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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은 중공업 위주의 산업구조로 인해 광물자원 소비량

이 세계에서 손 꼽힐 정도이지만 광물자원 부존량이 많지 

않아 대부분을 해외로부터 수입하고 있으며 자급률은 10% 

미만에 불과하다. 특히 수요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철광, 동광, 아연광 등 금속광의 경우 국제 자원시장에서의 

가격 변동에 민감하기 때문에 자원가격이 상승하면 국내 

경제에 큰 부담을 미치게 된다(KEEI, 2014). 이러한 광물

자원의 높은 해외의존도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불안정성

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방법 중 하나가 북한과의 자원개발 협

력이다. 남한에 비해 광물자원의 매장량이 풍부한 북한과 

위성영상과 GIS 공간자료를 활용한 

북한 검덕광산 인근의 산사태 위험지역 예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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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landslide hazard at the Gumdeok zinc mine, which i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construction of infrastructure there if South Korea and North Korea cooperate for the extraction of mineral 

resources. Because field survey around the mine is impossible, the landslide risk was analyzed using satellite images and 

GIS data. First, the landslide occurrence area was identified from high resolution satellite images and a landslide 

inventory map was produced. Next, the slope, aspect, curvature, distance from water, and elevation were used as input 

data in the frequency ratio method and the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conducted to produce landslide hazard maps. 

Finally, areas around the mining infrastructure where landslides can be expected were identified by applying the multiple 

flow accumulation analysis. The overall accuracy of predicting landslide risk was 75% with the frequency ratio method 

and 73% with the logistic regression metho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case of the cooperation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n mineral resourc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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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대표적 아연광산인 검덕광산을 남북이 협력 개발할 때 인프라 구축을 위해 고려해야 

하는 산사태 위험도를 파악하였다. 북한의 지역적인 특성상 현장조사가 어렵기 때문에 위성영상과 GIS 자료를 활용

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판독하여 검덕광산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을 파악하

였고 이를 인벤토리 맵으로 제작하였다. 제작된 인벤토리 맵과 경사도, 경사방향, 곡률, 수계거리, 고도 등의 자료를 

바탕으로 산사태 분석에 널리 사용되는 빈도비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 분석을 각각 사용하여 산사태 위험지도를 제작

하였다. 또한 산사태 위험도가 상위 5% 인 지점에서 실제로 산사태가 일어났을 경우 토사가 어디로 흘러가고 이에 따

라 광산 주변 주거시설, 거주시설, 도로, 철도 등의 인프라가 어떤 영향을 받을지도 다중 누적흐름 분석을 통해 수행하

였다. 제작된 산사태 위험지도와 인벤토리 맵을 분석한 결과 빈도비 방법은 약 75%,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약 73%의 

정확도를 보였다. 본 연구는 향후 북한과의 자원개발 협력 시에 투자와 인프라 구축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검덕광산, 산사태, 지리정보시스템, 빈도비, 로지스틱 회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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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개발 분야을 협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장점

은 수송거리가 다른 수입국들에 비해 월등히 줄어들기 때

문에 시장 불안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광산 개발 협력을 통해 북한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통일 

시에 드는 비용을 줄이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

다양한 광종 중에서도 아연은 남북 광산 개발 협력의 기

대효과가 크다. 아연은 국내에서 철, 알루미늄, 동에 이어 

네 번째로 중요한 금속이며, 가공이 용이해서 도금, 함석, 

방부제, 합금용 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고 있다(KOMIS, 

www.kores.net). 아연은 북한에 세계적인 규모가 매장되

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미국지질조사국(US Geo-

logical Survey, USGS)이 2017년 발표한 국가별 아연 매장

량 자료(USGS, 2017)와 국가통계포털(kosis.kr)의 2016년 

남북한 주요광종 매장량 자료를 살펴보면 북한은 세계 4위

에 달하는 매장량을 가지고 있다(Table 1). 때문에 북한의 

아연광산에 대해 남북협력개발이 진행된다면 그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며, 특히 북한 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는 검덕

광산은 협력개발의 잠재력이 크다.

