 그 효과는 물자륜 수송하는데

디.1'. 만언하시누 ‘!다. 그러나 콩고 급강언에 투시 니|시 관심윈 I).-.J!.자 힌1:1 ’꺼，
_L

11

파 ðl

11)

이룩하여 ~.은 콩고 .,1.lJ1 납팡임의 시?~은 !i'1 싶이 부.는 선장야이 요구원다.
u~ 4-!r.하여 냥끼 .);유 콩.J!. 납강임에 판반

?! 까와

갱 ~1.~; 삼고하여 :.tl

jOl ò'il 급강염잔 만전시서{- 도구s. ?~용해야 한야
Gcorge Moulacn, "Problemes colonidux d’bier el d’aujourd ’ 11111" ,

1939, P 140.
12) Georgc Moulclcn 까

BruxeLl es,

선실야이 놓은 안선소;"'- 1972 년까지 /냉~3i1 띤시 산업 91 딴

선에 '1 여하깨 ~，마 지나간 사 tl이지만 : 1 의 엽적깐 마시 한

’.'!

되새지~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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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물지 않고 원거리에시 노동력한 소달하는데 기여하게 된나.
표

3. 노동자의 증가

m
-m

며。-며。

총처: J 비cs

l

1924 민

-「

1921 년

(단위: 영)
71

Marchal , “ TravaiJ forc강 pour le cuivre el pour I'or" ,

Bor!잊000 ，

Paula Belhogs , 1999, p. 6.

위의 도표룹 보면 노동자가 1921 년부터 3 넌 동안 2 배 이상으로
풍가했다. 인시작 노동자까지 더하떤 광산에시 80 ，000 명이 일하고
있었다. Gcorge Mou 1 acrt는 노동자블 워하여 사무실， 노동자 숙소，

십， 병원윤 건설하는 계획을 추진하였다.
다음으로 식민정부는 가본적인 사회간접자본이 정비되었다고 보고

1926년에 광업국을 Ki1o-Moto 광엄 회 사{Société des Mincs d ’or dc
Ki lo-Moto)로 전환시갔다 이로써 행정기관이 기업이 된 것이다. 이런
혁신은 계속해서 Mou1aert가 주도했다. 그는 군인의 신분으로

CEO

에 올라 2 1 년 동안 근디|끔광업의 기원을 이푸이 냈다. 그가 이물아
나가는

Ki lo- Moto 회사의 위력에 관해 "7J<갑적인 수단으로 노동력을

저렴하게 확보하고， Kantanga 광엄연합과 함께 국가 안의 국가로
군림하고 있다. 지역의 재정은 윤론 교육， 보건에 절대적 영향올
미치고 있t:r'’ 13)고 평가했다. 회사는 모국인 벨기에의 면적의 2.5 배가
넘는 80，OOOKm2를 채굴지역으로 히가 받았으며， 사업영역을 수단과

우간다까지 확대하였다. 이에 따라 채굴량도 증가하게 되었다.

13) Rocky mountain mineral law foundalion , "Mining in lhc De mocratic
Republic of Congo" , BrusseJs, 2011 ,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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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r)

연도

1970

생 t방

5.6

풍처:

Julcs Le pidi, “ L’or" , P. U. F. ,

Pa꺼s，

1997 , pp. 66-67.

위의 도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2 - 3t 내에 머붙던 생산량이 1932
년에 8t 에 이르더니， 1941 년에는 ISr을 넘겨 산금국으로 사려잡는

듯 했지만 2 차 대전이 딴말하자 자본과 시설은 다른 산업읍 지원하
는데 집중되고 금광업은 위축하게 된다. 이로 인해 생산량은 1948 년
에 8t대에 머무르게 되었다. 그 후에 산엽의 발전은 침세되지만

Kilo- Moto 광업회λI{Société des Mines d ‘ or dc Kilo-M oto)는 두
개의 금광지대를 개발하였다.

표

5.

금광지디l

Kjlo

념짝지대

Moro

-~님욕지대

Mongbwalu Makala Smcèrc. Adldi
Gorumbwa. Durba Agbarabo

흡처: 필자가 여버 자료에서 정리하였용

Kilo지대에는 콩고의 근대 금광엄올 주도한 4 개 광산이 있고 이와
동반하여 빨전한 3 개 광산이 있는데， 식민지 시대의 생산량의 60%를
차지했다. 위의 〈표 5> 의 모든 광산은 아프리카에서 큰 생산이라고

인식하면서도 위치를 비콧한 조건이 열악해 자본가들이 투자를 주
저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외국기압들이 개발가능성을 간파
하여 진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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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 외국자본에 의하여 이어지고 있는 콩고 금광업의 발전
( 1) 식민유산플 활용하여 발전하려는 콩고 끔팡엄
1960 년에 콩고가 독립윤 하자， 뺀가에 자본이 철수하고 기술자들
이 돌아가게 되어 1 965 년경에는 금의 채굴량이 급격히 줄어틀있다.
특히 Moro지역에서는 상황이 심각해 생산이 거의 중단되었다.
1965 년 Mobutu가 무력으로 정권을 장악하고， 정권이 안정기에
들어가자 광산판은 국유화되고 금광업의 발전이 바로 잔힐 것으로
보였다. 이시기릅 아프리카의 금을 연구해온 Labarthe 도 “중앙정부
가 Ki lo-Mor。지역 을 통지l 하게 되고， 국영기업에게 금채굴을 전당시
객서， 금이 독재자의 수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콩고의 금생산은
절정기에 들어갔다"14)고 명가했다. 하지만 Labarthc 의 주장을 뒷받

침할 만한 근거인 발전올 입증할 생산량이 좀처럼 증가하지 않았다.
재6
-

1972

자료: 국제경제연구원，

A에

4.377

’l

자이레의 경세와 사엽환성

뼈
얘-

-

산

•

그디

-

패

-연

콧v

-

- -도

표

6

(단위 : l)

1976
2.686

, 1978, p. 30.

위 도표에서 보면 1970 년의 생산수준도 유지하지 붓했마.20 년이
지난

1990 년대에도 채굴량이

It 수준에 며무르고 있었다. 특히

Mobutu가 30 년 이상 집권하면서도 토착자본을 육성시킬 전기도

마련하지 못하는 문제를 냥기고 있었다. 콩고 정부는 국영기업으로
는 산엄을 발전시카기 어렴다고 보고 [ 990 년대부터 광소낼 민영화

1.:1) GilIc.'S

Laba떠le，

“ L'OT afri c:a io", Agone, Marseille 2007, p.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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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커려 하였마. 하지만 이를 실행하시 전인 1997 년에 Mobutu 정권
이 붕괴되었고 흥고에는 내전이 일어났다. 설상가상으로 인근 국가

인 르완다와 우깐다가 군사적으로 개입해 혼란이 가중되었다. 이틀은
기술사까지 동원하여 금을 불법으록 채굴하고 반품해 갔다， 15) 무분

별한 채꿀이 지속되자 1999년에 Moto 지역의 중요광산인 Go rumbwa
광산이 붕괴되었다.

이와 같이 정세시 불안정하여 투자의 위험부당이 높은데도 가나
자본인 Ashanti GoldfieJds는 콩고에 진출하려
Ok:i mo I 6)와

했다，

1991 년 에 는

계약해 KiJ c• Moto Mi ning I ntcmational 이 라는 회사플

설립하였다. 5 년이

지나서

경세성이 높은 Mo ngbuwalu

인근에

2，α)()K，m2에 달하는 지역의 채굴권용 얻게 되었다. As hanti Goldfields
는 사엽을 마무리 시이 . 2000 년 6 윈 에 〈 지도 1 > 에 표 시 된 40 번 지
역의 채광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싱식으로 채걸했다.

