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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 is a global steel producer and a major consumer while iron ore producing is very low compared to the

demand. On the other hand, North Korea holds tremendous amount of iron reserves and, however, its producing

rate is limited. Moreover, the data regarding mineral resources of North Korea is very limited and uncertain because

of political isolation. This study estimated the amount of iron ore resource and production amount for the Musan

Iron mine, the world-known open-pit mine of North Korea, using satellite imagery(Landsat MSS, ASTER) and digi-

tal maps between 1976 to 2007. As a result, the mining area of Musan mine was increased by 6.1 km2 during the

30 years and the mining sector was estimated as 4.9 km2. We estimated the iron resources and production amount

of 0.7 and 0.2 billion metric tons, respectively based on 3D modeling and average iron ore density of Anshan for-

mation in China. This amount indicates 8.1 million tons of annual average production and it coincides well with

previous reports. We expect this study would be utilized significantly on inter-Korean exchange programs by pro-

viding trustable preliminar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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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한은 철강의 수요나 생산에 비해 그 원료가 되는 철광석의 생산이 미약한 반면, 북한은 상당한 철 매장량을 보

유하고 있으나 자원량에 비해 생산량이 극히 미진하다. 또한 북한의 폐쇄성으로 인해 북한의 자원에 대한 정보가 미

비하고, 그 신뢰성에 의문이 있다. 본 연구는 북한의 철광산 중 세계적인 노천광산으로 알려진 무산광산을 대상으로,

Landsat MSS, ASTER 위성영상자료와 수치지형도를 통해 1976~2007년 사이의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원

격탐사를 통해 산정한 무산광산의 넓이는 1976년을 기준으로 총 약 6.1 km2의 면적이 증가하였으며, 광산 내 채광지

의 크기는 지도대수기법을 통해 4.9 km2로 산정되었다. 또한, 산정된 채광지 내 약 3.2억 m3의 체적을 3차원 모델링

을 이용하여 산출한 후, 무산광산과 동일한 암상으로 간주되는 중국 안산층의 철광석 평균밀도와 연산하여 약 7.3억

톤의 자원량과 약 2.4억 톤의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이 수치는 연 평균 810만 톤 수준의 생산량으로, 기존에 보고된

수치와 비교하였을 때, 상당한 일치성을 보였다. 본 연구는 남북자원교류사업을 위한 기초자료로써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북한, 무산광산, 원격탐사, 자원량, 생산량, 3차원 모델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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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철강 산업은 자동차, 선박, 건설 산업에 기초소재를

제공하는 국가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산업이다. 특히, 한

국은 2014년 중국, 일본, 미국, 인도를 잇는 세계 5위

의 철강 생산국이었으나(WORLDSTEEL, 2015), 철강

의 원료가 되는 철광석의 생산량은 지난 2009년 이후

5년간 연간 철광석 수요량의 1%미만의 수준을 유지하

고 있다(KIGAM, 2014). 한국의 철광석에 대한 자주

개발률은 2011년 15%로, 홍천과 양양지역에서 철광석

의 매장이 확인되었으나 개발을 위한 유용원소의 함유

량과 품질이 낮아 채광이 중단되었으며, 국내 유일의

가행광산인 ‘신예미 광산’의 총 매장량은 1,313만 톤

규모로 2012년 기준 6,599만 톤의 수입량과 비교하면

절반에도 미치지 않는 미미한 양으로, 한국의 산업수

준을 고려하면 철의 부존과 생산량은 매우 미흡한 수

준이다(Nam, 2014).

