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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동굴 자원과 동굴 연구

김 석 주*3)

China's Cave Resources Distribution and Cave Research

Shi-Zhu, Jin

Abstract : This study analyzed the distribution of China's caves and cave resources in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China's melting karst caves are mainly distributed in southwest widely 
distributed. Recently in Beijing and other northern areas found in many caves. First, China's Karst caves 
are mainly distributed in karst-flung southwest. Recently in Beijing and other northern areas found in 
many caves. Second, although China is widespread volcanic landscapes, but most of the extinct volcano, 
the lava caves less so. Are mainly distributed in Hainan Island, north-east there are some distribution. 
Third, China's recent development and evolution of the cave, analysis of the paleo-environment records 
of cave stalagmites, cave biology, cave tourism development, environmental aspects of cave research 
more active.
Key Words : China, karst caves, lava caves, cave distribution, cave research
국문요약 : 본 연구는 중국의 동굴 자원과 동굴에 관한 연구에 대해 요약해 보았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석회암동굴은 주로 카르스트지형이 집중된 열대와 아열대를 아우르는 서남지역에 집중되었다. 
최근에는 북부 지역에서도 상당한 규모의 석회암동굴이 발견되고 있다. 둘째, 중국은 화산지형이 넓게 분되

었지만 대부분 사화산으로서 용암동굴이 상대적으로 적다. 주로 해남도(海南島)에 분포되어 있다. 셋째, 중
국에서는 최근에 와서 주로 동굴의 발육과 진화, 동굴 석순의 고환경기록, 동굴생물, 관광개발, 동굴환경 등

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활발하다. 
주요어 : 중국, 석회암동굴, 용암동굴, 동굴분포, 동굴연구

1. 동굴의 정의와 분류

국제동굴연합회(IUS)의 정의에 의하면 동

굴이란 사람이 출입할 수 있는 천연적인 지하공

간을 뜻한다. 동굴의 형성, 형태 특징, 발전 변

화, 개발이용 등을 연구하는 과학을 동굴학

(Speleology)이라고 한다(陳偉海, 2006).

동굴은 시각이 다름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

된다. 동굴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특성에 따

라 석회암동굴, 용암동굴, 석고동굴, 역암(礫岩)

동굴, 사암동굴(砂岩)동굴, 화강암동굴, 빙하동

굴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석회암동굴이 가장 많

다. 동굴과 주변의 암석이 형성된 선후 순서에

따라 원생동굴(모암과 동시에 형성된 동굴로서

용암동굴이 대부분 이에 속함)과 차생동굴(모암

이 형성된 후에 형성된 동굴로서 석회암동굴이

대부분 이에 속함)로 나뉜다. 그리고 동굴의 형

태에 따라 수평동굴(절리의 간극에 의하거나 지

하수에 의해 형성됨. 예를 들면,북경 서산(西山)

지역의 석불동(石佛洞)), 수직동굴(강수의 수직

삼투로 형성된 우물모양의 동굴, 함몰로 형성된

동굴 등이 포함됨. 예를 들면 중경시(重慶市) 무

릉현(武陵縣)의 기갱동(汽坑洞)), 경사동굴(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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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용식과 침식작용으로 형성됨. 예를 들면

절강성(浙江省) 난계시(蘭溪市) 옥노동(玉露洞))

등으로 나뉜다. 동굴의 규모에 따라 단일 동굴

과 동굴시스템으로 나뉜다(貴旋, 2001).

이상은 자연적인 시각에서의 분류이다. 인

위적 시각에서의 분류도 다양하다. 동굴의 분포

상황에 따라 광역동굴(즉 넓은 범위의 지역에

적은 수의 동굴이 분포하는 동굴. 예를 들면 길

림성(吉林省) 통화시(通化市) 압원동(鴨園洞)),

교통연선동굴(비록 도시와 관광구와 멀리 떨어

져 있지만 교통간선 연선에 분포하는 동굴. 예

를 들면, 경광(북경-광주)선 철도 연선에 분포한

호남성(湖南省) 빈주시(彬州市)의 만화암(萬華
岩)), 경제발달지역의 동굴(예를 들면, 북경의 석

화동(石花洞)), 풍경구 동굴(유명한 관광지에 위

치한 동굴. 예를 들면, 유명한 관광지인 계림에

있는 동굴들) 등으로 나뉜다.