두 회사는 조인트벤처 형식으로 As ha nti G oldfields Kilo 회사를
설힘하여 Kil o-moto Mining Jntcmational l7)플 대체시켰다. 3 년이
지난 2003 년 10 윈애 가나회 사는 남아프리카 국칙의 AngloG이d 와
합영하여 뻐밍oG이d Ashanti 가 되었다 새로운 회사는 〈 지도 1 > 에
서 니타난 바와 감이 40 번의 채광권플 확보하여 째밍oG이d는 지분
으로 86.22%릎 얻게 되고 나머지는 Okimo가 보유했다 40 번 지역
의 변적은 8 ， OOOKm 1 갚 넘 게 되었다. 이들이 개 발하고자 하는 광산
15) KlIn.MOIo 납강시애애 ~!주한 셋간{’ ~t 우간다의 Sonkn 차랭은 급재쉬 {3 시 '1
하새 핀다.

16) '}，~.Jt 시 독럽되사 ‘l ‘1 1 샤시대의 J<j lo Mn(o 팡엽회시{Socié(C! des Mines d'oJ de
KIIC).MOl이룹 :샤영 ''''I ，?I Kilo.MOlO망↑1-，t{Officc dcs m lO l'S d’or de KiJo.Mo(o)
O.. ~I’

17)

선한시 1"1 놓 았이

2000년 6 원에 lGJ o.Molo Mming Imernauonal은 혜씨I~I 고 딴다 콩J!에사의 샤
엠깐 양안성화새 이:-었다는 평 Ij-!: 만 i ’ 있기논 하다. t:I 육이 1997닌에 A주
샤싼인 Russel Ressources Intemattona l어l 새 광업권은 빼앗시시도 하여 듀’능힘완
.!-러내시도 하였니. 하자만 다용혜 삿이왔고， 꺼의 1 0 닌 장，?I 판~1 작엄펀 .?행
하여 콩긴로 대사써이 신판하도꽉 시 I~l 유 구축하여순 입사온 ，? I 정하여아 야나.

27-1

관어문효낸연구 세23 호

은 8 개 정도이나， 풍요광산은 〈지도 1> 에 서 확인되는 바와 갈이
Mongbwalu 의 인근에 산재되어 있다. 먼저 Adidi 광산으로 “근대적인
땅식으로 개발된 광산이었지만 지금은 고갈되었다"18)고 명가했다.

하지만 이는 광산의 구조를 연멜하게 관찰한 다음에 내린 판단이
아닌 것 같다. 광산에는 광상이 넓게 펴져 있다는 구조를 추시하지
않고 있다. 다시 말해서 광산의 한 부문은 채꿀윌 하여 고갈상태에
있기는 하나，

다른 부문에시는 아직

채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AngloGold Ashanti Kilo 회사는 이점을 놓지지 않고 2007 년에
Adidi 광산에서 남동쪽으로 Ikm 떨어진 Socumoto 에서 금의 매장올
확인하게 된다.

18) Human Righl Walch , “ Le fléau d ’or" , Ne w york , 2005 ,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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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fic d ’ or entre le Congo er J'Ou쩔 nda " ， Lc
monde diplomariquc , 12. 2005 , p.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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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벨기에가 개발한 Ma1싫a， Sincère 가 있다. 특히 Ma1aka
광산은 채굴이 거의 중단된 1996 년에도 “하루에 만 명이 고용되어
사금을 채취하고 있다." 1 9) 고 중언했다.
An밍oG이d 는 다음단계로 북쪽에 위치한 Haut-Uélé 지방으로 진

출하여 위의 지도에 표시된 38 번의 광업권도 차지하려 했다 2010 년
4월 9 일에 영국 자본인 Ra ndg이d 20)와 합작하여 J(j bali 프로젝트라
는 명칭으로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두 회사는 각각 45% 의 지분을
차지하고I Okimo는 10%를 고수했다. 면적도 4.560Kml로 40 번의
55%애 불과하고， 매장량도 부족하다는 펑기플 받고 있기는 하지만

내면을 틀여다보면 콩고 금광엄 발전에 기여할 요소가 발견되어 관
심을 가지게 되었다<지도 1> 쓸 다시 보면 Wasta와
금광산이 집중되어 있다. Was대의 북쪽에 위치한

은 1954 년부터 채굴되다 중단되있지딴

1t당

Ourba 근처에
Gorumbwa 광산

금윌 15g을 함유하고

있는 우수한 광석이 매장되어 있다. 이 광산을 복원시키려면 많은
자본이 펼요한데도 투자자틀의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다음으로
Agbarab。 광산은 경제성이 있는 광산이라고 뻗기에의 연구자들이
인정하고 있다. 끝으로

Durba

광산은 검증이 완료되지는 않았지만

사금업자릎이 몰려드는 것으로 보아 금의 매상기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Ki bali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당국자들은 5 년 안에 600t의 금올 채
굴하려고 했다. 38 번 지역에는 벨기에가 건설하여 놓은 제련시설과
연구소가 기동되고 있었다. 이 나라의 금광업을 발전시키려면 이 연
구소를 주시해야 한다. 이 연구소는 식민지시대부터 지역의 금광엽
을 연구했기 때문에， 업적이 축척되어 있을 것이다.21) 그렇기에 이
L9) Labanhc G피es， "L’。r africam" , AgODC, Marseille 2007‘ p. 78
20) Randgold듀 사엉블 시석하면시 17 억5 깐 투자하고 었다

21)

Haut-UCle에 있논 38 밴 의 팡엽권의 연구엽석에 비추어 보1션

40 ‘t!

지역의 엄적

도 주시바이야 안다- 지금은 '?FILj:사 따.1!1 되어 싼옹이 있이사 업석융 지나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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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의 업적을 찾아내어 현재 추진하는 개발과 장래의 계획에 참고해
야한다.

콩고정부도 산업이 서구자본에 지 배 되는 것올 방지하려고 3 번째
프로젝트는 앞의 두 개의 프로젝트와는 다른 방식으로 추진했다.
Zani-Kodo프로젝트라고 하는 이 3 번째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지도

1> 이l 표시된 D때lasiga 가 속한 39 번의 채광권을 2005 년 6월에 아
프리카 자본인 Mwana 22 )에 주었다.
〈지도 ]>애 표시된 39 번 지역에서 t당 6.5g의 금을 합유한 광석

을 572 ，OOOt을 채굴한 적이 있어 외국인들이 잠재성을 인정하고 투
자했다 그러나 내전이 발발하자 이들은 포기했다. 39 번 지역의 채
굴이 중단된 광산들이 경제성이 높다고23) 벨기에 전문가들이 주장

해 왔다. 회사는 이를 신뢰하여 항공촬영과 토양분석을 했고， 그 결
과 Zani보다는 Kodo 지역에서 경제성이 있는 광석이 매장되어 있음
이 확인되었다. 개발을 추진하면 260 만 온스의 금이 생산이 가능하
다고 진단되었다. 이와 같이 콩고는 토착자본은 육성하지 못했지만
외국기업에게 3개 지역을 분할하여 채굴권을 허용해 집중도를 높이
려하고 있었다.

Kilo-Moto 금광지대에서 남쪽으로 250km 떨어진 지역의 금광지
대도 개발하는데 이 지역에서는 한 개의 기업에 의하여 주도되었다.

있다 그러나 활품은 위의 연구소 보다 연구가 더 활얀하였다. 따리서 남아있는

삿도 찾아내어 참고하연 콩고의 낭팡엽릎 받전시키는데 유용하리랴 판단된다.

22)

냥아프리카 공효F국의 사본으로 2005 년에 설립된 회사이다. 가나의 끔광엽에 투
사하고 있고， 정바」흐워l에서둔 여러 분야에 선출하고 있다. 콩고에도 긍만이 아니
고 다이아몬드，5!발트 광산에 투자하였다. 아프리카인이 소유하고， 경영하는 광
업회사라는 선이 I영가쉰 받고 있다‘ 회사는 토작자판을 육성하여야 하는 아표리

가언틀에샤l 귀감이 되고 었다.

23) Human Righl Watch.

양의 책.

P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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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금광지대를 개발하여 발전하려는 콩고 금광업
르완다와 브룬디의 국경부근에 인접한 동쪽지방에 금이 매장되어
있었다<지도 2> 의

표시 대로 남 Kivu주에

소속된

Twangiza ,

Kanútuga Lugushwa 라는 3 개 광산과 M뻐ierna주의 Narnoya광산
을 기업들이 주목한다.20세기 말부터 캐나다 자본인 Banro Corporation
이 단독으로 이 지역의 금팡산 개발을 준비하고 있었다. 새로운 지대24)
라고 했지만 식민지시대에도 사금을 채취하고 있었다. 남 Kivu 주의
남쪽에 위치한 Lugushwa 에 서 1920'년대에 금을 채취했는데 같은 시
기에 Kamituga 에서도 광물을 생산했고 석금의 채굴도 시도 되었다.