북한의 경우 철광석에 대한 매장량과 생산량의 자료

가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으며, 비교적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북한의 철 매장량은 약 43억 톤(Fe 63.5%)으

로 보고된 바 있다(Koh et al., 2013). 특히, 북한 최

대의 철광산인 무산광산의 경우, 2002년 호주와 일본

의 자원개발회사에서 실시한 현장조사보고서에 의하면

무산광산의 매장량은 약 15~50억 톤에 이르는 세계적

인 노천광으로, 품위 Fe 64~65%를 기준으로 1996년

과 2000년 사이 100~300만 톤 수준의 철 정광을 생

산하였다(Kim, 2002). 그러나 또 다른 연구에 의하면

무산광산의 매장량은 15억 톤, 연간 생산능력을

300~800만 톤 수준으로 보고돼, 상당한 양의 철광석

이 매장되어 있으나 자료들마다 차이가 있어 신뢰도

높은 자료를 제시하기가 쉽지 않다(Koh et al., 2013).

현재 국내의 철강회사들은 철광석의 확보를 위해 호

주, 캐나다 등 해외지역의 광산을 합자형식으로 개발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러한 방식은 막대한 시간과 비

용이 소비 되는 큰 규모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있다.

그러나 국내의 철광석확보를 지리적으로 근접한 북한

지역에서 조달하게 된다면, 북한의 입장에서 기술부진

으로 인해 개발하지 못했던 부존자원들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국내의 철강 산업은 소모비용을 줄여

생산원가를 낮출 수 있어 양국의 경제발전에 큰 도움

이 될 것이다(Nam, 2014).

본 연구는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접근이 불가능한

북한의 철광산 중 매장량 추정 규모와 인프라 측면에

서 남북자원교류사업 시 최우선 협력사업 대상지역으

로 손꼽히는(Nam, 2014), 무산광산에 대하여 원격탐사

기법을 적용하여 1976년에서 2007년 간 무산광산에서

생산된 철광석의 양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원

격탐사기법의 일환으로, 위성영상에서 나타나는 지표변

화 및 수치지형도 기반 지형변화를 이용하여 약 30년

간 채광된 무산광산의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해 보았

다. 원격탐사기법을 통한 북한의 적용사례는 주로 북

한의 식생분포와 농경지 관측과 같은 토지피복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으며(Hong et al., 2008), 원격탐사를

통한 자원량 추정은 주로 산림재적을 통한 대단위 면

적의 산림 자원량에 관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Park

and Lee, 2014). 그러므로 본 연구는 원격탐사를 활용

해 북한의 광물자원에 접근한 연구의 첫 사례로서 의

미가 크다고 판단된다.

2. 연구지역

2.1. 무산광산의 개요

무산광산은 행정구역 상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함

경북도 무산군 무산읍 창렬노동지구(북위 42° 14' 05",

동경 129° 15' 21")에 위치하고 있으며, 북한 내 동서

로 산재된 20여 개에 달하는 광산 중, 매장량 추정 규

모와 인프라 측면에서 볼 때 최고 25억 톤의 매장량이

추정되는 세계적인 노천광산이다. 무산광산은 상·하

부의 지층이 물리화학적 특성에 따라 나누어진 변성퇴

적형 층상 광상으로(Koh et al., 2015), 주 광종은 철

로써 함철규암 내 자철석을 대상으로 채광하는 자철광

이다. 원광품위는 25~35%의 저 품위 광석이지만, 간

단한 선별과정을 걸쳐 65%의 정광으로 쉽게 품위를

높일 수 있다(Nam, 2014). 또한, 금-은(Au-Ag)이 부광

종으로 산출되기도 하며, 최근 보고에 따르면 무산지

역일대에 희토류의 잠재가능성도 보고되고 있으나 이

는 미확인된 상태이다(Koh et al., 2015). 무산광산은

6개의 광체를 따라 채광지구를 조성한 것으로 사료되

며, 광체는 북동 방향의 습곡과 단층을 따라 폭

5~250 m, 연장 최대 2 km의 교대형광체로 발달하였

다(Koh et al, 2015). 북한 현장조사의 보고서에 의하

면 무산광산은 1937년부터 개발된 노천광으로, 2006년

이후에는 일부 항내채광이 시도된 것으로 사료된다

(Kim, 2002).

