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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Ⅰ. 서  론

  광산은 지하자원을 통한 경제적 이익을 목적으로 개발하고 채굴하는 장소로써, 

인류생활에 유용한 광물자원을 제공한다. 광산은 산업경제의 필수적인 원료의 공급

원으로 현재 많은 광산들이 개발되고 있다. 그러나 광산을 개발함으로써 일어나는 

환경문제가 현재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환경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광산

의 지속적인 관찰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천광산, 갱도광산 등 여러 가지 광산 중 노천광산을 선정하여 

연구했다. 특히 노천광산은 채광을 진행하기 전에 벌목과 표토를 제거하여 지표면

에 노출되어있고 식생이 적어 본 연구에 적합하기에 선정하였다. 풍부한 매장량을 

전제로 개발되어 채광실수율이 좋으며, 비교적 적은 채굴장비 및 인원을 통해 채굴

비용이 적게 소모되어 생산량과 경제적 이윤이 비교적 높은 광산이다. 그러나 노천

광산은 장비의 규모, 기술의 한계로 개발심도가 제한되어 있으며, 채굴작업이 날씨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광산이다. 또한 광체의 위치와 형태에 따라 개발이 불가능한 

경우도 발생하며, 대규모 채굴을 진행하기 때문에 산림, 수계 등에 영향을 줄 뿐 

아니라, 폐광된 후에도 지하갱도가 붕괴되어 지반침하와 폐석으로 인한 오염수 유

출과 같은 심각한 환경문제로 엄격한 환경평가가 적용된다. 따라서 이러한 노천광

산을 개발하는 지역을 지속적으로 관찰하는 것은 환경적, 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지속적인 활동을 관측하고 소규모 광산에서부터 대규모 광산의 활

동양상을 확인하기 위해 북한의 5곳, 중국의 1곳의 노천광산을 연구지역으로 선정

했다. 그러나 북한은 직접 방문할 수 없고, 중국광산은 대규모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탐사가 제한적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인공위성을 이용한 원격탐사로 진행

되었다. 인공위성 원격탐사는 현장조사가 제한적인 지역을 탐사할 수 있고, 광범위

한 변화를 한눈에 파악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최근에는 공개된 위성자료가 

많아서 위성 활용이 자유로워지고 접근성도 좋아졌다.

  지표에 드러나있고 식생이 분포하지 않는 노천광산은 두 개의 합성 개구 레이다

(Synthetic Aperture Radar, SAR)를 이용한 InSAR(Interferometric SAR)기법을 적

용하면 효과적으로 원격탐사가 가능하다. InSAR는 두 개의 SAR 영상의 간섭차이에 

의한 영상을 보여주는 기법이다. 본 연구에서는 InSAR기법을 통해 얻어지는 phase, 

intensity, coherence 영상 중 coherence 영상을 사용하여 분석했으며, coherence 

값은 지상 물체로부터 산란되어 되돌아오는 두 레이다 신호 간의 일치성을 나타내

는 정량적인 수치이며 두 개의 SAR 영상의 차이를 이용해 지표의 무작위적인 변화

를 나타내는 값이다. 노천광산에서는 채광장비의 활동이나 건물의 축조로 인한 무

작위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나 InSAR coherence 영상을 활용하면 매우 효과적으로 

활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 

  유럽우주기구(ESA)에서 발사하여 운영하고 있는 Sentinel-1B의 위성영상을 SN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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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을 이용하여 coherence 영상을 만들어내는 자료처리를 수행하였다. 만들어

진 coherence 영상을 Google Earth의 광학 영상에 투영시켜 실제 광산의 활동성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다. 광산활동의 시계열적인 관측을 위해 2016년 10월부터 2020

년 5월까지 자료처리를 진행하고 Google Earth의 광학 영상과 비교를 통해 해석을 

수행한 결과를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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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연구지역

  북한과 중국의 일부 지역은 지역적으로 가까우며 광물자원이 풍부하고 광산이 많

이 분포하며 개발이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특히 북한은 78개의 금속광산, 14개의 

비금속광산, 20개의 석탄광 등 총 112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금속의 매장량

은 약 25억톤, 비금속 약 114억톤, 석탄 약 220억톤에 이른다. 이러한 수많은 광산

의 개발은 오염수 유출, 미세먼지 등 전 지구적으로 환경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다. 따라서 광산의 활동성에 대한 시계열적인 관측 및 연구가 필수적이다.

  북한과 중국의 수많은 광산중 SAR 영상을 통해 표면을 효과적으로 관찰할 수 있

는 노천광산을 선정했다. 노천광산은 지표에 드러나 있고 광산 활동지역에는 식생

이 분포하지 않아 위성 간섭영상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연구지역으로 북한 

서부의 대흥청년영웅광산, 덕성광산과 동부의 5월4일 광산, 상원광산, 은파광산을 

관측하였고, 중국의 푸순시에 있는 3개의 광산 중, 가장 규모가 큰 서쪽의 석탄광

산을 선택하여 관측하였다.(그림 1) 추가적으로 광산의 지리적 위치와 행정구역은 

표 1에 도시했다.

  주 연구지역을 노천광산으로 선정한 이유는 시계열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관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본 논문에서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광산 중 석회석광산의 

특징으로 한 지점에서 계속 채굴을 진행하지 않고 한 지점에서 어느 정도 채굴을 

마치면 다른 지점을 채굴하는 방식이다. 이를 실제로 확인하면 연도별 채굴지역이 

다르게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한 지점에서 계속 채굴을 진행하면 광산의 경

사가 급격히 커져 사면이 붕괴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광종의 노천광산도 마찬

가지로 채광장을 여러 개의 지점으로 넓혀가면서, 그 채굴장과 잇는 도로를 만들며 

수시로 활동성 관측이 가능하다. 또한 채광을 진행하며 생긴 폐석을 버리는 

dumpsite(폐석처리장)의 활동성도 관측할 수 있다. 연구지역으로 선정한 모든 노천

광산은 주변에 불안정한 식생과 인공 구조물이 공존하여 실제 광산의 활동성과 주

변 식생 및 건물의 활동성과 비교하여 분석할 수 있다. 

  대흥청년영웅광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남도 단천시에 위치한 광산으로 

(북위 41°05′16″, 동경 128°53′51″)에 위치한 광산이다. Google Earth를 통

해 지표면에서 관측되는 직경은 약 1.5km, 넓이는 약 1.1km²의 규모를 가지고 있

다. 채취하는 광종은 마그네사이트이며, 2007년 기준 약 8.2억 톤이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8년 5월 순차식 노천-지하종합 채굴공법이라는 채굴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갱내 채굴장을 넓히고 2018년 10월 9일에는 대 발파를 진행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그림 1 (e) 영상은 2019년 5월 8일 영상으로 대 발파 이후의 모습

을 관측할 수 있으며 주된 노천 채광은 광산의 중심 부근에서 이루어진다.

