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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rth Korean mines are known to be vulnerable to mining hazards. This study evaluated the
occurrence and diffusion patterns of pollutants in the Musan mine, the largest iron mine in North
Korea. Based on the time-series analysis of the Landsat images, continuous mining activities were
confirmed. In addition, mining areas were classified using Sentinel-2 images. Areas where pollutants
were deposited by the typhoon were identified through InSAR analysis using Sentinel-1 images. As
a result of the GIS-based flow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pollutants can diffuse in four directions
and flow into nearby rivers and lower areas. Therefore, in order to prevent the spread of pollutants and
pollution of rivers, it is necessary to install facilities in vulnerable areas.
Key words : SAR interferometry, Surface displacement analysis, flow direction analysis, Mining
hazards

요약
북한의 광산은 시설 노후화와 방지 시설 부족으로 인해 광해 발생에 취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북한 최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을 대상으로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동
경로와 확산패턴을 예측하였다. Landsat 영상의 시계열 분석 결과, 광산의 지속적인 개발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Sentinel-2 영상을 이용하여 광산 영역을 정량적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또한,
Sentinel-1 영상을 이용한 InSAR 분석을 통해 태풍 발생 이후 오염물이 적치된 영역을 파악하였다.
오염물질의 이동경로와 확산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GIS 기반의 흐름방향분석 기법을 적용한 결과,
4개 방향으로 오염물이 확산되어 인근 하천과 광산 남쪽 저지대로 유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오염물의 확산과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유출 가능지역에 확산 방지 시설의 설치
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레이더간섭기법, 지표변위분석, 흐름방향분석, 광산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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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업의 발전과 함께 국내외에서 광물자원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4차산업의 핵심 광물인 리튬은 1999년 기
준 전 세계 생산량이 약 14,000톤(USGS, 2001)이었던 것
에 비해 2019년에는 약 86,000톤으로 급증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USGS, 2021a). 또 다른 4차산업 핵심 광물인 텅
스텐의 경우에는 동기간에 31,000톤(USGS, 2001)에서
83,800톤(USGS, 2021a)으로 전 세계 생산량이 증가하였으
며 생산량뿐 아니라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한 것은 자명한 사
실이다. 이외에도 다양한 광물들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있
으나 국내에서는 일부 비금속을 제외하면 대부분 수입에 의
존하고 있는 현실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2021)
의 보고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국내 광산물 자급률은 금속
의 경우 0.6%, 비금속의 경우 63.0%에 해당한다. 한국광물
자원공사(KORES, 2021)에서는 4차산업의 핵심 광물로
니켈, 리튬, 망간, 코발트, 텅스텐을 선정하였다. 이들 중 통
계자료가 구축된 광물들의 총수요 대비 수입 의존 비율은
2020년 기준으로 각각 니켈이 100%, 망간이 95.6%, 텅스
텐이 16.3%에 해당한다(KIGAM, 2021). 앞으로 광물자원
의 중요도가 점점 커질 것을 고려할 때 국가 경쟁력을 높이
고 균형 잡힌 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국내 생산량을 확대
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외에서 필수 광물을 충분히 확보하
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남한의 광산물 자급률은 매우 저조하지만, 북한의 경우
2019년 기준 총 경제 규모의 약 11.0%를 차지할 정도로 광
업은 여전히 주요한 산업으로 자리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0). 비금속 광물자원 생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광업 현황과 다르게 북한은 다양한 광물자원이 풍부
하게 부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KORES, 2017). 특히, 북
한의 마그네사이트 광석 매장량은 세계 1위 규모이며 텅스
텐, 흑연 매장량도 세계 10위권 수준으로 보고되었다
(USGS, 2021a). 또한, 남한의 금속 광물 수입량의 약 80%
를 차지하는 철, 동, 연광의 경우 북한의 매장량이 남한의
10-100배 이상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21).
이처럼 북한은 풍부한 광물자원이 매장되어 있으면서 남
한과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국가이므로 자원 외교의 관
점에서 상당한 잠재성을 가지고 있다. 북한 광물자원의 공
동개발은 과거에도 몇 차례 협력 사례들이 있으며, 최근까
지도 남북협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고 있다.
이처럼 북한 광물자원 개발사업은 남한의 주요 금속광물자
원 확보, 북한의 경제발전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양
측에 긍정적 경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이
점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경제적 불안정성과 광산의 인프라