2.2. 무산광산의 지질

무산광산일대의 지질은 Fig. 1에서와 같이 원생대의

무산층군과 리원복합체, 고생대 후기의 두만강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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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대 후기에서 중생대의 두만계, 그리고 중생대의 단

천복합체로 구성되는 것으로 보고된다(Chi et al.,

2012). 무산층군은 무산지역의 일부에서 두만계와 부정

합 관계로 놓여있고, 리원복합체와 관입관계를 보인다.

또한, 두만강 복합체는 흑운모화강암이 주를 이루며,

이와 함께 한반도 남부지역의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화

강암과 대비되는 단천복합체가 무산층군을 관입한다.

한반도의 타 지역과 차별적인 퇴적암상과 산출화석을

가진 두만계는 연구지역의 동부에 남북으로 분포한다

(Geol. Soc. Korea, 1999). 특히, 무산광산이 배태되는

무산층군은 녹렴석-각섬암상 혹은 녹색편암상의 후퇴

변성작용에 의해 형성된 변성퇴적암체로(Geol. Soc.

Korea, 1999), 다수의 화강암 관입에 의해 광상을 형

성하였다. 무산층군의 상부는 각섬석-사장석-석영-흑운

모-석류석으로 이루어진 광물 집합체가 세립질의 각섬석

편암을 구성하고 있으며, 하부는 편마암, 각섬암, 편암,

혼성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장석-각섬석-사방휘석,

사장석-흑운모-정장석-석류석-규선석-백운모-석영의 광물

집합체가 나타난다(Geol. Soc. Korea, 1999). 또한, 무

산층군내 각섬암의 Sm-Nd 등시선연령(Isochron-age)은

약 25.5 ~ 26억년으로 보고되었다(Zhai et al., 2007).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2007년 이전 노천채광이 생산의 주를 이

루었던 무산광산을 대상으로 1976년에서 2007년까지

약 30년간의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이를 위

해 본 연구는 1976년과 2006년의 위성영상자료를 기

반으로 30여 년간 무산광산의 토지이용변화를 탐지하

였으며, 토지이용변화에 따른 광산의 노천채광확장지역

을 정의하였다. 또한 정의된 채광지역에 대한 1976년

과 2007년의 수치지형도를 비교분석하여 3차원 지형모

델을 구성하였고, 지형변화에 따른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3.1. 연구자료

3.1.1. 위성영상자료 

본 연구는 1976년에서 2006년까지의 채광지역 변화

를 감지하기 위해 Lansat2 MSS(the MultiSpectral

Scanner)와 ASTER(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위성영상자료

를 사용하였다(Fig. 2). Lansat2 MSS 영상자료(ID:

LM21240311976238FAK03)는 1976년 8월 25일에 촬

영된 영상으로, 18일의 주기해상도와 약 80 m의 공간

해상도, 녹색파장에서 근적외선에 이르는 4개의 밴드

로 구성된 영상을(Helder et al., 2012) 방사보정과 지상

기준점을 이용한 지형보정을 거쳐 공간해상도 60 m로

변환한 Level 1T(Standard Terrain Correction)자료

이다(Fig. 2a)(Nioti et al., 2011). ASTER 영상자료

는 2006년 11월 1일에 촬영된 영상으로, 가시근적외선

영역의 3개의 채널을 가지고 있는 ASTER Level 1A에

방사보정과 기하보정을 실시하여 관측 위치에 따라 발생

하는 차이로 인해 만들어진 오류들을 수정시킨 Level 1B

자료로, 15 m의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60 km × 60 km

Fig. 1. Geologic Map of the Musan Iron-mine area(modified from Chi et al., 2012 and SONOSA,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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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의 영상을 제공한다(Fig. 2b)(Fujisada, 1995).