  덕성광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경남도 북청군(북위 40°33′00″, 동경 

128°09′22″)에 위치한 광산이다. Google Earth를 통해 측정한 결과 직경은 

1.04km, 넓이는 0.98km2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덕성광산은 동북철광구에 소속되어 

있는 적철석을 주로 채광하는 철광산이다. 그림 1 (d) 영상은 2020년 3월 8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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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광산의 dumpsite가 산사면을 따라 아래쪽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5월4일광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안남도 순천시(북위 39°27′32″, 동경 

126°03′'24″)에 위치한 광산이다. 직경은 약 1.54km, 넓이 약 0.98km2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석회석을 채광하는 광산이다. 그림 1 (b) 영상은 2019년 4월 4일에 

촬영한 영상으로 서쪽엔 넓게 채굴지역이 분포해있고 동쪽엔 작게 광산이 있다. 

  그림 1 (a) 영상은 2019년 4월 22일날 촬영한 상원광산 Google Earth 영상이다. 

상원광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직할시 상원군(북위 38°52′08″, 동경 

126°05′30″)에 위치한 광산이다. 상원광산은 상원시멘트연합기업소 소속되어 있

으며 직경 약 3km, 넓이 약 0.68km2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석회석 매장량은 약 

200만 톤이며 고도가 높은 곳에서 고도가 낮은 곳으로 채굴하는 계단식 채광 방식

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은파광산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황해북도 은파군 광명로동자구(북위 38°1

7′13″, 동경 125°56′41″)에 위치한 광산이다. 은파광산은 채취공업성 유색광

업관리국에 속해 있으며 주로 연과 아연을 채광하는 광산이다. 그림 1 (f) 영상은 

2019년 10월 13일 은파광산의 영상이다.

  푸순광산은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북위 41°50’30″,동경 123°53′42″)에 위

치한 광산이다. 푸순광산은 푸순광산그룹에 속해 있다. 3개의 광산 중 왼쪽에 위치

한 광산의 명칭은 Fushun West Open Pit Mine(FWOPM)이다. (He, Wu, Liu, Wang, 

Su, & Liu, 2015) FWOPM의 경우 직경은 약 5.9km 넓이 약 8.3km2의 규모를 가지고 

있다. 주로 석탄과 셰일 가스를 채굴하고 매장량은 셰일 가스 기준 약 35억 톤이며 

노천 채광방식을 사용하여 진행되고 있다. 그림 1 (c) 영상은 2019년 9월 2일 

FWOPM의 영상으로 이 광산이 도시 주거지역과 공업지역으로 둘러 쌓여있고, 광산의 

둘레 부분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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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a)

(e)

(d)

(f)

그림 1. 6개의 연구지역의 위치와 그 지역의 Google Earth 광학영상 (a) 상원광산 (b) 5월4일광산 (c) 푸순광산 (d) 덕성광산 (e) 

대흥청년영웅광산 (f) 은파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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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 행정구역 위도 경도 직경 넓이 주 광종

북한 

동부

대흥청년영웅광산 북한 함경남도 단천시 41° 05′ 16″ 128˚ 53′ 51″ 약 1.5km 약 1.1km2 마그네사이트

덕성광산 북한 함경남도 북청군 40° 33’ 00’’ 128˚ 09’ 22’’ 약 1.04km 약 0.98km2 철광석

북한 

서부

5월4일광산 북한 평안남도 순천시 39° 27‘ 32″ 126˚ 03‘ 24″ 약 1.54km 약 0.98km2 석회석

상원광산 북한 평양직할시 상원군 38° 52’ 08’’ 126˚ 05’ 30’’ 약 3.00km 약 0.68km2 석회석

은파광산 북한 황해북도 은파군 38˚ 17’ 13’’ 125˚ 56’ 41’’ 약 0.50km 약 0.08km2 아연

중국 푸순광산 중국 랴오닝성 푸순시 41˚ 50’ 30’’ 123˚ 53’ 42’’ 약 5.9km 약 8.3km2 석탄

표 1. 각 연구지역의 위치와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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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방법

 3.1 기초이론

   3.1.1 SAR(Synthetic Aperture Radar, 합성 개구 레이다)

  합성 개구 레이다(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시스템은 인공위성에 탑재된 

안테나에서 만들어진 마이크로파가 대상 물체에 의해서 후방 산란 되어 돌아오는 

진폭 (Amplitude)과 위상(Phase)을 다각도에서 수신하여 합성하는 시스템이다. SAR 

시스템은 기존의 실개구레이다(Real aperture radar; RAR)에 비해 방위 방향 

(Azimuth Direction) 분해능이 향상되었다. 방위 방향 분해능을 향상시키고, 대상 

체의 정보를 더 많이 획득하기 위해서는 안테나의 길이를 길게 만들어야 한다. 커

다란 안테나를 인공위성이나 항공기에 탑재하려면 많은 비용이 들고, 인공위성이 

견딜 수 있는 무게와 크기를 고려해야 하므로 현실적인 제약이 따른다. 반면에 합

성구경레이다는 짧은 안테나로 여러 위치에서 신호를 보낸 후에 얻어진 신호를 

‘도플러 효과(Doppler Effect)’를 이용해서 합성하여, 마치 큰 안테나를 사용한 

것과 같은 효과를 이끌어낸다.

           

그림 2. 합성 개구 레이다 모식도

  실제 길이가 D인 안테나에 의해 보내진 후에 다시 수신된 극초단파 펄스들의 위

상에 대한 광학적 혹은 수치적으로 처리하면, 마치 길이가 L인 안테나에 의하여 수

신된 것과 같은 신호로서 합성할 수 있다.(그림 2) 이로써 방위 방향 분해능이 향

상된 S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 안테나에 의해 보내진 후에 다시 수신된 극초단파 

펄스들의 위상에 대한 광학적 혹은 수치적으로 처리하면, 마치 길이가 L인 안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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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하여 수신된 것과 같은 신호로서 합성할 수 있다. 이로써 방위 방향 분해능이 

향상된 SAR 영상을 얻을 수 있다. 합성 개구 레이다는 전천후 밤낮 상관없이 자료

를 얻을 수 있는 능동형 마이크로파 센서이므로 해양, 빙하, 그리고 육상의 모든 

장소에서 원하는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고도의 영향을 받지 않고 원격탐

사가 가능하며 고해상도의 영상을 가진다. 가시광선이나 적외선보다 파장이 긴 전

자기파 에너지를 이용하여 대상체의 거칠기, 유전율, 수분함량에 대한 정보도 얻을 

수 있다. (Sabins,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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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2 SAR 간섭기법 (SAR Interferometry, Interferometric SAR ; InSAR)

  위성 SAR 영상은 지표면에서 일어난 후방산란의 강도를 복소수(complex number)

의 형태로 기록한다. SAR intergerometry(InSAR)는 시간 간격을 두고 획득한 두 개

의 복소수 형태의 SAR 신호( )를 이용하는 기법이다. 두 SAR 관측치  의 

복소 상관계수 는 표면의 물성을 나타내고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수식 1 

 

  여기서   는 수학적 기대 값(전체 평균)이고, 는 켤레 복소수이다.

  coherence는 복소수 상관관계의 진폭(amplitude)이다.

