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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2021년 석유, 천연가스, 석탄 등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이 상승

하면서 전 세계적인 에너지 대란이 발생했다. 원자재 대부분을 수

입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안정적인 자원 확보가 중요한 상

황이다. 지리적으로 가까운 북한 지역은 상대적으로 풍부한 자원

들이 부존해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자원교류 협력을 통해 안정적

인 자원 확보와 더불어 북한의 경제 및 산업 발전을 도모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북한의 경우 노후화된 인프라와 낮은 전력

공급률 등으로 인해 광산 개발 및 운영이 어려운 상황이며, 침수

피해로 인한 광산 시설 피해와 가동 중단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개발을 위해서는 자연재해에 대비한 안정적인 전력 공

급 대책과 효율적인 광물 운송 전략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GIS를 이용해 침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평가하

고 북한의 광산과 항만 간의 교통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침수 취

약성 분석에 앞서, 광산에서 가장 최소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

는 최적의 항만을 찾아 북한의 주요 항만 8곳의 항만을 중심으로

교통 연결성에 따라 권역을 분류하였다. 고도, 경사, 곡률, 수계로

부터의 거리 변수를 통해 침수에 대한 지형적 취약지수를, 강수량

과 태풍위험지수 변수로 기상적 취약지수를 산정하였다. 두 취약

지수를 중첩해 최종적인 침수취약지수를 산출한 후, 분위수 기법

으로 1~5 등급으로 분류하였다. 대부분의 권역에서 지형적 취약지

수는 불균일한 도수분포를 보여주었지만, 기상 요소를 더한 결과

침수 위험 등급이 가장 높은 격자 셀의 비율이 증가하여 등급별

도수분포의 표준편차가 최소 10~80%가 감소하였다. 2020년에 발생

한 태풍 전후의 합성개구레이더 영상을 통해 수해 지역을 추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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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침수 취약성 분석 결과와의 상관관계를 파악하였다. 침수 취약

성이 가장 높은 5등급의 침수 셀 비율을 해당 등급의 전체 셀 비

율로 나눈 값이 1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추정된 수해 지역과 침수

취약성 결과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최단 경로를 계산하는 ArcGIS

의 closest facility 기능을 이용해 주요 광산과 항만 간의 최적 경

로 분석을 수행한 후 침수 취약성 결과를 반영하였다. 각 권역의

대표 광산 다섯 곳을 선정하여 운반경로를 분석한 결과, 상농광산

기업연합소에서 단천항까지의 경로 중 침수 취약성이 5등급에 해

당하는 경로가 약 80% 이상으로 해당 경로에 대해 우선적인 침수

피해 예방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북한 지역의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해서는 이미 설치된 댐과

저수지를 양수 발전소로 전환하는 것이 효율적인 대안이 될 수 있

다. 따라서 연구 지역의 양수발전 잠재량을 평가하기 위해 공간

분석기법을 통해 양수발전 적합 지역을 선정하여 에너지 발전 잠

재량을 추정하였다. 가장 많은 에너지 저장용량을 가지는 적합 지

역은 23.613 GWh의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남북 자원교류 협력 시 광산 개발의 우선순

위를 선정하고 광물 운반 및 에너지 공급 계획 수립을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광산과 항만 간 인프라 및 경로에 대한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주요어 : GIS, 교통 연결성, 양수발전, 광물자원 교류, 원격탐사, 침수

취약성

학 번 : 2020-29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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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 배경

북한 지역의 최대 수출 품목은 광물성 생산품으로 2017년까지 전체 수

출의 50%를 차지한다. 2018년부터 UN 대북제재 영향으로 그 비중이 축

소되었음에도 약 20%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여전히 중요한 산업이다

(KOTRA, 2019). 북한은 풍부한 광물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지만, 1990년

대 ‘고난의 행군’ 시기부터 계속되는 자본 부족과 광산 및 전력 설비, 사

회기반시설 등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으로 매장량 대비 생산량은 매우

저조한 편이다. 광업 개발에 투입되는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고려했을

때 북한 지역의 독자적 힘으로는 광산의 가동이 불가능하므로 국제적인

교류와 협력이 필요하다. 이와 반대로 대한민국은 높은 수준의 기술력과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만, 광물자원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지속

적인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안정적인 자원의 확보가 중요한 대한민국의 관

점에서 지리적으로 가장 인접한 북한 지역과의 교류 및 협력을 통해 효

율적인 자원 확보가 가능하며, 북한 지역 역시 광산 개발로 인한 경제적

성장과 국가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남북 간의 자원교류 협력을 통해 양

국의 이해관계를 충족시키면서 더 나아가 평화와 통일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광산 운영의 경제적 측면에서 효율적인 운반 작업은 매우 중요하기 때

문에 광산 인근 지역의 교통 인프라의 여건과 연결성이 고려되어야 한다

(Park et al., 2013). 북한의 교통 인프라는 크게 도로, 철도, 항만이 있으

나 도로 포장률은 10% 미만이며 항만의 하역능력은 대한민국의 3.6%

규모이다(KDB Industrial Bank, 2020). 철도는 약 98%가 단선되어 있고

70% 이상이 일제 강점기에 건설되어 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지

만, 철도의 화물 수송 분담률이 90%를 차지하고 있어 북한 지역 내에서

주요한 교통수단이다. 광물의 매장량이 아무리 높더라도 광산으로의 접

근이 어렵다면 효율적인 개발이 어렵고 광업의 경쟁력이 약화할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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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근 지역의 교통망 분석이 요구되며 인프라의 개보수가 함께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한국 기후변화평가보고서에 따르면 1912~2017년 동안에 여름철 강수량

이 11.6 mm/year가 증가했고, 1990년 이후로 집중호우의 빈도와 강도

역시 증가하였으며 이는 태풍 활동의 증가와도 연관이 있다고 보고되었

다(KMA, 2020a). 2020년 여름에는 긴 장마와 함께 8월 초 발생했던 태

풍 하구핏을 시작으로, 태풍 바비, 마이삭, 하이선이 연속해서 한반도를

덮치면서 강풍과 집중호우에 의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가 발생하였다.

국내의 피해 규모로 짐작했을 때, 홍수방지시설, 배수 시설 등 인프라가

열악한 북한의 경우 더 큰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조선중앙

통신은 태풍 마이삭으로 함경도의 광산 지역에 피해가 크며, 검덕광업연

합기업소와 대흥청년영웅광산, 룡양광산, 백바위광산 등에서 도로와 철도

가 유실 및 파손되어 교통이 마비되었다고 밝혔다(Lee, 2020). 이 외에도

과거부터 집중호우나 태풍 발생으로 인한 도로와 철도의 파손 사실이 빈

번하게 보도되고 있다(Jeon, 2010; Chosunilbo, 2013; Choi, 2015; Lee,

2018). 북한 지역의 철도는 여객 운송보다 화물 운송의 역할을 주로 담

당하고 있어 이러한 피해는 광업이 국가의 주요한 산업인 북한에 있어

광물 생산에 큰 차질을 빚게 될 것이다.

북한 지역의 광산 운영 정상화와 남북 자원교류 협력을 위해서는 노후

화된 사회기반시설 현대화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북한의 열악한 전력

공급 현황은 북한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악순환을 일으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북한에 원활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한 대책이 다각도로 마련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전력 공급원의 약 절반이 수력발전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한 지역은 이용 가능한 수력 자원이 연간 약 1,000만

kW로 추정되며, 1 ㎢ 당 1)포장수력 32 kW로 세계 평균인 28 kW에 비

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수력발전에 좋은 입지 조건을 가진다(Choi et al.,

2020). 북한은 2000년 이후 지역별로 10여 개의 중대형 수력발전소를 새

로 건설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수력발전은 겨울철 동결로 인한 전력 수

급 불안정, 호우 시 자갈 및 토사 유실로 인한 댐의 저수 기능 저하, 발

전설비 및 구조물의 노후화 등의 문제가 있지만(KDB Industrial Bank,

1) 각 하천이 지닌 잠재적인 발전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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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북한의 극심한 전력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현재 개발된 수력발

전소를 중심으로 가동 능력을 최대화하고, 설비의 보수를 통해 에너지

공급을 증가시키는 것이 주요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다양한 국가에서 전

력 수요와 공급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 양수발전을

사용한다.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을 때 잉여 전력을 공급받아 하부

의 물을 양수(pumping)하여 저장하고, 전력 공급이 필요할 때 상부의 물

을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한다(KEEI, 2020). 양수 과정에서 전력

소비가 발생해 종합 효율이 70~85%로 낮은 편이지만, 기동 및 정지 시

간이 매우 짧아 대용량 발전소의 고장이나 전력계통의 갑작스러운 사고

등 전력계통의 변동성에 대응하기 용이한 자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북한의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을 위해 다음 세 가

지 목표를 가지고 GIS 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1) GIS 기반의 태풍위

험지수를 산정하여 북한 광산 인근 지역에 대한 침수 위험성을 분석한

후, 북한과 같이 정보 취득이 제한적인 지역에서 원격탐사기법을 통해

태풍으로 인한 실제 수해 발생 지역을 추정할 것이다. 2) 광물자원 교류

를 위해 해당 광산으로부터 항만 및 철도까지의 운송 경로에 대해 태풍

및 홍수 발생 시 실제적인 접근 가능성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것

이다. 3) 친환경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 기존에 설치된 댐에 대한 양수발

전 적합 지역을 선정한 후, 에너지 발전 잠재량을 산정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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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기존 연구 사례

Kim et al.(2020)은 북한 지역과의 광물자원 교류를 대비해 주요 광산

과 교통 인프라의 접근성을 분석하였다. 광물 운송을 위해 ArcGIS 소프

트웨어의 Network Analysis 기능을 활용하여 최적 경로를 파악하고, 광

산과의 연결성이 좋은 항만 및 철도를 분석함으로써 효율적인 운송 수단

을 제시하였다. 하지만 실제로 산악이 발달한 북한 지역 지형적 특성상

대부분 도로가 계곡과 하천을 따라 개발되었으며 도로 폭이 좁고 포장률

이 낮아 강우의 빈도나 강도가 증가할 시에는 침수로 인해 교통 인프라

까지의 접근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지형 및 기상 요소 등을 고려할 필

요가 있다.