부족, 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로 인해 남한을 비롯한 외부 자
본의 투자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1990년대 이후 장기간
의 경제난으로 인해 국가 인프라 감축, 광산 운영 및 관리 기
술개발의 미비, 광업설비 노후화 등의 문제는 광산 개발 이
익의 저감 요인이 되고 있고, 광산재해(광해) 발생 위험성
을 높일 수 있다(Chung, 2019). 특히 북한은 적절한 광해방
지 대책 없이 광업 활동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에 대한 분석과 대비가 필요하다.
향후 북한 광물자원의 공동개발 가능성을 고려할 때, 안
정적이고 지속적인 광산개발을 위해서는 발생 가능한 광해
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광산을 대
상으로 인프라의 현황 및 일부 광해 문제, 전력공급 방안 등
을 분석한 몇몇 사례들이 보고되었으나(Oh et al., 2018,
Koo et al., 2018, Kim et al., 2020), 지역의 특성상 개별 광
산에서 발생 가능한 광해 분석 사례는 부족한 상황이다. 특
히, 중금속을 포함한 광물찌꺼기는 강우로 인해 유실될 경
우 주변 지역에 수질오염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들의 건강
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요
구된다. 본 연구에서는 무산광산을 대상으로 위성영상과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기반의 공간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오염물질의 유실 가능성
과 이동 경로를 분석하였다. 무산광산은 북한 최대의 철광
산으로 대규모 노천채광으로 인하여 환경피해가 심각하고
폐석 적치량 증가, 광물찌꺼기 유출, 식생 훼손 등의 다양한
광해에 노출된 것으로 보고되었다(Bae et al., 2015, Yoon
et al., 2018). 특히, 2020년 8~9월에는 태풍 마이삭에 의해
무산광산의 정광이 상당량 유실되고 주변 철도 선로가 파
괴되었으며, 산사태로 인해 주변 농경지도 유실된 것으로
알려졌다(SPNEWS, 2021). 이처럼 북한의 광산은 시설의
노후화와 방지 시설 부족으로 인해 광해 발생에 취약하지
만, 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직접적인 조사가 어려운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원격탐사 기반의 위성영상과 GIS 기
술을 활용하여 오염물질의 발생 가능성을 평가하고, 이동
경로와 확산패턴을 예측함으로써 인근 하천이나 주거지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Landsat 영상을 이용한 무산광산의
피복 변화 분석
무산광산에서 발생한 광해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 주
변 지역에 대한 피복 변화를 분석하였다. 직접적인 접근이
어려운 북한 지역의 특성상 원격탐사 기반의 위성영상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Landsat 시리즈 위성영상
을 활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광산 주변 지역의 변화를 분석
하였다. Landsat 시리즈 위성은 미국 항공 우주국(NASA)
제58권 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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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개발한 다중 스펙트럼 위성으로, 1972년 발사된 Landsat
1을 시작으로 2021년 9월에 발사된 Landsat 9까지 50여 년
에 걸쳐서 지표면과 지구환경의 관측에 기여하고 있다(Fig.
1). Landsat 위성은 같은 지점을 16일에 1번 돌아오는 주기
해상도를 가지며, 최신 위성인 Landsat 8과 Landsat 9의 센
서가 관측할 수 있는 파장대 영역과 공간해상도를 Table 1
에 나타냈다.
Fig. 2는 채광작업이 진행됨에 따른 무산광산 주변 환경
의 피복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1990년부터 2020년까지 10

년 간격의 Landsat 영상을 이용했으며, 시기에 따라 Landsat
5 TM 영상(1990년 10월 12일, 2000년 11월 8일, 2010년
11월 4일)과 Landsat 8 OLI and TIRS 영상(2020년 9월 28
일)을 활용하였다. 피복의 변화를 파악하기 쉽도록 근적외
선 밴드를 붉은 색상으로 표시하는 가색상(false color)을
이용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Landsat 5 영상은 4, 3, 2번 밴드
를 조합하였고, Landsat 8 영상은 5, 4, 3번 밴드를 조합하였
다. 식물은 근적외선 파장대의 전자기파를 잘 반사하기 때
문에 붉은색에 가까운 픽셀은 일반적으로 식물이 많이 분

Fig. 1. A timeline of the Landsat satellite series.
Table 1. The band designations for the Landsat 8-9 (USGS, 2021b)
Landsat 8 Bands

Wavelength (micrometers)