3.1.2. 수치지형도

본 연구는 지표채광지역을 바탕으로 채광지역의 체

적변화 계산을 통한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하

여 1976년과 2007년의 수치지형자료를 이용하였다

(Fig. 3). 1976년의 수치지형도는 구 소련에 의해 제작

된 1:50,000 축척의 지도에서 북한무산광산일대를 포

함하고 있는 무산도엽(NK-52-5-37)과 철산도엽(NK-52-

5-38)을 스캔하여 수치화하였다(Fig. 3a)(Han and

Han, 1997). 두 도엽의 등고선 간격은 주곡선 10 m,

계곡선 50 m이며, 좌표계는 ‘1942년 좌표체계’로만 밝

혔기 때문에, Bessel 타원체 기반의 동경원점을 기준

으로 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Bessel타원체 기

반의 종이지도를 GPS 현지측량과 비교한 선행연구에

의하면 지형도 자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도오차는

8.516 m로 예상된다(Cho et al., 1997). 수치화는 두

개의 도엽에서 나타나는 무산광산일대의 수계, 도로,

철로, 철광체 등의 위치와, 도엽 내 좌표정보를 이용한

기하보정과 50 m간격으로 나타나는 계곡선을 따라 고

도자료를 추출하였다. 2007년 수치지형도는 국토지리

정보원에서 프랑스의 SPOT-5를 통해 촬영한 영상자료

를 기반으로 지형고도정보를 취득하여 1:50,000의 축

척으로 발간한 ‘북한지도집’에서 발췌하였다(Fig. 3).

Fig. 2. 1976 Landsat MSS L1T image(a) and 2006 ASTER image(b) including Musan Mine area.

Fig. 3. 1976 topographic map(a) and 2007 digital map(b) of the Mu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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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OT-5는 2002년 5월에 발사한 위성으로 2개의 HRG

(High Resolution Geometry)센서를 탑재하여 2.5 m에서

5 m에 이르는 공간해상도를 가지고 있다(NGII, 2014).

본 자료는 영상촬영 당시의 센서와 목표물 간의 기하학

적 관계를 이용한 영상 정합기법을 이용하여 3차원의

수치표고자료를 10 m 간격의 고도로 추출하여 간편하고

신뢰성 있는 수치표고모델 (Digital Elevation Model)

을 제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Fig. 3b)(Sakong and

Park, 2005), SPOT-5 입체영상을 통해 제작된 지도의

GPS 현지측량성과의 오차는 4.32 m로 계산된바 있다

(Eo et al., 2007). 본 연구는 두 지형도의 좌표계에서

발생하는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GRS80(WGS84)좌표

계로 통일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4.8 m의 고

도차를 보정하였다(Kim et al., 2001).

3.2. 광산의 경계 및 채광지 선정

본 연구는 Landsat2 MSS Level 1T와 ASTER

Level 1B 위성영상자료를 기반으로 위성영상자료에서

육안을 통해 구분되는 무산광산의 경계를 구획하였다

(Fig. 4). 또한, 1976년과 2007년의 수치지형자료를 기

반으로 불규칙한 지형의 3차원 좌표정보를 단위 셀을

가진 래스터데이터 즉, 15 m × 15 m 크기의 수치표

고모델로 제작한 후 ArcGIS10.1의 지도대수기법(Map

Algebra)을 통해 지형변화를 분석하였다(Fig. 5). 지도

대수기법은 셀 단위의 래스터 자료를 중첩하여 수학적

함수와 연산자를 이용한 정밀하고 복잡한 계산식으로

데이터를 처리하는 기법으로, 산사태나 홍수 등의 자

연재해를 예측하거나 토지이용계획 분석 등 지형변화

와 관련된 연구에서 래스터 자료를 효과적 처리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Lee et al., 2010).

3.3. 무산광산의 평균광석밀도 추정

무산광산의 경우 매우 제한적인 지질정보만이 공개

되어 시추자료의 위치 및 품위, 광산의 규모와 발달양

상 등에 대한 정보가 미미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무

산광산에서 산출되는 광석의 평균밀도를 추정하기 위

해, 무산광산과 동일한 암상으로 간주되고 있는 중국

북동쪽에 위치한 안산층(Anshan Formation)의 광석을

토대로 무산광산의 평균밀도를 추정하였다. 전 세계적

Fig. 4. Areal change between 1976(Red) and 2007(White)

overlaid on 2006 ASTER satellite image.