홍수 및 침수로 인한 피해를 예측하고 대응을 마련하기 위해 침수 취약

성을 평가 및 예측하는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Kia et al.(2012)

은 침수 흔적도와 고도, 경사도, 지질도 등의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인공

신경망 모델을 훈련 시켜 침수 위험 지도를 생성하였다. 침수 취약성은

토지용도, 경사도, 고도 순으로 0.9 이상의 높은 설명력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Mojaddadi et al.(2017)은 13개의 침수 관련 인자를 기반으로

빈도비 분석과 서포트 벡터 머신(Support Vector Machine, SVM)을 결

합하여 침수 가능 지도(flood probability map)을 생성한 후, 일 평균 강

우량과 고해상도 위성영상, 토지 피복 자료를 통해 최종적으로 침수 위

험성 지도(flood risk map)을 생성하였다. SVM은 집단 사이의 마진을

최대화하는 결정 경계를 학습하여 침수 위험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이진

분류를 수행할 수 있다. Hoque et al.(2018)은 공간 분석 기법을 활용해

태풍의 속도, 태풍 경로와의 인접성 등을 반영하여 열대저기압(태풍, 허

리케인 등) 및 홍수 위험성을 평가하였으며, SPOT 5 고해상도 위성영상

을 가지고 변화 탐지 기법을 활용해 결과를 검증하였다. Tella et

al.(2020)은 침수 영향 인자의 가중치 정확도를 향상하기 위해 GIS와

fuzzy AHP을 결합한 모델을 통해 가중치를 계산하고, 중첩 분석을 수행

하여 결과적으로 AHP 모델보다 46% 향상된 정확도를 보여주었다.

국내에서의 침수 취약성 평가에 관한 연구로, Kang and Lee(2012)는

퍼지모형과 GIS를 활용하여 서울시를 대상으로 기후변화로 인한 홍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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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성을 평가하였다. 퍼지모형은 원소 x가 집합 X에 포함될 가능성에

대해 0에서 1까지의 실수로 나타냄으로써 인간의 판단 과정에서 발생하

는 불확실성을 고려할 수 있다. Park et al.(2016)은 빈도비 모델과 GIS

분석 기법을 활용하여 석회석 광산의 갱내 채굴 시 발생할 수 있는 피해

를 예방하기 위해 갱내의 침수 위험성을 평가 및 예측하였다. Lee et

al.(2017)은 침수흔적도와 공간자료를 기반으로 앙상블 머신러닝 기법인

Random Forest와 Boosted Tree 모델을 적용하여 서울시 지역에 대해

공간적 침수 취약성을 예측하였다. 이러한 앙상블 기법은 여러 개의 결

정 트리를 사용해 예측정확도를 높일 수 있으며, 과적합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Son et al.(2019)은 원격탐사 및 공간 자료를 활용하여 2016년

8월에 발생한 태풍 ‘라이언록’으로 피해가 발생했던 북한 두만강 유역에

대한 홍수의 특성을 분석하였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사용된 빈도비 분석

과 같은 공간 통계분석 및 머신러닝 기법들은 “침수흔적도”와 같은 침수

가 발생한 위치 정보와 침수 영향 인자들과의 연관성을 분석하여 침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평가하고 예측하였다.

침수 취약성의 영향 인자로 일부 연구에서는 강우량을 고려하였지만,

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태풍, 집중호우와 같은 기상 특성을 반영해 침수

취약성을 평가한 연구가 부족하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광산 개발을 위해

침수 취약성과 인근의 교통 인프라를 연계 분석함으로써 침수에 대비하

여 지속가능한 광산 개발 대책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더욱이 해수의

온도가 상승해 태풍의 빈도와 강도가 증가하고 북한 지역의 산림 황폐화

가 심각해지면서 피해가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광산과 인근

지역에 대해 지형적 요소와 기상적 요소를 반영한 수해로 인한 위험성을

분석 및 평가함으로써 안정적인 광산 개발과 운영을 가능하게 할 수 있

을 것이다.

최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전 세계적으로 RE100, Net-Zero 등을 이

행하려는 국가들이 많아지고 있어 양수발전이 친환경 에너지저장시스템

으로서 다시 주목받고 있다. 양수발전시스템에 대한 경제성과 지형적 적

합성을 파악하기 위해 GIS를 활용한 연구들이 수행되었다. Bayazit et

al.(2021)은 Prosuk 댐을 양수발전의 용도로 변환하기 위해 5km 내에 적

합한 저수지를 결정하고, 이론적인 에너지 잠재량을 계산하였다. 경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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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경사도, 지질과 도로 및 철도, 수계, 주거지로부터의 이격거리를 통해

적지를 산출하고 최종적으로 수두와 저수지의 최소 면적을 고려하였다.

Lee et al.(2020)은 GIS 중첩 분석기법을 통해 조류-양수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였다. 설치조건으로 조류 유속, 수심, 육상 고도, 경사도, 해안선과

의 이격거리를 고려하였으며, 에너지 부존량 및 저장 효율 인자에 따라

적지를 분석했다. Ghorbani et al.(2019)은 양수발전의 유형을 정의하고

이란 지역의 네 가지 유형에 대해 양수발전 잠재량을 산출했으며, 해수

를 이용한 양수발전 적합 지역 및 잠재량을 평가했다. 결과적으로 250개

지역으로부터 5,108 GWh에 달하는 기술적 잠재량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Rogeau et al.(2017)은 양수발전 잠재량을 파악하기 위해 이미 존재하는

저수지와 새로운 저수지의 개발 잠재성을 평가하여, 모든 저수지 간의

연결성을 분석하였다. 저수지 간 거리, 총 수두, 에너지, 부피 등을 고려

하였고 보호지역과 토지 용도에 따른 개발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마지막

으로 에너지 잠재량을 최대로 만들 수 있는 저수지 쌍을 제시했다. 위

참고문헌들에서는 대부분 Table 1-1에 언급된 유형의 양수발전 시스템

적지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참고문헌에서 분석한 양수발전시스템 유형과

에너지 저장용량 계산식, 발전기 효율을 Table 1-2에 정리하였다.

Type of PHES potential assessment approach

Type 1 Linking two existing reservoirs

Type 2
Linking one existing reservoir and one new reservoir

by detecting a suitable site
Type 3 The sea as the lower reservoir and a new reservoirs

Type 4
A large river providing sufficient inflow into the

PHES as the lower reservoir

Table 1-1. Type of pumped hydro energy storage(PHES) referenced by

Ghorbani et al.(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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ρ = density of water (㎏/㎥)

g = acceleration of gravity (9.81 m/s²)

h = net head (m)

V = the estimated volume of the reservoir (㎥)

Q = water flow rate (㎥/s)

η = generation efficiency

Type Reference
Equation for energy storage

capacity

Generation

efficiency

Type 2 Bayazit et al. (2021)   ×  ×  ×  ×  0.9

Type 3 Pradhan et al. (2021)  

×  ×  ×  × 
-

Type

1~4
Ghorbani et al. (2019)   ×  ×  ×  ×  0.9

Type1,

2
Rogeau et al. (2017)    ×  ×  ×  ×  0.7

Type 2 Soha et al. (2017)  

×  ×  ×  × 
0.85

Type 2
Fitzgerald et al.

(2012)
  ×  ×  ×  ×  0.9

Table 1-2. Previous studies about pumped hydro energy sto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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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 지역

제 1 절 광산 현황

북한 지역의 일부 광물들은 매장량이 세계 10위 권 이내에 포함되는데

대표적으로 마그네사이트 60억 톤, 연 470만 톤, 철 50억 톤, 금 2천 톤

등이 있다(Choi, et al. 2020). 대한민국과 미국의 지질조사국에서 파악한

북한 지역의 광물자원 매장량, 광산 가동 현황 등의 자료는 대부분 2000

년대 초반까지의 자료로 최신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지만, 산업의 발달

과 함께 전 세계적인 광물 수요량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북한 지역

의 지하자원의 가치는 상당히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 지역의 전체적인 지형적 특징으로 북동부 지역에 높고 험준한 산

악지대가 발달해 있어 지형이 높은 편이며, 남부와 서부로 갈수록 지형

이 낮아진다. 압록강과 대동강 주변으로 형성된 평야 지역에 인구 밀도

가 높은 편이만 함경북도의 혜산시, 청진시 등과 같은 몇몇 지역은 산악

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구가 거주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주로

광산업이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북한 인구의 상당수가 광

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과 국가의 경제 성장을 도모할 수 있

는 주요 산업으로써 북한에서 광산업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북한 지역에서 개발된 주요 비금속 광물로는 석탄, 흑연, 인회석, 마그

네사이트 등이 있으며 금속 광물은 금, 은, 구리, 철, 연-아연, 중석, 몰리

브덴 등이 있다. 이러한 광산은 지역별로 고르게 분포하는 편이나, 평안

남도와 함경북도 지역에 석탄광이 밀집해 있고 함경도 지역에 대흥광산,

룡양광산, 무산광산과 같이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광산들이 많이 밀집해

있다(Figure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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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Distribution of mines by region in North Korea (NKinfo, 2021)

비금속 광물 중 흑연은 평안도 및 함경도에 풍부하게 부존해 있다. 흑

연은 리튬이온전지 소재 중 하나인 음극재의 핵심 원료이며, 북한의 주

요 흑연 광산으로는 평안북도 개천광산, 평안북도 신창광산, 룡천광산,

박천광산과 함경남도 덕성광산, 업억광산 등이 있다(KORES, 2008). 대

한민국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인회석은 비료 원료로 많이 사용되

며, 의약품, 반도체, 세라믹, 섬유 등에도 사용되는 광물이다. 북한의 인

회석 품위는 낮은 편이나 국제적인 가격 상승으로 인해 개발 잠재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주요 광산으로는 함경남도 동암광산, 함경북도 김책광

산, 평안남도 영유광산, 평안북도 풍년광산 등이 있다. 농업, 화학, 건설

등 다양하게 사용되는 마그네사이트는 북한, 중국, 호주, 러시아 등에 주

로 분포해 있는데 그중 북한에 세계 매장량의 40~50%가 부존해 있다고

알려져 있다(KORES, 2008). 함경남도의 대흥광산, 룡양광산, 함경북도

쌍룡광산 등이 개발되었다.

금속 광물 중 주요 금광산은 북한의 여러 지역에서 개발되었으나 특히

평안북도 및 함경남도, 황해북도에 밀집해 있다. 평안북도의 운산광산이

위치한 운산군은 북한의 금 매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KORES,

2008). 이 외에 평안북도 대유동광산과 선천광산, 평안남도 성흥광산, 황

해북도 수안광산 등이 있다. 북한의 구리 광산 중 혜산청년광산은 아시

아 1위 광산으로 알려져 있으며, 침수로 인한 가동 중단 사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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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i et al., 2020). 구리는 태양광 및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전기

차 등에 다량 사용되어 수요가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북한의 구

리 광산의 가치가 높게 평가된다. 철강, 건설, 자동차 산업의 필수 자원

인 철광석 역시 북한의 주요 광물자원 중 하나이다. 북한의 주요 철광산

인 함경북도 무산광산의 철광석은 품위가 낮은 편이지만, 자력선광을 통

해 품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역시 주목받는다. 무산광산 외에

도 황해남도의 은률광산과 재령광산, 황해북도의 홀동광산 등이 있다.

제 2 절 사회기반시설 현황

위와 같이 풍부한 지하자원이 부존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 지역 사

회기반시설의 발전은 1970년대 이후로 둔화하였다. 1970년대에 비해

2018년의 철도·도로 연장은 각 1.31배, 항만하역능력 1.41배, 발전설비용

량 2.3배 증가에 불과하다(KDB Industrial Bank, 2020). 철도의 주요 노

선은 지하자원 개발 지역과 평양을 포함한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H자 구조로 구축되어 화물 수송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철도

와 도로 간 연결성에 대한 문제, 대부분이 단선으로 이루어진 철도 노선

의 비효율성 문제, 시설의 유지관리 및 노후화 문제 등으로 인해 철도

중심 물류체계는 북한의 산업 발전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Choi

et al., 2020). 북한의 도로망 역시 산악지형이라는 특성상 도로의 총연장

이 2019년 기준 대한민국 대비 23.5%이다(KDB Industrial Bank, 2020).

