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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간섭기법을 이용한 노천광산의 활동성 분석

문 지 현

강원대학교 대학원 지구물리학과

지하자원의 채굴 방법에는 노천 채굴과 지하 채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자원

이 소모되면서 광체가 심부화되고 환경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점차 노천보다는 지하 채

굴이 선호되고 있다. 그러나 해외의 경제성 있는 광물 자원들은 지표 부근에 대규모로

부존하고 있어 여전히 노천 채굴이 주를 이루어 활용되고 있다. 노천채광법은 지표면

가까이에서 직접 광석을 채굴하기 때문에 광산 지역에 나무와 같은 식생이 거의 분포

하지 않는다. 따라서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기법을 적용

하였을 때 식생에 의한 잡음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InSAR coherence 영상 제작 시 좋

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InSAR coherence 영상을 통해 광산 지역을 관찰하면, 지표에 무작위적인 변화가 발

생한 위치와 발생하지 않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광산 지역에서 발생하

는 무작위적인 변화는 광산 활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SAR

coherence 영상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획득하여, 비교적 최근 개발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3월5일 청년광산과 오랜 역사가 있는 대규모 노천 철광산인 무산광산의 활동을

시계열적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통해 개발 초기 단계의 광산과 안정화된 이후

의 광산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InSAR coherence 분석은 Sentinel-1 위성으로 획득된 12일 간격의 SAR 영상을 이

용하였다. 연구지역의 Sentinel-1 위성영상은 데이터 수집 계획의 전환으로 2016년 일

부 기간 영상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안정적으로 영상이 획득되기 시작한 2017년

부터 시계열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다.

Sentinel-1 위성영상이 수집되기 이전의 광산 활동을 확인하기 위해 SAR 간섭기법

을 이용하여 획득한 SRTM DEM과 TanDEM-X DEM을 이용하였다. 2000년의 광산

의 고도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평균 고도를 차분하여 광산 활동에 따른 고도 변

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두 시기 사이에 광산 활동이 있었음을 폐석처리장

및 채광지역 고도의 증감을 통해 알 수 있었다.



12일 간격으로 SAR 영상을 주기적으로 획득하는 Sentinel-1 영상을 이용하여 2017

년 이후의 광산 활동을 분석하였다. 이를 기반으로 활동을 나타내는 지수인 NDAI

(Normalized Difference Activity Index)를 새롭게 개발하여 광산 활동의 양상을 분석

할 수 있었다. 전체기간에 대하여 활동을 분석한 후, 1년 간격, 12일 간격 순으로 시간

간격을 줄여가며 시계열적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인공지진의 발생 위치를 검증하기 위

해 지진파 자료와 NDAI 영상의 융합분석도 함께 진행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SAR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현장 자료를 획득할 수 없는 지역의 광산

활동을 탐지할 수 있었다. NDAI는 다른 노천광산에도 적용 가능하며, 이 밖에도 무작

위적인 변화를 발생시키는 모든 활동에 적용할 수 있는 지표로써 다양한 연구에 응용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핵심주제어

SAR, SAR 간섭기법, 노천광산, 인공지진, DEM, Interferometric Phase, Coh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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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경제성 있는 광물자원은 대부분 대규모로 부존하고 있으며 대규모 광체 개발은 지하 채

광보다 노천채광이 선호된다 (Yang et al., 2016). 노천채광은 표토를 제거한 다음 지표에서

직접 광체를 채광하는 방법을 말하며, 채광지역은 지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광산에서 채광

이 진행되면, 지표에서 급격한 변화가 발생하게 된다. 이는 SAR 간섭기법(Synthetic Aperture

Radar Interferometry,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InSAR) 중 하나인 InSAR coherence

영상을 이용하여 탐지할 수 있다.

SAR 간섭기법은 동일한 지역에서 획득한 2장 이상의 SAR 영상을 이용한다. SAR 영상은

능동형 이미징 시스템을 통해 획득된다. 능동형 시스템은 수동형 시스템과 달리 위성에서

지상으로 마이크로파를 직접 조사하고 반사되어 돌아오는 신호를 이용하여 지표 영상을 획

득할 수 있고, 마이크로파 신호는 구름을 통과하기 때문에 기상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으므

로 주야와 관계없이 일정한 지상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Ferretti et al., 2007). 특히 위성 SAR

시스템을 이용하면 현장 접근 제한 지역 모니터링이 가능하다.

SAR 간섭기법은 두 개의 SAR 영상의 복소수 형태의 공분산 상관계수(complex correlation

coefficient, )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Lee, 2001). 복소 상관계수의 진폭(amplitude)은 coherence

(긴밀도,   )이고 이를 이용하여 생성된 2차원 영상은 coherence 영상이다. Coherence는

데이터의 잡음이나 coherence estimation window에서 체계적인 위상 변화로 인해 간섭위상변

화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Hanssen, 2001), 지표면의 안정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SAR 간섭기법은 InSAR DEM, InSAR coherence, DInSAR(Differential InSAR),

PSInSAR(Permanent Scatterer InSAR), MAI(Multiple Aperture Interferometry), SBAS(Small

BAseline Subset), PolSAR(Polarimetric SAR), Pol-InSAR(Polarimetric-Interferometric SAR), SAR

Tomography, GMTI(Ground Moving Target Indicator) 등 다양한 영상 활용 기술로 재분류 될

수 있다 (Yoon et al., 2010). 이 중 본 연구는 무작위적인 지표변화를 검출하는 InSAR

coherence를 이용하였으며, 추가적인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지형 고도를 측정할 수 있는

InSAR DEM 생성 및 지표 변위를 탐지하는 SBAS 기법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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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천광산은 표토를 제거한 다음 지표에서 직접 광체를 채광하기 때문에 광산의 채광지역

에는 식생이 거의 분포하지 않는다. 따라서 InSAR coherence 영상은 식생에 의한 자료 왜곡

이 거의 없고 광산 활동 등에 의해 야기되는 표면 변화를 뚜렷하게 나타낼 수 있다. 지표에

서 광산 활동이 진행되면 무작위적인 지표변화가 발생함에 따라 coherence 값은 낮아지게

되며 이를 이용하면 노천광산이 시간에 따라 얼마나 활동적인가를 분석할 수 있다. 광석의

채굴 및 폐석의 덤핑으로 발생하는 고도 변화도 지표에 직접적으로 드러난다. 이는 InSAR

DEM의 고도 정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SBAS 분석은 시간과 공간적으로 정밀한 지표 변

형을 관측할 수 있다. SBAS 분석을 이용하면 노천광산의 시계열 지표 변위를 관측하여 광

산 및 그 주변 지반의 움직임을 분석할 수 있다.

본 논문의 2장과 3장에서는 각각 연구에 사용된 자료와 방법을 소개한다. 연구 방법은

SAR 데이터 획득 시간의 순서에 따라 InSAR DEM, InSAR coherence, SBAS 분석 순서로 설명

하였다. 4장은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이다. 연구 결과에서는 두 연구지역의 사례를 각각

서술하였다. 3월5일 청년광산은 비교적 최근 광산개발이 시작되어, 광산개발 초기 단계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산광산은 80년 이상 개발되고 있는 광산으로 오랜 역사가 있다.

이 연구지역에서는 안정화된 광산개발 현장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5장에서는 본 연구

의 최종 결론과 연구 방법의 이점 및 활용 가능성에 대해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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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자료

연구자료는 두 개의 연구지역에 대해 각각 획득되었다. 연구지역은 자강도 중강군에 위치

한 3월5일 청년광산과 함경북도 무산군에 위치한 무산광산이다. 두 연구지역 모두 오픈 피

트 채광법(open pit mining)을 채택하고 있다. 오픈 피트 채광법은 노천 채광법 중의 한 방법

으로, 하나 이상의 수평 벤치를 개설하여 노천채광장에서 지표 부근의 광상을 대상으로 채

광하는 공정을 의미한다. 층이 두꺼운 광상에서는 많은 수의 벤치가 필요하게 되고, 추가적

인 벤치를 개설함으로써 목적하는 심도까지의 채광장이 굴착될 수 있다. 오픈 피트의 형태

는 일반적으로 상부의 벤치가 하부의 벤치보다 더 큰 직경을 갖는 원뿔은 뒤집은 모양이다.

본 연구지역의 경우 현장 자료의 접근 및 획득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고해상도 위성영상을

이용한 지표 변형의 분석 및 해석이 중요하다.

3월5일 청년광산은 자강도 중강군 호하노동자구(위도 41° 44′12″, 경도 126° 48′11″)에

위치하며 채취공업성 유색광업관리국 소속이다. 주 광종은 동이며 Google Earth의 가장 최근

영상인 2019년 5월 17일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채광지역의 규모를 측정해본 결과 직경 약 0.8

km, 넓이 약 0.4 km2이다. 가장 과거 영상인 2008년 12월 13일 영상에서의 채광지역 면적은

약 0.08 km2이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규모가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 이를 통

해 3월5일 청년광산은 광산개발이 비교적 최근 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무산광산은 함경북도 무산군 창렬노동자구(위도 42° 14′21″, 경도 129° 15′35″)에

위치하며 무산광산연합기업소 소속이다. 자철광을 생산하고 광산 직경은 약 4 km, 넓이는

약 5 km2이다. 1937년부터 본격적인 채광작업이 시작되었으며 (Kim, 2002), 약 15억 톤의 매장

량이 추정되고 있다 (Yoon, 2011; Koh et al., 2013; USGS,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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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rch 5 Youth Mine (Google Earth)

Fig. 2. Musan mine (Google Ear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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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AR

InSAR coherence 영상은 SAR 데이터를 획득하고 자료처리를 직접 수행하여 획득

하였다. SAR 데이터는 Sentinel-1 위성영상과 ALOS-2 위성영상을 사용하였다.

1) Sentienl-1

유럽항공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 ESA)은 EU(European Union)와 함께

Copernicus(과거 GMES: Global Monitoring for Environment and Security) initiative

에 참여하고 있다 (Torres et al., 2012). Copernicus program은 육상, 해양, 대기, 재해

및 재난으로 인한 비상사태, 보안, 기후변화의 모니터링을 위해 시작되었다. 주기적으

로 포괄적인 지구 관측을 목표로 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 가장 먼저 Sentinel-1 임무

가 시작되었다.

Sentinel-1 임무는 현재 Sentinel-1A와 Sentinel-1B 위성으로 운용되고 있다.