  

수식 2 

  이를 이용한 2차원 지도를 coherence 영상이라고 한다.

(a) (b)

그림 3. 도심을 포함한 지역의 Google Earth 이미지와 coherence 이미지 비교 

(a)는 도시지역의 Google Earth 영상 (b)는 InSAR를 통해 획득한 coherence 영상

  InSAR coherence는 InSAR 간섭 위상의 긴밀도 혹은 신호 안정성의 척도로서 지표

에 발생하는 무작위적인 변화(random surface change)를 검출해 낸다. 0에서 1 사

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3에서 알 수 있듯이 움직임이 없고 표면 산란만을 일으키

는 건물, 도로 등 도심지역의 coherence 값은 1(흰색)로 수렴하는 반면 식생이나 

많은 움직임을 보이는 광산 개발 지역과 같이 체적 산란이 발생하는 영역은 0(검은

색)으로 수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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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자료획득

   3.2.1 Sentinel-1

  Sentinel-1은 ESA에서 발사한 SAR 위성으로 1A와 1B가 서로 쌍을 이루고 있다. 

Sentinel-1A는 2014년 4월 3일에 발사하였으며 Sentinel-1B는 2016년 4월 25일에 

발사하였다. 두 위성 모두 2300kg의 중량으로 3.9×2.6×2.5m의 치수를 가지고 있

으며 상공 693km의 준 극궤도에서 태양동기궤도로 선회하고 있다. 위성 한 대의 주

기는 12일이며 두 위성을 모두 고려하면 6일마다 SAR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두 인공위성의 공동 운행은 해빙 구역 및 북극 환경 감시, 해양환경 감시, 육상 

표면 운동 감지, 산림·토양·자원의 지도화, 인간 활동의 위기 상황 등의 다양한 

분야에 상용되며 Copernicus 서비스에 대한 데이터를 제공한다.

  두 위성 모두 C-band(5.405GHz) SAR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다양한 분해능과 범

위를 제공하는 4개의 영상 모드를 지원한다(그림 4). 표 2는 각 모드의 특징을 정

리한 것이다.

Mode Swath width
Spatial 

Resolution

Polarization 

Option

Wave (WV) 20km × 20km 5m × 5m Single HH, VV

Strip Map (SM) 80km 5m × 5m
Dual HH+HV, VV+VH

Single HH, VV
Interferometric 

Wide Swath (IW)
250km 5m × 20m

Dual HH+HV, VV+VH

Single HH, VV
Extra Wide Swath 

(EW)
400km 20m × 40m

Dual HH+HV, VV+VH

Single HH, VV

표 2. Sentinel-1의 4가지 모드

  Sentinel-1의 IW 및 EW 모드에서 사용되는 Terrain Observation with 

Progressive Scans SAR (TOPSAR) 기술이 있다. TOPSAR 기술을 사용하면 ScanSAR에

서와 같이 빔을 범위 내로 조정하는 것 이외에도 빔이 각 burst에 대해 방위각 방

향으로 뒤에서 앞으로 조정되어 scalloping을 방지할 수 있으며 전체적으로 균질한 

품질의 영상을 얻을 수 있다. TOPSAR 기술을 사용 시 그림 5처럼 인공위성의 진행 

방향에 따라 범위가 IW1, IW2, IW3로 나누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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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entinel-1의 4가지 모드. 우측부터 IW, WV, SM, EW 

모드

그림 5. IW 및 EW 모드에서 사용되는 TOPSAR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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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inel-1이 습득한 자료는 ESA의 공개 데이터 허브인 Copernicus Open Access 

Hub에서 획득하였다. (https://scihub.copernicus.eu/dhus/#/home) Copernicus 협

약은 Sentinel 임무를 통해 위성 지구 관측 및 현장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정보 서

비스를 공개적으로 제공한다.

  또 다른 자료획득 방법으로는 NASA의 지원을 받는 Alaska Satellite Facility 

Distributed Active Archive Center(ASF DAAC)에 게시된 자료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https://search.asf.alaska.edu/#/) ASF DAAC는 극지 궤도 위성 및 항공 센

서에서 SAR 위성 자료를 수집, 처리, 보관 및 공개 배포하고 있으며 Copernicus의 

Sentinel-1의 자료도 배포하고 있다. 

 ESA의 Copernicus의 자료는 최소 1년 동안 online 상태를 유지하나 오래되고 사용 

빈도가 낮은 자료는 offline 상태로 전환된다. offline으로 전환된 자료를 다운로

드하려고 하면 Long Term Archives(LTA)에서 검색을 실시하며, 대기시간 이후에 요

청된 자료를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이 Copernicus에서의 offline 상태의 자료는 다운로드에 시간 소요가 많

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에 ASF DAAC의 자료는 Python 스크립트를 이용하여 간단하

게 많은 양의 자료를 다운로드할 수 있다.

  ESA는 2014년 Sentinel-1A를 발사하고 2016년에 Sentinel-1B를 발사했다. 

Sentinel-1A에서 얻어진 자료와 Sentinel-1B에서 얻어진 자료의 시간 간격이 길어

서 모든 광산의 자료는 Sentinel-1B의 자료만 사용했으며 product type은 SLC, 

sensor mode는 IW를 사용하였다.

그림 6. SNAP에서 표시한 각 연구지역의 Slice

  북한동부의 광산인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덕성광산은 134 orbit의 slice number 11 

영상을 공통적으로 사용했다. 예외적으로 2018년 1월 20일 자료만 대흥청년영웅광



- 13 -

산은 slice number 8 영상을 사용했고 덕성광산은 slice number 9 영상을 사용했

다. 북한서부의 5월4일광산, 상원광산, 은파광산은 32 orbit의 slice number 26 영

상을 공통적으로 사용했으며 2016년 12월 25일을 기준으로 이전 날짜는 silice 

number 25, 13, 12, 8, 7을 추가적으로 사용했다. 중국의 푸순광산은 105 orbit의 

slice number 11과 10 영상을 사용하였다.