동서 간 관통 도로가 적고 낮은 도로 포장률, 구배 불량, 유류 부족과 같

은 문제로 도로의 수송 분담률 개선에 어려움이 따른다. 도로의 대부분

이 계곡이나 하천을 따라 건설되어 교량과 터널이 많으며, 교량과 터널

의 노후화도 심각하여 많은 안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원활한

광물 자원 수송 및 교류를 위해서는 도로 포장, 도로폭 확장, 자연재해에

대비한 도로 안전시설 확충 등을 통해 도로 수송 능력 개선이 요구된다.

북한의 발전설비용량은 2019년 수력 4,790 MW, 화력 3,360 MW,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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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0 MW로 이는 대한민국의 발전설비용량 125,338 MW의 6.5%에 불

과하며, 1990년대 이후 발전설비의 증설이 정체되고 있다(Figure

2-2)(KOSIS, 2020).

북한통계청에 의하면 2019년 북한의 발전 전력량은 수력 110억 kWh,

화력 128억 kWh, 총 238억 kWh로 매우 부진하다. 이는 발전 시설 및

송배전 설비의 노후화와 수력발전의 높은 의존도 등에 원인이 있다. 북

한의 지속적인 전력난은 광물 생산과 공장가동을 어렵게 하여 북한의 산

업 및 경제 발전에 악순환을 이끌고 있다. 주요 탄광과 광산이 전력 부

족으로 인해 갱도 내 모터 펌프 가동이 불가해 석탄 및 광물 생산에 지

장을 받는 실정이라고 보고되기도 하였다(KDB Industrial Bank, 2020).

따라서 남북 간 자원개발 협력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북한 지역의 열악한

사회기반시설의 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할 것이다.

Figure 2-2. Annual capacity of power plant (MW)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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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교통 연결망을 고려한 권역 분류

제 1 절 다익스트라 알고리즘

본 연구에서는 ArcGIS 10.7의 Location-allocation, Closest facility 도

구를 활용하여 교통 연결망을 고려한 권역 분류와 광산-항만 간 최적

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 두 기능은 최단 경로 탐색 기법 중 대표적

인 알고리즘인 다익스트라(Dijkstra) 알고리즘(Dijkstra, 1959)을 기반으

로 한다.

Figure 3-1의 예시를 보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 노드를 A라고

했을 때 노드 A에서 노드 A~F까지 모든 노드에 대한 최소 비용 배열

[0, 1, 5, 4, ∞, 2]를 생성하게 된다. 노드 A에서 노드 B까지 가장 적은

비용 1로 방문할 수 있다. 노드 C까지 직접 방문하는 경우 비용이 5이지

만, 노드 B를 거쳐서 가게 되면 비용이 2(=1+1)로 최소가 되어 노드 A

의 최소 비용 배열이 [0, 1, 2, 4, ∞, 2]로 갱신이 된다. 노드 A에서 노드

E로 직접 방문할 수 있는 링크는 존재하지 않아 최초값은 ∞로 할당되

지만, 노드 B 혹은 F를 거쳐 가면 3의 비용으로 방문할 수 있다. 최종적

으로 노드 A의 최소 비용 배열은 [0, 1, 2, 4, 3, 2]가 된다. 같은 방식으

로 나머지 노드에 대한 최소 비용 배열을 생성한다.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은 출발지와 목적지까지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는

경로를 선택하며, 하나의 특정 노드로부터 인접한 노드의 최단 경로들을

탐색해 가면서 모든 노드의 최단 경로를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현재까지도 이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다양한 최적 경로 계산에 관한 연구

가 이루어지고 있다.

Zhu and Sun(2021)은 도심지의 도로 교차로 특성 즉, 각 노드의 특성

을 고려하여 차량 내비게이션 경로 계획 문제를 해결하고, 최소 이동 시

간의 최적화를 위해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새로운 알고리즘을

제시하였다. Parungao et al.(2018)은 장애물이 있는 환경에서 무선통신

과 토폴로지맵과 함께 다익스트라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로봇



- 13 -

이동의 최적 경로 설계를 수행하였다. 또한, Zhang et al.(2016)은 도심지

에서 최소 유류 소비를 기반으로 하는 최적 경로 계획 알고리즘을 제시

하였다. 유류 소비를 비용으로 설정하여, 최소한으로 유류를 소비하는 경

로를 최적 경로라고 정의하였다.

제 2 절 Location-allocation 분석

남북 광물자원 협력을 위한 항만과의 교통 연결성을 고려하기 위해 네

트워크 분석을 통해 권역 분류를 수행하였다. 권역 분류는 ArcGIS 10.7

의 location-allocation 분석을 활용하였다. 해당 분석은 Figure 3-2와 같

이 철도 및 도로와 같은 네트워크망을 통해 특정 수요지점에서 가장 최

소의 비용으로 접근할 수 있는 시설을 찾아내는 기능이다. 시설은 재화

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점으로 학교, 병원, 도서관, 소방서 등이, 수요지

점은 이를 소비하는 지점이 된다. 본 연구에서 시설은 8개의 항만에, 수

요지점은 447개의 광산에 해당하며, 광산과 항만 자료는 Kim et al.(202

0)에서 구축한 자료를 활용하였다. 특정 항만이나 광산에 가중치를 부여

하거나 광종과 같은 광산의 특성에 따라 분류하여 항만을 할당할 수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권역 분류를 위해 광산들로부터 주요 항만에 대한

전체적인 접근성을 파악하고자 지리적인 위치만 고려하였다.

Figure 3-1. Example of a graph for Dijkstra algorith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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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지역의 항만은 대표적으로 동해안에 7개 항(나진, 선봉, 청진, 흥

남, 원산, 단천, 김책), 서해안에는 3개 항(남포, 해주, 송림)이 있다. 10개

의 항만을 대상으로 location-allocation 분석을 수행하게 되면, 남포항과

나진항에는 각각 하나의 광산만이 할당되는 결과를 얻게 된다. 이는 남

포항과 송림항, 나진항과 선봉항이 각각 서로 인접해 있어 해당 결과가

나온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8개의 항만을 선택하여

location-allocation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두 개의 항만을 제외할 때 현

실성을 반영하기 위해 실제 항만 인프라 상황을 고려하였다.

서해안에 위치해 중국 등과의 물자 교류에 유리한 남포항의 경우, 하

역능력이 1,351만 톤, 북한 항만 중 무역 비중이 약 29%에 달해 무역항

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항만이다(KDB Industrial Bank, 2020).

남포항이 위치한 평안남도 남포시는 철도와 도로 등의 교통 인프라가 잘

발달해 있으며 인근의 평양화력발전소와 남포화력발전소로부터 전력을

원활하게 공급받고 있다. 남포항에서 수로로 8km 떨어진 송림항은 남포

항보다 규모가 작지만, 남포항의 보조항이자 김책제철연합기업소와 황해

제철연합기업소의 철강 산업을 지원하는 항만으로서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다. 남포항과 송림항 모두 철도 및 도로와의 연결성이 좋은 편이므로

남포항과 송림항을 묶어 하나의 권역으로 설정하였다.

함경북도 나선특별시에 위치한 나진항은 하역능력이 연간 700만 톤으

로 철도, 도로가 잘 발달해 교통의 요충지이다. 나진항으로부터 북동쪽으

Figure 3-2. Example of location-allocation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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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약 37 km 떨어진 선봉항은 인근에 정유공장인 승리화학연합기업소가

있으며 원유 수입을 담당하고 있는 특수한 항만임을 고려하여 본 분석에

서는 선봉항을 제외하고 분석을 진행하였다.

최종적으로 나진, 청진, 단천, 김책, 흥남, 원산, 남포·송림, 해주 총 8

개의 항만을 대상으로 Location-Allocation 분석을 수행한 결과는 Figure

3-3, 각 항만에 할당된 광산의 개수는 Table 3-1과 같다. 결과를 통해

남포·송림항이 광산들과의 교통 연결성이 가장 좋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3-3. Result of location-allocation analysis

when the number of facilities is 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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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만으로 할당된 광산들에 대해 티센 다각형(Thiessen polygon)을

생성하였다(Figure 3-4). 티센 다각형은 보로노이 다각형으로 많이 알려

져 있으며, n개의 보로노이 다각형으로 이루어진 모자이크 형식의 공간

을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이라고 한다.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은 평면 위에

주어진 점을 하나씩만 포함하는 볼록 다각형으로 평면을 나누는 기법으

로, 주어진 점 {p1, p2, p3, ... ,pn}에서 각각의 원소 pi들을 유클리드 거리

에 따라서 평면을 다각형으로 분할한다(Yamada, 2016). 주어진 점들로

내각의 최솟값이 최대가 되게 하는 삼각형을 만드는 들로네 삼각망

(Delaunay triangulation)이 구해졌을 때, 이 삼각형들의 외접원 중심을

연결하면 보로노이 다이어그램을 구할 수 있다. 각 광산에 대해 보로노

이 다각형을 구한 후, 같은 항만으로 할당된 광산끼리 군집화하여 최종

적으로 Figure 3-5와 같이 광산과 항만의 교통 연결성을 고려한 권역을

설정하였다.