Sentinel-1A는 2014년, Sentinel-1B는 2016년 발사되었다. Sentinel-1C와 Sentinel-1D

도 계획 중에 있으며, 현재 Sentinel-1C는 첫 번째 deployment mechanism 테스트를

완료하였고 2년 후 발사를 준비하고 있다. Sentinel-1 위성들은 중심 주파수 5.405 GHz

의 C-Band SAR 시스템을 탑재하고 있으며 측정 모드 및 특징은 Table 1과 같다

(Torres et al., 2012).

두 위성은 동일한 궤도를 공유하고 각각 12일의 반복 주기(적도 기준)를 가지며 두

위성이 180° 간격일 경우 6일 간격으로 SAR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Geudtner et al.,

2014). ESA의 데이터 관측 전략에 따라 SAR 영상 획득 빈도는 조절될 수 있으며

(Torres et al., 2012), 평균 global coverage와 재방문 시간은 Fig. 3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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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Interferometric

Wide-swath mode (IW)
Wave mode (WV) Strip Map mode (SM)

Extra Wide-swath

mode (EW)

Polarization Dual (HH+HV, VV+VH) Single (HH, VV) Dual (HH+HV, VV+VH) Dual (HH+HV, VV+VH)

Access (incidence angles) 31°–46°
23°–37°

(mid incidence angle)
20°–47° 20°–47°

Azimuth resolution <20 m <5 m <5 m <40 m

Ground range resolution <5 m <5 m <5 m <20 m

Azimuth and range looks Single Single Single Single

Swath >250 km Vignette 20×20 km >80 km >410 km

Maximum NESZ −22 dB −22 dB −22 dB −22 dB

Radiometric stability 0.5 dB (3σ) 0.5 dB (3σ) 0.5 dB (3σ) 0.5 dB (3σ)

Radiometric accuracy 1 dB (3σ) 1 dB (3σ) 1 dB (3σ) 1 dB (3σ)

Phase error 5° 5° 5° 5°

Table 1. Main characteristics of the Sentinel-1 nominal measurement modes (Torres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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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entinel-1 global coverage and average revisit time (ESA)

Fig. 4. Orbital tube with respect to the Sentinel-1 Reference Mission Orbit

(Geudtner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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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Sentinel-1은 궤도 제어를 통해 위성이 반경 50 m 튜브의 안쪽 궤도에서 운용

된다 (Fig. 4). 이를 통해 짧은 기선이 유지되고 원활하게 SAR 간섭기법을 수행할 수

있다 (Geudtner et al., 2014). 본 연구에서 사용된 Sentinel-1 SAR 영상은 IW 모드에

서 획득되었다. Interferometric Wide-swath(IW) 모드는 육상의 주요 획득 모드로,

TOPS(Terrain Observation with Progressive Scans) SAR 기술을 사용하여 3개의

sub-swath로 영상을 획득 및 병합한다. TOPS SAR 기술은 scanSAR 모드보다 균일

한 신호대잡음비와 DTAR(Distributed Target Ambiguity Ratio)을 제공하며 azimuth

안테나 빔 패턴을 축소하여 scalloping 효과를 줄일 수 있다. TOPS SAR

interferometry를 구현하기 위해 repeat-pass burst 사이가 5 ms 미만이 되도록 TOPS

burst synchronization을 설계되었다. IW 모드로 획득된 자료를 이용하면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긴 데이터 시계열을 구축할 수 있다 (De Zan & Guarnieri, 2006).

Sentinel-1 SAR 자료는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다. 각 모드는 SAR Level-0,

Level-1 SLC(Single Look Complex), Level-1 GRD(Ground Range Detected),

Level-2 OCN(Ocean) 제품으로 제공되며 일반적으로 데이터 획득 후 3시간 이내로 제

품이 업데이트 된다. 모든 데이터는 Copernicus Open Access Hub

(https://scihub.copernicus.eu/dhus/#/home)에서 획득 가능하고 Alaska Satellite

Facility(ASF, https://search.asf.alaska.edu/#/)에서 미러링되고 있다. 본 연구는

coherence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descending track에서 IW 모드로 획득된 Level-1

SLC 영상을 획득하였다.

2) ALOS-2

일본 우주항공연구 개발기구(Japan Aerospace Exploration Agency; JAXA)에서 운

용 중인 ALOS-2(Advanced Land Observation Satellite) 위성은 2014년 5월에 발사되

었다. ALOS-1 위성의 후속 모델로 지도 제작, 지역 관측, 재난 및 환경 모니터링을 위

한 데이터 연속성을 제공하고 있다. 14일 주기로 같은 지역을 관찰하며, 5개의 reaction

wheel을 이용하여 회전축에서 ±30°까지 방향 전환 가능하여 right-side looking과

left-side looking 관측이 모두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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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light

Stripmap ScanSAR

Ultra
Fine

High
sensitive

Fine nominal wide

Bandwidth 84 MHz 84 MHz 42 MHz 28 MHz 14 MHz 28 MHz 14 MHz

Resolution Rg×Az
3×1 m 3 m 6 m 10 m 100 m

(3 looks)
60 m

(1.5 looks)

Swath Rg×Az
25×25 km 50 km 50 km 70 km 350 km

5 scan
490 km
7 scan

Polarization SP SP/DP SP/DP/FP/CP SP/DP

NESZ -24 dB -24 dB -28 dB -26 dB -26 dB -23 dB -23 dB

S/A

Rg 25 dB 25 dB 23 dB 25 dB 25 dB 20 dB

Az 20 dB 25 dB 20 dB 23 dB 20 dB 20 dB

Table 2. PALSAR-2 specifications (Suzuki et al., 2013)

ALOS-2 위성에는 PALSAR-2(Phased Array L-band Synthetic Aperture Radar-

2)가 탑재되어 있다. PALSAR-2는 APAA(Active Phased Array Antenna) 기술기반

SAR 시스템이다. L-band 마이크로파는 식생을 부분적으로 관통하여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도 지표면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중심 주파수는 일반적으로 1.2 GHz이나,

일부 stripmap 모드와 scanSAR 모드는 L-band 중심 주파수를 선택할 수 있다. Table

2에서 SP는 Single Polarization으로 HH, VV, HV polarization으로 획득하는 것을 의

미하고, DP는 Dual Polarization으로 HH+HV, VV+VH polarization으로 획득하는 것

을 의미한다. FP는 Full Polarization으로 모든 polarization(HH+HV+VH+VV)을 획득

하는 것을 의미하며, CP는 Compact Polarization의 약자로 시험모드이다 (Suzuki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Level 1.1에 해당하는 SLC, right-side looking, stripmap 모

드로 획득한 영상을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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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SAR Data Processing Flowchart (Kim et al., 2005)

2. InSAR DEM

InSAR DEM은 SAR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획득된 고해상도 DEM(Digital Elevation

Model)이다. SAR 영상에는 각 픽셀의 높이에 관한 정보가 위상의 형태로 담겨 있으므

로 두 장 이상의 SAR 자료의 위상차 정보를 이용하면 지형 정보를 얻을 수 있다 (Lee,

2006). InSAR DEM을 획득하는 과정은 Fig 5과 같다. 두 SLC(Single Look Complex)

영상을 정합(co-registration)하고 interferogram을 획득한다. 그 후 interferometric

phase에서 지구타원체에 의한 위상과 그 밖의 잡음들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치고,

phase unwrapping을 실시한다. Unwrapped interferogram은 지리 좌표계를 적용하여

DEM을 제작할 수 있다 (Kim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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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R DEM은 글로벌 DEM 자료인 SRTM DEM과 TanDEM-X DEM을 사용하였

다. 두 자료 모두 데이터 접근 제한이 없는 공개자료이다.

1) SRTM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SRTM은 북위 60°와 남위 56° 사이의 DEM을 획득하기 위해 수행된 공동 국제 프로

젝트로, 미국 항공우주국(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 NASA), 미

국 국립지리정보국(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GA), 독일 항공우주센

터(Deutsches Zentrum für Luft- und Raumfahrt; DLR), 이탈리아 우주국(Agenzia

Spaziale Italiana; ASI)이 참여하였다 (Farr et al., 2007). SRTM을 통해 fixed baseline

single-pass spaceborne InSAR technology 시스템을 처음 선보였다 (Fig 6). C-Band

와 X-Band SAR 시스템이 우주왕복선 Endeavour에 탑재되어 2000년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데이터를 수집하였다. C-band SAR 데이터는 DEM을 제작에 이용되었고, 비

교적 높은 해상도와 나은 신호대잡음비를 가진 X-band 데이터는 부분적으로 자료를

획득하여 DEM의 상대 높이 정확도 향상에 이용되었다. 미국 항공우주국(NASA)은 획

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single-pass SAR 간섭기법을 적용하여 3 arc-seconds(적도

기준 약 90 m)와 1 arc-second(적도 기준 약 30 m) 해상도 DEM을 제작 및 공개하였

다.

SRTM 1 arc-second DEM은 미국 지질조사국(USGS)의 Earth Explorer에서 획득할

수 있었다(https://earthexplorer.usgs.gov/). SRTM 자료는 DTED(Digital Terrain

Elevation Data), BIL(Band interleaved by line), GeoTIFF(Georeferenced Tagged

Image File Format) 포맷으로 제공된다. DTED 형식은 미국 국립지리정보국(NGA)의

표준 형식이고, BIL은 헤더파일이 수반되는 바이너리 래스터 형식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지 파일 형식의 GeoTIFF 자료를 다운로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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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Data acquisition configurations

: pursuit monostatic (left), bistatic (middle), and alternating bistatic (right)

(Krieger, et al., 2013).

Fig. 6. Radar Signals being transmitted and received in the SRTM mission (USGS)

2) TanDEM-X

독일 항공우주센터(DLR)에서 운용 중인 TanDEM-X(TerraSAR-X add-on for

Digital Elevation Measurement) 위성은 일관되고 높은 정밀도의 전 세계 최신 InSAR

DEM을 작성하는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2010년 6월 21일 발사되었다. 2010년 10월,

TanDEM-X 위성은 2007년 6월 15일 발사된 TerraSAR-X 위성과 300 m에서 500 m

의 기선(baseline) 간격으로 편대비행에 성공하였고, 2010년 12월 본격적으로 두 위성

은 동시에 한 쌍의 SAR 영상을 수집하였다. 두 위성에 탑재된 중심 주파수 9.65 GHz

의 X-band SAR 시스템은 spotlight, stripmap, scanSAR 모드가 가능하고 full

polarization 영상을 획득할 수 있다 (Pitz & Miller, 2010; Krieger et al., 2013).

영상은 하나의 위성에서 송신되고, 이후 후방 산란된 신호(backscattered signals)를

두 위성에서 수신하는 bistatic configuration으로 획득되었다 (Fig. 7).