Resolution (meters)

Band 1 - Coastal aerosol

0.43 - 0.45

30

Band 2 - Blue

0.45 - 0.51

30

Band 3 - Green

0.53 - 0.59

30

Band 4 - Red

0.64 - 0.67

30

Band 5 - Near Infrared (NIR)

0.85 - 0.88

30

Band 6 – Short Wave InfraRed (SWIR) 1

1.57 - 1.65

30

Band 7 - Short Wave InfraRed (SWIR) 2

2.11 - 2.29

30

Band 8 - Panchromatic

0.50 - 0.68

15

Band 9 - Cirrus

1.36 - 1.38

30

Band 10 - Thermal Infrared (TIRS) 1

10.60 - 11.19

100 (resampled to 30)

Band 11 - Thermal Infrared (TIRS) 2

11.50 - 12.51

100 (resampled to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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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Observation of the expansion of the mining area using false color of Landsat satellite images.

포하고 있는 지역이며, 푸른색에 가까운 픽셀은 도심지나
광산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을 나타낸다. 각 영상의 이전 단
계(10년 전)에서 광산 개발지에 해당하는 영역을 굵은 선으
로 표시하였고, 새로 개발된 영역을 붉은 선으로 표시해서
변화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무산광산은 계속되는 개발
로 인해서 노천채광장 및 광물찌꺼기 적치장을 포함한 영
역이 지속해서 확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무
산광산에서 발생하는 광해는 현시점에서도 작업자와 지역
주민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임을 알 수 있다. 또한, 개
발지역이 확장됨에 따라 오염원은 늘어나고 주변 산림이
훼손되기 때문에 광해 발생 가능성과 피해 규모가 커질 수
있음이 우려된다.

Sentinel-2 영상을 이용한 무산광산의 피복 분류
1970년대 이후 꾸준히 영상을 구축하고 있는 Landsat 시
리즈를 이용하여 장기간에 걸친 무산광산의 개발 현황을
확인하였으며, 무산광산 주변 지역의 최근 피복 상황을 더
면밀하게 관찰하기 위해서 더욱 높은 공간해상도를 가지는
Sentinel-2 영상을 이용하였다. Sentinel-2는 Copernicus
육상 모니터링 서비스를 위해서 2015년 발사된 유럽 우주
국(ESA) 개발 다중분광 위성이며, 같은 궤도를 따라 180도
위상차를 가지는 2개의 위성으로 구성되어 있다. Sentinel-2

위성은 관측 파장대에 따라 Table 2와 같은 공간해상도를
갖는다.
광산개발지역을더욱정량적으로분류하기위해서, Sentinel-2
영상의 분광신호(spectral signature)를 이용해 피복 분류를
수행하였다. 피복의 유형이 명확한 지역을 표본 지역(Regions
of Interest, ROI)으로 지정하여 이에 대한 분광신호와 다른
영역의 분광신호를 비교하여 분류를 수행하는 감독분류
(supervised classification) 방식을 적용하였다. 피복 분류
과정에서는 일반적으로 Minimum distance, Maximum
likelihood, Spectral angle mapping, 그 외 머신러닝 기반의
알고리즘이 사용되며, 본 연구에서는 Spectral angle mapp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광산 지역을 분류하는 것이 목적이므
로 피복 유형은 과다하게 세분화하지 않고, 총 4개의 유형
(도심지 및 광산 지역, 산림, 토양, 물)으로 분류하였다. 자
료의 다운로드, 전처리, 표본설정, 분류 등의 과정은 QGIS
의 Semi-Automatic Classification Plugin(SCP)을 이용하
였다. 본 연구에서는 2020년 9월 9일에 취득한 Sentinel-2
영상을 활용하였다. 광산지역 Sentinel-2 영상(Fig. 3(a))에
대한 분류결과를 보면 광산 지역이 주변의 토양이나 산림
과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Fig. 3(b)). 특히
최근에 개발이 이루어진 지역에 광산물이 적치되어 있으므
로(Fig. 3(c)), 이러한 지점은 강우가 집중될 경우 광해 발생
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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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band designations for the Sentinel-2 (Copernicus, 2021)
Sentinel-2 Bands

Central Wavelength [micrometers]

Resolution [meters]

Band 1 - Coastal aerosol

0.443

60

Band 2 - Blue

0.490

10

Band 3 - Green

0.560

10

Band 4 - Red

0.665

10

Band 5 - Vegetation Red Edge

0.705

20

Band 6 - Vegetation Red Edge

0.740

20

Band 7 - Vegetation Red Edge

0.783

20

Band 8 - NIR

0.842

10

Band 8A - Vegetation Red Edge

0.865

20

Band 9 - Water vapour

0.945

60

Band 10 - SWIR - Cirrus

1.375

60

Band 11 - SWIR

1.610

20

Band 12 - SWIR

2.190

20

Fig. 3. Sentinel-2 analysis: (a) the study area, (b) land cover classification using Spectral angle mapping algorithm, and (c) recently
developed area.