24) Ki lo-Moto 지대플 개발하는 데는 George Moulaert라는 권위룹 갖훈 언월이 개
밥옴 주도하였다. Kil o-Moto 팡엽회써Société des Mines d ’ or de Kilo-Moto) 라
는 주체플 내세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지애. 비교하여 보면 싱대적 위치가 약하
다고 만단되어 남 Kìvu외 Manicma에서의 개맙윌 새로운 ÁI 대라고 하였디. 실

제로 양 지대 간에 금광엽의 발전의 자이는 크거l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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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영 기 관인 “ 대호수 광업국(M띠ière des Grands Lacs(s)과 Kivu
광업회새So디été Mir낸re du Ki vu) 가 설립되어 1926 년 전부터 금
이 채굴되었다. "25}고 보고서에 기록되어 있다.
독립이전까지 매년

Ki vu 인근지역에서

2 - 3t 정도의 금이 채굴되고 있었다고 전문가들

은증언하고 있다.
두 개의 국영업체는 지역의 금광업이 발전하는 초석을 쌓아가고
있었다. 대호수 광업국α따미ère

des Grands Lacs)이 설립되어 Twangiza

광산에서 17 ， 000 개 이상의 시료를 추출하여 분석했다. 이들의 연구
엽적을 21 세기애 진출한

Banro Corpora디 on이 활용하였다. 그리고

프랑스 자본인 Empain Schneider Group도 유치하여 1980 년대 말
까지 함께 개발을 시도했다. 회사는 임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1996 년
에

Banro Corporation과 계약을 했다. 물론 콩고의 정세가 불안정

하여 이들은 개발을 거의 추진하지 못했다.
그래도 콩고

정부는

계약을 승계하여

“ Banro Corporation 과

1997 년 5 월 6 일에 계약을 체결하고 .Kivu-Maniema 급회사{S。이강té

Aurifere du Kivu

M뻐iema)를 설립하게 된다 "26) B뻐10는 10，α)()Km2

이상의 지역을 확보하고 40개 이상의 광업권을 얻게 되었다， 이 로

인해 금광업 개발이 본격화되는 듯했으나 계약이 이루어진 시점이

Mobutu 정권이 붕괴되기 10 일 전이었다. 이어진 내전과 외국군대의
개입으로 2003 년까지 사업을 거의 추진하지 못하게 되었다.

Kabila 정권이 지속되자， Banro αrporarion은 개발을 시작하는데
식민지시대에 금을 채취하고 있었던 Namoya보다 까쩌ngiza 광산을
개발의 기점으로 선택했다. 이는 광1l-을 개발하는 목적이 금의 채굴
에도 있지딴 금광지대를 구축하려는데 있었다. 위의 지도를 보면 북
쪽의 Twangiza 광산에서 남쪽의 Namoya 에 이 르는 2JOKm의 금광

25) Intcmational Al crt,

“깨c role ()f thc exploitation of naruraJ resources in
ling and prolooging crises in lhe east앙n RDC" , μ)ndon， 2010, p. 13.
26) Imemaúonal Al crt, 앞의 책， p. 6

fu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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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를 조성하려는데 있었다. 회사는 광산이 차지하고 있는 지정학
적 위치륜 승요시하여 Twangiza 광산은 매장량이 풍부하고 기술적

으로 채 굴이 용이하다고 판단해 젓 번째 채팔지 로 선택한 것이다.
T뼈ngiza 광소써 560 만 온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보고 2011 년

부터 12딴 온스의 금을 생산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실제로 광산은 다
음과 같이 금이 채굴되었다.

4
-

- 「
4

19.750

-”,

-이

SlIe:

2012

(단위 : 온스)

mu..
-

-

자료:

뿔
-짧

표 7. Twangiza 광산에서 굽의 채굴

www.b뻐rO.com (검색일: 2013 년 4월 24 인)

생산량이 2 만 온스에도 미달 되지만， 근대기숲로 얻은 성과여서
금광업 발진에 전환점을 마련해 주고 있다. 마지막으로 Twangiza광

산 인근의 미개발 광산을 주목하고 했다. 광산으로부터

30Km

떨어

진 Nrula 광산윤 비롯해 Mufψa ， Tshondo Luhwindja, Kaz iba 가

거론된다. 이 숭에서도 Tshondo와 Mufwa는 경세성이 있다고 판단
했다.
〈지도 2> 의

36, 37 ,

39 의 번호로 허가된 Ka miruga 광산은 암석

이 견고하여 금광업자들이 투자릎 하려 하지 않았다 그러나 내전의
악조건에서도 1997 년에 9.9g윤 함유한 3 만t의 광석올 채굴했다. 양
호한 품질의 광식이 매장되어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 셈이었다. 이

사실로 투사사들은 수춘 높은 탐사플 하게 되었다. 2이 2 년에는

92

만 온스의 금이 매장되어 있다고 판단하여 공사가 진행 중이다.
남쪽 아래쪽의 Lugushwa 광산은 금이 거의 채꿀되지 않고 있는
데도 광상이 넓게 펴져 있는 광산의 구조로 전문가틀이 주목했다 2끼

Banro Corporation 의 당국자틀도 이를 놓치지 않고 탐사를 했고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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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매장량은 113 딴 온스에 불과하지만， 추가로 예상되는 분량은
448 만 온스에 달한다고 분석했다.
금광벨트를 바무리 짓는 Namoya 광산28)은 1930 년에 발견되어

1931 년부터

1947 년까지 사금을 채취했다.

195] 년에

갱도를 개 설하여

본격적으로 채굴을 시 도했지만 독립에 따른 정세불안정으로 중단
되었다， 그래도 Banro Corporation은 Namoya 광산을 T빼밍za

광산 다음으로 중요한 광산으로 보고 개발하게 된다. 탐사 결과 “톤딩
금 함유량이 2.91 그램이라고 보았는데 3.27그랭이 넘는 광석올 찾아
냈다"29)고 기술진은 보고했다

경제성이 확인되자 1950 년대에 채굴이 시 도되 었던 Mwendamboko
산에 갱도를 개설하려하고 Ka kula 산， Muv띠ngu 산도 그 대상이
되었다. 2012 년부터 공사를 시작했지만 난공사여서 2014년부터 1 2 만
온스의 금이 생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로써 북쪽의 T뼈ngiza에
서 남쪽 Namoya에 이 르는 금광벨트를 완성시켰다. 개발의 초기단
계여서 생산량이 적기는 하나， Kilo-Moto 금광지 대와의 균형적 발
전을 이루어 콩고금광업이 발전하는 계기를 마련하였고 콩고 금광
업에 새로운 영역을 추가시켰다.

N. 콩고 금광업의 잠재성
(1) 개발해야 할 잠재성
갱도는 김어지 고， 부광이 고갈됨에 따라 금을 채굴하는 조건은 악화

27)
28)
29)

1958 년과 1996 년 사이에 시공으로는 457，αm 온스가 채취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Namoya팡산은 유일하게

Manicma

주에 소속되어 있따.

Ba
때
nrlπlro 0αorπrpoαrat디100，’ ‘“‘↑N‘amoy
써
aG。이l떠
d Project Ga
뻐‘u
띠
l“tκ:eg’

Johanesburg", 2007, p.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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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었다. 기술개발로 이를 극복해보기도 했지만 그 효과는 일시
적이었고 제한적이었다. 결국 세계 금 생산올 주도하였던 굴지의 생
산국의 채굴량이 갑소되었다.

표

8.