Facility
Number of

mines

Loading and unloading

capacity (10,000 ton)

Najin 22 700

Dancheon 19 -

Gimchaek 61 -

Heungnam 26 260

Cheongjin 34 1,100

Wonsan 65 170

Nampo·Songnim 180 1,500

Haeju 40 240

SUM 447 -

Table 3-1. Number of mines allocated for the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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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4. Voronoi diagram; (a) Voronoi diagram example (Richardson et

al., 2017), (b) Voronoi diagram of the mines in North Korea

Figure 3-5. Result of clustering considering

transportation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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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침수 취약성 분석

제 1 절 침수 유발 요인

일반적으로 자연재해 취약성 분석은 세 가지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해당 자연재해와 관련된 유발 요인을 분석하여 연구 지역이

자연재해에 대해 얼마나 취약한지를 평가하는 취약성(susceptibility) 분

석이다. 두 번째, 위험성(hazard) 분석은 취약성에 발생 가능성을 더한

개념으로 연구 지역에 자연재해가 얼마나 잘 일어날 수 있는지를 분석한

다. 마지막으로 피해(risk) 분석은 위험성 분석에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을 비용으로 산정하여 연구 지역에 대한 피해 규모까지 분석하는 단계

이다. 따라서 피해 분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 지역의 인구, 인프

라, 건물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하지만 연구 대상지가 북한 지역이라

는 특성상 다양하고 정밀한 자료를 취득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지형적 유발 요인과 태풍 및 집중호우와 관련된 기상 요인을 추가하여

침수 취약성 분석을 진행하였다. 국내외 침수 취약성 분석을 수행한 연

구자들은 다양한 유발 요인들을 사용하였으며, Table 4-1에 언급된 참고

문헌들은 최소 5개부터 10개 이상의 유발 요인을 사용하였다. 아래 Tabl

e 4-1은 각 요인에 대해 3편 이상의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요인들을 정

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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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opographic Wetness Index
2) Stream Power Index

DEM Slope Curvature Geology
Land

cover
Soil TWI1) SPI2)

Distance

from river
Rainfall Reference

√ √ √ √ √ √ - - √ - Kang and Lee.(2012)

√ √ - √ √ √ - - - √ Kia et al. (2012)

√ √ - - √ √ - - √ √
Ouma and

Tateishi(2014)
√ √ √ - √ √ √ - - - Sachdeva et al.(2017)

√ √ √ √ √ √ √ √ √ - Lee et al.(2017)

√ √ - √ √ - - - √ √ Kabenge et al.(2017)

√ √ √ - √ √ √ √ √ √ Park and Park(2018)

√ √ √ - √ - √ √ √ √ Khosravi et al.(2018)

√ √ - √ √ √ √ - √ √ Samanta et al.(2018)

√ √ - - √ - - - - √ Hoque et al.(2018)

√ √ - - - - - - √ √ Rahmati et al.(2019)

Table 4-1. Factors influencing to flood used in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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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형적 요인

Table 4-1에 언급된 연구들은 침수 유발인자로 지형 고도를 나타내는

Digital Elevation Model(DEM)과 DEM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경사도를

공통으로 사용하였다. 일반적으로 강우는 고도가 낮은 곳으로 흘러 모이

게 되므로 고도가 낮은 지역이 침수에 더 취약하다. 경사도는 물의 지표

면 유출량(surface runoff)을 결정하게 되는데, 경사가 가파를수록 지표

면으로 흐르는 물의 속도가 빨라져 유출량이 많아지게 된다. 반대로 경

사가 완만하면 땅으로 물이 침투하는 양이 많아지고 물이 모이게 되면서

상대적으로 침수에 취약해질 확률이 높아진다(Ouma and Tateishi et al.,

2014; Mojaddadi et al., 2017). 이러한 특성은 지질과 토양의 종류 및 심

도 등과도 관련이 깊지만, 북한 지역에 대한 해당 자료를 취득할 수 없

어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이 외에도 지형 인자를 기반으로 물의 흐름 및 침투의 경향성을 추정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가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중 과반수가 침

수 유발 요인으로 채택한 곡률과 지형습윤지수(Topographic Wetness

Index, TWI)를 사용하였다. 곡률은 지형의 오목하고 볼록한 정도에 따

라 물이 모이기 쉬운 지형을 파악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종 방향 기준

으로 지형이 오목할 경우 물이 모이기 쉬워 침수 가능성이 커진다. TWI

는 Eqn 4-1과 같이 사면의 유역 면적을 경사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Hojati et al., 2016). 사면 유역 면적 대비 경사가 작아지면 물이 모이기

쉬운 지형이며 이때 TWI의 값이 커지게 된다.

  ln tan


 Eqn 4-1

α는 집수 면적, β는 중심 셀의 경사각을 의미한다.

하천은 주로 물이 모이는 계곡에서 형성이 되며, 집중호우 시에 하천의

수위가 높아져 범람으로 인한 침수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는 점에서 중요

한 요인으로 고려된다. 따라서 하천과의 거리가 인접할수록 침수에 더

취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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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피복은 불투수층과 물의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다. 식생이

발달한 지형일수록 식생이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하여 침수 저감 요인이

될 수 있다. 반대로 도시가 발달할수록 집중호우 발생 시 콘크리트, 아스

팔트 등의 영향으로 물이 흙으로 침투되지 못해 지표 유출량이 더 많아

져 침수에 취약하게 된다. 북한처럼 자료 접근성에 한계가 있는 경우,

Landsat이나 Sentinel-2와 같은 광학위성영상을 통해 토지피복 별 분광

특성을 이용하여 비지도학습 혹은 지도학습 영상 분류를 수행하면 도심

지, 수계, 숲, 농경지, 나지 등으로 토지피복 분류가 가능하다. 하지만 정

확한 분류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당히 복잡한 전후처리 과정이 필요하

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인자를 제외하였다.

2. 기상적 요인

집중호우는 물의 유출량과 하천의 수위를 증가시켜 하천 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므로 침수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수량은 침수 분석에 있어

중요하다. 강수량은 누적, 일평균, 연평균, 시간당 최대, 일정량 이상의

빈도 수 등 다양한 기준의 자료가 사용되고 있으며, 연구 목적에 적합한

자료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집중호우는 국가마다 다양한 기준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1시간에 30mm 이상이나 하루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를

기준으로 집중호우를 정의한다(K-water, 2016). 북한의 강수량은 1시간

자료를 구하기 어려우므로 일간 강수량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우리나라

보다 배수 시설, 홍수 방지 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하므로 하루 6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를 기준으로 집중호우라고 정의하였다. 북한의 27개

지점에서 측정된 강수량 자료(KMA, 2020b)를 기반으로 지점별 2000

년~2020년 9월까지 하루 60mm 이상인 날의 수를 평균하여 집중호우 일

수 데이터를 구축하였다. Figure 4-1은 연도별 하루 60mm 이상인 날의

수의 합을 나타내는 그래프로, 2000년부터 2020년까지 20년간 완만하게

우상향한 추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구축된 27개의 지점 데이터에 대해

ArcGIS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실측점과의 거리가 가까울수록 높은 가

중치를 부여하여 보간하는 공간통계기법, Inverse Distance

Weight(IDW) 내삽법을 통해 Figure 4-2와 같이 연속형 공간 정보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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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였다.

Figure 4-1. Sum of the number of days when the

precipitation is over 60mm/day

Figure 4-2. IDW interpolation result of the number of

days of annual average precipitation over 60mm/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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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태풍위험지수 산정

태풍은 한반도에 주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연재해이다. 최근에는 해

수면 온도 상승으로 인해 태풍의 발생 빈도와 강도와 이로 인한 침수 피

해 역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상 요소로 강수량과 더불어 태

풍위험지수를 산정하여 그 영향까지 고려하였다. 태풍은 대부분 저위도

에서 발생해 고위도로 상승하므로 저위도 지역에서 태풍으로 인한 피해

가 큰 것은 당연하지만, 같은 지역 내에서도 태풍으로 인한 영향이 상당

히 다르다는 특성이 있다. 따라서 과거 발생 기록을 통해 공간적인 영향

범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태풍, 허리케인 등 열대저기압의 강도는 세계기상기구(World

Meteorological Organization, WMO), 미국 합동태풍경보센터(Joint

Typhoon Warning Center, JTWC)를 포함하여 각 국가의 기상 기관마

다 조금씩 다르게 측정 및 구분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1분간 평균 풍속,

기압, 파고에 따라 1~5등급으로 분류하는 사피어-심프슨 열대저기압 등

급(Saffir-Simpson Hurricane Scale, SSHS), 강풍반경 변수가 포함된

Hurricane Hazard Index(HHI) 등 다양한 지수들이 제안되었다(Kantha,

2006; Rezapour and Baldock, 2014). 국내 기상청은 강풍반경과 태풍의

이동속도 데이터를 발표하고 있는데, 10분간 평균 풍속이 17.2m/s 이상

일 때를 태풍으로 분류하여 풍속에 따라 태풍 강도를 구분하고 있다

(Table 4-2). 하지만 태풍의 위험성은 풍속뿐만 아니라 태풍의 크기와

이동속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즉, 태풍의 풍속이 세더라도 해당 지역

을 빠르게 지나가면 피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감소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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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기상청에서 제공하는 과거 태풍 이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강풍 반경(태풍 중심으로부터 15 m/s 이상의 바람이 부는 곳까지의 거

리)이 Figure 4-3처럼 공간적으로 북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태풍

을 선정한 후 태풍위험지수(Typhoon Hazard Index, THI)를 계산하였다.

2002년부터 2020년 9월까지의 태풍 데이터를 활용했는데(Table 4-3), 그

이전의 태풍 기록에는 위험지수를 계산하는 데 필요한 변수인 강풍반경

과 태풍의 이동속도가 기록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모든 변수가 기록

되어 있는 2002년 이후의 자료를 활용해 GIS 기반 공간 데이터로 구축

하였다.

Classification Max velocity (m/s) Max velocity (km/h)

- 17 62
Normal 25 90
Strong 33 119

Very strong 44 158
Super strong 54 194

Table 4-2. Classification of typhoon intensities in South Korea

(KMA, 2020c)

Figure 4-3. Recent typhoon route passing

through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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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상청에서는 태풍 경로에 대해 6시간마다 태풍의 중심 위치의 경위도

좌표와 좌표마다 중심기압, 최대풍속, 강풍반경, 진행 방향, 이동속도 등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각 좌표에서의 강풍반경만큼 버퍼(buffer)를

주어 태풍의 공간적인 영향 정도를 반영하였으며, 해당 영역에 대하여

태풍위험지수를 계산하였다(Figure 4-4).

Period Typhoon Max Velocity (m/s)
08/23/2002~09/01/2002 Rusa 41
09/06/2003~09/14/2003 Maemi 54
07/01/2006~07/10/2006 Ewiniar 51
08/29/2010~09/03/2010 Kompasu 40
06/22/2011~06/27/2011 Meari 36
07/28/2011~08/08/2011 Muifa 50
08/20/2012~08/29/2012 Bolaven 53
09/11/2012~09/18/2012 Sanba 56
08/16/2018~08/25/2018 Soulik 43
09/02/2019~09/08/2019 Lingling 47
08/22/2020~08/27/2020 Babi 45
08/28/2020~09/03/2020 Maysak 49
09/01/2020~09/08/2020 Haishen 55

Table 4-3. Typhoon data used for analysis (KMA, 2020d)

Figure 4-4. Example of Spatial Information of T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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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위험지수는 아래 Eqn 4-2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max
max  Eqn 4-2

R은 풍속이 15 m/s 이상인 태풍의 강풍반경을 의미하며, Vmax는 10분

간 평균 풍속의 최댓값, S는 태풍이 이동하는 평균 속도를 의미한다. R0,

S0는 각각 강풍반경과 평균 이동속도 기준값으로 96.65 km, 24.14 km/h

를 사용하였다(Kantha 2006; Rezapour and Baldock 2014). Vmax0은 국내

기상청에서 태풍으로 분류하는 기준값인 62 km/h를 사용하였다. 해당

수식 결과를 통해 태풍의 풍속과 더불어 강풍반경과 이동속도까지 포함

하여 특정 지역에 대한 태풍의 영향 정도를 정량적으로 짐작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 Figure 4-5와 같이 각 태풍의 THI를 중첩하여 북한 전체에

대한 THI 래스터 데이터를 생성하였다. 태풍은 해수면 온도가 26 ℃ 이

상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해 점차 북상하면서 세력이 점점 약화하므로 상

대적으로 저위도 지역인 황해도와 강원도의 태풍 위험도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4-5. Result of total THI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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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침수 취약성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침수 유발 요인 5개의 인자(고도, 경사도, 곡률, TWI, 수

계로부터의 거리)를 중첩 분석하여 침수 취약성을 산정하였다(Figure 4-

6). 1~5등급의 취약성 등급으로 분류하기 위해 고도, 경사도, TWI, 수계

로부터의 거리는 각각 5개의 구간, 곡률은 3개의 구간으로 분할 하였으

며, 등급별 격자셀 개수가 비슷하게 분할되도록 분위수(quantile) 기법을

이용했다.