- 14 -

 3.3 자료처리

   3.3.1 Interferogram

  획득한 SAR 영상을 연구에 필요한 coherence 영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ESA에서 

개발한 SNAP 프로그램을 이용했다. Sentinel 위성 자료처리를 위해 개발된 SNAP 프

로그램을 이용하면 Sentinel 위성이 관측한 영상의 처리 및 분석을 위한 여러 가지 

기능들이 제공된다. SNAP 프로그램에서 제공된 Graph builder 기능을 이용해 그래

프를 설정하고 필요한 coherence 영상을 한 번에 제작했다.

  6개 연구지역의 자료처리를 위해서 2가지의 다른 Graph builder를 이용했다. 단

일 슬라이스를 이용한 연구지역의 경우 첫 번째 그래프(TOPSAR Coreg 

Interferogram)를 이용하고 여러 개의 슬라이스를 이용한 경우에는 두 번째 그래프

(TOPSAR Slices Coreg Interferogram)를 이용했다.

그림 7. TOPSAR Coreg Interferogram

  첫 번째 그래프(TOPSAR Coreg Interferogram)의 경우 Master와 Slave의 SAR 영상

을 각각 Read 한 뒤 TOPSAR-Split Operator로 sub-swath와 burst를 선택해 영상을 

연구지역만으로 추출하고 polarization을 연구에 쓸 VV 영상만 선택하여 처리속도

를 줄였다. Apply-Orbit-File Operator로 Sentinel 위성 영상 궤도 상태 벡터를 

‘Sentinel Precise’로 업데이트하여 10cm 이하의 오차범위를 갖게 했다. 이후 

Back-Geocoding Operator로 궤도와 외부 DEM 자료(SRTM 1 arc sec HGT DEM)를 이용

해 Master와 Slave 영상을 결합해 처리했다. Interferogram Operator로 지표 타원

체에 의한 위상차(The flat-earth phase)와 지형적인 고도에 의한 위상차

(topographic phase)를 제거하여 간섭 및 긴밀도 영상을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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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ntinel-1 위성 IW모드의 공간 해상도는 5m×20m이므로 정사각형에 가까운 픽셀

을 만들어 평균 coherence를 계산하게 만들기 위해 coherence window size를 

7×2(Range×Azimuth)로 적용했다. Window size가 커지면 더 큰 범위를 평균하기 

때문에 해상도가 떨어지고, Window size가 작아지면 coherence 값이 0으로 수렴하

지 않는다.

  TOPSAR-Deburst Operator로 burst 간격을 제거한 후 Goldstein Phase Filtering 

Operator로 Goldstein & Werner의 비선형 적응 알고리즘(Nonlinear adaptive 

algorithm)을 적용했다. 비선형 적응 알고리즘을 이용해 fringe의 가시성을 향상하

고 Phase 잡음을 제거하여 Phase unwrapping 정확도를 향상한다. (Goldstein & 

Werner, 1998)

그림 8. TOPSAR Slices Coreg Interferogram 

  2개 이상의 슬라이스를 결합한 경우에는 두 번째 그래프(TOPSAR Slices Coreg 

Interferogram)에서는 사용했다. ProductSet-Reader에서 SAR 영상을 Read하고 

SliceAssembly Operator를 이용해 여러 개의 슬라이스를 연속된 한 개의 슬라이스

로 만들었다. 이후 처리는 첫 번째 그래프와 동일하게 TOPSAR-Split, 

Apply-Orbit-File, Back-Geocoding, Interferogram, TOPSAR-Deburst, Goldstein 

Phase Filtering Operator를 적용한 후 결과 영상을 추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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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2 Terrain Correction

  지형보정(Terrain Correction)을 수행하면 위성이 영상을 촬영한 후 기록할 때 

발생하는 지형의 왜곡을 제거할 수 있고 영상의 기하학적 표현을 실제에 근접한 위

치로 이동시킬 수 있다. 또한, 지도투영법에 따른 좌표계가 형성되어 Google Earth

와 같은 다른 GIS 소프트웨어에 투영할 수 있다.

  SNAP 상단 메뉴 Radar의 Geometric 하위메뉴인 Terrain Correction에서 

Range-Doppler Terrain Correction을 선택한다. I/O Parameters에서 Interferogram 

처리된 파일을 Source Product로 선택 후 그림 9과 같은 설정을 통하여 그림 11과 

같은 결과를 얻는다.

그림 9.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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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Interferogram 영상

그림 11. Range Doppler Terrain Correction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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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3 Spatial subset

  Sentinel-1 SAR IW mode는 250km 범위를 한 번에 촬영하고 TOPSAR-Split 

Operator를 통해 3개의 Subswath로 분리할 수 있다. 하지만 분리된 하나의 

Subswath는 80km가 넘는 규모로 여전히 광범위한 영역을 표현하고 있다. 가장 큰 

관찰지역은 직경 5.9km로 InSAR 영상에 비해 작은 크기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Spatial Subset으로 관찰의 편의성을 위한 연구지역을 추출한다(그림 12). 본 연구

에서는 상대적인 위치를 나타내는 픽셀 좌표가 아닌 절대적인 지리좌표를 선택해 

각 연구지역의 모든 영상은 같은 위치가 되도록 Subset 영상을 제작하였다(그림 1

3).

  지형보정을 마친 coherence 영상에서 SNAP 상단 메뉴 Raster의 Subset을 선택한 

후 Spatial Subset의 Geo Coordinates에서 추출할 영상의 범위인 위도와 경도를 입

력한다. 이후 Band Subset에서 coherence 영상만 선택하여 진행하면 Subset 결과는 

그림 13와 같은 영상으로 나타나고 지정된 부분만을 표현한 결과를 얻는다.

그림 12. Spatial Sub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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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Spatial Subse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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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4 Collocation

  Collocation 도구를 사용하면 공간적으로 일치하는 영상을 Master의 기준으로 

Slave를 맞춰 함께 배치하여 여러 영상을 하나의 Product로 묶을 수 있다. 하나의 

Product로 묶인 영상들을 SNAP의 다른 도구들을 이용하여 새로운 영상을 생성할 수 

있다(그림 14).

  SNAP 상단 메뉴 Raster의 Geometric 하위메뉴인 Collocation을 선택 후 Master를 

가장 최신 자료로 선택하고 Master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를 Slave Products에 추가

한다. 가장 아래쪽에 있는 Resampling의 Method를 Nearest Neighbour Resampling으

로 진행한다.

그림 14. Col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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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5 Band Maths

  Band Maths 도구를 사용하면 기존의 Band, Tie-Point Grid, Flag를 이용한 새로

운 이미지 샘플값을 만들 수 있다. Band Maths 도구 내의 Band Maths Expression은 

C 언어로 수학식을 구성할 수 있어 데이터 소스를 비교, 논리, 산수, 이항 연산자 

또는 함수의 인수로 사용할 수 있다(그림 15).