굴지의 금 생산국의 퇴조
낚이표리7'1
공회쭉

(A)

미국

호주

(B)

(c)

(단위: t)

세계생 샌D)

AID B/ D CfD

‘

생산량
~ lii?d' 지수 생산량
지수
지수
(1)
(l)
(‘)

1995

생산량

(t)

지수

524

l애

31 7

l 아)

254

100 23.5% 14.2% 11.4% 2.230 100

1997 492

94

362

114

315

124 20% 14.8% 12.9% 2.450 110

1998 465

89

366

115

310

122 18.6% 14.6% 12.4% 2.500 112

2000 431

82

353

111

296

117 16.8% 13.7% 11. 5% 2,570 115

2002

395

75

298

94

273

107 15.5% 11 .7% 10.7% 2,550 114

2004

341

65

258

81

259

102 14.1% LO.6% 10.7% 2.430 108

2ω6

275

52

260

82

251

99 11.1% 10.5% 10.2% 2,469 110

2008

232

44

234

74

225

89

10.3% 10.4% 10% 2.260 101

2009

198

38

223

70

222

87

8.4% 9.5% 9.4%

졸저

r 프랑스 서 부 아프리카의 금광에 대한 연구J.
한국아프리카학회，

2,350 105

한국아프 리카학회^iI ，

2009 , p. 270.

위의 표를 보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하락세가 뚜렷하다 11 년 사

이에 생산량이 절반으로 축소되더니 2008년에 수위의 자리틀 내주
게 된다.30) 그리고 마음 해에는 4 위 로 물러서고 말았다. 위의 표에

30)

념아프 21 샤 공효f국은 1980 년때부터 % 년 CH 효반까지는

6001

이 상의 금응 채굴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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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는 바와 같이 호추와 ’ q 국도 1 998 년부터 채괄량이 감소하고
있었다. 2000 년 도 딸에는 3 개국 사이에 균형이 이루어졌고， 3 국의
생산종t을 합하여도 600 -700t어l 불과했다. 중심국이 퇴조하는데도
세계의 금 생산은 증가하며 2000 년에는 2570t에 이르고 있었다. 이
는 인류가 금을 생산한 이래 최고의 실적이어서 전문가들이 의미를
부여하고 있다)1) 재굴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1995 년의 수준을 유지

하려는 경향이 뚜렷했다. 금 산업쏠 유지시카는 데 는 50 - 70t음 채
깔하고 있던 중견 생↑f국이 일익읍 담당하게 되었다.
표 9. 중견금생산국

(단위: k밍

인도네시아 우죠베 71 스탄 따푸아뉴기니

가나

합계

1994

42,600

65 ,000

59,286

43 ,478

210.364

1996

83,564

72 ,000

5 1.1 19

49,211

255 ,894

1998

124.0 18

80.000

61 ,641

72 ,541

338,200

2000

124,596

85.000

74,540

72. 100

356.236

2002

142.238

90.000

65 ,200

69,271

366 ,709

20여

92 ,936

93 ,000

73 ,000

60.000

318.936

2009

130.000

90,000

66,000

86.000

372 ,000

쏠처:

' Commodi <y Ycar Book . C. R.B,

C비cago，

2005. p. 11 1.

1 994 년에는 인도네시아는 4개국 중에서 하위에 매풍고 있었으나
1996 년부터 2 년에 40t씩 뚱가하여 생산량이 1 00t읍 넘기 는 대 생산
국으로 자리 잡았다. 2009 년에는 세계 7위의 위치에 올라， 굴지의
있었다 이블 가지 jJ 갑 생↑써1 서는 세예에서 톡보적 위 ~m 시선 수 있었다.

31)

2001 년에 2600t용 생산하01 쇠고21 션션이라는 7)복이 나오시는 한다. 다은 시

꽉애는 2550t이라고 하여 현재파시는 확언항 수단이 없다 띠러시 분 연구에셔는
2000년의 2570t윌 최고 재꽉양요포 딴단하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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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국인 남아포리카의 생산량의 2/3를 차지했다. 우즈베키스탄도

꾸준히꺼| 채굴량을 증가시카더니 2000 년대에 90t 대의 실적을 올리
고 있었다. 대 생산국인 커l나다와 7t 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9 위의
위치를 차지했다. 나머지 2 개국도 10 위와 11 위의 자리를 지켜 4개
국의 생산량을 합산하면 372앙로. 세계 금광업의 발전을 지탱시키
고 있다 4개국의 생산량의 합산이 2002 년 1 위 인 남아프리카의 생

산량에 배금가고 있었다. 이는 굴지의 생산국의 공백을 충실하게 매
워주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렇다고 4개국의 금 생산이 감소되
고 있는 경향을 지속적으로 봉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각국이
생산을 증가시걸 방안올 찾으려 했고 그 방안으로 제련기술을 바꾸
게 된다. 이전에는 광석을 채굴해 lt에 13g이 합유되어 있지 않으면
경제재로 보지 않았으나， 현재는 3g의 빈광도 제련을 시도한다. 새
로운 재련기술의 대표적 기법으로 퇴적 칭출법(Heap Leaching) 이

거론되었다. “새로운 기법은 광석더띠에 시안화 용액을 뿌려서

4-

40 일을 침출시키면 금이 칩전되어 70 - 95%까지 금을 추출하게 되어
함량이 낮은 광석에서도 금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이 가법은 미국

의 네바다 주에 있는 두 개 광산에서 성공해 1975 년 이래 기숨이
각국으로 전파되었다."32)

퇴적 침출법에서 비롯된 화학처리법을 사용함에 따라 외면 받았던

함량이 낮은 광석을 활용하게 되었고， 버려졌던 금 광산도 다시 개발
하게 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금 광산이 개발되게 되면 콩고 금광업은
비교우위를 발휘하게 되었다. 우선은 금광지대가 넓음이 장점으로
작용되었다. 예로서 Okimo가 Kilo-Moto 지역에 외국자본에게 채굴

을 허용한 지역은 다음과 같다.

32)

졸지 r 충남지역의 급광엽어| 관한 깅세사직 고찰J ，
2009, P 49

정영사학J . 한국경영사화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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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Okimo가 채굴을 허용한 지 역

출치

(단위:

허가지역

연적 (km 2)

38 밴

4,560

39 벤

4,880

40 번

8,191

38 ，39，40 지역의 합산

17,631

Okimo가 보유한 면적

83 ,000

Human

k.m)

right watch , “ Le fléau d’ or" , New york, 2005 , p. 63.

※ 시도 l 에 표시되어 있응.
2
Okimo가 채굴을 허용한 지역의 면적은 17，OOOkm 가 넘고 있으

나 Okimo 가 소유한 면적에 20% 에 지나지 않는다. 나머지 80%
도 개발이 가능했다. K.ilo-Mot。와 균형올 이루면서 발전하고 있는

Twingiza-Namoya belt에 도 미개발 지역이 비교적 넓었다. 다음으로
콩고는 금 광산은 많으나 금의 함량이 부족하였다는 접을 주목해야
한다. 이 점은 투자자들이 관심은 있지만 투자를 주저하게 한 원인
이 되었다. 그러나 새로운 지l 련기술의 적용이 확대되면 많은 광산들
이 우2-d'광산으로 전환되리라 판단된다.
하지만 논의되고 있는 퇴적 침출법은 화학물질의 사용으로 공해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점이 도입을 어렵게 하고 있었다- 게다가 타
산성도 보장되지 못했다. 그러나 21 세가에 들어오면서 금값의 상승
이라는 외부환경에 의하여 채산성이 갖춰진다. 금값은 1980 년에 갑
자기 상승하여 1 월 21 일에 850달러에 이르렀으나 일시적이었다. 그
후 20 년 동안 안정세를 유지하다 21 세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오르고
있다. 이런 새로운 움직임을 홍승제는 “금 값은 20이년 이후 줄곧

올랐고 특히 작년 한 해 동안만도 3 1 %나 올라 현재 옹스당 900달러
를 웃돌고 있다. 역사상 최고 수준이다. 하지만 상승여력이 충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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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셔 버지않아 옹스 당 1000 달러 시대가 열럴 것이란 전땅 Ut저 나오

λ。

-

사。「

왜
256

꽤「밴엘

표

”

-m

-

짧

고 있다."33)고 분석했다.