동굴의 기능에 따라서는 관광형 동굴, 과학

고찰형 동굴, 문화형 동굴(자연동굴을 이용하여

문화시설을 설치한 동굴. 예를 들면 운남성(雲
南省) 곤명시(昆明市)의 관음동(觀音洞)), 탐험형

동굴, 위락형 동굴(동굴 내에서 여러 가지 레저

활동을 할 수 있는 동굴. 예를 들면 절강성 금화

시(金華市) 쌍용동(雙龍洞)), 보건형 동굴(동굴의

기후를 이용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치료하는 동

굴. 예를 들면 광서(廣西) 유주시(柳州市) 향수

암(响水岩)) 등으로 나뉜다(陳偉海, 2006).

이상의 분류 외에도 다양한 분류 기준이 있

지만 여기에서는 약하기로 한다.

본 문에서는 일차적으로 중국의 동굴을 가

장 주요한 동굴인 석회동굴과 용암동굴로 대별

하여 이들의 분포특징과 중국에서의 현재 동굴

연구의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석회동굴

  1) 석회동굴의 개념과 형성
중국에서 석회동굴은 암용동(岩溶洞)이라

고 표현한다. 석회동굴은 석회암 지역에서 형성

되는 동굴이다. 석회동굴의 형성은 동굴을 덮고

있는 토층(土層)의 성인, 투수량, 석회암의 질,

지각운동 등과 관련되는데, 석회동굴은 일반적

으로 석회암층에 함유되어 있는 탄산칼슘 성분

이 지하수 중에 용해되어 있는 탄산에 의해 용

해되면서 형성된다. 이와 같이 1차적으로 지하

에 석회동굴이 형성되면 지각융기와 같은 원인

에 의해 지하수면이 낮아지면서 원래의 지하수

면 높이에 동굴을 남기게 되고 새로운 지하수면

에서는 다시 동굴을 만들게 된다.

지하수면의 저하와 지표침식에 의하여 동

굴 천장이 함몰되거나 지하수의 출구에 동굴입

구가 형성되고 동굴입구의 형성으로 인하여 환

기작용이 일어나게 되어 이산화탄소를 동굴 밖

으로 방출하게 된다. 그 결과, 동굴 내부에서 흐

르던 지하수는 방해석(Calcite)으로 포화되고 ,

결국은 용해과정이 정지되면서 동굴 생성도 정

지되며, 동굴 내부에서는 방해석의 침전과 집적

현상이 나타나면서 오랜 시간을 거쳐 종유석

(Stalactite), 석순(Stalagmite), 석주(Column) 등과

같은 다양한 2차 생성물들이 만들어지면서 아름

다운 동굴경관을 형성하게 된다.

  2) 중국의 석회동굴 분포
석회동굴의 분포는 석회암의 분포에 의해

결정된다. 중국은 세계에서도 석회암이 넓게 분

포된 국가의 하나로서 석회암 노출 면적이 90.7

만㎢에 달하고 지하에 매장된 것까지 합하면

340만㎢에 달한다. 중국의 석회암 지역은 주로

연산운동(燕山運動)1)4) 시기에 지각이 융기된 후

준평원의 상태에서 침식되기 시작하였다. 중국

의 카르스트 지역은 분포 면적이 넓을 뿐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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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bikebj.com/bbs/viewthread.php?tid=2121(2009.10.22)
그림 1. 중국의 카르스트 분포와 유형

니라 종류도 다양한 바, 기후대를 기준으로 크

게 습윤열대카르스트, 습윤아열대카르스트, 반

습윤아열대카르스트, 온대건조카르스트, 고한고

원카르스트로 구분된다. 광서와 귀주 및 운남

동부의 카르스트는 습윤열대 카르스트에 해당

되고, 호북과 호남의 서부 및 사천 동부의 카르

스트는 습윤아열대카르스트에 해당되고, 산동,

산서, 절강, 하북, 북경, 요녕의 카르스트는 반습

윤아열대카르스트에 해당되고, 내몽고 중부의

카르스트는 온대건조카르스트에 해당되며 서장

(西藏)에 분포된 카르스트는 고한고원카르스트

에 해당된다(盧雲亭, 1994).