  Product Explorer에서 영상을 연산할 Product를 우클릭하여 Band Maths를 선택한

다. Collocation을 완료한 Target Product를 선택 후 새로운 이미지 밴드의 속성을 

기재한다. 평균 영상을 제작하기 위해 Band Maths Expression에 avg() 함수를 입력

하고 괄호에는 평균 영상을 제작할 밴드명을 입력하여 연도별 평균 영상과 전체 평

균 영상을 생성한다.

그림 15. Band Mat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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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3.6 RGB Image Window

  생성된 연도별 평균 영상을 이용해서 RGB 색상으로 각각의 영상을 설정하여 RGB 

영상을 제작할 수 있다. RGB 영상은 세 가지 영상을 하나의 영상으로 나타내어 각 

영상의 차이를 색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기간을 세 구간으로 

나누어 가장 최신연도를 Red, 중간 연도를 Green, 가장 오래된 연도를 Blue로 설정

하여 가장 최근 coherence 값이 큰 픽셀이 빨간색, 가장 과거에 coherence 값이 큰 

픽셀은 파란색으로 나타나도록 하였다(그림 16). 생성된 RGB 영상은 Colour 

Manipulation에서 픽셀값을 한정하여 지정된 값의 범위를 0에서 255까지의 값으로 

나누어 RGB 영상의 색을 표현할 수 있다.

  SNAP 상단 메뉴 Window의 Open RGB Images Window를 선택 후 Red, Green, Blue에 

지정할 영상의 Band Name을 입력하여 진행하다.

그림 16. RGB Image Wind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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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 자료해석

   3.4.1 전체 기간의 평균 coherence 영상

  각 광산의 전체적으로 활동성이 나타나는 부분을 확인하기 위해 전체기간의 평균 

coherence 값을 Band Math의 avg()함수를 통해서 만들었다(그림 17). 전체기간동안 

각 픽셀의 coherence 값을 평균한 것으로, 값이 0에 가까운 검은색 픽셀은 전체기

간 동안 비교적 낮은 coherence 값을 나타내어 활동이 자주 일어난 곳이고, 값이 1

에 가까운 하얀색 픽셀은 전체기간 동안 비교적 높은 coherence 값을 나타내고 광

산활동이 자주 일어나지 않은 지역이다. 

  북한 동부의 대흥청년영웅광산과 덕성광산은 2016년 10월 9일부터 2020년 5월 9

일까지의 coherence를 평균하여 제작했다. 북한 서부의 5월4일광산, 상원광산, 은

파광산은 2016년 10월 2일부터 2020년 5월 2일까지의 coherence를 평균하여 제작했

다. 중국의 푸순광산은 2016년 11월 24일부터 2020년 5월 7일까지의 coherence를 

평균하여 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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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e)

(d)

그림 17. 각 광산의 전체기간 평균 coherence 영상. (a) 대흥청년영웅광산 (b) 

덕성광산 (c) 5월4일광산 (d) 상원광산 (e) 은파광산 (f) 푸순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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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2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각 광산의 연도별 활동성을 분석하기 위해 Band Math의 avg() 함수를 이용하여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을 제작하였다. 이 영상을 제작함으로써 각 광산의 시

계열적인 활동지점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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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

그림 18. 대흥청년영웅광산의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a) 201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2월 15일 (b) 2018년 5월 

8일부터 2018년 12월 22일 (c) 2019년 4월 9일부터 2020년 5월 9일 

(a) (b) (c)

그림 19. 덕성광산의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a) 2016년 10월 9일부터 2017년 12월 15일

(b) 2018년 1월 8일부터 2018년 12월 22일 (c) 2019년 1월 3일부터 2020년 5월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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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

그림 20. 5월4일광산의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a) 2016년 10월 2일부터 2017년 12월 20일

(b)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c) 2019년 1월 8일부터 2020년 5월 2일

(a) (b) (c)

그림 21. 상원광산의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a) 2016년 10월 2일부터 2017년 12월 20일

(b)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c) 2019년 1월 8일부터 2020년 5월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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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

그림 22. 은파광산의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a) 2016년 10월 2일부터 2017년 12월 20일 (b)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27일 (c) 2019년 1월 8일부터 2020년 5월 2일 

(a) (b) (c)

그림 23. 푸순광산의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 (a) 2016년 11월 24일부터 2017년 12월 25일 (b) 2018년 1월 6일부터 

2018년 12월 20일 (c)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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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3 RGB 영상

  각 광산의 시계열적인 활동지점의 변화를 한 영상으로 확인하기 위해 각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을 RGB 채널에 입력하여 RGB 영상을 제작했다(그림 24).RGB 영

상의 해석은 그림 25와 같이 할 수 있다.

  각 광산의 자료처리를 진행하면서 날씨와 계절의 영향으로 주변 식생과 광산의 

경계를 뚜렷하게 구분할 수 없고, 광산 내부의 활동지점을 파악하기 어려운 기간을 

전부 제외하였다. 특히 연구지역 중 석탄 광산인 푸순광산은 비가 오면 지표가 불

안정해져 붕괴가 일어나기 때문에. 눈에 의한 영향 뿐만 아니라 비의 영향으로 인

해 제대로 활동성을 파악하지 못하는 영상도 제외하였다. 아래 그림 26은 제외한 

영상의 예시이고 그림 27은 활동성이 뚜렷이 보이는 영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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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d)(c)

(b)

(f)(e)

그림 24 각 광산의 RGB 영상. (a) 대흥청년영웅광산 (b) 덕성광산 (c) 5월4일광산 

(d) 상원광산 (e) 은파광산 (f) 푸순광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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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RGB 가색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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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푸순광산의 2016년 12월 18일 Google Earth 광학영상

그림 27. 푸순광산의 2018년 2월 23일 Google Earth 광학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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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결과

   4.1 대흥청년영웅광산

  대흥청년영웅광산은 Google Earth 광학 영상이 적어 주요 활동을 가리키는 색의 

분포로 해석하였다. 

  RGB 영상을 이용하여 실제 연도별 활동성과의 일치를 확인하기 위해 각 

coherence 값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픽셀을 찾아 그래프로 도시했다(그림 28). 표식

이 있는 지점 전체 기간 coherence 변화값, Red dot은 2019~2020년 자료, Green 

dot은 2018년 자료, Blue dot은 2016~2017년 자료, 각 color line은 해당 color 

dot들의 평균을 나타낸 line이다. 검은 점은 날씨 등의 영향으로 잡음이 섞인 영상

들을 제외한 것이다. 