실제로 검덕광산은 2007년에 남북 경제개발협력의 대가

로 북한이 자원개발권을 제공하여 남한 측에서 조사단을 

파견한 사례가 있으나, 그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면서 실

제 투자로 이어지지는 못했다(KEEI, 2014). 검덕광산은 매

장량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현재 생산되는 양은 생산능력

의 3분의 1에 불과한데, 이는 설비의 노후화와 전력부족 때

문으로 보인다(Unikorea21, 2011). 따라서 검덕광산에 대

한 남북의 협력 개발이 진행될 경우 노후화된 설비를 개량, 

증축하고 전력 공급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우선시되어야 한

다. 하지만 검덕광산은 2007년과 2012년에 집중호우와 태

풍으로 광산이 침수되고 주변 시설이 산사태로 파괴되는 등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던 곳이기 때문에 설비 확충에 있어

서 수해와 산사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향후 검덕 광산의 개발 협력을 위한 자

료로 사용하기 위해 광산 주변의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

고 산사태가 발생했을 시 피해가 예상되는 곳을 찾아내는 

것이다. 북한의 지역적 특성상 현장조사가 불가능하기 때

문에 위성영상과 GIS 자료를 활용한 공간분석을 통해 산사

태 위험도를 평가하였다. 공간자료를 활용한 GIS 분석은 

대상 지역을 직접 방문하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광역적인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광산 주변의 산사태나 사면안정성

을 평가하는 연구에 자주 사용되고 있다(Choi et al., 2009).

우선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통해 북한 검덕광산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내고 이를 통해 과거에 산

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의 인벤토리 맵을 제작하였다. 그리

고 이 인벤토리 맵과 산사태 유발 인자들과의 관계성을 파

악하고 산사태 위험성을 평가하기 위해 빈도비(Frequency 

ratio) 분석과 로지스틱 회귀(Logistic Regression)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검덕광산 인근의 산사태 위험지도

를 제작하고,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산사태가 발

생했을 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을 

다중누적흐름 분석을 통해 찾아내었다.

연구지역 및 데이터

검덕광산 개요

검덕광산은 북한의 함경남도 단천시에 있는 지하광산으

Table 1. Reserves of zinc ore by countries

Country Reserve (ton)

1 Australia 63 million

2 China 40 million

3 Peru 25 million

4 North Korea 21 million

5 Mexico 17 million

6 United States 11 million

7 Kazakhstan 11 million

Fig. 1. Location of Gumdeok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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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Fig. 1), 해발 630~1700 m의 고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 

면적은 100여 km2에 달한다. 1989년 ‘검덕광업연합기업

소’라는 명칭으로 바뀌었으며, 연합기업소 산하에는 노은, 

남풍, 길동, 탑골 등의 독립광산과 7월1일, 4월5일, 봉산, 금

골 등의 분광산이 있다. 광상은 마천령계 북대천통과 남대

천통의 퇴적변성암들과 그것을 관입한 관입암과 맥암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여러 차례의 구조운동을 받아 지질

구조가 복잡하다. 북대천통과 남대천통의 지층들은 대체

로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주로 동쪽으로 60~80° 경사

져있고, 광체들은 대부분이 층상광체들이지만 드물게 맥

상광체가 분포한다. 검덕광산에서 발견되는 50여 종의 광

물들 중에서 산업적으로 가치 있는 광물들은 섬아연광과 

방연광, 황동광인데, 섬아연광과 방연광은 약간의 황철광

과 자류철광 등을 포함하는 방연광-섬아연광 광석 형태로 

나오며 드물게 방연광 광석, 섬아연 광석 형태로도 발견된

다(Kim et al., 1988). 광산의 주개발 대상인 본산 광체, 로

은동 광체, 중토장 광체, 봇골 광체, 무학동 광체 등 5개의 

광체는 맥폭이 5~100 m, 주향연장 1.5~5 km, 심도연장 1.5 

km에 달할 정도로 그 규모가 크다. 매장량은 광석량 기준으

로 약 3억 톤, C1급 이상 매장량은 약 2.66억 톤, 품위는 

5.09%(아연 4.21%+연 0.88%)로 예상된다. 광석은 2007

년 기준으로 연간 약 350만 톤, 정광은 2006년 기준으로 아

연정광 19.6만 톤, 연 정광 3만 톤을 생산하고 있지만, 검덕

광산의 선광 처리능력이 연간 1천만 톤이라는 것을 고려하

면 이는 생산능력의 약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

(Unikorea21, 2011).