Fig. 5. Elevation change from 1976 to 2007 for the Musan Iron-Min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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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고품위의 철광상은 풍화나 침출작용에 의해 형성

되는 적철광이 일반적이나, 중국은 철광석 매장량의

50% 이상이 자철광에서 생산되고 있으며, 안산층이 중국

철매장량의 20%를 차지하고 있다(Wang et al., 2014).

안산층의 철광 배태양상은 무산광산의 무산층군내 배태

양상과 유사하여 무산층군이 안산층군의 동쪽 연장선상

에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Geol. Soc. Korea, 1999).

“Fan et al.(2014)”은 안산층 내 동안산(Donganshan)

과 치다산(Qidashan)에 걸쳐 분포하는 광화대의 철광

석의 밀도를 측정한바 있다(Table 1). 본 연구는 안산

층에서 산출되는 광석의 평균밀도를 통해 무산광산에

서 산출되는 광석의 평균밀도를 약 3.4 × 103 kg/m3

로 추정하였다. 중국의 안산층은 약 25 ~ 27억년의

지질연대와, 녹색편암에서 각섬암의 변성상을 가진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Wang et al., 2014).

3.4. 3차원 모델링을 통한 체적계산

앞서 정의된 채광지와 밀도를 사용하여 채광체적을

산정하고,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기 위하여, 무산광

산의 채광영역을 SKUA-GOCAD를 이용하여 3차원 모

델링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SKUA-GOCAD

는 3차원 광체 모델링과 매장량 평가를 수행하기 위하

여 paradigm사에서 개발한 소프트웨어로, 단층과 습곡

같은 지질학적 대상들의 기하학적 구조와 특징들을 가

시화하기 위한 다양한 기능을 제공하여 좀 더 세밀한

광체구현이 가능하다(Kwak and Choi, 2013). 특히,

공간자료가 제한적으로 주어지더라도 지질요소를 이루

는 면들을 입력된 자료에 영향 없이 그 값에 근접한

면을 구현하는 DSI(Discrete Smooth Interpolation)도

구를 제공하여 주어진 자료의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Kwak et al., 2013). 본 연구는 수치지형도 기반의

수치표고모델의 3차원 공간정보를 ArcGIS10.1를 통해

추출한 뒤 SKUA-GOCAD를 통해 약 30년 간 채광된

공간을 면(surface)의 형태로 구현하였다. 그러나 구현

된 면이 이루는 공간은 수학적 데이터를 입력 할 수

있는 공간정보를 포함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광체모

델 내에 300(u) × 300(v) × 300(w)개의 격자공간을

형성하여, 구현된 면의 형태와 가장 유사한 양상을 띠

는 1,179,400개의 단위공간(단위체적 : 약 273 m3)을

통해 체적을 계산하였다(Kwak et al., 2013).

3.5. 생산량 추정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북한의 광물자원에 대한 부

존량 자료들은 서로 차이가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자

료를 선정하기에 어려움이 있으며(Koh et al, 2013),

생산량 산정을 위한 북한의 단위 광상에 대한 정보의

양도 매우적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중국 안산층에 분

포하는 광석들의 평균 밀도와 SKUA-GOCAD에서 산

출된 체적을 통해 계산되는 자원량을 식 (1)과 같이

정의 하였다. 

Resource30 = VSG × ρA × 67% (1)

여기서, VSG는 SKUA-GOCAD에서 산출된 체적,

ρA는 중국 안산층 내 분포하는 광석의 평균밀도를 나

타낸다. 또한, 기존에 보고된 바 있는 무산광산의 폐석

비율 33%를 총 채굴량에서 제외한 30여 년간의 자원

량(Resource30)을 산정하였다(Yoon, 2011).