석회동굴이 가장 많이 분포된 카르스트 지형

은 습윤열대카르스트이고 다음으로 습윤아열대

카르스트 지역과 반습윤아열대 카르스트 지역

의 순이다. 여타의 카르스트 지역에는 석회동굴

이 매우 적게 분포되었다.

석회암이 넓게 분포됨에 따라 중국에는 석회

암동굴이 매우 많다. 어떤 것은 1,000여 년의 역

사를 갖고 있고 어떤 것은 최근에 발견된 것도

있다. 예측에 의하면 중국에는 약 50만 개 이상

의 동굴이 있을 것이라고 한다. 중국에서 이미

조사를 마친 동굴은 2005년 말 현재, 길이가

500m 이상인 것이 1,000개 이상 이고, 3,000m 이

상인 것이 150개이며, 현재 이미 관광용으로 개

발된 석회동굴은 400여 개에 달한다(陳偉海). 그

중 가장 일찍 개발된 것이 계림(桂林) 지역의 칠

성암(七星岩)과 노적암(蘆笛岩) 등이다. 70, 80년

1) 쥐라기와 백악기 기간에 중국에서 발생한 광범위한 지각운동을 지칭한다. 1.3억 년 전부터 7000만 년 전까

지 중국의 대부분 지역의 지각은 융기되면서 수많은 산맥을 형성하였다. 북경 부근의 연산이 가장 대표적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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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 위 치 내 용

1 湖南省 永順縣 盟洞河 석회동굴군 300여 개의 석회동굴이 분포

2 湖南省 龍山縣 火岩 석회동굴군 212개의 석회동굴이 분포

3 福建省 寧化縣 湖村 석회동굴군 100여 개의 석회동굴이 분포

4 湖北省 隨州 大洪山 百洞 仙人洞, 雙門洞, 黃人洞 등이 개발되었음.

5 雲南省 宜良九鄕 석회동굴군 100여 개의 석회동굴이 분포

6 安徽省 石臺村 석회동굴군 109개의 석회동굴이 발견되었음

출처: http://www.lvye.org/modules/lvyebb/viewtopic.php?view=1&post_id=1128192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

표 1. 중국의 주요한 석회동굴군 분포

대에 와서 동굴의 개발이 비교적 많았는데, 대

표적인 것이 요녕성의 본계수동(本溪水洞), 귀

주성의 안순용궁(安順龍宮), 절강성의 동노요선

경(桐盧瑤仙境), 북경의 석화동(石花洞) 등이다.

90년대에 개발한 동굴은 광서의 려포풍어암(荔
浦豊魚岩), 계림의 관암(冠岩), 사천성 무릉(武
陵)의 부용동(芙蓉洞) 등이다. 새로운 동굴이 지

속적으로 발견됨에 따라 동굴탐험도 점차 활기

를 얻고 있다.

현재 중국에서 길이가 가장 긴 동굴은 귀주

성 수양현(綏陽縣)의 쌍하동(雙河洞)(120㎞)이

고, 두 번째는 광서(廣西) 낙업현(樂業縣) 백낭

지하하(百朗地下河) 동굴 시스템(75㎞)이며, 세

번째는 중경시 무릉현의 이왕(二王)-삼왕(三王)