검덕광산 인근의 위성영상 및 GIS 데이터

검덕광산 인근에서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인벤토리 

맵을 구축하기 위해 Esri의 ArcGIS 소프트웨어에서 베이

스맵으로 제공하는 World Imagery 자료를 사용하였다. 해

당 베이스맵의 자료는 2011년 9월 23일, 2012년 2월 17일, 

2013년 3월 5일 촬영된 DigitalGlobe의 영상 자료이며, 해

상도는 0.5 m이다. 위성영상 자료를 통해 산사태 발생 지역

을 찾아낸 후에는 이 지점들과 산사태 유발 인자들과의 상

관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사태를 유발하

는 인자로 기존의 국내 산사태 관련 연구들에서 많이 사용

했으며(Oh et al., 2012; Choi et al., 2012; Lee, 2007a) 대상 

지역에 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고도, 경사도, 경사방

향, 곡률, 수계와의 거리 다섯 가지를 선택하고 자료를 획득

하였다. 고도 자료는 미국지질조사국의 Earth Explorer 

(earthexplorer.usgs.gov)에서 제공하는 ASTER Global 

DEM(Digital Elevation Model)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ArcGIS 10.1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해당 DEM 자료로부

터 경사도, 경사방향, 곡률을 추출하였다. 수계와의 거리는 

오픈스트리트맵(Open Street Map)을 통해 제공되는 수계

정보로부터 계산하였다. 이렇게 다섯 가지의 래스터 자료

는 모두 30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도록 변환하였다. 분석

에 사용한 5개 인자들의 자료는 아래의 Fig. 2과 같다.

Fig. 2. GIS factors used for analyzing (a) digital elevation model, (b) slope, (c) curvature, (d) aspect, (e) distance from drai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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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

연구방법의 흐름도는 Fig. 3에 정리되어 있다. 우선 검덕

광산 주변의 고해상도 위성영상으로부터 산사태 발생지역

을 찾아내어 인벤토리 맵을 제작하였으며, 이 자료를 바탕

으로 빈도비(Frequency ratio)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 방법을 통해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

였다. 이 두 방법은 Lee et al.(2006), Lee et al.(2007b), 

Yilmaz.(2009), Pradhan et al.(2010) 등 많은 산사태 연구

들에서 사용한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방법으로 

산사태 위험지도를 작성하고 그 결과를 비교하였다. 또한 

이 방법을 통해 평가한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실

제로 산사태가 발생했을 때 이로 인해 예상되는 피해영역

을 다중 누적 흐름 분석을 통해 파악하여 산사태로 인한 광

산 주변 시설의 피해 범위를 예측하였다.

검덕광산 인근의 산사태 인벤토리 맵 구축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는 과정에서 우선 과거에 산사태

가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내어 산사태 인벤토리 맵을 구축

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의 연구들은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낼 때 항공영상과 위성영상을 활용하거나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는 방법을 사용했는데, 북한 지역은 접근

성이 제한된다는 지역적 특성으로 항공영상과 직접 방문 

조사가 어려우므로 위성영상을 이용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이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산사태 인벤토리 맵 구축 연구들

은 다양한 종류의 위성영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해상도가 

10~30 m 정도인 중해상도 다중분광 위성영상부터 해상도 

1 m 이하의 고해상도 위성영상까지 다양한 위성영상이 활

용되고 있다. 중해상도 위성영상 중에서는 Landsat TM과 

ETM+ 다중분광 영상(Mwaniki et al., 2015), ASTER의 스

테레오 이미지와 다중분광 영상(Alkevli. et al, 2011), 

SPOT-5 영상(Moine et al., 2009; Sato et al., 2009) 등이 활

용되었다. 최근에는 1m 이하의 고해상도 영상을 사용한 연

구들도 찾아볼 수 있는데, 해상도 1 m의 IKONOS-2 (Fi-

orucci et al., 2011), 0.5 m의 GeoEye(Lu et al., 2011) 등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최근에는 하나의 영상만을 사용하

는 것이 아니라 해상도가 다른 중해상도 영상과 고해상도 

영상을 같이 사용하여 인벤토리 맵을 제작하면서 정확도를 

높인 사례들도 찾아볼 수 있다(Marcelino et al., 2009).