- 13 -

고도 정보는 single-pass SAR interferometry를 통해 얻어진다. 이를 통해 시간적 역

상관(temporal decorrelation)과 대기 효과로 인한 repeat-pass interferogram의 고유한

정확도 한계 없이 매우 정확한 interferogram을 획득할 수 있다.

TanDEM-X와 TerraSAR-X는 2010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stripmap 모드로

모든 육지를 최소 두 번씩 모든 계절의 영상을 여러 쌍 획득하였다 (Tridon et al.,

2013). 이러한 방법으로 획득된 자료를 가지고 DEM을 제작할 경우, dual-baseline

phase unwrapping이 용이하고(Lachaise et al., 2017), 각 영상의 고도를 평균하여 높이

오차가 제거되므로(Gonzalez & Brautigam, 2015), 정밀한 DEM 자료가 생성된다.

결과적으로 2016년 9월 0.4 arc-seconds(적도 기준 약 12 m)의 공간 해상도를 갖는

최종 TanDEM-X DEM이 배포되었다. 이 제품은 독일 항공우주센터를 통해 과학자들

에게 제공되지만, 연구 제안서를 필요로 하고 100,000 km2의 할당량 제한이 존재한다.

이후 2018년 9월 접근 제한이 없는 TanDEM-X 90 m DEM이 배포되었다

(https://download.geoservice.dlr.de/TDM90/). TanDEM-X 90 m DEM은 기존 0.4

arc-seconds 해상도의 TanDEM-X DEM을 평균화하여 생성한 영상으로 전 세계를 3

arc-seconds의 공간 해상도로 나타낸다. 현재 배포 중인 버전 1은 잡음이나 빈 픽셀을

포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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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1. InSAR DEM 차분법

TanDEM-X 90 m DEM 자료와 SRTM 1arc sec HGT DEM 자료를 차분하여 두

DEM 자료가 획득된 기간 사이의 고도 변화를 계산하였다. 자료처리는 ESA에서

Sentinel 위성 영상의 자료처리를 위해 개발한 SNAP(ESA's SentiNel Application

Platform)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SNAP 소프트웨어는 Sentinel-1, Sentinel-2,

Sentinel-3 Toolbox와 SMOS Toolbox, PROBA-V Toolbox가 제공되며

S1TBX(Sentiel-1 Toolbox)는 Sentinle-1 자료뿐만 아니라 ALOS-1/2,

Cosmo-Skymed, ENVISAT ASAR, ERS-1/2, RADARSAT-2, TanDEM-X,

TerraSAR-X 등 다양한 위성 SAR 자료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개발되었다.

먼저, SNAP의 create stack 도구를 사용하여 TanDEM-X 90 m DEM과 SRTM 1

arc sec DEM을 정합하였다. Master 영상은 공간 해상도가 낮은 TanDEM-X 90 m

DEM을 선택하였다. Master 영상과 공간 해상도가 일치하도록 SRTM 1 arc sec DEM

은 이중 선형 보간법(bilinear interpolation method)으로 재배열(resampling) 하였다.

그 후 Band math 도구로 TanDEM-X 90 m DEM과 SRTM 1 arc sec HGT DEM를

차분하여 두 DEM 자료가 획득된 기간 사이의 광산개발 및 폐석처리에 의한 고도 변화

값을 도출하였다. band math 도구는 C 언어를 이용한 수학식을 작성하여 새로운 이미

지 샘플값을 생성하는 데 사용된다. SRTM 1 arc sec HGT DEM 자료는 2000년의 고

도를 반영하고 TanDEM-X 90 m DEM 자료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획득된 데이터

를 기반으로 생성되었기 때문에 약 10년 이상의 시간 간격 사이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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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Interferometric SAR Algorithm in Graph Builder of SNAP program

2. InSAR coherence를 이용한 NDAI 분석법

InSAR coherence 영상은 SNAP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interferogram과 함께 생성

하였다. SAR 간섭기법은 graph builder 도구로 알고리즘을 구성하여 일괄처리하였다

(Fig. 8).

Copernicus Open Access Hub는 모든 사용자의 다운로드 용량을 보장하기 위해 사

용자당 최대 2개의 제품을 동시 다운로드할 수 있도록 제한하였다. 또한 최근 1년의

제품은 온라인으로 유지하지만 오래되고 사용량이 적은 제품들은 온라인 아카이브에

서 제거된다. 오프라인 제품들은 LTA(Long Term Archive)로부터 검색을 요청하면

일정 시간 이후 기존 URL을 통해 다운로드 가능해진다. 데이터 획득 시간 소요로 인해

InSAR 페어는 우선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는 최근 자료를 master, 이후 자료를 slave

로 구성하여 12일 간격의 coherence 영상을 획득하였다.

TOPSAR-split operator로 sub-swath와 burst를 기준으로 영상을 분할하여 연구지

역만 추출하였다. SLC 자료가 가지고 있는 IW1, IW2, IW3 세 개의 sub-swath 중에서

연구지역이 포함되어 있는 하나의 sub-swath 영상을 선택하였다. Burst는 sub-swath

분할 방향의 수직으로 영상을 분할한다. 여러 개의 burst 중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burst를 선택하여 자료처리 시간을 단축하였다. Polarization은 후방산란(back-

scattering)의 강도가 더 강하게 얻어지는 VV 영상을 선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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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ly-orbit-file operator로 궤도 상태 벡터를 기존 10 cm에서 20 cm 사이의 오차

를 가지는 primary orbit에서 10 cm 이하의 오차범위를 갖는 sentinel precise orbit으로

업데이트 하여 오차범위를 줄였다.

Back-geocoding operator는 궤도와 외부 DEM 데이터(SRTM 1 arc sec HGT

DEM)를 이용하여 master 영상과 slave 영상을 정합한다.

이후 interferogram operator를 이용하여 지구타원체에 의한 위상과 지형 고도에 의

한 위상을 제거하여 interferogram 및 coherence 영상을 생성하였다. interferogram

operator에서 coherence window size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이즈가 지나치게 커지게

되면 결과 해상도가 떨어질 수 있고, 지나치게 작아질 경우는 지표변화 벡터가 무작위

적으로 변화하더라도 coherence가 0에 수렴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window size

를 찾기 위한 시도를 거쳐 range 7, azimuth 2를 적용하였다.

TOPSAR-deburst operator를 통해 burst 사이의 간격을 제거하였으며 burst 사이

중복된 지역도 통합하였다.

마지막으로 Goldstein phase filtering operator로 nonlinear adaptive algorithm을 적

용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높은 correlation 지역은 위상을 평활화하고 낮은 correlation

지역은 broad-band를 유지하는 방법을 이용한다 (Goldstein and Werner, 1998).

Write 단계를 통해 결과 영상은 SNAP의 표준 파일 형식인 BEAM-DIMAP 형식으

로 저장하였다.

결과 영상이 생성되면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spatial subset과 같은 후처

리 과정을 진행하였다. Terrain correction은 영상을 지형 좌표계와 일치하도록 재배열

하고 layover, foreshortening, shadow 효과와 같은 지형의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한다.

spatial subset은 연구지역 이외의 불필요한 영역을 제거한다.

획득된 coherence 영상들은 collocation 도구를 이용하여 단일 파일로 묶어주었다.

Collocation 도구를 사용하여 여러 이미지들을 정합해주는 과정에서 slave 이미지의 픽

셀값은 master 이미지의 지형 래스터 값에 맞추어 재배열된다. 이에 따라, coherence

영상들을 하나의 기준지형좌표 안에서 연산을 수행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처리 및 해석을 가능하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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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1)

   ∙ ∙ ∙ (2)

결과 영상인 InSAR coherence 영상은 긴밀도를 나타낸다. coherence 값은 안정성을

나타내며 지표의 무작위적인 변화를 검출해 낸다(Lee, 2006). 나지, 암반이나 노두, 건

축물, 도심지역은 움직임이 없고 표면 산란만 일으켜 매우 높은 coherence 값을 가지지

만 식생 지역이나 산림지역처럼 바람에 의해 잎이나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곳에서는 물

체가 움직임이 많고 체적산란을 일으켜 낮은 coherence를 갖게 된다(Khalil and

Haque, 2018). Coherence 값은 0부터 1 사이의 값을 가지고, 동일한 지역에서 시차를

두고 획득된 두 SAR 영상 사이의 산란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정도에 반비례한다.

본 연구에서는 산란이 무작위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광산 활동을 의미하게 된다. 그러

므로 coherence 값을 그대로 사용할 경우, 연구 해석 시 혼란을 가중하며 의미 전달에

도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를 극복하고자 활동성을 나타내는 지수를 새롭게 개발하여

광산 활동을 더욱 용이하게 해석하고자 하였다.

Coherence 값은 다양한 성분에 의해 결정되며, 그 요소들은 다양한 연구를 통해 정의

되었다. Zebker and Vilasenor (1992)는 coherence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지표변화

(), 기선과 회전에 의한 공간적인 잡음(), SAR 시스템에 의한 thermal

noise()를 제시했고 coherence를 다음과 같이 정의했다 (Zebker and Villasenor,

1992).

Hoen and Zebker (2000)는 표면산란뿐만 아니라 체적산란을 고려해서 을

와 로 분리하여 coherenc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Hoen and Zebker,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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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3)

   ∙ ∙ ∙ ∙ (4)

   ∙ (5)

Hanssen (2001)은 도플러 중심 주파수(Doppler centroid)에 의한 ,, 자료처리 알고

리즘에 의한  성분을 추가하였다 (Hanssen, 2001).

Ferreti et al. (2007)은 을 제외하고 다음 성분들만 설명하였다. 도플러 중심 주파

수 차이에 의한 영향은 기선에 의한 영향과 유사하다고 설명하였다 (Ferretti et al.,

2007).

은 지표면의 변화에 의해 발생하고 이를 통해 광산 활동을 밝힐 수 있다.

는 수직 기선(perpendicular baseline)으로 인해 입사각이 달라지면서 반사율도

변화하게 되어 발생하는 역상관(decorrelation)이다. 은 레이더파의 침투 영향으

로 발생하며 레이더의 파장과 산란체에 따라 결정된다. , 은 시스템의 특

성에 의해 발생하며 신호대잡음비에 따라 결정된다.

본 연구는 을 로 명명하고 을 제외한 다른 성분들은 로 묶어

coherence를 다음과 같이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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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성분을 제거하여 순수한  성분만 고려할 수 있도록 NDAI

(Normalized Difference Activity Index)를 새롭게 정의하였다. NDAI를 정의하기 위

해서는 target의 coherence 과 stable 영역의 coherence 이 필요하다.