국토지리정보원의 공개 DEM 자료로부터 경사도, 곡률, TWI 지형정보

를 생성하였다(Figure 4-7).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1:250,000)에서

수계자료를 추출하고 오픈스트리트맵(Open Street Map, OSM) 자료로

보완한 후, 수계 벡터 자료를 유클리드 거리 계산을 통해 래스터 자료로

변환하였다. 사용된 자료와 취득 기간, 자료 제공처를 Table 4-4에 나타

내었으며, 해당 자료들은 중첩 분석 시 해상도로 인한 오차를 줄이기 위

해 모두 공간해상도를 30 m로 가공하였다.

Figure 4-6. Methodology for flood susceptib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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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ure 4-7. Example of topographic factors; (a) elevation, (b) slope, (c)

curvature, (d) TWI

Data Period Source
Elevation

2014 NGII(2021)
Slope

Curvature
TWI

Distance from river 2020
NGII(2021),

OSM(2021)
Precipitation (annual

average of the number of

days over 60mm/day)

01/01/2000~09/30/2020 KMA(2021)

Typhoon Hazard Index 2002 ~ 2020 KMA(2021)

Table 4-4. Types of us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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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형적 취약 지수(Topographical Susceptibility Index, TSI)와 기상적

취약 지수(Meteorological Susceptibility Index, MSI)는 각각 Eqn 4-3,

Eqn 4-4로 나타낼 수 있다. MSI의 경우 지역에 의한 편차 즉, 픽셀별

편차가 매우 큰 값을 가지게 되므로 최소-최대 정규화(min-max

normalization) 기법을 이용해 [0-1] 값으로 정규화하였으며, Eqn 4-5와

같이 최종적인 침수취약지수(Flood Susceptibility Index, FSI)를 계산하

였다.

            Eqn 4-3
     Eqn 4-4

     Eqn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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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침수 취약성 분석 결과

권역별 침수취약성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가장 넓은 면적을 가

지는 남포·송림 권역에 대해 지형적 요인으로만 이루어진 침수 취약성

지도, 지형적 요인과 기상적 요인을 합하여 생성한 최종적인 침수 취약

성 지도는 각각 Figure 4-8(a), (b)와 같다. 분위수 기법으로 등급을 분

류하여 취약성이 가장 낮은 등급을 1등급, 가장 높은 등급을 5등급으로

나타내었다. 분위수 기법은 각 등급에서 격자셀이 유사한 개수로 분포하

도록 분류하는 방법이며, 등급별 객관적인 비교가 가능하도록 해 일반적

으로 자주 사용되는 분류 방법이다. 하지만 남포·송림 권역에 대한 TSI

는 도수 분포도가 고르게 분포하지 않아 5등급으로 분류되는 격자셀의

비율이 약 10%에 불과하고 표준편차는 5.9로 등급별 편차가 존재한다.

그에 반해 MSI를 합산한 결과 FSI를 보면, 가장 높은 위험도를 나타내

는 5등급 셀의 비율이 약 20%로 증가하였으며 표준편차는 1.2로 약

80%가 감소해 등급별 분포가 균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서

해안과 인접한 지역을 중심으로 대동강을 따라 그 인근 지역의 침수 위

험성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8. Comparison of TSI and FSI maps in Nampo area; (a) TSI

map (b) FSI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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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과 가장 인접한 해주 권역의 경우, FSI를 보면 가장 남쪽의

바다와 인접한 지역에서 침수에 가장 취약한 곳으로 파악된다(Figure

4-9). 해주 권역에서 TSI의 5등급 비율은 6.3%에 불과하지만, FSI의 경

우 18.3%로 증가하였으며, 표준편차는 7.0에서 1.2로 약 82% 감소하여

등급별 분포가 역시 균일해졌다. 나머지 권역에 대해서도 동일한 방식으

로 TSI 및 FSI 지도를 생성한 후 비교 분석하였다.

북한에서 가장 북쪽에 있는 나진 권역의 경우, TSI에서 침수 취약성이

가장 낮은 1등급의 비율이 27%였으나 FSI에서 16%로 감소하였다. 도수

분포의 표준편차는 6.8에서 5.6으로 약 18%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함경도 일대에 있는 김책 권역의 경우, 역시 해안가 근처의 침수 취약성

이 가장 낮으며, 침수 취약성이 가장 높은 5등급 비율이 낮았다(Figure

4-10). TSI보다 FSI에서 1등급과 2등급의 비율은 감소하고 3~5등급 비

율이 증가하였으나, 전체 등급별 도수분포의 표준편차는 각각 7.88과

7.08로, 약 10% 감소하였다. 김책 권역보다 조금 더 남쪽에 위치한 단천

권역의 경우, TSI 등급별 표준편차는 7.7, FSI의 표준편차는 5.0으로

35%가 감소하였다. 상대적으로 북동쪽에 위치한 나진, 김책, 단천 권역

은 서쪽에 위치한 남포·송림 및 해주 권역보다 기상 요인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분석된다.

Figure 4-9. Comparison of TSI and FSI maps in Haeju area; (a) TSI

map (b) FSI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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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남도 일대에 있는 흥남 권역 역시 해안가와 연결된 수계 인근에서

침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Figure 4-11). 해당 권역에서는

TSI가 2등급 셀이 약 26%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율을 나타내며, 표준

편차는 4.23이다. 하지만 기상 요소를 반영한 침수 취약 지수 FSI에서 2

등급 셀의 비율이 감소하고, 5등급 셀의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도수분포

의 표준편차가 약 61% 감소하여 1.65이다.

북한 강원도에 일대에 있는 원산 권역에서는 TSI와 FSI 모두 동해안

인근 지역에 침수 취약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FSI는

태풍의 영향이 반영되어 접경 지역에서도 침수 취약성이 높아진 것으로

Figure 4-10. Comparison of TSI and FSI maps in Kimcheck area; (a)

TSI map (b) FSI map

Figure 4-11. Comparison of TSI and FSI maps in Heungnam area;

(a) TSI map (b) FSI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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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된다(Figure 4-12). TSI에서 등급별 도수분포의 표준편차가 4.08이

었으나, FSI에서 등급별 편차가 1.8로 약 56% 감소하여 상대적으로 도

수분포가 균일해짐을 확인할 수 있다.

Figure 4-12. Comparison of TSI and FSI maps in Wonsan area; (a) TSI

map (b) FSI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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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한 침수지역 탐지

실제 북한에서 발생한 침수 피해와 본 연구 결과와의 비교 검증을 위

해 위성영상을 활용하여 침수지역을 추출하였다. 위성영상을 활용한 원

격탐사 기법은 북한과 같이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지역을 조사할 때 유

용하며, 일반적으로 고해상도 광학 영상과 다양한 영상처리 기법을 활용

하여 해당 지역의 원격탐사를 수행할 수 있다. 태풍 및 홍수로 인한 침

수 피해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태풍 및 집중호우 시기의 영상이 필요하지

만, 해당 시기의 광학 영상은 구름으로 인해 시각적인 분석이 어렵다. 따

라서 기상 영향을 받지 않고 자료 취득이 가능한 합성개구레이더

(Synthetic Aperture Radar, SAR) 영상을 활용하였다. SAR 영상 자료는

인공위성 자체에서 마이크로파를 방출하고 관측 대상의 표면에서 반사되

어 되돌아오는 후방산란(backscattering) 값에 의해 생성되는데, 수표면

처럼 표면이 부드러울수록 후방산란이 적어 어둡게 나타난다는 특성을

이용해 침수 지역을 추정할 수 있다. 2020년 8월 27일 북한 황해도에 착

륙한 태풍 바비로 인한 수문 변화를 파악하고자 8월 27일 전후의

Sentinel-1B Level-1 GRD 영상을 사용하였다(ESA, 2021a).

1. Sentinel-1

Sentinel-1은 2014년에 발사된 Sentinel-1A와 2016년에 발사된

Sentinel-1B로 이루어져 있으며, C밴드 (5.405 GHz) SAR가 탑재되어 있

다(ESA, 2021b). Senitnel-1은 송수신 마이크로파의 편파 특성에 따라

VV, VH, HH, HV의 4가지 편파 영상이 제공된다. VV는 vertical

transmit- vertical receive로 송신 신호 및 수신 신호 모두 수직편파임을

의미한다. HV의 경우, horizontal transmit-vertical receive로 수평 편파

를 송신하고 수직편파를 수신하며 VH(vertical transmit-horizontal

receive)는 반대로 수직편파를 송신하고 수평편파를 수신한다. 위 네 가

지 편파 특성을 조합하여 관측 대상의 산란파에 의한 편파 상태를 완전

히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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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득 모드는 stripmap(SM), interferometric wide swath(IW), extra

wide swath(EW), wave(WV)가 있다. 일반적으로 극지가 아닌 육지를

대상으로 고해상도 영상이 필요할 때 IW 모드의 영상을 이용한다. IW

모드는 250km의 관측폭으로 range 방향의 공간해상도는 20m, azimuth

방향의 공간해상도는 22m이다. Level-1 GRD(ground range detected)

데이터는 멀티룩 처리를 통해 스펙클(speckle)을 경감시키고 WGS84 기

준타원체를 적용한다. Sentinel-1의 시간 해상도는 12일이고, 일부 지역

에서는 6일 간격의 영상을 취득할 수 있다.

2. 영상의 전처리

SNAP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Figure 4-13과 같이 전처리를 수행한

후 침수 지역의 변화를 탐지하였다. SAR 영상은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각각의 산란체로부터 신호가 되돌아오는 과정에서 스펙클이 생기게 되며

이미지의 강도(intensity)가 불규칙해져 이를 경감시키기 위한 영상의 전

처리가 매우 중요하다.

먼저 아날로그 신호에서 디지털 신호로 변화는 과정에 발생하는 노이즈

인 열잡음(thermal noise)에 의해 품질이 저하되는데, SNAP에서 제공하

는 열잡음 제거 기능을 통해 텍스처의 잡음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Figure 4-13. Flood area estimation method using SAR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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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ibration을 통해 방사 보정을 거쳐 각 픽셀의 강도로부터 후방산란계

수를 산출한다. Speckle filtering은 스펙클을 감소시키기 위한 공간 필터

링 과정으로 다양한 필터링 기법 중 대표적인 Lee 필터(7x7)를 적용하였

다. 마지막으로 Range-Doppler 지형 보정 과정을 통해 각 픽셀의 위치

에 대해 지형으로 인한 기하학적 왜곡을 보정한다. SAR 영상이 가지고

있는 메타 정보를 통해 UTM 좌표계로 투영할 수 있다.