북한 지역은 현장 방문을 통한 직접적인 조사가 불가하

므로 DigitalGlobe에서 제공하는 해상도 0.5 m의 위성영상

을 판독하여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지역

을 추출하였다. 위성영상 판독을 통해 산사태 발생 지역을 

추출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적용하였다. 우선 산림지역

에서 주변에 비해 나무가 없고 흙이 쓸려나간 흔적이 보이

는 지역을 선택하였다. 산사태는 산악 지형에서 흙이 쓸려

나가는 현상이므로 해당 기준을 설정하였다. 또한 이런 기

준을 만족시키는 곳 중에서는 산악 지형에 있는 밭과 비슷

한 모습을 보이는 곳이 있어 밭으로 보이는 곳은 제외하였

다. 밭은 구획을 나눈 듯한 모습이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렇게 직선적으로 나뉜 구획이 나타나는 지역은 밭으로 

여겨 산사태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일지라도 해당 지역이 토목 공사나 건축 

등으로 인해 산을 깎아냈을 수도 있다. 위의 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는 지역 중에서 도로와 인접해 있거나 주변에 인

공적인 시설물이 있는 지역은 토목 공사가 진행 중인 지역

으로 여겨 산사태 발생 지역에서 제외하였다. 이러한 세 가

지 기준을 바탕으로 검덕광산 주변에서 Fig. 4와 같은 지점

들을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지점으로 

Fig. 3. Flow chart of method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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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Fig. 5와 같은 산사태 인벤토리 

맵을 제작하였다.

빈도비 분석

빈도비 분석은 산사태와 같은 특정 사건의 발생 위치와 

인자들 간의 관계성을 밝히기 위해 사용하는 방법으로(Lee 

et al., 2007b), 산사태 분석 외에도 광산 주변의 지반침하 

평가(Suh et al., 2015; Son et al., 2015; Suh et al., 2010), 광

산의 침수지역 예측(Park et al., 2016) 등 광산의 재해 평가

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빈도비는 영향 인자들을 종류나 그 

범위에 따라서 분류하고, 각각의 범주에 대해서 산사태 발

생 지역 중에서 해당 인자의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과 전체 

지역에서 해당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의 비로 나타낼 수 있

다. 만약 빈도비가 1이라면 전체 영역과 산사태가 발생한 

Fig. 4. Satellite images of landslide occurrence sites.

Fig. 5. Landslide inventory map around Gumdeok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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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에서 해당 범주가 차지하는 비율이 같다는 것을 의미

하며, 그 값이 1보다 클수록 해당 범주와 산사태 발생과의 

관계성이 크고, 1보다 작으면 그 관계성이 작다고 볼 수 있

다. 경사도, 경사방향, 곡률, 수계와의 거리, 고도 5개의 공

간인자들에 대해서 각각의 산사태 발생에 대한 빈도비는 

아래 Table 2와 같이 계산되었다. 각각의 인자들의 빈도비

Table 2. Spatial relationships between each factor and landslide

Factor Class
No. of pixels 

in domain

Percentage of 

domain

No. of 

landslide

Percentage of 

landslide

Frequency 

ratio

Coefficient of 

logistic 

regression

Slope (degree)

0-5 4,965 1.97 0 0.00 0.00

0.0650

5-10 14,264 5.66 1 0.54 0.10

10-15 22,859 9.08 5 2.72 0.30

15-20 31,362 12.45 11 5.98 0.48

20-25 36,981 14.69 23 12.5 0.85

25-30 39,865 15.83 23 12.5 0.79

30-35 37,529 14.90 32 17.39 1.17

35-40 32,418 12.87 28 15.22 1.18

40-70 31,565 12.54 61 33.15 2.64

Aspect

flat 769 0.31 0 0.00 0.00 0.0000

N 38,254 15.19 9 4.89 0.32 -1.091

NE 35,894 14.25 41 22.28 1.56 0.6185

E 29,657 11.78 28 15.22 1.29 0.9100

SE 38,260 15.19 39 21.20 1.39 0.6858

S 35,242 14.00 47 25.54 1.83 0.4233

SW 24,638 9.78 10 5.43 0.56 -0.9293

W 21,888 8.69 10 5.43 0.63 0.0000

NW 27,206 10.80 0 0.00 0.00 -2.3200

Curvature

convex (-) 100,349 39.85 82 44.57 1.12 -2.5458

linear 60,242 23.92 37 20.11 0.84 -3.0676

concave (+) 91,216 36.22 65 35.33 0.98 -2.8047

Distance from 

drainage (m)