(단위: 달러)

-

떤1: hπp:/ Iwww.lbma.org.uk /pagc (죄씩일 : 2013 넌 9 월 14 인)

홍승제의 예상은 적중하여 2008 년에 온스당 lβ00$갚 넘어서더니，

3 년 후에는 거의 두 배가 되었고 그 후에도

1,300$ 대픔 유지하고

있다. 2001 년의 가격과 비교하띤 금값이 5 배 이상 상승한 셉이다.

이러한 변화의 조건만 가시고도 투자자들에게 의욕윤 고소시킨다.
더욱이 제련기술도 혁신되어 새로운 움직임을 뒷받칩했다. 특히 콩

고는 금광지대가 넓이 효파는 증폭되리라 판단된다. 따파시 숨어있
딘 잠재성이 넓어서 콩고 감광엽의 양적 성장에 기여한 수 있는 기
회가 주어진 것이다.
이어서 콩고의 다른 잡지|성을 알아보기로 한다.

(2) 통제하지 못하고 있는 잠재성
콩고 정부가

2001 년에서 2004 년까지의 연간 생산량올 50kg라고

발표하고 있지만 공식척인 용껴|로 신뢰하기 어렵다. 싣제로 콩고에
서 는 금이 허가를 받지 않고 재굴되어 외국으로 유출되었다. 이러한

33)

우영환에 의하여 인용. 깐시 프앙스 서부 아프리카의 급팡업애 대힌 언구. 한국
아프리가학회.

2009. p. 272.

흥송셰， 금이 금값이 되{

이유{ r한;r싱써

2008/02111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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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 심각하여 국제문제로 BI 화되기도 했다. 금의 유출은 통관 절

차도 없이 비공식 경로를 사용하여 실상을 따악하기가 어렵지만 그
유통량이 많아 추적이 가농하기도 하다.<지도 ]>을 다시 보띤 여

러 유통경로가 있지만 반출을 주도하는 상인들은 다음의 3 개의 경
로를 중요하게 활용했다.
첫 번째 경로는 Ki10 지방과 Moto지방의 양쪽에서 금을 수집하여
지도에 표시된 수단근처의 Ariwara34)에 집결시켜 우간다의 수도인
Kamp외a로 보내는 경로이다. 다음은 남쪽의 경로인데 Ki10 지방에

서 채취한 금을 Beni를 경유. Butembo에서 채화를 정돈하여 역시
우간다로 수송하는 경로이다 세 번째로 Kilo지방에 인접한 Albeπ
호수를 가로지르는 경로도 사용했다35) 이렇게 동쪽으로 이송된 콩
고의 금은 우긴-다의 수출품으로 전환되었다.
표

12. 우간다의 금생산과 수출

(단위 :

Kg)

출 -산

수 -생

2007
3,556
25

출처: Dan Fahcy,

“ Le Fleuve d'or: ‘ The g10d productioo and σade from
Mongbwalu. DRC’. Bunia and Kampala" ‘ 2008 , p. 383.

위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간다는 금이 거의 채굴되지 않는
다. 뿐만 아니라 2009 년의 예를 살며보면 이 나라는 100 대 금 생산
국에도 들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우간다는 금의

34)

Ariwara와 Butembo까 커상둡이 활동하는 본까| 지다.

35) 사급 채취업자 중간상인 그리-11. 노사의 상인릎01 상호 연관되어 있이서 감이 수집
되게 된다. 소수의 상인등이 4륜 규L동의 트럭으로 거의 징부의 홍제릅 받지 않고
벨수되는 상황이 호수균처에서 반낀된다고 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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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꿀은 거의 하지 않지만 금 수출은 2000 년에 7t을 념어 서고 2006년

까지 수출량을 유지하는 기이한 현상이 전개되고 있다. 이는 우간다
가 콩고의 금을 밀수하여 재수출하고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하지

만 증거가 불충분하여 적법한 절차를 걸쳤다는 반론이 저l 기되기도
하였다. 이렇게 상반되고 있는 견해에 대하여 Lodhia는

“Kampala

에 있는 금은 콩고에서 틀여왔다는 사실은 누구나 알고 있는 공공연
한 uj 빌이다‘ 왜냐하면 콩고의 동쪽지방에는 금을 반출하여 가는데
통제를 받지 않는다. 이로 인하여 요사이 밀수가 성행하여졌다고 평

가하고 있기는 하지만， 실상은 Mobutu 집권 기간에도 상황은 동일
하였다 "3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로써 콩고는 7t의 금을 채굴할 수 있는 잡채성이 판명되었다.
이 분량만 가지고도 이 나라는 30 번째 금 생산국이 된다. 금 유출에
가인한 잠재성을 찾아내는 작업은 이것으로 끊이지 않는다. 금은 콩
고와 인접되어 있는 Kenya로도 유출되었다. 그 이전에는 중심적인
유통경로로 이용되었다 한다. 지금은 거래량이 줄었다고 하여도 2010 년
부터 지금까지 연간 2t정도가 밀수되고 있다. 이외에도 2005 년의 연구
보고서에 따르띤 북 Kivu와 남 Kivu 에서 7591t을 광석으로 인근국
가로 수송되었다. 비슷한 시기에 르완다로도 l ，800r의 광석이 보내
졌다"3끼고 기록되어 있다.

제련된 금과 광석을 유출시키는 작엽을 두 명의 상인이 주도하게
된다. 선두의 콩고상인은 Kisoni KambaJe박사인더I

Butembo

빼lines

이라는 비행기회사를 보유하고 있으며， 금 광산이 모여 있는 뼈n빛W따u

와 Butembo를 연결하려고 매일 비행기 를 운행시켰다. 그는 금을 자
신의 본거지인 Butembo로 운반하여 자신의 제련소에서 정련한 다
음에 우간다로 공급하고 있다.
Sletàno, “ Trafic d 'or enrre le Congo et
12, 2005 , p. 15.
3끼 Intcmational 씨en， 앞의 채， p. 48

36)

Libe미

ma너que，

I‘Ou뿜nda " ，

Le monde dipl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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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우간다 상인

Omar Oria로 〈지도 1> 의 북쪽에 위치한

Ari wara를 본거지로 하고 었다. 그는 우간다에 있는 업체에게 재화
의 가격을

30% 할인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조작하였다. 이들은 금을

Uganda Cornmercial Tmpcx와 Machanga Ltd 에 매각하는데 관세
도 지불하지 않고 통관 서류도 갖추지 않고도 제품을 인도할 수 있
었다.38) 이 중에서

Uganda Commercia1 Impex의 규모가 거대한데，

lruri 에서 오는 금의 90%를 처 리하게 된다 이

회사의 소유자인

Jamnadas Lodja 는 B따ua 와 Butembo에서 6 - 7 명의 콩고상인들이
자신에게 오는데 자신의 최대 고객은 K.iso띠라고 증언하고 있다. 그는
“ l 달에 350 킬로그램의 금을 매입하고 었다."39)고 한다. 그러연 그가
매입히는 분량은 l 년에 4.2t정도로 우간다의 급 수출량의

50 - 60%

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실제적으로 우간다의 금 수출은 Jamnadas
Lodja가 주도했다 그가 소유한 U聊da Com뾰rci떠 lmpex는 1vfachanga
I띠와 함께 남아프리카 공회국과 두바이와 거래도 하지만 매달 금괴
를 스위스의 NeuchâteJ 에 있는

Metalor Technologies Sa로 보내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유출되고 있는 금을 콩고정부가 통제권만 확립
하댄 즉각 콩고의 금생산량으로 홉수할 수 있다. 이는 콩고 금광업
의 잠재성을 더욱 크게 한다. 더욱이 위의 장에서 거론된 장래의 잠

재성까지 더해지면 투자하려는 기업들에게 안성맞춤의 시장이 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진출가놓성도 알아보기로 한다.

38)

이틀은 반군지 도자를괴 낀빌한 퓨대관:>11릅 유지 하고 있었다. 반군에 지| 부기 와
자금융 공급하고I 자신의 비행 71 로 궁수룹자윤 수송 하는 등으로 협 력하였다. 이
플의 지 원으로 금올 째굴하고， 인전하게 수송하여 우간다에 딴oR힐 수 있었마

하지 만 콩고 발전올 용쇄하고 있는 어 리 석 읍용 범하고 았다.
Stefano, 앞의 책， p. 15.