  해당 광산에서는 Red, Magenta, Yellow, Blue는 넓은 범위로 나타나고, Cyan과 

Green은 좁은 지점으로 곳곳에 나타난다. 주로 색상이 밀집된 중앙 부근에서 광산 

활동이 이루어진다. 주로 Yellow가 분포된 부근은 평균 영상에서 관찰하기 어렵던 

부분으로 RGB 영상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그림 29).

  R 지점은 Magenta, Red와 Yellow가 혼합되어 나타나며 관찰 기간 내 과거 활동이 

집중된 지역을 표시한 지점이다. RGB 영상에서 Magenta와, Red와 Yellow 색상이 나

타나고 coherence 그래프를 통해 2017, 2018년에 coherence 값이 낮은 것이 확인된

다. Google Earth 광학 영상을 통해 채광, 발파, 운송장비가 관측되는 주된 노천 

채광지역으로 확인된다(그림 30). 

  B 와 G 지점은 coherence 그래프를 통해 G 지점은 2018년 coherence 평균값이 높

지만 전 기간 활동이 나타난다. B 지점은 2018, 2019년에 coherence 값이 낮게 나

타난다. 

  C 지점은 Cyan과 근처에는 Magenta 색상이 관찰되고 RGB 분석결과 2018, 2019년

에 활동이 있었던 지점이다. 이 지점은 RGB 영상에서 낮은 coherence 값이 넓은 지

역으로, 2019년에 낮은 coherence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최근 개발 중인 지점으로 

확인된다.

  M 지점은 Google Earth 영상에서는 식생과 dumpsite의 경계로 관측된다. 2018년

까지 M 지점에서 폐석처리를 진행하여 2019년에는 이전보다 안정적인 값을 나타내

는 것으로 추정된다.

  Y 지점은 coherence 그래프를 통해 2017년도에 활동한 지역으로 관측된다. 

Google Earth 광학 영상을 통해 관찰한 결과 해당 지점은 채광지역으로 정렬된 암

석을 관측하였다. 2019년 coherence 값이 낮게 나타나는 짧은 기간에는 채광 장비

가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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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대흥청년영웅광산 RG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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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대흥청년영웅광산 RGB 구역을 표시한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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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2019년 5월 8일 대흥청년광산의 RGB 구역별 Google Earth 영상 



- 37 -

   4.2 덕성광산

  덕성광산 중앙부에 위치한 채광장은 다양한 색상이 혼합되어 나타났으며 하단부

에는 Blue가 지배적으로 나타났다. 평균 영상에서는 확인할 수 없었던 Yellow 지역

의 활동이 추가적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31를 보면 Red가 우세한 지역은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coherence 평균값

이 높게 나왔으며 2018년까지 운영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Green이 우세한 지역은 2018년의 coherence 평균값이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coherence 평균값과는 차이가 적다. 반면에 2018년의 coherence 평균값과 2016년부

터 2017년까지의 coherence 평균값은 비교적 큰 차이가 있다. 결과적으로 2019년부

터의 활동보다 2017년까지의 활동이 더 활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Blue가 우세한 지역은 확연하게 2018년부터 낮은 coherence 평균값을 보이고 있

으며 2018년부터 활발한 활동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Cyan이 우세한 지역은 2016년

부터 2017년까지의 coherence 평균값과 2018년의 coherence 평균값은 높은 평균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coherence 평균값은 낮게 나왔다. 이 지

역은 2019년부터 활동이 시작된 지역으로 판단할 수 있다.

  Magenta가 우세한 지역으로 채광장(Magenta1)과 dumpsite(Magenta2) 두 곳으로 

선정하였다. 두 그래프 모두 2018년의 coherence 평균값은 0.4 부근에 있지만 2016

년부터 2017년까지의 coherence 평균값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의 coherence 평균

값은 Magenta2에서 더 큰 값을 가지고 있다. Magenta1의 채광장은 연간 비슷하게 

운영했으나 2018년에 더욱 활동성을 보이고 있다. Magenta2의 dumpsite는 2018년에 

집중적으로 폐석을 처리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Magenta에서 확인했듯이 dumpsite

는 여러 장소에서 생긴 폐석을 한 곳에 버리므로 coherence 값의 변화가 크다.

  Yellow가 우세한 지역 dumpsite로 2016년부터 2017년까지 낮은 coherence 평균값

을 가지고 있으며 2018년부터는 높은 coherence 평균값을 가지고 있다. 2017년까지

만 활동을 하고 2018년부터는 활동이 줄어든 지역으로 판단된다.

  그림 31에서 Blue 지역과 Yellow 지역은 서로 활동하는 시기가 상반되는 지역이

다. Blue 지역은 2018년부터 활동을 시작했으며 Yellow 지역은 2017년까지만 활동

을 했었다. 두 지역 모두 dumpsite로 확인되었으며 2016년부터 2017년까지는 

Yellow 지역 dumpsite를 사용하다가 2018년부터는 Blue 지역의 dumpsite로 활동 영

역을 이동했음을 유추할 수 있다.

 그림 32 (b)는 2018년 10월 22일의 Google Earth 영상에서 Magenta1 지역을 표시

한 것이다. 그림 31의 Magenta1을 보면 2018년에만 활동을 하는 양상을 보이며 실

제로 Google Earth 영상에 덤프트럭이 관찰되었다.

  추가적으로 덕성광산의 전체적인 변화 양상을 보기 위해 Google Earth로 그림 33

을 얻었다. 그림 33의 두 영상을 비교해보면 광산 중앙부의 채광장의 활동범위에 

변화가 생겼으며 dumpsite의 크기가 확연하게 변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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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덕성광산의 RG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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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32. RGB 영상에서 확인된 활동 지역을 Google Earth 영상에 표시한 영상.  

(a) 2018년 10월 22일 dumpsite를 촬영한 Google Earth 영상. (b) 2018년 10월 

22일 채광지역을 촬영한 Google Earth 영상.

(a) (b)

그림 33. 덕성광산의 시간에 따른 비교를 위한 Google Earth 영상. (a) 2015년 7월 

9일의 Google Earth 영상이다. (b) 2018년 9월 22일의 Google Earth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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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5월4일광산

  5월4일 광산의 RGB 영상을 보면 전반적으로 광산 중앙부엔 Cyan, Magenta, 

Yellow가 대체로 넓게 분포하고 있고 그 옆 작은 광산 중앙부엔 Black이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는 각각의 색상이 우세하게 나타난 곳을 5월 4일 

광산의 RGB 영상 위에 표시한 것이다. 광산 중앙부에 우세한 Cyan부분을 보면 Red

의 평균 coherence 값이 낮아 2019년에 활동성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5월 4일 광산은 석회석 광산이므로 한 지점에서 계속 채광을 하면 붕괴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연도별로 채광지역을 옮겨서 채광을 진행했다(그림 35). 그림 36를 통

해 원 안에 위치한 채광 장비를 확인함으로써, 시계열적으로 Yellow, Magenta, 

Cyan의 순서대로 위치를 옮겨가며 채광 활동을 한 것을 알 수 있었다.