0-300 41,419 16.38 56 30.43 1.86

-0.0001

300-600 27,048 10.70 31 16.85 1.57

600-900 20,620 8.16 10 5.43 0.67

900-1,200 17,899 7.08 10 5.43 0.77

1,200-1,500 16,926 6.70 1 0.54 0.08

1,500-2,000 25,827 10.22 12 6.52 0.64

2,000-3,000 41,614 16.46 44 23.91 1.45

3,000-7,000 61,459 24.31 20 10.87 0.45

Elevation (m)

400-700 22,768 9.04 30 16.30 1.80

-0.0003

700-1,000 79,273 31.48 65 35.33 1.12

1,000-1,300 78,530 31.19 51 27.72 0.89

1,300-1,600 52,014 20.66 33 17.93 0.87

1,600-2,100 19,223 7.63 5 2.72 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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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계산되면 이를 통해 산사태 발생지수(LSI, Landslide 

Index)를 아래 식 (1)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1)

이때 은 각 인자의 빈도비이며, N은 사용된 인자의 수

로, 본 연구에서는 총 5개의 인자를 고려했으므로 N은 5이

다. 산사태 발생지수가 높을수록 산사태의 위험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로지스틱 회귀분석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독립변수들과 종속변수들 간의 관

계를 파악하기 위한 다변수회귀방법인데, 특히 어떤 특징

의 유무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이다. 로지스틱 회

귀 방법의 장점은 변수들이 연속적인 변수이든 불연속적인 

변수이든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으며, 항상 정규분포를 따

르지 않더라도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다(Lee, 2007a). 본 연

구에서 독립변수로 선정한 인자들 중에 경사도나 수계로부

터 거리, 고도 등은 연속적인 값을 가지지만 경사방향이나 

곡률 같은 경우는 연속적인 값이 아닌 범주화된 자료이며, 

또한 이에 따른 종속 변수가 산사태의 발생 유무라는 이진 

변수이기 때문에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산사태 발생 가능성 

파악에 유용한 방법이다. 실제로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산

사태 위험도를 분석할 때 많이 사용되고 있다(Chae et al., 

2004; Lee et al., 2004).

산사태 영향 인자들의 독립변수들과 산사태 발생이라는 

종속변수 사이에는 식 (2)가 성립한다.

      (2)

이때 p는 해당 사건, 즉 이 경우에는 산사태가 발생할 확

률이며, z는 식 (3)과 같은 여러 개의 독립변수의 선형 조합

으로 나타낼 수 있다.

  

 




 




 ⋯  



  (3)

는 상수항이고,      ⋯ 은 로지스틱 선형회

귀 모델의 계수, n은 독립변수들의 개수로서, 본 연구에서

는 5개의 인자들을 고려했으므로 n은 5이다. 각각의 독립

변수의 회귀식의 계수는 Table 2에 정리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z 값은 아래의 식 (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4)

여기서 slope는 도(°)로 나타내지는 경사도 값이며, aspect는 

각각의 경사방향에 따른 회귀계수(Table 2), curvature는 

지형의 곡률에 따른 회귀계수(Table 2), elevation은 미터

로 나타내지는 고도 값, drainage는 미터로 나타내지는 수

계로부터의 거리이다. Aspect와 curvature 변수는 가중치를 

1로 두고 Table 2의 회귀계수를 대입하여 계산된다. 이렇게 

구한 z 값을 식 (2)에 대입하면 산사태 발생 확률을 얻을 수 

있다.