39) Liberti

콩고 민주공호}국으l 긍팡엽에 관한 띤.，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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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금광업의 콩고 진출 방안

(1)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금광업
한국 금광업은 6.25사변 이 전까지 채굴량이

100 ~ 200kg에 불과

할 정도로 고사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전쟁이 끝나자， 정부와 기업

은 금광업의 명맥을 이어 보려고 광산을 개발하게 된다. 광업진흥공
사가 충남에 있는 구봉광산을 개발하다 어려웅을 격자 1 953 년에 정
명선의 대영광업에 불하하였다. 그래도 1956 년에 300kg을 채굴하고

2 년 동안 200kg를 증가시켰지만 어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
다. 광산주는 시설을 보수하고 제련장을 설치하고 금을 lt 이상 생
산하면서， 한국 금광업을 살려놓게 된다.
표 13. 구봉광산이 주도하는 한국 금광업
연도

구봉광산(A)

호F국의 총 생산량(B)

1961
1962

1,007
1,387
1,020

2,616
3,313

1963
1964
1965
1966

833
774

과‘χ
B
38%
42%
36%

2.802
2,357
1,954

35%

1968
1970

643
413
295

1,891
1,941

40%
34%
21%

1,596

18%

1971

-

896

1972

530
50

1973
졸저

(단위: kg)

r충남지역의 금광업에 관한 경제사적 고찰」， r경영사학
학회，

2009 , p. 37.

,

한국경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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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봉광산은 우리나라 금생산량의 35 -40%를 차지했다. 1962 년에
는 구봉광산은 거의 1.4t을 한국 금광엄에 공급해 최고의 생산 기록
을 남기게 하였다.40) 하지만 그 상숭세는 5 년도 지속되지 못하고 채

꿀량이 하락했다 채굴조건이 악화되고 인건비 등에서 오는 원가의
상승으로 경영을 어렵게 했다. 그리고 1967 년에 광산사고도 겹치게
되자 다음인 1968 년은 생산량이 400kg에 머물게 된다. 업주는 더
이상 벼티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197 1 년에 폐광을 단행했다. 그의 결

정이 한 개의 광산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한국 금광업의 붕괴로 이
어졌다. 실제로 한국 금광엽의 생산량은 급감하여 1973 년에는 50kg
까지 하락한다. 이는 1946년의 38kg과 차이가 거의 없으니 붕괴의

상홍딸 확인해 주고 있다 대명광업의 폐광 결정은 한국 금광업을
관찰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학술적 비판을 피하긴 어렵다고 생각한

다. 또한 산업의 발전을 이꿀어 나가고 있는 정부의 책임은 더 무겁
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우리나라의 금광업은 창업단계에
있었고， 대명광업도 원시적 축적이 이루어진 단계가 아닌 중소7 1 업
에 지나지 않아서 국가의 보호가 절실했다. 더욱이 이 시기에는 정
부가 경제발전을 주도하였고 수출은 국력을 집중해 진홍시키고 있

었다 또한 특정 기업에게 막대한 정책자금을 지원한 정책과 비교
하면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비판의 근거는 폐업한 시접이 1971 년이라는 것이다 미국은 4년
후인 1975 년， 빈광을 처리하는 기술을 세계로 확산시켰다. 변화하고
있는 긍광업 발전의 흐름을 알아보지도 않고 폐업올 결정한 기업가
와 이를 방관한 정부의 자세는 신중하지 못하였다. 새로운 기술은

연구되고 확산하는데 일정의 기간이 필요한데 그 기간 동안 변화되
는 움직임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은 정보에 어두웠다고 볼 수 있

40)

해방 후에 3.3t이 최대의 재굴량이마. 일제하에서는 식민지 조선이 1939 년 29t융
생산하기도 하었다. 이 릅 2009 년의 생산파 단순하자1 l!1 교하여 보아도 20대 생산

국에 해당된다 이는 한반도가 지나고 있는 금광엽의 깎재성융 즙영하여주고 있다

강‘，1. 민주공용}국의 납핑임써! 판한 연-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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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영광엽의 섣부른 폐업결정은 같은 실수가 다시는 반복하지 않
아야 한다는 교훈을 주고 있다.
차후에 한국 끔광업의 발전도 위축되었다.

뿔
-辯

표 14. 구봉광산의 폐광 후 한국의 금 생산

1986
488

출처: 성현회，
논운，

(단위: k밍

‘옆F지역의 급광상 분포와 분류에 깐한 ， t산! , 충남대 석사

1988. p. 12.

위 표에서 보면 1970 년에는 금 생산량은 상당하게 회복되었으나
일시적이었다. 1982 년에는 200kg만 채굴될 정도보 생산이 미띠했다.

이때 영풍이 부극광산에 투자하여 효봐 금광엄을 다시 지켜나가게
된다. 굉산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위치하고 1972 년에 폐광되었지만
1981 년에 400g용 채굴하기도 하였다. 영풍이 광산옴 다시 초사하자
금 합유량이 I당 8g에 달하는 광석이 매장되었다는 것이 밝혀졌고
1984 년부터 난공사를 단행하여 광산을 정비하고 L990 년 중반에는
1r의 설직윤 룹리기도 하였다.

표

15. 부낙광산의 역할

(단위. k잉

연도

무극광산의 생산량

연도

구봉광산의 생산량

1995

1,060

1961

1.007

1996

957

1962

1,387

1997

563

1963

1.020

출처: 추왕훌， 연합뉴스(검색일. 1 998 넌 l 월 6 일)

294 불이 운화권연구 지123호

무극광산은 한국의 최대 광산이었던 구봉의 196 1 년과 1 963 년의
실적을 능가했다. 최고의 채굴량은 1963 년 실적의 213를 넘었다. 무

극광산은 구봉광산을 대신하여 한국 금광업을 이꿀었다 하지만 영
풍도 채굴조건을 개선시키지 못하고 설상가상으로 lMF사태에 따른

금융비용의 증기를 감당하지 못했다. 그 결과 1997년 12 월에 채금
을 중단하고 빌았다.
이것으로 한국 금광엽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였다. 그런
데도 산업은 존속하게 된다. 1995 년부터

캐나다 기업인

Tvahoe

Mines Ltd는 한국의 전국을 항공 촬영한 결과 전라도의 해남에서
은산광산을 찾았다. 은산광산은 금이 t당 6g이 함유되어 있어 광산

이 경제성도 인정받게 된다. 은산광산은 비록 채굴량은 미며하지만，
구봉광산， 그리고 무극광잔을 이어받아 산업의 명맥을 유지해 주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한국 금광업의 발전양식에 변회을 주고 있어 주목
하게 된다.

첫 번째 변화는 지금까지는 일본인이 남기고 간 광{!-을 제개발하
는 방식에 안주해 왔지만 이번에는 새로운 광산을 찾은 것이다. 두
번째는 지금까지의 광산은 화강암으로 되어있는데， 은산광산은 천열
수 광산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금광산은 화산활동에 의하여
생성되었는데， 앞서 연구해 온 콩고에서와 같이 광상이 넓게 퍼지는
경향이 었다 이런 광산의 구조애 비추어 보변 인근지역에 금이 부
존되어 있을 가능성 이 높다고 한다. 그렇기에 은산광산의 인근지역
그리고 경남까지 탐사를 한다면 또 다른 새로운 광산도 찾을 수 있
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하고 있다.
은산광산에서 2002 년부터 금을 채굴하기 시작해 다음과 같이 지
속되고 있다

콩고 민주공화국의 긍팡엽에 판한 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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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윤정식， 「대한민국 금광을 아십니까J ， 헤혈드경제， 2013 년 5 월 3 일.