동 동굴 시스템(62㎞)이고, 네 번째는 호북성 이

천현(利川縣)의 등룡동(騰龍洞)(52.8㎞)이며, 다

섯번째는 귀주성 도균시(都勻市)의 북용동(北蓉
洞)(40㎞)이고, 여섯 번째는 귀주성 수양현의 쌍

용동(雙龍洞)(35.2㎞) 등이다. 이외에도 귀주성

식봉현(息烽縣)의 다빈동(多繽洞), 귀주성 직금

현(織金縣)의 직금동, 호남성 장가계(張家界)의

황룡동(黃龍洞) 등은 모두 길이가 10㎞ 이상에

달한다. 중국에서 이미 탐사한 동굴 중 깊이가

가장 깊은 동굴은 모두 중경시 무릉현의 천성

(天星) 지역인데 각각 기갱동(920m), 육척요구하

동(六尺凹口下洞)(832m), 대갱동(大坑洞)(755m)

와 동파동(垌垻洞)(656m) 등이다. 그리고 면적이

가장 넓은 동굴은 호남성 장가계의 구천동(九天
洞)인데 그 면적은 250만㎡에 달한다. 직금동은

면적이 30만㎡에 달하고 사천성 흥문현(興門縣)

의 석풍동(石風洞)은 면적이 20만㎡에 달한다.

가장 큰 수동(水洞)은 길이가 3㎞에 달하고 총

면적이 3.6만㎡에 달하는 요녕성의 본계수동(本
溪水洞)이다. 귀주성 안순현의 용궁수한동(龍宮
水旱洞)은 길이가 4㎞에 달하고 지하 강의 길이

가 15㎞에 달한다.

석회동굴의 분포는 석회석의 특징, 구조,

기후조건, 지하수의 작용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중국의 대․중형 석회동굴은 주로 귀주, 광

서, 운남, 호북, 호남, 사천, 강서, 광동, 절강, 안

휘, 강소에 분포되어 있으며 그 중에서도 남쪽

의 열대, 아열대 습윤 지역에 주로 분포되어 있

다. 주요한 집중지역은 다음의 표와 같다.

이외에도 광서 유주시(柳州市) 도낙암동군(都
樂岩洞群), 산동성 기원동군(沂源洞群), 북경 시

방산현(房山縣) 석화동지구동군(石花洞地區洞
群), 절강성 항주시 영산동군(靈山洞群), 호북성

함풍현(咸豊縣) 홍군동군(紅軍洞群), 운남성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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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중국의 석회동굴 분포도

서현(瀘西縣) 아려고동군(阿廬古洞群), 강서성

무원현(婺源縣) 영암동군(靈岩洞群) 등이 있다.

중국 지질과학원의 석회동굴 DB에는 현재

주요한 석회동굴 450개가 등록되어 있다. 각 지

역별 분포 상황은 그림-2와 같다. 이 그림에서

알 수 있는 바, 현재 중국에서 석회암동굴이 가

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광서로서 139개에 달하

고, 40개가 넘는 지역은 귀주와 호남이며, 39～
20개 사이의 지역은 사천, 중경, 운남이며, 19～
10개 사이의 지역은 광동, 강서, 절강, 호북 이

며, 그 나머지는 모두 10개 미만이다. 이 그림에

서 알 수 있듯이 석회동굴은 석회암이 비교적

넓게 분포된 열대, 아열대 습윤지역에 집중되었

음을 알 수 있다. 450개의 동굴 중에서 이미 관

광지로 개발된 것은 191개로서 전체의 42.4%를

점한다.

 3. 용암동굴

  1) 용암동굴의 개념과 형성
중국에서는 용암동굴을 용암동(熔岩洞)이

라고 표현한다. 용암동굴은 화산지역에서 유동

성이 큰 현무암질 용암의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다. 즉 마그마가 지표면으로 분출될 때의 온도

는 약 900～1,200℃로서 고온상태의 용융체이지

만 그 표면이 대기와 접하면 금방 냉각되어 고

체화 된다. 그러나 내부에서는 마그마가 계속

액화상태로서 밑으로 흘러 내려가는데 이때, 용

암층 내부에는 비어버린 터널이 형성되는데 이

것이 곧 용암동굴이다. 따라서 용암동굴은 톨로

이데나 호마테 같은 사면의 경사가 급한 화산지

대나 산의 정상부 및 고산지대에서 잘 발달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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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사면의 경사가 완만한 아스피테식 화산의

산록부에 발달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용암동

굴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이미 형성된 용암동굴

내를 2차 용암류가 흘러가는 경우에 용암동굴

내부에는 용암주, 용암구, 용암선반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지형물이 형성되며, 동굴 내부의 가

스폭발과 풍과작용에 의하여 동굴천정부가 함

몰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동굴 입구가 형성된

다.