전처리 전 영상(Figure 4-14(a))보다 전처리 후 영상에서(Figure

4-14(b)) 잡음과 스펙클이 감소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SANP 소프트

웨어의 통계 분석 기능을 이용해 전처리가 완료된 영상에서 수계지역의

반사 신호에 대한 히스토그램을 확인하고, 적절한 임계값을 설정할 수

있다. 태풍 발생 전 영상에 대해 수계지역 픽셀을 샘플링하여 확인한 이

미지 강도(intensity) 히스토그램은 Figure 4-15(a)와 같다. 이미지 강도

의 최솟값은 0.0016, 최댓값은 0.31, 평균값은 0.0084이며 임계값은 약

0.03이다(Figure 4-15(b)). 임계값 보다 작은 이미지 강도를 가지는 영역

이 수계지역으로, 이를 기준으로 영상을 이진화함으로써 Figure 4-16처

럼 수계지역을 추출하였다.

(a) (b)

Figure 4-14. Comparison of image before and after

pre-processing; (a) Before pre-processing, (b) After

pre-process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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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수계 변화 탐지 결과

생성된 침수 취약성 지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원격탐사 기법을

활용하여 침수 흔적을 확인하였다. 남포·송림 권역의 Sentinel-1 영상에

서는 0.02~0.03의 임계값으로 수표면 영역을 추출하였으며, Figure 4-17

과 같이 2020년 7월 13일과 8월 30일의 수표면에 대한 변화를 탐지하였

다. 7월 13일에 촬영된 영상에 비해 30일 촬영된 영상에서 수표면의 범

위가 확장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추출된 침수 추정 영역은 Figure 4-18과

Figure 4-16. Comparison of water mask between before and

after typhoon

(a) (b)

Figure 4-15. (a) Histogram of number of pixels, (b) Value

threshold on water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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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으며, 기존 수계지역 인근으로 침수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Table 4-5과 4-6은 각각 남포권역과 해주 권역의 FSI의 각 등급에 대

해 침수된 셀의 비율을 나타낸 것이다. (A)는 전체 등급에서 해당 등급

이 차지하는 셀의 비율을 의미하며, (B)는 전체 침수된 셀에서 해당 등

급에서 침수된 셀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한다. 따라서 전체 셀에 대한

침수된 셀의 비율값(B/A)이 1 이상이면, 양의 상관관계를 갖는다는 의미

로 해석할 수 있다. 남포 권역과 해주 권역 모두 5등급에 해당하는 값이

1 이상으로 해당 위험성 등급과 침수된 영역의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분

석된다.

Figure 4-18. Extraction result of flooded area

Figure 4-17. Change detection of water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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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탐사 자료를 통해 추출한 침수 영역 역시 정확성이 검증된 자료가

아닌 추정값이라는 한계가 있지만, 재해 발생으로 인한 접근이 불가능한

지역이거나 혹은 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 방문과 자료의 취득이 어려운

경우에 빠르게 피해 현황을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무료로 오픈되어있는 Sentinel-1 자료를 사용했지만 추후

더 높은 해상도의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면 보다 정확한 침수 영역 추정

이 가능할 것이다.

Class
Number

of cells

Ratio of the

number of

cells (A)

Number of

flooded cells

Ratio of the

number of

flooded cells (B)

B/A

1 8944794 0.192 20513 0.072 0.38
2 10373378 0.222 27001 0.095 0.43
3 9456332 0.203 33156 0.116 0.57
4 8777165 0.188 61473 0.216 1.15
5 9109942 0.195 142852 0.501 2.57
Sum 46661611 1 284995 1 5.09

Table 4-5. Ratio of grid cells of floods in each class considering FSI

in Nampo

Class
Number

of cells

Ratio of the

number of

cells (A)

Number of

flooded cells

Ratio of the

number of

flooded cells (B)

B/A

1 2494741 0.206 6768 0.094 0.45
2 2629151 0.217 5493 0.078 0.36
3 2429265 0.201 8170 0.123 0.61
4 2342099 0.193 13365 0.188 0.97
5 2214216 0.183 37395 0.517 2.83
Sum 12109472 1 71191 1 5.23

Table 4-6. Ratio of grid cells of floods in each class considering FSI

in Hea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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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광산-항만 간 최적 경로 분석

제 1절 최적 경로 분석 방법

본 연구에서는 ArcGIS 10.7의 Closest Facility 기능을 활용해 광산과

항만 간의 최적 경로를 분석하였다. Location-Allocation 분석과 마찬가

지로 네트워크망을 통해 시설과 수요지점 간 비용의 합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경로를 찾아낸 후, 각각의 최적 경로에 대한 비용을 산출하고 시각

화 할 수 있다. 네트워크망 데이터는 국토지리정보원의 수치지형도 자료

에서 도로와 철도 레이어를 추출하여 구축하였다.

최적 경로 분석에서 중요한 요소인 비용은 시간, 거리, 경관 요소 등 목

적에 따라서 적절하게 설정할 수 있다. 어떤 광산에서 항만까지 고속도

로 경로의 거리가 5 km이고 이동 시간이 1시간인 경우와 철도 경로의

거리가 10 km이고 이동 시간이 30분인 경우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거

리상 비용은 철도를 이용한 경로에서 더 높지만, 시간상 비용은 고속도

로를 이용한 경로에서 더 높아지게 된다. 비용 한계를 설정하여 한계점

이상의 거리 혹은 시간이 되면 분석에서 제외할 수 있고, 경로마다 최대

운행 가능 속도, 지형 경사, 인프라 상태, 운송 품목 등에 따라 비용을

산정할 수 있다. 화물 운송 시 발생하는 주요 비용 항목으로 크게 인적

비용, 차량 유지 비용(주 연료비, 수리비, 소모품비), 고정‧유지비용(차량

의 감각상각비), 물류시설 관련 비용(상하역비, 시설 이용비) 등이 있다

(Hong and Park, 2012). 이러한 비용 항목은 운송 수단, 환적 여부 등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자료 취득이 어려우므로 본 연

구에서는 거리만을 비용으로 산정하였다.

철도와 화물차량의 운송 수단 선택에 있어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운송

비용, 출하 크기, 출하 규칙성, 유연성, 안전, 신뢰성, 운영체계, 속도 등

이 있다(Kim et al., 2008). 운반 대상인 광물은 부피가 크고, 물동량이

많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철도 운송이 더 적합하다(KEEI, 2014). 광산

인근과 연결된 철도역이 부재한 경우가 많으므로, 철도와 화물차 2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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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수단으로 운송되는 복합운송체계를 고려하였다. 북한 지역의 철도

인프라 역시 노후화가 심각하다고 알려졌지만 도로 포장률이 낮고 대부

분의 화물 운송이 철도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도로에

두 배 높은 비용을 설정하였다. 이렇게 비용을 산정함으로써 같은 조건

에서 철도를 이용하는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광산에서 항만

까지 도로 거리가 10 km, 철도 거리가 15 km 일 때, 거리상 도로가 더

가까워 도로를 이용한 경로가 선택되지만, 도로에 비용을 두 배 부과하

면 도로의 비용이 20이 되고, 철도의 비용은 그대로 15이다(Figure 5-1).

최종적으로 더 적은 비용이 소모되는 철도를 이용한 경로가 선택된다.

본 연구에서는 철도와 도로 간 환승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나, 철도역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여 광산물을 도로에서 철도로 옮기는 정확한 환적 지

점 및 환적 비용 등은 고려하지 못하였다.

Figure 5-1. Example of closest facility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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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침수 취약성을 반영한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는 북한 지역 광산 중 각 권역의 대표 광산을 선정하여 침

수 위험성을 고려한 광산-항만 간 최적 경로 분석 결과를 가시화하였다.

해주 권역의 황해북도 은파군 광명로동자구에 위치한 은파광산은 가채매

장량이 금속 기준 연 22.6만 톤, 아연 46.8만 톤으로 알려진 1급 연·아연

광산이다(KORES, 2008). 해발 90~120 m에 위치하고, 연평균강수량이 1,

000mm로 1995년, 2004년, 2007년에 침수가 발생한 기록이 있다(KORES,

2008; Moon, 2007). 은파광산에서 해주항까지 최적경로 및 침수 취약성

은 Figure 5-2와 같다. 은파광산에서 해주항까지 약 20 km는 도로로, 4

8.4 km는 철도를 사용하여 총 68.4 km를 이동하는 경로가 산출되었다.

실제로 은파광산에서 해주항까지 76 km가 연결되어 있으며, 도로는 86

km가 연결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KORES, 2008). 이 경로에서는 침수

취약성이 가장 높은 5등급에 해당하는 경로가 약 33%, 4등급은 약 38%

로 총 71%가 침수 취약성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Figure 5-2. Closest route between Eunpa mine and port of Ha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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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파광산은 북한에서 검덕광산 다음으로 큰 연·아연 광산인 만큼 집중

호우나 태풍으로 인해 교통인프라에 피해를 보게 된다면 광물 운반에 차

질을 빚어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므로 해당 경로에 대해 배수 시설 및 홍

수 방지 시설 등의 인프라 개보수를 우선으로 시행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원산 권역의 황해북도 신평군 만년로동자구에 위치한 만년광

산의 최적경로 분석을 수행하였다(Figure 5-3). 만년광산은 북한 최대의

중석 광산으로 매장량 2,000만 톤(WO3 0.8%)인 1급 광산이다. 해발 30

0~900 m에 위치하며 연평균강수량은 1,674 mm 이다(KORES, 2008). 만

년광산에서 원산항까지 총 65.4 km 거리이며, 신평군은 철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 도로를 이용해야 하므로, 도로를 이용한 비용이 더 증가할 것

으로 예상된다. KORES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만년광산에서 원산항

까지 평양-원산 고속도로 80 km가 연결되어 있다. 이 경로에서는 침수

취약성 5등급이 약 30%, 4등급은 약 23%로 총 53% 정도의 도로가 침수

에 취약할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만년광산 인근 지역에 철도를 개설

하게 된다면, 원산항 인근 원산시에서 침수 위험성이 높으므로 해당 지

역에 침수 방지를 위한 교통 인프라 개발 계획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단천 권역의 함경남도 허천군 상농로동자구에 위치한 상농광산연합기업

Figure 5-3. Closest route between Mannyeon mine and port of Won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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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금 200 톤, 구리 50만 톤의 매장량을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붕소, 철 등 다양한 광물도 부존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KORES, 200

8). 최적 경로 분석 결과에 따르면 광산에서 단천항까지 도로로 약 14.5

km, 철도로 약 14 km를 사용해 총 28.5 km 거리이다(Figure 5-4). 실제

로는 상농광산에서 단천항까지 철도로 41 km, 도로로 45 km가 연결되

어 있다(KORES, 2008). 상농광산연합기업소는 여러 조직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출발 위치 설정에 따르는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또한 본

연구에서는 도로와 철도와의 환승 지점을 고려하지 않았다. 상농광산에

서 단천항까지 경로 중 약 81%가 침수 취약성이 5등급에 해당해 태풍이

나 홍수 발생 시 교통 인프라에 대한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천항이 위치한 단천시에서는 2020년에도 태풍으로 인해 강과 하천이

범람해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Kwon, 2021).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예

방하기 위해 단천 권역 내 해안가와 인접한 대중교통 인프라를 정비하

고, 침수 방지 시설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

청진 권역의 함경북도 무산군 창열로동자구에 위치한 무산광산연합기업

소는 종업원이 3만 7천여 명에 달하는 1급 연합 기업소이다(KORES, 20

08). 북한에서 가장 큰 규모의 철광상 부존 지역으로 가채매장량이 13억

톤 (Fe 24%)이다. 무산광산은 해발 500~1,500 m 고산지대에 위치하며,

Figure 5-4. Closest route between Sangnong mine and port of Danche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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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평균강수량이 529 mm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수량이 적

은 편이다. 하지만, 지난 2020년 태풍 마이삭으로 인해 무산광산 인근 철

도와 도로가 침수 및 파손되었으며 산사태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

도된 바 있다(Shin, 2020). 최적 경로 분석 결과, 무산광산에서 청진항까

지 총 96km 철도 노선을 통해 이동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Figure 5-5).