  5월4일광산의 그림 35 지점은 Black의 픽셀이 확인되었다. 이는 본 논문의 연구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활동이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36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의 활동을 모두 확인할 수 있는 Google Earth 영상이다. 이 부분을 RGB 영상에서 

매년 활동이 있던 것으로 나타난 것처럼, 채광 장비들이 매년마다 활발하게 활동을 

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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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5월4일광산의 RG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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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5. 2017년에 활동한 Yellow부분, 2018년에 활동한 

Magenta부분, 2019년에 활동한 Cyan 부분을 핀으로 

나타낸 Google Earth 영상 

(a) (b)

(c)

그림 36. 5월 4일 광산의 시간에 따른 비교를 위한 Google Earth 영상. (a) 

2017년 7월 15일, (b) 2018년 4월 16일, (c) 2019년 4월 4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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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2016년~2019년까지 활동한 부분을 핀으로 

나타낸 Google Earth영상 

(a) (b)

(c) (d)

그림 38. 5월 4일 광산의 시간에 따른 비교를 위한 Google Earth영상. (a)는 

2016년 9월 29일,(b)는 2017년 7월 15일,(c)는 2018년 4월 16일, (d)는 

2019년 4월 4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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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 상원광산

　

　색의 표식이 있는 구간 coherence가 실제 RGB 가색이론과 잘 맞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각 색의 coherence 값을 도시했다(그림 39)

  광산 활동이 있는 지역을 구역으로 표시해 나눴다. Google Earth 영상과 RGB 영

상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A 지역은 채광 활동이 있는 지역, B와 C 지역은 

dumpsite 지역으로 확인되었다 (그림 40)

  Google Earth와 RGB 영상의 비교를 통해서 그림 41와 같이 중장비의 이동과 길의 

확장으로 광산 중앙에서부터 서쪽으로 이동하며 채굴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광산의 가장 서쪽은 그림 41 A-3에서 중장비가 확인되면서 최근까지도 활

동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2과 같이 광산의 B 지역의 dumpsite는 연구기간 이전부터 2017년까지 활동

이 있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제한된 Google Earth 영상으로 인해 2018년의 

활동은 확인하지 못했다. 그러나 그림 45 B-1, B-3, B-4 사진을 비교함으로써 원을 

표시한 부분에 2019년 이후 또는 2018년 이전에 활동이 있을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그림 39에서 나타내듯 그 지역에 Green의 coherence가 확인되었다. 

  광산의 C 지역에서는 과거로부터 최근까지 활동하는 dumpsite를 확인할 수 있었

다. 그림 43 C-2와 C-3에서는 미세하게 폐석이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림 43 C-3과 C-4사이에 활동이 있었다. RGB 영상과 비교 분석하여 폐석이 시계열적

으로 원 안의 북쪽에서 남쪽 방향으로 쌓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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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9. 상원광산의 RG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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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0. 상원광산의 RGB 영상에 구역을 표시한 영상

A-1

A-3A-2

그림 41 Google Earth로 관측한 A 지역. A-1은 확대한 RGB영상의 A지역, 

A-2는 2017년 4월 23일 영상. A-3는 2019년 4월 22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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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4B-3

B-2B-1

그림 42. Google Earth로 관측한 B 지역 B-1은 확대한 RGB영상의 B지역, 

B-2는 2015년 4월 15일 영상, B-3는 2017년 5월 19일 영상, B-4는 2019년 

4월 22일 영상

C-2C-1

C-4C-3

그림 43. Google Earth로 관측한 C 지역 C-1은 확대한 RGB영상의 C지역, 

C-2는 2015년 4월 15일 영상, C-3는 2017년 6월 16일 영상, C-4는 2019년 

4월 22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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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 은파광산

  은파광산의 채굴지역은 coherence 값이 낮게 나타나 활동성이 있는 것으로 보이

지만, SAR 영상의 부각과 입사각의 각도 차에 의한 쉐도우 현상으로 인해 광산의 

변화가 거의 없어 활동성 분석이 어려웠다. 그러나 그림 44와 같이 채굴지역 주변

으로 낮은 coherence 값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방위 기준 동쪽에 위치한 채굴지역은 

주로 Blue, Cyan의 색깔이 분포하고 있어 가장 최근에 활동한 것을 알 수 있었다. 

방위 기준 서쪽에 위치한 채굴지역은 Red, Magenta의 색깔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과거에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5).

  채광장 주변에서는 흰색으로 보이는 것으로 보아 변화가 거의 없고 광산 주변에

서 약하게 색깔이 관측되는 곳에서는 건축물의 축조나 그에 필요한 자재물 운반에  

의해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Google Earth 광학 영상을 통해 확

인해 본 결과 광산의 채굴과정에 있어 필요한 건축물들을 축조하고 있는 것으로 확

인이 되었다.

  Magenta는 그림 44 (b)와 (c) 영상 촬영일 사이에 건축물의 변화가 발생했던 지

역이다. Google Earth 영상은 시간 간격이 불규칙하여 건축물이 완공된 시기를 알 

수 없었었으나, coherence 영상 분석을 통해 2018년에 건축물의 변화가 있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Blue와 Cyan은 그림 45 (1) 과 (2)의 건축물의 축조로 인한 활동 경향으로 나타

난 것으로 확인된다. Blue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의 활동을 의미하고 Cyan은 최

근 2020년에만 활동한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계속해서 건

물의 축조를 진행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45의 (c)는 가장 최근의 Google 

Earth 영상으로, 건물 축조의 경향성을 보아 2020년에도 계속해서 축조를 진행하는 

중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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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4. 은파광산의 RG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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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RGB 영상에서 각 색상에 가장 부합되는 지역을 표시한 이미지

(b) (c)

(a)

그림 46. Google Earth로 관측한 광산 내의 건축물의 변화. (a)는 Magenta의 

영역을 확대한 영상 (b)는 2017년 2월18일, (c)는 2019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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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1)

(2)

(1)

(2)

(a)

그림 47. Google Earth로 관측한 광산 내의 건축물의 변화. (a)는 Blue,Cyan의 

영역을 확대한 영상 (b)는 2017년 5월19일, (c)는 2019년 10월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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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6 푸순 광산

  

  푸순광산은 도심에 위치하고 석탄 광산으로써 지표면이 단단한 암석이 아니다. 