는 관측하고자 하는 지점의 coherence 값을 의미하고, 는 항상 안정한 지

점의 coherence 값을 의미한다. 안정한 지점의 coherence 값은 다양한 noise 성분의

영향으로 항상 1 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안정한 지점에 대한 현장 값을 사용하고자

하였다.

여기서,   
 ∙

,   
 ∙

 이므로 NDAI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이때, 
 ≈

 일 경우, NDAI는 다음 식과 같이 간략하게 나타낼 수 있다.

NDAI를 사용하면 수직 기선의 영향, 레이더파의 침투에 의한 영향, SAR 시스템에

의한 영향 등을 제거할 수 있다. NDAI는 광산 활동만 나타내기 때문에 보다 신뢰할

수 있는 coherence 변화를 보여준다. NDAI 값은 coherence 값과 반대로 값이 클수록

광산 활동이 활성화된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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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Average>0.8) and (Standard_Deviation<0.2) then Average else NaN (9)

if stable==1 then “coherence” else NaN (10)

NDAI 적용에 앞서 안정된 지점을 확인하기 위하여 전체 영상의 평균(average)과 표

준편차(standard deviation) 영상을 생성하였다. 안정한 지점은 평균 coherence 값이

높고 표준편차가 작은 지점이다. 따라서 다음 조건식을 이용하여 안정된 지점의 후보

가 될 픽셀을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전체 영상에서 안정된 픽셀 후보군이 선택되었다. 이후 
 값이 



값과 비슷한 값을 가질 수 있도록 광산지역 내에서 안정된 픽셀을 선택하고자 하였다.

안정된 픽셀이 target 지점이 될 채광장과 폐석저리장에 위치할 때 noise 값을 가장 비

슷하게 반영한다. Google Earth 영상을 기반으로 광산 영역에 맞추어 다각형을 제작하

였다. 다각형 제작은 무료 오픈소스 GIS 소프트웨어인 QGIS(ver. 3.10.3)를 사용하였

다. QGIS는 Google Earth Engine Plugin이 지원되므로 Google Earth 영상을 바탕으로

광산 영역만 쉽게 디지타이징할 수 있다. 다각형은 shape file로 저장하였다. 이를 다시

SNAP으로 불러와 벡터데이터와 안정된 픽셀 후보군이 겹치는 위치를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안정된 픽셀로 정의하여 stable filter를 생성하였다.

선택된 stable filter를 각 coherence 영상에 적용하여 각 영상마다 안정된 픽셀에 해

당하는 coherence 값을 추출하였다. 안정된 픽셀의 위치를 정의한 영상에서 다각형 내

에 포함된 지역은 1 값을 갖는다. 따라서 모든 coherence 영상에 대하여 다음 조건식을

적용하였다.

이때 “coherence” 에는 개별 coherence 영상을 입력하여 안정 지역의 영상을 생성하

였다. 이후 statistics 도구를 사용하여 각 coherence 영상별 안정된 픽셀들의 평균값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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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le” - “coherence” ) / (“stable” + “coherence” ) (11)

안정된 픽셀에 대해 데이터 획득 날짜에 대한 영향과 수직 기선의 영향을 검토해보

았다. 축을 master 영상의 날짜로 두었을 때 겨울에 비교적 낮은 coherence 값이 나

타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전체 coherence 영상의 품질을 재검토하는 과정을

통해 겨울의 coherence 영상은 일부 해석과정에서 오히려 잡음을 추가하는 효과를 얻

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축을 수직 기선으로 두고 기선을 길이에 따라 정렬하

였을 때는 기선이 coherence 감소에 괄목할만한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추출한 안정된 픽셀의 값은 다음 식에 대입하였다.

“stable”에는 위에서 구한 각 날짜의 안정된 픽셀의 값을, “coherence” 에는 개별

coherence 영상을 입력하였다. 그 결과 NDAI map이 제작되었다.

(1) NDAI 시계열 분석

연구기간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광산 활동을 분석하기 위하여 NDAI map을 평균하

였다. 평균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에서 적설에 의한 체적산란으로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겨울 데이터는 제외하였다.

전체기간 평균 NDAI map을 이용하면 연구기간 동안 광산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지

점과 활발하지 않았던 지점을 분류할 수 있다. 또한 평균을 통해 잡음이 제거되어 명확

한 영상을 얻을 수 있다. 그러나 시간에 대한 정보가 사라지면서 시계열 분석은 어렵게

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연도별 평균 영상을 제작하였다. 생성된 연도별 평균 영상에 각

각 RGB 색상을 입혀 pseudo color 영상을 제작하였다. 일 년간의 데이터가 모두 존재

하는 2017년, 2018년, 2019년 평균 NDAI map을 이용하였다. 2019년 평균 영상은 red

채널, 2018년 평균 영상은 green 채널, 2017년 평균 영상은 blue 채널에 입력하였다. 이

와 같이 입력할 경우 결과 영상에서 나타나는 색상의 의미는 Table 3 및 Fig. 9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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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 Red Green Blue

Average NDAI map by year 2019 2018 2017

Red active inactive inactive

Green inactive active inactive

Blue inactive inactive active

Cyan inactive active active

Magenta active inactive active

Yellow active active inactive

Black inactive inactive inactive

White active active active

Table 3. Mining activity information by color

Fig. 9. Color 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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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B pseudo color 영상에서 3원색(red, green, blue)과 가색 혼합 색상(cyan,

magenta, yellow)을 대표할 수 있는 지점을 선택하여 시간에 따른 coherence 변화 양

상을 확인하였다. 자세한 시계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NDAI 변화 그래프를 생성하였

다. 그래프에서 각 점은 12일 간격의 NDAI 값을 나타내고 RGB pseudo color 영상을

표현할 때 사용된 영상의 시간 범위는 RGB 각 색상의 음영으로 나타내었다. 시간에

따른 변화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5 간격, 즉 master 영상 날짜 기준 60일 간격의 이

동평균을 계산하였다. 이동평균 값은 꺾은선 그래프로 도시하였으며 이동평균의 편차

1σ는 검은색 음영으로 나타내었다. Red, green, blue는 각각 1년 단위로 활동한 영역에

나타나고 cyan, yellow는 2년 연속 활동한 영역에 나타난다. Magenta는 중간 기간 휴

식기를 가진 영역이며 white와 black은 항상 활동하거나 항상 활동하지 않은 영역이

다.

(2) NDAI를 이용한 발파 분석

연구지역인 노천광산의 가장 일반적인 작업 주기는 크게 천공, 발파, 적재, 그리고 운

반의 4가지 단위작업으로 구성되어있다 (Yang et al., 2016). 굴착 단계에서는 천공 및 발파

작업을 진행한 다음 광석 및 폐석을 채광한다. 처리 단계에서는 적재와 운반 작업 순으

로 진행한다. 표준단위작업 한 주기가 완료되면 다시 반복하며 노천채광을 진행한다.

단위작업 중 발파는 3가지 유형의 손상(damage)을 발생시키며, 이는 각각 지반 진동

(Ground vibrations), 비석(Fly-rock), 발파 풍압과 소음(Air-blast and noise)이다 (Wyllie and

Mah, 2004). 손상은 폭발에 의해 생성되는 충격파(shock wave)의 과도한 에너지에 의해

발생한다.

지표면 근처에서 화약이 폭발하면 충격파에 대한 암석의 탄성 반응으로 2가지의 실체

파(body wave; P파, S파)와 하나의 표면파(surface wave; R파)가 생성된다. 충격파로 인해

발생한 지진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지진연구센터 통합지진관측망에 기록된다. 통합지진관측망은 한반도 남부 지

역뿐만 아니라 한반도 북부 지역에 대해서도 지진파 탐지가 가능하고 발생 위치와 발생

시간이 계산된다. 규모 2 이상의 이벤트는 대부분 진앙, 발생 시간이 지진연구센터의 데

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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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arthquake and related events in the nor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 Analysis of the Korea Earthquake Research Center (ERC) (2000 ~)

Fig. 10은 KIGAM지진연구센터에서 2000년 이후 지진 및 관련 이벤트를 분석한 결과이

다. 북위 40도 이상 지역에서 특정 지점에 이벤트가 밀집되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한반도 남부에서 발생하는 지진파 및 공중음파 에너지원의 경우 현장 방문, 관련

기관과의 접촉, 공식 자료 등을 통해 분석 결과를 검증할 수 있으나 한반도 북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원은 지상 검증 자료(Ground Truth)를 얻을 방법이 매우 제한적이다. 지

진파-공중음파 통합분석을 이용하면 일부 이벤트들을 자연 지진이나 발파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이는 제한적이다. 또한 국내에 설치된 지진관측소부터 발파진원지까지의 거리

로 인해 계산된 진앙의 위치 정확도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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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 간섭기법은 고해상도 SAR 영상을 바탕으로 현장 접근이 어려운 지역을 관찰할

뿐만 아니라 현장 결과의 보완 및 검증에도 사용된다. 실제로 국외의 경우 고해상도

SAR 영상을 바탕으로 자연 지진뿐만 아니라 인공 및 유발 지진에 SAR 간섭기법을 적용

하는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포항 지진 (Song and Lee, 2019; Choi et

al., 2019) 및 북한 풍계리 6차 핵실험 (Yoon and Lee, 2019)에 InSAR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성공적으로 진행된 바 있다. 광산 활동에 의한 지표 변형을 관측하는 연구에도 SAR 영

상과 InSAR 기법이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

KOMPSAT-5 InSAR DEM 자료와 SRTM 1 arc-second DEM 자료를 차분하여 15년간의

지형 고도 변화를 분석한 연구도 진행되었다 (Lee, 2017). Lee (2017)는 2015년 획득한

KOMPSAT-5 SAR 간섭 영상으로부터 DEM을 직접 제작하였고, 획득한 차분 결과로부터

몽골의 노천 탄광인 Tavan Tolgoi 광산의 채광 깊이를 추정하였다 (Lee, 2017).

본 연구는 Sentinel-1 위성영상을 바탕으로 생성된 NDAI map을 이용하여 발파 분석을

진행하였다. ALOS-2 위성영상은 NDAI map을 제작할 수 없어, coherence 영상을 이용하여

발파 분석을 진행하였다. ALOS-2 위성영상은 3m×3m의 비교적 높은 공간 해상도를 가지

며, 식생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도 일부 지표의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따라서 coehrence

영상을 이용하여도 발파로 인한 지표의 무작위적인 변화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다.

3. LiCSBAS 분석법

광산 주변 지반의 움직임을 관측하고자 시계열 자료처리 방법인 SBAS(Small BAseline

Subset) 기법을 수행하였다. SBAS 기법은 다중시기 master 영상을 가지고 수직 기선이

짧아 역상관이 적은 interferogram을 생성한다.