Sentinel-1 영상을 이용한 무산광산의
지표변위 분석
다중분광 자료인 Sentinel-2 영상을 분석하여 광산개발
영역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러한 영역을 대상으로 태풍에
의한 영향과 광해 현황을 평가하기 위해서 Sentinel-1 영상
을 이용한 태풍 발생 전후 지표 변위 분석을 수행하였다.
한국자원공학회지

Sentinel-1은 기상조건과 관계없이 고해상도 이미지를 제공
할 수 있는 합성구경레이더(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센서를 탑재하고 있는 ESA 개발 레이더 위성이다. Sentinel-1
은 2개의 극궤도 위성으로 구성되며, Sentinel-1A가 2014
년, Sentinel-1B가 2016년에 발사되었다. 위성에 탑재된 안
테나에서 마이크로파를 발생시키고, 대상 물체에서 후방
산란 되어 돌아오는 진폭(Amplitude)과 위상(Phase)을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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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하여 합성하는 방식으로 SAR 시스템이 구성된다. 이때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해서 짧은 안테나의 여
러 신호를 합성함으로써 큰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
과를 얻을 수 있다. 레이더 간섭기법(SAR Interferometry,
InSAR)을 활용하면 동일 대상에 대해서 취득한 두 장 이상
의 SAR 영상을 통해 지표면의 변위와 고도를 높은 정밀도
로 얻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ESA에서 개발한 SNAP(The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 프로그램과 분석방법(SKYWATCH,
2020)을 기반으로 태풍 마이삭 발생 전후 2개의 Sentinel-1
영상(2020년 7월 20일, 9월 30일 취득)을 분석하였다. 2개
의 SAR 영상을 이용해서 두 시기 사이에 발생한 변위를 계
산하기 위한 InSAR 분석 순서도는 Fig. 4와 같다. 먼저 영
상들의 통곗값을 사용하여 두 제품을 정렬하는 공등등록
(Coregistration) 과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전체 영
상에서 분석에 필요한 부분을 선택하고(TOPS split), 궤도
와 관련된 보조 데이터를 적용해야 한다. 두 영상의 위상 차
이를 계산해서 간섭도(Interferogram)를 생성하면 두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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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호 간의 일치성을 나타내는 정량적 지표인 coherence
값을 얻을 수 있다. 높이 변화가 크고 일관성이 없는 숲이나
바다 같은 곳에서는 coherence 값이 낮게 나타나고, 이러한
지역에서는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기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
한다. Fig. 5(a)는 무산광산 주변의 간섭도, Fig. 5(b)는
coherence 값을 보여주고 있다. 산림의 경우에는 노이즈가
심하고, 낮은 coherence 값(어두운 색)을 갖는 것을 알 수 있
다. 간섭도에서 위상(phase)은 다양한 노이즈에 의해 손상
될 수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필터링(Goldstein Phase
Filtering)을 적용하여 신호 대 잡음비를 향상시켰다. 다음
과정으로 위상의 언래핑(unwrapping) 과정을 통해 인접 픽
셀 간의 위상차를 통합함으로써 위상을 지형 높이와 연관
시켰으며, 센서와 픽셀 사이의 가시선(line of sight)을 따라
서 위상을 미터 단위의 지표면 변화로 변환하였다. 최종적으
로 지형보정과 지오코딩 과정을 거쳐서 결과를 산출하였다.
Fig. 6(a)는 InSAR 분석과는 무관하며, 수치고도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DEM)을 이용해서 비가 올 때 물
이 차오를 수 있는 웅덩이 형태의 지형(파란색)을 분석한

Fig. 4. The flowchart of InSAR Analysis for surface displacement.