  2) 중국의 용암동굴 분포
용암동굴은 그 형성 원인으로 말미암아 화

산지역에 주로 분포된다. 중국의 화산은 주요하

게 동북 북부의 산지, 내몽고 고원, 화북의 산지,

장강 하류, 복건성과 절강성의 연해지역, 광동성

의 뇌주(雷州)반도, 운남성 서부, 해남성, 대만,

팽호(澎湖)열도 등의 지역에 분포되었다(그림-3

참조). 중국에는 현재 1,060개의 화산이 분포하

고 있는데, 동북지역에만 800여 개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화산은 사화산이고 현재 활동 중인 화

산은 7개에 불과하다.

중국의 주요한 화산 분포지역과 주요한 용

암동굴은 다음과 같다.

  ① 동북지역 및 내몽고 동부 화산군
동북지역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위치하여

제3기 이래 여러 차례의 화산활동이 있었다. 이

지역의 화산은 숫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용암의

분포 범위도 중국에서 가장 넓다. 이 지역의 화

산은 주로 동북평원의 외곽에 분포되어 있다.

오대련지(五大連池)와 같은 화산지역은 화산과

용암지형이 잘 보존 되어 있어 “화산박물관”이

라고도 불리운다.

동북지역에는 5개의 신생대 화산대와 11개

의 화산군이 분포되어 있다. 5개의 화산대는 동

녕(東寧)-장백산(長白山)화산대, 의란(依蘭)-서란

(舒蘭)화산대, 대흥안령(大興安嶺)화산대, 소고

리하(小古里河)-과락(科洛)-오대련지화산대, 소

흥안령(小興安嶺)화산대이다.

그러나 동북지역의 화산지역은 대부분 경

사가 급한 고산지형이 대부분이어서 용암동굴

이 그다지 많지 않다. 이 지역의 주요한 용암동

굴은 흑룡강성 경박호(鏡泊湖) 부근과 오대련지

및 장백산 부근에 분포되어 있다. 경박호는 화

산폭발 당시 용암류가 목단강(牡丹江)을 가로막

아 형성된 언색호(堰塞湖)이다. 부근에는 용암

류가 흐르면서 6개의 용암동굴이 형성되었다.

오대련지 화산대에는 14개의 화산추가 있는데

그 중 노흑산(老黑山)과 화소산(火燒山)은 중국

에서 가장 최근에 형성된 보존이 잘 된 화산지

역이다. 이 지역의 주요한 용암동굴은 선녀궁

(仙女宮), 백룡동(白龍洞), 수정궁(水晶宮), 수렴

동(水帘洞)인데 가장 긴 것은 365m에 달한다.

2004년에 장백산 북파(北坡) 산문에서 9㎞ 떨어

진 지역에서 전설로만 전해오던 거대한 “4리동

(四里洞)”이 발견되어 화제를 모으고 있다. 이

동굴은 길이가 적어도 2㎞ 이상 되는 거대한 동

굴로서 현재는 아직 개발을 유보한 상태이다.

  ② 대만 및 동남연해의 화산군
대만은 중국에서 화산활동이 가장 활발한

지역으로서 약 70여 개의 화산이 분포되어 있

다. 그리고 복건성 복주(福州) 지역은 환태평양

화산대에 속하여 많은 화구(火口)가 분포되었는

데 현재는 화구호를 형성하고 있다. 광동성의

서초산(西樵山)과 뇌주반도의 담강시(湛江市)에

도 화산용암과 화구호가 널리 분포되었다. 그러

나 용암동굴은 매우 적다.