다중 누적흐름 분석을 통한 산사태 토사피해 예측

산사태가 발생하면 산사태가 발생한 지점에서 토사가 흘

러내려와 주변의 각종 시설에 피해를 입히게 된다. 따라서 

제작한 산사태 지도의 산사태 위험이 높은 지역에서 실제

로 산사태가 일어나 토사가 흘러내린다면 토사가 어느 방

향으로 흘러내려서 어느 곳에 피해를 입히는지 파악하는 

것이 향후 재해 방지를 위해 중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앞서 제작한 산사태 지도를 바탕으로 누적 흐름 분석을 

수행하여 광산 주변의 거주단지, 산업단지, 도로, 철도 등의 

주요 인프라 시설 중 어느 곳이 산사태로 인한 피해를 많이 

입게 될지 파악하였다.

유체의 흐름을 분석하기 위한 GIS 공간분석 기법으로 8

방향 단일 흐름 알고리즘(O’Callaghan et al., 1984; Jenson 

et al., 1988)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

러한 알고리즘은 DEM에서 중심격자를 둘러싼 8개의 주변 

격자 중 경사도가 가장 급한 방향으로 유체가 흐른다고 가

정하기 때문에 유체가 여러 방향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고

려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토사가 여러 방

향으로 확산되는 현상을 모델링하기 위해 다중 흐름 알고

리즘(Freeman, 1991)을 적용하였다. 단일흐름 알고리즘은 

경사도가 가장 큰 하나의 방향으로 유체가 흐르는 것으로 

계산하는 반면 다중 흐름 알고리즘은 중심격자보다 낮은 

모든 격자로 물이 흐른다고 계산한다. 이때 각 방향의 경사

도를 고려하여 방향별 가중치를 계산하고, 이로부터 중심 

격자의 물이 주변 격자로 분산되는 양을 계산한다. 주변 격

자로 분산되는 물의 비율은 식 (5)와 같이 계산한다.

 



  



 

 

 

 

 (5)

이때 중심격자 에 대해서 경사도가 0보다 큰 방향의 경

사도에 제곱을 하여 합산을 하고, 그 비율에 따라 가중치

를 준다. 일반적으로 값은 1.1을 주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Freeman,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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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및 토의

산사태 위험지도 제작

빈도비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얻은 산사태 

위험지도는 Fig. 6과 같다. Fig. 6의 지도는 산사태 위험도

를 백분위로 나타냈을 때 상위 20% 내에 해당하는 영역이

다. 두 방법을 통해 평가한 산사태 위험도는 비슷한 경향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차이점이 있다면 경사방향이 

서쪽이고 빈도비 방법으로는 산사태 위험도가 낮았던 지역

들 중 일부가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로는 산사태 위험도

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렇게 빈도비 방법과 로지스

틱 회귀 분석의 결과가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는 자료

를 분석하는 방법의 차이때문이다. 예를 들자면, 경사도 인

자의 경우 로지스틱 회귀분석의 결과는 경사도가 높을수록 

무조건 산사태 위험도가 커지게 되지만, 빈도비 방법의 경

우에는 경사도가 더 급한 경사도 25-30°의 범위에서의 빈

도비가 20-25°의 빈도비보다 산사태 위험도가 낮게 나타난

다. 이와 비슷하게 수계거리의 경우에도 빈도비 분석을 사

용하면 수계로부터의 거리가 멀수록 산사태 위험도가 감소

하다가 수계거리 2,000~3,000 m 구간에서는 산사태 위험

도가 높게 나타난다. 이처럼 두 분석 결과는 대체적인 경향

은 일치하지만, 자료를 분석할 때 빈도비 방법은 연속적인 

값을 범주화하여 분석하는 반면 로지스틱 회귀분석은 연속

적인 값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두 방법이 산사태 위험

도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세밀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Fig. 6에 있는 검덕광산의 위치는 광산 관련 지상 시설이 

있는 곳으로, 빈도비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사용했

을 때 모두 광산의 서쪽 사면이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큰 것으

로 보인다. 검덕광산의 남쪽에 있는 북한의 대표적인 마그

네사이트 광산인 룡양광산의 주변도 추가적으로 살펴보면 

룡양 광산의 주변은 전반적으로 산사태 위험도가 높게 나

타나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수계 지역과 가까울수록 산사태

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산사태 피해지역 예측

산사태 위험도 상위 5%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가정했을 때 이 영역으로부터 흘러내리는 토사