Fig. 5. (a) Wrapped interferogram (phase) and (b) coherence of the Musa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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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result of InSAR analysis using Sentinel-1B images: (a) concave areas, (b) displacement in the mining area, (c) 3D view
of 1, 2 spots, and (d) 3D view of 2, 3 spots.

결과이다. 1 지역은 하천이 흐르고 도심지가 있는 상대적으
로 낮은 지형이며, 3 지역은 깊게 채광이 이루어져서 빗물
이나 유실된 물질이 퇴적될 수 있는 웅덩이 형태의 지형에
해당한다. 2 지역은 노천채광장임에도 좌측의 배수로를 통
해 물이 흐르는 것으로 분석되어 파란색으로 표시되지 않
았다. Fig. 6(b)는 InSAR 분석을 통한 지표 변위 결과를 나
타내며, Fig. 6(c), (d)에 3차원 가시화 결과를 함께 나타냈
다. 지표 높이가 상승한 지역일수록 붉은색에 가까운 색으
로 표시하였으며, 지표 높이가 내려간 지역일수록 파란색
에 가까운 색으로 표시하였다. 1, 2, 3 지역은 모두 지표가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특히 지대가 낮은 1 지역은
태풍에 의해 유실된 광산 지역의 토양과 광물찌꺼기가 적
치되어 지표가 상승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웅덩이 형태로
채광이 이루어진 2 지역과 3 지역도 지표가 상승하였는데,
특히 2 지역 좌측의 배수로는 유실물이 적치되어 높은 지표
상승 값을 보이는 것으로 추정된다. 광산 북부의 산림 지역
은 분석 신뢰도가 떨어지므로 노이즈가 나타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다방향 흐름 분석을 통한 오염물질 흐름 예측
InSAR 기반의 지표 변위 분석을 통해 무산광산의 유실
물이 특정 지역에 퇴적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유
실물 흐름의 방향성을 직접 제시하지는 못했다. 광물찌꺼
기 유실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광물찌
한국자원공학회지

꺼기의 유출 및 확산 패턴을 예측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Sentinel-2 영상을 이용한 피복분류 결과와 기존 연구사례
(Yoon et al., 2018)를 기반으로 광산 지역과 광물찌꺼기 적
치 지역의 경계(오염원)를 설정하였으며, 30m 공간해상도
의 DEM을 이용해서 강우 시 발생할 수 있는 광물찌꺼기의
유실 경로와 확산 패턴을 예측하였다. DEM은 ASTER
GDEM Version 3(ASTGTM)을 활용했으며, 전처리 및 예
측분석은 ArcGIS Pro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였다.
광물찌꺼기 유실물의 확산 방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다방
향흐름(multiple flow direction, MFD) 알고리즘을 적용하
였다. 지리정보시스템(Geographical Information System,
GIS) 기반의 수계분석을 위해 가장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단일흐름(D8) 알고리즘은 격자 형태의 래스터 자료에서
경사가 가장 심한 하나의 방향으로 물이 흐르는 방식으로
분석이 이루어진다. 반면, MFD 알고리즘은 고도가 낮은
여러 방향으로 물의 흐름을 분석할 수 있어서 광산에서의
오염물질 확산 분석에 활용된 일부 사례가 있다(Kim et al.,
2012, Yi et al., 2017). D8 알고리즘과 MFD 알고리즘의 개
념적 차이를 Fig. 7에 제시하였다. D8 알고리즘은 유체의
대표적 흐름 방향을 빠르게 예측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유체의 분산현상을 반영할 수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무
산광산 광물찌꺼기 유실물의 확산 패턴을 예측하기 위해서
MFD 알고리즘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무산광산의
전역에 걸쳐 오염원이 존재한다고 가정한 경우와 최근 개
발 지역 위주로 오염원이 적치되어 있다고 가정한 경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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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 두 가지 시나리오를 고려하여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무산광산 전체 지역을 오염원으로 가정하고
오염물질의 확산을 예측한 결과는 Fig. 8과 같다. 4개의 큰
흐름 방향을 따라서 오염물질이 확산하며, 이러한 흐름이
모두 인근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지대가 낮은 남쪽의 하천과 주거지로 오염물 흐름이 집중
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오염물의 확산을 예
방하여 하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흐름이 집중되는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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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역 위주로 배수로를 건설하거나 확산 방지 시설을 설
치할 필요가 있다.
앞서 Landsat 영상을 통한 피복변화 분석 결과에서 확인
했듯이 무산광산은 계속해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에
따라 광산물이나 광물찌꺼기의 적치 영역도 확장되고 있
다. Fig. 9에 표시된 A, B, C 지역은 최근에 개발이 이루어
진 지역과 광물찌꺼기 적치 지역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
한 3개의 지역을 오염원으로 가정한 오염물 확산 예측 결과

Fig. 7. The scheme of flow analysis based on (a) D8 algorithm and (b) MFD algorithm.