이 지역에서 용암동굴이 가장 많이 분포된

지역은 해남도이다. 역사상의 빈번한 화산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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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http://tupian.hudong.com의 지도를 참조 했음.
그림 3. 중국의 화산분포도

로 인하여 해남도에 많은 화구와 용암동굴이 형

성되면서 기이한 경관을 형성하였다. 해남도 경

산시(琼山市) 마안령(馬鞍嶺)에는 72개의 용암

동굴이 밀집되어 있는데 그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이 와룡동(臥龍洞)으로서 길이가 3㎞에 달한

다. 이외에도 선인동(仙人洞)과 (龍宮洞) 등이

있다. 특히, 십자로진(十字路鎭)의 “지하터널”은

높이 17m, 길이 1.7㎞, 면적이 약 5,800㎡에 달한

다. 최근에는 경산시 석산진(石山鎭)과 영흥진

(永興鎭)에서 50여 개의 화국군을 발견하여 화

제를 모으고 있다. 지질학자들은 이 지역에 이

토록 완벽하게 보존된 화구와 용암동굴이 분포

되어 “화산지질박물관”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이 지역에도 많은 용암동둘이 분포되어 있는데

길이가 가장 긴 것은 7㎞에 달한다고 한다.

  ③ 운남성 등충(騰沖) 지역의 화산군
이 지역은 운남성 서부의 고려공산(高黎貢

山)에 위치해 있는데 역시 중국의 유명한 화산

분포지역이다. 이곳에는 약 40여 개의 화산과

80여 곳의 온천이 분포되었는데 주로 온천으로

유명하다.

  ④ 대동(大同) 화산군
산서성의 대동도 중국의 유명한 화산 집중

지의 하나이다. 이 지역에는 약 30여 개의 제4기

화산이 대동분지 동부에 분포되었는데 아직 용

암동굴은 발견되지 않았다.

  ⑤ 신강(新疆) 화전현(和田縣)의 화산군
이 화산군은 곤륜산(崑崙山) 북쪽의 극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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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克里雅河) 부근에 위치해 있다. 조사에 의하

면 이 지역에는 적어도 11개의 완정한 형태의

화산과 몇 십 개의 자화산이 분포하여 있으며,

용암 면적이 250㎢에 이른다. 이 지역은 해발

4,500m 이상으로서 세계에서 해발고도가 가장

높은 화산군의 하나이다. 1951년 5월 5월 27일

에 아마파하(阿馬帕河) 화산이 폭발하여 높이가

145m에 이르는 화산추를 형성하였다. 이는 중

국에서 가장 최근에 폭발한 화산이다. 그러나

용암동굴에 대한 기록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

다.

 4. 중국 동굴 연구의 진전

중국은 넓은 국토 면적에 다양한 지질 조건

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유형의 동굴들이 발달

해 있다. 따라서 고대부터 동굴에 대한 기록이

풍부하다. 일찍 2000년 전에 집필된 “산해경”에

는 석회암 동굴에 대한 기록이 있었다. 그리고

1700년 전의 삼국시대에 동굴을 탐험한 기록이

보인다. 1400년 전의 수(隋)나라 시기에는 동굴

전문서적인 “혈편(穴篇)”이 집필되었다. 800여

년 전의 범성대(範成大)는 “계해우형지․암동(桂
海虞衡志․岩洞)”에서 계림의 26개 동굴에 대해

기록하였다. 300년 전의 명나라 시기의 유명한

여행가인 서하객(徐霞客)은 중국 11개 성의 339

개 동굴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서하객여기(遊
記)”에 기록하였다(朱學穩, 1999). 그러나 근대

에 와서 이어지는 전란으로 인해 동굴에 대한

연구는 큰 진전을 가져오지 못했다. 개혁개방

이전까지 중국은 연구 수단과 탐사 설비 및 연

구 인력의 부족으로 동굴 탐사 자료가 적고 체

계적인 연구가 이루어 지지 못한 실정이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에서는 여타 분야와 마

찬가지로 동굴 연구도 중요시되기 시작하면서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전개되기 시작하였다.