의 누적흐름량을 분석한 결과가 Fig. 7이다. 이 누적흐름량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광산 주변의 주거지역, 산업지역, 도

로, 철도에 대해 산사태 토사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위험지

역을 찾아내고 토사의 흐름 방향을 예측하였다. 우선 Fig. 8

은 주거지역 중에서 토사의 누적흐름량이 높게 나타나는 

(a), (b), (c) 세 구역을 확대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8(a) 지

역은 광산시설과 기차역 주변에 주거시설이 밀집해 있는 

Fig. 6. Landslide hazard map applying (a) Frequency ratio method, (b) Logistic regress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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곳인데, 산사태가 발생한다면 북서쪽 사면에서 발생할 가

능성이 높고, 북서쪽 사면에서 흘러내린 토사로 인해 주거

지역의 중앙부와 서쪽 지역이 영향을 받을 위험이 크다. 이

러한 경향은 빈도비와 로지스틱 회귀분석 두 방법을 이용

한 결과에서 모두 나타나므로 토사의 흐름이 예상되는 지

역에 적절한 보강공사를 할 필요가 있다. Fig. 8(b)의 주거

지역은 전체적인 산사태 위험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북쪽 사면과 서쪽 사면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다. 산사태로 인해 흘러내리는 토사의 양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보강공사가 필요하다. Fig. 

8(c) 지역의 경우에는 남서쪽 사면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와 

이때 흘러내리는 토사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으

므로 이에 대한 보강이 필요하다.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a), 

(b), (c) 세 지역을 제외하고는 토사의 흐름으로 인한 산사

태 위험도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Fig. 9는 산업지역에 대한 토사 누적흐름량을 나타낸 것

이다. 산업지역의 경우에는 Fig. 9(a)와 (b) 두 지역에 대해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특히 (a) 지

역의 피해가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a) 지역은 광산과 관련

된 산업시설들이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주변이 급한 경사

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주변의 산사태 위험도가 크며, 이

에 따라 산사태로 인한 토사의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

다. 토사의 대부분은 북쪽과 서쪽 사면으로부터 흘러내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

Fig. 7. Multiple flow accumulation of soil flowed from landslide risky area (a) Frequency ratio method, (b) Logistic regression 

method.

Fig. 8. Residential area expected to be damaged by landslides (Hatched: top 5% risk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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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Fig. 9(b) 지역의 경우에는 (a)와 비교했을 때 큰 피해

를 아니지만 어느정도 피해가 예상되며, 북동쪽과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급경사면으로부터 토사가 흘러내릴 가능성

이 높으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Fig. 10은 도로 영역에 대한 토사 누적흐름량을 나타낸 

것이다. 도로에서 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은 (a), 

(b), (c), (d) 등이다. 도로망의 경우 대부분 산업시설과 주거

시설 주변에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 영역이 대부분 산

Fig. 9. Industrial areas expected to be damaged by landslides (Hatched: top 5% risky area).

Fig. 10. Road areas expected to be damaged by landslides (Hatched: top 5% risky area).

Fig. 11. Railroads areas expected to be damaged by landslides (Hatched: top 5% risk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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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시설과 주거시설의 피해 예상영역과 겹친다. 도로의 Fig. 

10(b) 영역의 경우에는 앞에서 살펴본 산업시설의 Fig. 9(a) 

지역과 비슷한 위치이며, 도로의 Fig. 10(c) 영역의 경우에

는 주거시설의 Fig. 8(b) 지역에 해당하는 위치이다. 따라

서, 산업시설과 주거시설의 산사태에 대비한다면 도로의 

산사태 피해도 함께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철도 영역

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

을 뽑았는데, Fig. 11의 (a), (b), (c), (d) 지역의 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남한에 비해 도로

와 철도망이 체계적으로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사

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광산 생산물의 운송에 막대

한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특히 이 지역의 철도의 경우 검덕

광산에서 생산된 아연을 단천시에 위치한 단천 제련소로 

운반하는 거의 유일한 운송수단이기 때문에 철도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광산 운영에 있어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다. 따