실제로 무산광산에서 청진항까지 철도로 150 km, 도로는 170 km가 연

결되어 있는데(KORES, 2008), 해당 지역이 고산지대라는 지형적 특성상

실제 교통 인프라는 경사와 굴곡이 심할 것으로 예상한다. 침수에 취약

한 5등급 경로는 총 경로의 약 56%로, 해당 경로에 대한 철도의 개보수

가 필요하다.

Figure 5-5. Closest route between Musan mine and port of Cheongjin

남포 권역의 평안북도 구장군 룡등로동자구에 위치한 구장지구탄광연합

기업소 룡등탄광에 대해 최적경로를 분석하였다(Figure 5-6). 룡등탄광

은 무연탄을 생산하는 1급 탄광이며 매장량이 1억 5000만 톤으로 예상된

다. 해발 400~800 m에 위치하며 연평균강수량은 1,300 mm이다(KORES,

2008). 룡등탄광과 송림항까지 철도를 이용해 약 189 km의 경로를 이동

하는 결과를 얻었다. 실제 철도는 구장군에서 남포항까지 170 km가 연

결되어 있으며 도로는 룡등탄광에서 남포항까지 고속도로로 180 km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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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되어 있다. 탄광은 항만으로부터 비교적 멀리 있음에도 남포항 혹은

송림항까지 교통 연결성이 양호한 편이다. 경로를 보면, 구장군에서 송림

항까지 개천, 순천, 평양 지역을 통과하게 되는데, 해당 경로의 침수 취

약성은 상당히 높은 편으로 분석된다. 룡등탄광은 2007년부터 컨베이어,

광차 등 설비를 보수하고 생산 역량을 강화한 탄광으로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예방하기 위해 운송 경로에 대한 수해 방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

가 있다.

Figure 5-6. Closest route between Ryondeung coal mine and port of

Songn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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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양수발전 적지 선정 및 잠재량 평가

제 1절 양수발전 개요

양수발전은 전력 수요가 적은 야간이나 전력이 풍부할 때 비교적 저렴

한 전력을 이용해 하부의 물을 양수하여 저수지에 저장했다가 전력 수요

가 증가할 때 하부로 낙하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의 한 종류이다

(Figure 6-1). 양수발전 설치 용량은 2019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약 158

GW라고 추정된다(IHA, 2020). 중국 30 GW, 일본 27.6 GW, 미국 23 G

W, 유럽의 25개국에서 총 54.9 GW 양수발전이 운영되고 있다(KEEI, 20

20). 대한민국에서는 청평, 무주, 양양, 청송 양수 발전소를 포함해 7곳에

16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총 4,700 MW 용량이다(KHNP, 2021). 한국과

같이 유량이 풍부하지 못한 지역에서는 상부 저수지와 하부저수지를 연

결하여 양수발전을 사용한다. 양수발전은 초기 투자 비용이 높은 편이지

만, 전 세계적으로 풍력, 태양광과 같은 재생에너지 증가함에 따라 생기

는 계통 불안정성을 완화하는 목적으로 설치 용량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

세이다(Figure 6-2).

Figure 6-1. Principle of pumped hydro energy storage system(P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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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Distribution of pumped hydro energy storage

worldwide(IHA, 2021)

북한의 지형적 특성으로 수력발전은 대한민국보다 높은 잠재량을 가진

다. 북한의 대표적인 수력발전으로 80만 kW 설비 용량을 가지는 수풍발

전소와 서두수, 태천, 운봉, 위원, 장진강, 허천강 등이 있다. 북한 지역은

대규모 수력발전소에 유리한 입지에 대부분 건설이 완료되었다고 추정한

다(Choi et al., 2020).

에너지 저장 목적으로 사용되는 양수발전은 수두 차가 100 m 이상으로

수두 차가 10 m 이내인 소수력 발전보다 발전량 확보에 유리하며, 자연

환경 훼손 규모도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KEI, 2006). 그러므로 건설 비

용을 최소화하고 환경 영향을 줄이기 위해 이미 설치된 시설의 개보수

및 현대화를 통해 양수발전 용도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하다. 본 연구에

서는 북한에 이미 설치된 댐을 중심으로 인근의 양수발전에 유리한 댐

혹은 저수지를 찾아 잠재량을 계산하였다. 글로벌 수자원 정보제공 시스

템에 따르면, 북한의 총 70개의 댐 중 수력발전용이 44개, 농업용이 54

개, 물 공급용이 12개 등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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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GIS 기반 분석 방법

북한 지역의 댐을 중심으로 10 km 이내에 존재하면서 면적이 50,000

㎡ 이상인 저수지를 찾고, 총 수두의 차이, 상부 저수지의 면적으로부터

에너지 저장용량을 추정하였다. 댐 위치 자료는 미국항공우주국(NASA)

의 Socioeconomic Data and Applications Center(SEDAC), 저수지는 오

픈스트리트맵과 국토지리정보원의 자료를 사용하였다. 북한에 건설된 댐

들은 약 70개로 알려졌지만, SEDAC에서 취득할 수 있는 위치는 32개였

다(Figure 6-3).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32개의 댐에 대해 분석을 진행했

다.

분석 방법은 Figure 6-4와 같다. 북한 지역에 설치된 댐이 설치된 저수

지로부터 10 km 이내에 존재하는 저수지들을 추출했다. 제 1 장에서 언

급한 참고문헌들에서는 양수발전을 위한 두 저수지 간 거리를 5~20 km

이내로 선정하였다. 두 저수지 간 거리가 멀수록 비용이 증가하므로 거

리를 최소화하는 것이 발전에 유리하지만, 5 km 반경 내에서는 분석 가

능한 저수지가 부족하였기 때문에 10 km로 설정하였다. 충분한 에너지

저장용량을 가지는 저수지를 선정하기 위해 면적이 50,000 ㎡ 이상인 저

수지를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에너지 저장용량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저

수지의 체적 정보가 필요하며, 상부 저수지의 체적이 클수록 에너지 저

Figure 6-3. Location of dams in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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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량이 크다. 북한 저수지의 체적에 대한 정보를 취득할 수 없어 Arc

GIS에서 제공하는 기능을 이용해 체적을 추정하였다. 저수지 벡터 데이

터와 Triangulated Irregular Network(TIN)를 이용해 각 저수지에 대한

체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론적인 최대 에너지 저장용량은 Eqn 6-1과 같이 계산하였다(Soha,

2017).

    

×××× Eqn 6-1

ρ는 물의 밀도로 1,000 ㎏/㎥, g는 중력가속도로 9.81 ㎨, h는 낙차(m),

V는 상부 저수지의 부피(㎥), τ는 발전기의 효율(%)을 의미한다. 낙차 h

의 경우 손실 낙차를 제외한 유효낙차로 계산해야 한다. 손실 낙차는 관

로 및 관벽과의 마찰에 의해 생기는 에너지 손실을 의미한다. 계획단계

에서 유효낙차는 총 낙차의 91~93%를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Kwo

n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최솟값인 91%를 적용하였다. 발전기의 효

율은 일반적으로 80~90%를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최솟값인 80%를 적

용했다.

Figure 6-4. Pumped hydro energy storage capacity

estimation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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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에너지 저장 잠재량 추정 결과

댐이 설치된 각 저수지의 10 km 반경에 포함되면서 저수지 면적이 5

0,000 ㎡ 이상인 저수지를 추출한 결과는 Figure 6-5와 같다. 댐이 설치

된 저수지를 제외하고 총 144개의 저수지가 추출되었다. 32개의 댐이 설

치된 저수지에 Dam ID를 144개의 저수지에 Reservoir ID를 부여하였다

(Table 6-1). 댐이 설치된 저수지로부터 10 km 반경 내에 존재하는 저

수지들과의 낙차를 계산한 후 최종적인 에너지 저장용량을 산출하였다.

Figure 6-6과 Table 6-1은 연결된 저수지 쌍 중 수두 차가 100 m 이상

인 저수지들만 선택해 나타낸 것이다. 일반적으로 양수발전은 수두 차가

100 m 이상일 때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기 때문에 Table 6-1에

나타낸 연결 쌍에 우선순위를 두고 개발함으로써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

을 것이다.

Figure 6-5. Reservoirs located within 10 km of the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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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M

ID
Area(㎡)

Minimum

elevation

(m)

Reservoir

ID

Distance

(m)

Area of

reservoir

(㎡)

Minimum

elevation of

reservoir

(m)

Volume of

upper

reservoir

(㎥)

Net head

(m)

Energy storage

capacity (GWh)

7 2868227 60.17 16 9943.06 89116.18 228.93 19794141.77 153.57 6.627

7 2868227 60.17 17 8944.88 97017.4 227.54 21424082.05 152.31 7.114

7 2868227 60.17 15 7320 382356.25 215.14 76808586.55 141.02 23.613

9 1476123 157.48 109 5074.72 129123.67 294.62 28832490.84 124.8 7.844

14 1893380 57.37 114 3388.75 69979.84 418.79 28493169.72 328.89 20.429

18 2160728 108.88 123 7785.56 62601.96 269 16505392.67 145.71 5.243

26 14700432 80.81 30 9843.61 100075 199.74 19745961.88 108.23 4.659

29 5914832 96.44 148 9783.77 88274.87 202.45 12378243.66 96.47 2.603

30 961155 324.91 66 8228.08 287493.33 450.47 71515220.42 114.26 17.813

Table 6-1. Energy storage capacity of pumped hydro energy storage system(P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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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평안북도에 네 쌍의 저수지가 선정되어 가장 많은 잠재량을

가지는 것으로 평가되며, 강원도에 2쌍, 평안남도, 황해남도, 황해북도에

각각 한 쌍의 저수지가 선정되었다(Figure 6-6).