또한, 약 30년간 채광된 자원량을 바탕으로 생산량

(Production30)을 식 (2)와 같이 산정하였다. 기존의 보

고에 따르면 무산광산의 경우 유용광석과 광미가 각

각 자원량의 1/3에 해당된다(Yoon, 2011). 따라서 본

연구는 식 (1)을 통해 계산된 자원량에 유용광석의 비

율인 1/3을 회수율(Recovery)로 고려하여 약 30여 년

간의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Production30 = Resource30 × Recovery (2)

4. 결과 및 토의

4.1. 광산경계 및 채광지

본 연구는 지형변화탐지를 통해서 생산량추정의 신

뢰도를 높이고자 위성영상자료를 기반으로 광산의 경

계를 설정하였으며, 수치지형도를 통해 경계 내 지형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1976년 Landsat2 MSS

Level 1T자료는 무산광산일대에 분포하는 노천채광으

로 인해 드러난 표면과 계절의 영향으로 주변의 식생

이 뚜렷이 대비된다. 2006년 ASTER Level 1B영상

자료는 무산 일대에서 나타나는 연장 약 5 km 길이의

계단형의 지형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규모는 영상자

료의 공간해상도(15 m)를 통해 육안으로 충분히 구분

Table 1. Density measurements of iron ore in Anshan

formation(quoted from Fan et al., 2014)

Location Density(103 kg/m3)

Qidashan 3.48

Hujiamiaozi 3.32

Yanqianshan 3.42

Average 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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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능하다(Fig. 2). 영상자료 내 분포하는 1976년과

2006년의 광산면적은 각각 약 4.2 km2와 10.3 km2로

약 6.1 km2확장되었으며, 연간 약 0.2 km2의 영역이

증가하였다. Fig. 4에서 나타나는 광산의 증가형태를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1976년의 경계를 중심으로 남부와

동부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이며, 광산의 서쪽에 1976

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약 1.25 km2의 지형이 관찰된

다. 이 지형은 노천채광에 의한 계단형의 지형은 확인

되지 않았으나 도로, 건물 등이 육안을 통해 관측되었

으며 그 형태가 능선의 중심에서 계곡을 향하고 있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로 제작된 수치표고모델을 통해

지도대수기법을 실시하여 지형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Fig. 5에서 확인되는 고도의 차이는 1976년과

비교하여 표고의 상승은 C, D영역과 같이 주로 산의

비탈면를 따라 분포하며 능선에서 계곡으로 갈수록 고

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C영역의 고도의 경우 최대

155 m, D영역은 최대 약 205 m의 증가를 보인다. 특

히 C의 영역은 1976년에 존재하지 않았던 지형으로,

무산광산의 800여 톤에 이르는 생산능력을 1500만 톤

으로 확장하기 위해 1993년 지어진 제 3선 광산지역

으로 사료된다(Kim et al., 1992). 일반적으로 광산개

발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폐석은 굴진과 채광

작업, 광석의 선별과정 등에서 발생하며, 페석적치장은

계곡이나 구릉지 등에 위치하기 때문에 C와 D영역은

폐석장으로 사료된다(Gwon and Nam, 2007). 반면

외곽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고도가 하강하는 A, B

영역의 경우 각각 최대 222 m와 183 m의 표고 감소

를 보이며,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는 두꺼운 층의

광상일수록 많은 수의 벤치를 개설하여 뒤집어진 원뿔

모양의 독특한 지형을 형성하는 노천채광지역에 나타

나는 전형적인 지형에 따른 분포로 사료된다(Hartman

and Mutmansky, 2010). 또한, Fig. 5의 A영역과 B영

역의 분포 내 높은 고도 값을 갖는 셀들을 이용하여

임의의 선을 나타냈을 때, 북동-남서방향의 선을 중심

으로 좌우 분포가 대칭에 가까운 양상을 보인다. 이는

무산광산에서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습곡과 단층을 따

라 광체가 형성되었다는 기존의 보고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Koh et al, 2015). 이에 따라 A,

B 영역을 포함하는 약 4.9 km2의 면적을 채광지로 선

정하였다.