따라서 광산 내부의 기차가 이동하거나 눈과 비 같은 기상현상이 있을 때 좀처럼 

확실한 coherence 영상을 얻기 힘들다. 따라서 총 104개의 InSAR 데이터 중에서 31

개를 제외했다. 또한, 이 지역의 구글어스 광학 영상의 시간 간격은 1년 이상으로 

매우 크다. 따라서 광학 영상을 가지고 대조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푸순광산에서 대표색상별 픽셀을 뽑아 그래프를 만들어 해석했다(그림 48). 먼

저, 6개의 픽셀 중 가장 좋은 결과를 보여준 Yellow 경우 2017년에만 활동한 것을 

의미한다. 그림 49 (a)와 그림 49 (b)의 영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두 시점의 사이

에 지표를 깎아 중장비 보관하는 장소를 만들었고 동시에 지어진 건물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그림 49에서 Yellow 픽셀 위치가 건물이기 때문에 완공 

후에 coherence 값이 0.9 이상의 상대적으로 큰 값을 보여 건물 축조 이후에는 특

별한 활동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아래의 그림 50 (a)에서 B-1 지역의 확대 영상인 그림 50 (b)을 살펴보면 그림의 

아래쪽 사면의 경계로 향하는 덤프트럭의 적재함 속 폐석의 유무에 따라 dumpsite

를 판별할 수 있다.

  같은 방법으로 그림 50 (c) 영상으로 Blue 지점이 dumpsite 라는 것을 알 수 있

었다. 또한, B-2 지역의 2016년 11월 17일 영상인 그림 50 (d)와 2017년 8월 29일 

영상인 그림 50 (e)의 영상을 비교해 보았을 때, 2017년까지 안정했던 지역에 2018

년 dumpsite가 형성되었고 이는 최근 영상까지도 활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같은 사면에 Cyan과 Green이 나타난 지역에 대해서 해석해 보았다.

먼저, Cyan과 Green은 2019년의 활동성을 의미하고, Green의 경우 동시에 2017년의 

활동성 또한 의미한다. 따라서 2019년의 활동성은 아래의 그림 51 (c)와 (d)를 비

교해 보았을 때, 사태가 발생해 Cyan과 Green 지점에 무작위적인 변위가 발생한 것

을 알 수 있다. Green의 2017년 활동성의 경우에는 그림 51 (a)와 (b)를 비교해 본 

결과 Green 지점의 활동 및 지형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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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푸순광산의 RGB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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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그림 49. Google Earth로 관측한 Yellow 지역의 영상. (a) 2016년 10월 

27일, (b) 2017년 8월 29일, (c) 건물 위에 있는 Yellow 핀의 위치를 

보여주는 Google Earth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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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b)

(e)(d)

B-1

B-2

그림 50. Google Earth로 관측한 Blue 지역의 영상. (a) B-1과 B-2의 위치를 

나타내고, (b) B-1 지역을 확대한 영상. (c) Blue 지역에 출입하는 

덤프트럭을 확인할 수 있는 확대 영상. (d) B-2 지역의 2018년 1월 1일, (e) 

2019년 3월 22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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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d)

(b)

그림 51. Google Earth로 관측한 Cyan, Green 이 위치한 사면의 영상. (a) 

사면의 2016년 11월 17일, (b) 2017년 9월 28일, (c) 2018년 1월 1일, (d) 

2019년 3월 22일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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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본 연구에서는 Sentinel-1 위성의 SAR 영상을 이용하여 노천광산의 활동성을 분

석하였다. 자료처리에 사용한 소프트웨어는 ESA에서 제공하는 획득한 두 장의 SAR

영상을 간섭영상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 SNAP을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

다.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InSAR coherence 영상을 제작하고, 광산 활동을 관찰하

기 위해 전체기간의 평균 coherence 영상과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을 제작하

였다. 그 후 광산 활동의 변화양상을 좀 더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연도별 평균 

coherence 영상을 RGB 채널에 각각 입력하여 RGB 영상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영상

들을 Google Earth에 투영하여 광산의 시계열적 변화를 관찰하고, 광산별로 활동성

을 분석하였다.

  대흥청년영웅광산은 Red, Magenta, Yellow, Blue는 넓은 범위로 나타나고, Cyan

과 Green은 좁은 지점으로 곳곳에 나타난다. 주로 색상이 밀집된 중앙 부근에서 광

산 활동이 이루어진다. 주로 Yellow가 분포된 부근은 평균 영상에서 관찰하기 어렵

던 부분으로 RGB 영상에서는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 부분에 대하여 Google Earth 

광학영상을 통해 확인해본 결과 주로 발파, 채광, 운송장비 등을 찾아볼 수 있었고 

실제 활동이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덕성광산은 실제 dumpsite로 이용하는 지역에 활동성이 나타났고 연도별로 활동

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고 있다. 실제 Google Earth 광학영상으로 확인해본 결과 

dumpsite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5월4일광산은 가장 큰 광산 중앙부에 Cyan, Magenta, Yellow가 대체로 넓은 범위

에서 나타나고, 그 옆 작은 광산 중앙부에는 Black이 나타난다. 석회석 광산으로 

한꺼번에 채광을 하면 무너질 위험이 있기 때문에 위치를 옮겨가며 채광 활동을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상원광산은 채광 활동을 하고 있는 지역에서 광학 영상을 통해 광산의 중앙에서

부터 서쪽으로 시계열적으로 이동하며 채굴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dumpsite 지역도 마찬가지로 RGB 영상과 광학 영상을 통해 옮겨가며 활동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은파광산은 채굴지역에서 쉐도우 현상으로 인해 변화가 거의 없어 활동성 분석이 

어려웠다. 채굴지역 주변으로 coherence 값이 약하게 변화가 나타나 분석해본 결과 

채굴에 필요한 건축물의 축조나 자재물 운반 및 도로 사용에 의해 변화가 나타난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푸순광산은 석탄 광산으로써 지표면이 단단한 암석이 아니기에 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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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 있을 때 확실한 coherence 영상을 얻기 힘들었다. 반면에 중장비를 보관하

는 장소와 동시에 지어진 건물로 인한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고 dumpsite와 사태로 

인한 활동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광산들은 직접 방문이 어려워 현장조사가 제한적인 지역을 탐사하였으

며 자료획득 및 처리 과정을 거치며 활동성을 분석했다. 그러나 제한된 광학 영상

과 coherence 영상만으로는 활동의 정확한 원인 파악이 어려웠다. 향후 이러한 한

계점을 극복하여 국내 광산에 적용하고 실제 광산의 활동성과 비교를 하는 연구가 

진행된다면, 광산의 대규모 채굴에 의한 산림, 수계 등의 파괴와 dumpsite에서 처

리하는 폐석에 의한 오염수 유출을 예방하고, 채광장에서는 이러한 자료를 활용하

여 광산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사면의 붕괴 등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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