LiCS(Looking inside the Continents from Space)는 COMET(The Centre for Observation and

Modelling of Earthquakes, Volcanoes and Tectonics)가 이끄는 프로젝트 중 하나로 Sentinel-1

InSAR를 사용하여 세 가지 목표를 이루고자 한다. 각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전체 지각 및 화산 지대 모니터링

- 높은 공간 해상도에서 지각변형을 매핑

- 그 결과를 이용하여 새로운 모델의 지진 및 화산 위험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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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LiCSBAS source code

COMET는 LiCS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동화된 Sentinel-1 InSAR processer

인 LiCSAR를 개발하였으며 전 세계의 interferogram을 생성하여 COMET-LiCS 웹 포털에

게시하고 있다.

Morishita et al.. (2020) 은 최근 LiCSAR와 통합되는 오픈소스 InSAR 시계열 분석 패키지

인 LiCSBAS를 개발했다 (Fig. 11). LiCSBAS는 LiCSAR를 사용하므로 사용자가 직접

Interferogram을 생성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LiCSBAS를 사용하면 InSAR 시계열 분석 결

과를 얻을 때 자료처리 시간과 디스크 공간을 절약할 수 있다 (Morishita et al., 2020).

LiCSBAS는 크게 Step 0과 Step 1로 나뉜다. Step 0은 unwrapped data stack 준비 단계로

LiCSAR product 다운로드, 데이터 형식 변환, 대기보정, masking, clipping으로 구성된다. 시

계열 분석단계인 Step 1은 결과 저하 요소 제거, 시계열 변위 및 속도를 얻기 위한 invert,

속도 표준편차 추정, 잡음 픽셀 제거, 시공간 필터 적용으로 구성된다. 모든 단계가 수행

되면 시계열 변위와 속도 결과가 interactive time series viewer로 도시되고 GeoTiff, KMZ

또는 텍스트 형식으로 결과를 저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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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CSBAS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https://github.com/yumorishita/LiCSBAS). LiCSBAS 소스 코드를 실행시키면 COMET-LiCS

웹 포털에서 LiCSAR를 자동으로 다운로드 받아 자료처리가 수행되기 때문에 LiCSAR 제

품을 미리 확인하여 연구를 계획해야 한다.

LiCSBAS 자료처리는 우선적으로 1년간의 변화 확인을 시도해보았다. 이후 제품이 존

재하는 전체기간의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추가적으로 기본 설정값으로는 실행되

지 않는 optional step을 수행하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다양한 자료처리를 수행해 보

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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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InSAR DEM difference result of March 5 Youth mine

Ⅳ. 연구 결과

1. CASE 1 : 3월5일 청년광산

1) InSAR DEM 차분 결과

3월5일 청년광산의 InSAR DEM 분석을 위해 TDM1_DEM__30_N41E126 데이터와

SRTM1N41E126V3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두 데이터 모두 위도 41°에서 42°, 경도 126°

에서 127°의 공간 범위를 갖는다. SRTM1N41E126V3 데이터는 2000년 2월 11일 획득

되었으며 2015년 1월 2일 업데이트된 자료이다. TDM1_DEM__30_N41E126 데이터는

2011년 4월 13일부터 2014년 9월 7일까지 31회에 걸쳐 84 scene이 획득되었으며 2015

년 6월 12일 생성된 자료이다.

두 데이터를 차분하여 결과를 획득하고 Google Earth에 결과 영상을 도시하였다

(Fig. 12). 채광지역에서는 약 75.24 m의 고도 감소가 확인되었고 폐석처리장에서는 약

9.85 m의 고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다. 채광지역은 광산이 새롭게 개발되면서 고도

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폐석처리장은 그에 비해 고도가 크게 상승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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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두 고도 모델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단면도를 획득하였다 (Fig. 13).

채광지역은 동서 및 남북방향을 확인하였고 폐석처리장은 북서-남동 방향을 확인하였

다. 1번 그래프는 채광지역의 남북방향 단면도이다. 채광지역의 중심부가 가장 낮은 오

픈 피트 광산의 특징적인 형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 채광지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북쪽

의 고도 감소 폭이 남쪽의 고도 감소 폭보다 더 크며, 2000년보다 벤치 최하부의 면적

도 넓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2번 그래프는 채광지역의 동서 방향 단면도이다. 채광

지역의 중심을 기준으로 서쪽의 고도 감소 폭이 비교적 크다. 채광지역의 균형을 맞추

기 위해 동쪽 영역은 TanDEM-X 자료 획득 이후 고도 감소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Sentinel-1 데이터를 이용한 분석을 통해 설명될 예정이다. 3번 그래프는

폐석처리장의 단면도이다. 고도가 소폭 상승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1년 이후 지

반이 평탄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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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levation change in March 5 Youth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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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기간 NDAI 분석 결과

3월5일 청년광산의 NDAI 분석을 실시하기 위해서 Sentinel-1 위성영상 98개가 사용

되었다. 2016년 12월 25일부터 2020년 5월 2일까지의 영상을 획득하였다. 이를 이용하

여 92개의 12일 간격 coherence 영상 및 NDAI map을 생성하였다.

이론적으로 NDAI 값이 0인 경우는 과 이 같을 때로, target 지역에서 변화

가 발생하지 않았던 것을 의미한다. NDAI 값이 0보다 큰 경우는 이 보다 높

은 경우로 광산 활동이 발생한 것이다.

NDAI 값이 0보다 작은 경우는 이 보다 낮은 경우이다. 은 광산 지역

을 기반으로 선택되었으므로 대부분 나지이다. 토양이나 암반에서는 일반적으로 체적

산란이 발생하지 않으나, 일부 특별한 경우에는 체적산란이 발생할 수 있다. 이

보다 더 작은 값을 가지는 경우는 보통 기상현상에 의한 경우이다. 적설로 인해

눈이 쌓이거나 강우로 인해 지표가 쓸려 내려가면 무작위적인 변위가 발생하게 될 가

능성이 있다. Target 지점이 인공적인 구조물인 경우는 NDAI 값이 음수로 나타날 확

률이 더 높다. 또한 foreshortening이나 shadow 현상과 같은 기하학적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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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Stable coherence value for perpendicular baseline in March 5 Youth mine

Fig. 14. Stable coherence value for master date in March 5 Youth Mine

NDAI를 적용하기 앞서, 안정된 픽셀의 coherence 값을 검토하였다.

먼저, 데이터 획득 날짜에 따른 영향 분석을 실시하였다. Fig. 14의 세로축 주 눈금선

은 해당연도의 1월 1일을 나타내고 있다. 주 눈금선에 가까워질수록 coherence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겨울에는 안정된 픽셀이 충분히 안정하지 않다

는 것을 의미한다.

수직 기선의 영향을 검토해 본 결과, 기선이 길어질수록 coherence 값이 떨어지는 경

향을 확인할 수 없었다 (Fig. 15). 이는 NDAI의 적용을 통해  성분이 충분히 제

거되었다는 사실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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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March 5 Youth mine all term NDAI average map

획득된 92개의 NDAI map의 전체적인 활동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NDAI map을 평

균하였다. 겨울 영상은 평균 영상 제작 시 제외하였으며, 전체기간 중 각 연도의 4월부

터 10월 사이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Fig. 16).

NDAI 평균 영상은 활동이 많을수록 밝게 나타난다. 항상 흐르는 강물이나 식생 지역

은 NDAI 값이 항상 크기 때문에 흰색에 가깝다. 반면 건축물은 활동이 없기 때문에

검은색에 가깝다. 채광지역을 살펴보면 중심부로 갈수록 밝으며, 동쪽과 남쪽에서도 밝

은 픽셀을 찾을 수 있다. InSAR DEM 분석 결과 채광지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동쪽

영역에서 주로 광산 활동이 발생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는데,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특히 동쪽과 남쪽에서는 벤치 형태와 일치하는 띠도 일부 확인할 수 있다.

채광지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는 폐석처리장은 사면에서 낮은 NDAI 값이 나타난다.

Google Earth의 광학 영상에서는 사면이 정확하게 나타나지 않는 데 반해, NDAI map

에서는 사면의 형태를 정확히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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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March 5 Youth mine NDAI RGB pseudo color map

3) 연도별 NDAI 분석 결과

연도별 광산 활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NDAI RGB pseudo color 영상을 제작하였

다 (Fig. 17). 결과 영상을 통해 각 연도의 광산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Red 채널에는

2019년, green 채널에는 2018년, blue 채널에는 2017년 평균 영상을 입력하였다. 색상

값 설정은 각 채널의 NDAI 값에 따른 픽셀 분포 그래프를 보고 결정하였다. Peak 점에

서 각 색상의 DN 값은 255이고 0일 때 black으로 표현되도록 설정하였다.

RGB pseudo color 영상은 채광지역의 벤치가 색상에 의해 구분되어 더욱 명확하게

나타났다. 채광지역의 중심부를 기준으로 북동쪽에는 green 색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다. 이 영역은 대체로 2018년에 가장 활발한 활동을 보였던 영역이다. 남동쪽에서는

blue와 magenta 색상이 나타나는데, 이 영역은 2017년과 2019년 활동이 있었다. 광산

의 남서쪽에서는 cyan 색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및 2018년 활동한 것을

알 수 있다. 색상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2017년에는 광산의 남쪽에서 많은 활

동이 있었고, 2018년은 광산의 북서쪽으로 이동, 2019년은 광산의 동쪽에서 활동이 발

생하였다. 즉, 3월5일 청년광산은 반시계 방향으로 활동 영역이 이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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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arch 5 Youth mine dumpsite

폐석처리장의 사면은 대부분 검은색으로 안정했으나, 북서쪽에서는 red, 남동쪽에서

는 blue 색상이 나타난다. 2017년에는 blue 색상의 사면, 2019년에는 red 색상이 나타나

는 사면에서 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특히 red 색상이 나타나는 위치에서는

Google Earth 영상과 NDAI RGB pseudo color 영상을 함께 비교해 보았을 때, 폐석처

리장이 북동쪽으로 확장하면서, 사면과 그 북동쪽에서 red 색상이 함께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폐석의 양이 증가하면서 처리 구역이 확장된 것으로 보인다 (Fig. 18).

광산을 둘러싸고 흐르는 압록강에서도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영상의 북동쪽에서 강

을 따라 cyan 색상이 나타난다. Google Earth 영상을 통해 확인해 본 결과,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기존 사행 굽이의 안쪽에 쌓인 퇴적물을 다져 땅을 확장하는 공사를 수

행한 것으로 보인다. 완공 이후 2019년에는 안정된 NDAI 값이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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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Representative pixels for each color in the March 5 Youth mine

4) 12일 간격 NDAI 분석 결과

12일 간격으로 시계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 색상의 NDAI 변화 그래프를 분석

하였다. 각 대표 색상의 위치는 Fig. 19에 도시하였다.