그 주요한 연구 성과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동굴 발육과 진화 연구
주덕호(朱德浩) 등(1993)은 계통과학과 동

굴 발육 모델링 실험성과를 이용하여 지하의 유

역을 물질과 에너지의 수입-수출 시스템으로 보

고 이 시스템 속에서 동굴의 발육을 유입동굴과

유출동굴 및 함수층 동굴 등의 3개 부분으로 구

분하였다. 주학온(朱學穩) 등(1996)은 지하 하천

에 의한 동굴의 발육 과정을 3개 단계로 나누었

다. 첫째 단계는 지하수문의 수입-수출 시스템

의 조기 형성단계로서 유입형 동굴이 초보적으

로 형성되고, 유출형 동굴은 카르스트천(泉)상

태에 처한 단계이다. 두 번째 단계는 수입-수출

수문 시스템에 의한 동굴의 주요 형성 단계로서

유입형 동굴이 급속히 형성되고 유출형 동굴이

점차적으로 형성되는 동시에 함수층 동굴이 선

택적으로 발전하는 단계이다. 세 번째 단계는

유출형 동굴과 유입형 동굴이 서로 이어지며 주

통로를 따라 많은 함몰 현상이 나타나 부분적인

지하도가 지표에 노출되어 천창(天窓) 혹은 천

갱(天坑)을 형성하는 단계이다.

  2) 동굴 탐험과 국제합작
중국의 동굴답사와 탐험은 상대적으로 낙

후되었다. 이와 같은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 카

르스트 지질 연구소가 설립되는 1976년에 전문

화한 동굴연구팀을 설립하였으며 이는 이후의

동굴연구센터로 발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

의 동굴연구와 탐사는 커다란 발전을 이룩하였

다. 한편 중국의 풍부한 동굴 자원은 수많은 국

외 동굴 탐험가와 연구자들을 불러들였다. 20여

년간, 영국, 프랑스, 미국, 벨기에, 이태리, 호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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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전유고슬라비아, 폴란드 등 국가의 탐험대

는 운남, 귀주, 사천, 중경, 광서, 광동, 호남과

호북 등의 성에서 수십 차의 연합 동굴탐사를

하였으며 탐측한 동굴의 연장은 1,200㎞를 초과

하였다. 이 과정에 중국의 동굴탐험과 측량 및

제도 기술은 급속한 발전을 가져왔고 동굴연구

에 필수적인 대량의 자료를 얻게 되었다.

현재 중국에서 규모가 가장 큰 동굴 단체는

1991년에 설립된 중국지질학회 동굴연구회(전

문위원회)로서 현재 단체와 개인 회원이 약

2,000명에 달한다. 이 협회가 설립된 이후 동굴

지식을 보급하고, 외국과의 합작 탐험, 동굴 연

구 등에 있어 커다란 작용을 하였으며, 현재까

지 이미 14차의 국내와 국제 학술대회를 개최하

였다.

  3) 동굴 석순의 고환경(古環境) 기록 
연구

많은 동굴들은 제4기의 지구환경을 경험하

였기에 동굴 속의 차생 침전물 중에는 지표 기

후변동의 정보들을 갖고 있어 수 십 만년 이래

의 기후와 생태환경 변화를 연구하는 이상적인

매개체로 되고 있다. 현재 이 분야의 연구는 비

교적 빨리 진전되어 초기의 천년 내지 몇 백년

사이의 환경변화를 판별하던 데로부터 십년 내

지 몇 년 사이의 환경변화까지 판별할 수 있게

되었다(譚明 等, 1998).