은산광산의 채굴량은 O.2t대에서 머물고 있었지만 금값의 상숭을
활용해 채꿀량을 O.3t으로 증가시키고 있다. 광산을 운영하고 있는

대우조선해양 SMC의 팀장인 김현중은 “채굴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해 큰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41)고 설명하고 있다. 은산광산은
10 년 이상은 가동되었고， 우리나라 채굴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 은산광산이 곧 한국 금광업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이 와해될 것 같았지만 은산광산에 의해 이어지는 한국
금팡업의 발전을 주시해야 한다. 왜냐하면， 다른 광업도 금광업보다
우위를 유지하면서 발전했다. 그 예로는 강원도의 양양과 홍주에 있
었던 철광업은 5 개년 경제개발을 뒷받침했다. 특히 중석 광엽은
1950년대에 우리나라의 중심수출풍을 공급하는 산업이었다. 하지만
공교롭게도 두 개의 광업이 모두 사라진 것과 견주어 보면， 금광업
의 꺼지지 않는 생명력을 다시 보게 된다.
이런 예사롭지 않은 생명력을 이어나가려면 앞서 연구한 콩고가
적절한 대상이 된다. 단순하게 생명력을 살리는데서 끝나지 않고，
넓은 금광지대를 활용하고， 장래성 있는 잠재성을 개발하여 효택 금
광업올 발전시켜 나가자는 제안이다. 다행스럽게도 콩고와 발전여건
이 비슷한 지역에서 개발이 시도되었기 때문에 산업의 준비과정이
마련되어 있다. 그 방안을 다음 장에서 찾아보기로 한다.

41)

태왼순 r 대한민팍 긍광을· 아십니끼 J ， 혀|렌 드정지1.

2013.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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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콩고로 진출해야 하는 한국 금광업
우리나라는 아프리카를 미지의 지역으로 인식해 왔다. 이러한 인
식은 다른 대륙과의 교역관계와 비교를 하면 더욱 뚜렷이 나타난다.
더욱이 아프리카는 우리나라와는 역사적 연관관계도 전무하여 위와
같은 선입관올 확고히 해주고 있다.42) 아프리카가 생소한 지역이라

는 선입관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 는 의지마저도 봉쇄해 버리곤
하였다. 그러나 다시 살펴보면 한국기업들은 아프리카에 시장을 깨
척하고 있었다. 다만 단발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반복되어 성과가 없
어보였다. 실상은 식민지 시대에도 조선인의 최대 재벌인 화신이
‘' 1939년 4월에 화신무역회사를 설립하여 ... 5 개월 만에 남아프 리카

에 양은 식기 둥을 수출"43) 했다. 하지만 그 후에 이어진 해땅과

6.25사변으로 수출은 지속되지 못했다. 화신은 비난받는 친일재벌
이었지만 미지의 시장을 개척한 엽적은 인정해야 한다.
1 970 년대에 대우는 아프리카 진출을 다시 시작한다. 1977 년에
수단에 영빈관을 건설하는 작업을 시작으로 병원，

APT, 표냉서 도

로 퉁을 건설하였고 나이지리아에서는 화력발전소를 수주하기도 하
였다.얘) 1990 년대에 들어오띤서 우리나라의 기업들은 아프리카의
금광업에도 다음과 같이 진출하고 있다.

42) 우리나라I~ 아프리 "r에서 멀리 띨어져 있는 지리적 조건이 교역 을 어 렵게 하끼 는
한다. 그렇 지 만 이훗국가인 중국은 영나라시 대， 싱호}가 함대 플 이끌고 야프리가의

동부에 항해하어 부역 옵 하였딘 사싣은 누구나 알고 있다. 하지 만 01둡도 거 래둡
지 속하:;1.1 는 않았다， 그벼나 이 거래는 우리나라와 t:I)iil_되는 종국의 환똥성융 역
사적 사실로 냥껴 놓았다.

43) 이한구， 한국재 벨사， 대영찔딴사， 2004, pp. 47 -48‘
44) 대 우는 아프리카의 회교권 지역에도 진출하였으나， 연구의 초정욕 맞추 71 위해
점은아프리카플 법우|쿄 하여 분서하기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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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7. 아프리카의 금광업에 진출

(단위:

진출기업

진출국가

투자액

현대

말리

12,501

영풍

말리

5,326

차E.(j)

5,434

차드@

119

예지무역

가나

76

아프코

카메룬

434

아프코，현대건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 www.mk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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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일， 2013 년 10월 l 일)

※ 2005 년 12 월말까지의 실적을 집계하였음.

영풍은 1995 년에 진출하여 말리 의 동북쪽에 있는 겐소광산을
개발하려고 500 만$ 이상을 투자하였다- 하지만 오지에서 오는 어
려움을 극복하지 못했고， 채산성도 맞추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포기
한다.

현대는 적극적이어서 현대종합상사를 내세워 1 997 년 3 월에

Keoeiba

광산올 매입하고， Hyundai Mali Sa를 설립한다. 3 년 후에는 금의
당시를 전문으로 하는 호주의 업체 인

Resource Service Group에꺼|

의뢰하여 광산에 금의 부존의 가능성을 초사한다. 다음해 회사는 광
산의

Barani 지역에서 45) 금맥을 찾았으며 매장량을 32t으로 추정하

였다. 회사는 “금광의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하고 바라니 동부
45) Barani 는 xj 리씌으로

Sadiola

광산과

Loulo

광산의 사이에 위치해 었다. 지역에

서 남광응 새딸하고자 한다띤 현대가 차지히고 있는 금광산 위치블 되새겨 보아
야 한다. 왜냐하띤 Sadiola는 프랑스 서부아프리카에서 가장 큰 황산이여， 채울
비용이 서 렵하셰 소요되고 있어， 투사자등이 항상 주목하고 있다. Loulo는 지금

째불이 임엔t하여 었다 현대는 급팡블 깨밥한 정험도 없고 현지 사정에 어두운데도
유망한 지역읍 차지 한 것이다. 현대는 이펀 광산윌 포기하였기에 111 판올 받쓸
빌rJ l달 세 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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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령구에코트 서부 등을 중심으로 4월부터 정밀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8 월 초에 종합보고서가 나오면 이를 토대로 자금조달을 하고

제련시설 설치 퉁을 거치 2004 년 하반기부터 생산에 들어 갈 계획
이다 "4이라고 발표하였다. 하지만 정작 2004 년에는 Bara띠 지역 외
에는 금맥을 발견하지 못했다. 또한 매장량도 예상한 것보다 부족하
다고 판단하여 철수를 하기 위해 다른 기업에게 광업권을 양도하려
고하였다.

이러한 현대의 태도에 말리 정부는 계약기간을 9 년간 연장하려
했으나 현대 는 2004 년에 광업권을 반납하고 말았다. 회사도 7 년 동

안 광산을 개발했고 1 200딴$ 이상을 투자하였으나， 신중한 결정이
었을 것이다. 그러고 MaJi뿐딴 아니 라 Tchad 에서도 감보게 광산의
탐사결과도 참고하였을 것이다. 하지만 철수 후， 3 년이 지나자 금값
이 급등해서 현대와는 달리 외국기업들은 새로운 움직임을 앞서서
간파하고 조건이 열악한 광산을 매입하여 l 빈광을 처리하는 시설올

정비하고 있었다. 대기업인 현대가 변화되는 웅직임을 마리 알지 못
한 경영전략은 비판올 피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현대의 활통을 비난활 의도는 없다. 오히려 그 업
적이 아프리카에 진출하는데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라고 보고 있다.
아프리카 금광업에 관한 정보와 경험이 전무한 황무지에서 현대가
7년 동안 쌓아놓은 업척을 소멸시키지 않아야 하기에 집착하게 펀
다. 그대로 있으면 석민지 시대에 화신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아프

리카에 진출하였다가 단발로 물낸 발전 양식이 반복되는 불행이 발
생하게 된다.
현 대 의 엽적은 우리나라의 기업들이 콩고 금광업에 진출하는데
디딩돌로 작용될 것이다. 특히 현대가 양성하여 놓은 인력을 사장시
키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 된다. 다행스럽게도 사엽이 중단된 지

46)

한국일보 2α)J 년 3 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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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0 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니， 이들을 다시 불러들이연，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데 힘이 될 것이다. 따라서 현대는 허송세월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아프리카에서 투자시장을 개척하는 준비과정을 충실하게 이
행한 것이다. 이것에다 영풍의 업적까지 더하여 아프리카에서 축적
된 경륜으로 한국 금광엽은 이제는 황무지 상태로 진출하지 않아도
된다. 물론 다른 편에서는 발리에서 이룩한 엽적이라고 평하 하던가，

콩고와 분리하여 개발하자고 주장하는 자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콩고는 프랑스와 비슷한 라탠방식으로 발전해 온 벨기에에 의하여
개발되었고， 지질도 비슷하여 현대와 영풍이 습득한 기법이 무리
없는 적용이 되리라 판단된다.
콩고에 진출해야 하는 한국기업들의 역할은 복합적이다.
먼저 준비기간을 더 이상 연장하지 말고 콩고의 금광지대가 가진
장점을 활용하고， 단접은 극복하여 새로운 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동시에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온 한주금광업을 헛되이 하지 말고 콩
고에서 자리를 잡아 보자는 제안이마.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급광을
개발하면서 기술 개발이나 경영혁신 보다는 광엄권의 판매에 주력
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즉 투자보다는 투기가 우선시되었다. 콩고의
끔광개발 참가로 이러한 연결고리를 끊고 한국 광엽의 발전올 정립

시카자는 제안이다

Vl.