12일 간격의 NDAI 분석 결과는 Google Earth 영상과 비교 분석할 수 없다.

Google Earth 영상은 촬영 주기가 불규칙하고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시간 공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짧은 시간 간격으로 분석하는 본 결과와는 비교할 수 없다. 영상

이 존재하더라도 지표에서 미세하게 발생하는 변화는 광학 영상으로 구분하기 어렵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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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Red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Fig. 21. Green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먼저 red 색상의 NDAI 그래프이다 (Fig. 20). 2018년 9월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는 대체로 0에 가까운 값을 가지나, 특정 날짜에서 NDAI 값이 큰 활동일을 확인할

수 있다. 2018년 9월 이후에는 이전보다 훨씬 활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Green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21)에서는 2018년 2월부터 NDAI 값이 급격히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활동은 2018년 12월까지 지속되었고, 두 달 간의

휴식 이후 다시 일시적인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짧은 활동 이후 다시 0에 가까운

값에 수렴하여 활동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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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2. Blue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Fig. 23. Cyan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Blue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22)를 살펴보면, blue 픽셀 영역에서는 2017년 8

월부터 9월까지 활동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 이후 2017년 10월부터 12월까지 활

동이 확인되나, 그 이후 다시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이 지역은 짧은 기간 활동하

다가 다시 휴식하는 것을 반복한다.

Cyan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23)는 2017년과 2018년에 활동이 발생한 위치를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2019년의 NDAI 값은 완벽히 0에 수렴하지 않지만,

2017년 및 2018년보다 비교적 낮은 NDAI 값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지역은 모든 기간에 걸쳐 대체로 활동을 보이나, 2019년에는 활동 빈도가 감소한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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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Magenta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Fig. 25. Yellow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Fig. 26. White pixel in March 5 Youth mine and NDAI graph

Magenta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24)는 2018년 5월부터 11월까지 0에 가까운

값을 가진다. Yellow 픽셀의 NDAI 그래프 (Fig. 25)는 2017년 9월까지 활동이 거의

없었으나, 이후 NDAI 값이 커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채광지역의 중심부의 흰색 픽

셀은 모든 기간에 대해 활동성을 보인다 (Fig.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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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Longitude Latitude Depth Magnitude Remarks

2017-09-30 126.7314 41.6582 0 2.49765

2017-09-30 126.832 41.7282 0 2.773277

2019-01-12 126.81 41.74 0 2 china earthquake administration

Table 4. March 5 Youth mine artificial earthquake event information

Fig. 27. Artificial earthquake distribution map in March 5 Youth mine

5) 발파 분석 결과

3월5일 청년광산은 지진파 관측이 시작된 1999년 이후로 지속적인 이벤트가 감지

된 지역이다 (Fig. 27). 2018년 11월 25일까지 90여 개의 관측 데이터와 2019년 1월 12

일 1개의 중국 지진국의 데이터를 획득하였다. 그 중 세 개의 지진 이벤트에 대해 지

진파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벤트의 정보는 Table 4에 설명하였다.



- 41 -

Fig. 28은 2017년 9월 30일 지진 이벤트 정보와 이벤트 전 12일, 이벤트 포함 12

일, 이벤트 후 12일의 NDAI map이다. 지진파 분석 결과 추정된 발파 위치는 광산의

채광지역에서 매우 벗어나 있다. 그러나 공중음파를 이용한 융합분석으로 자연 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이며, 광산 활동에 의한 대규모 발파임을 밝혀냈다. NDAI map을 확인해

보았을 때, 2017년 9월 27일과 10월 9일 사이에는 채광지역 대부분 위치에서 NDAI 값

이 크게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전후의 NDAI map과 비교해 보았을 때, 채광지

역의 북북동쪽에서 발파가 발생하였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발파일 이전에는 활동이

거의 없었으나, 대규모 발파로 인해 벤치가 무너지면서 붉은색 원의 왼쪽에서 활동이

발생하였다. 이후 NDAI map에서는 발파로 발생한 광석 및 폐석을 처리하면서 비교적

약한 활동을 확인할 수 있었다.

두 번째 발파 정보는 중국 지진국에서 획득한 정보이다 (Fig. 29). 지진파 분석 결

과, 발파 위치는 폐석처리장으로 확인되었다. 채광지역과 매우 가깝게 계산되었으나,

정확한 발파 위치는 NDAI map 분석을 통해 특정할 수 있었다. 광산의 중심이나 동쪽

및 남쪽에서는 전후 영상에서도 모두 활동이 있었다. 대규모 발파는 인공지진 발생 이

전 안정적이었던 광산의 서쪽에서 발생하였고, 발파 발생 이후로도 광산 활동이 발생

하여 NDAI 값이 크게 나타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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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9. January 12, 2019 event and NDAI map in March 5 Youth mine

Fig. 28. September 30, 2017 event and NDAI map in March 5 Youth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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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0. Mine area in Musan mine (Google Earth)

2. CASE 2 : 무산광산

무산광산은 세 개의 주요 채광지역과 두 개의 폐석처리장으로 구성된다 (Fig. 30). 주요

채광지역과 폐석처리장은 각각 서쪽부터 동쪽으로 번호를 부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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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InSAR DEM difference result of Musan mine

1) InSAR DEM 차분 결과

무산광산의 InSAR DEM 분석을 위해 TDM1_DEM__30_N42E129 데이터와

SRTM1N42E129V3 데이터를 사용하였다. 두 데이터 모두 위도 42°에서 43°, 경도 129°

에서 130°의 공간 범위를 갖는다. SRTM1N42E129V3 데이터는 2000년 2월 11일 획득

되었고 2015년 1월 2일 업데이트되었다. TDM1_DEM__30_N42E129 데이터는 2011년

9월 4일부터 2014년 8월 28일까지 26회에 걸쳐 72 scene이 획득되었으며 2015년 6월

13일 생성되었다.

두 데이터를 차분한 결과 영상은 Fig. 31이다. 채광지역에서는 약 42.54 m의 고도 감

소가 확인되었다. 광산 서쪽의 폐석처리장에서는 약 84.03 m의 고도 상승을 확인할 수

있었고 동쪽에서는 약 112.33 m의 고도 상승이 발생하였다. 무산광산은 고도 감소 폭

보다 증가 폭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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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Elevation change in Musan mine dumpsite

자세한 DEM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단면을 확인해 보았다. Fig. 32는 폐석처리장의

고도 변화, Fig. 33는 채광지역의 고도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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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3. Elevation change in Musan mine mini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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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Fig. 32의 1번 그래프는 서쪽 폐석처리장의 단면도이다. 붉은색의 고도 상승이

발생한 지점에서 TanDEM-X DEM의 고도를 통해 새롭게 바뀐 폐석처리장의 형태를

확인할 수 있었다. 주로 북쪽에서 고도 변화가 큰 폭으로 발생하였다. 2번 그래프는 동

쪽 폐석처리장의 북동-남서 방향 단면도이다. 두 DEM의 단면도는 형태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다. SRTM DEM 데이터는 남서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도가 낮

아지는 경향을 가지나, TanDEM-X DEM 데이터는 소폭 상승하였다가 하강하는 형태

를 보인다. 두 DEM 단면도 사이의 공간에는 2000년과 2014년 사이 광산 활동으로 발

생한 폐석이 존재할 것으로 예상된다. 3번 그래프는 동쪽 폐석처리장의 북서-남동 방

향 단면도이다. 양 끝 지점이 거의 일치하고 그 사이에서 고도 변화가 발생한 것으로

보아, 양 끝 정상 지점에서 계곡을 향해 폐석을 처리하는 계곡 충전형(valley fill) 폐석

처리장의 특징을 잘 보여준다.

Fig. 33은 채광지역의 고도 변화를 나타낸다. 세 지점 모두 2000년 이후 꾸준한 활동

을 이어오고 있다. 1번 그래프는 무산광산의 첫 번째 주요 채광지역이다. 북동쪽에서

남서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낮아지다가 다시 높아지는 오픈 피트 광산의 형태를 볼 수

있으며, 북동쪽에서 더 큰 고도 변화가 발생하였다. 2번 그래프는 두 번째 주요 채광지

역이다. 첫 번째 그래프와 마찬가지로 북동쪽의 고도가 높으며, 고도 감소 폭 또한 북

동쪽이 더 크다. 첫 번째 채광지역과 두 번째 채광지역 모두 더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활발한 광산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3번 그래프는 SRTM DEM 데이터는 남동쪽의 고

도가 비교적 높았으나, TanDEM-X DEM에서는 양 끝 최고점의 높이가 비슷해진 것

을 확인할 수 있다. 벤치를 수평으로 개설하기 위해, 혹은 경제성 있는 광물의 부존으

로 인해 남동쪽에서 광산 활동이 주로 발생해 왔던 것으로 예상된다. 정확한 광산 활동

이유를 밝히기 위해서는 광물의 분포나 채광법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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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Stable coherence value for perpendicular baseline in Musan mine

Fig. 34. Stable coherence value for master date in Musan Mine

2) 전체기간 NDAI 분석 결과

무산광산의 NDAI 분석에는 Sentinel-1 위성영상 134개가 사용되었다. 2015년 6월 11

일부터 2020년 5월 9일까지 orbit 134의 영상을 획득하였으며, 이를 이용하여 126개의

12일 간격 coherence 영상 및 NDAI map을 제작하였다.

무산광산의 안정된 픽셀의 coherence 값을 검토해 보았을 때, 3월5일 청년광산과 동

일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데이터 획득 날짜에 따라 계절적 영향이 존재하였고 (Fig. 3

4), 수직 기선의 영향은 존재하지 않았다 (Fig.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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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Musan mine all term NDAI average map

획득된 126개의 NDAI map의 전체적인 활동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NDAI map

을 평균하였다. 전체기간 중 각 연도의 4월부터 10월의 활동을 관찰하였다 (Fig. 36).