  4) 동굴 생물연구
동굴 생물에는 동물, 식물, 미생물 등이 포

함된다. 동굴 생물에 대한 연구를 통하여 동굴

생물의 진화과정과 특수 환경에서의 적응성 및

동굴 생물종의 진화 패턴을 밝힐 수 있다. 중국

에서 동굴 생물에 대한 연구는 20세기 80년대부

터 시작되었다. 1997년까지 70여 종의 새로운

동굴 생물을 발견하였다. 동굴 생물에 대한 연

구는 단순한 채집과 분류 연구로부터 현재는 기

원, 진화, 생태, 생리 등과 같이 종합적인 연구로

발전하였으며, 타지역과 국외와의 비교연구도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동굴 생성 과정 중에

미생물과 조류의 생물작용에 대한 연구, 동굴

생태환경 연구와 평가, 동굴 동물의 보호 등에

대한 연구가 점차 각광받고 있다.

  5) 관광개발 연구
90년대부터 중국에서 대중관광이 보편화

되면서 동굴관광도 점차 활기를 띠게 되었다.

적지 않은 지역에서 동굴 개발은 현지 관광업을

발전시키는 데에 커다란 작용을 하였다. 현재

중국에서 관광객에게 개방된 동굴은 400여개에

달하면 연간 여객 유동량은 4,000만 명에 달한

다. 그러나 아직 동굴 관광에 있어 많은 문제점

들이 존재한다. 첫째는 동굴을 개발하기 전 동

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과학적인 연구가 부족

하다. 둘째, 동굴환경보호 의식이 부족하여 개발

하고 난 후, 많은 동굴 환경이 심각히 파괴되는

현상이 허다하다. 셋째, 동굴 내부의 관광시설

설치가 혼잡하고 전설과 신화에 치중하고 과학

성과 예술성이 부족하다. 넷째, 동굴 조명이 지

나치게 화려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 대비하여

주학온은 “과학, 예술, 자연, 조화, 안전, 특색,

편의”의 원칙에 따라 동굴을 개발할 것을 주장

하였다(朱學穩, 1998).

  6) 동굴환경 연구
동굴환경은 특수한 환경으로서 공기의 유

동성이 적고, 온도가 일정하고, 습도와 CO2함량

이 높고, 공개가 깨끗한 등의 특징이 있다. 그러

나 일단 동굴이 관광객에게 개방되면 이와 같은

환경은 쉽게 파괴되기 쉽다. 따라서 관광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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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굴환경에 대한 영향과 보호에 대한 연구가 활

발하게 진행되고 있다(程壽全, 1992; 楊漢奎 等,

1994, 陳偉海 等, 2004). 그러나 현재 중국의 동

굴환경 모니터링 역사가 짧아 측정 횟수와 시간

이 짧고 측정 지역이 한정되는 등의 문제가 있

다. 그리고 측정 데이터에 대한 분석도 비교적

단순한 문제점이 존재한다.

상기의 분야 외에도 동굴 지질, 동굴자원

DB구축, 동굴환경복원 등에 대한 연구들이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

  5. 결론

본 문에서는 중국의 동굴자원의 현황과 연

구 동향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다. 거대한 영

토와 수많은 동굴에 반해 이토록 적은 지면으로

중국의 동굴에 대해 소개한다는 것은 무리가 따

르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상의 내용을 통하여 중국의 동굴

자원과 연구동향에 대해 초보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주요한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석회암 지역이 넓게 분포하고

있어 석회동굴이 많이 분포한다. 특히 카르스트

지형이 발달한 열대․아열대 습윤지역인 광서, 귀

주, 운남, 호남, 호북, 광동, 사천, 중경 등의 지

역에 집중되어 있다.

둘째, 화산지역은 상대적으로 적고 분산되

어 있고 대부분은 경사가 급한 화산으로서 용암

동굴의 발육이 적어 국토면적에 비해 상대적으

로 적은 편이다. 용암동굴은 주로 동북의 경박

호, 오대련지, 장백산 지역과 해남도에 분포되었

다.

셋째, 개혁개방 이후 동굴에 대한 다양한

시각에서의 연구가 활발하다. 현재 동굴의 발육

과 진화, 동굴탐험과 국제합작, 동굴 석순의 고

환경 기록 연구, 동굴 생물연구, 동굴관광 개발,

동굴환경 등에 대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하다.

그러나 용암동굴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

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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