선정된 채광지내 지형의 변화를 좀 더 쉽게 이해하

기 위해, SKUA-GOCAD를 이용하여 3차원 지형모델

을 구성하였다. 그 결과, 1976년의 지형(Fig. 6a)에 비

해 2007년의 지형(Fig. 6b)이 채광지의 경계에서 중심

으로 향할수록 연속된 계단형의 지형으로 인한 고도변

화가 뚜렷이 관찰된다(Fig. 6). Fig. 6의 b에서 살펴보

면, 1의 영역에서 노천채굴의 흔적이 발견되나 그 변

화가 뚜렷하지 않은 반면, 2와 3의 영역에서 나타나는

지형 변화는 계단형의 지형과 현저한 고도차가 확인된

다. 이를 미루어 보아 1영역은 자원이 고갈되거나 부

존량이 미미한 영역이며, 2, 3영역은 철광석의 부존이

확보되어 2007년까지 채굴이 지속적으로 가행된 영역

으로 판단된다.

4.2. 약 30년여 간의 생산량

SKUA-GOCAD를 통해 구현한 공간정보의 수치정보

를 활용하기 위해 300(u) × 300(v) × 300(w)개의 격

자공간을 형성하여 약 3.2억 m3체적이 채광되었음을

계산하였으며(Fig. 7), 이와 안산층 내 분포하는 광석의

평균밀도인 약 3.4 × 103 kg/m3를 식 (1)과 (2)에 대

입해 1976년과 2007년 사이 발생한 무산광산의 자원

량과 생산량을 산출하였다. 그 결과, 식 (1)을 통해 약

7.3억 톤의 자원량이 산출되었으며, 식(2)를 통해 추정

된 철광석의 생산량은 약 2.4억 톤으로, 무산광산에서

30여 년간 생산된 철광석의 양은 원광을 기준으로 연

평균 약 810만 톤 수준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각각

의 지형도에서 발생하는 고도의 오차를 고려해본결과,

총 자원량의 약 14.44%에 해당하는 오차 값을 가지게

되며, 이를 통해 계산되는 연간 생산량의 범위는 약

700 ~ 930만 톤으로 예상된다. 기존의 무산광산 광물

Fig. 6. 3D surface model of Musan mine area in 1976 (a)

and 2007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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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 자료 중 가장 높은 신뢰도를 가진 것으로 사료되

는 1988년 북한에서 발간한 책자에 따르면, 무산광산

의 철광석 부존량은 1982년 1월을 기준으로 전망매장

량 30억 2천 톤, 잔존매장량 12억 8천 톤으로 총 43

억 톤이다(The Earth Environment Information of

North Korea, 1988). 이는 본 연구에서 계산된 30여

년간의 자원량과 비교하여 약 6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

으며, 앞으로 본 연구의 자원량과 비슷한 수준의 채광

을 유지한다면, 무산광산의 철광석 가행년수는 앞으로

약 150년 이상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는 원격탐사 및 3차원 모델링 기법을 통해

철광석 매장의 위치, 형태, 광석의 밀도, 가행기간 등

의 조건을 제한하여 자원량과 생산량을 추정하였지만,

앞의 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생산량을 산정하기 위해

서는 매장량, 부대시설, 적용기술 수준, 인건비, 광산물

의 국제시세 등 경제적 조건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정확한 생산량의 산정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다(Kim,

2005). 그러나 현재까지의 보고들과는 다르게 최초로

정량적으로 추정하기 위한 시도를 구현하였고, 이 추

정치를 기존의 보고와 비교분석을 할 경우 보다 신뢰

높은 자료에 대한 판단에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보고들로는 1992년 시행된 국내 정책연구에서

800만 톤의 연간 생산능력을 1993년 1500만 톤으로

확장하였다고 보고한바 있으나 이 자료는 전력과 수송

과 같은 북한 과학기술의 현황을 언급하기 위해 간단

히 인용되었다(Kim et al., 1992). 또한, 1999년 미국

지질조사국(USGS)에서는 북한의 산업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보고한 자료에서 무산광산의 생산능력을 연 1000

만 톤 수준으로 설계되었다고 밝혔다(USGS, 1999).