결

론

콩고에 금이 매장되어 있는데도 생산량이 미미하여 관찰자들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로 인해 분석하면서도 연구의 주제로서의 성립

이 우려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고금광업이 지닌 잡재성
을 밝히기 위해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콩고 금광업의 잠재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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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분야에서 효과를 증폭시켜서 연구를 뒷받침했다.

금을 채 굴하는 조건은 지속적으로 악화될 수밖에 없다. 각국들은
기술을 개발하여 상당기간 극복을 해 왔으나 견디지 못하고 주요
생11-국의 채굴량이 감소했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처하려면 대처l
지역을 찾아야 한다. 그 대체로 제시한 콩고 금광업이 지닌 잡재성

이 높다. 이전의 콩고는 매장량은 풍부하나， 빈광이 많아서 금광업
자들이 투자를 망설인 지역이었다. 하지만 제련기술의 혁신은 함유
량이 낮다고 포기하였던 빈광을 제련하게 된다. 새로운 기술은 공해
문제를 발생시키고， 높은 비용으로 채산성이 보장되지 못하여 사용
하기를 망설여 왔으나 금값의 상승은 기술혁신을 촉진시키게 된다
기술혁신은 콩고 금광지대의 상대적 가지를 상승시킨다. 이를 직
시하고 있는 세계적인 업체인 남아프리카의 An밍oGo1c빠 영국의

Randgold , 그리고 케나다의 Banro COrpOl때00은 지속되고 있는
위험부담을 감수하면서 콩고에 투자하고 있다.
이제 한국 금광업도 새로운 시장인 콩고에 진출합 시기가 되었다.
이에 현대와 영풍이 쌓은 금광의 개발기반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한

다는 사명감이 요구된다. 현대와 영풍으로 인해 아프리카가 이제는
더 이상 황무지가 아니기에 금광개받을 본격화 할 분위기도 조성
되었다. 덧붙여 한국 금광업은 정부의 보조 없이 생명력을 유지해
왔다. 끈질긴 한국 금광엽의 생영력이 콩고의 넓은 금광지대를 활용
하띤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활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콩고에 진출하게 되연， 염두에 두어야 할 경제사적 사실이
있다. 벨기에의 공병 장교였던 Moulaert의 업적을 지나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90년 기까이 흘렀으니 ， 지금의 금광업과는
연관 짓는 구상은 문제가 되고 실제로 그가 건설해 놓은 시설은
거의 파괴되었다. Soleoiana 발전소가 1 972 년부터 가동되지 않았다.
그러나 그가 남겨놓은 연구업적은 남아있기애 이를 살펴보는 작업

콩고 빈수공흥þ;-의 급광업에 관힌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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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필수적이다. 특히 그는 콩고금광업을 자신의 소신대로， 오랫동안
이꿀었기에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한 그의 연구업적은 일관성이 있고
축적되어 있는 사실딴 까지고도 다른 연구와 차별화가 된다. 이를
놓치지 말고 창고하여 한국 금광업이 긴 기간 동안 쌓아놓은 업적과

정리헤 아우르연 경쟁국가와 차별화가 되고 수준이 높은 개발을 하
는도구가될 것이다.

이와 같이 한국 금광엽은 콩고라는 새로운 투자시장을 개척해야
한다. 또한 기반을 쌓L아 우리나라 다른 지엽의 진출도 선도해야 한다.
그리고 금광업을 축으로 하여 우리나라와 콩고의 경제협력도 이루
어내야한다.

마지막으로 한국 금광엽은 서구열강들이 사용해 옹 전략올 답습
하지 말아야 한다. 본론에서 콩고인들이 서구의 자본이 아닌 Mwana
를 영입하여 자립을 하려는 웅직임올 발견하였다. 이들의 시도는 보
잘 것 없어 보이지만， 새로운 움직임이니 지나지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단순하게 한국경제에 하나의 시장을 추가하는
실적만이 아닌， 더 나아가 이들과 협력하여 동반 발전하는 $반올

모색하고 경제협력방식도 모방이 아닌 새롭게 창출해 보자는 제안
이다.

한국 금광업은 끈질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 불가농하지도 않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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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ésumé))
Le Développement de l'indusσie de 1’ or en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OU Young-Hwan
(Université de Dankook)
L ’ industrie de mine d ’ or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a éré choisie comme un

s내et

de recherche. Le pays n’esr

pas un grand producteur, m떠s son potential a suscité mon intérê t.
L ’ extraction de 1’or a commcncé depuis sa découverte en 1903
dans 1a

IT피le

d ’ or du Kilo-Moto

q띠

se trouvc dans 1e nord-est

du pays , à 1a frontière de 1’ Ouganda ‘ Pendant 1a période
coloniale, le général de 1’arrnée belge Moulaert, qui était aussi
íngénie따

manière

en génie civil a dirigé et développé 1’ industrie d’une

capi때iste .

Cependant, le développement a stagné

apl 송s

I’ iodépendance, er

en 1997 le renversement du gouvemement du Président Mobutu
a conduit

l'indus띠e

à 1’ étar d’ éffondrcment.

Néanmoins, la situation divergentc de I’augmentation de [a
demande de 1’or et de la

dé야rioration

des conditions d ’exploitation

a reoforcé le potential de 1’ industrie minière du pays. En effet, à
cause de la faible teneur en or des minerais, 1’ industrie
été initialenment

né밍igée.

m피ière

a

Cepeodant, 1’extraction de I’or a repris.

콩~Il 빈주#화낙의 긍광엽에 관한 연구

강trangers

Cela a attiré des capitaux
I ’A담ique

du Sud,

Randg이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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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Js que An gloGold de

de 1’Angleterre et Bamo

Coφora디。n

du Canada.
L ’industrie minière de 1’or sera developpée de deux manières.
Premi슨rement

, la mine

d’。r

de Kilc• Moto qui se

σouve

nord-esr du pays sera developpée en uti1 isant le

dans le

pa미moine

coloniale. Ensuite, Twangiza er Namoya qui om une longueur de
210 km seront developpés en tant que nouvelle ceinture d ’or, cc
L’0비ec디f

qui formera un équilibre avec la mine de Kilo-Moto.

de la recherche sur I’industrie minière de 1’or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est complexe. Bien sur cette rechercbe
permettra de mieux

connaîσe

1’ économie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c du Congo. En plus,
une grande opportunité pour la
d’exp강rience

1 ’띠dusπie

Cor양

de 1’ or représente

du Sud qui a très peu

de coopération avec 1’Afiique , pour entrer dans la

’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L iodustric minière de

1’。r

nécccssite moins de capitaux par rapport au développement
d ’autres industries minières qui ont été

utilis강es

pour pénétrer les

marchés inconnus. En d ’ autres tcrmes , en profitant de son taux
de risque relativement faible , la Corée du Sud devrait d ’ abord
investir

dans

1’industrie

minière

de

l’expérience. Ensuite, La Corée du Sud
indusσics

1’or

pour

avoir

pouπa inσoduire

de

d ’autres

dans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Dans la même mesure , les rcchcrches sur 1’ industrie minière de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visent à établir une base
pour une

COO}핑rarion

muruelle entre la Corée du $ud et la

République Démocratique du Co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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