Figure 6-7은 댐 ID가 7번인 매봉저수지 댐과 연결되어 양수 발전이

가능한 저수지의 위치를 보여준다. 평안북도 매봉저수지 인근에는 농지

와 주거지가 발달 되었으며 남동쪽으로 약 8 km 떨어진 위치에는 선천

광산이 위치한다. 해당 지역의 연평균강수량은 1,192 mm 이며 금속기준

금 21 톤, 은 648 톤이 매장되어 있는 2급 광산이다(KORES, 2008). 선

천광산이 위치한 선천군은 평의선 철도 노선과 1급 도로가 설치되어 있

어 교통 연결성이 좋아 광산 개발이 용이할 것으로 보인다. 선천광산은

태천발전소와 수풍발전소로부터 전력을 공급받고 있지만, 갑작스러운 고

장이나 전력 부족을 대비해 매봉저수지 댐을 중심으로 양수발전을 고려

할 수 있다. 매봉저수지 댐과 저수지 ID 15의 연결을 통해 양수 발전 시

스템을 구축한다면 약 23 GWh의 에너지 저장 잠재량을 가질 것으로 추

정된다. KEEI(2014)에 의하면 철광산 광산에서 1 톤의 철광석을 생산하

는데 필요한 전력량은 13 kWh 이므로 23 GWh는 약 176만 톤의 철광석

Figure 6-6. Selected locations for pumped hydro energy

storage system (PHES)



- 54 -

을 생산할 수 있는 양이다.

Figure 6-7. Reservoirs that can be connected to Maebong reservoir dam

댐 ID 14번 차모저수지 댐은 평안남도 평송군에 위치하며 저수지 ID 1

14번과 연결되면 약 20 GWh의 에너지 저장 잠재량을 가진 것으로 분석

되었다(Figure 6-8). 상부 저수지의 면적이 다른 저수지에 비해 작은 편

이지만, 두 저수지 간 수두 차가 약 300 m로 Table 6-1의 양수발전 적

합지 중 가장 커 높은 잠재량을 가진다. 해당 지역에서 남쪽으로 평양이

인접해 있으며 차모저수지로부터 북동쪽으로는 평양순안국제공항이 위치

하고, 순천광산과 금, 은, 석탄 광산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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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Reservoirs that can be connected to Chamo reservoir dam

강원도 고산군에 위치한 댐 ID 9번 부천댐은 저수지 ID 109번과 연결

되어 약 7.8 GWh의 에너지 저장 잠재량을 가진다(Figure 6-9). 부천댐

주변에는 농업이 발달해 있으며, 남서쪽에는 마을이 발달해 있다. 부천댐

에서 북쪽으로 약 10 km에 금 30 톤의 예상 매장량을 가지는 2급 광산

인 고산광산이, 북동쪽으로 약 7 km에는 흑연 광산이 위치한다. 7.8 GW

h는 약 60만 톤의 철광석을 생산할 수 있는 양으로, 비상시에 광산 개발

에 필요한 전력뿐만 아니라 인근 마을 주민들에게도 전력을 공급함으로

써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에너지 저장용 댐을 가

뭄, 홍수 발생 시 용수 공급과 홍수 조절 등 다목적으로 활용되도록 설

계함으로써 안정적인 물관리도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양수발전

시스템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각 저수지의 용량 및 하천의 유량에 따라

적절한 양수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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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Reservoirs that can be connected to Bucheon reservoir d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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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데이터 취득이 어려운 지역에 대해 GIS 분석기법과 원격탐

사 자료를 활용하여 광산 지역 및 교통인프라의 침수 취약성을 분석하

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을 위한 에너지 저장 장치로서의 양수발전 잠

재량을 평가하였다. 각 권역의 대표 광산 5곳의 운반경로를 분석한 결과,

운반경로 중 평균 52.4%가 침수에 취약하여, 해당하는 교통 인프라에 우

선적인 침수 대책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미 건설된 인프라를 이

용해 양수발전 시스템으로 전환할 경우, 최대 에너지 저장 잠재량은 23

GWh를 가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북한에 많은 댐과 저수지가 존재한다

는 측면에서, 설치 비용과 환경 영향을 줄일 수 있는 양수발전을 통해

광산 개발 시 갑작스러운 전력 부족에 대비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분석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ArcGIS의 고해상도 베이스맵을 기반으로

국토지리정보원, 오픈스트리트맵 등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상호보완하

여 사용했지만, 접근이 어려운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몇 가지 분석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침수 취약성 평가 시 각 요인에 대한 가중

치를 고려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로 GIS를 활용한 다기준의사결정기법

(multi-criteria decision analysis, MCDA)에 있어서 다양한 침수 유발

요인들 간의 상대적 중요성을 고려하여 가중치를 부여하여 평가의 타당

성을 높일 수 있다.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는 계층적 분석과정(anal

ytic hierarchy process, AHP)이 주로 사용되는데, 전문가의 판단과 수리

적인 분석을 통해 요인들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을 결정할 수 있다. 향후

AHP 기법을 적용하여 각 영향요인에 대한 가중치를 고려한다면 침수

취약성 평가 결과의 정확도를 향상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자료 취득의

어려움으로 인해 통계적 분석 및 결과 검증의 한계가 있다. 통계분석과

검증을 위해서는 실제 침수가 일어난 곳에 대한 ‘침수 흔적도’ 등과 같은

자료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홍수 시기 전후의 SAR 영상을 통해 침

수 영역이라고 추정하고 추출하였으나, 해당 지역이 실제로 침수 피해가

있는 지역이라고 확신하기 어려워 분석과 정확도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침수 취약성 평가에 있어 DEM으로부터 추출 가능한 5

가지의 지형적 인자만 사용했지만, 침수 취약성은 토지피복, 지질 및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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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같은 요인에 따라서도 좌우될 수 있으므로 관련 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넷째, 교통 연결성 분석 시 교통

인프라의 상태, 운행 속도, 도로와 철도 간 환승 구간 등의 세부 사항을

고려하지 못하였다. 현실성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최신 자료

를 확보해야 할 뿐만 아니라 추후 현장 조사를 통해 북한 지역의 실제

인프라 현황을 파악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양수발전 적지 선정 시 에너

지 저장 잠재량과 더불어 환경영향 평가 및 경제성 분석을 진행하여 최

종적인 양수발전 적합지를 선정하도록 해야 한다.

대한민국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주요 광물자원에 대해 80% 이

상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2021년 중국의 전력난으로 국내에 원자재 확

보 및 수급 문제가 발생하면서 안정적인 광물자원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재부각되었다(Song et al., 2021; Suh, 2021). 북한은 금, 은, 구리, 철을

포함해 망간, 니켈, 흑연 등 2차전지와 4차산업에서 필수적인 다양한 자

원들이 비교적 풍부하므로 북한과의 자원교류 협력은 자원 안보의 주요

한 대책이 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북한 지역의 광산과 항만 간 각 경로에 대한 상대

적인 침수 취약성을 정량적으로 파악함으로써 추후 남북 자원교류 협력

시 광산 개발의 우선순위를 선정하고 광물의 운반 계획을 세우기 위한

기초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또한, 집중호우 및 태풍으로 인한 북한 지역

교통 인프라의 침수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광산-항만 경로에 대해 적절

한 우수처리 시설 혹은 배수 시설 설치 시 위치 선정에 있어서 참고자료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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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alysis of transportation

networks using GIS for

sustainable exchange and

cooperation of mineral resources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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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orldwide energy crisis in 2021 was caused by rising prices

for energy resources such as oil, natural gas, and coal. South Korea,

which imports most raw materials, is in a critical position to secure

stable energy resources, while North Korea, which is geographically

close, has relatively abundant resources. It is expected to secure

stable resources for economic and industrial growth in Korea through

inter-Korean resource exchange and cooperation. However, in the

case of North Korea, it is difficult to develop and operate mines d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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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decrepit infrastructure and poor power supply rates, and there have

been cases of mining facility damage and shut down due to flooding.

Stable power supply measures and efficient mineral transportation

strategies are required for long-term development.

In this study, after computing the typhoon risk index in North

Korea by using typhoon history and weather data from the Korea

Meteorological Administration with GIS, the vulnerability to flooding

was analyzed by overlaying topographic data. Prior to analyzing flood

vulnerability, the region was classified based on the transportation

connection, focusing on the eight major ports in North Korea, and the

optimal port that could be accessed from the mine at the lowest cost

was found. The Topographical Susceptibility Index(TSI) was

calculated using the variables of altitude, slope, curvature, and

distance from the water. The Meteorological Susceptibility Index(MSI)

was calculated by adding precipitation and typhoon risk index to the

TSI, and the grade was derived using the quantile method. In most

regions, the frequency distribution of TSI was found to be uneven.

However, when the meteorological parameters were added, the

proportion of grid cells with the highest risk of flooding increased,

reducing the standard deviation of the frequency distribution for each

class by at least 10 to 80%. The correlation with the FSI was

identified after estimating the flood damage area using Synthetic

Aperture Radar(SAR) images before and after the 2020 typhoon. The

value obtained by dividing the ratio of flooded gird cells in the fifth

grade with the highest flood vulnerability by the ratio of the total

grid cells in that class was greater than 1, and it was analyzed that

there was a correlation between the predicted flood damage area and

the FSI.

After the optimal route analysis connecting major mines and po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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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the Closest-facility function in ArcGIS, which calculates the

shortest route based on the Djikstra algorithm, the susceptibility to

flooding was reflected. As a result, more than 80% of the routes

from Sangnong Mine to Dancheon Port were vulnerable to flood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pare measures to prevent flooding

along the route.

Conversion of existing dams and reservoirs into Pumped Hydro

Energy Storage System(PHES) could be an efficient alternative for

North Korea’s sustainable energy supply. The potential for energy

generation was evaluated by selecting an area suitable for PHES.

Consequently, the suitable area with the greatest capacity for energy

storage was expected to have a potential of 23.613 GWh.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serve as reference data for setting priorities for

mine development and establishing mineral transport and energy

supply plans for inter-Korean resource exchange cooper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it can be used to prepare flood prevention

measures for infrastructure and transportation routes between mines

and ports.

keywords : GIS, Transportation Network, Pumped Hydro Energy

Storage System, Resource Exchange Cooperation, Remote

Sensing, Flood Suscept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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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쁘신 와중에도 심사위원장을 수락하여 주셔서 더 발전된 논문이 되도

록 아낌없는 조언을 주신 송재준 교수님, 세심한 조언으로 더 나은 논문

이 되도록 도와주신 정은혜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연구실에 있는 동안 버팀목이 되어준 에너지GIS 연구실원들에게도 고

마웠다고 전하고 싶습니다. 연구실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큰 힘이

되어준 아란이, 밝은 에너지로 연구실에 생기를 가져다준 지윤이, 뒤에서

묵묵히 도움을 준 한진이, 모두에게 좋은 성과와 행복이 있기를 응원하

겠습니다.

늘 기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부모님을 비롯한 가족들과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저의 삶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올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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