2001년 한국산업은행(Korea Industrial Bank)의 자료는

무산광산의 생산능력을 품위에 따라 800만 톤과 300만

톤으로, 에너지경제연구원(Korea Energy Economics

Institute)의 자료는 무산광산에 존재하는 광맥, 장비,

시설, 채굴방식, 종업원 등 경제적·기술적 현황에 대

해 기술하였으나 매장위치와 형태 등의 상세한 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생산능력 및 생산량과의 연관성

에 대한 언급이 없다(Yoon, 2011). 마지막으로, 무산광

산의 생산량을 북한 총 철광석 생산량의 절반 정도인

Fig. 7. Grid model(300u × 300v × 300w) of the Musan Iron-Mine area made by GOCAD 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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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간 500만 톤으로 밝혔으나, 정확한 생산량 산정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할 뿐 500만 톤으로 추정한 이유를

알 수 없다(Kim, 2005). 그러므로 2001년 한국산업은

행의 자료를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본 연구의 결과

와 비교할 수 있는 기준이 모호하여, 2001년 보고된

800만 톤(Fe 30%)을 원광의 연간생산량으로 간주한다

면, 본 연구의 결과와 비교하여 매우 유사한 수치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이 역시 연간 생산량

의 산정방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았으므로, 본 연

구의 정량적 접근을 통한 결과가 좀 더 높은 신뢰도를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지형변화를 통한 무산광산의 철광석생산

량을 추정하였다. 1976년 Landsat2 MSS Level 1T

자료와 2006년 ASTER Level 1B영상자료를 분석한

결과 1976년과 2006년의 광산면적은 각각 약 4.2 km2

와 10.3 km2로 약 6.1 km2확장되었으며, 연간 약

0.2 km2의 영역이 증가하였다. 광산의 증가형태를 살

펴보면 전체적으로 1976년의 경계를 중심으로 남부와

동부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 수치지형도를 기반으

로 제작된 수치표고모델을 통해 지도대수기법을 실시

하여 지형변화를 살펴본 결과 표고의 상승은 주로 산

의 비탈면을 따라 분포하며 능선에서 계곡으로 갈수록

고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폐석장으로 사료된다.

반면 외곽에서부터 중심부로 갈수록 고도가 하강하는

중심부의 경우 각각 최대 222 m와 183 m의 표고 감

소를 보인다. 선정된 채광지에 대한 3차원 모델은

1976년의 지형에 비해 2007년의 지형에서 채광으로 인한

계단형의 지형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3차원 모델을 바탕

으로 추정한 채광된 부피는 약 3.2억 m3이며, 이와 안산

층 내 분포하는 광석의 평균밀도인 약 3.4 × 103 kg/m3

를 활용하여, 1976년과 2007년 사이 발생한 무산광산

의 자원량은 약 7.3억 톤, 철광석의 생산량은 약 2.4억

톤으로 산정되었다. 무산광산에서 30여 년간 생산된 철

광석의 양은 원광을 기준으로 연평균 약 810만 톤 수

준으로 추정된다. 이는 기존의 보고와 상당한 유사성

을 보이고 있으며, 무산광산의 43억 톤의 철광석 부존

량과 비교해 보았을 때, 무산광산의 가행년수는 앞으

로 약 150년 이상으로 전망된다. 본 연구 결과는 정량

적 접근을 통하여 북한의 자원정보를 파악하는 데 크

게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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