무산광산의 NDAI 평균 영상은 채광지역 및 폐석처리장에서 대체로 NDAI 값이 작

아 안정한 지표의 모습을 보인다. 국지적인 활동이 많으며, 각 주요 채광지역의 벤치

최하부에서 주로 활동이 발생한다. 또한 평균 영상에서는 지형적 오류도 일부 찾을 수

있었으며, 이 부분은 해석 시 주의가 필요하다. Sentienl-1 위성의 안테나는

descending track에서 서쪽을 바라보면서 촬영하는데, 동쪽을 바라보는 사면에서는

foreshortening 현상이 발생하게 된다. Foreshortening 현상은 SAR 영상에서 안테나와

마주 보는 사면이 압축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 픽셀은 지형보정 과정을 거치면서

좌표계에 맞도록 늘어나게 된다. 줄무늬 형태로 나타나는 사면에서의 높은 NDAI 값은

활동으로 해석할 수 없다. 반대로 서쪽을 바라보는 사면은 shadow 현상에 유의해야

한다. Shadow 현상은 SAR 신호가 경사면에 닿지 않아 발생하는 오류이다. 폐석처리

장은 정상에서 계곡을 향해 퍼져나가는 형태의 활동이 발생하는 계곡 충전형 폐석처리

장이다. 정상의 활동 없이 사면의 활동만 존재하는 곳은 광산 활동이 아닌 방치된 폐석

처리장에서 초목이 성장하면서 발생한 식생 활동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 시 주의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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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Musan mine NDAI RGB pseudo color map

3) 연도별 NDAI 분석 결과

연도별 광산 활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 NDAI RGB pseudo color 영상을 제작하였

다 (Fig. 37). Red 채널에는 2019년 4월부터 10월의 평균 영상, green 채널에는 2018년

4월부터 10월의 평균 영상, blue 채널에는 2017년 4월부터 10월의 평균 영상을 입력하

였다. 각 채널의 NDAI 값에 따른 픽셀 분포 그래프를 보고 peak 점에서 각 색상 DN

값은 255, NDAI 값이 0일 때 색상 DN 값이 0으로 표현되도록 설정하였다.

RGB pseudo color 영상에서 2017년 활동을 나타내는 blue 색상이 채광지역의 전반

에 걸쳐 넓게 분포한다. 2017년 및 2018년 활동을 의미하는 cyan 색상과 2018년 활동을

의미하는 green 색상 또한 blue와 비슷한 위치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광산 활동 영역

이 조금씩 이동된 것을 알 수 있다. Yellow, magenta, red 색상의 경우 영역이 비교적

좁으며 산발적으로 분포한다. 면적을 통해 시간이 지날수록 광산 활동이 감소하여 온

것으로 사료되나, 국부적으로 광산 활동이 꾸준하게 발생한 곳도 존재한다.

폐석처리장은 white 픽셀의 군집이 중심에 위치하고 그 주변으로 다양한 색상이 존

재한다. 이는 폐석을 처리하는 각도가 연도에 따라 조금씩 변화해 온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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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Representative pixels for each color in the Musan mine

Fig. 39. Red pixel in Musan mine and NDAI graph

4) 12일 간격 NDAI 분석 결과

12일 간격으로 시계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대표 색상의 NDAI 변화 그래프를 분석

하였다. 각 대표 색상의 위치는 Fig. 38에 도시하였다.

먼저 red 색상의 NDAI 그래프이다 (Fig. 39). 이 지점은 폐석처리장에 위치한다.

2019년부터 높은 NDAI 값을 갖는 횟수가 급격히 많아졌고 NDAI 값이 점점 커지고

있다. 동쪽 폐석처리장의 red 픽셀이 위치한 지점에서는 2019년 가장 활발히 폐석처리

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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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0. Green pixel in Musan mine and NDAI graph

Fig. 41. Blue pixel in Musan mine and NDAI graph

Green 색상의 NDAI 그래프는 2018년 가장 활발한 활동이 있었던 지점의 그래프

이다 (Fig. 40). 2018년 6월 1일과 13일 사이의 NDAI 값은 0.986으로 활동성 지수가

가장 높다. 이 활동은 2018년 6월 25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이후에도 2018년에는 꾸준한

활동이 있었다. 2019년 이후로는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특히 2019년 3월부터 8월

까지는 활동이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Blue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41)는 2017년 활발한 폐석처리가 이루어지다가

2018년부터 최근까지 활동을 중단한 폐석처리장의 활동성을 나타낸다. 2018년부터

NDAI 값은 0에 수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서의 폐석처리는 완료되었고 blue 픽

셀 주변 지역으로 활동 영역이 이동한 것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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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yan pixel in Musan mine and NDAI graph

Fig. 43. Magenta pixel in Musan mine and NDAI graph

Cyan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42)를 통해 이 지점은 2017년 활동 이후 2017년

1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짧은 휴식기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이후 다시 활동이 증가

하다가 감소하였으며 2019년부터는 거의 활동하지 않았다.

Magenta 색상의 NDAI 그래프 (Fig. 43)를 살펴보면 이 지점에서는 cyan 픽셀보

다 조금 더 긴 휴식 기간을 가졌다. 2017년 8월부터 2018년 9월까지 약 1년 동안 비교

적 낮은 활동성을 보인다. 이후 점차 활동이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며 2019년 6월 8일

과 20일 사이 0.892의 최대 NDAI 값을 가진다. 최근까지는 다시 감소하는 듯한 추세를

보이나, 이는 활동과 비활동 시기가 짧은 시간 간격으로 반복되면서 평균 값에 영향을

미친 결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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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Artificial earthquake distribution map in Musan mine

Fig. 44. Yellow pixel in Musan mine and NDAI graph

마지막 yellow 색상의 NDAI 그래프는 2017년 낮은 NDAI 값을 갖다가 점차 증가

하는 추세를 보인다 (Fig. 44). 서쪽의 폐석처리장에서는 2018년부터 약 3에서 4개월

간격으로 활동의 증감이 반복적으로 나타난다.

5) 발파 분석 결과

무산광산의 지진파 탐지 빈도는 3월5일 청년광산의 이벤트들에 비해 낮은 편이나,

이곳에서도 꾸준히 대규모 발파로 인한 인공지진이 감지되고 있다 (Fig. 45, Table 5).



- 55 -

Date Longitude Latitude Depth Magnitude Remarks

2015-08-20 129.2354 42.2677 11.4099 1.960472

2016-01-12 129.268 42.2062 0 2.292044

2017-09-02 129.1055 42.3507 0 -

Table 5. Musan mine artificial earthquake event information

Fig. 46. August 20, 2015 event and NDAI map in Musan mine

Fig. 46는 2015년 8월 20일 지진 이벤트 정보와 이벤트 전, 이벤트 포함, 이벤트

후의 NDAI map이다. 지진파 분석으로 추정된 발파 위치는 NDAI map을 이용하여 추

정한 발파 위치와 약 5 km 떨어져 있다. 발파 지점은 이벤트 전 12일 영상에서 활동이

거의 없고, 이벤트를 포함하는 영상에서는 활발한 활동이 발생하는 지점에서 선택하였

다. 그중 대규모 발파인 점을 고려하여 넓은 면적 또는 최대 NDAI 값이 나타나는 지

점을 선택하였다. 이후 영상에도 활동이 약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아, 이후에도 광석

및 폐석처리가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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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September 2, 2017 event and NDAI map in Musan mine

2017년 9월 2일 발생한 이벤트는 지진파 분석과 NDAI 분석 결과에서 약 18 km

의 거리 오차를 보였다 (Fig. 47). NDAI map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을 때, 이벤트 이전

인 2017년 8월 17일부터 28일 사이에는 첫 번째 주요 채광지역에서 활동이 거의 나타

나지 않았다. 이후 발파일을 포함한 2017년 8월 28일부터 9월 10일 사이에는 넓은 범

위에서 활동이 발생하였으며, 발파일 이후 2017년 9월 10일부터 22일 사이에는 다시

그 지점에서 활동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 지점은 2017년 9월 2일 발파가 발생하였고 9

월 10일 이전에 적재, 운반 과정이 완료된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 발파 분석은 ALOS-2 영상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ALOS-2 SAR 영상은

연속적인 데이터가 공개되어있지 않아, 안정된 픽셀값을 계산할 수 없어 NDAI 적용이

불가하다. ALOS-2 영상의 발파 분석은 coherence 영상을 이용한 분석으로 진행되었으

며, 비슷한 시기의 Sentinel-1 위성영상과 함께 비교분석을 진행하였다. ALOS-2 영상

은 공간 해상도가 Sentinel-1 영상보다 5배가량 좋기 때문에 coherence 분석으로도 결

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Fig.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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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January 12, 2016 event, NDAI map, and coherence imagery in Musan mine

2016년 1월 12일 발생한 지진 이벤트는 지진파 분석 결과 채광지역의 남쪽 부근

에 진원지가 계산되었다. Sentienl-1 SAR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한 cohrence 영상에서

는 특징적인 발파 지점을 찾기 어려웠으나, ALOS-2 SAR 영상을 기반으로 제작한

coherence 영상에서는 보다 선명한 활동 지점을 찾을 수 있었다. 세 개의 주요 채광지

역 모두 활동이 군집되어 나타났지만, 대규모 발파는 두 번째 채광지역에서 발생하였

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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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LiCSAR Product in COMET-LiCS Web portal

6) LiCSBAS 분석 결과

LiCSBAS의 소스 코드는 GitHub에서 다운로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https://github.com/yumorishita/LiCSBAS). 소스 코드를 수정하여 무산광산의 위치와 시계

열 범위를 지정하고 LiCSBAS를 수행하였다. COMET-LiCS 웹 포털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무산광산을 포함하는 지역의 descending 자료가 424개(2015년 2월 11일 ~ 2019년 11월

23일)로 가장 많았기 때문에 시험적으로 무산광산의 자료처리를 진행하였다 (Fig. 49). 첫

번째 자료처리에서는 무산광산의 클립 범위를 위도 42.1° ~ 42.4°, 경도 129.1° ~ 129.4°로

설정하였으며, 우선 1년간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 1월 3일 영상부터 2019년 11월

23일 영상까지 자료처리가 진행되도록 하였다. 두 번째 자료처리에서는 클립 범위의 위

도 및 경도 값을 ± 0.1°씩 조절하여 위도 42.0° ~ 42.5°, 경도 129.0° ~ 129.5°로 설정하고 기간

은 LiCSAR 제품의 전체 범위가 될 수 있도록 2015년 2월 11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의 영상을 선택하였다. 세 번째 자료처리에서는 클립 범위를 다시 첫 번째 자료처리와

같도록 조정하였고 기간은 전체기간으로 설정하였다. 네 번째 자료처리에서는 세 번째

자료처리와 동일한 조건에서 optional step인 Step 1-6을 실행시키도록 소스 코드를 수정

해서 linear method를 사용하여 지형오차를 제거하는 hgt_linear를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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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ise Index Mining

coh_avg
Average value of the interferometric coherence across the stack (0–

1).

n_unw Number of unwrapped data used in the time series calculation.

vstd Standard deviation of the velocity (mm/yr) estimated in Step 1-4.

maxTlen
Maximum time length of the connected network (years).The larger

the value, the better the precision in the velocity estimate.

n_gap Number of gaps in the interferogram network and time series breaks.

stc

Spatiotemporal consistency (mm), which is the minimum root mean

square (RMS) of the double differences of the time series in space

and time between the pixel of interest and an adjacent pixel among

all adjacent pixels.

n_ifg_noloop
Number of interferograms with no loops that cannot be checked by

the loop closure and possibly have unidentified unwrapping errors.

n_loop_err
Number of the unclosed loops after the network refinement in Step

1-2.

resid_rms RMS of residuals in the small baseline (SB) inversion (mm).