라서 철도 인근의 산사태 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대해 

보강공사를 통해 산사태로 인한 철도 운송에 차질이 생기

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산사태 위험도의 검증

빈도비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통해 나타낸 산사태 

위험도가 산사태 발생을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는지를 검

증하기 위해 산사태 인벤토리 맵의 산사태 발생지역 자료

를 활용하였다. 두 방법을 사용해 계산한 산사태 위험도와 

산사태 인벤토리 맵을 통해 얻은 산사태 발생위치의 분포

를 비교한 그래프가 Fig. 12이다. Fig. 12에서 X축은 산사

태 위험도가 상위 몇 퍼센트인지를 나타내는 것이고 Y축은 

이때 산사태 발생 위치의 누적확률분포이다. 관찰된 산사

태의 약 50%정도가 산사태 위험도 상위 25%에 포함되며, 

관찰된 모든 산사태는 산사태 위험도 상위 85%의 범위 안

에 포함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산사태 위험 평가의 정확

도는 Fig. 12의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의 면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빈도비 방법이 75.31%, 로지스틱 회귀분석이 

73.36%의 정확도를 보인다. 빈도비 방법이 로지스틱 회귀

분석에 비해 2% 정도 높은 정확도를 보이나, 경향에 있어

서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는다.

연구의 의의 및 한계

본 연구는 접근이 어려운 북한의 검덕광산 인근 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고, 이를 통해 광산 주변의 시

설들에 대한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 북한 지역, 그중에서도 특히 광산이라는 특수한 지역 

인근의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한 연구는 전례가 없기 때문

에 향후 광산 개발 협력 등에 있어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접근 불가능한 북한이라는 지역

의 특수함으로 인해 정확도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더 높

은 정확도와 신뢰성을 얻기 위해서는 검덕광산 인근의 산

사태 발생 지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에 대해 몇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영상판독을 실시

했지만, 현장조사를 통한 산사태 파악보다는 정확도가 떨

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자원분야에서 남북협력이 

이루어져 해당 지역에 직접 방문할 수 있다면 현장조사를 

통해 산사태 위험평가의 정확도를 높일 필요성이 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는 자료 획득의 한계로 인해 경사도, 경사방

향, 곡률, 수계와의 거리, 고도 5개의 인자만을 영향인자로 

사용했지만, 현장조사를 통해 토양도, 지질도, 식생분류도 

등의 정밀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면 정확도를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향후 광물자원 분야에서의 남북 협력 시 

검덕광산의 안정적인 인프라 구축을 위해 광산 인근의 산

사태 발생 위험성을 분석하였다.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활

용하여 과거에 산사태가 발생했던 지역을 찾아내었으며, 

이를 활용하여 빈도비 방법과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각각 

사용하여 북한의 검덕광산 인근의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하

였다. 또한 산사태 위험도가 높은 영역에서 산사태가 발생

했을 시 토사의 흐름으로 인해 피해를 볼 수 있는 지역을 주

거지역, 산업지역, 도로 및 철도 등의 기초 인프라 시설을 

중심으로 예측했다. 검덕광산 인근 산업지대와 거주지대

는 비교적 안전하지만 일부 지역에는 토사 흐름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해당 영역과 

사면에 대해 산사태에 대비한 보강공사를 수행해야 할 것

으로 보인다. 또한 검덕광산과 단천제련소를 연결하는 도
Fig. 12. Cumulative frequency diagram showing landslide 

hazard occuring in cumulative percent of landslide occur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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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철도 등의 교통망에서도 일부 급경사면에서 발생한 산

사태로 인한 토사 흐름 피해가 예상된다. 북한은 도로와 철

도 인프라가 열악하기 때문에 산사태 피해가 예상되는 지

역에 대해 각별한 주의와 적절한 대책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GIS와 원격탐사 기술을 활용해서 접근이 어려운 북

한이라는 특수적인 지역에 대해 산사태 위험도를 평가했다

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며, 향후 남북한의 자원 분야 협력 시

에 검덕광산의 인프라를 개선하고 투자할 때 참고할 수 있

는 유용한 기초자료로서의 가치가 크다. 하지만 현장분석

이 어려워 분석 정확도에 한계가 있으므로 향후 활발한 남

북협력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구체적이고 정밀한 자료를 획

득한다면 연구결과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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