Fig. 8. Prediction of the multidirectional spread of mine tailings induced by rainfall (precipitation zone: entire mine area) in Musan
Mine; tailings spread to nearby streams (no. 1, 2, 4) and residential area (no.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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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rediction of multidirectional spread of mine tailings induced by rainfall (precipitation zone: tailing area) in Musan Mine;
tailing A and B have spread into streams and tailing C has spread to the residential area.

를 Fig. 9에 나타냈다. A 지역은 북서쪽과 남서쪽으로, B 지
역은 남서쪽과 일부 북쪽으로, C 지역은 남서쪽으로 오염
물이 확산하여 하천 및 주거지에 유입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오염물이 하천으로 유입되는 지점은 다르지만, 이는
모두 같은 하천에 해당한다.
본 연구에서는 오염물질이 이동 중에 토양으로 흡수되거
나 흡착되는 현상을 고려하지는 않았으나, 장기간 강우와
바람의 영향을 받으면 이러한 정체된 오염물도 결국에는
인근의 하천에 유입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오염물질이 하
천에 유입되지 않더라도 농작물이나 다양한 경로를 통해
지역주민에게 해로운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
를 통해 분석된 주요 오염물질 유출 지점을 대상으로 확산
방지 시설을 설치하거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수행할 필요
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Sentinel-2 위성영상을 이용해 무산광산
에 대한 토지피복분류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광산개발
지역의 경계를 파악할 수 있었다. 또한, 30여 년에 걸친
Landsat 위성영상들을 시계열 분석한 결과, 개발이 진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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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채광장과 적치장 영역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 정량적인 변화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Sentinel-1 영상
기반의 InSAR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 태풍 발생 이
후에 웅덩이 형태의 노천 채광장과 배수로, 하천 및 도심 부
근의 변위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태풍에 의해 유
실된 토양이나 광물찌꺼기가 웅덩이 형태의 지형이나 지대
가 낮은 곳에 적치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분석
법은 유실된 오염물질의 이동에 대한 방향성은 제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GIS 기반의 다방향흐름 분석을 통해 오염물
질의 이동 경로와 확산패턴을 분석하였다. 강우가 발생할
경우, 유실된 오염물질이 광산 주변의 하천과 거주지로 유
입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흐름이 집중되는 영역을 특
정할 수 있었다. 특히, 상대적으로 지대가 낮은 무산광산의
남쪽 지역으로 오염물질의 흐름이 집중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는데 이는 앞선 변위 분석의 결과에 부합하는 결
과이다. 따라서 광해 발생으로 인한 주변 지역의 오염을 방
지하기 위해서는 흐름이 집중되는 지역에 정화시설을 설치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정보의 부족으로 인해 태풍 마이삭에 의
한 무산광산의 피해가 정확히 언제 발생했는지 특정하기가
어려웠다. 이에 따라 취득 시기에 있어 다소 차이가 있는 두

InSAR 위성영상 분석과 다방향흐름 분석을 통한 북한 무산광산 오염영역 예측

개의 영상(2020년 7월 20일, 9월 30일)을 활용하여 InSAR
분석을 수행하였는데 이는 변위 분석의 정확도 저하 원인
이 될 수 있다. 분석에 사용되는 영상들의 취득 시기가 가까
울수록 정밀한 분석이 가능하므로 향후 피해 날짜를 정확
히 파악할 수 있다면 더 정확하고 신뢰할만한 결과를 얻으
리라 기대한다. 또한, 추후 토양도 등 다양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다면 토양의 흡수율을 고려한 분석도 가능할 것이다.
비록 지역의 특성상 제한된 정보와 데이터로 분석을 수행
하였지만, 본 연구를 통해 접근이 어려운 북한 광산의 광해
발생 현황을 평가할 수 있었으며, 이는 향후 남북한의 광물
자원 협력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사

사

본 연구는 2019년도 강원대학교 대학회계 학술연구조성
비와 2020년도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통일기반구축
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결과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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