Table 6. Meaning of the Noise Index (Morishita et al., 2020)

Fig 50은 2019년 1월 3일부터 2019년 11월 23일까지 무산광산의 지표변화를 LiCSBA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Fig. 50의 첫 번째 이미지는 두 번째 이미지인 속도 영상을

마스킹한 영상이다. 마스킹 영역은 세 번째 이미지에 도시되어 있는데 이는 여러 noise

index를 사용하여 제작된다. Noise index는 다섯 번째 이미지부터 열두 번째 이미지로 나

타나며 마스킹 하면 신뢰할 수 없는 픽셀을 제거할 수 있다. Noise index의 의미와 making

후 결과 영상은 Table 6 및 Fig. 5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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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0. 2019 SBAS analysis result of Musan Mine

Fig. 51. 2019 SBAS analysis result of Musan Mine (mask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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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2. First image window

Fig. 53. First image window (masked)

LiCSBAS 자료처리가 완료되면 두 개의 창으로 구성된 interactive 시계열 뷰어가 팝업

된다. 첫 번째 이미지 창에는 속도, 누적 변위 및 noise index가 표시된다 (Fig. 52). 좌측에

있는 옵션을 선택할 경우 우측 영상은 선택된 옵션에 해당하는 영상이 즉시 도시된다.

그 아래에는 mask의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 마스킹을 선택하면 Fig. 53과

같은 결과 영상이 나타난다. 하단에는 모든 네트워크 간격이 명확하게 표시되며 영상에

서 reference area를 선택할 수 있다. Reference area는 검은색 점선의 사각형으로 도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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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Second image window

두 번째 이미지 창은 선택된 포인트의 time series window가 도시되며 포인트 선택은

첫 번째 이미지 창에서 할 수 있다 (Fig. 54). 포인트를 선택하면 첫 번째 이미지 창에

검은색 점으로 표시되며 두 번째 이미지 창에 시간에 따른 지표의 변위가 그래프로 나

타난다. 파란색 점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시공간 필터가 적용된 결과이고 빨간색 점으로

표시된 데이터는 시공간 필터가 적용되지 않은 모델이다. 창의 우측 하단에는 점 데이터

를 연결하는 선 그래프의 형식을 선택할 수 있다. Fig. 54은 무산광산의 중심부의 지표

변위를 시간에 따라 나타낸 것이다.

LiCSBAS를 시도하면서 무산광산에서 채광으로 인해 표토나 광석으로 인한 압력이 제

거됨에 따른 지표의 융기가 미세하게나마 발생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결론

적으로 무산광산은 일 년 동안 약 20 mm 상승하였다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그러나 이는

지형변형으로 해석하기 어렵고 대기오차나 지형오차가 충분히 제거되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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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All term SBAS analysis result of Musan Mine

기간을 늘려 LiCSAR 제품이 존재하는 전체기간의 무산광산 지표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거의 모든 픽셀이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masking 되면서 결과 영상이 도출되지 않았

다. 영상의 추출범위가 넓어지면서 noise index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하여 범위를

첫 번째 자료처리 과정과 동일하게 설정한 다음 세 번째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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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6. SBAS analysis result of Musan Mine after adjusting clip range

추출범위를 첫 자료처리와 동일하게 설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기간의 결과 영상

은 도출되지 않았다. Noise index 영상이 일부 변화하였지만 masking area는 크게 변화하

지 않았다. 추가로 optional step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정하고 다음 자료처리를 진행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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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7. SBAS analysis result of Musan Mine after applying hgt_linear filter

hgt_linear를 적용한 결과도 이전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전체기간의

무산광산의 속도 영상은 도출해 낼 수 없었다. 전체기간 동안 SAR 자료의 획득이 연속

적이지 않는 구간이 존재하며, 이 때문에 시계열 자료의 해석이 원활하지 않았던 것으로

사료된다. Sentinel-1 위성의 자료 획득 방식이 가끔 변경되는데, 이 때문에 자료의 연속

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이다. 앞으로는 보다 지속적인 방식의 자료 획득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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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다양한 SAR 간섭기법을 이용하여 광산 활동을 분석하였다.

먼저 3월5일 청년광산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채광지역에서 약 75.24 m의 고도 감소, 폐

석처리장에서 9.85 m의 고도 상승이 발생하였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주로 채광지역의

중심에서 많은 활동이 발생하였다. 연간 활동 양상을 분석해 본 결과, 채광지역의 활동 영역

은 반시계 방향으로 이동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채광지역은 남쪽, 북서쪽, 동쪽의 활동

을 확인할 수 있다. 폐석처리장은 2017년 남동쪽에서 형태 변화가 발생하였고, 2019년에는

북서쪽에서 형태 변화가 발생하였다. 12일 간격으로 지점별 활동을 분석해 본 결과, 각 지점

의 활동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석할 수 있었다. 연도별 평균 NDAI 영상에서는 NDAI 값이

낮게 나타났지만, 실제 그래프를 분석해 본 결과 활동의 빈도수가 낮아, NDAI 평균값이 낮

은 부분도 존재하였다. 평균값을 실제 활동과 완전히 결부시키는 데에는 주의가 필요하다.

지진파를 이용한 진원 분석 결과와 NDAI 분석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NDAI 분석을 통해 보

다 정확한 대규모 발파 위치를 추정할 수 있었으며, 발파 이후 12일 영상에서도 활동이 감지

되는 것으로 보아, 3월5일 청년광산에서 대규모 발파가 발생한 이후 비교적 오랜 기간 광석

및 폐석을 적재․운반하는 활동이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무산광산은 2000년부터 2014년까지 채광지역에서 약 42.54 m 고도 감소, 폐석처리장에서 약

112.33 m 고도 상승이 발생하였다. 2015년부터 2020년까지 활동 분석 결과, 국지적인 활동이

많았으며, 특히 2017년 활동 면적이 가장 넓었다. 이후 활동들은 작은 범위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하였다. 폐석처리장은 폐석을 덤핑하는 각도가 해마다 조금씩 변화한 것을 확인하였

다. 12일 간격으로 지점별 활동을 분석한 결과, 지점별로 휴식 기간이 일정하지 않았으며,

활동의 증감이 반복되는 지점도 찾을 수 있었다. 발파 분석을 통해 채광지역 내에서 발파

지점을 추정할 수 있었고, 발파 이후 12일에는 활동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

산광산은 적재 및 운반 과정이 빠르게 진행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고해상도의

ALOS-2 위성영상을 기반으로 coherence 영상을 이용하여 발파 지점도 추정할 수 있었다.

LiCSBAS를 이용한 분석은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지만, 추후 꾸준한 자료획득이 진행

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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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를 통해 시기별로 광산 활동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파악할 수 있었으며, 대규

모 발파로 인해 발생한 지진파의 진원지를 분석할 수 있었다. SAR 위성영상을 이용하여 현

장 자료를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지역의 광산 활동 탐지가 가능하였고, Sentinel-1 위성을 이

용하여 12일 간격의 짧은 기간의 광산 활동을 탐지할 수 있었다. 또한 광학 위성 영상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웠던 채광지역 내 미세한 지표변화까지 감지할 수 있으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NDAI를 적용하여 기존 coherence를 활용한 안정성 분석이 아닌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었다. NDAI는 식생이 제거되어 지표가 그대로 노출된 모든 노천광산에 적용 가능하며 이

밖에도 지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활동을 관찰할 수 있는 지표로써 다양한 연구에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지진파 분석 결과와 같은 다양한 데이터와 위성 SAR 영상의 연계분석을 제시

했으며,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통합적 해석기법을 통해 광산 활동에 의한 지표 변위 양상

을 해석하고 평가하였다. 자료의 공간 및 시간해상도가 좋아진다면 더 좋은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추후 결과를 발전시켜 광산의 정밀 분석 기술로 활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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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are two methods of mining mineral resources: surface mining and

underground mining. In Korea, underground mining is increasingly preferred over

surface mining as mineral resources are consumed, ore deposits are deepened, and

environmental problems occur. However, surface mining is still mainly used because

of the large-scale presence of economic mineral resources. In the surface mining

method, ore is mined directly from the surface, so vegetation such as trees is

rarely distributed in the mining area. Therefore, when InSAR (Interferometric

Synthetic Aperture Radar) technique is applied, noise caused by vegetation is not

generated, and good results can be obtained.

Among various InSAR techniques, you can observe the mine area through InSAR

coherence images to determine where random changes have occurred and where

random surface changes have not occurred. In general, any change that occurs in a

mining area can be interpreted as mining activity. In this study, InSAR coherence

images were acquired at regular time intervals to analyze the activity of surface

mine in a time series. In this study, we observed March 5 Youth mine, which

seems to have started development relatively recently, and a large-scale open-pit

iron mine Musan mine with a long history. Through this, it was possible to

compare mines at the beginning of development with mines after sta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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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SAR coherence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SAR images at 12-day intervals

acquired by the Sentinel-1 satellite. Sentinel-1 satellite images of the study area

did not exist for some period of 2016 due to changes in data collection plans.

The global DEM obtained using the InSAR technique was used to verify mining

activity prior to collecting Sentinel-1 satellite images. The elevation change

according to the mining activity was compared by differentiating the elevation of

the mine in 2000 and the average elevation from 2011 to 2014. Elevation changes

indicate that there was mining activity.

Mining activity has been analyzed using Sentinel-1 images, which periodically

acquire SAR images at 12-day intervals. Based on InSAR coherence, we newly

developed NDAI (Normalized Difference Activity Index), an index representing

activity, to analyze patterns of mining activities. After analyzing the activity over

the entire period, the time series was analyzed by decreasing the time interval in

the order of 1 year intervals and then 12 days intervals. In addition, to verify the

location of the artificial earthquake, it was analyzed by fusion with seismic data.

SBAS analysis attempted to confirm surface displacement patterns. However,

since atmospheric and/or terrain errors have not been sufficiently removed, an

accurate analysis cannot proceed.

Through this study, it was possible to detect mining activities in areas where

field data could not be obtained using the InSAR technique. NDAI can be applied

to other surface mines as well as to any activity that cause random surface

chan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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